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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컨벤션산업의 조직간 네트워크 형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컨벤션 공공부문, 서비스공급자, 매개자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Inter-Organizational Network
Formation within Regional Convention Industry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 With a Focus on CVB & Convention Center, Hotel &
Travel Agency, and PCO & PE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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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an efficient method of a network
management of the convention organizations by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twork formation among convention-related organizations within
regional convention industry and performance results. An analysis was
implement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etwork formation and
performance results of an organization by type of the organization(convention
public sector: CVB & convention center / service provider: Hotel & travel agency
/convention mediator: PCO & PEO), and to differentiate the study. Overall, the
outcome of the analysis indicated that interactional factors of a formed network
have a meaningful impact on the performance results of an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it may be concluded that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convention industry is a product of a friendly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openness and proactiv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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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지 : 본 연구는 지역 컨벤션산업 조직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성과간의 관계를 파악
하여 컨벤션 조직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방안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 컨벤션산업의 컨벤션산업 네트워크 형성과 조직성과의 관계성을 컨벤션 조직유형별
(컨벤션 공공부문: CVB 및 컨벤션센터, 서비스공급자 : 호텔 및 여행사, 컨벤션매개자 :
PCO 및 PEO)로 분석하고 연구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적 요인은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해 지역컨벤션 산업은 지역제도 환경과 지방정부의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선행되
어야 하며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의 조직들 간에 구조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우리나라 컨벤션산업의 특성상 민간영역의 참여를 더욱
끌어낼 수 있는 지방정부의 네트워크 관리 역량 배양이 필요하다.
열쇠말 : 지역컨벤션산업, 조직간 네트워크, 네트워크형성, 조직성과, 컨벤션 공공집단, 서
비스 공급자, 매개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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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컨벤션산업은 참가자 1인당 지출액이 ’11년 2,585불로 일반 관광객의 평균 지출액
(1,409불)의 약 2배에 달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며 전후방 파급효과 및 일자리 창
출효과가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며 국가 홍보 및 브랜드가치를 제고하는
창조형 서비스산업으로서 세계 각국이 전략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
부,2013). 컨벤션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가치는 물론 국제적 이슈, 정치·사회·문화적 가치
를 인식하는 도시들이 증가하면서 주요 국가 및 도시에서는 정부, 관광기구 협회 및 단
체, 지방자치단체, 컨벤션센터 등 민관이 합동으로 컨벤션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컨벤션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10 G20 서울정
상회의, 2012 핵안보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적 컨벤션 개최국이 되었으며
국제협회연합(UIA)에서 발표한 2013년 기준 국제회의 개최순위에서 한국이 세계5위를
달성하였다.
우리나라 지역 컨벤션 산업의 경우 과거에는 관위주로 컨벤션센터 건립 및 증축 등
물리적이고 하드웨어 중심적 관점에서 컨벤션 주최자, PCO, PEO, 서비스공급자, 컨벤션
센터 및 CVB 등 조직간 민관 네트워크중심의 소프트파워 시대로 진입하였다. 컨벤션산
업은 다원화된 이해관계자와 융합형 산업특성으로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가
긴밀히 요구되어진다. 하지만 지역 컨벤션 도시에 있어서 네트워크 형성 수준은 아직까
지 초기단계 이다. 지난 2013년에 발표된 ‘제3차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에서도 민·
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강화 및 이를 통한 컨벤션산업의 균형발전이 기본계획의 핵
심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컨벤션산업 조직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의지가
표명된 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현대사회의 불확실성, 정부 및 시장의 실패 등으로 인해 조직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간 네트워크를 전개 한다(송경재, 2004 ;최유미·
심성지, 2008; Rizova, 2005; Van de Ven & Ferry, 1980; ). 조직간 네트워크 관련 연구는
네트워크 형성 영향관계연구(김재환, 2006; 박성호·정문기, 2012; 박현지, 2006; 유영준
외, 2009), 네트워크 특성 연구(김준기, 2006; Provan & Milward, 2001; Agranoff &
MaGuire, 1998), 조직성과 연구로는 네트워크 특성과 조직효과성(최유미·심성지, 2008;
최영광, 2011), 조직간 네트워크로 인한 효과성(김준기, 2006; 김준현, 2009; 박치성, 2006
; 우수명, 2008 ; Provan & Milward, 2001)등 경험적 연구가 보건경제학이나 사회복지조
직, 자원봉사조직,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컨벤션산업 연구 분
야에서도 조직간 네트워크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다(공은숙·주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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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김영미·김성섭, 2010; 이연택·김경희, 2010; 이연택·주현정·김경희, 2013 ; 이연택·
주현정·박래춘, 2014).
본 연구는 지역 컨벤션산업에 있어서 컨벤션산업 조직간 네트워크 형성 , 조직성과간
의 영향관계를 규명 하고 사회운영기제로서 네트워크 형성이 실질적인 조직성과를 발휘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컨벤션산업의
네트워크 형성요인 , 조직성과 등의 이론 고찰을 통하여 연관관계 및 분석을 위해 분석
의 틀을 구성하여 제시한다. 둘째, 연구모형에 기초하여 지역컨벤션산업의 컨벤션 행위
자간 네트워크 형성을 분석하고 검증한다.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 컨벤션도시의 컨벤션산
업 네트워크 형성과 조직성과의 적합모형을 컨벤션 조직유형별(컨벤션 공공부문: CVB
및 컨벤션센터, 서비스공급자 : 호텔 및 여행사, 컨벤션매개자 : PCO 및 PEO)로 분석하
고 연구의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기대하는 바는 컨벤션
산업 정책에 있어서 네트워크 이론 연구의 적용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컨벤션산업 조직들의 활동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컨벤션산업
컨벤션산업은 ‘관광소비자를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생산·제공하는 다
양한 사업체 내지는 업종들의 유기적인 결합체’라는 관광산업에 대한 정의(이연택,
