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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의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로봇 등 혁신적인
기술들은 최근 융복합 되면서 새로운 스마트 피트니스(Smart Fitness) 문명을 창조하고 있
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은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최적화시키려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
다. 현재 시작되고 있는 스마트 시대는 특히 건강이 중심이 되는 웰니스(Wellness)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김동만(2018)은 여러 분야에서 미래 피트니스 분야인 웰니스 기반을 확충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스마트시대의 피트니스는 인간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공공의 행
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건강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의 의
미와 범위가 단지 질병에 대한 치료에서 벗어나 건강에 대한 전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로, 즉
웰니스적 삶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유숙희, 2018). Mueller와 Kaufmann(2001)은
웰니스란 건강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과정으로 질병
의 예방 및 치료 이상을 의미하며 건강에 대한 자기 책임을 중심으로 생활방식을 변화시키고
건강한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서 웰니스에 대한 활동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철학적 질문들을 해왔다. 이에 많은
철학자들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의 추구라고 보았고 모
든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인식해
왔다((Mueller & Kaufmann, 2001; 김명소 외, 2001).
이러한 웰니스를 추구하는 생활방식은 일상생활의 신체적 피로를 해소하고 스트레스나 갈
등, 정서적 불안을 감소시켜주며 자기 계발을 통한 자아실현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게 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Voigt, Howat, & Brown, 2010)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발전되어
왔다. 예를 들어,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은 이미 기원전부터 관광 활동으로 이어져
오늘날 해수, 온천수, 진흙, 스파숍 등 휴식과 같은 편안함뿐만 아니라 미용과 피트니스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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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체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웰니스 관광으로 전개되고 있다(Smith & Puczko, 2008).
최근 들어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에서 ‘어떻게 오래 사느냐’로 전환되면서
(황창규, 2012) 웰니스적 활동이 생활양식에 전방위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가활동에 관심이 더욱 많아지고 웰니스 관광
(Wellness Tourism) 등 건강을 소재로 하는 관광 활동에 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웰
니스 관광은 기본적으로 질병 치료 등 의료행위가 중심이 되는 의료관광보다는 넓은 개념으
로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적 상처의 치유까지도 그 범위로 포함하고 있다. 웰니스의 중
요한 개념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 건강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신체적·정서적·사회적·지
적·영성적·직업적으로 건강한 삶을 기반으로 궁극적으로 웰빙(Well-being)과 힐링
(Healing)을 달성하는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웰니스 개념을 기초로 하여 웰니스
관광 분야에서는 온천이나 휴양리조트 등 건강을 추구할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하면서 심신
을 치유하는 여행 형태가 대중화되고 있다.
Global Wellness Institute의 ‘2018 Global Wellness Economy Monitor’에 따르면
세계 웰니스 산업은 2015년~2017년 동안 12.8%가 성장하여 3,700조 달러에서 4,200조
달러 시장으로 확대되어 매년 6.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세계 경제 성장율 평균
3.6%를 훨씬 웃도는 성장세다. 이 가운데 웰니스 관광산업의 규모는 약 639억 달러 규모로
의료관광 시장의 약 9배에 이르며, 웰니스 관광이 전체 웰니스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2%로 향후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고령화현상과 맞물리
면서 신체적 질환 증가, 스트레스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개인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욱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면서 웰니스 관계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Global Wellness Institute, 2018). 이와 같은 웰니스 관광에 대한 선호와 함께
웰니스 관광객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를 대처하기
위한 웰니스 관광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웰니스 관광에서 주체
가 되는 관광객의 활동에 대한 정보, 특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웰니스 관광객에 대한
세분화 작업과 웰니스 관광 특성에 대한 이론적 정립 등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배경 하에 관광객의 웰니스에 대한 인식를 살펴보고, 웰니스 관광 선택에 영향
을 주는 편익과 활동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특히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
한 웰니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웰니스 관광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제주지역을 연
구대상지로 삼아 웰니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웰니스 관광을 통하여 얻는 편익에 대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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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웰니스에 대한 인식과 편익이 어떻게 관광 활동에 영
향을 미치는지 상호적 관계성을 통계학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 결과를 통해 웰니
스 관광 활동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향후 연구의 기초적 이해와 해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웰니스 개념을 바탕으로 세분화 작업을 통하여 웰니스 인식(Wellness
Perception)과 웰니스 관광 선택에 영향을 주는 추구편익(Benefits Sought) 및 웰니스 관
광 활동(Wellness Activity)의 관계에 대해 관련성과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 본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지를 웰니스 관광이 활발
히 진행되고 있는 제주지역으로 삼고 제주방문 경험이 있는 웰니스 관광객으로 연구대상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제한된 연구대상을 바탕으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제주지역으로 설정하
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웰니스 관광이 세계적 트렌드로 출현된 2,0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이다. 연구 분석을 위해 연구대상에 대한 설문 조사는 2020년 4월 23일부터 2020년 5월 3
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다.
연구의 실증 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일원 분산분석
(ANOVA)과 사후검정(Duncan multiple range Test)을 요인별로 분석하였으며 최근 탐
색적 연구에서 데이터 패턴과 관계를 확인하는데 탁월한 분석기능을 보유한 Finite Mixture
Partial Least Square(FIMIX-PLS) Segmentation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하
여 웰니스 인식과 편익,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세분화 분석을 시행하여 변수에 대한 관계를
통계학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웰니스 관광 분야의 활동 특성을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분
석방법은 아래와 같다. 연구 변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선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하
여 웰니스 인식과 웰니스 추구편익에 대한 속성 인자를 전체적으로 추출하였다.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전반적인 관광을 세분화하는데 가장 유효한 변수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변수에 대
해 FIMIX-PLS Segmentation 분석을 통하여 웰니스 활동과 추구편익 그리고 웰니스 인식
을 복합적으로 세분화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하여 웰니스의 주요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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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환경적, 복지적 요소가 웰니스 관광객의 웰니스 관광
활동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제3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제시된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에 따라 전체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
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 그리고 연구의 구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2장은 연구의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로서 웰니스 관광 활동과 추구편익 및
웰니스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사용되
는 기본 변수와 추가변수를 추출하고자 하였으며 선행연구에 나타난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하
여 고찰하였다.
제3장은 웰니스 개념을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 모형에 도입된 변수 및 웰니스 인식
요인과 추구 편익 및 웰니스 활동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방법 등을 기술하였다. 또한, 세
부적인 설문지의 구성 내용과 조사 대상 수집 방식, 설문지 수집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4장은 웰니스 관광객 세분화 분석 결과를 설명력을 위해 먼저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과 추구 편익에 대해 빈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변수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통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측정 모델에 대한 검정에
이어, FIMIX-PLS Segmentation 분석을 통한 세분화 및 군집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으
며 분석결과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학문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웰니스 관광 연구의 한계점 및 차후 연구 방향에 관한 제언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구성에 따른 연구 수행 체계는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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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출처 :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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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웰니스(Wellness) 관광 및 활동

1. 웰니스(Wellness) 개념 및 정의

1) 웰니스의 개념
웰니스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웰니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강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건강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시도는 1950
년대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시도를 통하여 세계보건기구는 건강 개념을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의미한
다.”라고 정의하였다(세계보건기구, 1948). Dunn(2020)이 처음으로 건강 개념을 정의하
고 발표했을 때, 웰니스를 신체와 정신으로 구성된, 사람을 보는 전반적인 건강 감각으로 구
성된 건강 상태에 대한 특별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이와 함께 건강은 자기 삶의 질에 대한 책
임을 지는 선택으로 정의되기도 하며(Karp et al., 2020),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
은 세상과 인간 현상을 통해 존재의 신비와 자신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해야 한다고 제안
되기도 한다(Siegel, 2020). 이러한 건강은 6가지 삶의 과제(영성, 자기 주도, 일, 여가, 사
랑과 우정)와 7가지 생명력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구분되기도 한다(Myers, Sweeney, &
Wilmer, 2000). 또한, 건강 생활 양식은 개인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는 삶의 패턴이며 자
기 책임에 대한 신념에 근거하여 실천된다(Voigt, 2010). 이러한 건강에 대한 개념을 바탕
으로 하여 웰니스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우선 Ruggeri(2020)는 웰니스를 최적의 건강과
웰니스를 지향하는 삶의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웰니스를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는 연구자들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이 웰니스를 달성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Nesterchuk et al., 2020). 그리고 웰니스의 개념은 새로운 사는 방식이나 라이프방식 등
을 포함하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의 웰니스에 대한 개념은
“행복”, “삶의 만족”, “질병 없는 상태”를 전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포괄성을 강조한다
(Grover & Singh, 2020). 또한 의료관광은 일상과 단절되어 질병의 치료와 관리가 중심이
되고 있는 반면에, 웰니스 관광은 건강증진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예방적 활동이며, 생활방

- 6 -

식의 변화로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개인의 의무를 강조한다
(Page & Connell, 2020).
<표 2-1> 웰니스(Wellness) 개념과 정의
연구자

웰니스의 개념 / 정의

Dunn(1959)

웰니스는 신체, 정신, 정신으로 구성된 ‘사람’을 보는 전반적인 건강 감각으로 구
성된 건강 상태의 특별한 상태로서 몸과 마음과 정신을 사회적 환경, 문화, 영성
에 의존하고 균형을 잡음.

Ardell
(1977 & 2006)

건강은 무엇보다도 자기 삶의 질을 책임지는 선택으로서 의식적인 결정에서 시
작하며, 건강한 생활방식을 채택하기 위해 웰니스는 마음가짐으로, 높은 수준의
웰빙과 삶의 만족을 끌어내는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일련의 핵심 원칙을 채택하
는 경향이 있음.

Travis
(1984)

건강은 존재의 상태, 태도, 그리고 우리가 성취하고 다시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진행 과정임.

Heidegger 1996
(cited in Steiner
Reisinger, 2006)

잘되고 싶어 하는 개인은 자신과 존재의 신비에 대한 친밀한 관계를 경험해야
하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따라 존재할 때, 우리는 정통 할 것이며 우리는
건강 할 것임

Myers, Sweeney, &
Wither (2000)

건강은 최적의 건강을 지향하는 삶의 방식으로서 육체와 마음과 정신이 통합된
웰빙이며 인간과 자연 공동체 안에서 더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개인임

Bushell & Sheldon
(2009)

건강과 미용, 장수를 추구하고, 정신적인 지각과 공유 연결성, 자연, 영적 미스
터리 등

Wray, Laing & Voigt
(2010)

웰니스는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광객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
적, 영적 경험을 결합하는 건강에 대한 적극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포함하는
형태임

Voigt, Brown & Howat
(2011)

웰니스 동기가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신체적, 심리적,
영적 및 또는 사회적 웰니스가 가능하고 향상할 수 있는 시설에서 적어도 1박
이상을 체류하는 관광으로 수반하는 제반 관련성의 총합임

문화체육관광부(2017)

건강과 힐링을 위한 관광으로 스파숍과 휴양, 뷰티(미용),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National Wellness
Institute(2019)

긍정적인 것으로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의식적이고 자기 주도적이며
진화하는 과정

유지윤(2019)

질병의 반대 개념뿐만 아니라, 인간이 건강을 추구하는 최적의 상태로 도달하기
위한 행위 및 노력 등을 포괄하는 것

출처: Mueller & Kaufmann(2001), 연구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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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적 삶은 일상생활의 만족에 중요한 요소로 신체활동의 피로를 해소하고 생활에서의
활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갈등, 좌절감이나 정서적
불안을 감소시켜주며 자기 계발을 통해 자아실현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올
바른 생활방식의 변화를 통해 최상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웰니스는 생활습관, 규칙
적인 운동이나 여가활동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Voigt et al., 2010).
높은 수준의 웰니스에 도달하기 위한 웰니스 영역은 신체, 영향, 스트레스 관리, 환경적 민
감성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Doran et al., 2020). 이러한 웰니스 영역 구분은 확
장되어 관광 분야로 발전되었다(Mueller & Kaufman, 2001).
라이프스타일의 웰니스 평가(WEL) 모델은 5가지 라이프 작업과 일부 하위 작업(가치, 통
제력, 현실적인 신념, 정서적 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웰니스 평가개념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Baez, 2020). 웰니스 평가 모델에는 스트레스 관리, 성 정체성 및 문화 정체성, 유머 감각,
영양, 운동, 자기 관리, 문제 해결 및 창의성 등이 주요 평가개념으로 사용되며 건강 특성을
평가하고 개인이 더욱 건강한 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확립되었다(Sawyer,
2020).
또한, 웰니스는 조화의 개념과 함께 총체적인 구조다. 웰니스는 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것은 한 사람에게 건강의 긍정적인 속
성으로 반영될 수 있다. 웰니스는 신체, 마음, 정신을 포함하여 사람의 모든 면과 조화를 이
루는 것을 강조한다(Global Spa Summit, 2010). 그리고 웰니스는 생활방식이며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웰니스는 개인의 웰니스를 장려하는 건강한
습관과 관행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다. 그것은 전통적인 건강 모델과 모순이 된다(Voigt,
2010). 환경조건과 자연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문제의 증가는 웰니스와
관련된 자연, 문화, 그리고 다른 세계적인 요인에 더 많은 관심을 끌어왔다(Global Spa
Summit, 2010). 웰니스는 예방적인 행동으로, 웰니스 관광은 여행을 통해 생명력을 유지
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며 질병의 징후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전반적인 웰빙 패러다임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Alam, Mamun, & Dema, 2020). 웰니스는 서로 반
대의 상태를 나타내는 연속체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는데, 의료 패러다임과 웰니스 패러다
임이 연속체의 양극단에 자리 잡았다(Procto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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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웰니스(Wellness) 특성
연구자

웰니스 특성

Dunn(1959)

개인의 책임과 환경 인식

Travis(1975)

사망, 장애, 증상, 징후, 인식, 교육, 성장 및 높은 수준의 웰니스

Ardell(1977)

자기 책임, 영양, 환경, 스트레스 관리 및 체력

Hettler(1976)

신체적, 직업적, 지적, 사회적, 감정적, 정신적

Sweeney & Witmer(1992)

영성, 자기 주도, 일, 여가, 우정, 사랑

Chandler et al.(1992)

정신적, 사회적, 감정적, 신체적, 지적, 직업적

Crose(1992)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직업적, 정신적, 지적

Adams et al.(1998 & 2003)

신체적, 정신적, 지적, 심리적, 사회적, 감정적

Myers et al.(1998 & 2000)

일과 여가, 우정, 사랑과 자기 지향

Mueller & Kaufmann(2001)

자기 책임, 정신(정신 활동/교육), 신체(신체적 건강/미용 관리), 건강
(영양/다이어트) 및 사회적 접촉

Els & De la Rey(2006)

자기 가치, 운동, 영성, 스트레스 관리, 사랑, 성 정체성, 현실적인 신념,
여가, 유머, 지능, 영양, 감정, 우정, 자기 관리, 일, 사회적 정체성, 지역
안전, 제도적 관심 및 개인적 속성

Ábrahám et al.(2012)

역량, 관련성 및 건강, 재산, 개인적 가치 및 선택의 자유

출처: 연구자 재정리

웰니스는 자기 책임이다. 웰니스는 병을 예방하는 각 사람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전 예방법
이다. 많은 학자는 웰니스를 질병 예방을 위한 자신의 선택을 허용하는 총체적 패러다임이라
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자가치유를 강조하였다. 또한
개인이 평생 성취하려고 애쓰는 최적의 건강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한다.
따라서 웰니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 사이에서 공유된 주제를 바탕으로 다시 웰니스를 정의
하면, 웰니스는 인격에 근거하여 생활습관을 실천하고 자신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믿음을 통
해 몸과 마음과 정신의 조화를 특징으로 하는 긍정적인 심리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Dunn &
Doolittl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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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웰니스(Wellness) 구성요소
웰니스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웰니스 구성요소를 검토한 결과, 웰니스를 정의하고 분
류한 학자마다 웰니스 구성요소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웰니스는 고유의 특성
을 바탕으로 분류한 10가지 구성요소가 가장 보편적이다(Judd, Allen, 2020).
<표 2-3> 웰니스(Wellness)의 구성요소
구분
Social wellness
Occupational
wellness

내용
가족과 조화를 이루고, 사회 및 조직, 속해져 있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 및
상호보완성을 깨닫고 존중
일을 통해 개인의 성취감과 만족을 고취해 직장생활에서의 태도 관리

Spiritual wellness

미지를 찾아가고 삶에서의 중요한 가치 발견

Physical wellness

올바른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 및 생활습관 등을 장려

Intellectual
wellness
Emotional wellness
Environmental
wellness
Financial wellness

지식을 넓히고 이를 사람들과 공유하는 창조적인 정신 활동과 기술 연마
사람의 감정을 자신과 주변에 받아들이고 관리
친자연환경과 그 속에서 생존하는 동물들을 존중
미래의 재정 상황을 이해하고 변화가 생길 시 유연하게 대처

Mental wellness

현대 시대 만연한 우울증과 불안증의 증상들에 벗어나서 현재 생활에 만족

Medical wellness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 장려

출처: Judd, Allen(2020) 연구자 정리

이와 유사하게 미국의 서던 뉴햄프셔 대학교(Southern New Hampshire)의 웰니스 센
터에서도 웰니스를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완전하고 균형 잡힌 생활방식을 창조하
는 과정으로 설명하며, 건강관리 센터는 사회적 웰니스(Social), 직업적 웰니스
(Occupational), 영적 웰니스(Spiritual), 신체적 웰니스(Physical), 지적 웰니스
(Intellectual), 정서적 웰니스(Emotional) 등의 6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웰니스 모형을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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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서던 뉴햄프셔 대학 웰니스(Wellness)센터의 웰니스 구성요소
구분

사회적 웰니스
(Social Wellness)

직업적 웰니스
(Occupational Wellness)

내용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여김
연령, 배경, 인종, 생활습관이 다른 사람과도 쉽게 교류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
친구 관계 확장
인생에서 즐거운 시간을 인식
일과 휴식에 있어 지출과 시간의 균형 유지
자기의 일에 만족
직업 개발에 도움이 되는 자원 활용
직장을 구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 부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기회 포착 및 활용
직업이 개인의 목표와 가치관 달성에 도움

영적 웰니스
(Spiritual Wellness)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 개방적
커뮤니티 봉사활동 자발적 참여
개인의 가치관 확립을 위한 시간 확보
개인의 성찰을 위한 시간 확보
영적 활동에 참여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
타인의 복지를 위한 활동 참여

신체적 웰니스
(Physical Wellness)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식사
정기적인 건강검진
금연, 약물 금지
적당한 음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시간 투자

지적 웰니스
(Intellectual Wellness)

정서적 웰니스
(Emotional Wellness)

타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 배움
독서, 경험 공유, 탐구 등의 다양한 경험을 통한 배움
자신의 주변 관찰하고 타인의 말 경청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 질문하기
긍정적 태도 유지
스트레스 해소법 숙지
자신과 타인의 감정 알아차리기
현재에 머무르기
자신의 행동에 책임
현실적으로 개인적․경제적 이슈 처리
도전을 장애물이 아닌 기회로 인식

출처: Southern New Hampsh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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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자들이 웰니스의 구성요소를 살펴본 결과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직
업적, 영성적 웰니스가 공통적인 구성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Myers et al, 2005). 이에
각각의 웰니스 구성요소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신체적 웰니스(Physical Wellness)
신체적 웰니스는 생리적 조건, 유전적 소인, 건강위험 회피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일
반적으로 신체활동, 건강, 자기 관리를 포함하며, 건강한 생활양식의 유지와 유연성, 근력의
유지와 식이요법이 핵심 활동이다(Innerd, 2019).
웰니스의 신체적 구성요소는 심혈관계 운동, 유연성, 근력에 주요한 초점을 두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포함한 사건에 대한 몸의 반응인 신체의 내․외적 징후를 감시하며, 운동 처방과
영양을 유지하는 것, 건강위험 행위를 피하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 근력, 콜레스테롤 수준,
혈압과 각종 건강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웰니스는 신체적 흡연과 약물 사용을 피하고,
지나친 음주를 막고, 식사 조절과 영양, 자가 건강관리, 적절한 의료체계 이용을 포함한 안전
예방책, 사소한 병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치료,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인지하는 것,
신체 경고의 징후 인식 등도 포함한다. 이러한 신체적 웰니스는 건강에 있어 피트니스 산업의
이해에 큰 변혁을 가져 왔으며, 생활방식과 건강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끌어 올렸다
(Zaidi, 2020).

(2) 정서적 웰니스(Emotional Wellness)
정서적 웰니스는 느낌의 지각과 조절, 자신에 대한 발전적 관점, 현실적, 긍정적, 자기-가
치뿐 아니라 삶의 주변과 대립을 다루는 능력,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다른 사람과의 성숙한
대인관계의 유지로 개념화되어 있다(Etzion, 2019).
심리적·정서적 웰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Psychological Well-Being(PWB) 측정 도구
와 같은 여러 가지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 정서적 웰니스는 자아관
(Self-View)의 중요성과 개인의 느낌, 활동, 대인관계, 자율성, 자아실현에 대한 인식이 심
리적·정서적 웰니스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Moore, 2019).
이러한 정서적 웰니스의 일반적인 주제는 스트레스 대처와 삶을 향한 긍정적인 태도의 유
지, 그리고 미래에 대해 낙관적 태도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서적 웰니스를 우울의 수준, 불안,
웰빙, 자기조절, 낙관주의와 결부시켜 구성요소로 제시하기도 한다(Wiklund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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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적 웰니스(Cognitive Wellness)
인지적 웰니스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것,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판적 사고의 표현․적용․발전․획득을 의미하며, 이러한
인지적 웰니스에는 문화 행사에 참여하여 지식을 얻고 나누기 위한 기회를 탐색하는 것, 개인
의 성장, 교육, 성취, 창조성에 대한 개인의 인지와 성취 등이 포함된다(Paillé & Halilem,
2019).
또한, 인지적 웰니스의 구성에 문화적 행사에의 참여(Attending Cultural Events)에 덧
붙여, 독서, 연구(공부), 여행, 미디어(Media)에 대한 노출로부터의 자극, 연구에서는 개인
의 교육과 학습의 기록(History), 정신적 상태, 인지 형태와 사고의 유연성, 학습에 대한 태
도를 포함시키기도 한다(Di Nota & Huhta, 2019).

(4) 사회적 웰니스(Social Wellness)
사회적 웰니스는 자신이 사는 지역 사회를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더욱 소통함으로써 세상을 개선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하
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 자연 사이의 상호 의존을 강조하는 것 이다(Kagan et al.,
2019). 사회적 웰니스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와 편안함 유지, 개인의 느낌, 요구, 의견의
표현, 지적이고 충만한 관계, 친밀감(성적인 관계 포함), 사회적 환경과 관계 맺기, 자신이
사는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를 구성요소로 한다(Sala, Hooley, & Stokes, 2020). 또한,
사회적 웰니스에 사회적 기술(의사소통, 자기주장, 충동 해결)과 타인과의 애착, 유대관계,
동료들로부터의 수용(peer acceptance)을 포함하기도 한다(Hilton & Kramer, 2019).

(5) 직업적 웰니스(Professional Wellness)
직업적 웰니스란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는 직업과 일을 통해 얻은 성취감이나 충만감의 정도로
웰니스를 구분하는 것이다(Hommelhoff, Schröder, & Niessen, 2020).
직업적 웰니스는 개인의 독자적인 기술, 재능, 지역 사회 서비스에 대한 기여와 일을 유익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업적 영역은 일을 통한 삶의 만족과 풍요로움으로
써, 직업적 발전이 일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전제가 직업적 웰니스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직업적 웰니스의 구성요소는 일에 대한 개인의 태도, 여러 역할의 균형을 맞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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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능력,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있다(Al–Kayal
et al., 2019). 개인의 업무 이력(work history), 휴가와 레저 활동의 균형과 패턴 또한 이에
포함된다(Casper, Tremmel, & Sonnentag, 2019). 직장에서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것과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것(Duan et al., 2019), 그리고 직업 선택,
직업 만족, 경력에 대한 야망, 개인의 수행 등도 직업적 웰니스에 포함되는 내용이다(NWS,
2013).
<표 2-5> 웰니스(Wellness)의 선행연구 요소
웰니스의 하위 차원
선행연구 구분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지적

영적

심리적

직업적

Lafferty(1979)

○

○

○

○

○

Hettler(1980)

○

○

○

○

○

○

Leagfren(1990)

○

○

○

○

○

○

Crose et al.
(1992)

○

○

○

○

○

○

Adams et al.
(1997)

○

○

○

○

○

Renger et al.
(2000)

○

○

○

○

○

Durlak(2000)

○

○

○

○

환경적

○

○

출처: 유숙희(2018) 연구자 정리

(6) 영성적 웰니스(Spiritual Wellness)
21세기에 들어와 종교인구는 감소했지만, 삶의 영성과 의미에 대한 열망은 줄어들지 않았
다. 영성에 대한 열망은 요가와 명상, 자기 도움 서적, 대중 심리학 등 동양적 영적 실천과 웰
니스와 전체론적 건강과 직결되는 뉴에이지 운동의 인기로 이어졌다(Stewart-Sicking,
Fox, & Deal, 2019).
요가센터, 명상, 사원 등은 필수적이지만 종종 무시되는 웰니스의 일부분이다. 영성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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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해서 확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바탕에서 영적 인식, 윤리, 도덕에
기초한 새로운 전환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Stewart, 2017).

