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력사항
학력
ㆍUniversity of Lyon II, 관광학 학사
ㆍUniversity of Lyon II, 관광기획 석사
ㆍUniversity of Surrey, 관광기획 박사

경력
ㆍ2001-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ㆍ2012-2013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처장
ㆍ2004-2010 문화관광발전 위원, 국회
ㆍ2006-2010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위원
ㆍ2004-2011 이태원관광특구 발전위원(용산구)
ㆍ2008-2010 국립공원 전문위원(환경부)
ㆍ2004-2008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
ㆍ1998-2001 순천향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조교수
ㆍ1988-1993, 1996-1997 한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조교수

대표 논문 및 저서
ㆍ관광스토리텔링 속성이 관광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2011
ㆍ관광특구 평가지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 2011
ㆍ관광관련 교육자들의 교과과정 인식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2010
ㆍ모바일 관광정보의 정확성이 관광만족 및 재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광학회, 2010
ㆍ여행기획상품 등급화에 관한 연구, 항공경영연구, 2008
ㆍ평가지표를 활용한 기획상품 등급화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 2008
ㆍ관광자의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른 농촌체험관광형태별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
레저학회, 2008
ㆍ이벤트 종업원들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 2008
ㆍ관광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2007
ㆍ서울특별시 관광산업경쟁력평가에 관한 연구, 항공경영연구, 2007
ㆍ제주 생태관광 인식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006
ㆍ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연구-방문자 중심-, 항공경영연구, 2005
ㆍ문화관광전공 재학생의 자아적성 인식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005
ㆍ인터넷여행사 웹사이트 컨텐츠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2004
ㆍ서울특별시 문화관광 행정조직 체재 개편 안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2003
ㆍ외국인관광객의 한국산 보석구매 성향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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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관광개발에 대한 독일인의 인지도 연구, 문화관광연구, 2002
ㆍ우리나라 대학교 관광관련 전공 재학생의 교육기대수준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2001
ㆍ관광발전을 위한 행정구조 개선방안 연구, 문화관광연구, 2001
ㆍ통일이후의 독일관광산업 변화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2001
ㆍ주제공원 방문자의 재방문 촉진을 위한 만족도 평가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순천향대학교, 2000
ㆍ두 사회구조의 통합을 위한 관광기획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순천향대학교, 2000
ㆍ관광기획 환경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순천향대학교, 1999
ㆍ주제공원 방문객 만족수준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1999
ㆍ사회적 변혁 이후의 관광개발 경향에 관한 연구, 관광개발논총, 1998
ㆍ독일통일 과정의 구 동서독 관광산업 통합을 위한 관광기획에 관한 연구, 1997
ㆍ제주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연구, 제주도, 1996
ㆍ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관광의 역할: -독일통일과정 중의 하르츠 산악지역을 사례로,
University of Surrey, UK, 1995
ㆍ북알프스 중산간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University of Lyon, France, 1989
[저서]
음식과 관광, 백산출판사, 2009
관광과 세계문화, 백산출판사, 2008
문화관광법규집(관광편), 백산출판사, 2002
문화관광법규집(문화편), 백산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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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동정 (2015년)

학회활동
ㆍ2014-현재 한몽경상학회 부회장
ㆍ2014-현재 한국관광학회 이사
ㆍ2014-현재 한국항공경영학회 학술이사

연구활동

프로젝트 활동

[프로젝트]
2009

한국방문의해 사업기획,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연구원

2008

중국인관광객 비자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공동연구원

2006

서울시 여행업 활성화 방안, 서울시청, 책임연구원

2006

서울시 테마 30선 개발연구, 서울시청, 공동연구원

2005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전략, 용산구청, 책임연구원

2005

제 4차 경기도권역관광개발계획수립, 경기도청, 공동연구원

[정책자문]
2008-현재

한강문화포럼, 관광자원분과, 분과위원장, 서울특별시

2008-현재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사외이사

2007-현재

서울특별시 관광협회, 자문위원

2006-현재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심의위원, 위원, 서울특별시

2006-현재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위원회, 위원, 서울시청

2004-현재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 서울특별시

2004-2006

문화관광발전위원, 국회

2004-2006

제주도 생물권보전 연구위원, 제주도

2003-2006

이태원관광특구 발전위원,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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