2012)에 기반을 두며 ‘컨벤션 개최를 위한 서비스와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체 또는
업종들의 유기적인 결합체’로 정의한다(주현정, 2013). 컨벤션산업은 MICE(Meetings,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 산업으로 광의로 해석하기도 한다.
컨벤션산업은 주로 국제회의산업과 유사‧혼용 사용하고 있다. 컨벤션산업은 주로 문
화체육관광부 소관 하에 육성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전시(Exhibition)산업은 산업통상자원
부 주관하에『전시산업발전법』의 실정법 하에 있어 컨벤션산업과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일본 등 아시아지역에서는 컨벤션
의 관광 산업적 특성요인으로 인해 2000년 들어 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tion)산업으로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학
계와 산업계에서는 MICE산업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적, 제도적으로는 컨벤션
산업과 전시산업은 이원화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률적, 제도적 이원적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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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컨벤션은『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률적 배경과 문화체
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산업과 이에 수반되는 전시, 문화행사,
연계관광, 이벤트 등 부대행사를 종합한 회의산업’으로 제한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컨벤션산업의 구성주체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김철원, 2005;이연
택·주현정, 2008). 첫째, 컨벤션 주최자(convention organizer)이다. 컨벤션 주최자는 컨벤
션을 주최하는 학회, 협회, 국제기구, 단체 등을 직접적 수요자를 말한다. 둘째, 컨벤션서
비스 공급자(convention service provider)이다. 숙박업체, 식음료업체, 회의장 장치 및 시
설업체, 이벤트업체, 여행사, 통·번역업체 등 컨벤션 개최에 필요한 각종 재화와 용역
을 제공하는 관련 산업조직들이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컨벤션산업 내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수요자인 컨벤션 주최자에 대한 공급자로서의 위상을 갖는다(김철원, 2005).
셋째, 중간매개자(intermediaries)이다. 중간매개자에는 PCO(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 PEO(Professional Exhibition Organizer), DMC(Destination Marketing
Company) 등이다. 넷째, 컨벤션관련 공공 및 공익 조직이다. 여기에는 CVB(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 LTO(Local Tourism Organization), 기타 관련협회 등이 포함된
다. CVB나 LTO 등 공공기관적 특성을 지닌 조직들이 존재하는 것은 컨벤션산업이 여
타 관광산업과 마찬가지로 지역발전의 수단으로서 인식되어 전략적으로 육성되는 경향
이 있으며, 산업발전의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요구하는 공공산업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주현정, 2013). 우리나라 컨벤션센터의 경우에도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출자나 자회사형태로 운영되어 공공부문에 포함하기로 한다. 컨벤션센터
는 컨벤션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 기간시설로서, 대규모의 초기 건립 비용이 소요되는
특성과 지역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공공재적 성격을 띄게 되며 우리나라
의 경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예산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소유권 또한 직간
접적으로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주현정, 2013; Clark, 2005).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코엑스의 경우에도 수출진흥특별회계기금(무역특계자금)을 바탕으로 하였다(무역협회
50년사, 1996).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본 연구는 전문 지식적이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상호의존적 융합형(collaboration & convergence) 네트워크 산업으로서 컨벤션 산업을
‘컨벤션서비스 소비자를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나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공공 및 민간 사
업체들의 결합체’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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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간 네트워크연구
사회과학 연구에서 네트워크 분석은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관광 분야에서도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적용되고 있다(이연택, 2012). 네트워크는 독립
된 사회체계로서의 기관이 공동의 조직목표를 설정하고 기관의 이익이나 특정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자원, 정보를 교환·연계하는 행위로 정의 할 수 있다(최영광, 2011). 네트워
크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역량은 다른 행위자들이 보유하는 다양한 자원들에 접근하기
위하여 조직간 관계를 발전시키고 활용하는 능력이다.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하나는
자원의존접근법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출현에 대한 설명을 거래비용에 근거한 거래비용
접근법이다. 자원의존 네트워크(Resource dependency network)는 격동적이고 불확실한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안정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의 전략에 기반 하고 의존의 근
원조직을 흡수하거나 유대를 이용하여 다른 조직으로부터 자원을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
이 있다(Provan & Milward, 2001).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 광범위한 제도의 분석을 통해 거래비용을 줄
여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율성 이익(efficiency gain)이 특정한 제도의 출현, 유지, 변화
및 소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해 왔다. 거래를 경제적 분석의 기본단위로 정하
고 시장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조직은 거래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장을 통한 정상적인 거래보다는 조직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내부
거래를 선호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직간 협력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조직이 필요
한 자원 및 시장을 획득하는데 요구되는 거래비용과 정부정책 및 법규로 인해 거래비용
을 절감하기 위하여 협력을 맺는 것이다(이연택·김형준, 2014; 김정하, 2012). 조직간 네
트워크 이론들은 조직들이 서로 유사 한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기준과 서로 협력적인가
경쟁적인가라는 기준으로 사회교환이론, 자원의존이론, 영역이론, 게임이론 등으로 구분
하기도 한다(최유미·심성지, 2008).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간 네트워크와 관련된 많은 연
구들이 네트워크의 특성을 파악함에 있어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전체적인 틀인 네
트워크의 구조적 측면과 그러한 틀 안에서 행위자들 간의 관계와 교환되는 자원의 내용
에 초점을 두는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김희연·한인
숙, 2002; 우수명, 2008; 이연택·김경희, 2010; 초의수, 2007; 최유미·심성지, 2008; 최영광,
2011; Israel & Rounds, 1987). 특히, 최근에는 네트워크의 동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네트
워크를 조직하고 있는 협력적 관계망과 그것을 형성, 유지하기 위한 활동까지 네트워크
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적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유영준 외, 2009).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직간 네트워크(organizational network)를

