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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BK+21  MICE 창의인재사업단 단장 (현)

UNWTO(세계관광기구) Asia Pacific Newsletter 편집장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편집위원

서울시 잠실국제교류단지 산업경제분과위원 (현)

한국무역협회 MICE 분과위원회 위원장 (현)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현)

(사)글로벌마이스연구원 원장 (현)

관광현상질적연구학회 회장 (현)

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 이사(현)

(사)한국지식경영학회 회장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학장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원장 

경희대학교 관광산업연구원 원장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협력 자문위원 

쇼핑인증 운영위원 및 제도개선위원장

2016 수원 화성 방문의 해 자문위원

코엑스 대관운영위원회 위원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 자문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외이사

서울마케팅 주식회사 사외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임위원 (경제분과)

서울시문화계획위원

서울시정계획위원 문화관광분과위원회

tel:02-961-0816
https://hot.khu.ac.kr/kor/page.php?navi=EE05000000&target=kimcw@khu.ac.kr


한국관광학회 편집위원장

한국관광학회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Science 편집위원장

OECD Tourism Committee 한국대표 및 Consultant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편집위원

미래창조과학부 ITU 전권위원회 총괄 자문위원

2013 오송바이오 엑스포 자문위원

2015 괴산 유기농엑스포 자문위원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자문위원

한국컨벤션학회 회장

서울시 컨벤션클러스터 사업단장 (2005-2010)

T 20 의제 (agenda development) 자문위원

서울경제비전 2020 자문위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규사업개발 자문위원

G20 행사 자문위원

국회 MICE 포럼 고문

C40 정상회의 기획위원

부산원조개발총회 자문위원

규제개혁위원 및 국제회의 육성위원. 문화채육관광부 

한-스페인 포럼 관광분야 한국대표. 국제교류재단 

제천한방포럼 위원

2010 제천국제한방 EXPO 자문위원. 제천시

CI e-tourism 연구소 소장

문화관광 재정운영계획 위원(기획재정부, KDI)

세계보이스카웃 총회 조직위원

세계도자기엑스포 축제평가위원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사회문화 전문위원

여행신문 Columnist

(사)한국관광학회 부회장 겸 영문편집위원장

한류우드 마케팅 자문위원 (경기도)

한국관광브랜드구축 자문위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홍보마케팅자문위원

국무총리산하 국제자유도시 기획단 민간전문가

세계관광기구 (WTO) 회의준비반 팀장

국회관광정책기획단 위원

KOPEC (한국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관광분과위원회 집행위원

APEC Tourism Working Group 한국 대표

장애인 편의연대 복지관광분과 연구자문위원

제 1차 APEC 장관회의 의제반 팀장 (관광헌장 및 주제개발).

The National Trust 운동 창립추진위원 및 기획위원 (환경정의연대)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 ESCAP) Consultant,

Opportunity and Challenge for the Promotion of Tourism Invest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Phi Delta Alpha International Scholar (미국)

주요 수상 경력



근정포장(2018)

부산 BTO MICE Ambassador (2013)

MICE 학술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13)

세계관광기구 공로상 (2011)

한국관광공사 50주년 공로 표창(2012)

부산원조총회 공로상 (외교통상부장광상, 2012)

한국컨벤션학술대상 (한국관광공사, 2008)

경희대학교 우수교원 선정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제1차 APEC 관광장관회의 공로상 (국무총리상, 2000)

저서

2018. MICE 마케팅 관리론. 법문사

2017. 관광컨벤션 현상의 질적연구 패러다임. M&C Communications

2015. 지속가능한 MICE 이벤트:이론과 사례, M&C Communications

2015. 지속가능한 MICE 이벤트 실무론:시범사업, M&C Communications

2015. 시니어관광의 이론과 실제, M&C Communications

2015. MICE 일반. 한국교과서주식회사

2015. MICE 실무. 한국교과서주식회사

2015. 커뮤니케이션 일반. 한국교과서주식회사

2014. 이제는 통일이다 (공저). 헤럴드경제/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

2012. 관광학의 질적연구방법론 

2011. 컨벤션마케팅. 법문사

2011. 무역전시업무. 한국교과서주식회사

2010. 관광학원론. 한국관광학회.(Chapters)

2009. PCMA의 전략적 MICE 경영론 (Chapters)

2009. MICE 산업,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세림출판 (chapter)

2009. 관광학개론. 한국방송대학 (chapter)

2009.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이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 선정, 넥시스 (Chapter)

2006. Acculturation and Leisure. 경희출판사

2000. Japanese Touists: Socio-Economic, Marketing nd Psychological Analysis (charpter), 

          The Haworth Hospitality Press

외부 연구 프로젝트

2019 전국 지자체 관광경쟁력 진단 및 분석 (2019, 한국관광공사)

거창군 국제행사 발굴과 육성전략 수립용역(2019, 거창군)

2021 풍기세계인삼엑스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2019, 영주시)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버스 제도 개선 연구(2018, 한국관광공사)

미래관광도시 트랜드 전망 및 서울시 도시관광 포지셔닝 조사 (2018, 서울시)

구미주 엑티브시니어 관광현황 조사 및 마케팅 전략 도출 (2018, 한국관광공사)

