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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현재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외식경영학과 교수(2001~현재)

현재 경희대학교 입학관리처 위촉(교수) 입학사정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현재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품질인증제 운영위원

현재 한국관광공사 한국음식관광 자문위원

현재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랜차이즈 정책자문위원

현재 2018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식음료전문위원

현재 삼성웰스토리(구, 삼성에버랜드) 상품기획팀 자문위원

현재 문화관광서비스포럼 위원

현재 한국 컬리너리투어리즘협회(KoCTA) 부회장

전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부학장/학장직무대행

전 (주) 아워홈 기획팀장

전 LG유통 FS사업부 사업기획팀 과장

전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전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실(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자문위원

전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전문위원

전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전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위원

전 한식재단 한식정책 자문단 자문위원

전 문화체육관광부 성과평가 자체평가위원

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평가위원

전 문화체육관광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미래포럼 위원

tel:02-961-9388
https://hot.khu.ac.kr/kor/page.php?navi=EE05000000&target=thkim33@khu.ac.kr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농정포럼 식품유통분과 연구위원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랜차이즈연구회 회장

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사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서울특별시 식품위생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전 서울특별시 식품통합인증 심사위원

전 농촌진흥청 현장명예지도관

전 2012 여수박람회 자문위원

전 행복나눔재단 해피쿠킹스쿨 사업 전문위원

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 부회장/연구윤리위원장

한국프랜차이즈학회 부회장/연구윤리위원장

한국호텔경영학회 호텔경영학연구 편집위원장

한국외식경영학회 부회장

한국식품유통학회 이사

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 평생회원

서비스사이언스학회 평생회원

연구실적

2017.09 [저서] 외식서비스마케팅 – 외식사업 성공원리와 실제, 파워북

2017.12 중국외식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온라인 정보원천 이용에 관한 연구, 외식경영연구

2017.08 사이코컬리너리척도를 활용한 전남지역 음식관광객 시장세분화 연구, 외식경영연구

2017.08 가정간편식의 긍정적 구전정보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2017.02 외식창업자 특성이 경영성과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외식경영연구

2017.02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에 대한 인식과 소비행태에 대한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2016.12 식품소비가치가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2016.06 정보원천에 따른 음식관광목적지 이미지 및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영상매체와 인쇄매체 차이를 중심

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016.06 외식프랜차이즈 환경요인이 가맹점주의 의존성, 자율성 및 갈등,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외식경영연

구

2015.11 [BOOK]종가여행기념품 상품화 가이드

2015.8 한류스타 관여도가 한국음식에 대한 인식, 선호도 및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2015.8 신기성 추구유형에 따른 음식관련 체험활동 선호도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015.8 관광체험 회상이 관광지 이미지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료분석학회지

2015.8 Kano모델을 이용한 한식당 서비스품질 속성 분류에 관한 연구, 외식경영연구

2015.8 사업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소상공인 점포특성에 관한 연구, 프랜차이징저널

2015.8 HMR 이용고객의 구매특성 및 제품 선호도에 관한 연구: 백화점 입점 반찬전문점을 대상으로, 호텔리

조트연구

2015.8 종가기념품 활성화를 위한 전통음식 현대화 개발 사례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 학술대회 발표

2015.7 국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사이코-컬리너리(Psycho-Culinary) 척도 개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015.7 [SCOPUS] Socia l Servicescape: The Impact of Socia l Factors  on Res taurant Image

and Behaviora l Intentions ,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 lity and Tour ism Adminis tra

2015.6 [수상] 최우수상(국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이코-컬리너리 척도개발 연구), 2015 WHTF 한국



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국제학술대회

2015.6 , 2015 WHTF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국제학술대회발표

2015.6 국내 음식관광 실태 연구, 2015 WHTF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국제학술대회발표

2014.10 관광기념품 태도에 대한 세분시장별 관광지회상, 관광만족도 및 행동의도 연구, 자료분석학회지

2014.9 가맹사업 동기와 업종에 따른점포운영특성, 관계특성, 성과 차이에 관한 연구, 식품유통연구

2014.8 [저서] 지역 식재료 맛체험 교육교재, 농촌진흥청

2014.8 패밀리레스토랑의 업체별 브랜드 개성과 원천의 관계 연구- 아웃백 빕스를 중심으로, 외식경영연구

2014.8 Kano 모델에 기반한 국내외 조리교육 서비스 품질속성 비교분석,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014.6 가맹점주의 관계몰입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2014.6 Kano모델을 이용한 음식관광지 선택속성 분류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014.6 [저서] 푸드큐레이터: 음식관광기획부터 해설까지, 파워북