72

지역 컨벤션산업의 조직간 네트워크 형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특정의 체계 내에 속하는 상호 독립적인 조직들 간에 형성된 구조적·상호작용적 관계의
연결체계’로 정의한다. 이에 연장선상에서 컨벤션산업의 조직간 네트워크를 ‘컨벤션산업
내 컨벤션주최자, 컨벤션서비스 공급자, 중간매개자인 컨벤션기획사, 컨벤션관련 공공
및 공적조직 등의 조직들 간에 형성된 구조적·상호작용적 관계의 연결체계’로 정의한다.

3. 네트워크 형성 특성 과 조직성과 선행연구
조직간 네트워크에 관하여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통합하여 구조적특성(규모와 밀
도) 상호작용적 특성(상호호혜성, 내구성, 작용 빈도, 확장정도), 기능적 특성(정서적 지
원, 수단적 지원, 인식적 지원, 사회적 일체감의 유지 및 사회적 확장)으로 구분하였다
(Isreal & Round, 1987). 네트워크의 행위자는 공공·민간부문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자 집
단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수와 유형, 주도집단의 존재 등을 요소로 포함한다. (최지영,
2012).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은 행위자들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른 행위자들과 신념·욕
구·자원·전략을 교환하는 능동적 과정을 의미하며, 빈도, 상호작용 성격, 관계내용, 상호
호혜성, 지속성 등이 요소로 포함된다(Marsh, D. and Rhodes, 1992; 최지영, 2012). 네트
워크의 관계구조 분석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와 이를 관계로 나타나는 전체적인 네트워
크 양상을 보는 것이다. 네트워크의 관계구조는 연계방향성, 접근성, 개방성, 의사소통
경로 등이 주요 요소를 이룬다.(Yishai, 1992; 최지영, 2012). 네트워크 수준을 기관간의
관계유형으로 구분하고, 네트워크 활동이 갖는 동적인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
도 함께 진행 되었다. 네트워크 수준을 비공식적 관계(Informal relationship), 조정
(Coordination), 협조(Partnership), 협력(Collaboration), 통합(Integration)등으로 구분하
였다(Franklin & Streeter, 1995). 또한 비공식 관계와 조정은 네트워크 조직 혹은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 친밀감을 유지하고, 조직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낮은 수준으로
보았고, 통합의 경우는 가장 높은 네트워크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내용에 따라 업무
네트워크(workflow network), 의사소통 네트워크(communication network), 친밀감 네
트워크(friendship network) 등으로 제시하기도 한다(Tichy, Tushnam & Formburn,
1979; 최유미·심성지, 2008 재인용). 조직간 네트워크 특성 연구에서 네트워크의 구조는
중심성, 밀도, 네트워크 규모, 네트워크의 개방성 등을 기준으로 측정되며, 네트워크의
영향관계는 네트워크의 지속성과 상호작용의 빈도, 네트워크 동질성 등을 포함하는 상
호작용적 특성을 포함한다(김희연·한인숙, 2002; 최유미·심성지, 2008; 최영광, 2011;
Mithcell, 1996; Van de Ven & Ferry, 1980).
조직의 목표(성과)는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라 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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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특성이나 발전단계, 공식성의 입장에서 보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보편적 지표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Campbell, 1998). 조직을 하나
의 체계로 보는 경우 조직의 효과성을 조직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희소자원을 획
득하기 위하여 조직의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조직의 생존·적응·유지·성장능력, 다
양한 집단과 참여자에 의한 조직의 성과와 활동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접근이 있다(최
유미, 심성지, 2008).
조직성과 연구로는 네트워크 특성과 조직효과성(최유미·심성지, 2008 ; 최영광,
2011), 조직간 네트워크로 인한 효과성(김준기, 2006 ; 김준현, 2009 ; 박치성, 2006 ; 우수
명, 2008 ; Provan & Milward, 2001)등 경험적 연구가 보건경제학이나 사회복지조직, 자
원봉사조직,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조직성과를 목표달성도로 인식
하는 경우, 조직의 효과성을 “조직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Etzioni,1964: 8)”라고도
정의한다. 한편, 컨벤션산업 연구 분야에서도 조직간 네트워크 연구 및 조직성과간의 연
구가 시도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다(공은숙·주현정, 2014 ; 김영미·김성섭, 2010 ; 이
연택·김경희, 2010 ; 이연택·주현정·김경희, 2013; 이연택·주현정·박래춘, 2014. 최재성·이
준영·김신일·박소정·이수연·안은영, 2011)은 Provan and Milward의 ‘다중 이해관계자
(multiple stakeholders perspective)’관점을 기초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사회네트
워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효과성분석에서 지역사회수준(사회자본형성, 신뢰
구축, 상호호혜성), 네트워크수준(네트워크참여율, 통합사례관리, 공동 목적 이해 정도),
조직/참여자 수준(네트워크인식변화, 자원획득, 비용효과, 편익효과)의 구성기준을 제시
하였다. 김승완(2011)은 환경 NGO의 조직성과에서 정부의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공
공적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적성과’ 와 제도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공식적 방
법을 동원하는 ‘비제도적성과’로 구성요인을 제시하였다. 최유미·심성지(2008)는 자원봉
사조직의 네트워크 특성과 조직효과성과의 관계연구에서 조직성과를 사업성과(목표수행
성, 통합성, 생산성)와 운영성과(등록 봉사자수, 활동연인원, 수요처 수)로 조직효과성을
측정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 실질적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부족한 것