2018 전국 지자체 관광경쟁력 진단 및 분석 (2018, 한국관광공사)

2017 지자체 관광경쟁력 진단모형 구축 및 중장기 실행전략 수립 (2017, 한국관광공사)



서울시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활성화 연구 용역 (2017, 서울시)

UNWTO Asia Pacific Newsletter 발간 사업 (2006-현재)

BK21 plus 창의형  마이스 통합 양성단 (2013-현재) 

시티투어활성화 방안(2016, 한국관광공사)

2016 환승관광 활성화방안 연구 (2016, 한국관광공사)

2017 완도 해조류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2015), 완도군

2014 Seoul MICE week 운영 (2014), 서울특별시

시니어관광활성화 실행전략 연구 (2014), 한국관광공사

2017 제천국제한방 치유 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2014), 제천시

지속가능한 MICE 표준 모델 개발 및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 (2014), 한국관광공사

2016 오송 화장품 뷰티 세계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2014), 충청북도

해외마케팅 유치 전략 수립 (2013),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교류 매뉴얼 및 국제관광행사 DB 작성 (2012), 문화체육관광부

MICE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2012), 한국관광공사

한류관광 외국어 번역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전략 수립 (2012), 한국관광공사

경주화백 컨벤션센터 운영방안 연구 (2012), 경주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11). 충청북도

2013 세계 화장품 뷰티 엑스포 기본계획 (2011). 충청북도

진안 아토피프리 세계엑스포 기본계획 연구용역 (2011). 전라북도 진안군

세계자전거박람회 2010 경기도 성과분석 연구(2010). (주) 킨텍스

지지자체 수용태세 경쟁력 평가 (2010). 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경쟁력 지표개발 (2010). 서울특별시

ITU 전권위원회 유치 계획서 (2009). 한국통신연구원

MICE 문화관광콘텐츠 특성화 사업 (2009).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내대표 관광지 수용태세 모니터링 (2009). 한국관광공사

쇼핑인증모델 및 평가지표 개발 (2009). 한국관광공사

공사 마케팅활동의 관광산업기여도 분석 (2009). 한국관광공사

영등포 문화관광중장기 발전 계획 (2008). 영등포구청

국제화기반구축 및 대규모 국제행사 기본계획 수립 (2008). 전라북도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2005년 선정 기술기반구축사업, 컨벤션산업 육성을 통한 서울형 미래 도시산업 기반구축

5개년 사업 (2005~2010, 서울특별시)

연천전곡리 구석기 축제 평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제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08). 한국관광공사

북한관광의 개요 (2007). 통일연구원

관광레저형기업도시 모형구축을 위한 일본, 중국 관광시장 수요조사 (2007). 문화관광부

국제회의참가자실태조사 (2007). 한국관광공사

공사 마케팅활동의 관광산업기여도 분석 (2007). 한국관광공사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게획지표 설정 등 연구 (2007).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조직위원회

인천 Air-city 개발 사업에 따른 관광관련 지원 분야 계획기준 수립연구 (2007). 인천공항공사/국토연구원

국제회의 성과측정 지표개발 및 모형에 관한 연구 (2007). 한국관광공사

서울시 국제회의참가자 실태조사 (200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중앙 CVB 운용방향 및 코리아컨벤션뷰로 경쟁력 제고방안 (2007). 한국관광공사

2010 제천국제한방EXPO 타당성 분석 연구 (2007). 제천시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평가 연구 (2007). 문화관광부



서울시 미래도시산업 육성을 위한 컨벤션 클러스터 구축 방안 (2006). 서울시 (5개년 사업)

공사 공항면세점 타당성 분석 (2006). 한국관광공사

개발도상국과의 관광협력 모형 구축 (2006). 문화관광부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계획기준 수립 (2006). 문화관광부

NTO-RTO 관광협력 방안 (2006). 한국관광공사

The Republic of Korea as an Outbound Market for the Asia Pacific (2006). UN World Tourism

Organization

고양 방송영상 국제 EXPO (마켓플레이스) 타당성 분석 (2006).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개성관광종합계획 (부문책임자, 2006). 한국관광공사

컨벤션기획사 국가기술자격시험 개선방안 연구 (2006). 한국컨벤션이벤트협회

템플스테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6). 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05년 국제회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2006). 한국관광공사

국내 우수관광프로그램 포상지원연구(2005). 한국관광공사

2007.07 A Creative Leadership: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Convention Destination, 한국동북아경제학

회/한국무역전시학회

한일 FTA 체결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한일 관광교류협력 확대방안 (2005). 문화관광부

2005.12 APEC의 성공적 개최이후 부산컨벤션산업 발전방안, BEXCO/부산광역시/BCVB

2005.12 Enhancing the Role of Tourism SMES in Global Value Chain: A Case Study of Korean Tourism

Industry, OECD Tourism Committee/문화관광부

2004.     E-tourism: Inovative Approach for Small and Medidum Tourism sized Enterprises (SMTEs) 

              in Korea, OECD Tourism Committee/문화관광부

2005.12 컨벤션산업의 현황, 한국컨벤션이벤트산업협회

2004 국제회의 참가자 실태조사 (2004). 한국관광공사

관광부문 시상 및 인증제도 사업모델 개발 (2004). 능률협회 부문책임자.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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