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제품에 대한 소비 만족이
소비자 웰빙에 미치는 영향
이형탁*․배주영**
웰빙에 대한 높은 사회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웰빙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웰빙 제품들에 대한 소비 만족이 삶의 주요
영역 중의 하나인 건강에 대한 만족을 높임으로,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웰빙을 향상시키게 된다는
가설을 제안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실증 결과, 웰빙 제품들에 대한 소비 만족은 본인의 건강에 대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들이 지닌 제품 지식은 이 효과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웰빙 제품의 사용이 소비자의 웰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개념적 논의를 넘
어서 제품군들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웰빙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소비자들
의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웰빙 제품에 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는 다양한 직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
구는 소비자 웰빙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방향들을 제안함으로써, 웰빙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웰빙, 건강 만족, 웰빙 제품, 제품 지식

Ⅰ. 서론

(Subjective Well-Being)' 등과 같은 용어로 주
로 철학이나 심리학, 사회 복지학 등과 같은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러다가 경제 발전

기업의 마케팅 활동들이 소비자들의 삶에 어

으로 인해 인간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

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동안

들이 해결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문화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왔다(Sirgy, Meadow,

가 대두되면서, 웰빙은 국내 마케팅 연구자들

and Samli 1995). 제품의 구매와 사용이 소비

의 관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

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통

근 국내에서 연구되고 있는 웰빙은 대부분 마

해서, 소비자들의 웰빙 향상이 기업의 마케팅

케팅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라고 봐도 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대두되고 있

언이 아니다(김상일 2004; 김훈철 2004). 거의

다(Sirgy, Meadow, and Samli, 1995; Lee and

모든 업종에서 웰빙을 마케팅 키워드로 사용

Sirgy, 1995). 그동안 웰빙(well being)은 전

하고 있는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현상

통적으로 ‘행복(Happiness)’이나 ‘주관적 안녕

들에 대해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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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그간 국내에서 발표된 웰빙에 관한 연

들에서 라이프스타일은 소비자의 소비 행동에

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권용주, 송흥규, 변광인, 2006). 이들은 트렌

첫째, 웰빙을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

드로서의 웰빙이 이미 소비자들의 삶의 양식

를 판매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거시적 환

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웰빙은 생활양식의 개

경 변화 요인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이러한

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되 소비자특성, 생활양식

웰빙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

유형 등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될 필요가 있다

고 있는 연구들이다. 소비자의 웰빙을 언급하

(허경옥, 박선영, 2007)고 주장한다. 소비자들

고 있는 많은 연구들이 소득 증대와 주 5일제

을 웰빙과 관련된 행동 특성(Activity)과 관심

근무, 자연 환경이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Interest) 및 인식(Opinion) 에 근거하여, 사

등과 같은 사회 문화적 트렌드의 영향으로 인

회가족 지향 집단, 선도적 웰빙 지향 집단, 트

해 발생된 소비 현상을 ‘웰빙 트렌드’라고 명

렌드 물질 지향집단, 자기 패션 외모 지향집단

명하고, 이를 생존문제가 해결되고 보다 나은

이라는 네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이들 각각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욕구

집단들이 웰빙과 관련한 여러 행동들에서 어

가 반영된 시대적 흐름(김훈철, 2004)으로 보

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힌 장승희, 장은영,

고 있다. 또한 이러한 웰빙 트렌드가 경제, 사

이선재(2006)의 연구, 적극적 웰빙추구자, 자연

회, 문화 전반에 걸쳐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지향적웰빙소비자, 웰빙트렌드방관자, 상업적

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마케팅에서 웰빙트

유행비판자 등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고, 웰빙

렌드를 반영하지 않고서는 상품판매에 있어서

제품에 대한 이들의 기대 정도와 성과 인식

높은 판매율을 달성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고

그리고 웰빙 제품에 대한 만족 정도를 파악한

있음을 지적하면서(김기남, 최종명, 유현정,

김기남, 최종명, 유현정(2006)의 연구 또한 소

2006), 이러한 거시 환경에 적응적인 마케팅

비자들을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근거하여 웰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웰빙 트렌드에 대

빙 집단, 배드빙 집단, 정보교류집단으로 나누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웰빙 트렌드

고 이들 각 집단들이 자연주의화장품에 대한

로 인해서 발생된 외식 소비자들 선호 메뉴

구매 행동에서 보이는 차이를 파악한 박효원,

변화와, 이러한 트렌드 상의 변화에 맞는 제품

김용숙 (2005) 등이 웰빙을 라이프스타일로 보

전략과 판촉 전략 등을 제안한 전정원(2005)의

고 고객을 세분화하는 기준으로 고려한 대표

연구나 웰빙 트렌드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

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대로 웰빙 트렌드가 소비자들의 한과류 선택

셋째, 웰빙을 제품화된 형태로 간주한 연구

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한 최순희, 이윤주,

가 여기에 포함된다. 웰빙의 열풍이 시작된 이

최영준(2006)의 연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래로 웰빙은 수 없이 다양한 형태로 제품화

할 수 있다.

되었다. 이처럼 웰빙을 추구하는 고객들의 욕

둘째, 웰빙을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간주하

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기업들은 웰빙

고, 이를 고객 세분화의 기준으로 사용한 연구

제품이라는 이름의 신제품들을 출시하였는데,

들이 있다. 라이프스타일이란 태도, 가치, 의견

일부 연구들은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고객들

과 흥미, 그리고 외형적 행동들로 구성되는 통

의 반응과 평가를 검증하기도 했다. 소비자들

합체로써(Gutman and Mills, 1982), 많은 연구

의 일반적인 라이프스타일과 로하스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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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에서 웰빙메뉴를 선택하려는 의향에

될 수 있음을 주장하기까지도 하였다.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권용주, 송흥규, 변광인

마케팅은 단순한 판매 활동 그 이상의 의미

(2006)과 웰빙상품 구매후 만족도와 재구매의

를 가진다. 판매 활동이 물건을 구입하고자하

도에 관해 연구한 노영래, 김시월(2005)의 연

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한다

구, 그리고 국내 페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하고

면, 마케팅 활동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있는 웰빙메뉴들을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한 기업의 노력인 것이다. 따라서 웰빙 마케

웰빙 메뉴에서 고객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

팅은 웰빙 제품 판매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

인들을 파악하고, 웰빙메뉴의 구성요인들이 고

라, 웰빙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

객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 조

켜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한다. 위에서도 살

광익, 안현영, 노윤구(2006) 등이 여기에 해당

펴보았듯이, 웰빙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웰

한다.

빙하고자 하는 고객의 욕구를 이용해서 기업

넷째, 웰빙의 상업화 현상에 관한 관심과 우

이 자사의 제품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현상에

려에서 시작된 연구들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결국 마케

처럼, 웰빙이 마케팅의 수단으로 간주되고 상

팅 수단으로의 효율적인 웰빙 활용 방안을 논

업화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대해 많은 연구자

의하거나, 혹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웰빙에

들이 여러 관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

대해 비판하면서도 대안적인 마케팅 연구 방

영심, 명춘옥, 이기완, 남혜원, (2005)은 지금의

향을 제시하지 못해 왔다.

웰빙은 심신의 건강함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

본 논문에서는 웰빙 마케팅이란 기업 이익

이나 고급스러운 자유로움 등으로 왜곡되고

극대화가 아니라 고객 웰빙의 극대화를 목표

있다고 하였으며, 유현정(2006)은 웰빙이 상업

로 하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기를 제안한다.

적 포장지에 싸여 그 본질을 잃고 기업 광고

웰빙 연구자들은 이를 위해서 고객 만족이나

와 상품 판매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에 대

고객 재구매 의향 등과 같은 기업 성과가 아

해 경고하였다. 또한 박복남, 신수진, 이명희,

니라, 소비자의 웰빙 자체를 궁극적인 종속변

황은희, 강현임, 박경숙(2005)는 웰빙이 상업적

수로 놓고, 기업이 고객들의 웰빙을 얼마나 향

유행으로 번지면서 물질적인 풍요와 고급화,

상시키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

건강과 미용에 대한 지나친 집착 등으로 그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미가 변질,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 하였으며,

좋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

이미숙(2004)은 웰빙의 상업화로 인해 숨 쉬는

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만약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식품, 사는 집, 만지는

기업이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물건, 하는 일 과 같이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웰빙 향상을 추구 한다면, 기업은 소비자들로

면에서 우리는 건강과 연관해서 끊임없이 염

부터 무한한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려하는 강박증을 가지게 되고, 여기에 대중매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웰빙을 효율

체와 건강산업의 상업주의가 합세하여 극도의

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고, 이와 더불어 기업은

염려와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이와 같이 미디어와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웰

으로 기대된다.