은 결과와 연결된 비교 가능한 네트워크 자료가 드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Provan &
Milward, 2001).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지역컨벤션 산업의 조직간 네트워크 성과는 독립된 개별조직들
이 개별 조직차원에서는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해결을 지역 컨베션산업, 네트워크형성,
참여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적이고 다차원적 측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
리나라 컨벤션산업의 네트워크 성장과정을 고려할 때 컨벤션산업의 문제와 네트워크 형
성, 이의 해결과정에 이르는 충분한 데이터의 축적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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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성과는 사업효율성, 자원의 확보, 사회적 인식 향상, 서비스 만족도를 복합적으로 관
계자인식 조사를 통해 확보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이론적 고찰에서 다루었던 컨벤션산업의 특징과 선행연구들의 연
구경향에 기초하여 지역 컨벤션산업의 조직간 네트워크 형성과 조직성과간의 인과관계
이론모형을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모형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독립변수로 네트워크 형성요인 종속변수로
는 조직성과가 각각 설정되었다. 독립변수인 네트워크 형성요인의 분석요인으로는 조직
간 네트워크 개념의 속성에 근거하여 구조적 요인과 상호작용적 요인이 각각 제시되었
다(김희연·한인숙, 2002 ; 우수명, 2008 ; 이연택·김경희, 2010 ; 초의수, 2007 ; 최유미·심
성지, 2008 ; 최영광, 2011 ; Israel & Rounds, 1987). 종속변수로는 조직성과에는 효과성,
효율성, 성장성 등의 인식조사를 근거하였다(최재성 2011 ; 김승완 2011 ; 최유미, 심성지
2008).
조직유형은 총 3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조직유형별로는 제1집단 : 컨벤션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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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B 및 컨벤션센터), 제2집단 : 컨벤션 서비스공급자(호텔 및 여행사), 제3집단 : 컨벤
션매개자(PCO 및 PEO)로 분석하고 연구의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위의 연구모형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지역컨벤션산업의 조직간 네트워크 형성(구조적수준, 상호작용적 수준)
은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지역컨벤션산업의 조직 유형별로 네트워크워크 형성(구조적수준, 상호
작용적 수준)과 조직성과 간의 영향관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측정변수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된 분석요인들의 측정을 위해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각 분석
요인별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변수를 설정하였다. 네트워크형성의 구조적요
인에는 네트워크 규모, 네트워크 집중성, 네트워크 접근성, 네트워크 안정성 등의 측정변
수가 설정되었으며, 상호작용적 요인에는 관계지속성과 상호작용 빈도, 상호작용의 성격,
교환자원의 내용 등의 측정변수가 설정되었다. 또한 이들 모든 측정변수에 대한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가 적용되었다. 네트워크형성 및 조직성과라는 조직간 중위수준의 연구
대상에서 설문지법을 통한 개인의 인식조사를 사용한 것은 이론적 고찰에서도 지적하였
듯이 우리나라 컨벤션 조직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아직은 초보적 협력 수준이고 조직성
과의 측정도 성장성, 효율성, 효과성, 자원공유 등의 데이터가 축적되기에는 부족한 상황
임을 감안했다. 이의 극복을 위해 컨벤션 이해관계자중 직접적으로 CVB Alliance 참여
자인 네트워크 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을 시행함으로써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3. 조사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는 2014년 8월, 9월 두 달 동안 컨벤션 네트워크가 가장 활성화 되어있고 실
질적 참여조직도 분야별로 가장 잘 정비 되어있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서
울지역 대상 조직 중 서울관광마케팅(주)와 CVB Alliance가 되어있는 조직들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의 진행과정은 먼저 지역 컨벤션도시의 컨벤션 네트워크 활
동, 네트워크 이론 및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관련 개념과 연관요인을 도출하였다.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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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성과 가설의 사전검증을 위해 컨벤션 업계 및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33명의 이해관
계자 집단에 대한 예비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조사를 통해 지역 컨벤션도시의 네
트워크 영향요인 및 형성수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항목을 구성하였고 최종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에 주력하였다. 먼저 공공영역인 조직 1유형 컨벤션센터 & 공공기
관에서 60부 배부에 44부, 서비스공급자인 조직 2유형 호텔 및 여행사에서 100부 배부
에 75부 서비스매개사인 조직 3유형 PCO 및 PEO에서 135부 배부에 102부수가 수거되
었다. 총295부 배부에 221부가 수거되어 회수율이 74.9 %를 시현하였다. 불성실한 2부의
응답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설문분석 척도로는 리커트 5점 척도가 각각 적용되
었다. 수집된 자료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A-MOS 18.0 통계패키지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표 1> 측정변수의구성
분석요인

