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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ㄴ

The exhibition and convention industries, which are recognized as industrial hub linked with many relational 

industries. It is important to prevent a excessive competition for convention centers among districts and to gain 

some benefit fairly. Each convention center needs a lot of convention to held in it’s district. In order to obtain 

many conventions to held in Korea for many convention center, convention bureau has to manage the processes 

to attract convention with many collaborators using the convention hub-network system. We should, therefore, 

pay attention to construction of the convention Hub-Network system to activate the convention industries in the 

district. We lay out the critical design for three functions of the convention Hub-Network system using UML. 

Finally we show the demonstrative web pages that explain critical three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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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1)

컨벤션 산업은 수많은 방  후방의 산업들이 거

미 처럼 연결된 산업 간의 허 로서 그 역할과 요

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 까지 지속 인 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나 국이나 인도와 같은 신생 경제성

장국들이 컨벤션 산업이 가진 고부가가치와 생산유발 

 고용창출 효과에 을 뜨게 되면서 컨벤션 산업에 

한 규모 투자와 함께 국제 컨벤션 유치를 한 총

력 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년 

COEX가 서울에 건립된 이후 국제회의 유치 실 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8년에는 185건으로 세계 19 로 

이 논문은 2007년도 동의 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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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다. 이러한 컨벤션 유치실 의 증가추세를 반

하여 컨벤션 산업의 육성과 국토의 균형발 이라는 

취지아래 2001년 구의 EXCO, 부산의 BEXCO, 

2003년 제주도의 ICC 등이 첨단시설을 갖추고 개

하 으며 2009년 재까지 총 12개의 컨벤션 센터  

시 이 건립되었다. 그러나 지방의 컨벤션 센터는 

서울과는 다른 유치역량, 기술  인력 인 라, 숙박, 

교통, 공항의 치 등 지역  특색이 크게 고려되지 못

한 채 한꺼번에 많은 컨벤션 센터들이 건립되다보니 

이제는 컨벤션 센터 간의 차별화와 함께 훨씬 더 많은 

국제회의와 국제박람회 유치를 하여 체계 이고 조

직 으로 유치활동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

다(오길창 등, 2005). 따라서 자체 컨벤션 센터를 보유

하고 있는 각 지역자치 단체들은 컨벤션 유치를 한 

담조직으로 별도의 컨벤션 뷰로를 두고 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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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해외 컨벤션 유치를 해 상호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김홍길, 윤병국, 2002). 

실제로 200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가동

률 64%를 보인 창원컨벤션센터와 60%를 기록한 농

수산물유통공사의 aT Center만 흑자를 냈으며 일산에 

있는 킨텍스가 5년 간 294억 원(가동률 54%)의 적자

를 낸 것을 비롯해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263억 원(가

동률 40%),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185억 원(가동률 

54%), 대구 엑스코 106억 원(가동률 45%) 등의 손해

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제2전시관을 건설하

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하고 있는 3곳(킨텍스, 벡스코, 

대구엑스코)의 경우, 공사비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만

도 총 6천 533억 원이고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금

액은 2천 77억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적자의 해소를 위해 지역 간의 지나친 견

제와 경쟁은 컨벤션 산업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상호 

저해하는 공멸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컨벤션 산업 내

의 업체 간 불신을 조장할 수 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폐해

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렇게 복잡하고 민감한 산업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내 정보

와 지식을 교류하면서 컨벤션 산업 내 이해관계자들

이 상호 공조하고 진화시켜 나갈 수 있는 큰 틀로서 

컨벤션 산업의 허브 네트워크 사이트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컨벤션의 과정을 크게 해외 컨벤션 유치, 개

최, 관광연계 단계로 구분하고 각 과정 별로 컨벤션 

허브 네트워크에서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과 전제

조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컨벤션의 유치가 컨벤션의 성공으로 이어지

기 위해서는 컨벤션 행사진행을 지원하는 산업 인

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컨벤션 개최의 성공여부

는 사실 이러한 산업 인프라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이러한 인프라를 적극적

으로 이용하여 해외 컨벤션을 적극적으로 국내에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관

리하기 위한 기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유치된 컨벤션은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조직화하고, 지휘하고, 통제하

는 관리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완벽한 행사의 진행을 

위한 전문 PCO의 양성과 인접 산업들과의 긴밀한 

협조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며 이러한 관리능력과 협

조는 하나의 지식체계로 축적되어야 하고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산업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컨벤션 개최의 실질적 부가가치는 컨벤

션 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관광상품의 판매나 참관, 

견학, 체험 등 관광산업과의 연계능력이 필요하다. 특

히 해외에서 온 컨벤션 참가자는 국내 관광상품의 매

우 매력적인 잠재고객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관광

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구전마케터이기도 하다. 외

국인 참가자의 경우 국내 참가자에 비해서 구매력이 

매우 큰 편이고 이들을 잠재고객으로 하는 산업들의 

경우 컨벤션 특수를 누릴 수 있다. 

