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력사항

학력
ㆍ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ㆍUniversity of Cambridge, MBA(재무전략) 졸업
ㆍUniversity of Surrey, 서비스경영전략전공(Ph.D)

경력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문화관광 경영부문 강의
2014-2014 (사)한국여행업협회 2014/2015우수여행상품인증위원회 평가위원
2014-2014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강남관광문화안내봉사단 대상 특강
2012-2012 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원 ‘한식당 세계화 전략’ 런던 특강
2009-2009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출제/면접위원
2007-2009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006-2006 문화관광부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조정위원회 위원장(호남)
2006-2008 지식경제부 고령친화산업 발전협의회 위원
2004-2009 국토해양부 해양관광진흥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2004-2006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2004-2005 연천군 구석기축제 추진위원회 자문위원
2004-2014 한국관광학회 이사 및 학술지 편집위원, 호텔외식경영부문 부회장
2003-2009 한국관광공사 국가자격시험 심사위원, 경영평가위원
2000-2001 외교통상부 외교통상협력단 세계무역기구 서비스협상 자문위원
2000-2001 한국관광연구원 (문화관광부 산하) 책임연구원, 벤처평가담당관
1994-1995 Laser-Scan Ltd Cambridge England 아시아시장 전략전문가
1990-1993 서울신탁은행 영업점 수출입업무, 자금부, 전산부 중견행원

대표 논문 및 저서
- 방한 중국인의 뷰티관광에 관한 탐색적 연구(2014.2) 한국항공경영학회
- 최근 관광 웹사이트의 연구동향과 경영전략적 시사점(2012.12) 한국관광학회
- 관광산업별 웹사이트 연구와 과제(2012.10) 대한관광경영학회
- 고택관광객 가치사슬모형 개발(2011.10) 대한관광경영학회
- 고령 문화관광 포털에 관한 탐색적 연구(2011.2) 대한관광경영학회
- 인지연령에 따른 고령관광객의 관광지 선호속성과 관광행동(2010.12) 관광경영학회
- 문화관광 가치사슬(value chain)연구에 대한 비평적 고찰(2008.12) 한국관광학회
- 고령화에 따른 레저생활패턴의 전망(2008.8) 한국관광레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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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관광특구내 도입시설/서비스의 수요자 요구에 대한 탐색적 연구(2008.2) 대한관광
경영학회
- 실버관광 트렌드의 수요예측과 관광레저도시 개발(2007.11) 문화관광부
- 국내 고령관광 수요예측 및 트렌드 분석(2006.12) 문화관광부
- 호텔경쟁전략을 위한 Porter의 가치활동과 성공요인의 비교분석(2005.10) 한국관광학회
-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2005.9) 용산구
- 관광경영전략(역)(2005.8) 한올출판사
- 관광벤처기업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2004.12) 한국소비문화학회
- 제주국제자유도시 홍보마케팅 5개년 계획(2003.1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강화 고인돌문화축제 평가 연구(2003.9) 강화군
- 연천군 구석기문화축제 평가서(2003.4) 연천군/KBS
- Classifying a Hotel's Activities for Strategic Analysis(2002.7)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 한국문화관광지도(Atlas) 영문판 개발연구(2001.11) 문화관광부
- 관광분야 벤처평가방안에 관한 연구(2001.8) 문화관광부
- Destination Competitiveness: Development of a Model with Application to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Korea(2001.7)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Australia, The
Australia-Korea Foundation
- The Value Chain's Use for the Service Industry(2001)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 제14차 WTO총회 홈페이지 관리 및 조사연구사업(2000.12)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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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동정 (2015년)

학회활동

- 관광학연구(한국관광학회)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연구활동

- 문화/관광 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 한국 고택산업 발전방안에 관해 연구
- 고령관광산업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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