측정변수

이론적 근거

네트워크 규모성
안희남·정성범(2013),
네트워크 개방성
박치성(2006), 우수명(2008),
구조적
네트워크 핵심조직 중심성
유영준·이은정·장혜경·박경수(2009),
특성
초의수(2007),
최영광(2011), 최유미(2008),
네트워크
접근성
네
Tichy,
Tushnam
& Formburn(1979)
네트워크의
안정성
트
네트워크
관계의
지속성
워
김준기(2006), 오경태·천종기(2011),
크
네트워크 활동의 빈번성
안희남·정성범(2013),
형
상호 협력적 관계성
상호
박치성(2006), 우수명(2008),
성 작용적
충분한 자원교류
유영준·이은정·장혜경·박경수(2009),
초의수(2007), 최영광(2011),
특성
비정기적 친목도모 모임
최유미·심성지(2008),
공식모임을 통한 자원교류
Tichy
et al.(1979), Israel(1987)
공동사업추진을 통한 공동이익 증진
사업계획 대비 충분한 성장
권자경·이종수(2010),
수준높은 컨벤션서비스 제공
김승완(2011), 김준기·이민호(2006),
효율적 업무수행
네트워크
오경태·천종기·서정기·신용존(2010),
조직
최영광(2011), 최재성(2011),
이해관계자간 원할한 의사소통
최유미·심성지(2008),
성과인식
고객의 서비스 만족
Provan
& Millward(2001),
인적‧물적자원의 충분한 확보
Kilduff
& Tsai(2003)
컨벤션조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문항수

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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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표본의 특성은 <표 2>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성(56.1%)이 여성(43.0%) 보다 다소 높
았고, 연령대는 30대(46.2%), 40대(32.6%), 20대(11.8%), 50세 이상(8.6%)로 분석되었다.
또한, 학력은 대학교 졸업(69.7%)이 가장 많았고, 직급은 팀장(71.9%), 조직유형은 공공
영역인 컨벤션센터 & 공공기관(19.9%), 서비스공급자인 호텔 및 여행사(33.9%) 매개사
인 PCO 및 PEO(46.2%)로 나타났다.
<표 2> 응답자의 표본의 특성
구분
성별

학력

조직
유형

빈도

백분율

남성

124

56.1

여성

95

43.0

구분

빈도

백분율

팀장

159

71.9

부장

30

13.6

임원

12

5.4

최고관리자

11

5.0

결측

2

0.9

전문대 졸

18

8.1

대학교 졸

154

69.7

기타

7

3.2

대학원 이상

47

21.3

결측

2

0.9

직급

결측

2

0.9

20대

26

11.8

조직1(컨벤션&공공기관)

44

19.9

30대

102

46.2

조직2(호텔&여행사)

75

33.9

조직3(PCO&PEO)

102

46.2

-

연령대

40대

72

32.6

50세 이상

19

8.6

결측

2

0.9

단위 : 빈도(명), 백분율(%)