본 연구는 컨벤션의 전체과정을 컨벤션 유치단계, 

컨벤션 개최단계, 행사 전․후의 관광상품 연계단계의 

세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

를 제시한다. 첫째 각 단계별 핵심역량과 핵심 기능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둘째 각 단계별 핵심역량에 연

관되는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산업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셋째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기

술로서 컨벤션 Hub-Network 시스템의 기능별 구조를 

분석한다. 넷째 본 연구가 제안한 컨벤션 Hub-Network 

시스템의 기능 중 컨벤션 유치지원 프로세스와 컨벤션 

투자효과분석 프로세스를 UML로 설계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벤션 유치지원 프로세스와 컨벤션 

투자효과분석 프로세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스템 

프로토타이핑 화면을 실제화면으로 구성하여 제시한다.

Ⅱ. 컨벤션 산업의 이론  고찰

1. 컨벤션 산업의 개념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컨벤션 

산업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국제회의산업을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 시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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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등과 관련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장

춘은 Berkman(1978)의 개념을 바탕으로 컨벤션산업

을 전시박람회, 학술세미나, 제반 문화예술행사, 스포

츠행사, 외국기업체들의 인센티브관광 등과 관련된 산

업으로 개념을 설정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1998)는 

컨벤션산업을 컨벤션의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컨벤션 

평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되는 산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광의의 의미에서 

컨벤션산업을 국제회의업산업(MICE : Meeting, Incen-

tive Travels, Convention, Expositions)이라 하여 같

은 범주에 속하는 각 국의 단체나 외국기업들의 해외

개최회의, 인센티브 관광, 전시회, 박람회 등을 포함

시키고 있다. 국제회의산업은 1998년까지는 국제회의

용역업(PCO : P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만을 

관광사업으로 지정하여 운영해 왔는데, 1999년부터 관

광 진흥법을 개정하여 국제회의 시설업까지 포함하여 

국제회의업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 따라서 수많은 

회의와 부수적으로 생겨난 각종 세미나, 워크숍, 학술

대회와 같은 전문행사와 이벤트, 관광과 같은 부대행

사 및 소규모의 전시회, 쇼(show)와 같은 부대 산업이 

동반되어 개최되는 것이 컨벤션 산업이다. 현실적으로 

컨벤션 개념에는 국제회의 이외에 전시의 개념을 포함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연구는 컨벤션산업을 광의적

인 개념으로 확장시켜 국제회의 및 협의의 전시(exhibi-

tion, exposition) 기능을 포함시켜서 유치, 기획, 개최

와 진행에 필요한 인력, 컨벤션 시설 및 서비스 제공

과 관련된 전 산업으로 정의한다.

2. 컨벤션 산업의 핵심역량

서울에 2000년 COEX가 건립된 후 국제회의 유치 

실적은 점차로 증가하여 왔고 그 후 2001년 대구의 

EXCO, 부산의 BEXCO, 2003년 제주도의 ICC 등이 

첨단시설을 갖추고 개관하였으며 총 12개의 컨벤션 

센터가 건립되었다(김홍길, 윤병국, 2002). 이러한 컨

벤션 센터의 무분별한 건립은 필히 국내 지자체의 컨

벤션 유치를 위한 과열경쟁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컨벤

션 센터의 적자를 심화시키면서 지역 이기주의와 산업

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요의 창출이 급선

무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및 전

시회의 횟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 정부 및 코리아 컨벤션 뷰로가 앞장서고 지자체, 

컨벤션 센터 및 PCO 등이 해외 마케팅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 입체적인 마케팅 전략이 되기 위해서

는 정부의 해외공관, 관광공사의 해외지사, KOTRA

의 해외지사,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해외지사와 같

은 공적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NGO, 국내은행의 해

외지사, 외국계 금융기관의 본사, 국제기구의 한국지

부와 같은 사적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해외 네트워

크를 총동원하여 컨벤션 개최지 결정권한을 가진 인

물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망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들의 의사결정이 쉽도록 여러 가

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한국의 컨벤션개최 이점에 

관한 체계적 설득자료도 개인의 취향에 맞추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컨벤션 유치 관련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하나로 일원화하여 대면 접촉이 난발되는 역효과를 

