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수(Choi, Hae-Soo) 교수
학위 및
약력
연구분야

- 1985년 2월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관광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1989년 8월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 2000년 2월 경북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졸업(경영학박사)
- 호텔경영관리
- 관리회계기법을 이용한 호텔기업의 식자재관리개선방안에 관한 소고-S호텔사례를 중심으
로(석사학위논문)
- 호텔기업의 상황변수와 회계정보특성 간의 적합성이 호텔회계정보시스템 성과에 미치는 영
향(박사학위논문)
- 호텔회계정보시스템 수준 연구
- 호텔기업의 환경, 조직구조, 업무특성이 호텔회계정보특성에 미치는 영향
- 호텔회계정보시스템의 성장단계와 호텔회계정보특성 간의 관계연구
- 호텔업에서 성과측정 다양성과 성과측정시스템 만족도의 관련성
- 호텔기업의 경쟁자분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호텔기업의 내부마케팅이 감정노동과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윤리적 리더십 행동의 조절
된 매개효과
- 호텔종사자들이 지각한 조직공정성이 조직동일시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조직정책의

논문

조절된 매개효과
- 호텔기업의 조직지원이 조직시민행동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상호작용공정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 호텔기업의 직무자율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
효과
- 호텔조직구성원들의 감성지능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A유형 성격특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 호텔기업의 조직문화특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개인성격특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 호텔종사자들의 감정노동, 직무만족, 조직몰입 간의 인지된 조직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 호텔기업의 직무요구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인지된 조직지원의 조절효과
- 윤리적 리더십이 도덕적 각성 및 정체성, 종업원 열의에 미치는 영향: 절차적 공정성의 조
절된 매개효과

저서 및
특허

- 호텔실무회계(2019), 양림출판사 : 서울
- 객실경영관리론(2020), 양림출판사 : 서울
- 현)(사)대한관광경영학회 편집위원
- 현)(사)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평생회원
- 현)한국관광산업학회 평생회원
- 현)한국무역학회 회원

대외활동

- 현) 한국경영사학회 회원
- 현) 한국기업경영학회 회원
- 전) 한국관광산업학회 회장
- 전)(사)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재무분과위원장

이관표(Lee, Kwan-Pyo) 교수
학위 및
약력

연구분야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사)
- 세종대학교 대학원 호텔관광학과(경영학석사)
- 세종대학교 대학원 호텔관광학과(경영학박사)

- 호텔관광
- 도보여행

- 해양관광활동에 따른 해양관광지 브랜드 개성이 브랜드 동일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IPA를 활용한 오토캠핑장 선택속성 평가에 관한 연구
- 수변공간 방문동기에 따른 시장세분화 특성에 관한 연구
- 환경컨벤션 참가자의 동기 및 만족도가 생태관광태도에 미치는 영향
- 공정관광 인식이 구매의사 및 프리미엄 가격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 도보관광의 동기와 만족에 관한 연구

논문

- 화장품매장의 만족도가 한국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 랜드마크의 인지속성, 지역이밎, 방문의도간의 관계 연구
- 개별자유여행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정보탐색 및 구매채널에 관한 연구
- 음악영화제의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따른 관광지 평가에 관한 연구
- IPA를 통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서비스품질 평가
- 소셜네트워크 맛집의 정보특성과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 인스타그램 맛집 정보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방문의도

저서 및
특허

- 글로벌시대의 세계관광
- 포도를 품은 와인
- 음료와 칵테일

- 단양수중보건설에 따른 관광자원개발

산학협력

- 단양관광관리공단 고객만족도 조사

(연구과제)

- 단양군 농촌공동체 활성화 현장포럼
- 제천시 농촌공동체 활성화 현장포럼

- 제천시공예협회 공모전 심사위원장
- 충청북도 북부권 마을만들기 센터장

대외활동

-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발전위원회 위원장
- 한국대학식음료교육협회 공모전 심사위원장
- 충북농촌휴양마을협의회 자문위원