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이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는 <표 3>와 같다.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를 토대로 검증되었다. 분석결과, 항목 제거 시 신뢰도
(.758∼.888), 각 요인별 신뢰도(.846∼.903), 전체신뢰도(.912)는 모두 권장기준(≧.70)을
상회하고 있어 측정척도의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이 검증되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초기분석에서 측정척도의 설명력을 검증한 결과, S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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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437∼.746로 권장기준(≧.40)을 모두 상회하고 있어 측정척도의 설명력은 확보된
것으로 검증되었다. 집중타당도 분석 결과, 각 요인의 AVE(권장기준≧.50), C.R(권장기
준≧.70), 그리고 표준적재치(권장기준≧.50)는 모두 권장기준을 상회하고 있고, t값은
1.96을 초과하여 유의수준 5%이내에서 유의함이 검증되어 측정척도의 집중타당도
(Convergent Validity)가 확보되었음이 입증되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분석결과, CMIN=1.897, GFI=.921, TLI=.955, NFI=.928,
CFI=.964, RMR=.029, RMSEA=.064로 권장수준 부합되어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검
증되었다. 측정변수에서 요인설명력이 부족한 SMC값이 0.4이하 항목은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표 3> 신뢰도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구조적
특성

상호
작용적
특성

조직
성과

측정변수

항목
제거

 SMC

표준
적재치

S.E

t

네트워크 개방성
네트워크 중심성
네트워크 접근성
네트워크 안정성
네트워크 지속성
네트워크 빈번성
충분한 자원교류
공식모임 자원교류
공동사업 이익증진
서비스 제공
업무 효율성
원할한 의사소통
자원확보
사회적 인식확산

.829
.830
.794
.758
.838
.834
.848
.847
.850
.883
.871
.884
.888
.883

.509
.485
.640
.734
.685
.653
.584
.464
.437
.658
.746
.622
.587
.655

.714
.696
.800
.857
.828
.808
.764
.681
.661
.811
.864
.789
.766
.810

.072
.067
.071
.108
.110
.111
.087
.071
.066
.068
.066
-

11.528
11.339
14.035
10.190
10.218
9.683
11.157
13.354
14.610
12.948
12.500
-

.846

.870

.903

C.R
(AVE)
.907
(.710)

.907
(.663)

.933
(.737)

CMIN=1.897(138.516/73), GFI=.921, RMR=.029, TLI=.955, CFI=.964,
NFI=928, RMSEA=.064, 전체신뢰도 : .912

판별타당도는 각 요인의 상관계수 제곱값인 결정계수( )와 AVE값을 비교하여 검증
되었다. 분석 결과, 각 요인의 결정계수가 AVE값보다 낮게 도출되어 판별타당도는 확보
되었다. 법칙타당도는 각 요인의 상관계수 방향성과 유의성을 이용하여 검증되었다. 분
석 결과, 모든 상관계수의 방향성이 가설의 방향인 정(+)의 방향과 일치하였고, 유의수준
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법칙타당도는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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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판별타당도 및 법칙타당도 검증 결과
구분

조직성과

조직성과

1.00

상호작용적 수준
구조적 수준
AVE

상호작용적 수준

조직성과

0.478***
(0.228)
0.446***
(0.199)

0.748***
(0.560)

1.00

.737

.663

.710

1.00

*p<0.05, **p<0.01, ***p<0.001

3.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최대우도 추정법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과 다중집단분석 실시되었다.

1) 연구가설 1 검증
연구가설 1의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이 사용되었는데, 그 결과는 [그림 2]과 같
다. 분석결과, 네트워크 형성의 구조적 수준과 조직성과의 관계는 유의수준 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네트워크 형성의 상호작용적
수준과 조직성과의 관계는 유의수준 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연구가설 1은 부분채택 되었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분석결과, CMIN=2.223,
GFI=.906, TLI=.939, NFI=.914, CFI=.950, RMR=.031, RMSEA=.075로 대부분 권장수
준 부합되어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림 2] 연구가설 1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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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2 검증
조직유형의 조절효과를 설명하는 연구가설 2의 검증을 위해 표본을 조직유형1(공공영
역: CVB 및 컨벤션센터), 조직유형2(서비스공급자: 호텔&여행사), 조직유형3(컨벤션매
개자 :PCO&PEO)으로 구분한 후 다중집단 분석이 실시되었다.
다중집단 분석의 절차는 측정동일성 검증인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과 경로제약을
통해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델로 구분된다.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표 5> 참조), 비제약 모델과 제약 모델의   값의
차이는 30.663(df=22)로 권장기준(  (df=22)=33.924)을 초과하지 않아 유의성이 없는 것
으로 분석되어 측정동일성이 충족되었음이 검증되었다.
<표 5> 조직유형에 따른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분석결과
구분



df

△



비제약 모델 : 형태동일성 모델

378.943

222

-

제약 모델 : 요인부하량 동일성 모델

409.606

244

△ (22)=30.663



형태 동일성 모델의 적합도 지수 : CMIN=1.707, GFI=.878, TLI=.897, NFI=.863, CFI=.916, RMR=.044,
RMSEA=.057
요인부하량 동일성 모델의 적합도 지수 : CMIN=1.679, GFI=.866, TLI=.901, NFI=.859, CFI=.912,
RMR=.049, RMSEA=.056

