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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의 기본개념

마케팅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서비스마케팅의 이해

마케팅의 대두 및 서비스 마케팅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

컨벤션마케팅의 의의

컨벤션 서비스에 대한 이해 및 기능설명

컨벤션마케팅의 주요기능

회의주체별 마케팅 방향에 대한 이해

컨벤션마케팅 추진모형

회의마케팅 추진방향 이해 및 다양한 컨벤션 마케팅 모형소개

1. 마케팅의 기본개념
1-1. 마케팅의 발전과정

1-2. The Difference Between Sales and Marketing★★
Marketing
Focuses on market analysis, planning and
control of changing market variables
Focuses
on
long-term
trends
and
creating new product, markets, and
strategies for future growth
Focuses on profit planning, including
determining the optimum market segment
mix

Sales
Focuses on field work and desk work to
sell to the consumer
Focuses on short-term considerations
today's products, markets, consumers. and
strategies
Focuses on volumes and quotas, current
sales, bonuses, and com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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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마케팅의 이해
❒ 서비스마케팅, 제품마케팅과 무엇이 다른가?★

2-2. 서비스의 특징/분류(유형성 스펙트럼 Tangibility Spectrum)

< 서비스마케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 필기할 것!!
특성

무형성
(Intangibility)

비분리성
(Inseparabililty)

이질성(
Heterogeneity)
소멸성
(Perishability)

문제점

대응방안

‧
‧
‧
‧

특허로 보호곤란
진열, 설명, 전달 곤란
가격설정 기준 불명확(가치비용)
저장이 곤란

‧
‧
‧
‧
‧

고객이 거래에 참여하고
고객이 서로에게 영향을
종업원의 서비스 결과에
분권화가 필수적
집중화된 대규모 생산이

‧
‧
‧
‧

종원업 이질성
고객 이질성
표준화 곤란
품질통제 곤란

영향을 줌
줌
영향
어려움

‧ 수요와 공급의 균형화 곤란
‧ 반품 곤란
‧ 재고로 보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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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의료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
MICE에서의 사례
무형성

동시성

이질성

소멸성

★★❒ 서비스 마케팅 트라이앵글(Service Marketing Triangle)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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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ise : Here, “promise” means to assure the customer about the services that are being
offered which will be provided to them in time and which same quality and quantity as mentioned
-

❒ External Marketing(setting the promise): Company and customers
‧ Marketing directly interact with the end users in order to know their needs
‧ Set price, create awareness, design the promotional strategies
‧ Performed to capture the attention of the market and interest of the customer towards the
company’s services

❒ Interactive Marketing(delivering the promise): Customers and employees
상호작용 마케팅으로 기업이 약속한 것을 직원, 하청업자, 대리인 등이 제대로 지키는지에 관련한 상호작용 마케
팅임(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함)
‧ Moment of Truth, Service Encounter(진실의 순간, 서비스 접점)
‧ This refers to the significant moment of interaction between the front-office employees and
customers
‧ This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service triangle, if the employee fails to deliver at this
level than all the efforts made towards establishing a relationship with the customer would be
wasted.
‧ Interactive marketing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service marketing triangle because it
establishes a long term or short term relationship with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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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l Marketing(enabling the promise): Company and employees
‧ Internal processes which enables marketers to deliver promises to customers
‧ Marketing to employees(종사원에 대한 마케팅)
‧ Company view its employees as its internal customers and jobs and other programs as internal
products(내부종사원을 고객과 같이)
‧ It involves training the employees, motivating them, teamworking programs, teaching them
customer satisfaction techniques, etc.(종사원의 교육훈련)
‧ The company shares its goals with its employees and communicate with them on a regular
basis.(정기적으로 종사원과 소통하는 과정)

교재 6,7,8장(컨벤션마케팅 계획수립, 시장조사, 포지셔닝 pp.146~173)
★★ 마케팅의 전반적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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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마케팅 전략수립 단계(Process)★★★★★

1. 거시환경 및 시장상황 분석(PEST/STEEP)

현재 우리가 속한 시장에는 어떠한 트렌드가 있지? 시장상황은 어떨까? 충분한 시장성이 있을까?
제품 또는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요인들의 파악을 통해
의 장기적인 방향을

기업성장의 기회와 위협요인을 발견하고, 기업전략

설정하는데 사용하는 분석방법, 해당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는 방법(▶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