방지해야 한다. 이렇게 개인화된 커뮤니케이션 전략

과 마케팅 전략수립이 한사람이 수행하는 것처럼 치

밀하게 계획되지 않으면 실패확률이 높아지고 오히려 

국가 이미지에 큰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둘째 국제회의나 전시의 특성 및 지자체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컨벤션 센터에 적절히 배분하고 

첨예한 서로 간의 집단갈등을 집단창의성으로 조정하

면서 컨벤션 센터 상호 간에 지식공유 네트워크를 구

성하고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지휘

하는 조정력 및 리더쉽이 필요하다(김경묵, 2008; 유기동, 

2008; 백윤정, 한상숙, 2008).

셋째 각 지역의 컨벤션 관련 업체들을 이끌면서 

컨벤션 환경을 차별화하고 세계시장에 체계적으로 홍

보 및 마케팅할 수 있는 지역별 컨벤션 뷰로의 설립

이 필요하다. 그러나 컨벤션의 유치가 성공적 개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컨벤션 진행을 지원하는 산업 인

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컨벤션 개최의 성공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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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컨벤션 산업의 핵심역량

사실 이러한 산업 인프라의 역량에 달려있다. 컨벤션 

개최지원 업종으로는 기획기능의 PCO를 비롯하여 

광고/홍보업, 신문/방송과 같은 매스미디어, 인터넷․

전산 등 소프트웨어 기업, 정보처리 및 정보제공업, 디

스플레이업, 통역 및 번역업, 인쇄 및 출판업, 기계 및 

건축설비업, 장비임대업, 통신 및 교통산업, 항공업, 

호텔업, 식․음료업, 경비업, 경호업, 인력파견업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다양한 업종들이 직․간접적으로 컨

벤션 개최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컨벤션 산업은 컨벤션 지원 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와 컨벤션 개최 프로세스 및 정보 공유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사의 진행과 

비용절감 및 부가가치 창출에 모두 실패하고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컨벤션 비용의 증가와 유치경쟁의 심화를 

가져오고 이것은 컨벤션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

아가고 있으며 결국 컨벤션 참가자의 불만요인을 키워 

컨벤션 기업으로서는 적자의 폭을 키우고 컨벤션 참여

자의 재방문율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컨벤션 개최가 컨벤션 산업의 부가가치 창

출과 이어져야 하는데 컨벤션 의 꽃은 역시 관광수입

이다. 실질적 부가가치가 대부분 관광관련 산업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라스베가스

의 경우 호텔로부터 매년 수천억 원을 거두어서 컨벤

션 산업을 지원한다. 외국에서 온 컨벤션 참가자는 

구매력이 매우 큰 잠재고객이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수익이 적다는 점은 매우 큰 국가적 낭

패가 아닐 수 없다. 부산의 컨벤션센터의 마케팅 전

략을 연구한 김은희(2002)의 논문에 의하면 컨벤션 

참가자들의 연계상품 서비스의 만족도는 ‘미흡’이나 

‘보통’이 74.9%로 나타났고 ‘관광상품의 만족도’에 대

해서도 70.9%가 ‘미흡’이나 ‘보통’으로 응답하여 크게 

매력적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컨벤션개

최로 인한 부가가치의 창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경제적 파급효과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컨벤션과 연계된 매력적인 관광상품의 개

발이 절실하고 컨벤션 개최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연

계된 상품에 대하여 홍보 및 광고함으로써 보다 많은 

참가자들이 한국을 쉽게 못 떠나도록 해야 할 것이

다. 결국 컨벤션 산업의 핵심역량은 세 가지 역량으

로 귀결된다. 첫째 컨벤션 유치역량, 둘째 컨벤션 개

최역량, 셋째 관광상품 연계 역량이 그것이다. 해외

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참가할 수 있도록 유치역량

을 최대화하고 국내에서는 유치된 컨벤션은 최고의 

개최가 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차별

화된 5거리(먹거리, 잘거리, 놀거리, 볼거리, 할거리)

를 통하여 하루라도 더 머물게 하여야한다. 이를 통

하여 수익창출에 성공한 관광관련 업체들이 다시 컨

벤션 행사의 자발적 후원에 앞장서야만 한국의 컨벤

션 산업이 성공할 수 있다.