빙 바람은 소비문화와 결합되어 개인의 웰빙

웰빙 마케팅이라는 대안적인 연구를 제안하

뿐만 아니라 사회의 웰빙을 저해하는 요인이

고 있는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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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시장에 출

II. 이론적 배경

시된 수많은 제품들이 소비자의 웰빙에 도움
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이들의 효과를 실제로 검증해 볼 수 있

2.1 웰빙(Well being)

는 근거뿐만 이를 검증할 연구의 틀조차 부재
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이나 의학

아리스토텔레스는 ‘궁극의 선(supreme good)’

등에서 오랜 기간 연구되어 왔고, 최근 마케팅

이라는 의미에서 행복을 ‘Summum Bonum’

에서도 일부 시도되고 있는 웰빙 이론들을 이

이라고 설명하면서, 행복은 인간이 지향하는

용하여, 웰빙 제품 등에 대한 일상의 소비 경

궁극적인 가치이며 그 자체만으로 충분할 수

험이 소비자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있는 유일한 가치(the only value which is

는데 필요한 연구의 틀(research framework)

final and sufficient)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을 제안하고 그 타당성을 평가할 것이다. 이렇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정립된 웰빙은 이후 심

게 검증된 연구의 틀은 소비자들의 웰빙이 기

리학, 사회학, 사회 복지학 등의 분야에서 삶

업의 마케팅 활동에 의해 어떻게 영향 받는지

의 질(Quality-Of-Life), 삶에 대한 만족(Life

에 관한 연구들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Satisfaction), 행복(Happiness), 주관적 안녕감

둘째, 현재 출시되어 있는 다양한 웰빙 제품

(Subjective Well Being) 등의 다양한 용어로

들을 소비자들의 제품 소비 경험에 근거하여

연구되어 왔는데(Diener, Scollon, and Lucas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된 제품군들이 소비자들

2003), Kahneman, Diener, and Schwarz(1999)

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기술(description)

는 이러한 용어들이 본질적으로는 좋은 삶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첫째, 웰빙 제품들 중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모두 동일한 주

에서 소비자들의 웰빙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

제임을 주장하였다.

고 있는 제품들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볼 수

현대 사회 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웰빙에

있게 될 것이며, 둘째, 웰빙 제품을 판매하는

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지표에 관심

기업이 소비자들의 웰빙 향상에 어떻게 기여

을 두고 있었다가, 1960년대 중반 이후 사회적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지표로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김명소, 김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색적

혜원, 차경호 2001). 그러다가 1970년대에 이르

이고 기술적인 성격의 본 연구를 통해서 소

러 경제적 지표와 사회적 지표는 웰빙 그 자

비자 웰빙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제안될

체가 아니라,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변수

것이다.

라는 비판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

이러한 목적으로 시작된 본 연구를 통해서,

름이 반영되어 본인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웰빙 향상을 목표로

빙을 측정하는 방법이 시행되었고, 심리학을

하는 기업들의 마케팅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

비롯한 많은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이를 ‘주관적

로 발전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안녕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관련 연구를
발전시켰다.
주관적 안녕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
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며, 이는 인지적
인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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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Diener et al. 1999). 인지적 요소란 삶에

2.2 건강에 대한 만족

대한 만족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Andrews
and Withey 1976),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유

건강에 대한 개인들의 의식은 그들이 속한

발된 다양한 경험들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이

문화에 따라 다양하며, 같은 문화권내에서도

얼마나 만족스러운지에 관한 개인의 인지적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르다. 건강은 단순히 질

평가를 의미한다(Shin and Johnson 1978). 정

병이나 허약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서적 요소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동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시에 포함하는데(Diener and Emmons 1984),

할 수 있으며(WHO 1994), 이 세 가지의 건강

이는 자신의 삶 속에서 느꼈던 정서 경험을

상태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만,

의미한다(김명소, 임지영 2003). 여기에서 긍정

그 중에서도 신체적 건강상태가 가장 근본적

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독립적 요소로 간주

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이정숙 외 2000).

하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건강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는 도구들은 1980

(Diener, Scollon, and Lucas 2003; Myers and

년대부터 다양하게 개발되어 심리학, 사회과학,

Diener 1995; Diener and Emmons 1984;

보건 및 의학 관련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Emmons and Diener 1985), 이는 긍정적 정서

있다. 이들은 크게 특정 질병을 가진 환자를

를 경험한다는 것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지

대상으로 하는 것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질이 높

것으로 구분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Health

다는 것이 단순히 삶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없

satisfaction, Health Satisfaction Sickness Health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Profile(SIP), the Duke Health Profile(DHP),

(Ryan and Deci 2001).

the Nottingham Health profile (NHP), COOP/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방법은 매우 다

WONCA Charts, EuroQol, MOS Short Form36

양한데(Myers and Diener 1995), 그중에서도

(SF-36)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도 웰빙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Diener 등이 1985년에

제품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한 S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

마케팅 분야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알아보는

이다. 이 척도는 6개월에서 6년간에 걸친 검사

도구들 보다는 건강에 대한 개인의 일반적인

-재검사 신뢰도에서 0.5-0.7의 매우 높은 수치

평가가 가능한 도구들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

를 보이며(박병기, 홍승표 2004; Myers and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

Diener 1995), 내적 신뢰도 또한 0.855로 높게

지만, 그 중에서도 Health Satisfaction(Barak

나타났다(김완석, 김영진 1997). SWLS는 안

and Rahtz 1990)은 개인이 쉽게 응답할 수 있

녕감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본인에게 일임

고,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간단하다는 장점

하고 있는데, 이는 안녕감에 대한 구성 내용이

이 있으며, 관련 연구들에서 보고된 신뢰 계수

나 판단은 연구자가 아닌 개인이 결정해야 한

또한 0.70정도로 적정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Diener 1984;

이에 본 연구에서는 Barak and Rahtz(1990)의

Diener, Scollon, and Lucas 2003; Diener, Suh,

Health Satisfaction을 사용하여 일반 소비자들

and Oishi 1997).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

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느끼는 만족을 측정하

되는 웰빙은 응답자 본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기로 한다.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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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웰빙 제품

은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생성 발
전되어 가고는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웰빙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되고 있는 웰빙은 ‘건강’과 이를 통한 ‘행복’에

2003년으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초점이 맞추어져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

이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김영한,

여 본 연구에서는 웰빙 제품을 ‘소비자의 건강

임희정 2004). 이와 같은 커다란 시장 환경의

을 향상 또는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변화는 복합적인 원인을 지니는 것이 일반적

는 기대를 제공해 주는 제품’이라고 정의하기

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로 한다.

흐름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프리미엄 제품
에 대한 구매력을 지닌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

2.4 제품 지식

증가, 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 사건들로 유발
된 건강에 대한 관심, 질적 측면을 중시하는

제품에 대한 지식 정도에 따라 소비자의 정

사회적 흐름 등과 더불어 주5일제 근무 등의

보 탐색 및 처리, 제품 평가, 의사 결정 등이

실제적인 시스템 변화가 웰빙 시장 출현과 확

달라지기 때문에, 제품 지식은 오래전부터 마

대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케팅의 주요한 주제 중 하나였다(Alba and

둘째로, 구조적 변화로 유발된 사회 문화적

Hutchinson 1987). Mowen(1995)은 제품 지식을

트렌드의 변화이다. 실제로 웰빙 산업과 같은

‘특정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

특정 산업의 발전은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와 경험’으로 정의하였고, Alba and Hutchinson

새로운 사회 문화적 트렌드가 반영된 것일 수

(1987)은 소비자 지식을 ‘소비자들이 정보를

있다(French and Rogers 2005). 환경보호를 소

어떻게 수집하고 조직화하며, 궁극적으로 소비

비행동의 선택기준으로 삼는다는 녹색소비자

자들이 무슨 제품을 구매하며, 그 제품들을 어

(Green Consumer), 실존주의적 가치관과 실용

떻게 사용하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

주의적 개인주의라는 가치관을 표방하여 정신

의하였으며, 소비자 지식이 해당 제품이나 브

적 측면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안

랜드에 대하여 과거부터 축적되어 왔다는 특

락한 삶을 추구한다는 보보스족(BOBOS), 공

성 때문에, 사전 지식(prior knowledge)과 동

리주의적인 가치관에 근거하여 환경과 타인들

일하게 사용하기도 한다.