경, 사회문화적 환경, 기술적 환경, 글로벌 환경, 시장규모, 시장성장률 등)
✔ STEEP는 산업 내의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시적인 환경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
석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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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EP 항목 및 주요 고려사항 >

2. 고객분석(소비자행동분석)

그럼, 시장 내 고객들의 특성은 어떠하지? 우리 제품에 대한 니즈는?
고객의 구매행위에 대해 시장 특성, 구매의사결정 형태, 구매의사 결정에의 참여자, 구매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구매과정 등을 분석하는 과정(▶고객점유율, 고객군, 잠재고객특성, 고객의 이용/구매패턴, 구매장소, 고객니
즈 등)

❒ Needs와 wants 및 Demands

❒ <사례> 국내 커피시장 분석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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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사분석 (Competitors)

고객의 니즈는 저러한데, 우리의 경쟁사들은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지? 경쟁력은 어떻고?
자사의 경쟁사를 확인해 경쟁사의 능력과 강/약점을 분석하고, 전략을 파악하여 자사와 경쟁사들을 객관적 관점에
서 비교 분석하여 경쟁사 보다 차별화된 내용을 찾거나, 경쟁우위의 틈새를 찾아내는 방법
(▶ 제품/서비스의 우수성, 제품 특징과 차별화 정도, 브랜드 인지도/이미지, 유통경로/유통력, 광고 및 홍보 등)
❒ 경쟁사 분석의 사례

❒ 출처별 자사 및 경쟁사 주 단위 정보량 추이분석
자사 주 단위 정보량 추이 vs 경쟁사 주 단위 정보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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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사분석
< 기업분석의 사례 중 BCG 매트릭스 >
❒ The BCG matrix, Growth-Share matrix, Product Portfolio matrix was devised by Bruce Henderson
in 1970, and is used to assess businesses or products by their current contribution/ market share as
well as their growth prospects / market growth.

❒ Question Marks: Low Market Share/ High Market Growth
✔ These products are in growing markets but have low market share.
✔ Question marks are essentially new products where buyers have yet to discover them.
✔ The marketing strategy is to get markets to adopt these products.
✔ Question marks have high demands and low returns1) due to low market share.
✔ These products need to increases their market share quickly or they become dogs.
✔ The best way to handle Question marks is to either invent heavily in them to gain market
share or sell them.

1) 낮은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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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s are
✔ Stars are
✔ If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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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Share/ High Market Growth
defined by having high market share in a growing market.
the leaders in the business but still need a lot of support for promotion a placement.
share is kept, Stars are likely to grow into cash cows.

❒ Cash Cows: High Market Share/ Low Market Growth
✔ Cash Cows are in a position of high market share in a mature market.
✔ If competitive advantage(경쟁우위) has been achieved, cash cows have high profit margins and
generate a lot of cash flow(현금이동성).
✔ Because of the low growth, promotion and placement investment are low.
✔ Investments into supporting infrastructure can improve efficiency and increases cash flow more.
✔ Cash cows are the products that businesses strive for2).

❒ Dogs: Low Market Share/ Low Market Growth
✔ Dogs are in low growth markets and have low market share.
✔ Dogs should be avoided and minimized.
✔ Expensive turn-around plans usually do not help.

5. SWOT분석
❒ 정의: 기업의 환경 분석을 통해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
어떤 기업의 내부환경을 분석(자사분석) 하여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
어 ▶ 이를 토대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죽이고,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
이때 사용되는 4요소를 강점·약점·기회·위협(SWOT)이라고 하는데, 강점은 경쟁기업과 비교하여 소비자로부터 강점
으로 인식되는 것은 무엇인지, 약점은 경쟁기업과 비교하여 소비자로부터 약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무엇인지, 기회는
외부환경에서 유리한 기회요인은 무엇인지 위협은 외부환경에서 불리한 위협요인은 무엇인지를 찾아낸다. 기업 내부
의 강점과 약점을, 기업 외부의 기회와 위협을 대응시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SWOT분석에 의한 마케팅 전략
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SO전략(강점-기회전략):
② ST전략(강점-위협전략):
③ WO전략(약점-기회전략):
④ WT전략(약점-위협전략):

2) 애쓰다, 매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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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출처 https://slidesplayer.org/slide/11174469/