 

Ⅲ. 컨벤션 산업의 역량강화 방향

컨벤션 산업의 핵심역량은 컨벤션 유치역량, 컨벤

션 개최역량, 관광상품 연계역량으로 구성된다. 그런

데 각 역량은 서로 개별적인 역량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세스로 연결되고 통합되어 관리되어야 하는 역량

이다. 예를 들어서 유치할 컨벤션 행사의 종류에 따

라서 개최지가 달라질 수 있고 개최지에 따라서 개최 

역량이 결정되며 개최지에 따라서 제시할 수 있는 연

계 관광상품이 달라진다. 따라서 컨벤션 산업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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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핵심역량을 다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프로세

스 관리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1. 컨벤션 유치역량 강화방향

컨벤션 유치역량은 해외 마케팅 기능에 달려있고 

이것은 컨벤션의 수요를 창출하여 보다 많은 국내개

최를 촉진한다(Crouch and Ritchie, 1998; 임상택, 김지

은, 2006). 컨벤션 유치기능은 지역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컨벤션 뷰로들이 직접 해외를 다니면서 유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직력 및 비용의 측면에서도 결코 합리적이지 않고 

더구나 컨벤션 뷰로들 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부가가

치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컨벤션 개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컨벤션 유치촉진 및 새로운 해외

컨벤션 발굴 기능은 한국관광공사의 코리아 컨벤션 뷰

로가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이유는 첫째 코리

아 컨벤션 뷰로는 해외관광 거점에 해외지사를 보유하

고 있고 인바운드 관광과 관련된 각종 행사들에 참여

하고 있으며 현지의 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을 수 있

는 장점이 있다(이희승, 김기홍, 2007). 둘째 코리아 

컨벤션 뷰로는 문화관광부의 산하기관으로 준정부기

관이기 때문에 각 지역자치단체의 이해관계나 민간부

분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따

라서 다양한 유치촉진 행사와 활동을 위한 허브역할

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셋째 코리아 컨벤션 뷰로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국내에 개최되는 컨벤션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하는 일인 

만큼 해외컨벤션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정

부 관련 컨벤션의 유치와 개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이기 때문에 정부관련 정보도 가장 많을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한국관광공사의 현실을 살펴보면 코리아 

컨벤션 뷰로의 역할은 해외 컨벤션 유치에 매우 소극

적으로 대응해왔으며 전체 해외지사 업무 중 컨벤션 

유치관련 업무는 없거나 매우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

았다. 특히 지금까지 코리아 컨벤션 뷰로의 조직규모

도 국가적 차원의 컨벤션 유치역량을 강화하고 적극

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이미지나 국가브랜드 전략의 

일환으로 컨벤션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고(Oppermann, 1996; 김철원 등, 2007), 이에 따라 

컨벤션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도 컨벤션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컨벤션의 

유치와 개최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도 팀 수준의 코리아 컨벤션 뷰로를 컨

벤션 본부로 격상시키고 조직의 규모도 증가시켜 본

격적인 컨벤션 유치와 개최 지원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컨벤션 유치와 개최 그리고 관광연계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각 컨벤션 산업의 각 이해관

계자들과 어떻게 협조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능 및 프로

세스 분석이 필요하며 컨벤션 산업의 진화단계에 맞는 

전략적 방향설정과 각 이해관계자들의 R&R(role and 

responsibility)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 컨벤션 유치와 관련된 기능과 프로

세스에 관한 분석은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특히 코

리아 컨벤션 뷰로와 해외지사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의 R&R을 고려한 협업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첫 번째 시도이다. 이러한 협업 프로세스를 컨

벤션 허브 네트워크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설계안

을 제시하는 것은 해외 컨벤션 유치역량을 강화시켜 

컨벤션 산업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컨벤션 Hub-Network 시스템의 역

할은 컨벤션 유치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유치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성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 컨벤션 개최  상품 연계역량 강화  

방향

컨벤션의 개최역량은 유치확정 된 국내행사를 성

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컨벤션 전문인력, 전문시설, 통․번역, 광고․홍보능

력, 호텔, 교통, 통신 등 관련 인적, 물적, 재무적 인

프라에 달려있다(Oberoi and Hales, 1990). 또 관광

상품 연계역량은 각종 공연, 오락, 음식, 리조트,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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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컨벤션 Hub-Network 시스템의 기 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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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ub-Network 시스템의 고객과 3가지 

산업단지 시찰 등을 엮어서 개인화된 매력적인 관광

상품으로 제시하고 만족도를 높여서 한국에 대한 재

방문의도를 강화하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컨벤션과 관

광분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스폰스십의 개발도 매

우 중요하다(성은희, 2007). 관광상품의 부가가치가 

보장되도록 격심한 원가경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

다. 또 핵심역량간의 원활한 업무처리 협조와 정보․

지식의 공유 및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정보기술의 전략적 활용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컨벤션에 특화되어 핵심기능간의 프로세

스를 지원할 수 있는 컨벤션 Hub-Network 시스템을 

제시한다. [그림 1]의 기능별 프로세스를 다시 업종간

의 연결구도로 전환시키면 [그림 2]와 같이 변환된다. 