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건강과

제품에 대한 소비자 지식의 구성차원은 학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로하스(LOHAS), 사회적

자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된다(Srinivasan and

성취보다는 가정과 건강, 여유를 중요시하는

Agrawal 1988). Punj and Staelin(1983)은 경

슬로비족(SLOBBIE) 등이 그 대표적인 트렌드

험을 통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지 않은 지식으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트렌드들은

로 구분하였고, Brucks(1985)는 주관적 지식과

원인은 각기 다르더라도, 건강을 통해 행복을

객관적 지식으로 구분하였으며, Alba and

추구한다는 공통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Hutchinson(1987)은 친숙성과 전문성으로 구

에서(허원무, 이완수, 이형탁 2006), 이러한 트

분하기도 하였다. 관련 연구들을 정리하면, 소

렌드들이 웰빙 산업의 확대를 가져왔다고 할

비자 지식은 크게 경험 지식, 객관적 지식, 주

수 있겠다.

관적 지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Brucks 1985).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사회의 웰빙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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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지식이란 제품 소유 여부나 제품 사용 경

험으로 측정하는 것으로(Bettman and Park

경우에는 측정 문항을 만들기도 어려울 뿐 아

1980), 기존 연구에서 친숙도라는 개념과 유사

니라(박찬욱, 문병준 2000), 그 타당성에 대해

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Park and Lessing

서도 확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지

(1981)은 이를 탐색 경험, 정보자극 노출 경험,

식 측정을 위해서는 주관적 평가가 더 보편적

구매 경험, 사용 경험, 소유 경험 등으로 세분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주관적

화하기도 하였다. 객관적 지식은 개인이 기억

지식을 바탕으로 소비자 지식을 측정하고자

속에 저장한 지식으로서 제품과 관련된 전문

한다.

용어, 속성 간 차이, 평가 기준, 사용 상황 등
을 포함하고 있다. 주관적 지식은 자신이 제
품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Rao

III. 연구 모형 및 가설

and Monroe 1988)로서, Brucks(1985)는 제품
에 대한 친숙성 평가를 합산하여 이를 측정하
기도 하였다.

3.1 건강에 대한 만족과 소비자의 웰빙

소비자의 제품 지식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기에 앞서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에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건강과 웰빙의 관계가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

밀접하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Okun and George

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Rudell(1979)은 객

(1984)는 건강과 행복과의 관계를 살펴 본 많

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이 정보처리 활동에

은 연구들을 토대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치는 영향을 실제로 비교하였는데, 객관적

이 두 변인 간에는 0.32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식은 새로 획득된 정보의 사용 및 정보에 대

발견하였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그

한 숙고를 촉진시키는 반면에 주관적 지식은

리고 건강에 대한 의사의 객관적인 평가보다

이전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확신을 공고히 해

는 본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건강에서 더 높

준다는 것을 밝혔다. Selnes and Gronhaug

은 상관관계를 볼 수 있었다(Okun and George

(1986)은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을 연구의

1984).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해야 함을

건강과 웰빙 간의 높은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주장하였다. 즉, 새로운 정보처리 또는 대안 제

연구자들 간의 이견이 없으나, 이들의 인과관

품들 간의 구별 및 선택을 하는 능력의 차이에

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학자들마다 다른

초점을 둘 때는 객관적 지식을 측정하여 비교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Feist et al.(1995)은 장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소비자의 다양한 행동

기간의 연구에서 건강과 웰빙의 관계가 양방향

들에 대한 동기의 차원에서 지식이 연구될 경

성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지만, Sirgy,

우에는 주관적 지식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

Rahtz, and Lee(2004)는 건강이 웰빙에 영향을

다. Park and Lessing(1981)은 소비자의 평가

미치는 선행 변수임을 주장하였다. Michalos,

결과에서 주관적 지식이 객관적 지식보다 체

Zumbo and Hubley(2000)는 주관적으로 평가

계적 편향(bias)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식의

한 건강이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의 51%를

수준뿐만 아니라 자기 확신의 수준도 나타내

설명한다고 보고하였으며, Gfellner (1989)는

기 때문에 제품 평가에 있어서는 더 좋은 예측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변수임을 주장하였다. 게다가 객관적 지식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가장 적합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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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건강이 웰빙에

에 근거하여 볼 때, 웰빙이란 삶의 여러 하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을 통

영역들에 대한 만족감들에 의해 향상된다(Lee

해서 밝혀진 현상으로, 본 연구에는 이러한 영

and Sirgy 2005). 건강과 웰빙과의 관계를 검

향 관계를 가정하면서 상향 전이 이론을 그 근

증한 위의 여러 연구 결과들에서도 볼 수 있듯

거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건강은 삶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들 중에서

미시적 관점에서 인간의 웰빙과 행복감을 연

도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구하는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는 상향 전이 이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느끼는 만족

론을 바탕으로 삶의 하위 영역과 삶에 대한

감이 높아지면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 또

전반적 만족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Diener

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1984). 상향 전이 이론은 인간의 삶이 가족, 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거에 기초하여 건강

구, 직장, 건강, 여가 등과 같은 여러 개의 하

에 대한 만족과 웰빙과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

위 삶의 영역(sub life domain)들로 구성되어

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있음을 가정한다(Andrews and Withey 1976;
Diener 1984). 개인은 이와 같이 다양한 삶의
영역들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순간 다양한 만

가설 1: 건강에 대한 만족은 소비자의 웰빙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족/불만족과 행복/불행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때 각 영역에서 경험한 감정들은 전반적인 삶
에 대한 만족감으로 상향 전이된다. 따라서 웰

3.2 웰빙 제품 소비 만족과 건강에 대한
만족과의 관계

빙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평가하는 전
반적인 만족감이며, 이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

웰빙제품 소비 만족과 건강에 대한 만족간의

대한 만족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Andrews

관계는 사전적인 영향 관계와 사후적인 영향

and Withey 1976). Alfonso et al.(1996)는 그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사전적인 영향 관계란

들의 연구에서 미국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삶

웰빙 제품 소비 경험에서의 만족 인식이 자신

에 대한 만족을 성, 외모, 자아, 가족, 직업, 학

의 건강 상태에 대한 만족감을 불러일으킨 것

교, 사회적 관계 등을 통해서 예측하는 모형을

을 말하며, 이는 개인 효용 이론으로 설명될

제시하였으며, 호주에서 시행된 Headey and

수 있다. 사후적인 영향 관계란 건강 상태에

Wearing(1992)의 연구에서는 결혼, 직업, 생활

대한 만족스러움을 인식하고 나서, 웰빙 제품

수준, 여가, 우정관계, 성생활, 건강에 대한 만

소비에서 그 원인을 찾는 과정으로 이는 귀인

족을 통해서 개인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80%가 설명될 수 있음을 보였다. Sirgy et al.

건강은 건강관리 방식, 운동량, 식사습관 등

(1991)은 지역 사회 내에서 제공 받는 건강

과 같은 건강관리와 관련된 행동들로 인해 영

관련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개인의 건강 관련

향을 받는다(이정숙 외 2000).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satisfaction with health-related

웰빙 제품을 ‘건강을 향상 또는 유지시키는데

quality-of-life)을 거쳐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

도움을 줄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기대를 바탕

족(overall life 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친다는

으로 건강관리 활동에 사용되는 제품들이라고

사실을 보였다.

정의’하였다. 개인의 욕구 충족과 행복을 웰빙

상향 전이 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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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하는 개인적 효용이론(Personal Utility

Theory)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Nussbaum and

단하는 것이다. 즉, 웰빙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Sen 1993), 특정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건강이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구매 행위를 행복 향상을 위한 소비자들의 노

동기적 관점에서는 자기 본위적 편향(Self-

력으로 간주한다. 소비자는 자신의 특정한 욕

serving Bias)이 귀인 대상의 선정에 작용한다

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품을 구매, 사용하

(Nunnally and Bernstein 1994). 이는 긍정적

며, 이 때 소비되는 제품은 관련된 특정 삶에

상황에 대한 원인을 자신의 능력과 노력의 결

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게 된다(Lee and

과로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내재적 특성을 성

Sirgy 2005). 그런데 국내 웰빙 제품들의 대부

공의 원인으로 돌리고자하는 경향이다. 여기에

분이 건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웰빙 제품 소

서는 자신이 건강한 이유를 웰빙 제품에 대해

비에 따른 경험들은 먼저 건강에 대한 소비자

구매 결정을 내리고 꾸준히 소비한 본인의 능

의 만족감을 향상시키게 된다. 즉, 건강관리를

력과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위해서 구매되고 사용되는 제품들은 건강에

이처럼 개인적 효용 이론(Personal Utility Theory)

대한 만족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과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을 통해서 소

수 있다.

비자가 소비한 웰빙 제품은 건강에 대한 만족

웰빙 제품 소비 만족과 건강에 대한 만족간의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수

관계는 효용 이론 이외에도 귀인이론(Attribution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

Theory)에 의해서도 일정 부분 설명이 가능하

을 설정하였다.