<사례> COEX 컨벤션센터의 SWOT분석  행사 ICCA 개최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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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병원 SWOT 분석과 전략

<학습문제> 위 SWOT분석을 바탕으로 ‘본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라.
가정 <내가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나의 강점, 나의 약점, 시장의 기회, 시장의 위협을 각각 도출 한 후 SO,
WO, ST, WT 전략을 각각 도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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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케팅목표설정
목표설정이란 수익성, 매출극대화, 시장점유율 확대, 혁신, 브랜드 인지도 향상, 리스크 방지 등은 물론 시장세분화,
표적시장선정, 제품 포지셔닝 등 구체적인 마케팅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것. 정량적 목표와 정성적 목표로 나누어
짐.
7. STP 전략수립★★★
- 시장세분화  목표시장선정  포지셔닝을 의미
- 고객의 특성에 따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마케팅 기본 전략
❒ STP 전략의 수행과정

7-1. Segmentation: 시장세분화(시장기회분석, 시장군집화)
“ 시장세분화란 한 기업이 시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몇 개의 동질적인 소비자집단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
❒ 시장세분화의 이점
① 소비자들의 욕구를 더 정확히 충족시킬 수 있다.
② 우리 회사의 상표에 대한 애호도(충성도, brand loyalty)를 높일 수 있다.
③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 세분시장의 요건
어떤 시장에 접근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시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통점/차이점을 보이는 영역을
묶어 세분화함. 세분시장의 요건

✔ 시장성이 측정 가능해야 하고(측정가능성), ✔ 세분영역이 진입가능하고(접근

가능성), ✔ 수익이 비용을 상회해야하고(실체성, 수익가능성- 시장성), ✔ 세분시장 내부의 요소는 동일하고(유효
성), ✔ 측정결과가 일관적이고(신뢰성), ✔ 세분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 믹스 개발이 가능(실행가능성)해야
한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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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계획 작성의 예) 시장세분 기준변수를 이용한 영어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

7-2. Targeting: 목표화(각 군집화된 영역의 매력도 분석, 진출방법론 결정)
시장을 세분화한 다음, 각 세분시장의 매력도를 분석하고 타겟시장을 선정한다. 각 시장의 특징을 확인하
고, 어떤 진출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즉, 시장기회분석을 통해 나온 segmentation 결과를 가지고, 각 segmentation의 매력도를 평가한 후 타겟
segmentation(세분시장) 선택 단계

❒ 세분시장의 구조적 매력성을 결정하는 5요인(시장매력도 분석)
- Michael E. Porter의 5요인 분석(5 Forces Analysis)
1. 잠재적 기업의 진출: 진입장볍이 높고 탈출장벽이 낮을수록 메력적임
2. 구매나의 협상력: 구매자의 협상력이 약할수록 세분시장은 매력적임
3. 세분시장 내 경쟁업자: 경쟁업체가 적고 시장이 팽창할수록 매력적임
4. 대체품: 대체품의 위협이 작을수록 매력적임
5. 공급업자의 협상력: 공급업체의 협상력이 약할수록 세분시장은 매력적임

컨벤션마케팅의 기본적 이해(학생용).hwp

< 사례 >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

❒ 시장진입의 위험요소
1. 정부의 규제
2. 규모의 경제나 대규모 초기투자 비용
3. 고도의 기술로 인한 상품의 높은 차별성
4. 제한된 판매 채널로 새로운 판매채널 확보의 어려움
5. 높은 시장 이탈 장벽
6. 구성원의 강력한 보복정책(저가정책)
7-3. Positioning: 세분시장별 가능 포지셔닝 컨셉 파악, 마케팅믹스 개발

<컨벤션포지셔닝의 정의 1>
컨벤션 Destination/Venue의 이미지를 잠재 참가자(개최 조직등)의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것
<컨벤션포지셔닝의 정의 2>
컨벤션 Destination/Venue 등이 잠재 참가자(개최 조직 등)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
<컨벤션포지셔닝의 정의 3>
마케팅은 상품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임
✔ 매력적인 타겟 segmentation을 정한 후라면, 그 시장에 어떻게 포지셔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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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포지셔닝 전략
전략 1. 고객의 기억 속에 최초가 되게 하라
전략 2. 최초가 아니면 현재의 위상을 강조하거나, 1등 그룹을 형성하여 1등임을 주장하거나, 최초가 될 수 있는
틈새(Niche)를 찾아라.
전략 3. 경쟁상대를 재포지셔닝(Repositioning)하라.