[그림 2]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컨벤션 Hub-Net-

work 시스템의 역할은 수많은 산업분야와의 연결(link)

을 구성하여 컨벤션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기업 간 제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다. 컨

벤션 산업이 제휴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경우 수도 

및 지역 산업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

대된다. 또 이를 위해서는 외부기관들이 서로 컨벤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재무적, 사회적, 

정보적, 조직적 협업(collaboration) 네트워크 시스템

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각 핵심기능별로 서로 간의 

자율적인 연결과 공동 업무수행 및 정보․지식의 공

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업종별 연계 구조를 다시 컨

벤션 참가자의 관점으로 재정립하여 고객 프로세스의 

관점으로 Hub-Network 시스템을 분석하면 [그림 3]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컨벤션산업의 경우 컨벤션 참

가자는 Hub-Network 시스템과 세 번의 접점(contact 

point)이 있으며 따라서 세 차례에 걸쳐서 만족을 경험

할 수 있다. 

컨벤션 참가자의 첫 경험은 한국의 컨벤션 안내정

보를 e메일이나 Hub-Network 시스템의 웹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시작된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컨벤션에 

참가하게 된 경우가 신문, 잡지, TV보다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김은희, 2002; 김길래, 김충영, 2007), 

이것은 차별화된 웹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접점인지

를 말해준다. 두 번째 경험은 컨벤션 행사를 통해서

이다. 참가자들은 컨벤션 행사관련 각종 정보와 컨텐

츠 및 행사진행에 관한 e-서비스를 통하여 Hub-Net-

work 시스템과 만난다. 또 이들에게 제공되는 팜플렛, 

전시관, 배치된 인력, 각종 이벤트, 통신시설, 각종 

설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만나게 된다. 왜냐하면 컨

벤션 개최지원 인프라의 종합적 계획수립과 조직화, 

지휘 및 통제가 Hub-Network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

어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 경험은 관광연계 상품의 제공을 통해서이

다(김미경, 윤세목, 2007). 컨벤션 Hub-Network 시스

템은 행사 전․후로 다양한 관광 상품과 산업정보, 

레저/스포츠정보, 호텔 및 숙박정보, 지리 및 날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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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컨벤션 Hub-Network 시스템의 기능별 구조

보 등을 제공하여 보다 다양한 상품을 보다 많은 참

가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정보 및 지식을 제공한

다. 여기서 컨벤션 Hub-Network 시스템의 역할은 고

객과의 접점제공을 통해 만족할만한 웹 경험을 제공

함으로써 컨벤션을 통한 다양한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다. 

다음 제 Ⅳ장에서는 이처럼 주요한 경험을 제공하

는 Hub-Network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조와 프로세

스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도록 한다.

Ⅳ. 컨벤션 Hub-Network 시스템 설계

1. 컨벤션 Hub-Network 시스템의 기능분석

본 연구는 컨벤션 산업에서 각기 다른 참여자들이 

Hub-Network 시스템을 통하여 서로 간의 주요 업무

처리를 수행하는 과정을 분석하여 [그림 4]와 같이 

Use Case Diagram을 작성하였다. 참여 행위자로는 

PCO, 컨벤션 지원업체, 관광업체, IP, 컨벤션 뷰로, 컨

벤션 참가자들이며 본 연구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

터뷰를 통하여 Hub-Network 시스템의 개념과 의의

를 설명하고 필요한 주요 프로세스와 기능을 분석하

고 설계하였다. 컨벤션 Hub-Network 시스템은 다음

과 같이 크게 세 개의 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컨벤션 유치기능으로서 국내외에서 참

여하고 있는 IP들의 제공정보를 바탕으로 유치 가능

한 컨벤션들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설득용 자료를 제

작하여 컨벤션 관련 주요 인사들에게 제공하는 유치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컨벤션 뷰로가 담당하게 된

다. 두 번째는 컨벤션 진행기능으로서 유치된 컨벤션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컨벤션 지원업체들과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최종참여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

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PCO가 주로 수행하게 

된다. 세 번째는 컨벤션 참가자들의 개인 및 단체여

행을 비롯한 컨벤션 관련 관광상품의 예약 및 판매기

능이다. 이러한 활동은 컨벤션 후원기능을 맡고 있는 

관광업체들이 주로 수행한다.  