3) 웰니스(Wellness) 관광의 정의
사회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대인의 소득수준이 높아진 결과, 현대인의 생활은 편리해졌
지만,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현대인은 육체와 정신의 안정을 추
구하는 ‘웰빙’, ‘힐링’을 갈망게 되었다(Douglas, 2020). 이는 특히 쉼과 여가를 즐기는 여행
과 결부되어, 여행을 통해 온전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이들에게 피트니스나 스파숍, 클리닉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연으로 돌아가 그동안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는 자
연치유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웰니스 관광은 이미 유럽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지
되고 있으며, 웰니스 전문가들을 양성하며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을 정도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산업이다.
현대 관광 문헌에서 웰니스 관광에 대한 이해와 정의는 상당히 다르며(Vogit et al.,
2010), 웰니스, 건강, 의료, 스파숍, 전체적인 웰니스 관광을 포함한 이러한 용어들의 그룹
은 종종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지만 때로는 서로 바꿔서 사용되기도 한다. 웰니스 관광의 의미
는 웰빙(Well-Being)과 피트니스(Fitness) 그리고 관광(Tourism)이 결합된 개념으로 관
광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관광의 새로운 추세라
고 할 수 있다. 즉, 웰니스 관광이 건강을 지키고 증진하기 위한 모티브(Motivation)라고 생
각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관광으로부터 발현되는 월니스 관광 현상의 총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웰니스 관광을 특별한 관광이나 틈새 관광의 한 종류로 의견을 모
으기도 한다(Vogit, 2011).
Kim과 Lee(2018)는 웰니스 관광을 육체, 정신을 유지, 개발 및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
동 및 치료를 제공하는 관광유형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가장 광범위한 관광의 참여 범위이며
또한 스트레스 해소 요소가 있는 모든 형태의 관광이기도 하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식별 가능
한 정의에서 기본으로 6가지 주요 속성이 제안된다(Kim & Lee, 2018). 이는 신체, 정신을
유지, 개발 및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또는 치료를 제공하는 관광유형으로 정의된다. 관
광을 통해 신체·정신·사회적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유사개념으로는 의료관
광·헬스관광·생태관광·종교관광·여가치료 등이 있다. 의료관광이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병원·
클리닉 등에서 구체적 질병·상태에 따라 의학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라면, 웰니스 관광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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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을 대상으로 스파숍·리조트·웰니스센터 등에서 건강·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2-6> 웰니스(Wellness) 관광의 6가지 주요 속성
속성

내용

여행의 동기/목적/활동

치료적, 신체적 아름다움, 체중 조절, 이완/스트레스 관리, 명상, 성찰/회춘,
해독, 생활습관, 건강, 개인적 도전, 정신적 연결성

웰니스의 수준과 성격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정신적

설비종류

리조트/호텔, 스파숍(목적지 또는 일)/요양원/보건 농장, 코뮌/재활용/아실
그림, 유람선, 진료소/병원 및 야외

지역

전체 목적지(예: 독일 바엔-바엔), 특정 특징(예: 영적 현장, 치유 물 또는
진흙), 목적지 또는 일반, 자연과 교감하거나 비슷한 이상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는 것

스타일 및 제품

활동의 초점

전통적/서구적/정통적, 대안적/정신적, 토착적 접근, 의료적 접근/쾌락적
접근, 휴식 및 건강
전적으로 건강 지향적이며 주류 활동(예: 카지노 또는 공항의 스파숍 시설),
의료, 심리, 정신적, 철학적, 체적 건강/건강 또는 쾌락주의적, 공동체적,
전체론적

출처: Adapted from Sheldon and Bushell, 2009

Voigt(2014)는 건강 관광의 다양한 요구, 즉 의료 및 건강 관광의 두 가지 하위 범주를 포
함하는 건강 관광의 위상을 제시했다. 즉, 의료 관광과 웰니스 관광의 겹침을 의료 웰니스 또
는 치료 웰니스라고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Voigt, 2014). 예를 들어, 관광객은 의료 스파
숍을 방문하고 미용 스파 요법(바디 랩, 보톡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관광
은 의료 치료 및 외과로 분류되지만, 웰니스 관광은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하위그룹으로 분류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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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웰니스(Wellness) 관광의 범위 및 유형

출처: Smith & Puczko(2009)

위에서 논의된 정의 대부분은 치료의 필요성 대 개인의 건강 유지 및 향상의 필요성에 의해
의료 및 웰니스 관광을 구분한다. 웰니스 관광은 수요 지향적인 시장이고 스파숍, 휴양지, 라
이프스타일 리조트는 웰니스 관광산업에서 가장 우세한 부문이다(Smith & Puczko,
2009). 이 연구의 웰니스 관광의 정의는 수요와 공급 중심의 관점에서 모두 집약되었으며,
건강 관광 개념 범위를 활용하여 웰니스 관광에 사용되는 제품과 시설을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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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 관광은 여행 전체를 포괄할 수도 있고,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여행의 일부분
일 수도 있다. 웰니스 관광의 정의는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감각을 포함하는 광범
위한 전체적인 개념을 제안하는 동시에 다양한 웰니스 관광 경험을 충분히 포괄한다
(Dillette, Douglas, & Andrzejewski, 2020). 웰니스 관광의 유형은 매우 광범위하고,
이른바 의료 웰니스를 지칭하는 의료 관광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웰니스 관광에 대한 더
좁은 정의는 웰니스 관광객의 핵심 욕구를 가진 의료 웰니스 관광객을 제외함으로써 정의된
다. 이러한 의료관광과 웰니스 관광의 차이는 <표 2-7>과 같다.
<표 2-7> 의료 관광과 웰니스 관광의 관점 차이
구분

의료관광
(Medical Tourism)

월니스관광
(Wellness Tourism)

건강에 대한 인식

질환이 없음

신체와 정신의 구분

하나의 신체/마음/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

서비스 대상

서비스 대상

환자

상품구매 동기와 효과

상품구매 동기와 효과

의료적 조치/치료

상품구매 성격

상품구매 성격

반응적(reactive)

고객만족(케어방법)

고객만족(케어방법)

표준화된 방법

종사원자격

종사원자격

학위보유 전문가
(의사, 간호사 등 표준자격 규정 엄격)

서비스 성격

서비스 성격

물질적인

서비스 형태

서비스 형태

전문성

서비스 내용 규제

서비스 내용 규제

규칙과 규정

서비스 판매자

서비스 판매자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출처: Voigt(2013)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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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웰니스 관광 활동(Wellness Tourism Activity)

1) 웰니스 관광목적지(tourist destination)
(1) 웰니스 관광지(tourism area)
19세기 초반까지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귀족과 같은 특정 부유층들만이 돈과 시간에 필요
한 지출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20세기 들어 새로운 사회 계급인 중산층이 생겨나고 성장하
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이 즐거움을 위해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광이란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한시적으로 떠돌거나, 심지어 다
른 거주지로 이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Marschall, 2018). 이러한 관광 활성화에 따라
관광지 개발을 둘러싼 외부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인간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자신이 존재하는 공간에 대한 변화를 준다는 측면에서 관광은 지리학적 요소와 밀접한 관
계가 있다고 한다. 지리학적 관점에서 관광에는 세 개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첫
째, 여행이 시작되고 끝나는 곳 혹은 관광객 생성 지역(generating region), 둘째, 관광객
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관광목적지 지역(destination region) 또는 호스트 지역, 마지막으
로 두 지역을 연결하고 관광객이 이동하는 대중교통 지역(transit route) 또는 경로가 그것
이다(Holloway & Humphreys, 2019). 특히 관광 명소(tourist attraction)의 구성요소
는 관광객(tourist), 볼 수 있는 사이트(sight), 그 장소를 중요하게 만드는 마커(marker)
또는 이미지(image)가 있어야 하는데, 이 외에도 크루즈와 같은 교통시설, 리조트, 호텔 등
의 숙박 시설, 그리고 식음료 서비스와 같은 기타 서비스는 물론 관광객들도 그 자체적으로
매력(attraction)의 속성을 취할 수 있으며, 관광산업의 다양한 부문 간의 구분을 더욱 보완
할 수 있다(Holloway & Humphreys, 2019).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상 모든 것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 가장 넓은 맥락에서 ‘매력(attraction)’ 에는 유적지, 유원지 및 장엄
한 풍경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일상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및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고 볼 수 있다. 관광지가 관광의 속성 중 관광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매력’ 의 속성을 강
조하여 지칭하는 용어라면, 관광이 이루어지는 장소(site)를 지역(region)적인 측면을 강조
하여 지칭하는 경우에는 관광 목적지(tourist destination)라고 한다(Fennell, 2020). 관
광목적지의 매력은 개별 관광객들이 얻는 이익(혜택)의 상대적 중요성과 이익(혜택)이 있다
고 지각되는 그 목적지의 능력이라고 정의된다(Garrod & Fyall, 2017). 결론적으로 관광
지의 매력(attractions), 인프라(Infrastructure) 또는 서비스(Service), 그리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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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People)들을 구성요소로 보아, 이들에 의해 관광목적지의 능력이
향상된다고 한다(Goffi, Cucculelli, & Masiero, 2019).
웰니스 관광객이 신체, 마음, 정신적 측면에서 이러한 행위 목적 달성을 위해 결과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방문하게 되는 목적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하다. 웰니스 관광객이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감성적, 영성, 정서적인 측면에서 추구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는 다양한 웰니스 관광목적지로 분석하였다(Ellis, 2013).
<표 2-8> 웰니스(Wellness) 관광 목적지
구분

행위 목적

추구 편익

방문 장소

마사지, 목욕, 신체 관리
얼굴 관리, 머리 및 손톱 관리

스파와 미용

건강 호텔, 웰니스 크루즈, 건강
리조트/요양소 스파숍
사롱(sarong) 목욕과 온천, 해양(thalasso)

대체의학(CAM), 통합적 약품
진단, 건강검진, 장기적 상태

건강

통합건강센터, 대체의학센터 웰니스 센터

영양, 체중관리 해독, 식이요법

건강식

유기농 식당, 건강식품 상점

사회적

체육관, 방문 피트니스 학습
스트레칭, 필라테스

피트니스

체육관,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환경적

하이킹, 바이킹
걷기 자연 방문

환경과 모험

공원, 야생보호구역 보존경관

감성적

휴양, 인생상담, 스트레스 해소
독서, 음악과 예술

개인적 성장

라이프스타일 휴양지, 웰니스 휴양지

영성

기도, 자성, 가족 친지와 시간
혼자만의 시간

영성과
관계성

요가 휴양지, 영성 휴양지 아쉬람(ashram)

정서적

요가, 명상, 태극권(tai chi) 운동
기공, 바이오 피드백

몸과 마음

요가 스튜디오 무술 스튜디오

신체적

출처: Ellis(2013) 연구자 재정리

- 20 -

(2) 웰니스 관광지 유형(Tourism Typology)
관광지 유형론(Tourism Typology)은 관광객들을 유랑자(the drifter), 탐험가(the
explorer), 개별 관광객(the individual mass), 단체 관광객(the organized mass)의 네
종류로 구분하였다(Ma, Kirilenko, & Stepchenkova, 2020). 이러한 구분법은 학계에서
매우 빈번히 인용되었고, 이후 많은 연구자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더 개선된 분류 방식을 시도
하였다(Çakar, 2020). 이러한 관광지 모델은 소수의 모험가 여행객들의 동심원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이 발전함에 따라 관광지는 다른 유형의 방문객들에게도 매력이 확산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 되고 차별점이 없어진 관광지는 쇠퇴하고 관광객들이 감소한다는 순환주기
모델(Life Cycle Model)이 제시되었다(McHenry, 2019). 이와 함께 추구목적에 따라 관
광지는 자연주의(Naturralists), 무구분주의(Nondifferentiator), 친구/친지 방문형
(Family/friend-oriented), 흥미/도피형(Excitement/escape), 순수 흥미 추구형(Pure
excitement seekers), 도피 위조형(Escapists) 등으로 분류된다(Loker & Perdue,
1992). 사회학점 관점에서 관광은 인간의 사회활동 즉,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임은
틀림없으나, 관광객의 필요와 동기는 매우 개인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 관광객의 관점에서
바닷가의 휴양지를 선택하거나, 조용한 호텔의 스파숍을 선택하는 등 각기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일 것이다. 같은 논리로 하나의 관광지에 대해 누군가는 단순한 유흥의 장소로 방문 동기를
보인다고 하여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곳이 힐링의 장소가 되기도 할 것이다(Leaper, 1990).
관광객의 행동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관광지 핵심 속성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것은 개별 관광
객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한 기본 작업이 될 것이다. 관광지 운영기관이 사전
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이에 따른 전략 변화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들이 운영
하는 관광지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여기서 관광지 평가 기준을 관광지의 매력
(attractiveness)과 경쟁력(competitive-ness)으로 규정하여, 관광지마다 그 격차를 이해
하는 것이 관광시장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요구되는 사항이다(A´guas et al, 2000). 리조트
의 목적지에 관한 연구에서, 혜택과 제약(benefits & constrains) 사이의 인터페이스의 본
질(the nature of the interface)을 이해하는 것은 경쟁할 대상 시장과 자원을 할당할 대상
시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Kubickova & Martin, 2020). 관광이
라는 산업 전체적인 관점에서 관광지(destination)가 관광 시스템의 핵심요소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관광객이 직접 방문하거나 적어도 직접 특정 관광지를 다른 곳과 비교하는 경험을 통
해 관광지 또는 관광 상품의 전반적인 성과(효과)에 대한 인식하는 것은 반복적인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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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긍정적인 입소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Hall & Williams,
2019). 관광지(Tourist Destination)의 특징을 선제 환경적 조건인 기후, 생태, 문화 및
전통 건축 등에 두고, 다음으로 호텔, 케이터링, 운송 및 엔터테인먼트와 같이 관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화된 기능으로 분류한 이론은 여행지의 전반적인 매력에 이바지하며 내재적
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관광객들이 다양한 관광지의 시설, 명소 및 서비스 표준들을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우위의

관광지를

선택하게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Dalezios,

Petropoulos, & Faraslis, 2020).

2) 제주 웰니스 관광 현황
제주 웰니스관광은 ‘제3차 제주관광진흥계획’ 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제주관광의 매
력 요인인 ‘청정 자연환경’, 미래 가치인 ‘힐링·휴양·관광’, 제주특별자치도의 질적 성장 기본
계획 등에도 잘 부합하는 분야이다. 또한, 웰니스관광 시장은 뷰티 & 항노화, 스파숍, 온천·
광천, 피트니스와 심신안정,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대체의학, 식생활·영양·다이어트 등 다른
웰니스 시장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라 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WE호텔 웰니스센터, 제주허브동산, 오설록티뮤지엄 & 이니스프리 제주하
우스, 서귀포 치유의 숲, 한화리조트 스파숍 테라피센터, 취사선 리조트가 한국형 웰니스 관
광지로 선정되었다. 2020년에는 제주도가 올해 ‘양·한방 웰니스 메디컬 허브 제주’라는 사업
명으로 진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특화 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에 재선정
되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웰니스 관광지 선정 및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지원 사업에도 새롭
게 선정되어 제주지역의 웰니스 콘텐츠를 발굴·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과 국내
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웰니스 관광 ‘라이프스타일’과 웰니스 ‘동기’, 웰니스 관광의 ‘생태계’
를 발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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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 웰니스 관광지(tourism area) 분류기준
Kim(2018)은 연구를 통하여 제주지역 내 웰니스 관광지를 분류하였고, 그 분류기준은
<표 2-9>와 같다.
<표 2-9> 웰니스(Wellness) 관광지 분류기준
제주의 웰니스 활동

제주 웰니스 관광지

1. Temple Experience (사원 체험)

관음사, 약천사 등

2. Yoga practice (요가 수행)

서귀포 치유의 숲

3. Farming experience (농장 체험)
4. Leisure sports (레저 스포츠)

체험 농장
힐링 카약, 오션 힐링 리조트(스쿠버 다이빙)

5. Trekking (트래킹)

올레 걷기

6. Hiking & Mountaineerin
(하이킹, 등반)
7. Forest walk (숲 산책)

오름/한라산 등반
서귀포 휴양림, 절물 휴양림, 에코랜드, 곶자왈, 생각하는 정원

8. Biking (자전거 여행)

제주 일주도로

9. Horse riding (승마)

에코힐링 승마장, 제주경마공원, 더마파크

10. Traditional (nutritional) food
(전통영양식)
11. Health Resort Recreation with therapy
Spa, Massage, Hydrotherapy, Aromatherapy

제주 빙 떡, 돔베고기, 옥돔, 성게국 등
해비치호텔, 더 스위트호텔, 피닉스 아일랜드

12. Hot spring (온천)

산방산 탄산온천

13. Beach (해수욕장)

삼양 검은모래 해수욕장

출처:Kim(2018)

(2) 제주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웰니스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온라
인 유통 플랫폼 구축, 소셜커머스 및 지리정보기반의 플랫폼 구축,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이 추
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주 관광산업은 온라인시장의 투자 부족으로 인하여 자체 예약 프로
그램이나 국산화된 관광 마켓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 온라인 관광마켓의 제주시장
진입 등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형 웰니스 관광 플랫폼 개발을 통해 모바일 소셜커머스를 중심으로 오픈 마켓
활성화,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지리정보 기반 서비스 등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역사·예술·문화가 결합한 관광 스토리텔링 콘텐츠 DB를 구축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제공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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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생성·보급 제주역사·예술·문화가 결합된 관광 스토리텔링 콘텐츠 DB
를 구축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제공·배포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해 스마트 투어가이드 플랫폼을 구축, 다국어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확충이 필요하다. 건강
한 삶의 질에 관한 관심으로 건강을 의미하는 웰니스 관광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웰니스는
“평화로운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을 치유하는 총체적인 웰니스 활동”이다. 국내외적으로 산업
의 시장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별 특화를 발
굴하고 웰니스 관광산업에 관심을 두고 이를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따라서 제
주도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등 제도적인 바탕
위에 전담 행정조직을 설치 운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Kang et al., 2018).
이와 함께 제주지역의 웰니스 연구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주지역의 관광산업에 대한 새
로운 대안으로서 최근 관심 분야로 대두되고 있는 관광개발과 연계한 의료 산업이다. 이러한
제주지역이 의료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Kim(2008)은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제
주방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의료관광에 대한 기초 조사, 전문가 의견 수집을 통해 제주에 가
장 적합하고 경쟁력 있는 의료관광의 추진모델을 수립하였다. Kim, Moon and Boo(2008)
는 웰니스 관광 분야의 우선순위를 AHP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웰니스
관광산업에서 가장 적합한 제주형 의료관광 분야를 추출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료관광
에 관한 연구하고 있는 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제주에서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웰니스 관광
을 선정하고, 육성방안을 마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를 탐색한 결과를 추출하였다.
연구결과 제주지역에는 “스파숍 및 마사지” 분야가 분야별 제일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종합
검진” 분야 순서로 선호되고 있어 차후 제주지역 웰니스 관광 분야 육성정책에 기초 결과를
제시하였다. Moon과 Lee(2015)제주지역의 최대 경쟁력인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관광과
연계가 쉬운 진료를 세분하여 제주의 관광은 “의료 관광(Medical Tourism)보다는 웰니스
관광(Wellness Tourism)”을 목적으로 정책적의 필요성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제주
특별자치도 관광산업정책의 정책집행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AHP 기법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정책에 대한 중요도가 높으므로 정책과정의 우선순위를 위한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
른 관광정책에서는 “문화와 생태, 힐링과 휴양이 결합하여 관광서비스 육성” 이 필요한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자세한 정책 분야에서는 “체험 관광형 개발”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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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간적 위계특성을 고려한 제주 의료관광 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에서는 의료서비
스의 중요도를 고려한 공간 유형을 “의료서비스” “중심공간”, “준 의료공간”, “비의료 치유공
간”, “자연치유 중심공간”의 네 가지 위계로 구분하고, ‘“의료서비스 중심공간” 은 치료 및 수술
을 포함한 것으로 중심되었다(Choi, 2014), “준 의료공간”은 의료서비스의 행위가 예방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 및 검진 위주였다. ‘“의료 치유공간”은 의료서비스 중심 행위에서 벗어
난 “건강관리 유지” 및 “정신적 치유” 등을 위한 행위가 중심이며, “자연치유 중심공간”은 여러
종류의 요법들로 ’산림치유‘, ’해양요법‘, ’음식요법‘ 등 자연치유, 건강관리 및 유지하는 유형
으로 세분하였다(Choi et al., 2017).

3) 웰니스 관광지 세분화
(1)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
시장세분화는 ‘다양한 선호도에 따라 이종 시장을 다수의 소규모 동종 시장으로 보는 것은
다양한 요구를 보다 정확하게 만족시키기 위해 소비자의 요구에 기인한다.’라고 정의된다
(Plomaritou & Menelaou, 2020). 또한. 시장세분화를 ‘시장을 별도의 제품이나 마케팅
믹스가 필요할 수 있는 요구. 특성 또는 행동이 다른 구매자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 으로 정의
하기도 한다(Camilleri, 2018). 이를 ‘비 균일성이 있는 시장의 고객을 더 작거나 더 유사하
거나 균질한 세그먼트로 그룹화 하는 프로세스’로 정의하는 연구자도 있다(Murray, Agard,
& Barajas, 2017). 특성 또는 세분화 변수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소비자를 세분화하는 데
대한 정당화는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소비자가 마케팅 자극에 대한 유사한 요구 및 태도를
공유한다. 즉, 특정 세그먼트에 속하는 소비자는 가격 할인과 같은 특정 자극에 유사하고 예
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Sett, 2020). 시장의 일부가 보유할 수
있는 가격의 측면에서 차별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익 극대화의 기
회가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품질에 대한 의식이 높은 소비자는 완전한 개인적 만족을
위한 대가로 제품과 서비스에 더 높은 가격을 지급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Fu et al.,
2020). 소비자 그룹에 시장 세그먼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측정 가능성, 식별 가능성, 접근
성, 실질 적성, 실행 가능성, 안정성, 응답성 및 수익성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기본 자격 기
준 또는 유효성 측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Reitz, 2017).
인구통계학적 및 사회 경제적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분류 방법을 거꾸로 분류하는
것을 Segmentation 분석이라고 했으며 이는 소비자를 우선순위로 분류한다. 소비자 그룹은

- 25 -

유사한 개인 특성을 공유할 수 있지만, 구매 및 사용 행동은 더 다양하다(Brand,
Schwanen, & Anable, 2020). 심리학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원들은 소비자를 여러 라
이프사이클 및 라이프스타일 그룹으로 분리할 수 있었다. 가치와 생활양식에 따라 미국 소비
자를 9가지 유형의 라이프스타일로 분류하였다(Hüttel, Balderjahn, & Hoffmann,
2020). 그러나 라이프스타일 분류는 다소 복잡하고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소비자에 관한 경
험적 연구를 수행하고 심리학적 데이터를 포착해야 했다. 그런 다음 연구원들은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개인 변수를 기반으로 주로 가치와 라이프스타일 점수 패턴에 따라 소비자의 소비
및 구매 행동에 대해 추론하였다(Furman, Maison, & Sekścińska, 2020).
전통적인 소비자 분류 방법은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심리학적 데이터를 포함하는 개
인 특성을 독립적인 변수로 사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인구통계학적 및 경제적인 데이터는 규
모를 식별하고, 매력을 판단하며, 소비자 그룹에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데 유용하지만, 심리학
적 데이터는 소비 예측 또는 구매 행동에 더 유용하다. 심리학적 세분화는 태도, 관심사 및
의견에 따라 사람들의 연구 및 분류와 관련이 있다(Graham et al., 2020). 이는 기존의 시
장을 단순한 통계 이상의 개인적 특성을 통한 인간 초상화의 형태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이다. 심리학적 데이터는 라이프스타일 데이터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며 때로는 제품
속성, 혜택이 심리학적 데이터로 분류되기도 한다(Kawamura, 2020).

① 인구 통계적 세분화(demographic segmentation)
인구 통계적 세분화는 전체 시장을 인구통계치에 기초한 것으로 자료를 얻기가 쉽고, 변수
의 구분이 명확해 이 기준은 현재까지 시장세분화 기준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시장을 연령, 성별, 가족 규모, 생활주기, 소득, 직업, 교육수준, 종교 등을 변수로 하여 세분
화하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욕구와 사용빈도는 인구통계 변수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다른
변수보다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각기 다른 연령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욕구가 있
으며, 구매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소득이 높을수록 여행에 더 많은 돈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생활주기 세분화도 다양한 관광과 레크리에이션 분야를 효과적으로 세분화하는 유효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직업은 판매담당자에게 소득, 생활스타일, 교육 등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해 주었다(Li, Bonn, & Kim, 2020). 인구통계 기준도 판매담당자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한계성이 있으므로 단일 기준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인구
통계 변수를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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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리적 세분화(geographical segmentation)
지리적 세분화는 시장을 자연자원. 도시 규모. 지방. 인구밀도와 구역특성(상업지역, 주거
지역, 공장 지역 등) 및 기후 등에 의해 세분화하는 것으로 인구통계 세분화와 마찬가지로 일
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Ma et al., 2020). 이는 시장에서 예상된 판매량과 판매비가
입지에 따라 변동됨을 인식하여 기업에 가장 유리한 판매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지리적 시장
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지리적 세분화는 객관적 자료를 얻기가 쉬워 이용하기가 편리하며 대
부분의 매체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직접우송 등 촉진 활동도 쉬운 특성이 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일은 관광에서 매우 중요하다(Baptista, Alves, &
Pinho, 2020). 그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매력적인 관광목적지는 기후와 경관미 등에 의
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이것은 관광객 송출지와 관광목적지 간의 거리를 의미하기 때
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지리적 세분화가 목표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을 제시해 주기 때문
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특히 마케팅에서 잠재고객이 소재하고 있는 곳을 알게 해줌과 동시
에 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줄 방안을 제시 해주기 때문이다.

③ 심리적 요인에 의한 세분화(psychological segmentation)
심리적 변수에 의한 세분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계층이나 라이프스타일. 개성에 기초
하여 고객들을 다른 집단으로 나누는 것이다(Hunecke, Groth, & Wittowsky. 2020). 심
리적 세분화의 여러 변수 중 특히 라이프스타일에 의한 세분화는 심리적 만족을 그 기능으로
하는 상품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것, 소수의 부분시장을 위해 개발된 상품으
로 비교적 고가이고 상징적 의미가 있는 상품의 경우에 적합한 세분화이다. 여행자는 여행상
품의 구매 시 그 선택 기준이 이상하거나 경험적 가치보다는 준거집단의 형태를 모방하거나
답습하는 경우가 많으며,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과의 경쟁 심리가 많이 작용하므로 이 세분화
기법은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관광시장을 세분화하는데 적절한 라이프스타일
과 성격에 관한 항목(Checking list)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Hyatt, Owens, &
Miller, 2020).

④ 구매 행동적 세분화(Purchase Behavioral Segmentation)
구매 행동적 세분화는 여행상품이나 여행상품 속성에 대해 여행자가 지닌 지식, 태도,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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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반응, 이용률, 추구 편익, 구매계기, 여행자의 지위, 상표의 충성도 등을 기준으로 해서 세
분화하는 것이다(Muema, 2020). 판매담당자들은 구매 행동적 변수가 시장세분화를 하는
데 최상의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있으므로 최근에는 특히 여행을 빈번히 하는 여행자
(frequent travelers)에 초점을 맞추어 이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용 빈도 세분화를 양적
세분화라고 하는데, 이용 빈도에 따라 중 사용자. 경 사용자, 비사용자 등으로 구분한다. 여
행시장에 이런 세분화를 이용하여 이용 빈도가 높은 목표시장에 집중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환수를 개선할 수 있다(Liao, Shen, & Shi, 2020).