다. 귀인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특정한 지각
대상을 만나게 되면 그 대상을 현재의 상태

가설 2: 웰빙 제품 소비 만족은 건강에 대한

자체로서 받아들이기보다는 현 상태를 만든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인을 찾기 위한 추리를 하게 되고, 그 추리
의 결과에 따라 대상에 대한 최종적인 태도나

3.3 웰빙 제품에 대한 지식의 조절 효과

행동들을 결정한다. 즉,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
을 인식하면, 자신이 건강한 이유를 찾아 그

앞에서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과 삶의 하

원인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사

위 영역에 대한 만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상

람들이 귀인 할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는 크게

향전이 이론을 설명하였다. 상향 전이 효과는

인지적 관점과 동기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

크게 두 단계에서 발생한다(<그림 1> 참조).

볼 수 있다.

첫째는, 자신의 삶의 각 영역들(Life Domains)

인지적 관점에서는 현저성 편향(Salience Bias)

에 대한 만족이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이 귀인 대상의 선정에 작용한다(Taylor and

(General Life Satisfaction)에 미치는 영향이

Fiske 1975). 현저성 편향(Salience Bias)이란

다. 개인은 가족, 친구, 직장, 건강, 여가 등 삶

관찰자에게 현저하게 지각되어지는 자극의 속

의 여러 영역들에서 개별적인 경험과 기억을

성에 주의를 하고 그 속성이 행위자의 행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서로 구분된

야기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말한다. 여기에서

여러 삶의 영역들에서 다양한 만족과 행복을

는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소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삶의 각 영역들에서 경

자가 자신의 건강이 왜 좋은지를 생각할 때,

험하는 만족과 행복감은 전반적인 삶에 대한

최근의 웰빙 제품 소비가 중요한 이유라고 판

만족으로 상향 전이된다.
소비자학연구

제19권 제2호 (2008년 6월)

169

<그림 1> 상향 전이 이론

‘삶의 어떤 영역이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를 경험하는 개인의

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성격이나 가치관 등과 같은 개인적 특징에 따

질문에서 시작된 심리학, 사회학, 사회 복지학

라서도 달라진다. 직장 상사와의 말다툼이라는

분야에서의 많은 연구들은 삶의 각 영역들에

경험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응답자의 가치관이

서의 만족이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에 미치는

나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이 사건이 직장

영향이 개인이 속해있는 문화권(Diener, Suh,

생활에 대한 본인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이

and Oishi 1997)과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

상이한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Oishi et al. 1999) 등에 따라 조절된다는 연

마케팅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웰빙을 검증하는

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

본 연구에서는 상향 전이의 강도를 결정하는

장 생활 만족이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조절 변수로서 소비자의 지식을 고려하였다.

매우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 중

소비자의 지식은 정보탐색, 평가과정, 품질

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살아가고 있는

지각 등의 소비자 정보처리과정을 이해하는데

문화권과 평가자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Brucks 1985;

영향력이 조절되는 예가 될 것이다.

Bettman and Park 1980; Johnson and Russo

상향 전이 현상이 발생하는 또 다른 과정으

1984). 소비자가 지닌 지식은 제품 정보에 대

로,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이 특

한 판단, 이해, 기억(Alba, 1983), 제품에 대한

정한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Maheswaran and Sternthal 1990), 제품

것을 들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삶은

에 대한 태도(김동기, 배수현, 박종원1993) 등

구매나 소비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Sayre and Horne 1996). 그렇기 때문에 일상

지식은 소비자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

적인 소비 경험들은 개인 삶의 다양한 영역들

로서, 많은 소비자 관련 연구에서 조절변수로

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사용되어 왔다(류강석, 박종철, 박찬수 2006).

일상에서의 경험들이 삶의 각 영역들에 대한

이와 같이 소비자 정보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그 경험들의 종류에 따

는 제품 지식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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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제품 소비 만족과 건강에 대한 만족의 관

평가에 대한 긍정적 편향을 유도한다(류강석,

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철, 박찬수 2006; Park and Lessing 1981:

첫째, 웰빙 제품에 대한 지식이 많은 소비자

Rao and Monroe 1988). 그러므로 제품 성과에

는 웰빙 제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건강을 향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진 소비자들은 웰빙 제품

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

에 대해는 동일한 만족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에, 웰빙 제품에 대한 만족과 자신의 건강에

큰 기대 때문에 더 큰 건강 만족을 보고할 것

대한 만족간의 관계를 더 강하게 의식할 것이

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라고 예상할 수 있다. 지식이 충분히 많은 경

즉, 특정 제품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그 제

우에는 자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에 대

품의 작용 원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

한 소비 경험과 본인의 건강과의 상관관계에

에, 제품의 성능과 효과가 어떻게 발현될지에

대해 잘 알게 된다. 제품에 대한 지식이 많은

대해 잘 알게 되고(Alba 1983), 그 효과에 대

소비자의 경우, 관련 없는 정보들을 제거하는

한 확신 또한 커질 뿐만 아니라(Herr, Kardes,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and Kim 1991; Park and Hastak 1994;

정보만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Johnson

Rudell 1979), 자신의 주관적 지식에 의해 형

and Russo 1984), 기억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

성된 강한 기대로 인해 본인의 건강상의 작은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Srinivasan 1990). 그렇

변화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인식한다.

기 때문에, 웰빙 제품에 대한 지식이 많은 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의 논의를 바

비자들의 경우에는 계속되는 자신의 컨디션

탕으로 웰빙 제품이 갖는 효용에 대한 지식이

상에서의 변화와 건강에 관한 증상들 중에서

웰빙 제품 소비 만족과 건강에 대한 만족감 간

어떤 부분들이 웰빙 제품에 의한 변화인지를 민

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다음과 같은 가설

감하게 지각하게 된다(Rao and Monroe 1988).

을 설정하였다.

이에 비해 지식이 적은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정보들의 상호관련구조에 대한 이해의 결핍으

가설 3: 웰빙 제품 소비 만족과 건강에 대한

로 복잡한 정보를 조직화하는데 어려움(Hoch

만족과의 관계에서, 소비자가 지닌

and Deighton 1989)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웰

웰빙 제품의 효용에 대한 지식은 조

빙 제품에 대한 지식이 적은 소비자들의 경우,

절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즉, 제품

제품 사용과 건강에서의 변화를 두 개의 별개

효용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이 많을

의 경험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품 소

수록, 웰빙 제품 소비 만족이 건강

비 만족이 건강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칠

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때, 제품에 대한 지식은 이러한 관계의 강도를

욱 커질 것이다.

조절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웰빙 제품에 대한 지식

3.4 소비자의 웰빙과 관련한 통제 변수

을 주관적 지식으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지식
은 응답자의 지식인 동시에 응답자의 자기 확신

본 연구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웰빙 제품들

(confidence)을 의미하기도 한다(Cole, Gaeth,

에 대한 소비가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만족

and Sing 1986). 이때 높은 자기 확신은 성과

과 소비자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가지게 함으로써, 성과

자 시행되었다. 그런데 소비자의 웰빙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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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다른 삶의 영역들에서도 많은 영

하였는데, 그 결과 0.13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향을 받고 있다. 직접적인 연구 대상이 아닐지

으로 나타났다. Diener et al.(1993) 는 1981년

라도, 종속 변수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

에서 1984년 사이에 미국에서 소득과 주관적

치는 변수들이 있다면, 이를 규명하고 통제해

안녕감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소득이 가장

야만 한다. 즉, 건강에 대한 만족 이외에도 소

낮은 집단에서 상관 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

비자의 웰빙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을 통제

다. Diener and Biswas-Diener(2000)의 장기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에 걸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행복 여부가

가족생활, 경제생활, 사회적 지위를 통제 변수

이후의 소득에 아주 작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로 사용하였다.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과 행복
간에 존재하는 상관의 대부분은 소득이 행복

3.4.1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과 소비자의 웰빙

에 영향을 주는 인과적 관계의 강도로 해석할

가족생활은 개인의 행복을 구성하는 가장 큰

수 있다. 또한 소득이 삶에 대한 만족에 미치

항목들 중의 하나이며, 그중에서도 결혼 생활

는 영향력은 교육, 건강 수준 등을 통제하더라

에 대한 만족은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도 여전히 크게 나타났다.