측정동일성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
식 모델이 실시되었다.
경로계수 분석결과([그림 3] 참조), 조직유형1(공공영역)은 네트워크 형성의 구조적 수
준과 조직성과의 관계는 유의수준 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
로 검증되었다. 조직유형2(서비스공급자)는 네트워크 형성의 상호작용적 수준과 조직성
과의 관계는 유의수준 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
다. 조직유형3(컨벤션매개자)는 네트워크 형성의 상호작용적 수준과 조직성과의 관계는
유의수준 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MIN=1.707, GFI=.878, TLI=.897, NFI=.863,
CFI=.916, RMR=.044, RMSEA=.057로 대부분 권장수준 부합되어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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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유형1(공공영역)

조직유형2(서비스공급자)

조직유형3 : 컨벤션매개자

[그림 3] 조직유형 집단의 구조방정식 모델

조직유형 집단의 경로제약을 통한 조절효과 검증은 <표 6>과 같다. 네트워크 형성 중
구조적 수준(△  (1)=31.820)과 상호작용적 수준(△  (1)=11.471)은 유의수준 5% 이내
에서 권장기준(△  (1)=3.84)을 상회하고 있음이 분석되어 구조적 수준, 상호작용적 수
준과 조직성과의 관계는 조직유형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표 6> 조직유형 집단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결과
경로
구조적 수준

비제약 모델

→

조직성과

상호작용적 수준 →

조직성과



 (222) =
378.943

△

제약 모델

  (223) =
410.763

  (223) =
390.414



△ (1)
= 31.820


△ (1)
= 11.471



유의함
유의함

3)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첫째, 연구가설 1 검증결과, 네트워크 형성 중 상호작용적 수준(.360)은 조직성과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둘째, 연구가설 2 검증결과, 네트워크 형성과 조
직성과의 관계는 조직유형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
면, 조직유형1(공공)의 경우 구조적 수준(.545), 조직유형2(서비스공급자:호텔 및 여행사)
의 경우 상호작용적 수준(.820), 조직유형3(컨벤션매개자: PCO & PEO)의 경우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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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준(.714)만이 유의수준 5%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직유형1(공공)부문은 네트워크의 개방성, 중심성, 접근성 등 구조적특성이 조직성과
에, 조직유형2(서비스공급자:호텔 및 여행사) 및 조직유형3 (컨벤션매개자:PCO & PEO)
은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보다는 지속성, 빈번성, 자원교류 등 상호작용적 특성이 조직
성과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공공부문은 CVB 및 컨벤션센
터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중심성 등 구조적 요인에, 민간부문은 자원교류 등 상호작용
적 특성에 네트워크 관리의 중심을 두면서 민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 관리
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7> 연구결과 요약
구분
HI

t(p)

가설여부

구조적 수준

경로
→ 조직성과

.141

.172

.843

기각

상호작용적 수준

→ 조직성과

.360

.191

2.133*

채택

→ 조직성과

.545

.250

1.992

채택

-1.191

1.802

-.967

기각

.001

.246

.004

기각

조직유형1
H2

조직유형2
조직유형3

구조적 수준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상호작용적 수준 → 조직성과
구조적 수준

→ 조직성과

상호작용적 수준 → 조직성과

.820

.320

3.449

채택

→ 조직성과

-.049

.190

-.222

기각

상호작용적 수준 → 조직성과

.714

.219

2.750

채택

구조적 수준

*p<0.05, **p<0.01, ***p<0.001

V. 결 론
본 연구는 지역컨벤션산업 조직간 네트워크 형성 및 성과간의 관계구조를 분석함으로
써 지역컨벤션 도시에서 컨벤션 관련 조직간 네트워크 형성 수준을 향상시켜 성과를 높
이는 네트워크 구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컨벤션도
시에서 네트워크 형성 수준 특성요인인 구조적 수준 및 상호작용적 수준과 네트워크 성
과 간의 관계구조를 규명하였다. 특히 지역 컨벤션 산업의 이해관계자 특성을 감안하여
공공성이 강한 컨벤션센터, CVB를 중심으로 한 공공집단, 호텔 및 여행사를 중심으로
한 컨벤션서비스 공급자 집단, 조직위원회를 대신하여 컨벤션을 운영하는 매개자 집단인
PCO 및 PEO집단으로 집단의 특성이 네트워크 형성 및 성과간의 관계구조에서 조절효

83

관광연구논총 제26권 제4호(통권 41)