⑤ 관광 목적별 세분화(tourist purpose segmentation)
여행목적에 따른 세분화는 일반적인 세분화 기준의 하나이다. 숙박업, 레스토랑, 여행사,
항공사, 관광목적지의 관련 업체 등은 전통적으로 세분화의 조건으로 여행목적 변수를 사용
하고 있다(Lu, 2017). 여행목적에 따라 관광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여행시장은 상용시
장과 관광 목적 시장으로 나뉘며, 상용 여행에는 공무 여행, 상업상의 여행, 학술여행, 스포
츠 여행, 종교, 예술여행, 회의 여행이 있고, 관광 목적 시장에는 친지 방문 여행, 휴가여행,
업무차 여행하는 가족을 동반하여 떠나는 여행으로 나누어진다(Bösehans & Walker,
2020).

(2) 관광시장 세분화(segmentation)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관광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관광시장을 정의하
고, 목표시장의 요구특성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관광시장의 세분화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용한 시장세분화 선정 과정은 시장접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
인 요소이다(Lee, McCole, & Holecek, 2020). 시장세분화는 관광 욕구를 분석하려는 방
법으로도 받아들여지는데 여기에서 4가지 가정을 할 수 있다. 첫째, 관광객은 서로 다른 관광
시장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둘째 관광객은 관광에 대한 욕구와 선호가 서로 다르며 독특한
관광시장 세분화에 의존하게 되며, 셋째, 특별한 목적지나 관광객의 경험이 다른 어떤 것보다
도 시장세분화에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관광공급자는 특별한 시장세분화에 어필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개발 즉 마케팅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좋은 시장세분화가 되
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여건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Zhou, Zhai, & Pantelous, 2020).
학자마다 주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들이 따라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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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관광시장의 상품 매력도가 예측할 수(mensurability)있어야 한다. 둘째, 세분화 시장
에 대하여 마케팅 활동이 효과적으로 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성(accessibility)
이 있어야 한다. 셋째, 이익을 위해서는 크기의 어느 정도 커서 새로운 시장으로 발견할 가치
가 있을 정도로 실질성(substantiality)이 있어야 한다. 넷째, 선정된 세분화 시장에 대하여
효과적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하여 발전적인 프로그램이 실행
될 수 있을 정도로 실현 가능성(action ability)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발견된 세부시장의
특성이 얼마 동안 지속함으로써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실행될 수 있도록 안정성(stability)
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경쟁성(competition)은 선정된 세분화 시장에 대한 자사의 경쟁력
이 타사보다 우월한가에 관한 문제로서 경쟁적 환경 속에서 마케팅에서 성공하려면 더욱 중
요한 사항이다. 처음으로 시장세분화 자료가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마케팅에서는 많은 변수
를 기준으로 시장을 세분화해 오고 있다. 관광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러 가지 접근방법들
과 세분변수들을 선정하여 연구목표에 따라 다른 기준을 채택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관
광시장 세분화 기준에는 인구통계 변수, 지리적 변수, 사이코그래픽 분석적 변수, 행동 분석
적 변수 등이 있다(Wendell & Smith, 2020). 지리학적 시장세분화(geographic
segmentation)는 마케팅믹스의 중요한 요소는 장소(place)이다(Naibaho, Fauzi, &
Sadalia, 2020). 지리적 요소,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기업 혹은 경쟁자의 위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시장세분화(geographic segmentation)는 국가, 주(도), 시 등을 기준으로
나눈다. 지리적 시장세분화는 고객의 위치(where)는 초점을 둔 세분화를 말한다(Çınar,
Yetimoğlu, & Uğurlu, 2020). 인구학적 시장세분화(demographic segmentation) 지
리적 시장세분화가 고객의 위치(where)에 초점을 둔 세분화이다. 반면에 인구통계학적 세분
화(demographic segmentation)는 고객이 누구(who)인가에 초점을 둔 세분화이다
(Fader, 2020). 인구통계학적 세분화를 이용되는 공통사항은 연령(age), 성별(gender),
가족규모(family size), 가족수명주기(family life cycle), 소득(Income), 교육수준
(educational level), 인종(ethnic background)등이 있다(Benson & Donehower,
2020).

사이코그래픽

(motivational

시장세분화(psychographic

study)에서

비롯된

사이코그래픽

segmentation)는

동기연구

시장세분화(psychographic

segmentation)는 다른 세분화에 비해 발전된 접근법(approach)이다(Terzić, Demirović,
Petrevska, & Limbert, 2020). 사이코그래픽은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데이터에 간단한
접근법을 보안 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사이코그래픽은 세분화는 시장세분화를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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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응답자와 활동(activity), 관심(interests), 의견(opinions), 태도(attitude) 같은 변
수를 활용한다. 사이코그래픽은 세분화는 구매자를 사회계층(social class), 라이프스타일
(lifestyle), 그리고, 성격특성(personality characteristic)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다(Pitt,

Bal,

&

Plangger,

2020).

사용목적․습관

시장세분화(usage

segmentation)는 용도별 세분화는 광범위한 범주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사용목적
(purpose), 빈도(frequency), 금전적 가치(monetary value), 고객의 최근 구매유무
(recency),

시점(timing),

구매속성(Purchase

attributes),

구매계기(purchase

occasions)등 이다(Frik, 2017). 편익추구 시장세분화(benefit segmentation)는 고객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얻고자 하는 편익(benefit)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한다.
편익은 욕구충족(needy satisfaction)과 관련성이 높다. 다음은 관광・환대산업에서 고객이
추구하는 일련의 편익들이다. 안락함과 편안함(Comfort), 사회적 위상과 권위(prestige),
낮은

가격(low

price),

인정과

존경(respect),

로맨스(romance),

관심과

주목

(attention), 조용함(quiet), 안전(safety)등이 편익들이다. 가격기준 시장세분화(price
segmentation)는 적정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도달될 수 없거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
고 관광시장들에 효과적이다. 직접 배송 판매, 여행사를 통해 판매, 관광오퍼레이터를 이용
판매, 관광 에이젠시(Agency)를 통한 판매와 같이, 저가, 중저가, 고가 차별화 가격을 세분
화하였다(Wagner, Crotts, & Marlowe, 2019).
<표 2-10> 관광시장 세분화 변수 분류
구분

특징

지리학적 시장세분화
(Geographic)

국가, 주(도), 시, 도시 크기, 인구밀도, 기후

인구학적 시장세분화
(Demographic)

연령, 성별, 가족규모, 가족수명주기, 소득, 교육수준, 인종

사이코그래픽 시장세분화
(Psychographic)

사회계층, 라이프스타일, 성격특성

사용목적․습관 시장세분화
(Usage)

사용목적, 빈도, 금전적 가치, 고객의 최근 구매 유무, 시점, 구매속성,
구매 계기

편익추구 시장세분화
(Benefit)

안락함과 편안함, 사회적 위상과 권위, 낮은 가격, 인정과 존경, 로맨스, 관심과
주목, 조용함, 안전

가격기준 시장세분화
(Price)

저가, 중저가, 고가 직접 고객 판매 및 온라인 판매

출처: 박시사 외(2018) 연구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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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웰니스 활동(Activity)요인
관광 활동의 유형은 관광목적지의 다차원적 속성과 관광객의 행동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광 활동을 Rice(2019)는 인류학적 측면에서 민족적, 역사적, 환경적, 레
크레이션 관광으로 구분하였으며, 민족․윤리․교양형 관광, 도시․환락형 관광, 스포츠형
관광 활동으로 구분하였다(Bail, Brown, & Wimmer, 2019). 관광유형을 자연관광, 문화
관광, 산업관광, 사회관광, 위락관광으로 분류하였고, 행락/관광 활동, 교제 활동, 공원활동,
감상/관람 활동, 레저 활동, 취미/강의 활동, 취미 활동, 봉사활동으로 관광 활동을 분류하였
다(Gibson et al, 2020). 최용복(2017)은 제주시 웰니스 관광자원 DB 구축을 통하여 제
주지역의 웰니스 관광 활동을 정신적 요인, 건강식 요인, 자연치유 요인, 레져 요인, 온천요
인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웰니스 활동요인은 <표 2-11>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11> 웰니스 활동(Activity)에 대한 요인
구분

측정항목

참고 문헌

1) 기 · 호흡(Energy & Breaty)
정신적 요인
(Psychological)

2) 명상(Meditation)
3) 요가(Yoga)
4) 템플스테이(Templestay)

건강식 요인
(Healthy
food)

1) 식음료메뉴(Food and beverage menu)
2) 자연식메뉴 (Natural menu)
3) 전통영양식(Traditional nutritional food)
1) 숲(Forest walk)

자연치유 요인
(Natural
healing)

2) 하이킹(Hiking)
3) 트레킹(Trekking)
4) 바이킹(Biking)
1) 해양레저(Marine leisure)

레저 요인
(Leisure)

2) 승마 (Horse riding)
3) 해수욕장(Beach)
4) 농장 체험 (Farm experience)

온천 요인
(Hot springs)

1) 테라피/향장(Therapy/Perfume)
2) 스파헬스리조트(Spa Health Resort)
3) 온천(Hot spring)

출처: 연구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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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Bok Choi
(2013)
Mincheol Kim
(2017)
Yong-Bok Choi
Mincheol Kim
Yong-Suk Kang
Hyo Kim
Mun-Sub Chung
(2018)

3. 웰니스 관광에 관한 연구 동향

웰니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기 신체·육체적 표현에서 점차 정신적, 심리적, 사회
적, 지적 등 내면적인 치유 및 균형적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표 2-12> 웰니스(Wellness)의 관한 연구 동향
구분

내용

Dunn(1961)

신체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과정.

Travis(1978)

자신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통해 높은 상식의 삶을 유지하는 것.

Ardell(1986)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고 수준의 건강을 추구하기 위한 생활방식

Conrad(1994)

자신의 생활방식을 건강증진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것

O’Donnel & Garner
& Woodruff(1998)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측면에서 일관되고 균형 있는 성장을
가능케 하는 생활방식

Corbin & Pangrazi
(2001)

한 사람이 삶에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개임의 긍정적인 건강 상태

Payne & Hahn
(2002)

삶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 웰빙을 느끼는 것을 목표로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는 활동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 건강의 각 차원 안에서 내적, 외적 자원을 사용하는 능력

Harari, Waehler
& Rogers(2005)

개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웰빙의 균형과 통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National Wellness
Institute(2007)

건강과 웰빙에 대한 자기 책임을 기반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삶을 만들고
인식하는 적극적인 과정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끊임없이 자각하는 삶.

김상국·이광욱
(2005)

몸과 마음을 최적의 웰빙(optimal well-being) 상태로 만드는 것.

최문종 외(2015)

건강의 개념에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이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된
웰빙(well-being)과 최적의 건강을 향한 삶의 방식

유숙희(2018)

건강에 대한 자기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잠재력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건강과 정신
모든 요소을 통합하여 최상의 웰니스

자료: 연구자 선행연구 활용하여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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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hran(2020)은 최근 유럽의 관광산업에서 널리 쓰이는 웰니스 용어 및 웰니스 관광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건강 관광의 하위 범주인 웰니스 관광에 대한 시장분석을 통해 호텔산
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Smith와 Puczko(2008)는 『웰니스(wellness) 혁명』이
라는 저서에서 건강 관광산업에서 웰니스 요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웰니스와 의료 산업에
서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 사회 특히 서구의 선진국에서 사람들의
실존적 소외감, 공동체와 전통의 붕괴로 고립감, 우울, 스트레스 등의 감정이 악화하였으며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거의 해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행을 도피나 신체, 마음, 정신을 회복
시키는 수단으로 영성 관광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Kunwar와
Sharma(2020)는 웰니스 관광의 틈새시장에서 요가 관광이 안녕감을 느끼려는 여행 추세와
함께 나타나고 성장해 왔다고 하였다. 미국의 인디아나 중부에 있는 요가센터 방문객을 대상
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요가에 대한 개인의 몰입수준과 정신적 웰니스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연구결과 요가 관광의 동기는 신체적 상태와 정신적 웰빙을 향상하고 영성을 추구하
며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igt et al.(2010)는 연구를 통하여
웰니스 관광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웰빙을 가능하게 하며, 향상할 수 있도록 특
별하게 준비된 장소에서 적어도 하루 이상 머물며 그들의 건강과 웰빙을 유지, 증진하는 목적
의 여행” 으로 정의하였다. Kelly(2012)는 명상 센터 방문객의 동기와 경험을 통해 웰니스
관광의 전문적인 하위영역으로 명상관광(retreat tourism)을 연구하였다. Koncul(2012)
은 급성장하고 있는 오늘날의 관광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시각으로 관광객의 다양한 동기의
범위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관광 개발 및 다양한 국제 웰니스관광 사례연구를 통해
스파숍, 의료 웰니스, 명상, 순례 및 요가 휴양지를 웰니스 관광지로 제시하였다.
Kucukusta와 Heung(2012)은 웰니스관광 산업의 공급자 관점에서 중국에서의 웰니스
관광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연구결과 숙련된 직원, 미흡한 협력관계, 부족한 시설, 매
력물 등이 주요한 장애물로 추출되었다. Huang과 Xu(2014)는 중국에서 건강과 웰니스 관
광에 대한 문화적 관점에 관해 연구하였다. 연구에서 중국인 웰니스 관광객의 행동은 전통적
인 중국 웰니스 문화에 의해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Voigt, Brown, and
Howat(2010)는 뷰티스파, 라이프스타일 리조트, 명상 등 세 가지 유형의 웰니스 관광객이
추구하는 편익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들은 반 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서 초월

(transcendence), 신체적 건강과 외모, 도피와 휴식, 중요한 사람들, 신기성 등 여섯 가지
의 추구 편익을 추출하였다. Medina-Muñoz와 Medina-Muñoz(2013)는 스페인의 그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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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아에 있는 웰니스센터를 방문한 웰니스 관광객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건강과 웰니
스 관광목적지에 대한 선택속성을 제시하였다. 조사결과 웰니스 관광지를 방문한 방문객들은
조용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호텔, 일조량이나 기온 등 웰니스와 휴식에 적합한 기후조건, 자
신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 균형 잡힌 건강식 제공, 휴식을 위한 마사지, 아로마, 얼굴 및 전신
피부미용 등을 주요한 웰니스 관광지 선택속성으로 응답하였다. Choi, Kim, Lee, and
Hickerson(2015)은 진안홍삼스파를 방문한 방문객의 스파경험에 대하여 지각된 기능적,
웰니스 가치 평가를 통해 스파솝 관광객의 향후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스파
솝 관광객은 스파숍 경험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증진, 삶의 활력을 부여하고 긴장감
을 완화하는 웰니스 가치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oodarzi, Haghtalab, and
Shamshiry(2016)는 이란의 세 레인에서의 웰니스 관광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이란에서 건강과 관련된 관광에 대한 전망을 분석하였다.
Noland(2020)는 웰니스를 질병의 반대 개념뿐만 아니라, 인간이 건강을 추구하는 최적의
상태로 도달하기 위한 행위 및 노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Pauer와
O’Donnell(2020)은 웰니스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웰니스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
구에 따르면 힐리언스선마을에서 힐링 다이어트 캠프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프로그램 전후를
비교한 결과 건강 웰니스 지표인 참여자의 감정, 정서, 에너지 상태가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
었으며 신체적 지표인 체중 및 체지방량도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Jones, Carlton, Hyun, Kanters, and Bocarro(2020)는 레저스포츠 관광 활동 유형
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여가 만족, 웰니스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레크
리에이션 전문화는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가 만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Belova와 Fedina-Zhurbina(2020)는 웰니스 리조트 개발에 대한 탐색
을 목적으로 잠재관광객의 시설 선호도 및 대안 선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웰니스 시
설 중 문화 활동과 휴식을 취하는 자연형 휴양리조트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은
체험 및 자연 휴양형, 친환경 건강테마파크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Milhausen et al.
(2020)은 국내 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 활동에서 건강에 이바지하는 요인을 탐색하고 요인
들이 여행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여행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기분
제공, 사회적 관계 및 지지, 신체활동 증가, 자신감 및 자아존중감 증대, 영양, 입맛, 소화,
활기 향상 등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여행 만족과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함께 Sheldon(2020)은 힐링 관광과 관련된 관광자원개발 사례분석을 통해 건강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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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웰니스 관광 간의 개념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힐링이나 힐링 관광은 학문적인 용어이기 보다 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케팅 용어에 가
까우며,

학문적으로는

웰니스

관광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Buzinde(2020)는 힐링 관광은 개념적으로 크게는 건강 관광에 속하면서 건강 관광의 하위
범주인 웰니스 관광의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되며 명상, 요가, 트레킹, 스파숍, 치료 음식 등
이 핵심 콘텐츠인 것으로 나타나고, 건강과 웰빙에 중요한 요소인 영적 안녕이 관광객의 정신
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여행 활동에서 체
험하는 영적인 안녕감은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Bonn, & Cho(2020)는 음식 관광 동기 세분화를 통해서 음식관광의 세계화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결과 음식 관광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는 흥미, 이미지, 영양
지식, 경험, 휴식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웰니스 관광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웰니스(wellness)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어촌 지역의 체류형 관광 상품을 중
심으로 한 웰니스 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하는 연구결과도 있었다(Matthew et al., 2019).
Zheng et al.(2019)는 미술품 전시 및 공연을 관람한 예술관광자의 웰니스를 중심으로
삶의 질과 행복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Chi와 Ouyang(2019)은 호텔 고객의 웰
니스 지각이 물리적 환경에 대한 평가와 호텔 레스토랑에 대한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고객의 지적, 감정적, 사회적 웰니스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평가는 레스토랑 이용 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Chi & Ouyang, 2019). Saeed et al.(2019)은 해양 항노화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어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웰니스 융복합산업 육성방안을 제안
하였다. 이와 함께 글로벌 웰니스 동향을 반영하여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신적, 정서적
웰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인 맞춤형 웰니스 패키지를 제공하여 해외 웰니스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Saeed et al., 2019). Kim(2019)은 치유 관광 활동은 스트
레스, 정서, 활력 모두에서 치유프로그램 이전보다 활동 이후 긍정적으로 향상된다는 연구결
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건강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치유 관광에 대해 건강 관련
개념모델을 토대로 국내에 적용이 가능한 치유 관광 개념모형을 정립하였다. 질병에 대한 치
료 영역인 의료관광과 달리 치유 관광은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방식의 영역이라고 정의하고
대체의학적 측면에서 생물 정신 사회적 모델, 사회 생태적 모델, 웰니스 모델, 환경 건강 모
델을 중심으로 치유 관광에 적합한 모델을 정립하였다(Ki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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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웰니스 인식(Wellness Perceptions)

1. 웰니스 인식의 개념

인식(perception)에 대한 개념은 해석, 생각, 결정 등 실천과 관련이 깊으며, 자극을 받아
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Blazquez, Alexander, & Fung,
2020). 인식은 감각화된 지각과정을 통하여 받아들여지고 처리된 자극들을 인간이 능동적
해석을 통해 행동하여 태도를 정하도록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제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Vasil et al., 2020) 인간이 학습, 사고, 지각 등을 포함하는 인간의 능력으로서 기억이나
추론, 언어 등 여러 기능을 포함하는 정신과정으로 볼 수 있다(Heinrichs, 2020). 또한, 인
식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그것에 대하여 아는 인식 과정의 결과로서 넓은 의미는 인간
지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대상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즉 인간은 인식 활동을 통해 그들의 지식을 확장해 나가고, 새로운 의사결정 방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게 된다(Kang & Ganong, 2020; Venkatraman & Wittenbraker, 2020).
웰니스 인식의 토대 위에 출발점은 인간의 사회적 실천과 욕구이며, 인식의 발전 방향을 규
정하게 함으로써 인식은 직간접적으로 실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면서 인간의생활
과정을 의식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한다(김새한별, 2007).
신념체계이론(belief system theory)에서의 인식 또한, 특정 대상과 상황에 대한 선호 여
부를 나타내는 신념의 하위체계로 정의하고 있으며(Rokeach, 1973) 인식은 일시적인 선호
가 아닌 상대적 지속성을 지닌 지속적인 가치 지향이나 신념(태도)을 의미한다(Zhou &
Xiong, 2020; 최고은, 2015).
사회에 대한 지각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며 한번 변화가 인식되면 고정적인 사실로
인식되어 오랫동안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사
회적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고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Hochwarter et al., 2020;
Fürdei, 1992) 어떤 담론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읽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변화의 인식에 대한 논의를 웰니스에 적용하면 웰니스라는 객관적 실재에 대한 인식에도
사람에 따라, 상이하게 느낄 수도 있고,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 있어 웰니스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웰니스 행동에도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Dobson & Ziemann, 2020;
Greenaway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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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 인식을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과의 균형을 추구하며(Kumar, 2020). 그 과정
을 통해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으로(김진평, 2015)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안녕, 행복, 복지 등. 삶의 질을 강조하는 용어로 인식하고 있다(김민정, 김병
숙, 2005).
웰니스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조화롭고 안정된 상태 및 이를 지향하는 의식과 행동으로 개
인적 건강의 개념을 포함하면서 사회적 안녕감을 포괄하는 건강 지향적, 환경 지향적인 의미
로(이지영, 2005) 웰니스 삶의 스타일이나 라이프스타일 등을 포함하는 보다 확장된 개념이
다. 웰니스에 대한 의미와 개념에 대해 학자마다 다소 견해가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웰니스
의 중심이 건강을 함께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근접으로 의견 일치를 보인다(Nomaguchi &
Milkie, 2020). 즉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소비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trend)로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마음의 평안과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중시하
는 태도 및 라이프스타일의 가르치는 총체적인 단어로 안녕, 삶의 만족, 질병 없는 상태를 전
부 포함하는 포괄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Anspaugh, Hanrick, & Rosato,
1991).
웰니스에 대해 인식되고 있는 개념을 본인과 가족의 건실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물질적
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평안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Nomaguchi &
Milkie, 2020; 김민정, 김병숙, 2005) 있으며, 웰니스 관광에 대한 인식은 몸과 마음을 최
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웰니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최적의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Kunwar & Sharma, 2020).
웰니스에 대해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웰니스의 중심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추구
한다는 점에서는 보통 정도 의견은 일치한다(Nomaguchi & Milkie, 2020; 김민정,
2007). 웰니스 관광에 대한 인식은 몸과 마음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웰니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최적의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Kunwar
& Sharma, 2020).
웰니스 구성요인별 속성을 분석하였을 때 웰니스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
적, 영적, 직업적, 경제적, 환경적 웰니스 요인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으며(최문종ㆍ
손창식ㆍ김진수ㆍ하영미, 2016: Lothes & Nanney, 2020) 웰니스 관광에 대한 인식은
몸과 마음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신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영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최적의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Kunw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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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ma, 2020). 신체적 영역은 일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몸의 기능적 능력으로 몸의 생
리적인 상태를 가리키며 적정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고 몸에 해로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자
제하는 수준 정도로 볼 수 있다. 정서적 영역은 행복감,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등 인간이
삶을 지속하는 감정 상태이자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감정을 적절히 하고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외부의 환경과 조건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실패에 무너지지 않는 능
력이다. 지적 영역은 개인, 가족 등과 직업적 발전을 위하여 건강정보를 효과적으로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배운 지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포함하며 창조적인 정신적 활
동을 의미한다. 사회적 영역은 가족, 친구, 동료 등 사람들과 주위환경이 성공적으로 상호작
용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회적인 규범이 생활양식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질병의 회복과 재
활을 쉽게 한다는 것이다(Green, 2020; O' Donnell & Harris, 1994; 허향진, 홍성화,
2018).
<표 2-13> 웰니스 관광 인식의 구성요소
구분
신체적
영역
정서적
영역

웰니스 관광 인식의 구성요소
인체의 생리적인 상태를 가리키며 적당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
일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몸의 기능적 능력
건강, 건강식, 피트니스, 스파숍과 뷰티의 영역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감정 상태이자 감정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외부의 환경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실패에 무너지지 않는 능력
명상, 인생 상담, 스트레스 감소 등 자아 성장을 위한 영역
직업적 발전을 위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지적 영역

습득된 지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창조적이고 자극적인 정신적 활동
개인이 지속해서 발전을 추구하고 효과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사회적
영역

사람들과 주위환경이 성공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
사회적 규범이 생활양식에 영향을 주고 질병의 회복을 쉽게 한다는 것

자료: 허향진, 홍성화(2018) 연구자 재구성

최근에는 사회적 관심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에서도 관광 상품에 웰니스 요소들과 밀접한 신
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등에 높은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웰니스 중심의 관광 여건 조
성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자리하고 있다(Buckley, 2020; 장병주, 임상규, 김금영, 2012).
더욱 세밀히 웰니스 영역들을 살펴보면 신체적 영역은 건강, 건강식, 피트니스, 스파숍과 뷰
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적 영역은 명상, 스트레스 감소 등 자아 성장을 위한 영역 등
으로 다양한 콘텐츠들이 상품화하고 있으며 웰니스 관광 또한, 성장세를 하고 있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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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nell & Harris, 1994).
웰니스관광 인식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면 <표 2-13>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웰니스 인식을 ‘신체적‧정신적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심리적‧사회적 안녕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건강한 상태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웰니스 인식 구분

웰니스 인식을 웰니스 추구편익 요인, 지적 인식(intellectual perception), 심리적 인식
(psychological perception), 신체적 인식(physical perception), 사회적 인식(social
perception) 4개로 구분하고, 선호항목은 Likes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웰니스 속성에 따른
선호도 측정항목을 구성하였다.
<표 2-14> 웰니스 인식(Wellness Perception)에 대한 측정항목
구분

측정 항목

참고 문헌

1) 나는 배우는 것에 관심이 많다.
지적

(Intellect
ual)

2) 나는 지식을 넓히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3) 나는 교육이 더 나은 삶을 가져다준다고 믿는다.
4) 나는 세계관을 넓히기 위해 지적인 탐색을 한다.
5)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심리적

(psycholo
gical)

(physical)

사회적
(social)

Komppula(2010)
Voigt, Brown &
Howat(2010)

1) 나는 영적인 힘을 믿고 이를 통해 힘을 얻는 편이다.

Hiriz, Sidman, &

2) 나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있다.