각 기능별 특징을 비즈니스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컨벤션 Hub-Network 시스템의 기능 중에서 컨

벤션 개최관련 기능에서의 협력은 이와 같은 실질적

인 공급업체와 수요업체간의 B2B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충성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며(Weber, 2001; Weber and Chon, 2002) 보다 높

은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컨벤션 산

업의 Hub-Network 시스템을 통한 협업의 프로세스

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그림 5]는 컨벤션 Hub-Network 시스템의 참

여자들을 각 역할별로 구분하고 필요한 모듈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참여자들의 목적에 맞게 시스

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표현한 시스

템 프로토타이핑의 예이다. 화면을 살펴보면 PCO, 

컨벤션 센터, 컨벤션 뷰로가 요구하는 모듈이 각기 다

르고 소속기관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다

양한 컨벤션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등

록하고 필요한 모듈과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2. 컨벤션 진행  연계 기능설계

관광관련 기능의 경우에 협력적 마케팅과 같은 느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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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컨벤션 Hub-Network 시스템의 참여자 

역할 구분과 기능 요청

관광업체
(PCO/PEO)

고객정보
(지원업체정보)

관리
여행
(기능)

예약
(계약)

A task is
chosen

불만

accesses

Makes a reservation (contract) 

Cancels a reservation (contract) 

sends a complaint 

View information

accesses

Administrate

Exit

[그림 6] 컨벤션 진행  연계 기능의 순차도
한 형태의 업무제휴 형태를 갖게 되며(홍성화, 2003) 컨

벤션 행사를 기반으로 여러 관광관련 업체들이 제휴하여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을 수행하는 가상공간으로서 Hub- 

Network 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 다음 [그림 6]은 

컨벤션 Hub-Network 시스템을 활용한 관광업체의 관

광상품 예약 및 판매에 관한 순차도와 PCO가 컨벤션 

진행을 위하여 관련 기능과 업체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 및 계약을 수행하는 순차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의 프로세스는 관광업체가 PCO로부터 고

객정보를 받아서 관리하고, 다양한 여행상품과 연계

시키고, 예약을 관리하며, 고객의 불만을 파악하여 처

리하는 것은 컨벤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프로세스로

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프로세스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 그것은 컨벤션 진행과 관광연

계 프로세스를 통하여 컨벤션 행사별 투자수익률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계로 파악하여 집계하고 보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인데 지금까지 

한국 컨벤션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컨벤션의 투자

수익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

다. 따라서 컨벤션을 유치하고 개최한 이후에도 이로 

인한 수익의 규모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컨벤션의 

부가가치를 직관적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었고 따라

서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개발이나 마케

팅전략을 도입하는데 한계가 클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광업체와 

PCO가 파악된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수입규모를 산

정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이를 투자규모와 상계시

켜서 투자수익률이 파악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컨벤

션 Hub-Network 시스템의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 지역 컨벤션 뷰로는 각 지역별 컨벤션 투자수익률

을 파악하여 컨벤션 투자효과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도

록 해야 하며 코리아 컨벤션 뷰로는 지역 컨벤션 뷰

로의 자료를 취합하여 우리나라 컨벤션 산업의 투자

효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과학적

인 산업정책과 마케팅 전략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할 것이다.

다음 [그림 7]은 각 컨벤션 행사별 예산계획서가 

첨부되어 있고 컨벤션 행사가 끝날 경우 결산보고서

가 첨부되어 행사별 컨벤션 ROI가 보고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시스템 프로토타이핑 화면이다. 화면 내용은 

PCO, 컨설팅 회사, 관광회사 등 다양한 기업들이 컨

벤션 행사의 내용과 예산을 첨부하고 있고 기관 간에

는 상호 보안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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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컨벤션 행사별 투자효과분석 보고 [그림 8] 컨벤션 유치 지원 로세스 설계

3. 컨벤션 유치 지원기능의 설계

컨벤션의 유치관련 기능은 Hub-Network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지만 제대로 작동되기는 가장 어

렵다. 주로 해외 거주기관의 종사자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나 인터넷 에이전트를 통하여 파악한 컨벤션 유치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후 집중적인 컨벤션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

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차후에 반영하는 일련의 마

케팅 지원기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자발

적인 컨벤션 유치정보 제공자들로부터 컨벤션 Hub- 

Network 시스템이 정보의 공급을 받아야 한다. 컨벤

션 유치관련 기능의 핵심은 정보 제공자들과의 관계관

리(relationship management)와 이들로부터 수집한 컨

벤션 유치정보 및 인적 네트워크의 관리에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고 일반화하기 어려운 

컨벤션 유치관련 기능의 구조설계에 초점을 둔다. 이

를 위해서 먼저 컨벤션 유치 정보의 흐름과 관리방법

을 분석한다. 

