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MICE관광학회 추계학술대회□ 기간 : 2018년 11월 30일(금)~12월 1일(토)
□ 장소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201~204호
□ 주최 : 한국MICE관광학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경주시
□ 주제 : 4차산업혁명과 MICE산업의 융복합화 전략
□ 참석규모 : 국내외 MICE 및 관광분야 학계, 업계 전문가, 정부 및 연구/
공공기관, 일반인 등 약 200여명
□ 행사구성 : MICE진흥대상 시상, 기조세션, 학술논문발표
□ 프로그램(안)
- 1일차(11월 30일, 금) : 학술대회
시 간

프 로 그 램

12:00-13:00

등록 및 오찬
201+202호

인사말 - 김대관 MICE관광학회 회장
윤승현 한국무역전시학회 회장
13:00-13:20

개회식

축사 - 김응수 한국MICE협회 회장
- 조민제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회장
MICE진흥대상 시상 – 경주시 주낙영 시장

MICE비즈니스모델 개발과 Industry 4.0
13:20-14:00

기조세션

-발제: 김봉석 경희대학교 컨벤션경영학과 교수
-토론: (기관) 김갑수 부산관광공사 본부장
(업계) 김분희 한국PCO협회 회장
장내정리

14:00-14:30

14:30~15:30

학술세션1(201+202호)

학술세션2(203호)

학술세션 1-1

학술세션 2-1

좌장: 여호근(동의대)

좌장: 윤은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토론: 김학준(경희사이버대)

토론: 전영주(상지대), 이병철(경기대)

김은진(경희대관광MICE교육연구센터)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적용한 스마트 MICE
필요조건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국내 주요
MICE목적지를 대상으로
(허유순·문성종·박수범, 제주대, 제주한라대,
피컨벡스)

도시관광요소가 방문객 만족도에
미치는영향_혼잡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성빈·이종현·정형우, 경희대)
관광지 문화마케팅 요인에 따른 세분집단별
브랜드 태도 및 자산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윤영혜·김미성·강화, 동덕여대, 경희대)
호텔기업 이미지가 이용만족도 및 호텔브랜드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
(한진영·최준용, 가톨릭관동대)

전시회 혁신성이 관람객의 방문후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마추·쩡잉·이단·최정자, 동국대)
기업인 참가자의 회의 참가 의사 결정요인이
참가경험과 참가성과 및 향후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윤유식·김윤정·서유빈·윤혜선,
경희대)

학술세션 1-2

15:30~16:30

학술세션 2-2

좌장: 손정미(한국국제대학원대학교)

좌장: 성은희(동서대)

토론: 최정자(동국대), 윤영혜(동덕여대)

토론: 전봉주(한국관광대), 이상민(한남대)

컨벤션뷰로 개최지원서비스 만족이
고객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수진·윤은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6차산업 농촌관광체험소비가 체험만족과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
(여호근·김종천, 동의대)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 및 운영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황희곤·윤은주·이지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비 연고성 소재를 활용한 축제의 서비스품질
만족도 평가
(정형우·김동한, 경희대)

전시회 방문객의 방문동기, 만족도, 향후
행동의도 간의 관계 연구 – 방문경험에 대한
차이를 중심으로
(김영준·박효연, 경희대, 한국관광대)

커피브레이크

16:30~17:00

혼자 하는 MICE Solution
17:00~18:00

기업세션
(204호)

-발제: 김덕은(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
-토론: 최태영(인터컴 사장)

18:00-18:30

폐회식

*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일차(12월 1일, 토요일 오전) : 경주시티투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