D‘Abundo(2012),

3) 나는 삶에 대한 가치와 신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Medina-Muñoz &

4) 나는 매일 성취하기 위한 생활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한다

Medina-Muñoz(2013)

5) 나는 상처받은 후에도 쉽게 회복한다.

Choi, Kim, Lee &

6) 나는 일상생활에 보람과 기쁨을 느끼다.

Hickerson(2015)

1) 나는 운동을 계획적으로 한다.
신체적

Pesonen &

2) 나는 일주일에 최소 3회, 약30분 이상 운동을 하다.

3) 나는 격심한 운동을 할 때 준비운동을 철저히 한다.

Dimitrovski &
Todorović(2015)
한지숙(2014)
한지숙·김영국(2015)

4) 나는 지방 음식의 섭취량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

김회숙・송영숙・권소희

5) 나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의사를 찾는다.

(2016),

1)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김진옥·이충기(2017)

2) 나는 협상과 관용을 통해 사람들과의 갈등을 처리한다.

이진의·김남조(2016)

3) 나는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나 신년에 대해 관대하다.

허향진·홍성화(2018)

4) 나는 어려움을 쉽게 극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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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웰니스 인식(Wellness Perception)에 관한 연구 동향

관광산업은 경제 사회적 효과성과 성장성 등으로 국가 핵심 전략사업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으며 최근 웰니스라는 키워드는 사회 전반적인 현상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소득, 교
육, 의료수준 향상 등에 따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과 함께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창출함과 동시에 다양한 소비시장과 전략적인 접목을 통해 상품화하고 있다.
웰니스는 융‧복합 산업으로서 건강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의 증가, 질 높은 삶의 추구와
균형적인 삶의 양식에 대한 욕구증대, 세계적 고령화는 웰니스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하면서
개개인의 건강과 행복 추구는 사회적 비용 감소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웰니스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정책적인 목표가 되고 이러한 추세는 관광 분야에서 또 다른 시장성
및 성장 가능성이 큰 관광시장인 웰니스관광 성장세를 구축하고 있다(Csirmaz & Peto,
2015; 김병헌, 2016)
허향진, 홍성화(2018)는 제주 검은 오름 트레킹 방문객들을 통해 웰니스 인식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건강증진을 위한 여가활동과 균형 잡힌 삶을 추구
하는 활동들은 웰니스 인식에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향후 웰니스 관광 및 웰니스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김수정(2015)은 웰니스 체육 태권도장 지도자의 웰니스 인식 연구를 통해 생활체육지도자
들의 웰니스에 대한 인식된 상태를 온전히 끌어내기 위해 웰니스 인식에 대한 3개의 상위주
제와 4개의 하위주제로 첫째, “지도자들의 다양한 웰니스 인식” 이며, 그에 따른 하위 주제는
“인식의 차이”(바른 인식과 잘못된 인식)이다. 둘째, “현장 지도자의 웰니스 활동”으로 하위주
제는 “동호회 활동과 개인 운동으로 자기만족을 얻는 사례”, “식습관이나 약품을 통한 자기만
족”이다. 셋째, “자각하는 웰니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으로 결과를 추출하였다.
손은미 외(2016)는 관광객의 웰니스 인식이 호텔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평가와
호텔 레스토랑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첫째, 고객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은 신체 환경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둘째, 물리적 환경의 평가는
고객의 행동 의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셋째, 사회적 건강은 아니지만, 고객의 정
서적 및 인지적 건강은 고객의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추출하였다.
조현철, 조영득, 서연희(2013)은 대학생들이 운동참여가 웰니스(Wellness)인식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모 대학 재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총 523부의 설문 통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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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건강영역은 운동참여 빈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회적 건강은 운동참여 시간이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신적 건강은 운동참여 빈도와 운동참여 시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지적 건강영역에 대하여 운동참여 빈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서적 건강영역에서는
운동참여 빈도와 운동참여시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에게 잘못된 생활
습관(흡연, 음주, 불규칙한 식습관 등)은 건강을 해치고 다양한 건강 관련 교육정책이 시급하
다는 분석 결과를 추출하였다.
전승범(2006)은 전주지역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수강하는 60대 노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지적‧ 정서적 건강영역으로 구분하여 ‘한국인
의 웰니스에 대한 생활양식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노인들의 웰니스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노
인들이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인 대상 건강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과 건강에 관련된 관심을 높이고 생활양식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노인들의 웰
니스 인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채동렬, 감지혜(2016)은 웰니스 관광객들이 추구하는 활동 및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
해 웰니스관광 상품을 세분화 및 최근 트랜드를 정리하였다. 첫째, 웰니스 산업은 점차 대중
화될 것으로 웰니스 상품가격의 다양성과 시장규모의 확대는 급속한 진행과 함께 대중화를
촉진하고 둘째, 웰니스산업 콘텐츠와 범위가 다양해지며, 웰니스 관광객은 더 특별한 형태의
웰니스를 추구하면서 지역의 특성과 고유문화, 자원이 웰니스 상품과 서비스의 원천으로 반
영할 때 기존의 웰니스와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웰니스 산업으로 등장할 것으로 판단하였
다. 셋째, 정신적․정서적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단순한 휴양에서 배움과 인간관
계 및 사회적 기여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넷째, 항노화와 미용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
면서 웰니스 관광과 의료관광의 개념적 정의와 경계가 모호하지만, 의료서비스의 발전과 젊
음을 유지하고 가꾸는 다양한 방법과 기술이 웰니스 산업에 빠르게 적용될 것으로 분석하였
으며 다섯째, 직장(업무환경) 웰니스의 개념 또한 더욱 확대되어 웰니스가 특별한 기간, 특별
한 장소로부터 일상생활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지영(2005)은 웰니스 활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통계학적
변인, 웰니스 인식, 웰니스 수준,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웰니스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손영진(2007)은 외식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웰니스 수준과 웰니스 활동을 이용하여 레스토랑 선택속성과 구매 후 관광객인
만족도 및 웰니스에 대한 실천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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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금(2011)은 실버 소비자의 건강기능 제품 만족도를 결정하는 소비 전 단계의 여러 가지
만족 요인이 소비자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권향숙(2010)은
웰니스 생활 태도 및 백화점 메뉴선택속성의 차이를 검증하여 연령층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
득이 높을수록 웰빙 생활 태도의 수준은 높게 나타났고, 건강식 선택속성의 메뉴 및 영양 가
치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제3절 웰니스 관광 추구편익(Benefit Soughts)

1. 추구편익(benefit sought)

추구편익(benefit sought)은 인지된 가치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필요나 욕구로
서 관광 활동 시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의 평가라고 정의되고 있다
(Dolan, Seo, & Kemper, 2019). 이러한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편익의 묶
음(bundles of benefits)은 상품의 속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소비자 혹은 관광객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에 따라 느끼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Wu et al., 2019). 유형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되어 관광객들은 속성과 편익을 정상적으로 기대하고 있듯이,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느끼고 추구하고자 하는 물리적 속성들은 모두가 편익이며 타 경쟁 관광지와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Dwyer, Forsyth, & Dwyer, 2020).
최근 추구편익 변수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국내외 관광객 대상의
축제, 골프장, 생태, 와인, 헬스(Health), 주제공원, 컨벤션, 관광가이드, 농촌 분야 등 다양
한 연구가 진행(Hall & Williams, 2019)되었으나, 웰니스 관광지 방문객 대상의 국내 연
구는 주로 관광 동기, 인식, 관리, 관광 자원화, 태도, 개발 영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추구 편
익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추구편익은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얻는 것 중에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
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서비스만 사는 것이 아닌 편익의 패키지
를 구매하고 제품을 사용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Kaser & Oelkers,
2015).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지식의 일환으로서 특정 상품의 특정 성질(attribute)과 관
련되어 어떤 사실, 책임, 필요성 따위를 체험하여 느끼게 되는 요구(need)나 욕구(wan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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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품의 사용으로부터 관광객들이 원하는 주관적 보상(subjective reward)이라고 하고
있다(Golio, 2020).
관광객의 욕구와 필요를 잘 보여주는 추구편익의 개념은 시장세분화의 특성으로 그 유용성
이 확인하고 마케팅과 관광객 소비자가 목적지 결정에 사용되었다(Su, Lian, & Huang,
2020). 웰니스관광 분야에서도 추구편익을 통한 시장세분화는 관광객들의 욕구와 필요성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로 이용되고 있다(Chen, Cheng, & Kim,
2020).
추구편익은 다른 기준과는 달리 표현적인 요인보다 인과적인 요인에 기초한다. 편익은 사
람들이 왜 구매하며, 그들이 목적, 바라는 상품, 동기와 구매유형 간에 존재하는 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미래 관광소비자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Jernberg,
Eklund, & Roman, 2020). 또한, 델파이 기법에 따른 접근법, 심층 인터뷰법, 정량적인
연구 등 여러 연구기법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으며 관련된 다른 세분화 기준 또는 변수들과
연결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Niermeyer & Suchy, 2020). 그 외에도 추구편익
의 개념에 대하여는 <표 2-15>와 같이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하여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
다.
<표 2-15> 추구 편익(Benefit Soughts)의 개념
구분

내용

Bergier
(1981)

편익에 대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의미하는 지급 의사이며, 이러한 가치와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유익한 결과라고 정의하였다.

Peter &
Olson
(1987)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지식의 목적으로 제품의 속성의 주관적, 필요나 욕구를 의미하며,
제품의 사용으로부터 소비자가 원하는 주관적인 보상을 시행하다,

Drive
(1990)

추구 편익이란 첫째는 가치를 의미하는 총 지급의 사이며, 두 번째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의 유익한 결과를 획득하였다.

백용창․고호석
(2000)

추구 편익은 관광객들이 상품에 대한 상식의 일환으로서 제품의 속성과 관련되어 주관적으로
필요나 욕구를 의미로 나타났다.

김상훈‧강지윤
(2005)

추구 편익은 소비자가 특정 상품으로부터 기대하고 추구하는 욕구충족 효과가 있다.

오흥철‧전보람
(2008)

‘제품’의 속성보다 소비자에게 친숙함을 주는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마케팅 전략에
더 적합하며, 인구 통계적·지리적·라이프스타일 변수들보다 관광객의 행동을 더 잘 예측하였다.

출처: 연구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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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 편익에 따른 시장세분화는 최근에 대중 시장(Mass Market)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
며, 소비자들은 나름 차별화된 욕구와 선호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의 욕구를 공통으로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제품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은 점점 더 작은 집단
으로 세분된다(Roos, 2020). 사람들은 각각 욕구, 선호도, 소비자 행동에도 차이가 있고,
시장의 성장과 경쟁의 격화, 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제품의 출시, 소득의 증가와 제품 소비에
대한 경험의 증가 등으로 소비자 욕구는 더욱 다양화, 세분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의 욕구를 세분화하여 나갈수록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그에 따른 경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소비자 욕구의 더욱 정확한 충족과 비용의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
하려는 방안이 바로 시장세분화이며, 동질적인 욕구를 갖는 소비자들을 찾아내어 규모의 경
제성을 높일 수 있는 크기의 집단으로 묶어, 차별화된 소비자 욕구충족과 동시에 마케팅 경제
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이다(Kim & Phua, 2020).
지금까지 유형적 제품을 마케팅하는 관리자들에 의하여 오랜 세월 동안 가장 유용하면서도
기본적인 마케팅 개념으로 애용되어 오고 있는 시장세분화는 관광시장을 일정한 기준을 적용
하여 욕구가 비슷한 몇 개의 세분 시장으로 나누는 것이다(Su, Li, Chen, & Zeng, 2020).
시장세분화의 주요 접근법을 살펴보면 <표 2-16>과 같이 소비자 특성과 소비자 반응으로 구
분하고, 소비자 특성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 심리 행태적 변수, 지리적
변수가 있고, 소비자 반응에는 추구편익 변수, 사용량 변수, 촉진반응 변수, 충성도 변수 및
서비스 변수가 있다(Lemaire, Park, & Wang, 2015).
<표 2-16> 시장세분화(Segmentation)를 위한 주요 변수
인구통계와 사회·경제
소비자 특성

심리 행태
지리

서비스 시장세분화
(Service Market
Segmentation)

추구 편익
사용량
소비자 반응

촉진반응
충성도
서비스

출처: 이상환·이재철(2008). 서비스 마케팅에서 연구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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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추구편익 변수는 소비자들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편익은 서로 틀릴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시장을 세분화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특징을 가진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사는가에 초
점을 맞추는 심리 행태적 세분화와는 구별된다(Atorough, 2020). 은행의 경우 <표 2-17>
과 같이 은행 자신의 특성이나 능력을 고려해 세분 시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
여 특정 부문에서의 명성을 얻을 수 있다.
<표 2-17> 편익(Benefit)에 의한 은행시장 세분화
구분

신분 추구자

추구 편익

o 신분 인정
o 간편한 융자
o 현대적 은행

인구통계적
특성

o
o
o
o

생활양식
시장규모

젊음
고소득
화이트칼라
주택은 전세

o 쾌락적
o 신용 지향적
o 위험 추구
20%

전통주의자
o 평판이 좋은 은행
o 완전한 서비스
o 투자와 관련된 대출
o
o
o
o

특정 지역 거주자
장년층
자택 소유
고소득이거나
가처분소득은 낮음

o 저축형
o 미래지향적 가치관
35%

편리 추구자

알뜰 이용자

o 완전한 서비스
o 친절한 서비스
o 편리성(시간적,
입지적)

o 저축에 관심
o 대출이자나 예금
이자에 관심

o 고객 집단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

o 노년층
o 자택 소유
o 평균적으로 부유한 편

o 저축형
o 미래 지향적
o 활동적

o 사려 깊음
o 신중

30%

15%

출처: 이상환·이재철(2008). 「서비스 마케팅」

2. 웰니스 관광 추구 편익(Benefit Soughts)

추구편익은 관광객들이 상품에 대한 상식의 일환으로서 상품의 속성과 관련되어 소비자가
느끼게 되는 요구나 필요를 말한다. 추구 편익이 관광 분야에 적용된 연구는 국제관광 편익을
마케팅적 의미에서 분석한 이후로 여행목적지 선택의 차이, 만족도 차이, 인구통계학적 혹은
여행의 특성 차이 구별, 관광시장 세분화 기준으로서 추구편익 세분화의 유용성 검증, 축제
및 이벤트 참가자들의 추구편익, 호텔시장 추구 편익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Kim &
Kim, 2020).
국외에서는 마카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유산형’, ‘카지노형’, ‘기타형’ 3개
의 시장세분화로 분류됐으며, 각 시장 세분별 비교를 통한 마케팅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So et al., 2012). 미국, 캐나다를 방문 또는 방문계획이 있는 일본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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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서는 자연 및 환경, 지식 및 오락, 역사와 문화, 야외활동, 가족 및 휴식, 일상탈출,
가치, 라이프스타일 등의 추구편익 요인이 도출되었다, 추구편익을 이용해 시장세분화 한 결
과 ‘자연추구형’, ‘일탈추구형’, ‘가족친화형’ 3개의 세분화 시장이 제시되었다(Lehto, Li, &
Zhou, 2017). 국내에서도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6개의 추구 편익을 이용하여
시장세분화를 하였으며 그 결과 휴식 추구시장, 동반자 지향시장, 소극적 편익추구시장, 체험
추구시장, 자연경관 시장의 결과를 추출하였다(Kim et al., 2004).
관광 경험 때문에 인지된 편익은 관광마케팅 전략을 위해 유용한 시각을 제공하며 편익변
수를 이용한 시장세분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 변수인 연령, 소득, 성별 변
수들과 관광객들의 추구편익 간의 관계와 방문지역, 방문 시기, 체제 기간, 이전 방문경험,
방문횟수에 따라 추구편익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Guttentag, Smith, Potwarka, &
Havitz, 2018).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시장을 개척하고 광고전략을 다루는 데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분화(segmentation) 방법은 소비자의 가치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구편익
항목인 가격, 품질, 국가 이미지, 지역 이미지, 비행시간, 기후, 식사, 호텔 수준, 해변 휴양
시설 중에 대한 관광객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 웰니스 관광 상품을 포함하는 모든 웰니스
관광 상품의 마케팅 전략에 위의 요인들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Hwang et al, 2020). 추구편익(benefit sought)은 소비자가 제품 속성에 관련되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필요(wants)나 욕구(needs)를 나타내며, 제품의 사용으로 얻고자 하
는 주관적 보상(subjective reward)을 의미한다(Schifferstein, 2020).
그 외 웰니스 관광 추구편익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은 <표 2-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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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웰니스 관광 추구 편익(Benefit Sought) 연구 동향
연구자

추구 편익 항목

신미영
(1992)

안락함, 진보의 기회제공, 문화적 경험, 한국인의 친절성, 혼잡하지 않은 휴식처, 스포츠
관광자원의 매력, 단조로운 일상에서의 도피, ,저 스포츠 시설의 다양성, 숙박 시설,
여행안내 정보, 감정 신선도, 모험, 자연경관, 전통문화의의 보존, 기후, 친지 방문,
여행경비, 권유 의사, 전통문화예술과의 접촉, 쇼핑의 정도, 지식습득, 한국여행계획의
신중성, 국립공원시설, 교통 접근성, 도시의 청결성, 재방문 의사.

이영관(1993)
Shoemaker
(1994)

Sheauhsing
(1994)

신동일
(1995)

오수경
(1995)
이애주
(1998)
Elizabeth
(1999)
Jang et al.
(2002)
Frochot
(2003)
Sirakaya et al.
(2003)
홍성화·부석현
(2006)
이민수·박덕병·
윤유식 (2006)
이후석·오민재·
맹창호(2010)
Almeida et al.
(2013)
박득희·정희진
(2014)

가격, 품질, 방문지역의 국가 이미지, 방문지역의 이미지, 비행시간, 기후, 식사, 호텔
수준, 해변 휴양시설.
휴식할 수 있는 장소, 지역주민의 친절성, 접근성,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자신을 풍성하게
함), 낮은 범죄율(안전), 좋은 산악지형, 교통 훈장이 없음, 목적지의 지명도, 볼거리 할
거리가 많음, 유명한 도시, 좋은 식사(멋진 식당), 오락과 스포츠 기회,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대우, 목적지의 환경, 비용에 대한 가치, 밤 활동과 재미가 풍부.
새롭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경험, 새로운 음식 경험,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여행,
느낀 대로 자유롭게 행동, 가족과 함께, 흥미가 같은 사람을 만남, 외국 목적지를 경험하고
방문, 귀가 후 이야깃거리, 스포츠 참가, 스포츠관람, 오락과 유흥, 가능한 많은 것을 봄,
자신의 재발견, 친구나 친지 방문, 신체적 활동, 바쁜 일로부터 변화, 어떤 것도 하지 않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식을 넓힘, 호화스러운 경험, 일상으로부터 탈출,
저렴한 가격, 높은 지명도, 포장과 용기, 다양한 상품 종류, 한국이 원산지, 상품의 희귀성
및 신비감, 여행의 기념 거리 및 추억, 타인에게 선물, 부작용 없음, 건강에 좋음, 미용에
좋음, 무공에 제품, 매장의 분위기, 판매원의 친절성, 신뢰할 수 있는 상품.
일상적인 가정환경에서 탈피, 늘 해오던 일에서 탈피, 새롭고 모험적인 경험, 새로운 사람
만남, 생활의 실질성과 방향을 설정,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에서
만족 경험, 잠시라도 도시탈출, 관광지 지역주민과 접촉, 휴식,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기
위해, 라이프 경험, 스포츠활동, 찍기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쇼핑
쇼핑 시설, 음식, 친절함, 요금, 경치, 휴양, 역사·문화, 해상 스포츠, 골프·테니스, 오락,
숙박 시설
접근성, 안내체계, 가격, 정보, 삶의 전통 방법, 문화와 역사를 배우기 위해, 건축과 기념물,
문화 및 민속이벤트, 지역(농촌)의 삶을 알기 위해, 유흥 및 야간시간을 줄김, 사회화의
기회, 가족이 함께는 기회, 스포츠의 기회, 평화롭고 조용한 환경, 오염되지 않은 환경
자연환경 및 체험, 안전, 날씨, 유흥과 오락, 야외 활동, 동반자 친목, 가치, 역사문화 체험
등 31개 변수
모험, 일탈, 문화 경험, 자연 활동, 휴식, 농촌 생활, 자연매력 등 13개 변수
자연, 가족애, 문화체험, 일탈, 교육, 문화 경험과 지식, 라이프스타일 등 30개 변수
스트레스 해소, 건강증진, 관광 경험, 자연경관 감상, 오락, 낭만과 향수 추구 등 14개 변수
야외활동, 자연경관, 문화기념품 체험, 지역특산품 추구, 품격추구 등 26개 변수
일상탈출, 신체적 활력, 접근 편리, 문화 경험, 호기심, 지식습득, 자연경관 등 18개 변수
자연 휴식, 가족 친화성, 교육 활동, 비용, 체험활동, 축제, 날씨, 미식 등 19개 변수
일상탈출, 활력, 자연의 매력, 탐험 심, 문화체험, 즐거움, 관광지 방문 등 18개 변수

출처: 선행연구 참조 연구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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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웰니스 관광 추구편익(Benefit Sought) 연구 동향

추구편익은 관광시장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관광 상품을 분류하여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편
익이 무엇이며, 그러한 편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속성에 속하고, 나아가서는 각각의
추구편익을 소개해 주고 있는 특정 상품들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Loebnitz &
Grunert, 2018). 추구편익을 이용한 관광시장 세분화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관광시장의 특
성에 따라 관광시장의 추구편익을 구분하고 있다. 북미대륙을 여행하는 일본인 관광시장의
추구편익은 자연과 환경, 지식과 오락, 역사와 문화, 야외활동, 가족과 휴식, 탈출, 가치, 라
이프스타일의 8개 요인을 추출하였다(Du Cros & McKercher, 2020).
농촌 관광객의 경우는 실외, 전원, 휴양, 스포츠의 4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Seaman et
al., 2019). 제주 관광객의 추구편익은 체험활동과 가치, 휴식과 재충전, 자연경관과 서비
스, 특색 있는 지역문화, 동반자와의 시간의 5개의 요인으로 도출하였다(김경호 외, 2004).
포도주 관광시장의 추구 편익은 사교성, 와인 지식습득, 식문화체험, 레크리에이션, 향유의 5
가지로 구분하였다.
웰니스 관광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단순화하거나 높은 소득을 삶의 질과 교
환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움직임과 연관하며, 웰니스 관광과 연관 있는 또 다른 현상
은 로하스(LOHAS, the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운동으로, 사람들이
소비 결정을 내릴 때 자신 개인의 건강을 고려할 뿐 아니라 환경, 지역 사회 및 사회 정의의
건강까지 고려하는 새로운 생활습관으로 만들어간다(Pícha & Navrátil, 2019). 개인화
(individualisation)에 따른 소비 행위와 관련하여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제품을 찾는 동시에 균질화된 대량소비를 지양하는 특성을 보여 맞춤화된 제품과 서
비스를 요구한다.
최근 관광 업계는 대중 관광(mass tourism)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여행과 틈새 관광에 호
의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De Bellis & Johar, 2020). 웰니스 관광은 다른 관광 보다 특히
더 개인과 자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관광유형이다. 특히, 전체론적인 웰니스를 추구하는 관광
객들은 진정한 자아를 찾고자 하며, 자아 탐구를 위한 관광 활동에 일반적인 관광명소 방문
및 활동적인 관광 경험보다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Smith &
Diekmann, 2017).
본 연구에서 웰니스 관광 추구편익이란 관광시장에서 관광객들 개개인이 주관적인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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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느끼게 되는 특정 관광목적지나 관광 상품에 대한 필요성이나 욕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선행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웰니스 관광 추구편익 요인은 <표 2-19>와 같다.
<표 2-19> 웰니스 관광 추구 편익(Benefit Sought) 요인
구분
(항목 수)

측정항목

참고문헌

1) 내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
2) 내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3) 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육체적 건강
Physical
health

4) 운동을 하기 위해
5) 근육의 톤을 향상하기 위해
6) 내 신체적 건강을 향상하기 위해
7) 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8) 내 몸무게를 조절하기 위해
9) 활동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1) 나의 걱정과 근심을 떨치기 위해
2)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Woodsi de & Jac
obs(1985)

3)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Gitelson &

자존과

4) 평온을 경험하기 위해

재확립

5) 나 자신을 부정적인 사건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Kerstetter(1990)

6) 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Loker & Perdue(1992)

Self-esteem
re-establish

7)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
8) 내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9) 모든 감각으로 경험을 즐기기 위해

탐닉
Indulgence

Leary(2006)

2) 다른 사람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Graham Brown, Gary

3) 나 자신을 마음껏 풀어놓고 망가지기 위해
4)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에 방문기를 말하기
1) 나의 명상 경험을 깊게 하려고
2) 명상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Transcend
ence

3)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4)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기 위해
5) 나의 내면을 찾기 위해
6)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위해

휴식
Escape

Lee, Morrison &

1) 내가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위해

5)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초월성

Shoe maker. S. (1994)

1)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
2)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3)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나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출처: 연구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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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at(2011)