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과 결혼 생활이 삶
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남성
보다는 여성에게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3.4.3 사회적 지위에 대한 만족과 소비자의
웰빙

Inglehart(1990)는 유럽연합 국가들을 총망라

사회적 지위란 소득과 교육, 직업의 결합이

하는 163,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

지만 소득과는 다른 요인이다. Haring, Okun,

행하였는데, 독신 여성의 75%가 자신의 삶에

and Stock(1984)이 실시한 메타 분석에 따르

만족한다고 답한 것에 반해, 결혼한 여성의

면, 사회적 지위와 삶에 대한 만족과의 관계는

81%가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그

0.20의 상관관계를 보여 그 상관성이 소득이나

리고 미망인들의 경우에는 70%가, 이혼 상태

직장 내 지위보다 높았다. 지위와 삶에 대한

인 경우에는 66%, 별거 중인 여성의 57%가

만족과의 상관관계는 이스라엘 0.55, 나이지리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배우

아 0.52, 필리핀 0.44, 인도 0.42, 브라질 0.38

자 외에 자녀와의 관계도 가족생활에 영향을

등으로 나타났는데(Cantril, 1965), 이 국가들이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이는 가족 구성의

지닌 공통점은 사회적 지위의 편차가 크다는

단계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

점이다. Marmot, Shipley, and Rose(1984)는

났다(Veenhoven 1994). 게다가 가족생활이 삶

영국 공무원들의 직급별 치명적 심장 마비 발

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소득의 영향

생율을 비교하였는데, 가장 낮은 직급에서 가

력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한 것

장 높은 직급에 비해 발병률이 3.6배 더 높게

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나타났음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가난과 실업,

있다.

질병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TV

3.4.2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과 소비자의 웰빙

시청을 제외한 모든 여가 활동은 행복에 긍정

Oishi and Diener(2001)는 40개 국가를 대상

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노동 계층의 사람들은

으로 삶에 대한 만족과 소득과의 관계를 조사

TV 시청 이외의 모든 종류의 여가 활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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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여도가 낮은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할

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모형은

수 있겠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는 개인의 웰빙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3.5 분석 모형

IV.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건강에 대한 만족이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통제 변

4.1 연구 설계

수로서 삶의 주요 영역 중에서 가족생활, 경제
생활, 사회적 지위라는 세 영역에 대한 만족을

4.1.1 연구 대상 제품군 설정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웰빙 제품에 대한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가 인식하는 웰빙

소비 만족이 건강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영향

제품에 대한 소비 만족이 건강에 대한 만족과

을 알아보기 위해서 웰빙 제품들을 크게 네 가

소비자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지 제품군으로 분류하고, 각 제품군들에 대한

것이므로, 연구 대상 제품군의 선정은 매우 중

만족이 건강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1)소비자들이 '웰빙

조사하였다.

'하면 떠올리는 일반적인 이미지와 잘 부합하

마지막으로 웰빙 제품 소비 만족이 건강에

면서, (2)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상품들을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웰빙 제

선정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제품

품군에 대한 지식이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를

분류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두 번의 초점 집단

파악해 보기 위해서, 네 개의 웰빙 제품군 각

면접(FGI)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웰빙 제품

각에 대한 지식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으로

으로 인식하는 제품들을 선정하였다. 먼저, 연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제품군별로 지식의 많

구자들이 신문과 언론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고 적음에 따라 각 웰빙 제품 소비 만족이 건

웰빙 관련 제품들을 나열한 목록을 만들고, 마

강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가 있는

케팅 전공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연상되는

<그림 2>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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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관련 제품들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형식

다. FGI에서 새로 언급된 제품들은 기존 웰빙

의 주관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때 "웰빙이

제품 목록에 추가하고, 웰빙 제품 목록에는 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웰빙 제품에는 무

는데 FGI에서 언급되지 않은 제품들은 선정

엇이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모두 적어주십시

여부를 위해 인터뷰 후반에서 추가로 논의하

오"의 2가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대중

였다. 여기에서 수렴된 제품들 중에서 가장 많

매체 등에서 자주 언급된 제품들과 대학원생

이 언급된 제품을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4개-음

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의 결과를 수렴하

식, 미용, 운동, 생활-의 웰빙 제품군으로 분류

여 웰빙 제품 목록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20-

하였다. 선정된 제품들은 마케팅 전공 교수와

40대 남녀를 대상으로 2번의 FGI를 실시하였

의 심층 면접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표 1> 웰빙 제품군 분류
웰빙 식품 (WF)
유기농 곡류
유기
농수산물

유기농 야채류 및 나물류
유기농 과일
유기농 육류
유기농 빵

유기가공식품
건강 기능성
식품
건강보조제

유기농 두부
유기
가공
식품

유기농 저칼로리 식용유, 참기름

유기농 허브 이용한 향신료
유기농 주스

비타민 음료
다이어트 음료 및 식품
전통적 건강 기능성 제품
건강 보조 약품
검은 콩 우유

유제품

유기농 자연 식초
유기농 장류

유기농 과자

유산균 요구르트
두유 제품

기호식품
주류

차(茶) 관련 제품
포도주

웰빙 미용 (WB)
스파 (spa), 마사지
스파

반신욕 및 족욕 관련 제품
피부 관리 제품 및 서비스
몸매 관리 제품 및 서비스

화장품
다이어트
아로마테라피

천연원료, 유기농 화장품
다이어트 관련 제품 및 식품
아로마테라피 관련 제품

웰빙 운동 (WE)

운동

요가

명상

명상, 정신 수련법

헬스 및 피트니스

레져

레져 문화 관련 제품

아쿠아 (Aqua) 피트니스
스포츠 댄스, 에어로빅

운동용품

항균, 기능성 운동용품

웰빙 생활 (WL)
의류

자연 친화적 속옷
천연 염료옷
은나노 가전기기
전자파 방지 가전기기

새집증후군 관련 새집증후군 처리제
제품
친환경적 마감재를 사용한 아파트
웰빙여행
상품

건강 측정 기능을 갖춘 가전제품
생활

비데, 좌욕기
음이온 공기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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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 및 온천 투어
유기농 매장

마사지기
정수기, 이온수기

테라피 투어

유기농 전문 식당
쇼핑 및 외식

차(茶) 전문점
풋스파 까페 (foot spa cafe)

4.1.2 연구 대상자 선정

품에 대한 주관적 지식은 단일문항으로 측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비확률 표본추출법

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중 임의표본추출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시

주관적 지식은 개별 제품에 대한 지식이 아니

간적, 비용적 제약성을 고려하여 서울과 수도

라, 제품군을 대표하는 제품들에 대한 주관적

권에 사는 20대에서 4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하

지식을 통해서 해당 제품군에 대한 지식을 측

였다. 웰빙 제품은 일정 정도의 가격 프리미엄

정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제품별로 주

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경제적인

관적 지식을 측정한 후에 이들의 합을 통해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응답자로 적합하다고 판

제품군에 대한 주관적 지식이라는 변수를 구

단하였다. 그러므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대학

하였으며, 이렇게 구한 지식에 대한 평균은 음식

생들은 제외하고 실질적인 구매층인 직장인과

: 3.16, 미용: 2.53, 운동: 2.93, 생활: 3.10이었다.

주부를 응답자를 선정하였다. 먼저 약 30명의

응답자들은 각 제품군별 지식의 중위수(median)

대학원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

를 기준(음식: 3.14, 미용: 2.98, 운동: 3.13, 생

문항들의 안면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이 때 제

활: 3.00)으로 제품군 별로 두 집단으로 나누

기된 사항들은 이후의 설문지 수정에 반영되

고, 이를 주관적 지식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

었다. 설문조사에는 7점 척도의 등간척도와 명

단으로 구별하였다. 그리하여 각 소비자는 네

목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본 조사의

개의 제품군 각각에 대한 지식의 양을 기준으

목적과 설문지 개요를 설명한 다음 조사자들

로, 각 제품군에 대한 지식이 많은 집단과 적

에게 배포, 회수되었으며, 응답자는 설문지에

은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나타난 지시를 바탕으로 자기 기입법으로 응

응답자들은 설문에서 제시한 총 52개 제품

답하였다. 본 조사는 2005년 5월 2일부터 5월

중에서, 본인이 직접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제

16일까지 2주간에 걸쳐 총 260부의 설문지를

품에만 응답 하였다(음식: 13.03/21개, 미용:

배포하여 225부의 유효 설문지를 회수하였으

3.20/7개, 운동: 2.67/7개, 생활: 6.03/17개).

며,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210부를 분
석에 사용하였다.

4.2 설문의 구성과 변수

4.1.3 응답 과정

4.2.1 웰빙 제품 소비 만족

응답자는 4개 제품군 총 52개의 웰빙 제품

본 연구에서 웰빙 제품의 소비 만족은 세 가

모두에 대해 각각 ‘해당 제품에 대한 자신의

지 구성요소의 곱으로 정의되었다. 각각의 웰빙

지식 정도’를 응답한 후, 자신이 사용해 본 경

제품에 대하여 (1)제품의 중요도(importance),

험이 있는 제품들에 대해 각 제품별로 ‘제품

(2)제품의 품질(quality), (3)제품의 사용 빈도

품질’, ‘제품의 사용 빈도’, ‘중요도’ 에 대해 응

(frequency)를 측정하고, 이들의 곱이 웰빙 제

답하였다.