최상수(Choi, Sang-Su) 교수(1)
- 동국대학교 관광경영학과(관광경영학 학사)
- 경기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관광학 석사)
- 세종대학교 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과(호텔관광경영학 박사)

학위 및
약력

현) 세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학과장
현) 세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학과 주임교수
현) 세명대학교 교수 입학사정관
현)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미식관광트랙장
현) 세명대학교 미식관광학과 학과장
전) 세명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연구분야

- 관광개발
- 관광마케팅(고객분석)

-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Work-Value among the Personalit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Airline Employees Asia-pacific Journal of
Psychology and Counseling 201704
- 한국의 축제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호텔관광연구 201702
-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Attractiveness Assessment for Festival: A
Case of Sobaeksan Royal Azalea Festival Indian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508

논문

- 웹사이트 관광정보서비스품질에 대한 중국인 관광객의 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관한 연구
관광서비스연구 201506
- 호텔 제조식품의 배상책임리스크 발견기법에 관한 연구 Tourism Research 201412
- 인천공항 공공공간 이용객의 서비스스케이프 지각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201312
- 상사의 잠재적 멘토링이 신입사원의조직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적 항공사 객실승무원을
중심으로 - 호텔리조트연구 201311
- 한방의료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011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중심으로) 호텔경영
학연구 201306

저서 및
특허

- 관광통계학
- 지역축제와 문화관광
- 관광사업론

-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 용역
-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평가보고서

산학협력
(연구과제)

- 우륵문화제 평가보고서
- 청풍호 카약·카누 체험장 시설조성 계획
- 소백산철쭉제 평가보고서
- 온달문화제 평가보고서
- 각종 축제 평가

최상수(Choi, Sang-Su) 교수(2)
- 한국호텔관광학회 부회장
- 대한관광경영학회 이사
- 한국호텔관광학회 편집위원
- 한국관광서비스학회 총부이사
-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정책자문위원

대외활동

- 한국지역문화 콘텐츠연구원 연구위원
- 조주기능사 실기 시험위원
- 한국관광공사 호텔업등급결정 위원
- 해양수산부 한국농어촌공사 해양관광SOC자문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위원
-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

이승범(Lee, Seung-Byum) 교수
학위 및
약력

연구분야

- 용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경희대학교 조리외식경영학 석사
- 경희대학교 조리외식경영학 박사수료

- 제과제빵개발연구, 외식산업창업, 외식경영관련, 지역특화제품개발

- 오디농축액을 첨가한 식빵의 품질특성
- 치아시드 분말을 첨가한 식빵의 품질특성
- 블루베리,쌀, 천연발효종과 자광미 가루를 첨가한 우리밀 식빵의 품질특성
- 국내제과점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구매행동 및 이용실태에 관한연구

논문

- 특급호텔 식음료부서의 내부마케팅활동에 따른 사회적 교환관계 인식이 종사원의 이직의도
에 미치는 영향
- 밀반죽의 분할과 둥글리기 시스템설계 및 고찰
- 한방관련 박람회 방문객이 인지하는 약선음식 소비가치가 약선음식점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저서 및
특허

- 제과제빵기능사 실기
- 제과제빵실무특강
- 제과제빵기능사 이론

- 세명대학교 학교기업 세네뜨리아 총괄이사
- 세명대학교 교수닙학사정관
- 직업능력평가 심사위원

대외활동

- 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타 운영위원
- 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타 운영위원
- 대학민국 제과기능장협회 교육위원
- NCS 제과제빵개발위원
- 한국제과제빵교수협회 총무이사

이상우(Lee, Sang-Woo) 교수

학위 및
약력

연구분야

- 세명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관광경영학 학사)
- 경기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졸업(관광경영학 석사)
- 세명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 호텔관광 인사조직

- 호텔 총지배인의 겸손리더십이 구성원의 직무관련 자기효능감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2020)

논문

- 호텔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V) 활동이 심리적 주인의식과 지식공유행동에 미치는 영향
(2018)
- 호텔구성원에 대한 간접적 보상이 심리적 주인의식과 지식공유행동에 미치는 영향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