다음 [그림 8]은 코리아 컨벤션 뷰로를 중심으로 

컨벤션 뷰로의 컨벤션 유치정보의 수집과 처리 및 사

용에 관한 프로세스를 설계한 객체모델이다. 컨벤션 

유치지원 프로세스 관리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컨벤션 유치관련 정보수집이다. 고급 유치정보의 수

집에는 비용도 많이 들며 대부분 인적(human) 네트

워크를 통하여 얻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원(infor-

mation provider : IP)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매우 제한

적이며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이러

한 정보원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의 국적에 따라서 

구분되고 소속이 민간부문이냐 공공기관이냐의 소속기

관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하다. 또 컨벤션 개최

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사결

정 직접 관련자와 그렇지 못한 간접 관련자로 구분이 

가능하다. 

공공 정보원에는 정부의 다양한 외교채널이 있고, 

한국관광공사와 KOTRA가 보유한 해외지사 및 국책

은행의 해외지점 등이 있다. 또 민간 정보원에는 NGO, 

국내 시중은행의 해외지점, 대기업의 해외지사, 해외

진출 기업임원, 신문사 및 방송사의 특파원과 국제기

구의 국내지부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정보원으로부

터 컨벤션 유치관련 정보를 입수하면 각 컨벤션 뷰로

는 이를 컨벤션 Hub-Network 시스템에 등재하고 컨

벤션 유치경쟁에 돌입한다. 이처럼 컨벤션 유치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컨벤션을 실제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컨벤션 개최지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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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컨벤션 고객 계 리  컨텐츠 리

인사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관계관

리가 필요하고 컨벤션 유치 설득을 위한 자료제공 및 

인센티브 지급과 같은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서 컨벤션 허브 네트워크 시스템에는 컨벤션 고객관

계관리 시스템(convention customer relationship ma-

nagement system) 기능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 [그림 9]는 컨벤션 유치를 위한 고객정보와 

설득에 필요한 컨텐츠를 보여주는 시스템 프로토타이

핑 화면이다. 왼쪽 위의 점선 동그라미는 고객 프로

파일, 이벤트 내용, 고객접촉 기록 등 고객관계관리

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오른쪽 아래의 점선 동그

라미는 각 이해관계자들이 업로드 한 대 고객 설득용 

컨텐츠들을 보여주고 있다. 설득에 필요한 컨텐츠는 

주요 컨벤션 개최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고객

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활용이 된다. 

다음 단계로 일단 컨벤션 유치경쟁이 시작되면 국

제회의의 경우 국내의 각 지역별 PCO들에게 제안서 

작성을 요청한다. PCO는 최신의 개최역량에 관한 정

보를 컨벤션 Hub-Network 시스템을 통하여 컨벤션 

개최지원 인프라 기업들에게 요청하고 또한 가장 최

근에 입수한 개최 후보지의 관광 매력정보와 독특한 

컨텐츠를 활용하여 제안서를 만든 후 컨벤션 Hub- 

Network 시스템을 통하여 코리아 컨벤션 뷰로에 제

공한다. 

코리아 컨벤션 뷰로는 개최예정 컨벤션의 특성과 

개최지 결정사례를 분석하여 개최지 결정요인과 제공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파악한 후 가장 경쟁력 있는 

추천 후보지를 결정한다. 추천된 후보지의 제안서를 

설득자료로 활용하고 유망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한다. 일단 개최지가 결정되

면 컨벤션 뷰로는 각 사례별로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분석하고 파악하여 Hub-Network 시스템을 통해 참

여자들에게 정확히 피드백 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들

은 철저히 사례기반 추론시스템의 사례베이스에 축적

하여 향후 개최지 선정 및 홍보 전략수립에 적극적으

로 활용해야 한다. 

한편, 정보원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보상하고 정보원 

그룹에 대한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정보원의 보상 및 

정보원 단체의 관리비용은 엄격하게 회계처리 되어서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컨벤션 Hub-Network 시

스템의 회계모듈에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컨벤션 유치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의 참여와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설

득을 위한 자료제공과 정보원의 관리가 중요하다. 해

외 컨벤션 유치를 위한 업무협조는 국내와 해외, 공

공부문과 민간부문, 외국인과 내국인, 각 기관별 및 

지역별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상호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긴박한 일이기 때문에 다음 [그림 10]과 같이 이

를 시스템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업시스템(collaborative 

system) 기능이 필수적이다. 

