
졸업 후 진로예술·문화 컨텐츠 분야의 기업홍보 및 디지털 
마케팅, 공연/전시 기획, 온라인 컨텐츠 기획 및 제작, 공연 
제작 감독, 캐스팅 디렉터, 무대감독/무대기술자(디지털 무대 
포함), 온라인 컨텐츠 기획/창작(크리에이터), 국내외 기획사 
경영 관련 매니저, 예술·문화 분야 창업

예술·문화 
컨텐츠

· 다양한 예술·문화 컨텐츠에 대한 이해
· 재능 개발(음악, 댄스, 작곡, 영상 분야 등)

디지털기반 
컨텐츠

· 데이터 분석 및 활용
·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편집
· 디지털화와 기술의 이해

예술 경영
· 디지털 마케팅 및 e-커머스
· 지적재산 관리
· 창업 및 매니지먼트

기본 역량
· 언어 집중 교육(영어)
·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 교류
·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 경험

-   K-POP과 한국 음악시장 규모, 전년 대비 44.8% 압도적 
증가(국제음반산업협회)

- 세계 음악시장 순위 6위, BTS 전세계 연간매출 1위
- K-POP 팬덤 경제 규모, 8조원 이상(IBK기업은행)

무대에서 공연하는 아티스트 외에 K-POP 산업에는 아티스
트를 발굴하는 신인개발팀, 매니지먼트, 음반 제작을 담당하는 
A&R, 유통, 공연기획자, 마케팅, PR, 팬 미내지먼트 등 다양한 
역할이 있음. 이들은 누구이며,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음악 산업 K-POP

K-POP을 만드는 사람들

어디서 배워야할지 막막했니?
엔티컷 칼리지 자율융합학부
K-POP 예술경영전공으로 와

세계를 발판으로 성장하는
K-POP



글로벌 팬덤, 글로벌 시장 
트렌드, K-POP 아티스트
들의 국·내외 시장 성공/
실패 케이스 스터디 등을 
통한 실무에 필요한 지식 
습득

국·내외 레이블, 매니지먼트 
회사, 음악 퍼블리싱 회사 등 
다양한 회사들과의 산학협
력을 통한 인터십, 프로젝트 
등의 기회 제공

■ 고려대 영문학과 학사

■ 고려대 언론대학원 석사

■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박사

■ 한국방송공사(KBS) 프로듀서

■ KBS 예능국장, 편성본부장

■ KBS 아트비전 사장

■ KBS 부사장
■   KBS 열린음악회, 가요톱텐, 사랑의 리퀘스트 등 예능 프로
그램 대거 연출

■ 고려대 국제학부 학사

■ 미국 하버드대 국제교육정책학 석사
■   SM엔터테인먼트 A&R(Artists and Repertoire) : K팝 기획, 
아티스트 발굴, 육성, 제작, 완성, 홍보업무

■   음악 프로듀싱 기업 '씽잉비틀'대표

■ 오바마재단 아시아태평양 차세대리더스(지도자) 선정
■   EXO, Seventeen, Nu'est, 하성운, 헨리 등 다수 K-POP 
아티스트와 작업

■ 국내외 작곡가 및 퍼블리셔 매니지먼트/아티스트 제작

전진국 전임 교수 조미쉘 겸임 교수

다양한 플랫폼의 K-POP 
컨텐츠가 제작되는 과정을 
배우고, 실제 제작/실무 경
험이 풍푸한 교수진의 노하우 
공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력에 영어는 필수, 영어로 
K-POP 예술경영 과정의 
수업을 들으며 세계 시장의 
인재로 성장

글로벌 예술 문화 시장에 
대한 이해

산학 협력을 통한 현장 경험컨텐츠 이해를 위한 제작 
및 편집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영어로 
하는 K-POP 인재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