품의 소비 만족 정도를 나타낸다고 본 것으로

자신이 제품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

(Lee and Sirgy 2005; Rahtz and Sirgy 2000;

정도로 정의된 주관적 지식(Rao and Monroe

Rahtz, Sirgy, and Lee 2004), 이는 <표 2>에

1988)은, 각각의 제품에 대해 ‘나는 이 제품에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대해 잘 알고 있다’(절대 아니다(1)~매우 그
렇다(5))의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제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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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웰빙 제품의 소비 만족 식
ÏÎ

1) ♇ᶰ∴㏟ᤣ⟈ á

ā❳㏟Ƈ⚯㏟⤟ 읦 ❳㏟Ƈ⚯

☀ᶟጛ 읦❳㏟Ƈ ⚯⡨◫ጛ

ƇáÎ

Ô

2) ♇ᶰ☀❳㏟ᤣ⟈ á

ā❳㏟Ƈ⚯㏟⤟ 읦❳㏟Ƈ⚯

☀ᶟጛ 읦± ❳㏟ Ƈ⚯⡨◫ጛ

ā❳㏟Ƈ⚯㏟⤟ 읦❳㏟Ƈ⚯

☀ᶟጛ 읦± ❳㏟Ƈ ⚯⡨◫ጛ

ā❳㏟Ƈ⚯㏟⤟ 읦❳㏟Ƈ⚯

☀ᶟጛ 읦 ❳㏟Ƈ ⚯ ⡨◫ጛ

ƇáÎ
Ô

3) ♇ᶰ☋ጰ❳㏟ᤣ⟈ á

ƇáÎ
ÎÔ

4) ♇ᶰ‴㖳❳㏟ᤣ⟈ á

ƇáÎ

주) 제품 품질: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 ~ 매우 만족한다(5)
제품 사용 빈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0.2) ~ 늘 사용한다(1.0)
제품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0.2) ~ 매우 중요하다(1.0)

본 연구에서는 웰빙 제품들에 대한 소비 만

할 때 인식하는 품질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족을 측정할 때 합성 변수를 사용하였다. 여기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제품의 품질’이라는 변

에서 사용된 측정 방법이 제품에 대한 선호도

수를 통해서 측정된다. 그렇다면 특정 제품을

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다속성 모형(Aiello,

사용하는 두 사람이 해당 제품의 품질을 4점이

Czepiel, and Rosenberg 1977)과 유사한 형태

라고 답했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은 해당 제품

를 지니고 있지만, 가중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으로부터 동일한 크기의 만족을 경험하게 될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속성 이론에서는

까? 만약 한 사람은 해당 제품을 자주 사용하

특정 제품에 대한 만족을 그 제품의 각 속성에

고 다른 사람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해

대한 평가와 해당 속성별 중요도의 곱으로 산

당 제품을 통해 얻은 만족 경험의 총합은 다를

출한다. 이는 속성 평가에서 동일하였을지라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품 사용 빈도’는 소비

속성별 중요도가 각 개인들마다 다르기 때문

자가 얻은 전반적인 만족을 계산하는데 반영되

에 발생하는 선호도의 개인차를 반영하기위한

어야 한다(Rahtz, Sirgy, and Lee 2004). 또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제품 자체에 대한 평가

동일하게 품질을 4점이라고 평가하고, 비슷한

를 위한 다속성 모형의 가정과는 달리, 본 연

빈도로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각 개인은

구에서는 각 개인이 해당 제품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제품의 중요성을 다르게

어느 정도의 만족을 얻었는지를 측정하기 위

지각할 것이며,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제품의

해서 합성 변수를 사용한다(Lee and Sirgy

사용을 통해서 더 큰 만족을 얻고 있다고 할

2005; Rahtz and Sirgy 2000). 즉, 특정 제품의

수 있다. 그러므로 ‘제품의 중요성’도 소비자가

속성들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를 평가하는 것

제품에서 얻은 전반적인 만족을 측정하는데 포

이 아니라, 해당 제품으로부터 소비자가 얼마

함되어야 한다(Rahtz, Sirgy, and Lee 2004).

만큼 큰 만족을 경험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품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해

서 합성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다(Rahtz, Sirgy

당 제품의 사용을 통해서 얼마만큼 큰 만족을

and Lee 2004). 이와 같이 웰빙 제품에 대한

얻어 왔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웰빙 제품

만족을 합성 변수로 측정해야 하는 이유를 예

소비 만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제품 품질’에

를 들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제품 사용 빈도’와 ‘제품 중요도’를 가중하여

웰빙 제품을 소비한다고 할 때, 이 제품을 소비

생성한 합성 변수를 만들어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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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웰빙 제품에 대한 지식

제품 소비 만족, 제품군 별 지식, 세 가지의 주

웰빙 제품군에 대한 지식은 웰빙 제품 각각

요 삶의 영역들에 대한 만족 등 총 13개의 변

에 대해서 평가한 주관적 지식을 합산하여 측

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웰빙과 건강에 대한

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웰빙 제품에 대한 소

만족은 각각 다섯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웰빙

비 만족이 건강에 대한 만족에 영향력을 미치

제품 소비 만족과 제품군 별 지식은 합성 변수

는 관계에서, 소비자의 지식이 그 크기를 조절

를 통해서 측정되었다, 통제 변수로 사용한 세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론 도출이 가능해 질

가지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에 대해서는 각각

것이다.

단일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4.2.3 변수 정의와 구성
본 연구에는 웰빙, 건강에 대한 만족, 웰빙
<표 3> 변수의 정의
변수

개념적 정의
변수명

참고 문헌

측정 문항

특정 웰빙 제품들 사용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경험한 만족의 총합(제품의
품질 X 사용 빈도 X 제품 중요도)
웰빙 제품 소비
만족

제품 지식

QUAL

이 제품의 품질은 만족스럽다

FREQ

이 제품을 자주 사용한다.

IMPT

이 제품은 나에게 중요하다

Rahtz and Sirgy,
(2000)

웰빙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지식(Knowledge)
KNLG

Rao and Monroe
(1988)

나는 이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건강에 대한 만족

HSAT1

나는 지금 최고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HSAT2

나는 건강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

HSAT3

나는 스스로를 젊고 기운이 넘친다고 생각한다.

HSAT4

나는 내 건강에 완벽히 만족한다.

HSAT5

나는 건강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낀다.

Barak and Rahtz
(1990)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Oerall Wel lBeing)

웰빙

OWL1

대체로 나의 삶은 나의 이상과 가깝다.

OWL2

내 삶의 여건들은 매우 좋은 편이다.

OWL3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OWL4

나는 지금까지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루었다.

OWL5

만약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내 삶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것
이다.

Diener, Suh, and
Oishi (1997)

가족생활 만족, 경제생활 만족, 사회적 지위 만족
(Satisfaction with Other Life Domains)
통제 변수

SFAM

Headey and
Wearing (1992)

나는 내 가정생활에 만족한다.

SFIN

나는 내 경제적 상황에 대해 만족한다.

SSES

나는 나의 사회적 지위/ 위치에 대해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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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수렴 및 판별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V. 연구 결과

추가적인 통계 분석들을 실시하였다.
먼저, 건강 만족과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5.1 응답자 특성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위해서 Cronbach's
Alpha계수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본 연구에서는 20대에서 40대사이의 성인 남

Analysis) 결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

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용된 두 개념들의 Cronbach's Alpha계수는 기

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 응답이

준치(Nunnally 1978)인 0.60을 상회하였으므로,

좀 더 많았고, 기혼보다는 미혼이 많았으며, 직

각 구성 개념들은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

장인들이 전업주부들보다 많았다. 자세한 사항

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신뢰도 검증의 측정

은 아래의 표와 같다.