4. 웰니스 관광 추구편익(Benefit Sought) 연구 함의

추구편익 세분화를 통하여 관광객은 어느 집단 또는 어느 세분화가 어떤 종류의 상품을 원
하고 어떤 편익을 추구하려고 하는가를 파악하는 데 관심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함
으로써 웰니스 관광마케팅에서 가장 효과적인 광고와 촉진전략들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정확한 목표시장을 선정하는 것은 시장에서 유일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의 그룹들이 있다
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며, 만약 상품들이 시장에서 더 작은 세분화의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제조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광범위한 매력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는 상품을
단순히 고안해 낸다는 그것보다는 훨씬 큰 웰니스 관광객의 만족이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Wang, Xu, & Huang, 2020). 이처럼 세분화 전략을 이용하고 있는 마케팅 경영자는 잠
재적인 고객들이 웰니스 목적지 호텔이나 식당 등을 찾고 있는 이유를 알고자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한 이유에 합당한 편익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은 적절
한 마케팅믹스의 개발을 통하여 행해지고 있다. 또한, 시장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다음과 같
이 세분될 수 있다(Dwyer, Forsyth, & Dwyer, 2020).
첫째, 웰니스 관광객 특징 분석에 의한 시장세분화 방법으로 관광객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관광객 특징들에서 유사성에 의하여 집단들로 구분된다. 그 후에 집단들 사이에 있는 차이
점들은 행동적 차이점들과 관련되어 있다. 관광객 특징들은 두 가지로 구별되고 있다. 성별,
연령, 생활주기에서의 단계, 라이프스타일 또는 개성과 같은 일반적 특징들과 태도, 의견, 인
식과 선호들과 같은 상황에 특이한(Situation-Specific) 관광객 특징들이다(Rogerson,
2020).
둘째, 웰니스 관광객 반응 분석에 의한 시장세분화 방법으로 관광 상품과 서비스들의 공급
에 대하여 행동적 반유사성에 기초를 둔 집단들로 관광객들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집단들
사이에 있는 차이점들은 일반적인 것과 목표와 상황에 특이한 관광객 특징들과 관련되어 있
다(Arah, 2014).
셋째, 웰니스 관광객 특징과 관광객 반응을 동시에 분석하는 시장세분화 방법은 세분화 연
구에서 주된 흐름은 제품과 서비스들의 공급에 대하여 행동적 반응과 관광객 특징들 사이의
관계에 기초를 둔 관광객을 집단들로 나누고 있다(Luo & Deng, 2008).
각 접근에서 관광객 특징들은 관광객 반응들을 설명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관광서
비스에 대한 시장 기회분석과 세분화 시장을 파악한 후 적정한 관광시장 세분화 전략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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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웰니스 관광시장을 대상으로 같은 관광서비스를 가지고 마케팅을 수행하는
전략이다. 즉 관광시장의 구매동기, 구매 습관 등이 같다는 전제하에 대량생산, 표준화 등을
강구 해야 한다(Priilaid, Ballantyne, & Packer, 2020).
한편 추구 편익을 기준으로 한 시장세분화 연구는 Haley(1968)에 의해 처음 수행되었다.
첫째, 다른 세분화 접근방법들이 기술적 요인(descriptive factor)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반
면에 편익 세분화는 인과 요인(casual factor)을 기준으로 사용하므로 소비자들의 미래 구매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편익 세분화는 효과적인 광고 문안을 만들고 광고전략
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편익 세분화는 소비자들이 제품에서 추구하는 편익을 기
준으로 세분 시장을 구분하므로 제품 변경이나 신상품 개발 중에 필요한 직접적인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넷째, 편익 세분화는 다른 접근방법으로는 잘 해결할 수 없었던 각 세분 시장 내
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뚜렷이 나타내도록 구분할 수 있다. 다섯째, 편익 세분화는 인구통계학
적·심리 분석적 변수 등 다른 세분화 기준변수들과 연계시킴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다.
편익 세분화는 소비자가 주장하는 편익의 다른 부분에는 전혀 다른 의도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편익으로 세분화를 하면 지나친 세분 시장으로 나눌 우려가 있고 또한
세분 시장에 포함되지 않은 소비자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Taylor-West, Saker, & Champi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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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웰니스 관광객 유형별 세분화를 하기 위해 FIMIX-PLS(Finite Mixture
Partial Least Squares)를 활용하여 연구하고, 선행연구에서 웰니스 관광객에 따라 구분된
웰니스 관광 활동별 세분화에 대한 관광객의 웰니스 추구편익과 인식에 따라 관광객의 웰니
스 활동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를 위한 설문지조사 설계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문헌 고찰을 통하여 웰니스 연구의 주제에 대한 개념 체계를 정
립하였다. 그리고 추출한 항목을 기반으로 설문에 응답한 속성과 변수는 내용 타당성 담보를
위하여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웰니스 인식 20
문항, 추구 편익 32문항, 웰니스 활동 18문항 기반으로 설문 607부를 수집하여 통계분석 중
사회 과학 분야에서 널리 통용되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23.0 Version”을 통하여 탐색적
요인을 분석하고 웰니스 요인 4개 요인과 웰니스 추구 편익 5개 요인, 웰니스 활동 5개 요인
을 추출하였다.
두 번째, 탐색적 요인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G*POWER 3.1”로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근래
에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활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Smart PLS 3.2.8”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과로 3개 세분화를 추출하고, 이에 따라 이를 웰니스 관광 활동의 실정에 맞는
웰니스 관광의 목적 요소들과 결합하여 현실 활용이 가능한 웰니스 관광목적지를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추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Smart PLS 3.2.8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추출
한 데이터로 SPSS 23.0 Version으로 확인적 요인을 분석하고, ‘건강을 지향하는 군집’과
‘스포츠를 지향하는 군집’ 그리고 ‘자연을 지향하는 군집’ 3가지를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 세분
화 간의 신뢰도 및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각 세분화 분포마다 가중치를 부여한 이유는 모든
분포가 같은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표마다 신뢰도가 다양할수록 모든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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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으며 이는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 모형

* FIMIX-PLS(Finite Mixture Partial Least Squares)
출처: 연구자 작성

위 연구 모형은 웰니스 인식과 추구 편익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기초로, FIMIX PLS 분석
을 시행하기 위해 웰니스 인식 4개 요인과 추구 편익 5개 요인을 종속변수로 웰니스 활동 5
개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FIMIX PLS Segmentation 분석을 시행하여 웰니스 관광
세분화 따라, 웰니스 관광객 활동의 취향과 체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FIMIX-PLS 분석기법

1) FIMIX-PLS 기법 소개 및 적용절차
FIMIX-PLS(유한 혼합 부분최소제곱, Finitive Mixture-Partial Least Squre)는 세

- 53 -

분화 연구분야 가운데 인구, 심리, 행동 등과 관련된 변수분석에 주로 활용되며 PLS-SEM
(부분최소제곱구조방정식, Partial Least Squre–Structure Equation Model)에서 가장
유용한 잠재적 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은 전체 모집단이
그룹별 밀도 함수의 혼합이라고 가정을 하고 회귀 프레임워크에서 각 그룹(Group in a
Regression Framework)의 전체 혼합 분포(Mixture Regressions)와 추정 매개 변수(경
로계수)를 분석하였다. [그림 3-2]는 FIMIX-PLS가 분리하려는 mixture 분포의 예를 보
여주고 있다.
[그림 3-2] Mixture 분포

A: 세그먼트 별 분포( segment- specific distribution)

B: mixture distribution

출처: Henseler et al,(2016).

이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 FIMIX-PLS 접근법은 두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는 표준 PLS-SEM 알고리즘을 전체 데이터 세트에서 실행하여 모델의 모든 잠재적 변수의
점수를 얻어내는 것이다. 이 분석은 Smart PLS 3과 같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
로 수행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산출된 잠재 변수 점수를 믹스회귀분석(Mixture
Regression Analyses)을 통해 그룹으로 확률적으로 분류하고 각 내생 잠재 변수의 평균과
분산을 설명하는 회귀 모델을 추정하였다. FIMIX-PLS는 구조적 모델에서만 발생하고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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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그룹마다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FIMIX-PLS의 체계적인 적용은 4단계 접근
방식을 따른다.
〔그림 3-3〕 FIMIX-PLS 적용을 위한 체계적 절차

출처: Hair et al,(2015)

FIMIX-PLS 절차 실행 1단계는 알고리즘 설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
FIMIX-PLS의 모형 추정은 믹스 형태의 군집 모형의 모수 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과 최대사후확률(Maximum A Posterior, MAP)을 주로 사용하였다.
ML과 MAP 방식에서 요구되는 우도 함수(Log-likelihood)는 각 모형의 확률밀도함수로부
터 구해지며 Bayesian MAP 추정값은 Log-Posterior 분포를 최대화하는 수의 값을 선택
하게 하였다.
모수 추정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최대추정(Expectation
Maximization, EM) 알고리즘이 주로 이용되고 있었다. 믹스 형태의 모형은 또한 최적의
세분화 개수를 통계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믹스 형태 분포의 하위분포는 몇 개인지 파악할
수 없으므로 세분화 개수를 확장할 때마다 설명력이 유의하다고 가정하고, 세분화 개수를 확
장하였지만, 설명력이 유의적으로 높게 증가하지 않거나, 세분화 개수를 확장하는데 사용한
모수에 비해 설명력이 적어서 세분화 분석을 할 필요가 없을 때 최적의 하위분포 세분화 수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세분화 개수가 증가했을 때 오히려 설명력이 낮아진다면, 낮아지
기 직전의 세분화 개수가 최적의 개수가 되는 것이다. 이때 주로 이용하는 통계치는 아카이케
의 통계 기준(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AIC), 베이지안 정보 기준(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그리고 일관된 Akaike 정보 기준(Consistent Akai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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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riterion, CAIC) 등이다. AIC과 BIC 통계량은 세분화 개수가 증가함에 따
라 감소하고, AIC와 BIC 값이 작을수록 모델적합도(Goodness-of-Fit)는 높아진다. 이와
같이, BIC 감소 폭이나 환원 실수(Reduction error) 등으로 적정세분화 개수를 판단할 수
있는데 세분화에서의 우도 함수(log-likelihood)값으로 나타났다. 이 값은 각 모형이 특정
세분화 개수에서 얼마만큼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인지 다시 분석할 수 있었다. 즉, 세분화 별,
세분화 크기별로 값을 계산한 후 AIC, BIC 값을 계산하게 된다. <표 3-1>은 선택된 정보 기
준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FIMIX-PLS와 관련하여 그 성능을 정리한 것이다.
<표 3-1> FIMIX-PLS에서 선택된 정보 기준 및 성능
약자

기준명

FIMIX-PLS의 성능

AIC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아카이케의 정보 기준)

. 약한 성능
. 세그먼트 수를 과대평가하는 경향
. 합리적인 분할 솔루션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데 사용
할 수 있음

AIC3

Modified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with factor 3
(수정된 Akaike의 정보 요소 3의 기준)

. 세그먼트 수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CAIC 및 BIC와 함께 잘 작동함

AIC4

Modified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with factor 4
(수정 된 Akaike의 정보 요인 4의 기준)

. 좋은 성능
. 세그먼트 수를 과대, 과소평가하는 경향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베이지안 정보 기준)

. 좋은 성능
. 세그먼트 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
. AIC3과 공동으로 고려해야 함

Consistent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일관된 Akaike 정보 기준)

. 좋은 성능
. 세그먼트 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
. AIC3와 공동으로 고려되어야 함

CAIC

MDL5

Minimum description length
with factor 5
(최소 설명 길이 요인 5)

. 약한 성능
. 세그먼트 수를 매우 강한 과소평가 경향
. 하한 결정에 사용할 수 있음

출처: Hair et al,(2015)

2단계는 세그먼트(segment) 수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FIMIX-PLS를 적용할 때의 근본
적인 문제는 데이터에서 보유할 그룹 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 결과 얻어진 세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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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수는 분석 결과의 기반이 되므로 적절한 수의 세그먼트 수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PLS-SEM은 데이터에서 보유할 세그먼트 수를 정보 기준에 의해 도출하는데 모델의 적합도
와 매개 변수 수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적합성을 얻어낼 수 있다. 정보 기준은 특정 값 범위
내(0과1 사이)에서 값이 작을수록 세분화 솔루션이 더 좋으며 임의로 설정된 FIMIX-PLS
알고리즘(Algorithm)의 시작점에 따라 기준이 수백 또는 수천의 값을 가질 수 있지만 각 기
준의 값을 여러 솔루션에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 기준의 값은 교대로 세그먼트
수가 있는 여러 솔루션을 조사하고 특정 정보 기준을 최소화하는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 광범
위한 데이터 및 모델 분석의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FIMIX-PLS에서의 서로 다른 정보 기
준, 예를 들어 AIC3과 CAIC를 공동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두 기준은 동일
한 수의 세그먼트를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적절한 수의 세그먼트를 추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정보 기준을 사용하여 시장세분화 연구에서 합리적인 세그
먼트 개수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3단계는 잠재 세그먼트(segment) 구조에 대한 설명을 분석하여 각 관측치에 대한 그룹
구성원 확률과 그룹별 모델 추정치, 특히 경로계수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로계수는 최
소 가중치를 기준으로 한다. FIMIX-PLS에 의해 생성된 초기 경로계수 추정치는 매우 추상
적이고 각 그룹 내 관계에 관한 간단한 방향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초기 FIMIX-PLS 결과를
실행 가능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 연구는 관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변수로 세그먼트를 해석해
야 한다.
4단계는 하나 이상의 설명 변수를 식별했으면 세그먼트(Segment) 별 모델을 추정하는 것
이다. 이 분석은 세그먼트 별 경로계수 간의 수치 차이가 다중 그룹 분석을 사용하여 크게 다
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SmartPLS 3 소프트웨어의 경우 구현된 순열 방식을 사
용할 것을 권장한다.

제2절 조사 설계 및 자료 수집

1. 조사 설계

본 연구자는 유효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측정항목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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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측정지표를 산출하였으며 조사 대상지인 제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크게 제주 관광의 일반사항, 웰니스 활동(18문항)의 웰니스 인식(20문항),
추구 편익(32문항)에 대한 만족도, 재방문 의도, 추천 의도 및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등 총
6개 부분으로 구분하였으며, 또한 인구 통계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직업, 동행
인, 동행인 수, 거주지에 대한 8개 문항을 질문하여 총 81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용 척
도는 관광객들의 웰니스 유형에 대한 질문과 인구 통계적 특성에 대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5
점 Likert 척도를 적용하였으며, 웰니스 유형과 인구 통계적 특성에 대해서는 명목척도로 문
항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설문 문항중 웰니스 활동에 대한 설문요인은 <표 3-2>와 같이 총 18개 항목으로 구
성하였다.
<표 3-2> 웰니스 활동(Activity)에 대한 설문 요인
구분
(항목 수)
정신적 요인
(Spiritual)
(4)

건강식 요인
(Healthy food)
(3)

측정항목
1)
2)
3)
4)

기 · 호흡(Energy & Breaty)
명상(Meditation)
요가(Yoga)
템플스테이(Templestay)

1) 식음료메뉴(Food and beverage menu)
2) 자연식메뉴 (Natural menu)
3) 전통영양식(Traditional nutritional food)
Choi, Y. (2013); Kim,
M. (2017); Choi, Y, et
al. (2018)

자연치유 요인
(Natural healing)
(4)

1)
2)
3)
4)

숲(Forest walk)
하이킹(Hiking)
트레킹(Trekking)
바이킹(Biking)

레저 요인
(Leisure)
(4)

1)
2)
3)
4)

해양레저(marine leisure)
승마 (Horse riding)
해수욕장(Beach)
농장 체험 (Farm experience)

온천 요인
(Hot springs)
(3)

참고 문헌

1) 테라피/향장(Therapy/Perfume)
2) 스파헬스리조트(Spa Health Resort)
3) 온천(Hot spring)

출처: 연구자 작성

이와 함께 설문 문항중 웰니스 인식에 대한 설문요인은 <표 3-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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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웰니스 인식(Perception)에 대한 설문 요인
구분
(항목수)

지적 인식
(Intellectual)
(5)

측정 항목

1) 나는 배우는 것에 관심이 많다.
2) 나는 지식을 넓히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3) 나는 교육이 더 나은 삶을 가져다준다고 믿는다.
4) 나는 세계관을 넓히기 위해 지적인 탐색을 한다.
5)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하였다.

심리적 인식
(Psychological)
(6)

Pesonen &
Komppula(2010);

1) 나는 영적인 힘을 믿고 이를 통해 힘을 얻는 편이다.
2) 나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품고 있다.
3) 나는 삶에 대한 가치와 신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4) 나는 매일 성취하기 위한 생활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였다.
5) 나는 상처받은 후에도 쉽게 회복한다.
6) 나는 일상생활에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

신체적 인식
(physical)
(5)

참고 문헌

1) 나는 운동을 계획적으로 한다.
2) 나는 일주일에 최소 3회, 약 30분 이상 운동한다.
3) 나는 격심한 운동을 할 때 준비운동을 철저히 한다.
4) 나는 지방 음식의 섭취량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5) 나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의사를 찾는다.

Voigt, Brown &
Howat(2010)
Hiriz, Sidman, &
D‘Abundo(2012),
Medina-Muñoz &
Medina-Muñoz(2013)
Choi, Kim, Lee &
Hickerson(2015).
Dimitrovski &
Todorović(2015);
Han(2013),

사회적 인식
(Social)
(4)

1)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2) 나는 협상과 관용을 통해 사람들과의 갈등을 처리한다.
3) 나는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나 신년에 대해 관대하다.
4) 나는 어려움을 쉽게 극복한다.

자료: 연구자 작성

끝으로 설문 문항중 웰니스 추구편익에 대한 설문요인은 <표 3-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총 3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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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추구편익(Benefit sought)에 관한 설문 요인
구분
(항목 수)

육체적 건강
(Physical
health)
(9)

자존과 재확립
(Self-esteemre
establis)h)

(9)

측정항목
1)
2)
3)
4)
5)
6)
7)
8)
9)

참고 문헌

내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
내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운동을 하기 위해
근육의 톤을 향상하기 위해
내 신체적 건강을 향상하기 위해
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내 몸무게를 조절하기 위해
활동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1) 나의 걱정과 근심을 떨치기 위해
2)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3)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4) 평온을 경험하기 위해
5) 나 자신을 부정적인 사건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6) 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7)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
8) 내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9) 모든 감각으로 경험을 즐기기 위해

Woodsi de & Jac obs(1985)
Gitelson & Kerstetter(1990)
Loker & Perdue (1992)
Shoe maker. S. (1994)
Jang, Morrison &
O' Leary(2002)
Lee, Morrison &

탐닉
(Indulgence)
(5)

초월성
(Transcendence)

(6)

휴식
(Escape)
(3)

1) 내가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위해
2) 다른 사람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3) 나 자신을 마음껏 풀어놓고 망가지기 위해
4)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에 방문했었기를 말해
5)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1)
2)
3)
4)
5)
6)

O' Lear y(2006)
Graham Brown, Gary
Howat(2011)

나의 명상 경험을 깊게 하려고
명상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기 위해
나의 내면을 찾기 위해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위해

1)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
2)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3)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나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자료: 연구자 작성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인 제주도 방문 관광객을 중심으로 웰니스 활동 18문항, 웰니스 인식은 20문
항과 추구 편익은 32문항, 만족도 3문항, 일반 인구통계학은 8문항으로 총 81문항으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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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다. 제주권에 소재한 웰니스 관광목적지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2020년 4월 24일
부터 5월 4일까지 약 10일에 걸쳐 현장조사와 온라인 설문 조사를 동시에 한 설문결과 총 630
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데이터 클린징과 코딩을 거쳐 최종 통계분석에
사용된 유효표본 수는 607부로 확정하였다.

3. 웰니스 관광 분석방법

관광지 조사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된 유효 표본수 607개를 활용하여 연구의 질을 높
이고자, 다양한 통계 방법으로 실증 분석을 시행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개인
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수행 하였으며 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하여 신뢰성과 타당성 측정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혼합세분화를 통하여 얻어진 군집에 대하여 일원 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등 을
수행 하였다. 모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통용되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23.0 Version”과 최근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서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Smart PLS
3.2.8”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표 3-5> 통계 분석 방법
구분

분석 방법

분석 도구

인구통계 특성 및 개인적 특성

빈도 분석

SPSS 23.0

측정항목의 신뢰도 및 타당성
(측정 모델)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FIMIX Segmentation

SPSS 23.0
Smart PLS 3.2.8

탐색적 기술분석
(유형분류, 유형별 특성 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요인분석, 신뢰도,
군집분석

SPSS 23.0

출처: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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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 분석

제1절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과학 통계패키지(SPSS 23.0)를 활용하여, 빈도
분석을 하였다. 웰니스 관광목적지 매력 요인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
과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추출된 웰니스 목적지 매력 요인에 따른 세분 시장별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한 군집 분석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일원 분산분석
(One-way ANOVA) 시행한 후 세분 시장별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광 행태적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웰니스 관광객의 인구 통계적 특성 분석을 위하여 전체 607명의 표본 수를 통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244명(40.2%)이고, 여성은 363명(59.8%)이다. 연령은
만20세~29세 62명(10.7%), 30~39세 226명(37.2%), 40~49세 174명(28.7%),
50~59세 78명(12.9%), 60대 이상은 67명(11.0%), 학력은 고졸 이하 56명(9.2%), 전
문대 61명(10.20), 대학교 370명(61.0%), 대학원 120명(19.8%)이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원 미만 23명(3.8%), 151~350만원 122명(20.1%), 351~450만원 113명
(18.6%), 451~650만원 159명(26.2%), 650만원 이상 190명(31.3 %)이며, 직업은 사
무/관리직 287명(47.3%), 전문직 83명(13.7%), 기술직(기능직) 37명(6.1%), 서비스/
판매직 36명(5.9%), 자영업/기업체 운영 33명(5.4%), 전업주부 66명(10.9%), 학생 35
명(5.8%), 농어민 5명(.8%), 기타 25명(4.1%)으로 나타났다. 동행인은 혼자 43명
(7.1%), 친구 141명(23.2%), 가족 402명(66.2%), 직장동료 10명(1.6%), 단체모임(11
명(1.8%)이고, 동행인 수는 2~3명 321명(52.9%), 4~5명 198명(33.6%), 6~9명 66
명(10.9%), 10명 이상 22명(3.6%)이다. 거주지는 서울 170명(28.0%), 경기도(인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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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161명(26.5%), 경상도(부산, 대구, 울산 포함) 53명(8.7%), 충청도(대전 포함) 59명
(9.7%), 강원도 51명 (8.4%), 전라도(광주 포함) 56명(9.2%), 제주도민 57명(9.4%)으
로 <표 4-1>와 같이 조사되었다.
<표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학력

월소득 수준

직업

동행인

동행인 수

거주지

1)
2)
1)
2)
3)
4)
5)
1)
2)
3)
4)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
2)
3)
4)
5)
1)
2)
3)
4)
1)
2)
3)
4)
5)
6)
7)

빈도(명)

남자
여자
만20세~29세
만30세~39세
만40세~49세
만50세~59세
만60세 이상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졸
대학원졸
0~150만원 미만
151~350만원
351~450만원
451~650만원
650만원 이상
사무직(회사원, 공무원)
전문직
기술직, 기능직
판매 서비스직
자영업, 회사대표
전업주부
학생
농어업, 임업 종사자
기타(퇴직자, 프리랜서)
혼자
친구
가족
직장동료
단체모임
2-3명
4-5명
6-9명
10명 이상
서울
경기(인천 포함)
경상도(부산, 대구, 울산 포함)
충청도(대전 포함)
강원도
전라도(광주, 전주 포함)
제주도민

출처: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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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244
363
62
226
174
78
67
56
61
370
120
23
122
113
159
190
287
31
37
36
33
66
35
5
25
43
141
402
10
11
321
198
66
22
170
161
53
59
51
56
57

40.2 %
59.8 %
10.2 %
37.2 %
28.7 %
12.9 %
11.0 %
9.2 %
10.0 %
61.0 %
19.8 %
3.8 %
20.1 %
18.6 %
26.2 %
31.3 %
47.3 %
13.7 %
6.1 %
5.9 %
5.4 %
10.9 %
5.8 %
.8 %
4.1 %
7.1 %
23.2 %
66.2 %
1.6 %
1.8 %
52.9%
32.6 %
10.9 %
3.6 %
28.0 %
26.5 %
8.7 %
9.7 %
8.4 %
9.2 %
9.4 %

2.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본 연구에서는 변수에 대하여 다 항목으로 구성된 통계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SPSS 23.0을 활용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SmartPLS 3.2.8” 프로그램을 이용한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신뢰도 분석방법 중 내적 일관성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신뢰도
를 측정하였다. 내적 일관성 분석방법은 같은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
는 경우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 도구에서 제거함으로써 측정 프로그
램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방법으로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
은 사전 조사를 통하여 신뢰도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한 뒤에 설문지 문항을 최종 정리하여
조사를 시행하여 통계분석 척도를 개발할 때에 이용되기도 하며, 조사가 끝난 뒤에 신뢰도가
낮은 항목을 분석에서 제외할 때도 활용될 수 있다(정충영, 최이규, 2011). 먼저,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개발된 측정항목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모형에 적용된 웰니스 활동 변수 5개, 웰
니스 인식 4개, 추구 편익 5개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3.0을 이
용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관관
계가 낮은 항목과 요인 적재치와 관련하여 임계치 미만의 항목을 제거하였으며, 신뢰도 검증
을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 값을 검증함으로써 측정항목을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탐색적 요
인분석에서의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s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요인회전에는 요인들의 상호독립성 검증에 유용하다고 설명되는 베리 맥스(Varimax) 방식
을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크론바하 알파 값을 이용하여 0.7 이상을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분
석은 본 연구에 적용된 핵심이론인 추구 편익이론 관련 변수와 웰니스 활동 변수로 나누어 실
시하였다. 우선 웰니스 활동 관련 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의 모델에서 설계한 웰니스
활동은 5개의 변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적합도는 KMO와 Bartlett’s
구형성 검정(Test of Sphericity)을 통해 검증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 과학 분야 연구에서
는 KMO 값이 0.5 이상이고, Bartlett’s 구형성 검정의 P값이 P<0.05이면 적합하다고 판단
된다. 웰니스 활동 관련 변수인 영성적, 건강식, 자연치유, 레저 간의 KMO 값이 0.848로
나타났다. Bartlett’s 구형성 검정은 p<0.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요인분석의 적정성이 검
증되었다. 웰니스 활동 변수의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이 전
체값은 0.848이며, 정신적(요인1) 요인은 0.665, 건강식(요인2)은 0.691, 자연치유(요인

- 64 -

3)는 0.698, 레저(요인4)는 0.633, 온천(요인5)은 0.632로 나타났다. 모두 임계치인 0.6
이상의 높은 값이 추출됨으로써 신뢰도를 담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웰니스 활동 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 4-2> 웰니스 활동 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측정항목(Item)

1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
2
3
4

5

요인 1. 정신적(Spiritual)
기 · 호흡 (Energy & Breaty)

.872

명상 (Meditation)

.795

요가 (Yoga)

.785

템플스테이 (Templestay)

.675

요인 2. 건강식(Healthy Food)
식음료 메뉴(Food and beverage menu)

.827

자연식 메뉴 (Natural menu)

.813

전통영양식(Traditional nutritional food)

.781

요인 3. 자연 치유(Natural Healing)
트레킹 (Trekking)

.822

하이킹 (Hiking)

.807

숲 (Forest walk)

.707

바이킹(Biking)

.474

요인 4. 레져(Leisure)
해양레져 (Marine leisure)

.722

승마 (Horse riding)

.626

해수욕장 (Beach)

.602

농장 체험 (Farm experience)

.525

요인 5. 온천(Hot Springs)
테라피/향장 (Therapy/Perfume)

.734

스파헬스리조트 (Spa Health Resort)

.729

온천(Hot Springs)

.691

고유값(Eigen value)

5.208

2.243

1.811

1.279

1.003

설명 변량(%)

28.932

12.461

10.060

7.103

5.570

누적 설명 변량(%)

28.932

41.392

51.452

58.556

64.126

.665

.691

.698

.633

.632

신뢰도(Cronbach’s a)

KMO=.848. Balett’s Test of Sphericty=3894.098(df=153), p<.000
주: 요인추출 방법 → 주성분 분석
요인회전 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배리맥스(Varimax) 회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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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웰니스 인식 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

측정항목(Ietm)

1

2

3

4

요인 1. 지적 인식 (Intellectual perception)
1) 배우는 것에 관심이 많다.