2014.4 한식 조리교육을 위한 한식양념장 분류체계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014.4 패밀리 레스토랑 이용고객의 제휴 할인카드 사용 성향이 브랜드 에쿼티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식품영양학회지

2014.3 가맹본부의 신호요인이 예비창업가맹점주의신뢰인식과 계약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외식영연

구

2013.12 단일점포 가맹점과 다점포 가맹점 경영형태비교연구, 식품유통연구

2013.12 Kano 모델을 기반으로 한 조리교육 품질속성 분류에 관한 연구- 전문대학, 전문학교를 중심으로, 한

국조리학회지

2013.7 한식의 기호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013.4 로하스 소비성향에 따른 외식행동차이에 관한 연구, 외식경영연구

2013.2 [SCOPUS] Eating-out Motiva tions  and Var ie ty-Seeking Behavior : An Explora tory

Approach on Loya lty  Behavior , Journa l of Hospita lity  Marketing &Management, 22:289~312 

2013.01 [저서] 서비스경영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2.12 [저서] 외식산업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2.10 음식관광 체험활동 선호도와 음식관련 성격 특질이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외식경영연구

2012.04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통제가 가맹점주의 신뢰 및 순응에 미치는 영향, 외식경영연구

2012.02 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이 외식프랜차이즈 관계의 질과 재계약의도에 미치는 영향, 외식경영연구

2011.06 음식축제관광객의 시장세분화 연구: 지속적 관여도를 중심으로, 호텔경영연구

2011.03 웹사이트의 e-서비스품질이 관계의 질 및 e-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패밀리레스토랑을 중심으로, 호텔

관광연구

2010.10 [번역서] Res taurant 마케팅 노하우, 백산출판사

2010.10 [번역서] Res taurant 운영 노하우, 백산출판사

2010.10 [번역서] Res taurant 원가관리 노하우, 백산출판사

2010.10 [번역서] Res taurant 창업 노하우, 백산출판사

2010.10 온오프라인 구전이 브랜드 에쿼티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010.10 다점포운영 푸드서비스 기업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DEA 및 효율, 수익 매트릭스 분석을 중심으

로,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2010.10 Information us age and dependency pa tte rns  among res taurant consutmers  bas ed

on the ir  consumer  va lue, 호텔경영학연구

2010.08 레스토랑의 종업원이 점포 이미지 및 소비자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2010.06 위탁급식사와 고객사 간의 관계 특성이 관계의 질과 장기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010.02 커피 전문점 이용동기가 브랜드 태도와 만족도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2009.12 한식 및 한식세계화에 대한 조리전공 대학생의 인식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

2009.12 한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로파워가 가맹점의 갈등, 만족 및 기대된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호텔

외식경영학회

2009.10 조리중량변화계수 및 잔반계측법을 이용한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점심식사 영양섭취평가, 한국영양학

회

2009.10 푸드 코트의 물리적 환경이 지각된 혼잡과 감정 및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동아시아식생활학회

2009.10 다점포 푸드 서비스 기업의 효율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외식경영학회

2009.07 국내 패스트푸드 유통 성향과 소비 인식의 구매영향력 평가, 한국식품유통학회

2009.02 브랜드 이미지와 자아이미지 일치성이 브랜드 태도와 선택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스타벅스를

중심으로, 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

2008.12 위탁급식점포의 메뉴운영요인과 성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식생활학회

2008.12 한식 식자재 프로모션을 통한 한국음식의 세계화 방안, 한국식생활문화학회

2008.10 온라인 쿠폰 혜택이 소비감정 브랜드태도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광학회

2008.10 프랜차이지의 환경동태성과 프랜차이저의 시장지향성 및 거래 관계에 대한 인식, 동아시아식생활학회

2008.09 패밀리레스토랑에서의 지각된 혼잡이 기대된 서비스품질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호텔외식경영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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