치인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는 0.60 이
상을 초과해야 하는데(Bagozzi and Yi 1988),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개의 구성 개념

5.2 모형 및 가설 검증

모두 이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5.2.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5.2.2 모형의 적합도 검증

웰빙 제품의 선정은 2번에 걸친 초점 그룹
인터뷰와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확인과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수정 과정을 거쳤으므로, 내용 타당성 및 안면

위하여 χ 값과 GFI, NNFI, RMR을 살펴 본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신뢰

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들이 일반적인 기준치

2

<표 4> 응답자 특성
기준

성별

결혼 여부

직업

특성

남성

여성

미혼

기혼

직장인

전업주부

인원

76명

134명

122명

88명

130명

80명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Variable

건강 만족

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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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

Loading

t-Value

SMC

HSAT1

0.76

12.95

0.58

HSAT2

0.65

10.51

0.43

HSAT3

0.80

13.86

0.65

HSAT4

0.82

14.37

0.68

HSAT5

0.84

14.93

0.69

OWB1

0.79

13.48

0.58

OWB2

0.70

11.41

0.52

OWB3

0.80

13.54

0.64

OWB4

0.66

10.53

0.40

OWB5

0.74

12.09

0.53

웰빙 제품에 대한 소비 만족이 소비자 웰빙에 미치는 영향

Cronbach's
Alpha

Composite
Reliability

0.880

0.86

0.855

0.80

를 상회하고 있어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충족
2
있다(χ 7

연구 모형에서 제시된 건강에 대한 만족이

= 10.19, p =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

0.192; NFI = 0.985; NNFI = 0.976; CFI =

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향력의 상대적인

0.995; GFI = 0.990; RMSEA = 0.043; RMR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통제 변수로 사용된

= 0.025).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

시키고 있다고 할 수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대한 만족이 소비자의
5.2.3 연구모형 경로계수의 추정 및 가설 검증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알아보았다. 기존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경

여러 연구들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 가

로 분석(path analysis) 방법을 시행하였다. 본

지 영역에 대한 만족은 모두 소비자의 웰빙에

연구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변수들은 합성 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이거나, 처음부터 단일 항목으로 측정된 변

수 있었다(Γ21 = 0.157, p  0.05; Γ22 = 0.171,

수들이다. 그러므로 연구 모형을 구성하는 변

p  0.05; Γ23 = 0.366, p  0.05). 소비자 삶의

수들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다항목으로 측

주요 세 가지 만족 중에서도 자기 자신의 사회

정된 웰빙과 건강에 대한 만족은 각 항목들의

적 지위에 대한 만족은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

평균값으로 측정 변수를 생성하였다. 이렇게

보다는 더 큰 영향력(Δχ = 3.51, p0.1)을 미치

전체 변수들의 수준을 동일하게 조정한 후에,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과는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영향력에서 차이가 없었다(Δχ = 2.42, N.S.).

2

2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건강에 대한 만족과 더불어, 가족생활에 대

5.2.3.1 건강 만족과 웰빙
소비자의 웰빙을 건강에 대한 만족과 가족생

한 만족,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 그리고 사회

활에 대한 만족,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 그리고

적 지위에 대한 만족이 전반적 웰빙에 영향을

사회적 지위에 대한 만족을 통해서 추정한 결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러한 경로

과, 전체 변량의 43.2%가 설명되었다. 건강에

를 가정한 연구 모형을 추정한 결과, df=7에

대한 만족감이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χ 값이 10.19로 나왔다(Free Model). 이후에는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해 본 결과, 건강에 대

각 경로들 간의 영향력의 크기를 검증해 보기

한 만족감이 소비자의 웰빙에 통계적으로 유

위해서 χ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β11 의 영향력이 Γ21과 같도록 제약한 모형에서

다(β11=0.265, p  0.05).

는(β11 = Γ21), df = 8에 χ 값이 13.53이었다.

2

2

2

<표 6> 연구 모형의 주효과 검증을 위한 경로분석 결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 주효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 주효과

건강에 대한 만족 → 웰빙

표준화계수

t-value

p-value

0.265

4.981

p  0.05

통제 변수의 영향력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 → 웰빙

0.157

2.412

p  0.05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 → 웰빙

0.171

2.295

p  0.05

사회적 지위에 대한 만족 → 웰빙

0.366

5.337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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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β11 = Γ21라는 제약이 없던 자유모형과
2

비교해 볼 때, χ 에서 3.34의 차이가 있는 것
2

을 볼 수 있다(Δχ = 3.34). 즉, 완전히 자유롭

2

3.34, p  0.1)이나,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Δχ =
2.84, p  0.1)이 소비자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
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게 추정한 모형에 비해, 두 경로를 같도록 제
약을 준 모형의 적합도가 3.34만큼 낮아진 것

5.2.3.2 웰빙 제품들에 대한 소비 만족과

이다. 자유도에서 1이 차이가 있는 두 모형이
2

건강 만족

적합도에서 χ 가 3.84 이상의 차이를 보이면,

가설 2는 웰빙 제품군에 대한 소비 만족이

이 두 모형은 0.05수준에서 유의하게 다르다고

건강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것

2

말 할 수 있다. 즉, χ 에서 3.84 이상의 차이를

이다. 4개의 웰빙 제품군이 소비자의 건강에

보이면, 유의도 0.05 수준에서 두 경로는 같다

대한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한 결과 전

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 변량의 4.9%가 설명되었다. <표 8>에서 보

기준에서 볼 때, 두 경로간의 차이를 인정한

는 바와 같이 웰빙운동제품에 대한 소비만족

2

모형과 차이가 없다고 제약한 모형간의 χ 가

은 소비자 건강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

3.84보다 작기 때문에, 0.05의 유의 수준에서

는 것으로 나타났다(Γ16 = 0.202, p  .05). 하

보면, 두 경로의 영향력이 다르다고 말할 수는

지만 웰빙식품소비만족과 웰빙미용제품소비만

없지만, 3.34라는 값은 0.1의 유의도 수준에서

족, 웰빙생활제품소비만족은 소비자의 건강만

2

의 기준(χ = 2.7)은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하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러

나타났기 때문에(Γ14 = 0.061, N.S.; Γ15 =

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경로들의 영

-0.095, N.S.; Γ17 = 0.123, N.S.) 가설 2는 웰

향력의 크기를 비교해 본 결과, <표 7>에서 보

빙운동제품에서만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것처럼, 자신의 건강에 대한 만족이 전반
적인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사회적

5.2.3.3 <가설 3> 웰빙 제품의 효용에 대한
소비자 지식의 조절효과

지위에 대한 만족감이 전반적인 웰빙에 미치는
2

영향과는 차이가 없지만(Δχ =.08, N.S.), 건강
2

에 대한 만족은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Δχ =

가설 3은 웰빙 제품 소비 만족이 건강에 대
한 만족에 영향을 미칠 때, 소비자가 지닌 제

<표 7> 연구모형의 주효과 검증을 위한 경로분석 결과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 비교
Constrained Paths
Free Model

Constrained Model

β11
Γ21
Γ22
Γ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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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Free

df

χ2

7

10.19

Δχ

2

p-value

Γ23 = Γ21

8

13.70

3.51

p  0.1

Γ23 = Γ22

8

12.61

2.42

p ! 0.1

β11 = Γ21

8

13.53

3.34

p  0.1

β11 = Γ22

8

13.03

2.84

p  0.1

β11 = Γ23

8

10.27

0.08

P ! 0.1

건강에 대한 만족이 전반적인 웰빙에 미치는 영향
가족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전반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전반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위에 대한 만족감이 전반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웰빙 제품에 대한 소비 만족이 소비자 웰빙에 미치는 영향

<표 8> 웰빙 제품이 건강 만족에 미치는 영향
주효과
표준화
계수

t-value

0.061

0.668

p ! 0.05

웰빙미용제품 소비 만족 → 건강 만족

-0.095

-1.103

p ! 0.05

웰빙운동제품 소비 만족 → 건강 만족

0.202

2.358

p  0.05

웰빙생활제품 소비 만족 → 건강 만족

0.123

1.184

p ! 0.05

연구가설
웰빙식품 소비 만족 → 건강 만족

결과

품 지식이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하

효과가 유의미 하지 않았다(Γ = -0.046, t =

고 있다.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웰빙식

-0.406). 또한 웰빙운동제품에 대한 지식이 많

품과 웰빙운동제품에 대해서는 지식이 많은

은 집단은 웰빙운동제품소비만족이 건강만족

소비자와 적은 소비자 간에는 그 영향력에서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Γ = 0.243 t =

차이가 있었다. 웰빙식품에 대한 지식이 많은

2.102), 지식이 적은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영향

집단의 경우에는 웰빙식품소비만족에서 건강만

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Γ = 0.075 t

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 했으나(Γ = 0.308

= 0.733). 하지만 웰빙미용제품만족과 웰빙생

t = 2.556), 지식이 적은 집단의 경우에는 그

활제품만족이 건강만족에 미치는 영향력들은

<표 9> 제품군별 지식 정도에 따른 조절 효과
제품군별 지식 정도에 따른 조절 효과
조절 변수
(주관적 지식)

H3a

H3b

H3c

H3d

고

Gamma
(t-value)

저

Gamma
(t-value)

고

0.308**
(2.556)

저

-0.046
(-0.406)

고

-0.071
(-0.655)

저

0.046
(0.442)

고

0.243**
(2.102)

저

0.075
(0.733)

고

0.145
(1.180)

저

-0.006
(-0.045)

웰빙 식품

웰빙 미용제품

웰빙 운동 제품

웰빙 생활제품

Constrained Path

Free Model
2
χ (14)
Constrained Model
2
χ (15)

웰빙식품 소비 만족
→ 건강 만족

웰빙미용제품 소비 만족
→ 건강 만족

웰빙운동제품 소비 만족
→ 건강 만족

웰빙생활제품 소비 만족
→ 건강 만족

2

Δχ ((1)

18.193
6.259**
24.452
27.902
0.395
28.297
32.883
0.014
32.897
27.503
0.261
27.764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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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군들에 대한 소비자 지식에 의해 조

목표로 두고, 해당 삶의 영역에 대한 고객들의

절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3은 웰빙 식품군과

만족을 어떻게 높여야 할지를 전략적으로 접

웰빙 운동제품군에서만 지지되었다.