.831

2) 지식을 넓히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806

3) 교육이 더 나은 삶을 가져다준다고 믿는다.

.769

4) 세계관을 넓히기 위해 지적인 탐색을 한다.

.495

5)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417

요인 2. 심리적 인식(Psychological perception)
1) 영적인 힘을 믿고 이를 통해 힘을 얻는 편이다.

.665

2)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하고 있다.

.643

3) 삶에 대한 가치와 신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633

4) 매일 성취하기 위한 생활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한다.

.602

5) 상처받은 후에도 쉽게 회복한다.

.575

6) 일상생활에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

.492

요인 3. 신체적 인식(Physical perception)
1) 운동을 계획적으로 한다.

.803

2) 일주일에 최소 3회, 약 30분 이상 운동한다.

.776

3) 격심한 운동을 할 때 준비운동을 철저히 한다.

.696

4) 지방 음식의 섭취량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

.555

5)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의사를 찾는다.

.495

요인 4. 사회적 인식(Social perception)
1)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785

2) 협상과 관용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처리한다.

.748

3)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나 신년에 대해 관대하다.

.507

4) 어려움을 쉽게 극복한다.

.506

고윳값(Eigen value)

6.374

1.799

1.562

1.163

설명 변량(%)

31.871

8.995

7.810

5.815

누적 설명 변량(%)

31.871

40.866

48.676

54.492

.693

.680

.775

.706

신뢰도(Cronbach’s a)

KMO=0.891 Balett’s Test of Sphericty=4244.135(df=190), p<0.000
주: 요인추출 방법 → 주성분 분석
요인회전 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배리맥스(Varimax) 회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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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 인식 관련 변수의 통계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의 모형에서 도형화한 웰니스 인식
4개의 변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요인분석의 적합도는 KMO와 Bartlett’s 구형성 검정
(Test of Sphericity)을 통해 검증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 연구에서는 KMO 값이
0.5 이상이고, Bartlett’s 구형설 검정의 P값이 P<0.05이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웰니스
인식 관련 변수인 지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간의 KMO 값이 0.891로 나타났고,
Bartlett’s 구형성 검정은 p<0.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요인분석의 적정성이 검정 되었다.
웰니스 인식 변수의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이 지적 인식(요
인1) 요인은 0.693, 심리적 요인(요인2)은 0.680, 신체적 인식(요인3)은 0.775, 사회적
인식(요인4)은 0.706으로 나타났고, 전체요인은 임계치인 0.7 이상의 높은 값이 추출됨으로
써 신뢰도를 담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웰니스 인식 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4-3>와 같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 추구편익 관련 변수는 5개의 변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요인분석의
적합성은 KMO와 Bartlett’s 구형성 검정(Test of Sphericity)을 통해 검증되는데 일반적
으로 사회과학 분야 연구에서는 KMO 값이 0.5 이상이고, Bartlett’s 구형성 검정의 P값이
P<0.05이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추구 편익 관련 변수인 육체적 건강, 자존과 재확립, 탐
닉, 신기함, 휴식 간의 KMO 값이 0.904로 나타났고, Bartlett’s 구형성 검정은 p<0.000으
로 유의하게 나타나 요인분석의 적정성이 검정 되었다. 추구 편익 변수의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이 육체적 건강(요인1)은 0.665, 자존과 재확립(요인
2)은 0.691, 탐닉(요인3)은 0.698, 초월(요인4)은 0.633, 휴식(요인5)은 0.632로 나타났
고, 모두 임계치인 0.5 이상의 높은 값이 추출됨으로써 신뢰도를 담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웰니스 추구편익 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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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추구편익(Benefit Sought) 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측정항목(Item)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
1

2

3

4

요인 1. 육체적 건강(Physical Health Appearance)
1) 내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
.782
2) 내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770
3) 건강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736
4) 운동을 하기 위해
.724
5) 근육의 톤을 향상하기 위해
.673
6) 내 신체적 건강을 향상하기 위해
.664
7) 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660
8) 내 몸무게를 조절하기 위해
.630
9) 활동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549
요인 2. 자심 존과 재확립(Re-establish Self-esteem)
1) 나의 걱정과 근심을 떨치기 위해
.794
2)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753
3)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731
4) 평온을 경험하기 위해
.631
5) 나 자신을 부정적인 사건으로부터 회복하기
.619
6) 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535
7)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
.489
8) 내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468
9) 모든 감각으로 경험을 즐기기 위해
.439
요인 3. 탐닉(Indulgence)
1) 내가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위해
.791
2) 다른 사람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785
3) 나 자신을 마음껏 풀어놓고 망가지기 위해
.784
4)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에 방문했었기를 말하기
.734
5)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699
요인 4. 초월성(Transcendence)
1) 나의 명상 경험을 깊게 하려고
.747
2) 명상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695
3)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661
4)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기
.648
5) 나의 내면을 찾기 위해
.644
6)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위해
.499
요인 5. 휴식(Escape)
1)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
2)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3)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나의 경험을 나누기
고윳값(Eigen value)
9.302
3.775
2.569
2.007
설명 변량(%)
29.068 11.796
8.028
6.273
누적 설명 변량(%)
29.068 40.864 48.892 55.165
신뢰도(Cronbach’s a)
.665
.691
.698
.633
KMO=0.904. Balett’s Test of Sphericty=10094.163(df=496), p<0.000
주: 요인추출 방법 → 주성분 분석
요인회전 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배리맥스(Varimax) 회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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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99
.763
.745
1.405
4.390
59.555
.632

1) 추구편익 세분화(Benefit Sought segmentation) 분석
요인분석을 통하여 웰니스 추구 편익(Benefit Sought) 형태를 5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군집 분석을 시행하여 3가지 세부 집단을 분류하였다. 군집1은 262명으로 전반적
으로 낮은 유형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군집2는 155명으로 자존감과 재확립이 높은 유형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군집3은 190명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유형의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표 4-5>와 같다.
<표 4-5> 추구편익(Benefit Sought)에 대한 군집 요약표
구분

군집1
(n=262)

군집 분류
군집2
(n=155)

(n=607)
군집3
(n=190)

F값

유의확률
(p-value)

육체적

3.12

3.86

4.10

228.678

.000

자존심

3.53

4.13

4.22

160.679

.000

탐닉

2.51

1.96

3.60

416.757

.000

초월

3.08

3.76

3.96

186.130

.000

휴식

2.54

2.93

3.04

81.426

.000

*p<.05, **p<.01, ***p<.001

2) 웰니스 인식 세분화(Wellness Perception Segmentation) 분석
요인분석을 통하여 웰니스 인식(Wellness Perception) 형태를 4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군집 분석을 시행하여 3가지 세부 집단을 분류하였다. 군집1은 247명으로 전반적
으로 낮은 유형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군집2는 227명으로 자존감과 재확립이 높은 유형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군집3은 133명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유형의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세
부적인 결과 <표 4-6>와 같다.
<표 4-6> 웰니스 인식(Perception)에 대한 군집 요약표
군집 분류
군집2
(n=227)

(n=607)
군집3
(n=133)

F값

유의확률
(p-value)

4.17

263.077

.000

3.02

3.74

223.265

.000

4.06

3.11

2.94

341.871

.000

3.97

3.26

3.79

164.531

.000

구분

군집1
(n=247)

지적

4.34

3.46

심리적

3.88

신체적
사회적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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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웰니스 활동 세분화(wellness Activity Segmentation) 분석
웰니스 활동 세분화 빈도분석 통계(wellness Activity)에서 “정신적” 변수의 세분화Ⅰ,“건
강식” 변수의 세분화 Ⅲ, “자연치유” Ⅰ, “레저” 변수의 세분화 Ⅰ, “온천” 변수의 세분화 Ⅲ, 로
높은 수준으로 검증되었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웰니스의 추구 편익 형태를 5가지로 분류하
고, 이를 기반으로 군집 분석을 시행하여 3가지 세부 집단을 분류하다. 군집1은 140명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유형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군집2는 211명으로 자존감과 재확립이 높은
유형의 집단으로 분류되다. 군집3은 256명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유형의 집단으로 분류되었
으며 세부적인 결과는 <표 4-7>과 같다.
<표 4-7> 웰니스 활동(Activity)에 대한 군집 요약표
군집 분류
구분

군집1
(n=140)

군집2
(n=211)

군집3
(n=256)

F값

유의확률
(p-value)

정신적

1.89

3.66

3.07

469.364

.000

건강식

3.88

4.45

3.58

128.316

.000

자연치유

3.63

4.14

3.66

54.111

.000

레저

2.89

3.91

3.30

173.175

.000

온천

3.88

4.23

3.57

159.256

.000

출처: 연구자 작성

웰니스 관광 인구통계학적 세분화(segment) 빈도분석 통계에서 요인별로 성별, 연령, 학
력, 소득, 직업, 동행인, 동행인 수, 거주지의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한 결과,
유의성률 0.000으로 나타나지 않아 분포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4-8>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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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요인별 인구 통계적 특성
군집 분류

(n=607)

군집1
n=279 (%)

군집2
n=168 (%)

군집3
n=160 (%)

남성

130(46.6)

36(21.4)

78(48.8)

여성

149(53.4)

132(78.6)

82(51.2)

구분
성
별

연
령

학
력

월
소
득
수
준

직
업

동
행
인

동
행
인
수

거
주
지

만20세~29세

11(3.9)

38(22.6)

13(8.1)

만30세~39세

135(48.4)

27(16.1)

64(40.0)

만40세~49세

93(33.3)

34(5.6)

41(25.6)

만50세~59세

23(8.2)

40(23.8)

31(19.4)

만60세 이상

17(6.1)

39(23.2)

11(6.9)

고졸 이하

17(6.1)

27(16.1)

12(7.5)

전문대졸

21(7.5)

29(17.3)

11(6.9)

대학 졸

180(64.5)

92(54.8)

98(61.3)

대학원 졸

61(21.9)

20(11.9)

39(24.4)

0~150만 원 미만

1(0.4)

18(10.7)

4(2.5)

151~350만 원

45(16.1)

35(20.8)

42(26.3)

351~450만 원

52(18.6)

33(19.6)

28(17.5)

451~650만 원

82(29.4)

37(22.0)

40(25.0)

651만 원 이상

99(35.5)

45(26.8)

46(28.7)

사무직(회사원)
전문직
기술직, 기능직
판매 서비스직
자영업, 회사대표
전업주부
학생
농어업, 임업
기타(퇴직자)

199(71.3)
48(17.2)
25(9.0)
7(2.5)
0
0
0
0
0

0
0
0
11(6.5)
26(15.5)
66(39.3)
35(20.4)
5(3.0)
25(14.9)

88(55.0)
35(21.9)
12(7.9)
18(11.3)
7(4.4)
0
0
0
0

혼자

20(7.2)

10(6.0)

13(8.1)

친구

71(25.4)

38(22.6)

32(20.0)

가족

182(65.2)

115(68.5)

105(65.6)

직장동료

3(1.1)

0

7(4.4)

단체모임

3(1.1)

5(3.0)

3(1.9)

2~3명

162(58.1)

86(51.2)

73(45.6)

4~5명

83(29.7)

57(33.9)

58(36.3)

6~9명

21(7.5)

20(11.9)

25(15.6)

10명 이상

13(4.7)

5(3.0)

4(2.5)

서울

131(47.0)

39(23.2)

0

경기(인천 포함)

110(39.4)

51(30.4)

0

경상도(부산)

38(13.6)

15(8.9)

0

충청도(대전)

0

15(8.9)

44(27.5)

강원도

0

14(8.3)

37(23.1)

전라도(광주)

0

13(7.7)

43(26.9)

제주도민

0

21(12.5)

36(22.5)

출처 :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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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확률
(p-value)
0.000

0.007

0.000

0.000

0.000

0.364

0.128

0.000

요인별로 웰니스 활동이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유의확률은 0.000으로 유의수준
아래에서 각 군 집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히 살펴보면, 군집1의 레저 군 집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내용은 <표 4-9>와 같다.
<표 4-9> 요인별 웰니스 활동(Activity) 차이검증
종속변수

직급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정신군집1

3.01

.848

16.775/0.000

웰니스 활동

건강군집2

3.96

.717

13.899/0.000

(Activity)

자연군집3

3.82

.585

19.506/0.000

레저군집4

3.43

.641

17.238/0.000

사후검증결과

군집1>
군집2>
군집4>
군집3>
(Scheffe)

*p<.05, **p<.01, ***p<.001

요인별로 웰니스 인식(perception)이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유의확률은 0.000으
로 유의수준 아래에서 각 군 집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군집1의
지식군집 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내용은 <표 4-10>과 같다.
<표 4-10> 요인별 웰니스 인식(Perception) 차이검증
종속변수

직급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지식군집1

3.96

.563

47.325/0.000

웰니스 인식

심리군집2

3.47

.668

37.152/0.000

(Perception)

신체군집3

3.66

.541

20.668/0.000

사회군집4

3.47

.604

35.015/0.000

사후검증결과

군집2>
군집4>
군집4>
군집1>
(Scheffe)

*p<.05, **p<.01, ***p<.001

각 군집별로 추구 편익(benefit sought)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유의확률은
0.000으로 유의수준 아래에서 각 군집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집5의 휴식군집 별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었으며 세부내용은 <표 4-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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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요인별 추구 편익(Benefit Sought) 차이검증
종속변수

추구 편익
(Benefit
Sought)

직급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육체군집 1

3.67

.644

228.678/0.000

자존군집 2

3.94

.531

160.679/0.000

탐닉군집 3

2.68

.875

416.575/0.000

초월군집 4

3.58

.619

189.130/0.000

휴식군집5

2.79

.564

81.426/0.000

사후검증결과

군집2>
군집1>
군집4>
군집5>
군집3
(Scheffer)

*p<.05, **p<.01, ***p<.001

성별에 따라 추구 편익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하였다.
그 결과, 자존심과 재확립은 t=-.202, p=0.000으로 유의수준 0.001을 기준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자존심과 재확립 점수에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었다. 남자는 평균 53.8점, 여자는 57.4점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자존심과 재확립 점수에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점수가 나타났으며 세부내용은 <표 4-12>와 같다.
<표 4-12> 웰니스 추구 편익(Benefit Sought)과 성별 비교 분석
평균(M)

표준편차(SD)

구분

t 값

p 값

.639

-.202

.654

.515

.533

-11.240

2.68

.894

.864

0.90

.924

3.51

3.62

.594

.633

4.751

.030

2.77

2.81

.524

.590

1.117

.291

남성(n=244)

여성(n=362)

남성

여성

육체적

3.66

3.68

.652

자존심

3.85

4.00

탐닉

2.68

초월성
휴식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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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제2절 연구 모형의 검증

1. 검증 방법

본 연구의 측정 연구 모형에 관한 탐색적 요인분석(EFA) 결과 측정요인의 신뢰성과 타당
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연구 모형의 통계적 검증을 위한
FIMIX-PLS를 활용하여 세분화(Segment) 분석을 시행하였다.

2.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1) 웰니스 활동(Activity) 확인적 요인(CFA)분석 결과
웰니스 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설문 항들의 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 검정을 위하
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요인적재치에 있어 일반적인 기준은 ±0.3
이상이면 유의하다고 판단하는 학자도 있지만(정충영, 최이규, 2011), 본 연구에서는 0.5
이상인 경우를 적용하여 매우 높은 적재량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같이 요인분석에 있어 요인
추출은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 PCA)법을 이용하였으며, 요인회
전에서는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직교 회전(Varimax)법을 사용하였
다. 이는 요인추출 시 요인 수 및 정보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수준을 나타내는 KMO(kaise-Meyer-Olkin)
의 값은 0.891로 상당히 잘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선정이 올바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요인 분석모형의 적정성 여부를 나타내는 바트레트(Bartlett)의 구형
성검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4244.135로서 유의 확률값이 0.000이므로 공통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웰니스 인식의 설문 문항에 관한 요인분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 이와 함께 웰니스 활동 요인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는 <표 4-13>과 <표 4-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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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웰니스 활동(Activity) 확인적 요인분석
변수

Hot Springs

1) 테라피/향장

0.786

2) 스파헬스리조트

0.830

3) 온천

0.797

Healthy
Food

1) 식음료 메뉴

0.854

2) 자연식 메뉴

0.847

3) 전통영양식

0.826

Leisure

1) 해양레저

0.656

2) 승마

0.439

3) 해수욕장

0.871

4) 농장 체험

0.687

Natural
Healing

1) 숲

0.803

2) 하이킹

0.807

3) 트레킹

0.782

4) 바이킹

0.558

Spiritual

1) 기 · 호흡

0.469

2) 명상

0.521

3) 요가

0.721

4) 템플 스테이

0.928

출처: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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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웰니스 활동(Activity) 신뢰도와 타당성 구성도
연구 변수

Cronbach's Alpha
(0.7 ~ 0.6)

복합신뢰성(CR)
(0.70)

평균 분산 추출(AVE)
(>0.5)

Spiritual

0.846

0.766

0.468

Healthy Food

0.795

0.880

0.709

Natural Healing

0.738

0.830

0.555

Leisure

0.662

0.766

0.463

0.731

0.846

0.647

Hot Springs
출처: 연구자 작성

웰니스 활동(activity)을 구성하고 있는 설문 문항들의 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이용하다. 요인분석에 있어 통계 기본적인 가정은 표본 수가 50개
이상이어야 하며 요인분석에 사용되는 항목 수의 4배에서 5배가 되어야 통계분석 요인의 안
정성을 가질 수 있다(Stewart, Rowe, & LaLance, 2000). 그리고 요인적재치에 있어 보
통 기준은 ±0.3 이상이면 유의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0.5 이상인 경우를
적용하여 매우 높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기타 요인분석에 있어 요인추출은 주성분분석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 PCA) 법을 이용하며 요인회전에서는 요인들 간의 상호
독립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직교 회전(varimax)법을 사용하였다. 이같이 요인분석 추출 시
요인 수 및 정보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kaise-Meyer-Olkin)의 값은 0.848로 상당
히 크게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선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요인분석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바트레트(Bartlett)의 구형성검정치가 3894.098이며 유의 확률값
이 0.000이므로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웰니스 활동 요인들의 설문 문항에 관한 요인분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
은 기본적인 추상과 제약조건에 따라 검정한 웰니스 활동 요인들의 타당도 검증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요인1인 ‘정신요인’은 기․호흡, 명상, 요가, 템플스테이로 구성되며 그 중 요
인 외부 적재치가 0.469인 기․호흡은 제거를 하였다. 복합 신뢰성(CR)은 0.766으로 나타
났으며 그 결과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둘째, 요인2인 ‘건강식 요인’은 식음료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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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식메뉴, 전통영양식으로 구성되고 모든 요인의 외부 적재치가 0.8 이상이었으며 복합 신
뢰성(CR)은 0.88로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셋째, 요인3인 ‘자연치유 요인’은 트래
킹, 하이킹, 숲, 바이킹으로 구성되고 요인의 외부 적재치가 0.555 이상이고, 복합 신뢰성
(CR)은 0.83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넷째, 요인4인 ‘레저요인’은 해양레저, 승
마, 해수욕장, 농촌체험으로 구성되고 그중 승마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의 외부 적재치는 0.6
이상이고, 복합 신뢰성(CR)은 0.766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승마의 외부 적재
치는 0.439로 낮게 나타났으나, 현대는 승마 인구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자의 판단
에 따라 재거하지 않았다. 다섯째, 요인5인 ‘온천요인’은 테라피/향장, 스파숍, 헬스리조트,
온천으로 구성되고 요인의 외부 적재치는 0.7 이상 이고, 복합 신뢰성(CR)은 0.846으로 신
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으며 세부내용은 <표 4-15>와 같다.
<표 4-15> 웰니스 활동(Activity) 요인분석 요약

연구 변수

영성
Spiritual

건강식
Healthy Food

자연치유
Natural Healing

레저
Leisure

온천
Hot Springs

측정변수

집중타당도
평균분산추출
외부적재치
(AVE)
> 0.70
> 0.50

A_S_1

0.469

A_S_2

0.521

A_S_3

0.721

A_S_4

0.928

A_H_1

0.854

A_H_2

0.847

A_H_3

0.826

A_N_1

0.803

A_N_2

0.807

A_N_3

0.782

A_N_4

0.558

A_L_1

0.656

A_L_2

0.439

A_L_3

0.871

A_L_4

0.687

A_F_1

0.786

A_F_2

0.830

A_F_3

0.797

내적 일관성 신뢰도
복합신뢰성
Cronbach's Alpha
(CR)
0.60~0.90
0.60~0.90

0.468

0.846

0.766

0.709

0.795

0.88

0.555

0.738

0.83

0.463

0.662

0.766

0.647

0.731

0.846

자료: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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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웰니스 인식(Perception) 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웰니스 인식 신뢰도에 외부 적재치는 0.70 이상이며, 평균 분산 추출(AVE)은 0.50 이상
으로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었다. 건강상 변수 요인 중에 ‘건강상의 문제가 발
생하면 즉시 의사를 찾는다.’의 경우는 외부 적재치가 0.465로 나타나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제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 4-16>과 같다.
<표 4-16> 웰니스 인식(Perception)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변수

지적

건강적

심리적

사회적

(Intellectual)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1) 배우는 것에 관심

0.865

2) 지식을 넓히기

0.851

3) 교육이 더 나은 삶

0.826

4) 세계관을 넓히기

0.649

1) 일주일에 최소 3회, 약 30분

0.881

2) 격심한 운동을 할 때 준비운동

0.796

3) 지방 음식의 섭취량을 제한

0.773

4)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의사

0.465

1) 미래에 대한 자신감

0.812

2) 삶에 대한 가치와 신념

0.825

3) 매일 성취하기 위한 생활

0.740

4) 상처받은 쉽게 회복

0.558

5) 일상생활에 보람과 기쁨

0.780

1)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

0.774

2) 협상과 관용을 통해 갈등

0.775

3)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나 신년

0.721

4) 어려움을 쉽게 극복

0.625

출처: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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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웰니스 인식(Perception) 신뢰도와 타당성 구성도
Cronbach's Alpha

복합 신뢰성(CR)

평균 분산 추출(AVE)

(0.6~0.7)

(0.70)

(>0.5)

지적
Intellectual

0.818

0.877

0.644

신체적
Physical

0.731

0.827

0.556

심리적
Psychological

0.801

0.863

0.562

사회적
Social

0.704

0.816

0.528

연구 변수

출처: 연구자 작성

웰니스 인식(perception)을 구성하고 있는 설문 항들의 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 검정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수행 하였다. 통계적 요인 적재치에 있어 보통 기준은
±0.3 이상이면 유의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정충영, 최이규. 2011). 본 통계에서는 0.5
이상인 경우를 적용하여 매우 높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기타 요인분석에 있어 요인추출은 주
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 PCA)법을 이용하였으며 요인회전에서는 통
계적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검증하는데 유용한 직교 회전(varimax)법을 이용하였다. 이
는 분석 요인추출 시 요인 수 및 정보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변
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kaise-Meyer-Olkin)의 값은 0.891로 상당히 크게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선
정이 바람직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요인분석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바트레트
(Bartlett)의 구형성검정치가 4244.135이며 유의 확률값이 0.000이므로 공통요인이 존재
한다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웰니스 인식의 설문지 문항에 관한
요인분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처럼 기본적인 웰니스 인시 요인들의 타당도
검정결과는 <표 4-18>과 같다. 첫째, 요인1인 ‘지적요인’은 평균 분산추출(AVE)이 0.6442
으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복합 신뢰성(CR)은 0.877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요인2인 ‘심리적 요인’은 평균 분산추출(AVE)이 0.562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복합 신뢰성(CR)은 0.863으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요인3인 ‘신체적 요인’은 평균 분산추출(AVE)이 0.556으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
고, 복합 신뢰성(CR)은 0.827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넷째, 요인4인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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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평균 분산추출(AVE)이 0.528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복합 신뢰성
(CR)은 0.816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 4-18>과 같다.
<표 4-18> 웰니스 인식(Perception) 요인분석 요약

연구변수

측정변수
P_I_1

지적
Intellectual

심리적
Psychological

신체적
Physical

사회적
Social

집중타당도
평균 분산 추출
외부적재치
(AVE)
> 0.70
> 0.50
0.865

P_I_2

0.851

P_I_3

0.826

P_I_4

0.649

P_PS_2

0.812

P_PS_3

0.825

P_PS_4

0.740

P_PS_5

0.558

P_PS_6

0.780

P_PH_1

0.881

P_PH_2

0.796

P_PH_3

0.773

P_PH_4

0.465

P_S_1

0.774

P_S_2

0.775

P_S_3

0.721

P_S_4

0.625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복합신뢰성
Alpha
(CR)
(0.60~0.70)
(0.70)

0.644

0.818

0.877

0.562

0.801

0.863

0.556

0.731

0.827

0.528

0.704

0.816

출처: 연구자 작성

3) 추구편익 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CFA)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모형에서 설계한 웰니스 추구편익 요인은 5개의 변수 요인으로 분류된다.
Smart PLS 프로그램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의 적
합도는 Cronbach's α 값을 통해 검증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0.7 이상인 경우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추구편익 변수의 신뢰도 분
석 결과,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이 육체적 건강(요인1)은 0.896, 자존과 재확
립(요인2)은 0.846, 탐닉(요인3)은 0.845, 초월(요인4)은 0.831, 휴식(요인5)은 0.786
으로 나타났고, 판단 기준인 0.7 이상의 값이 추출됨으로써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
다. 웰니스 추구편익 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19>와 <표 4-2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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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웰니스 추구편익(Benefit Sought)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변수