전략 4. 지속적으로 집중하라.
전략 1

고객의 기억 속에 최초가 되게 하라.

✔ 사람들은 최초로 인식된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
✔ 시장이 아니라 고객의 기억 속에 최초가 되라
✔ 더 좋은 것보다는 맨 처음이 낫다
✔ 더 좋은 것이 되기보다는 다른 것이 되려고 노력하라
전략 2

최초가 아니면 현재의 위상을 강조하거나, 1등 그룹을 형성하여 1등임을 주장하거나,
최초가 될 수 있는 틈새(Niche)를 찾아라.

✔ 현재의 포지션(위상)을 더 강하게 강조하며, 또한 높여라.
예) - Avis의 “우리는 업계 2위입니다.”
- 데이콤의 “같이 뛰어야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 1등이 아니면 1등 그룹을 형성하라.
예) - 가전 3사, 6대 생보사, 미국대학의 Top 10 University(Ivy League의 대학)
✔ 최초가 될 수 있는 조그만 틈새를 찾아라.
예) - 성 : Marlboro 담배, 여성전용 당구장, 여성전영 고시원, 여성만의 껌 등
- 유통 : 약국에서 파는 비누와 치약
- 나이 : 고시 최연소 합격자와 최고령 합격자
- 작은 것을 생각하라(Volkswagen : Think Small)
- 시장의 분류기준을 변화시킴 : Seven Up
전략 3

경쟁상대를 재포지셔닝(Repositioning) 시켜라.

✔ 소비자의 마음 속의 경쟁사 상품을 재포지셔닝함으로써 자신의 포지션을 구축하라.
✔ 자사상품이 아닌 경쟁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을 바꾸어라.
예) 타이레놀(부작용 없음)과 아스피린
✔ 재포지셔닝과 비교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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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광고는 소비자의 상품선택 시 명확한 근거제시로 중요한 기준 제공
예) 펩시 첼린지: 근거가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속성을 비교하여 경쟁사 브랜드를
재포지션한 것이 아니라 경쟁사 브랜드와 비교하여 자시의 브랜드 위치를 측정하는 데에
그침으로 실패
전략 4

지속적으로 집중하라.
< 마이클 포터의 기본적인 경쟁전략 >

<포지셔닝맵의 사례> 한국 직장여성의 일상 상황별 추구하는 자기이미지와 선호 패션스타일
✔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20-30대 여성은 외모에 관심이 많아 외모를 가꾸는 것을 즐기며, 외모 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
‧ 여성복 매출에서 25-29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6%, 30-34세 14.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25-34세의 비중
이 가장 높음
✔ 조사결과
‧ 외부미팅이나 프레젠테이션 상황으로 지적인 이미지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패션스타일은 엘레강스/클래식 스타일
이며, 엘레강스/클래식 스타일은 활동적인 이미지와의 거리도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엘레강스/클래식 스타일은 지
적인 이미지와 활동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경우에 모두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로맨틱 스타일 중 일부는 여
성스러운 자기이미지와 유사관계에 있고, 섹시한, 개성 있는, 화려한,으로 구성된 화려한 자기이미지는 패션스타일
중에서 섹시 스타일, 아방가르드 스타일과 유사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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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ing map of External Meeting and Presentation>

<위 분석을 통한 결론 및 제언>
분석 결과를 기초로 25-34세 직장여성이 상황별로 추구하는 자기이미지와 패션스타일의 포지셔닝 맵을 제안하였
다. 이를 통해 25-34세 직장 여성들은 5가지 모든 상황에서 품위있는 이미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고, 이러한 이
미지를 추구하기 위해 엘레강스/클래식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화려한 이미지와 섹시/아방가르드 스타
일은 상황에 따라 선호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패션색채의 분석결과로 공적상황인 외부미팅
이나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공식행사 상황과 복합적 상황 중 하나인 평상시 근무상황은 서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
고, 이성과의 소개팅이나 데이트, 결혼식이나 가족모임 상황이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 25-35세 직장여성의 상황별
로 선호하는 패션색채의 차이는 공적, 복합적, 사적상황의 분류보다 세분화된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 Vol. 66 ,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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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비스)마케팅 전략수립 - 서비스 마케팅 믹스 : 7P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수단들의 묶음을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것처럼 서비스 마케팅
목표(매출액 증대, 이윤 증대, 고객만족도 제고 등)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수단들의 묶음을 서비스 마
케팅 믹스라고 한다. 마케팅 믹스는 통산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라고 칭하지만 서비스 마
케팅 믹스는 서비스 재화의 특성상 여기에 3P(PROCESS, PHYSICAL EVIDENCE, PEOPLE)를 더해 확장된 서비
스 마케팅 믹스(7P)로 구분하고 있다.
<서비스 마케팅믹스 Extended Marketing Mix fo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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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상품(PRODUCT)
서비스 상품이란 고객들에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 수행의 요소들을 말한다. 서비스 상품은 눈에 보
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객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철저한 품질
관리와 고객만족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상품구매에 따른 불안감을 줄여 주어야 하
고, 서비스 품질보증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의 가시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다.