[그림 10]의 시스템 프로토타이핑 화면내용은 컨벤

션 유치를 위하여 각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이를 관리

하기 위한 국내외 기관들과 인력들을 할당하고 수행

해야 할 작업을 분할하여 배정함으로써 회의기획, 추

진준비 등의 실질적인 업무들이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Ⅴ. 결  론

세계의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컨벤션 산업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컨벤션 유치를 위한 경쟁에 뛰어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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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국내외 유치지원 업 로세스

갈수록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현재까

지 12개의 컨벤션 센터가 건립되면서 컨벤션 유치를 

위한 지역자치단체 간 상호 유치경쟁은 산업의 성숙

기에 접어들고 있는 한국의 컨벤션 환경을 더욱 어렵

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지자체의 컨벤션 센터공급은 자

칫 우리나라 컨벤션 산업을 공급과잉, 만성적자로 이

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지적되어 왔고 현실화 

되고 있다. 그러나 항상 기회와 위협은 동전의 앞면

과 뒷면이 듯이 오히려 컨벤션 시설의 증가가 컨벤션

의 수요증대로 연결될 수 있다면 컨벤션 산업의 선진

화를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 컨벤션 수요의 증대를 위해서는 국내 컨벤션 

산업의 경쟁우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고 핵심기

능의 주요 프로세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핵심기

능의 연결 프로세스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서 Hub-Network 시스템 구축과 같은 정

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가

진 정보기술 역량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외

국의 컨벤션 참가자들에게도 한국개최 컨벤션의 매력

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 컨벤션 Hub-Network 시스템은 컨벤션에 참여

하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다양하고 컨벤션 산업의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나 표준양식도 미흡한 한국의 

상황에서 각 지역별 컨벤션 산업의 특화전략을 지원

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컨벤션의 다양성

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컨벤션 산업

의 과학화와 공정한 경쟁규칙을 유도하는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컨벤션 산업에서 

각기 다른 참여자들이 Hub-Network 시스템을 통하

여 서로간의 주요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과정을 분석

하여 Use Case Diagram을 제시하였고 주요 참여 행

위자로 PCO, 컨벤션 지원업체, 관광업체, IP, 컨벤션 

뷰로, 컨벤션 참가자들과 세 가지의 기능을 제시하였

다. 두 번째로 컨벤션 Hub-Network 시스템을 활용한 

관광업체의 관광상품 예약 및 판매에 관한 순차도와 

PCO가 컨벤션 진행을 위하여 관련 기능과 업체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 및 계약을 수행하는 순차도를 

제시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컨벤션 산업의 투자

수익률을 분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설명하였다. 마

지막으로 컨벤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컨벤션 유치정보의 수집과 처리 및 사용에 관한 

프로세스를 객체모델로 제시하였고 중요한 부분은 시

스템 프로토타이핑 화면을 직접 구성하여 실제화면처

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공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시하

지 못한 컨벤션 유치를 위한 프로세스와 전략체계를 비

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UML로 표현한 것이며 두 번

째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컨벤션 개최와 관광에 필요한 

주요 프로세스를 UML로 제시하여 향후 구축될 컨벤션 

허브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분석 및 설계의 결과가 아직 

세부적인 시스템 구현에까지 이르지 못하였고 컨벤션 

산업의 주요 종사자들과 한국관광공사의 컨벤션 뷰로 

직원들의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컨벤션 

허브시스템의 공통된 주요 기능과 프로세스를 표현한 

것으로 산업 내의 공식적이고 대표성 있는 산출물은 

아니라는 점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컨벤션 산업발전을 저해하

는 컨벤션 유치의 소극성, 컨벤션 투자효과분석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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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컨벤션 이해관계자들의 복잡성 등의 문제가 컨벤

션 Hub-Network 시스템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통

하여 하나씩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코리아 컨벤션 뷰로를 중심으로 컨벤션 유치지원 기

능이 컨벤션 Hub-Network 시스템에 포함되고 한국

관광공사의 주요기능이 될 수 있는 이론적, 시스템적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 연구가 향후 각 산업분야 별로 부가가

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제

시하여 정책개발이나 기업경영에 접목할 수 있는 새

로운 형태의 학제 간 융합연구가 촉발되는 계기가 되

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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