휴가

1)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

0.793

2)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0.874

3) 사람들과 나의 경험을 나누기

0.834

탐닉

1) 내가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

0.839

2) 다른 사람에게서 멀어지기

0.862

3) 마음껏 풀어놓고 망가지기

0.831

4) 사람들에게 방문했었기를 말함

0.654

5)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

0.546

육체적

1) 내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

0.814

2) 내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0.802

3) 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0.761

4) 운동을 하기 위해

0.761

5) 근육의 톤을 향상하기 위해

0.612

6) 내 신체적 건강을 향상하기

0.810

7) 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0.793

8) 내 몸무게를 조절하기

0.577

9) 활동적인 사람이 되기

0.642

자존심

1) 나의 걱정과 근심을 떨치기

0.792

2) 스트레스를 줄이기

0.765

3)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0.725

4) 평온을 경험하기 위해

0.684

5) 자신을 부정적인 회복

0.666

6)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기

0.651

7)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

0.606

8) 내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0.654

초월성

1) 나의 명상 경험을 깊게 하기

0.569

2) 명상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0.489

3)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0.850

4)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

0.835

5) 나의 내면을 찾기 위해

0.776

6)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0.748

출처: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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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웰니스 추구편익(Benefit Sought) 신뢰도와 타당성 구성도
Cronbach's Alpha

복합신뢰성
(CR)

평균 분산 추출
(AVE)

0.60~0.90

0.60~0.90

> 0.50

육체적 건강
Physical

0.896

0.913

0.541

자존심과 재확립
Self esteem

0.846

0.881

0.484

탐닉
Indulgence

0.845

0.867

0.572

초월성
Transcendence

0.831

0.864

0.524

휴가
Escape

0.786

0.873

0.696

연구 변수

출처: 연구자 작성

추구편익 관련 변수 중 ”육체적 건강” 간의 KMO 값은 0.896로 나타났고, 복합신뢰성
(CR)는 0.913으로 나타나 유의하게 검증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두 번째 요인인 “자존과 재
확립”의 경우 요인 간의 KMO 값은 0.846으로 나타났고, 복합신뢰성(CR)의 값은 0.881으
로 나타나 유의하게 검증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 번째 요인인 “탐닉”의 경우 요인 간의
KMO 값은 0.845으로 나타났고, 복합신뢰성(CR)의 값은 0.867으로 나타나 유의하게 검증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네 번째 요인인 “초월성”의 경우 요인 간의 KMO 값은 0.831으로 나
타났고, 복합신뢰성(CR)의 값은 0.864으로 나타나 유의하게 검증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지막 요인인 “휴식”의 경우 요인 간의 KMO 값은 0.786으로 나타났고, 복합신뢰성(CR)의
값은 0.873으로 나타나 유의하게 검증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추구편인 변수 전부 임계치인
0.7 이상의 큰 값이 추출됨으로써 신뢰도가 담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웰니스 추구편익 변수
의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4-21>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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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웰니스 추구편익(Benefit Sought) 요인분석 요약
집중타당도
연구변수

육체적 건강
Physical

자존심과 재확립
Self esteem

탐닉
Indulgence

초월성
Transcendence

휴가
Escape

측정변수

외부적재치

측정변수 신뢰도

B_P_1

> 0.70
0.814

> 0.50
0.663

B_P_2

0.802

0.643

B_P_3

0.761

0.579

B_P_4

0.761

0.579

B_P_5

0.612

0.375

B_P_6

0.810

0.656

B_P_7

0.793

0.629

B_P_8

0.577

0.333

B_P_9

0.642

0.412

B_S_1

0.792

0.627

B_S_2

0.765

0.585

B_S_3

0.725

0.526

B_S_4

0.684

0.468

B_S_5

0.666

0.444

B_S_6

0.651

0.424

B_S_7

0.606

0.367

B_S_8

0.654

0.428

B_I_1

0.839

0.704

B_I_2

0.862

0.743

B_I_3

0.831

0.691

B_I_4

0.654

0.428

B_I_5

0.546

0.298

B_T_1

0.569

0.324

B_T_2

0.489

0.239

B_T_3

0.850

0.723

B_T_4

0.835

0.697

B_T_5

0.776

0.602

B_T_6

0.748

0.560

B_E_1

0.793

0.629

B_E_2

0.874

0.764

B_E_3

0.834

0.696

출처: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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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일관성 신뢰도
복합신뢰성
Cronbach's
Alpha
(CR)
0.60~0.90
0.60~0.90

0.896

0.913

0.846

0.881

0.845

0.867

0.831

0.864

0.786

0.873

4) 웰니스 관광 전체 변수의 확인적(CFA)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모형에서 설계한 Smart PLS 프로그램 이용한 결과 각 영역의 변수는 웰니스
활동의 경우 5개 요인, 웰니스 인식의 경우 4개의 요인, 추구 편익의 경우 5개의 요인으로 분
류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는 Cronbach's α 값을 통해 검증되는데 일반적으로 사
회과학 분야 연구에서는 크롬알파 값이 0.7 이상이고, 복합 신뢰성(CR)값이 0.7 이상이면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김장현 외, 2014). 이에 따라 분석결과 웰니스 활동의 경우
Cronbach's α 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났고, 복합 신뢰성(CR)은 0.80 이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서 요인분석의 적합성이 검증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웰니스 인식의 경우 Cronbach's

α 값이 0.7로 나타났고, 복합 신뢰성(CR)은 0.80 이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요인분석의 적
합성이 검증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추구편익의 경우 Cronbach's α 값이 0.7로 나타났고,
복합 신뢰성(CR)은 0.80 이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 요인분석의 적합성이 검증된 것으
로 판단하였다.
웰니스 활동의 영적(Spiritual)인 요인에서 기․호흡 변수의 경우 Outer loading(외부
적재치)은 0.469, 판별 타당성(AVE)은 0.521로 나타나서 유의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변
수를 제거하였다. 신체적 지각 문항 중 지방 음식의 섭취량 제한은 외적 타당도가 0.465로
낮게 나왔지만, 실제 관광객 대부분이 지방 음식 섭취를 줄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았다.
초월(transcendence) 요인의 변수인 ‘명상 경험을 깊게 하기’의 경우 외부 적재치(Outer
loading)가 0.569이고, ‘명상하는 방법 배우기’는 외부 적재치(Outer loading)가 0.489로
낮게 나왔지만 웰니스 활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여 변수를 제거하지 않았다. 웰니스 활
동에 대한 변수의 PLS 확인적 요인분석(CFA) 결과는 <표 4-22>와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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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PLS 확인적 요인분석(CFA) Activity 결과
집중타당도
연구 변수

영성
Spiritual

건강식
Healthy
Food

wellness
activity

자연치유
Natural
Healing

레저
Leisure

온천
Hot Springs

측정변수

내적 일관성 신뢰도

Outer loading
(외부적재치)

AVE
(판별타당성)

Cronbach's
Alpha

CR
(내적일관성
신뢰도)

> 0.70

> 0.50

0.60~0.90

0.60~0.90

0.468

0.846

0.766

0.709

0.795

0.880

0.555

0.738

0.830

0.463

0.662

0.766

0.647

0.731

0.846

A_S_1

0.469

A_S_2

0.521

A_S_3

0.721

A_S_4

0.928

A_H_1

0.854

A_H_2

0.847

A_H_3

0.826

A_N_1

0.803

A_N_2

0.807

A_N_3

0.782

A_N_4

0.558

A_L_1

0.656

A_L_2

0.439

A_L_3

0.871

A_L_4

0.687

A_F_1

0.786

A_F_2

0.830

A_F_3

0.797

출처: 연구자 작성

웰니스 인식의 건강 요인 중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의사를 찾는다’의 경우 외부
적재치가 0.465이므로.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제거하였다. 이러한 웰니스 인식에 대한 확인
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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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PLS 확인적 요인분석(CFA) Perception 결과

연구변수

지적
Intellectual
perception

심리적
Psychological
perception
wellness
perception
신체적
Physical
perception

사회적
Social
perception

측정변수

집중타당도
Outer
AVE
loading
(판별
(외부 적재치)
타당성)
> 0.70
> 0.50

P_I_1

0.865

P_I_2

0.851

P_I_3

0.826

P_I_4

0.649

P_PS_2

0.812

P_PS_3

0.825

P_PS_4

0.740

P_PS_5

0.558

P_PS_6

0.780

P_PH_1

0.881

P_PH_2

0.796

P_PH_3

0.773

P_PH_4

0.465

P_S_1

0.774

P_S_2

0.775

P_S_3

0.721

P_S_4

0.625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
Cronbach's
(내적 일관성
Alpha
신뢰도)
0.60~0.90
0.60~0.90

0.644

0.818

0.877

0.562

0.801

0.863

0.556

0.731

0.827

0.528

0.704

0.816

출처: 연구자 작성

웰니스 추구 편익에 대한 요인 분석결과 첫째, 요인1인 ‘육체적 건강’ 요인은 평균 분산추출
(AVE)은 0.541 이상으로 적합하고, 복합 신뢰성(CR)은 지적요인이 0.913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요인2인 ‘자존심과 재확립’ 요인의 경우 평균 분산추출(AVE)이
0.484로 낮게 도출되었으나 심리적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요인을 제거하지 않았
다. 복합 신뢰성(CR)은 0.881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셋째, 요인3인 ‘탐닉’ 요인은
평균 분산추출(AVE)이 0.572로 적합하고, 복합 신뢰성(CR)은 0.867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넷째, 요인4인 ‘초월성’ 요인은 평균 분산추출(AVE)은 0.524로 적합하고, 복합
신뢰성(CR)은 0.864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다섯째, 요인5인 ‘휴가’ 요인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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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추출(AVE)은 0.696로 적합하고, 복합 신뢰성(CR)은 0.873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판
단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4-24>와 같다.
<표 4-24> PLS 확인요인분석(CFA) 요인분석 Benefit Sought 결과
집중타당도
연구변수

측정변수

Outer
loading
(외부적재치)

> 0.70

육체적건강
Physical
health
appearance

자존심과 재확립
Self-esteem
re-establish
benefit
sought

탐닉
Indulgence

초월성
Transcendence

휴가
Escape

B_P_1

0.814

B_P_2

0.802

B_P_3

0.761

B_P_4

0.761

B_P_5

0.612

B_P_6

0.810

B_P_7

0.793

B_P_8

0.577

B_P_9

0.642

B_S_1

0.792

B_S_2

0.765

B_S_3

0.725

B_S_4

0.684

B_S_5

0.666

B_S_6

0.651

B_S_7

0.606

B_S_8

0.654

B_I_1

0.839

B_I_2

0.862

B_I_3

0.831

B_I_4

0.654

B_I_5

0.546

B_T_1

0.569

B_T_2

0.489

B_T_3

0.850

B_T_4

0.835

B_T_5

0.776

B_T_6

0.748

B_E_1

0.793

B_E_2

0.874

B_E_3

0.834

출처: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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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일관성 신뢰도
CR

(판별타당성)

Cronbach's
Alpha

> 0.50

0.60~0.90

0.60~0.90

0.541

0.896

0.913

0.484

0.846

0.881

0.572

0.845

0.867

0.524

0.831

0.864

0.696

0.786

0.873

AVE

(내적일관성
신뢰도)

3. FIMIX-PLS Segmentation 분석

1) 통계적 유효 세그먼트(segment) 개수 분석
본 연구의 세그먼트 개수를 구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 607개를 활용하여 G*Power 3.1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계수희귀분석에서 유의수준을 중간 정도의 효과인 0.15(기본 설정
값임)으로 설정하였다<그림 4-1>. 알파계수(a)는 일반적으로 유의수준인 0.05로 기본적으
로 설정하지만, 통계적 검정력 분석가 Cohen(1988)은 0.8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0.8로 설정 하였다. 현재 수행 중인 연구는 3개의 독립변수를 요인(predicor)
으로 사용한 결과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55개로 나타났으며 최대 11개의 세분화가 가능한
것으로 추출되었다.
[그림 4-1] X-Y segment 값 범위

출처: G*POWER 3.1

X-Y plot for a range of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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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그먼트(Segment) 개수 결정
FIMIX-PLS(Finite Mixture Partial Least Squares)를 적용할 때의 중요한 점은 데
이터에서 보유할 그룹 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분석이 세그먼트(segment) 개수를
기반으로 하므로 적절한 수의 그룹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기반 잠재 클래스기술과 달
리 FIMIX-PLS를 사용하면 데이터에서 연구 분석에 필요한 정보 기준을 통해 적절한 세그
먼트 수를 계산할 수 있다. AIC, BIC, CAIC 등의 정보 기준은 모델의 적합도와 매개 변수
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적합성을 달성할 수 있다. 적절한 세그먼트(segment) 수를 확보하기
위해 분석된 정보 기준의 값은 작을수록 세분화에 유의하였다. 정보 기준은 특정 값 범위 내
에서 조정되지 않는(0과1 사이) 임의로 설정된 FIMIX-PLS 알고리즘(Algorithm)의 시작
점에 따라 기준이 수백의 값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각 정보 기준의 값을 비
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세그먼트(segment) 수의 결정은 여러 정보 기준
을 비교하고 최저값을 선택하면 된다. 이러한 FIMIX-PLS를 적용하여 <표 4-25>와 같이 정
보 기준 분석 결과 세분화 개수는 2-5개 정도의 세분화가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
운데 상대적 세분화 크기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세분화 개수는 3개로 정하는 것
이 가장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세그먼트(Segments) 결정수 방법
세그먼트 수를 결정 (Determine the Number of Segments)
Ⅰ

Ⅱ

Ⅲ

Ⅳ

Ⅴ

AIC (Akaike의 정보 기준)

3177.203

3108.059

2953.745

2915.864

2890.317

AIC3 (인자 3으로 수정된 AIC)

3182.203

3119.059

2970.745

2938.864

2919.317

AIC4 (인자 4로 수정된 AIC)

3187.203

3130.059

2987.745

2961.864

2948.317

BIC (베이시안 정보 기준)

3199.246

3156.552

3028.69

3017.26

3018.164

CAIC (일관된 AIC)

3204.246

3167.552

3045.69

3040.26

3047.164

HQ (Hannan Quinn기준 )

3185.78

3126.926

2982.904

2955.315

2940.06

MDL5 (요인 5의 최소 설명 길이)

3327.417

3438.528

3464.47

3606.844

3761.554

Ⅳ

Ⅴ

상대 세그먼트 크기 (Relative Segment Sizes)
Segments

Ⅰ

Ⅱ

2

0.523

0.477

3

0.384

0.309

0.307

4

0.404

0.303

0.277

0.016

5

0.317

0.297

0.23

0.148

출처: FIMIX-PLS 프로그램, 연구자 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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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0.008

3) FIMIX-PLS 분석
FIMIX-PLS를 사용하여 식별, 평가 및 처리하여 추출된 데이터로 SPSS를 이용하여 인구
통계학적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하고, 사후검정을 위해서는 일원 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이용하였다.
<표 4-26> 인구통계 세분화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
별
연
령

학
력

직
업

동
행
인

동
행
수

거
주
지

1)
2)
1)
2)
3)
4)
5)
1)
2)
3)
4)
1)
2)
3)
4)
5)
6)
7)
8)
9)
1)
2)
3)
4)
5)
1)

남성
여성
만20세~29세
만30세~39세
만40세~49세
만50세~59세
만60세 이상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학졸
대학원졸
사무직
전문직
기술직, 기능직
판매 서비스직
자영업, 대표
전업주부
학생
농어업, 임업 종사자
기타(퇴직자)
혼자
친구
가족
직장동료
단체모임
2~3명

세분화Ⅰ(N=215)
빈도(명)
비율(%)
93
43.3
122
56.7
19
8.8
76
35.3
58
27.0
31
14.4
31
14.4
22
10.2
22
10.2
127
59.1
44
20.5
96
44.7
36
16.7
19
8.8
12
5.6
10
4.7
24
11.2
9
4.2
2
.9
7
3.3
15
7.0
48
22.3
149
69.3
0
0
3
1.4
119
55.3

세분화Ⅱ(N=256)
빈도(명)
비율(%)
97
37.9
159
62.1
29
11.3
97
37.9
81
31.6
29
11.3
20
7.8
22
8.6
20
7.8
165
64.5
49
19.1
129
50.4
33
12.9
12
4.7
13
5.1
14
5.5
27
10.5
16
6.3
3
1.2
9
3.5
16
6.3
56
21.9
171
66.8
8
3.1
5
2.0
132
51.6

세분화Ⅲ(N=136)
빈도(명)
비율(%)
54
39.7
82
60.3
14
10.3
53
39.0
35
25.7
18
13.2
16
11.8
12
8.8
19
14.0
78
57.4
27
19.9
62
45.6
14
10.3
6
4.4
6
8.1
11
6.6
9
11.0
15
7.4
0
0
12
6.6
37
8.8
82
27.2
2
60.3
2
1.5
3
2.2
70
51.5

2) 4~5명

64

29.8

87

34.0

47

34.6

3) 6~9명

22

10.2

29

11.3

15

11.0

4) 10명 이상

10

4.7

8

3.1

4

2.9

1) 서울

72

33.5

65

25.4

33

24.3

2) 경기

42

19.5

78

30.5

41

30.1

3) 경상도

22

10.2

19

7.4

12

8.8

4) 충청도

27

12.6

24

9.4

8

5.9

5) 강원도

18

8.4

20

7.8

13

9.6

6) 전라도

21

9.8

27

10.5

8

5.9

7) 제주도민

13

6.0

23

9.0

21

15.4

출처: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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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 관광 활동 유형별 군집과 인구 통계적 특성 간의 교차분석 후 집단 간 차이를 분석
한 결과 유의성이 p<0.05이므로 성별, 직업별 나이별로는 군집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가구 월평균 소득별로는 군집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군집Ⅰ(건강추구집
단)에서 여성이 높고, 군집Ⅱ (스포츠추구집단)에서도 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군집Ⅲ
(자연추구집단)에서도 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군집 모두 30대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40대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군집 3개 집단 모두에서 사무직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문직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군집1(건강추구집단)에서는 서울 가장 많이 나타났
고, 군집 2, 군집 3은 경기도 관광객의 추구 편익이 높게 나타났다.
웰니스 활동(wellness activity)에 대한 세분화(segment) 빈도분석 통계를 살펴보면 “영
성” 요인에서 세분화Ⅰ,Ⅱ,Ⅲ 모두 ‘요가’ 변수가 낮은 수준으로 검증되었다. “건강식” 요인에
서는 세분화Ⅰ,Ⅱ,Ⅲ 모두 ‘식음료 메뉴’ 변수가 낮은 수준으로 검증되었다. “자연치유” 요인의
세분화Ⅰ,Ⅱ, Ⅲ은 ‘바이킹’ 변수가 낮은 수준으로 검증되었고, “레저” 요인의 세분화 Ⅰ,Ⅱ,Ⅲ
은 모두 ‘승마’ 변수가 낮은 수준으로 검증되었다. “온천” 요인의 세분화Ⅰ,Ⅱ, Ⅲ은 ‘테라피/향
장’ 변수가 낮은 수준으로 검증되었다. 웰니스 활동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기․호흡” 변수
를 제거하여 FIMIX-PLS Segmentation을 실행하였으며,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정을 위하
여 SPSS를 실시하였고, 일원 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정(Duncan multiple range
Test)을 하였다(Ko & Par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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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웰니스 활동 세분화 빈도분석 통계 (wellness activity)
측정변수

영성
Spiritual

건강식
Healthy
Food

자연치유
Natural
Healing

레저
Leisure

온천
Hot
Springs

세분화Ⅰ (N=215)
평균

분산

세분화Ⅱ (N=256)
평균

분산

세분화Ⅲ (N=136)
평균

분산

1) 명상

3.237

.995

3.121

.930

3.140

1.291

2) 요가

3.079

.970

2.918

.844

2.875

1.266

3) 템플스테이

3.223

1.156

3.125

.973

3.015

1.437

1) 식음료 메뉴

3.912

.801

3.820

.619

3.779

.884

2) 자연식메뉴

4.256

.696

4.043

.473

4.066

.744

3) 전통영양식

4.033

.742

3.855

.532

3.735

.907

1) 숲

3.916

.778

3.762

.519

3.949

.701

2) 하이킹

3.916

.731

3.762

.504

3.934

.714

3) 트래킹

4.330

.521

4.238

.323

4.316

.484

4) 바이킹

3.391

.856

3.160

.668

3.338

1.114

1) 해양레저

3.479

.942

3.309

.779

3.559

1.182

2) 승마

2.967

.891

2.813

.718

2.743

1.156

3) 해수욕장

3.842

.900

3.707

.671

3.816

.936

4) 농장 체험

3.795

.696

3.586

.589

3.382

1.127

1) 테라피/향장

3.642

1.007

3.527

.768

3.338

1.351

2) 스파숍리조트

3.814

.890

3.770

.500

3.566

1.077

3) 온천

3.898

.803

3.781

.689

3.691

1.104

출처: 연구자 작성

웰니스 인식(wellness perception)에 대한 세분화(segment) 빈도분석 통계를 살펴보면
“지적” 요인의 경우 세분화 Ⅰ,Ⅱ,Ⅲ 모두 ‘세계관을 넓히기’ 변수가 낮은 수준으로 검증되었
다. “심리적” 요인의 경우 세분화 Ⅰ,Ⅱ,Ⅲ 모두 ‘상처받은 쉽게 회복’ 변수가 낮은 수준으로
검증되었다. “신체적” 요인의 경우 세분화Ⅰ,Ⅱ는 ‘지방 음식의 섭취랑’ 변수가, 세분화 Ⅲ은
‘운동을 준비’가 낮은 수준으로 검증되었다. “사회적” 요인의 경우 세분화Ⅰ,Ⅱ, Ⅲ 모두 ‘어려
움을 쉽게 극복’ 변수가 낮은 수준으로 검증되었다. 웰니스 인식 요인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지
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 “나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
생하면 즉시 의사를 찾는다”. “나는 영적인 힘을 믿고 이를 통해 힘을 얻는 편이다” 3가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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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제거하여 FIMIX-PLS Segmentation을 실행하였고,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정을 위하
여 SPSS를 실시하였으며, 일원 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정(Duncan multiple range
Test)을 하였다.
<표 4-28> 세분화 빈도 분석 통계 (Wellness Perception)

지적
(Intellectual
perception)

심리적
(Psychological
perception)

신체적
(Hysical
Perception)

사회적
(Social
perception)

측정변수

세분화Ⅰ
(N=215)
평균
분산

세분화Ⅱ
(N=256)
평균
분산

세분화Ⅲ
(N=136)
평균
분산

1) 배우는 것에 관심

4.126

.606

3.988

.451

4.169

.705

2) 지식을 넓히기

4.153

.551

4.063

.443

4.199

.708

3) 교육이 더 나은 삶

4.228

.616

4.168

.430

4.309

.571

4) 세계관을 넓히기

3.651

.677

3.523

.588

3.699

.923

1) 미래에 대한 자신감

3.707

.741

3.738

.500

3.824

.946

2) 삶에 대한 가치와 신념

3.805

.644

3.742

.482

3.926

.839

3) 매일 성취하기 위한 생활

3.530

.708

3.426

.606

3.551

1.005

4) 상처받은 쉽게 회복

3.405

.831

3.211

.740

3.397

.937

5) 일상생활에 보람과 기쁨

3.888

.539

3.875

.431

3.912

.866

1) 운동을 계획적

3.688

.776

3.379

.817

3.493

1.037

2) 일주일에 최소 3회

3.953

.951

3.484

1.129

3.676

1.198

3) 운동을 준비

3.433

.985

3.320

.705

3.243

1.163

4) 지방 음식의 섭취량

3.428

.825

3.242

.733

3.257

1.348

1) 사람들의 의견 존중

3.963

.438

3.914

.338

3.963

.584

2) 협상과 관용을 갈등

3.730

.516

3.578

.410

3.581

.897

3) 사람의 가치관이 신념

3.800

.544

3.688

.467

3.912

.570

4) 어려움을 쉽게 극복

3.302

.735

3.281

.525

3.316

1.033

출처: 연구자 작성

추구편익(benefit sought)에 대한 세분화(segment) 빈도분석 통계를 살펴보면 “육체적
건강” 요인의 경우 세분화Ⅰ은 ‘근육의 톤을 향상하기’ 세분화Ⅱ와 세분화Ⅲ은 ‘내 몸무게를 조
절하기’ 변수가 낮게 나타났고, “자존심과 재확립” 요인의 경우 세분화 Ⅰ,Ⅱ,Ⅲ 모두 ‘부정적
인 사건의 회복’ 변수가 낮은 수준으로 검증되었다. “탐닉” 요인의 경우는 세분화Ⅰ,Ⅱ,Ⅲ 모
두 ‘다른 사람으로 멀어지기’ 변수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초월성” 요인의 경우는 세분화
Ⅰ,Ⅱ,Ⅲ 모두 ‘명상 방법 배우기’ 변수가 낮은 수준으로 검증되었다. 끝으로 “휴식” 요인의 경
우 세분화Ⅰ,Ⅱ,Ⅲ 모두 ‘친구들과 함께하기’ 변수가 낮은 수준으로 검증되었다. 웰니스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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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요인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모든 감각으로 경험을 줄기가 되기 위해” 1개 요인을 제
거하여, FIMIX-PLS Segmentation을 실행하였고, 요인분석과 신뢰도 SPSS를 실시하였
으며, 일원 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정(Duncan multiple range Test)을 하였다.
<표 4-29> 세분화 빈도분석 통계(Benefit Sought)