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가설 1 검증결과, 네트워크 형성 중 상호작용적 수준(.360)은 조직성과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둘째, 연구가설 2 검증결과, 네트워크 형성과 조직성과의 관계는 조직유형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직유형1(공공)의 경우 구조적 수준(.545), 조직유형2(서비스공
급자:호텔 및 여행사)의 경우 상호작용적 수준(.820), 조직유형3(컨벤션매개자:PCO&PEO)
의 경우 상호작용적 수준(.714)만이 유의수준 5%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복지 및 장애인 관련해서 연구되어진 네트워크 특성과 네트워크
성과간의 영향관계를 지지한 선행연구(김준기, 2006; 유영준, 2009; 최영광, 2011; 최재성·
이수연, 2011; Provan & Milward, 200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
한 결과를 보여준 선행 연구는 최유미·심성지(2008)의 “자원봉사조직의 네트워크 특성과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에서 구조적 특성보다는 자원봉사 조직의 상호작
용적 특성과 네트워크에 대한 태도 등 네트워크 관리를 주장한 조사와 일면 상통함을 보
여준다.
하지만, 컨벤션 산업의 특성상 조직유형별로 네트워크 형성의 구조적 특성과 상호작
용적 특성이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 기존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지
역 컨벤션 네트워크가 CVB, 컨벤션센터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PCO 등 매개집단
과 호텔, 장비업, 여행업 등 민간영역이 종합적 이루어진 집단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민간영역의 참여가 아직은 강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반영한다. 네트워크가
공공부문은 구조적특성과 성과 간에, 민간부문은 상호작용적 특성과 성과 간에 영향관계
에서 이를 나타내고 있다. 컨벤션뷰로와 컨벤션센터는 컨벤션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
공공영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두 공공영역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예산
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소유권 또한 직간접적으로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공공영역의 경우 네트워크 개방성, 중심성, 접근성, 안정성 등
구조적 특성이 효과성, 효율성, 자원 확보, 서비스만족, 사회인식 확산 등 조직성과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 것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관리의 핵심요소가 밝혀졌다. 반면 민간영역
인 서비스공급자(호텔 및 여행사) 및 컨벤션매개자(PCO&PEO)의 경우 네트워크의 관계
성, 빈번성, 자원의 교류, 친목모임, 공동 사업추진 등의 상호작용적 요인이 구조적 요인
보다는 조직성과인식에 유의한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원 교류 등 상호작용 특성요
인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하는 네트워크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 컨벤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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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네트워크 특성을 도출한 연구결과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보다 더 체계적인 제도
적·비제도적 네트워크 관리 필요성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이론적으로는 기
존의 연구들은 네트워크 영향요인 분석과 네트워크 형성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형성, 네트워크 조직성과 인식 간에 영향관계를 설계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함으로써 관광네트워크 이론을 확장하였다. 둘째, ‘네트워크 형성–네트
워크 성과’로 이어지는 관계구조모형에 컨벤션 집단(공공집단, 서비스공급자, 컨벤션 매
개자)간의 조절효과분석을 통해 조절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우리나라 컨벤션산업 네트워크가 관주도형에 민간부문이 협력
하는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다. 이는 공공부문은 구조적 특성에, 민간부문은 자원교류 등
상호작용적 특성에 네트워크 관리의 중심을 두면서 민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
크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이론적, 정책적 측면의 기여도는 있으나 제한된
일반화, 자료수집의 한계, 연구의 내용적 범위의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첫째, 본 연구는
컨벤션 도시 중 비교적 네트워크 형성수준이 높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
였다. 물론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된 기타 지방도시의 네트워크 특성이 아직도 중앙에 의
존도가 높고 관여 조직의 제한적인 수로 인해 표본추출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연구결
과의 해석에 있어서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유사사례에 대
한 연구가 좀 더 심층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조사단위의 한계이다. ‘네트워크 형
성–네트워크 성과’로 연결되는 관점에서 관계구조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참여경험이 있는 조직의 일정 직급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법은 지역컨
벤션 조직간 이라는 중위적 분석단위에서 개인적 수준의 인식조사라는 조사단위의 불일
치성에 대한 한계이다. 지역 컨벤션 산업에 있어서 네트워크 형성과 성과간의 정량적 데
이터 확보를 통한 연구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연구의 내용적 범위의 한계
이다. 본 연구는 지역컨벤션 도시의 조직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컨벤션
도시의 생태환경과 자원의 특성, 네트워크 수준, 네트워크 정량적 성과간의 지표들이 꾸
준히 개발되고 보완이 이루어 져야한다. 넷째, 연구의 동태적 필요성이다. 본 연구는 지
역 컨벤션 도시 중 비교적 네트워크 형성수준이 높은 서울지역 컨벤션 네트워크 참여조
직 구성원들의 2014년도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컨벤션 도시의
역사성과 네트워크 수준의 진화를 고려할 때 보다 동태적인 연구의 확장성이 필요 한 것
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지역컨벤션 산업은 지방정부의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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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의 조직들 간에 구조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우리나라 컨벤션산업의 특성상 민간영역의 참여를 더욱 끌어
낼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량 배양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역량을 배경으로 자원 의존
적 관점에서 민간영역의 협력적 관계 구성을 통해 지역컨벤션 산업의 조직간 네트워크
는 활성화 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성과가 담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컨벤션산업 조직간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는데 기여하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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