<Q.

위 표를 바탕으로 확장된 상품의 종류  관광서비스의 상품의 예  호텔 및 MICE서비스의 상품의 예 에

대한 표를 그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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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가격(PRICE)
가격이란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소비하면서 고객들이 지불하는 돈, 시간, 기타 노력 등을 말한다. 유형재화의 경
우에는 가격이라는 비교적 통일된 명칭이 사용되지만 서비스의 경우에는 다양한 명칭(요금, 입장료, 등록금, 이자,
진료비 등)으로 불리워 진다.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원가요소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가격결정 메카니즘이 매우 주관적이고 어렵다.
<Q. 호텔과 MICE 분야의 상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① 유형재와 서비스재화의 가격결정의 차이점, ② 호텔 및
MICE 분야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조사하여 요약해 보세요>
8-3. 경로(PLACE)
경로란 고객들에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전달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서비스는 보관하거나 저장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전달하는 장소 내지 입지(location)가 매우 중요하다. 병원과 학교,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경로관리의 핵심이다.
<Q. 호텔과 MICE 분야의 유통경로는 일반 유형재화의 유통경로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① 유형재의 전통적 유통
경로 요약정리, ② 서비스재화의 유통경로 정리, ③ 호텔/MICE 분야의 현대적 유통경로 탐색 의 순으로 정리해 보
세요.>
8-4. 촉진(PROMOTION)
촉진이란 서비스 기업이 고객들에게 특정 서비스 상품을 알리고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활동
을 말한다. 서비스의 촉진활동은 무형성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없고 서비스
를 소비함으로서 얻게 되는 혜택이나 결과를 강조하는 촉진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물리적 차별화가 불가능하기 때
문에 심리적 차별화를 통해 포지셔닝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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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과정(PROCESS)
서비스는 하나의 과정을 통해 생산되고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만족을 증
대하기 위한 서비스 생산 및 전달시스템 설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아울러 고객이 생산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적정
한 서비스 전달 단계의 수와 고객들의 참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고객들이 서비스
품질을 느끼게 되는 서비스 접점관리(service encounter)가 강조된다.
<Q. 서비스산업에서 이러한 과정관리가 왜 중요한가요? 특별한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세요. 그 (실패 및 성공)사
례를 바탕으로

서비스접점관리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세요.>

8-6. 물리적 근거(PHYSICAL EVIDENCE)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근거를 통해 서비스 기업과 그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고객
들에게 전하려 한다. 물리적 근거란 실내 온도, 조명, 소음, 색상 등과

같은 주변적 요소(ambient elements)와

서비스 매장의 공간적 배치와 기능성, 그리고 표지판, 상징물과 조형물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리적 근거는 고객
과 종업원들의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결과적으로 외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8-7. 사람(PEOPLE)
서비스는 종업원의 행위를 통해 고객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서비스의 생산자이자 전달자이다. 대부
분의 성공적인 서비스기업들이 인적 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이 이 때문이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서비스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인적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고객만족이라는 목표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Q. 서비스산업에서의 인적자원관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다양한 자료를 이
용하여 호텔 및 서비스산업에서 인재를 뽑는 방법, 교육시키는 방법 등에 관해 특별할 사례를 찾아보시고 ① 자료
를 정리하여(제출) ② 발표준비를 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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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마케팅전략 프로세스 >

출처: 장소마케팅 전략의 문화적 개념과 방법론에 관한 관찰, 대한지리학회, 제41권,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