1) 내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

세분화Ⅰ
(N=215)
평균
분산
4.023
.584

세분화Ⅱ
(N=256)
평균
분산
3.813
.529

세분화Ⅲ
(N=136)
평균
분산
3.882
.905

2) 내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4.009

.607

3.777

.511

3.860

.966

3) 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3.763

.920

3.570

.709

3.551

1.020

4) 운동을 하기 위해

3.684

.713

3.391

.639

3.551

1.049

5) 근육의 톤을 향상하기

3.353

.902

3.117

.771

3.221

1.314

6) 내 신체적 건강을 향상하기

4.070

.645

3.891

.490

4.007

.881

7) 내 신체적 건강을 유지

4.116

.683

3.941

.440

4.007

.793

8) 내 몸무게를 조절하기

3.414

1.019

3.086

.847

3.184

1.425

9) 활동적인 사람이 되기

3.814

.760

3.531

.572

3.618

.979

1) 나의 걱정과 근심 떨치기

3.981

.682

3.984

.463

4.000

.696

2)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4.163

.614

4.129

.481

4.169

.630

3)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4.284

.625

4.242

.412

4.279

.677

4) 평온을 경험하기 위해

4.116

.580

4.008

.447

4.059

.737

5) 부정적인 사건의 회복

3.660

.861

3.551

.625

3.500

1.067

6) 나 자신과 평화롭게

4.009

.738

3.930

.450

3.993

.659

7)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4.005

.696

3.938

.404

3.949

.879

8) 내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3.828

.695

3.672

.551

3.691

1.000

1) 내가 세상에서 유일 사람
2) 다른 사람으로 멀어지기
3) 마음껏 풀어놓고 망가지기

2.898
2.712
2.791

1.541
1.412
1.344

2.668
2.543
2.582

1.046
1.002
1.029

2.625
2.581
2.537

1.644
1.297
1.673

4) 사람들에게 방문했었기
5)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

2.940
2.944

1.085
1.212

2.613
2.621

1.015
.997

2.500
2.471

1.393
1.362

1) 나의 명상 경험을 깊게

3.535

.792

3.176

.679

3.184

.951

2) 명상하는 방법 배우기

3.302

.875

2.969

.713

2.926

1.091

3)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3.828

.638

3.723

.562

3.640

.958

4) 중요한 것이 성찰하기

3.879

.705

3.793

.541

3.787

.850

5) 나의 내면을 찾기 위해

3.814

.582

3.680

.462

3.618

.816

6) 인생의 깊이 생각하기

3.860

.700

3.762

.527

3.787

.821

1) 친구들과 함께하기

3.549

.922

3.477

.807

3.500

1.259

2)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4.033

.798

3.922

.551

3.949

.938

3) 사람들과 나의 경험

3.684

.815

3.641

.608

3.860

.936

측정변수

육체적 건강
(Physical
health
appearance)

자존과 재확립
(Self-esteem
re-establish)

탐닉
(Indulgence)

초월성
(Transcende
nce)

휴식
(Escape)

출처: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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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강추구형’과 ‘스포츠추구형’ 그리고 ‘자연추구형’ 3개의
추구편익 유형을 추출하였으며, 이러한 추출을 위해서 계층적 군집 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서로 가까이 있는 표본 수들을 하나의 군집으로 묶는 가
장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진 워드(Ward)방법을 이용하였다. 추구 편익형벌 사후검정을 위해
서는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군집 분석기법에 따
라 추출된 건강추구형과 이에 대한 사후검정의 유의성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군집 1
은 ’건강추구형‘으로서 ’육체적 건강‘ 변수에 대해 가장 높은 평균값인 –0.04를 나타내고 있
으며, 다음으로 ’초월‘ 변수에 대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건강추구형
은 육체적 건강에 있어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추구
편익에 속하는 변수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휴가‘ 변수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군집 2는
’스포츠추구형‘으로서 ’자존과 재확립‘에 대해 가장 높은 평균값인 –0.004를 나타내고 있었
다. 그러나 ’스포츠추구형‘은 육체적 건강에 있어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스포츠추구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탐닉‘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군
집 3은 ’자연추구형‘으로서 ’자존과 재확립‘에 대해 가장 높은 평균값인 –0.037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다음으로 ’휴가‘에 대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자연추구형‘은
’자존과 재확립‘에 있어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탐닉
‘에 속하는 변수들은 상대적으로 –0.144로 ’자존과 재확립‘에 비해 ’탐닉‘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전체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존재할 때 등분산을 가정하여
“Scheffer”를 활용한 사후검정(Post Hoc Tests)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사후검정”이란 집
단 간 차이가 존재할 때 정확하게 어떤 집단에서 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추구편익의 육체건강 요인에 대하여 집단별 요인변수의
차이를 보면 1~2 집단은 각각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반면에 2~3, 1~3 집단 간은 유
의적인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요인점수별 F값에 대한 유의 확률값을 토대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추구편익의 육체건강 요인에 대하여 F값은 5.459이며 이때 유의 확
률값이 0.004이므로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나타나면 집단 간 점수에서 대한 차이가 존재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집단간 비교 분석을 통한 군집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4-3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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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0> Wellness tourism Segmentation 최종 결과
군집 분류
측정변수

추
구
편
익

웰
니
스
인
식

웰
니
스
활
동

Scheffer 다중비교검증

SegmⅠ
(N=215)

SegmⅡ
(N=256)

SegmⅢ
(N=136)

1~2

F-값

유의
확률

육체 건강
Physical

0.165

-0.137

-0.002

＊

5.459

.004

자존과 재확립
Self esteem

-.029

.004

.037

.194

.823

탐닉
Indulgence

0.166

-0.062

-0.144

4.957

.007

초월
Transcendence

0.148

-.052

-0.136

4.047

.018

휴가
Escape

0.021

-0.043

0.048

.452

.636

지적
Intellectual

-0.031

-0.023

0.094

.794

.454

심리적
Psychological

-0.007

-0.074

0.152

2.307

.100

건강적
Physical

0.233

-0.139

-0.105

9.377

.000

사회적
Social

0.065

-0.054

-0.002

.841

.432

영성
Spiritual

0.105

-.018

-.1314

＊

2.425

.089

건강식
Healthy Food

0.145

-.034

-.1659

＊

4.343

.013

자연치유
Natural
Healing

.042

-.132

.1827

4.788

.009

레저
Leisure

.093

-.093

.0293

2.121

.121

온천
Hot spring

.043

-.039

-.1428

1.795

.167

건강추구

스포츠
추구

자연추구

2~3

1~3

＊
＊

＊

＊

＊

＊

출처: 연구자 작성

이러한 웰니스 세분화에 따라 구분된 세가지 군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건강추구형’으로 나와 가족들의 건강한 삶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즐겁고 행복하며, 가
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유형이며, 두 번째는 ‘스포츠추구형’으로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접하게 되는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의 소식을 통해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이따금 하
게 되는 유형이었다. 세 번째는 ‘자연추구형’으로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지만, 즐겁고

- 96 -

행복하며 가치 있는 삶에 대해, 갈망하며 마음의 여유를 느끼면서 유유자적 가치 있는 삶에
안녕을 지향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제3절 분석 결과의 요약

1. 웰니스 관광객의 세분화 시장별 특성 요약 (SPSS)

웰니스 관광 활동요인은 영성, 건강식, 자연치유, 레저, 온천으로 추출되고, 웰니스 인식에
는 지적, 심리적, 건강상, 사회적으로 추출되었고, 추구 편익에는 육체적 건강, 자존과 재확
립, 탐닉, 초월성, 휴가와 탈출로 추출되어, SPSS 활용하여 “건강추구형”, “스포츠추구형”,
“자연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SPSS를 통해 추출된 각 세분(segment) 시장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장세분
화 Ⅰ. 웰니스 관광객이 목적지의 선택 시 “탐닉”과 심리적, 정신적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는 이를 “‘건강추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세분 시장 Ⅱ는 관광을 할 때 “탐닉”과 “심리적”,
“정신적”으로 분류되고, Ⅲ집단은 “휴식”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분류되고, 인구통계학적 세
분화는 집단Ⅰ은 남녀 모두 높게 나타났고 연령은 “만30~39세”로 학력은 “대학 졸”, 직업은
“사무직”, 동행인 “가족”, 동행인 수 “2~3명”, 거주지 “서울”로 나타났고 집단Ⅱ는 인구통계학
적 세분화는 연령은 “만20~29세”로 학력은 “전문대학 졸”, 직업은 “전업주부”, 동행인 “단체”
로 나타났고, 집단Ⅲ은 직업은 “판매서비스”, 동행인 “직장동료”, 동행수 “4~5명”, 거주지 “충
청도”로 나타났다. 집단Ⅰ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었다. 집단Ⅲ은 자연을 관광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집단으로서 관광을 선호하고, 상당한 경
제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Ⅲ은 집단의 성격을 고려해 “자연추구형”
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집단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표 4-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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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웰니스 관광객의 세분 시장별 특성 요약
Ⅰ집단
건강추구형

Ⅱ집단
스포츠추구형

Ⅲ집단
자연추구형

탐닉

탐닉

휴식

심리적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

정신적

정신적

성별

남성, 여성

-

-

연령

만30세~39세

만20세~29세

-

학력

대학졸

전문대졸

-

직업

사무직

전업주부

판매서비스

동행인

가족

단체모임

직장동료

동행수

2~3명

-

4~5명

거주지

서울

-

충청도

웰니스 추구편익
(Benefit Sought)
웰니스 인식
(Perception)
웰니스 활동
(Activity)

인구통계적
특성

출처: 연구자 작성

2. 웰니스 관광객의 세 분 시장별 특성 요약(FIMIX-PLS)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확인하는 것은 데이터 집합 내에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확인되지
않은 그룹의 결과로 총 데이터 수준 분석이 실질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데이터에 존재하는 경우)은 FIMIX-PLS를 사용하여 식별, 평가 및
처리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연구자들이 FIMIX-PLS 절차를 실행하고, 세그먼트(segment)
수를 결정하고, 잠재된 세그먼트 구조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세그먼트(segment) 별 모델
을 추정하는 4단계 접근 방식을 통해 적용되었다. 데이터로부터 적절한 수의 그룹을 유지하
는 것은 FIMIX-PLS 적용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 중 하나입니다. 다른 PLS-SEM 기반 잠
재 클래스 기법과 달리, FIMIX-PLS는 예를 들어 연구자에게 수 선택 시 도움이 되는 우도
기반 정보 기준을 제공하였다(Matws et al., 2016).
웰니스 관광 활동요인은 ’영성’, ’건강식’, ’자연치유’, ’레저‘, ’온천’ 으로 구분되고, 웰니스
인식요인은 ‘지적’, ‘심리적’, ‘건강상’, ‘사회적’으로 구분되었고, 추구 편익은 ‘육체적 건강’, ‘자
존과 재확립’, ‘탐닉’, ‘초월성’, ‘휴가’와 탈출로 구분되어, FIMIX-PLS 활용하여 “건강추구
형”, “스포츠추구형”, “자연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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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MIX-PLS를 통해 추출된 각 세분(segment) 시장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
분 시장 Ⅰ는 이제 웰니스 관광객이 목적지의 선택 시 건강을 우선시하는 집단이다. 본 연구
에서는 이를 ‘건강추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세분 시장 Ⅱ는 관광을 할 때 세분 시장 Ⅰ에 비
해 추구 편익을 많이 고려하지 않는 집단으로서, 다른 집단에 비해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높
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세분 시장 Ⅱ를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추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세분 시장 Ⅲ은 자연을 관광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집단으로서 관광을 선호하고, 상당한 경제
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분 시장 Ⅲ은 집단의 성격을 고려해 ‘자연추구
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전체적으로 웰니스 관광객의 세분(segment) 시장별 특성 요약은 <표 4-32>와 같다.
<표 4-32> 웰니스 관광객의 세분 시장별 특성 요약(FIMIX-PLS)
Ⅰ집단
건강추구형

Ⅱ집단
스포츠추구형

Ⅲ집단
자연추구형

육체적

휴가

초월

건강적

지적

심리적

영성적

레저

자연치유

성별

여성

-

-

연령

만30세~39세

-

-

학력

대학졸

-

-

직업

사무직

-

-

동행인

가족, 친구

-

-

동행수

2~3명

-

-

거주지

서울

경기도

경기도

웰니스 추구편익
(Benefit Sought)
웰니스 인식
(Perception)
웰니스 활동
(Activity)

인구통계적
특성

출처: 연구자 작성

군집Ⅰ은 건강추구형으로 ‘웰니스 인식’, ‘추구 편익’, ‘웰니스 활동’ 모두 “건강”을 우선순위
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이 많고 연령은 “만30~39세”, 학력은 “대학 졸”, 직업은 “사무
직”, 동행인은 “가족”, 동행인 수는 “2~3명”,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는 웰니스 관광객으로
파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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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Ⅱ는 스포츠추구형으로 추구편익은 “탐닉”, 웰니스 인식은 “지적”, 웰니스 활동은 “레저”
요인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이 많고 연령은 “만30~39세”, 학력은 “대학
졸”, 직업은 “사무직”, 동행인은 “가족”, 동행인 수는 “2~3명”, 그리고 “경기도” 거주하는 웰니
스 관광객으로 파악이 된다.
군집Ⅲ은 자연추구형으로 추구편익은 “초월”, 웰니스 인식은 “심리적”, 웰니스 활동은 “자연
치유” 요인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이 많고 연령은 “만30~39세”, 학력은
“대학 졸”, 직업은 “사무직”, 동행인은 “가족”, 동행인 수 “2~3명”, 그리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웰니스 관광객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질적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세
분화(segmentation) 변수로써 사용될 웰니스 관광의 차원을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을 통
하여 규명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웰니스 인식은 “지적”, “심리적”, “건강적”, “사회적”
4개, 추구 편익은 “육체적 건강”, “자존과 재확립”, “탐닉”, “초월”, “휴가” 5개로 , 그리고 웰니
스 활동은 “영성”, ‘건강식“, ”자연치유’, “레저”, “온천” 5개로 구분되었다.
둘째, 시장세분화 기준변수인 “웰니스 인식”, “추구편익”, “웰니스 활동”을 바탕으로
FIMIX-PLS를 이용한 시장세분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3개의 세분화 집단이 통계
적으로 적정하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하지만, 세분화된 집단의 크기에 차이가 없어서, 웰
니스 관광객의 기본적인 특성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연령, 학력, 소득, 거주지)를 단계별로 빈도분석 처리하여 시장세분화를 실시하였다.
FIMIX-PLS를 통하여 데이터의 세분화가 정해지면, 해당 세분화 데이터로 다시 SPSS를 사
용하여 요인분석을 처리하여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FIMIX-PLS를 이용한 시장세
분화 결과, 3개의 세분화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적정성 세분화 집단이라고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3개의 세분(segment) 집단별 구체적인 웰니스 관광객 활동 세분화를
파악함으로써, FIMIX-PLS를 이용한 시장세분화의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었다.
이처럼, FIMIX-PLS를 이용한 시장세분화 분석을 단계별로 실시한 결과, 시장세분화 변
수로써 한 가지의 변수만 투입하여 해석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었다. 즉, 실질적으로 웰니
스 관광객 활동 세분들을 파악할 경우,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동시 파악되어야 더
욱 효과적인 세분 집단별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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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현대인은 사회와 기술의 발전에 의해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오히려 삶의 질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에 대응하여 육체와 정신의 안정을 추구하는 ‘웰빙’, ‘힐링’을 추구하는 웰니스적 문화가 하나
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특히 쉼과 여가를 즐기는 여행과 결부하여 여행을 통해 온
전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이들에게 피트니스나 스파, 클리닉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
연으로 돌아가 그동안 짊어진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는 자연치유의 형태로 발전해 왔다. 웰니
스(Wellness)는 영어 Well-being과 Happiness, Fitness의 합성어로 이 모든 것을 아우
르는 개념으로 신체와 정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상태까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웰니스와 여행의 형태가 융합된 웰니스 관광은 유럽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지되
고 있으며, 이미 웰니스 전문가들을 양성하며 웰니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앞으
로의 성장 가능성도 무한하다.
국내에서도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웰니스 관광 육성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웰니스 관광에 관한 연구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웰니스 관광은 힐링과 치유, 건강
관리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복합적인 관광 활동이기 때문에 목적지를 선정하고 활동을 결정
하는 과정은 정신과 육체, 건강, 인식, 관광 활동, 여행 편익 등의 다양한 변수와 복잡한 의사
결정과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변수와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인식과 관광 활동과의 관계성은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룬 바 있으나 웰니스
관광분야에서는 아직 초보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웰니스 관광에 대한 인
식, 추구편익, 활동에 대한 관계성과 세분화(Segmentation)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
히 세분화 분석부문에서는 최근 적은 샘플 수에도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 새로운 분석
기법으로 소개되고 있는 FIMIX-PLS를 활용하여 연구결과의 신뢰를 제고 하였다. 이를 통
해 웰니스 관광 활동의 세분화 연구분야에서 FIMIX-PLS를 활용한 첫 번째 연구로서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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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있다 할 것이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적정한 수의 시장세분화를 추출하는 데 대한 타당성
에 한계가 있었지만 웰니스 관광 활동에 적정세분화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건강추구형, 스포츠추구형, 자연추구형 등 3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세분화
집단인 건강추구형 집단(N=215)에서는 웰니스 인식 분야의 경우 “건강”이 우선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추구편익 분야에서는 “육체”, 웰니스 활동 분야에서는 “영성”이 요인으로 나타났
다. 인구통계학적 세분화 특성은 성별로는 ‘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만
30~39세’, 학력은 ‘대학 졸업’, 직업은 ‘사무직’, 여행 형태로는 ‘가족’ 여행’ 형태로 동행인 수
는 ‘2~3명’, 그리고 거주지로는 ‘서울’ 거주가 특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포츠추구형 집단(N=256)에서는 웰니스 인식 분야의 경우 “지적”이 우선적 요인으로 나
타났으며, 추구 편익 분야에서는 “휴가”, 웰니스 활동 분야에서는 “심리”가 요인으로 나타났
다. 인구통계학적 세분화 특성은 성별로는 ‘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만
30~39세’, 학력은 ‘대학 졸업’, 직업은 ‘사무직’, 여행 형태로는 ‘가족’ 동행인 수는 ‘2~3명’
동행, 그리고 거주지로는 ‘경기도’ 거주가 특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연추구형 집단(N=136)에서는 웰니스 인식 분야의 경우 “심리”가 우선적 요인으로 나타
났으며, 추구편익 분야에서는 “초월”, 웰니스 활동 분야에서는 “자연치유”가 요인으로 나타났
다. 인구통계학적 세분화 특성은 성별로는 ‘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만
30~39세’, 학력은 ‘대학 졸업’, 직업은 ‘사무직’, 여행 형태로는 ‘가족 여행’ 형태로 동행인 수
‘2~3명’ 동행, 그리고 거주지로는 ‘경기도’ 거주가 특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의 연구와 본 연구를 비교하여 볼 때 기존 연구가 하나의 변수를 통해 시장을 세분화하
고 세분된 시장의 특성을 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시장을 세분화하였
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인 시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자와 정책
실무자들에게 웰니스 관광객의 실증적인 시장세분화에 대한 이해와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
다고 사료 된다.
향후 웰니스(Wellness)에 대한 산학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건강의 개념에 대해 새로운 인
식을 할 필요가 있다. 웰니스는 건강을 만들어 가는 총체적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웰니
스는 단순히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정신적, 지
적, 신체적으로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 가는 능동적인 과정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과학 문명의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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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생활 및 노동의 자동화로 사람들의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어 각종 생활 습관병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치료 센터에서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을 실행으로 변하고 있어 웰니스에 관한 관심과 선호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 된다.
이와 같은 현실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웰니스를 이해하는데 학문적 기초자료로서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웰니스의 개념과 적용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가
치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여러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과 학문적 성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웰니스 관광객의 필요와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시장 세분화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관
광 산업분야에서 더욱 중대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학계에서도 시장 세분화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져 왔다. 시장 세분화와 관한 분석방법 가운데 최근 FIMIX-PLS 분석기법이 그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렇지만 웰니스 관광 세분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대부분이
SPSS를 활용한 탐색적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FIMIX-PLS를 사용하여 세분화를 진행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FIMIX-PLS를 활용하여 시장세분화 분석을 수
행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의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웰니스 관광 분야에서 FIMIX-PLS를 활용한 초도 연구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
다. 본 연구는 웰니스 관광 분야에서 부재한 선행연구로 인하여 시장세분화를 추출하는 데 대
한 타당성에 한계가 있었다. 웰니스 관광객에 대한 적정세분화 분석을 통하여 변수에 대한 타
당성을 검정하였으며 FIMIX-PLS 분석기법을 적용한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차후 연구자와 실무자들에게 웰니스 관광의 실증적인 시장세분
화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데 기초자료와 변수에 대한 선행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기존에는
하나의 변수를 통해 시장을 세분화하고 세분된 시장의 특성을 보았다면, 본 연구의 방법은 여
러 변수를 통하여 시장을 세분화하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인 시장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서 연
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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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웰니스 관광 활동은 정서적,
신체적, 지식적 인식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웰니스 관광의 신
체적 인식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웰니스 관광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
는 의료관광과는 달리 스트레스 해소, 피로 해소를 통해 자연적 치유가 이루어지는 웰니스 개
념의 관광이다. 이는 삶의 질 향상과 관광에 대한 욕구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에서 차별화 전
략을 통해 웰니스 관광의 인식도를 끌어 올릴 수 있음을 나타낸다. 기존의 연구들은 웰니스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부족한 설명적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개인들의 웰니스 상태에 어떠
한 형태의 웰니스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와 같이 한계
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자에서는 기존 설명적 연구를 바탕으로 웰니스 구성요소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직업적 웰니스를 제안하고 이 요소들이 개인의 웰니스 상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실
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웰니스와 관련된 실증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시점에서 정서적, 인지적 웰니
스 특성과 관련된 연구결과는 향후 웰니스 정책과 관련하여 실무적 대안을 강구하는데 초석
이 될 수 있다. 특히 웰니스 구성요소 관점에서 세분화하여 웰니스 관광객 상태를 살펴보았기
에 연구결과의 활용적 측면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개인의 웰니스 상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어떤 구성요소가 중요한지를 설명
하고 있다. 건강추구형, 스포츠추구형, 자연추구형 등 세 개의 웰니스 세분화 집단 요소별로
인자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웰니스 관광지 선택 시 특성에 따른 웰니스 활동 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보급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실증연구를 통해 제시된 웰니스 세분화에 대해 연구자료는 웰니스 관광 활
동의 다양화를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각자 건강에 관한
내적 생각을 수동적 형태에서 역동적, 적극적 상태로 생각의 전환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
서 웰니스의 인식과 추구편익이 관광 활동에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관광객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을 세분화하였다. 향후 웰니스 관광의 수요 증대와 관광객의 기대는 다양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건강 관광의 이미지를 보유한 제주는 국내 웰니스 관
광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바,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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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 연구는 웰니스 관광 활동의 다양화를 이해하고 개발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제3절 향후 연구 방향 및 연구의 한계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웰니스의 중심적 공간인 힐링 공간이 변화, 변형, 생성되면서 문화적
변화가 빠르게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들과의 결합으로 경험과
시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힐링 공간이 창조되고 있다. 주기적으로 삶에 적용되고 있는 힐링 공
간이 인간의 본질적 행복을 추구하는 총체적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고 인간의 의․
식․주 중심의 삶에서 발전하여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만족을 추구하는 웰니스로 진
화하면서 마음과 정신의 치유와 사회적인 웰니스의 요소들이 융합되고 있다. 또한, 웰빙, 웰
니스, 힐링의 본래의 사전적 개념을 유지면서, 다양한 문화의 영역들과 결합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생성되며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개념
들에 관해서만 특정 지어 연구해 왔던 것과는 달리 향후 웰니스 분야 연구들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로운 추세와 맞추어 큰 틀에서 웰니스의 사회적 역할과 커뮤니케이션 분야 등 새
로운 기술과의 융합적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FIMIX-PLS를 사용하여 세분화를 수행하였지만 실상 연구 사례가
부재한 실정이었다. 향후 FIMIX-PLS와 같은 다양한 연구기법을 활용하여 관광마케팅 분야
에서의 시장세분화 등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연구범위와 분석방법에 대한 확장성
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분석방법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 더 나아가 각 분
석방법에 대한 효율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웰니스 연구에 대한 심도 깊은 연
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시간 부족으로 인한 설문지의 분량과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연구의 결과가 다소 미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중심이 관
광 활동의 세분화 연구였기 때문에 설문지 샘플이 충분히 수집되었을 경우 FIMIX-PLS에서
제시한 2-5개의 군집 개수보다 더 많이 세분화될 수 있었지만 샘플수가 600여개인 관계로 3
개의 집단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웰니스의 활동이 4계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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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 수집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1년을 기준으로 골고루 이루어져야 샘플의 왜곡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단 기간 내에 설문지 수집이 이루어져 계절적
차이점을 연구 분석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한 후행 연구
가 진행되어 본 연구결과의 왜곡을 줄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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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egmentation of Wellness Tourism Activities in Jeju
- Based on Wellness Perceptions and Benefit Soughts -

JAE-HONG, MOON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As the innovative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robots converge, they
are creating a new smart well-being culture and evolving toward optimizing
human health and quality of life. The smart generation era, which has already
begun, is directly affecting the wellness industry, focusing health. In various
fields, diverse attempts are being made to expand the foundation of wellness for
a future well-being life. Through theoretical researches, wellness could be
defined not only reaching the goal of physical health, but also actively coping
with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iseases, and even more. Many
researchers have long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n active aspect to
wellness. In this study, the research scope and subjects set on the basis of
these were subdivided into factors b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ne-way
ANOVA and Duncan multiple range test using SPSS 23 program. In this study,
using the SPSS 23 program, the study scope and subjects were set, and
wellness activities were subdivided into factors b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ne-way ANOVA and Duncan multiple range test based on the
theories mentioned above. In a recent exploratory study, the FIMIX-P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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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ation analysis method, which shows excellent analysis functions for
identifying data patterns and relationships, was used. Through this, it was
expected that the theoretical foundations would provide to statistically
establish the relationship to variables and to classify the characteristics of
activities in the wellness tourism field by conducting a full segmentation
analysis of wellness awareness, pursuit benefits, and activities. The research
method first derives the attribute factors for wellness perception and the
wellness pursuit benefit through literature review of prior studies, and conducts
factor analysis to derive the most effective variables for subdividing the overall
tourism. In addition, through FIMIX-PLS Segmentation analysis of variables
derived from this, an analysis was conducted to subdivide wellness activities,
pursuit benefits, and wellness awareness. The groups derived using FIMIX-PLS
were named “Health Pursuit Cluster”, “Sports Pursuit Cluster”, and “Nature
Pursuit Cluster”, respectively. Through this research method and analysis
proces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how physical, emotional, cognitive,
social, environmental, and welfare factors, which are the main components of
wellness, affect the wellness status of the touris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oretically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benefits and activities that
affect tourists' perception of wellness and the choices of wellness tourism and
activities. In particular, Jeju Island, which has an excellent natural
environment

and

abundant

wellness

resources,

provides

an

optimal

environment for wellness tourism, thus it is meaningful to conduct the research
and analyze the benefits gained. Based on this analysis, it was intended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wellness tourism activities and basic

understandings as well as interpretation of research through statistic
confirmation of the interrelationship about the perception and benefits of
wellness tourism affect tourism activities.

- 1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