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품군에 따라서 제품 만족이 건강 만
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Ⅵ. 결론 및 연구의 한계

고객의 웰빙 향상을 위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제품군에 따라서 소비자 웰빙 향상을 위한 기
업의 노력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

6.1 결론

다. 헬스나 요가와 같이 고객이 적극적으로 참
여해야 하는 제품군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

“웰빙 제품을 많이 쓰면 웰빙 해질까?”라는

족이 건강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근본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던 본

로 나타났다. 고객들이 다양한 웰빙 제품을 동

연구는 웰빙 제품들에 대한 일상의 소비 경험

시에 소비하기보다는 소수의 웰빙 제품을 선

이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만족을 매개로 소

택적으로 소비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운동

비자의 웰빙을 향상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운동 제품이

러한 영향력이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지식

고객의 웰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강

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

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를 마케팅적 관점에서

셋째, 제품 소비 만족과 건강 만족과의 관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에 대한 만족

에서, 웰빙 식품과 웰빙 운동제품에서는 지식

감은 소비자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의 조절 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소비자의 지식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만족한다

이 많을수록 웰빙 식품과 웰빙 운동제품에 대

면, 이를 통해 자신의 웰빙 수준 또한 높게 지

한 소비 만족이 건강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영

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생활,

향력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

경제생활, 사회적 지위 등 삶의 각 영역들에

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음식의 섭

대한 만족감이 웰빙을 설명하는 비율이 약 43%

취와 운동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에 달한다는 것은 상향 전이 이론의 타당성이

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은 직접적인 경험 없이

입증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객의 웰빙을 향

도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잠재 고

상시키고자하는 기업들은 여가생활 부분 등과

객들로 하여금 사전 지식을 많이 가질 수 있도

같이 자사와 관련된 고객의 주요한 삶의 영역

록 노력해야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제품의

들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이에 대한 만족을 기

효용을 알려주는 정보 전달형 광고 및 판촉 활

업의 목표로 삼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의 웰빙

동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에 기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고객 행복 추구’ 등과 같은 측정 불가능한

6.2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 기업과 거래하는
고객들의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경쟁 기

위와 같은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들에도 불구

업의 고객들보다 높일 것이다.”와 같은 고객들

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

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을 마케팅

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건강을 단일 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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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고 있다. WHO는 건강을 신체적 건강,

개의 제품군 중에서 오직 하나의 제품군에서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이라는 세 차원으로

만 주효과가 발견되었으며, 조절 효과 또한 두

이루어진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WHO의

개의 제품군에서만 발견되었다. 이러한 의외의

정의가 반영된 건강 척도가 없기 때문에 본 연

실증 결과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

구에서는 건강을 단일 차원으로 간주하고 평

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가 현실

가하였다. 전반적 건강을 주관적 평가 방식으

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즉, 운

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

동 제품이라는 하나의 제품군만이 소비자의

라 광의의 건강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

건강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고, 제품 지

에, 본 연구에서는 측정 차원의 단일성이라는

식이 식품군과 운동 제품군에서만 조절효과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관적인 건강을 측

지닐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본 연구를 통해

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웰빙 제품

서 지금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많은 웰빙 제품

들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건강 상태를

들이 실제로는 소비자의 웰빙을 향상시키지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

못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 WHO의 정의 등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이러한 다소 실망스러운

을 감안하여 건강을 다차원 개념으로 간주하

결과가 웰빙 제품군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의

고 이를 측정해 낼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한다

미 있는 변수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

면, 웰빙 연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했을 가능성이 있다. 웰빙 제품을 그 역할에

소비자의 웰빙 향상을 기업 마케팅의 궁극적

따라 구분해 본다면, 웰빙을 향상시키는 제품

인 목표로 삼는 웰빙 마케팅을 활성화시키기

(Enhancement of Well Being)과 일빙을 예방

위해서는 의학/보건학적 관점이나 사회학/심

하는 제품(Prevention of Ill Being), 그리고 일

리학적 관점의 건강 측정 도구가 아니라, 웰빙

빙 상태를 치료하는 제품(Curing of Ill Being)

마케팅의 성과 변수로서 사용될 ‘소비자 건강’

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도 일빙

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제작과 도입이 시급

을 치료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건강과 관련되

하다고 하겠다.

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의료 제품이기 때문에,

둘째, 일부 제품군에서 웰빙 제품 소비 만족

요즘 논의되고 있는 웰빙 제품과는 조금 성격

이 건강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

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소비자

다. 하지만, 그 효과의 원인이 제품 소비 자체로

들이 웰빙 제품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제품군

인한 결과인지, 혹은 귀인 등과 같은 사후적 평

을 파악하는 과정이었던 FGI에서도 언급되지

가 과정에서 만들어진 심리적 효과인지는 판단

않았다. 그러므로 웰빙에 관한 이후의 연구에

하기가 쉽지 않다. 이후 연구에서는 웰빙 제품

서는 ‘웰빙 제품의 효과 특성’이라는 변수를

소비 만족과 건강 만족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통해서 웰빙 제품들을 ‘웰빙 향상 제품군’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일빙 예방 제품군’으로 구분해서, 그 효과를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는 실제적인 제

측정해 볼 것을 제안한다.

품 사용 전후의 소비자의 건강 상태의 변화와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웰빙식품과 웰빙

건강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및 확신 정도

건강제품의 경우에는 지식의 조절효과가 나타

를 측정 비교함으로써 가능해 질 것이다.

났으나 웰빙뷰티제품과 웰빙 생활제품의 경우

셋째, 본 연구의 실증 결과를 살펴보면, 네

에는 지식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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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서의 건강성의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이

위한 연구의 틀이 필요하며, 연구자들에게 직

었을 수 있다. 웰빙 식품군과 웰빙 운동제품군

관을 제공해 주는 기술적인 연구(Descriptive

의 경우에는 건강성이 제품의 핵심 기능이고,

Research)나 탐색적인 연구(Exploratory Re

제품마다 건강에 미치는 방식이 매우 다르기

search)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 발전 단계

때문에 본인의 건강 상태에 가장 적합한 제품

관점에서 본다면, 본 연구는 웰빙 제품의 영향

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제품 지식의 조절 효과

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초기 단계에 진행되어야

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생활제품이나 미용 제

하는 연구들 중의 하나로 웰빙 마케팅의 틀을

품의 경우에는 건강성이 기본 기능이 아니라

제안하고 있는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부가 기능으로서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적으로 이 단계의 연구들의 대부분은 개념적

때문에 이들 제품군들은 제품이 건강에 미치는

제안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는 웰빙

영향력에서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제품 특

제품이라는 제품군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사용

성에 대한 지식이 건강이라는 성과를 얻는데

경험을 중심으로 웰빙제품 소비경험이 건강 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기술하였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건강성이 제품의 핵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심속성인지 혹은 부가속성인지를 구분하여 그
효과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웰빙에 관한 연구의 틀을 제안한 본 연구를
계기로 소비자 웰빙이 마케팅의 중요 변수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갑작스럽게

고려되는 연구 흐름이 생겨나고, 소비자의 웰

생성되고 확장된 웰빙 산업의 발전이 소비자

빙을 마케팅 활동의 핵심 성과로 인식하는 산

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기

업 풍토가 정착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 하

<논문접수일: 2007. 12. 5>

나만으로는 웰빙 제품 등장이 소비자들의 삶

<1차수정본접수일: 2008. 4. 6>

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2차수정본접수일: 2008. 5. 1>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확정일: 2008. 5. 6>

다양한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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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Consumption Satisfaction with
Well-being Products on Consumer Well Being
Hyoung Tark Lee*․Ju Young Bae**
Abstract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interest on marketing of well being products. Yet. limited studies
have been done on the impact of well being products on consumer's well being.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herefore, to develop and test a model on the effect of well being product satisfaction
on consumer's well being.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consumer's satisfaction with well being
products has a positive influence health satisfaction, which in turn increases consumer's well being. It
also has been found that the positive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well being products on health
satisfaction is greater when consumers have a high level of product knowledge. Policy implications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well being, consumer health satisfaction, well being product, product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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