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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치유농업 분야에서 치유체험프로그램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있어서 치유

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어떤 요인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치유체험프로그램의 마케팅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참여시간과 참여비용

이 치유체험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미치는지에 대한 영향을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치유 체험프로그램의 체험비용과 체험시간이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해 봄으로써, 치유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체험비용과 체험시간을 매개변수로 

하는 치유체험프로그램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함으로써 농촌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이

론적 기반을 제시한다. 체험프로그램의 하위요인으로 오락적 체험, 교육적 체험, 일탈적 체험, 심미적 체험이 있으며, 매개변수로 체험시간, 

체험비용이 있으며, 종속변수로 만족도를 두었다. 또 한 설문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

하였다. 조사대상은 치유체험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거나 인지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지 중 유효한 314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SPSS v22.0을 사용하였으며, 매개 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3단계 검증법과, Andrew 

F. Hayes(2018)의 SPSS PROCESS Macro Model No.4 검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결과에 대하여 비교함으로써 매개 효과에 대한 신뢰

성을 확보하였다. 연구결과 교육적 체험(β=.134, t=1.759*)이 체험비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미적 체험(β

=.144 t=1.684*)이 체험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적 체험(β=.239, t=4.112***)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미적 체험(β=.330 t=4.921***)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시간은 

심미적 체험과 만족도 사이에서 부(-)의 비일관적 매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미적 체험이 만족도에 미치는 총 효과는 β

=.330 t=4.921***이며, 체험시간을 매개변수로 투입 시 직접효과(β=.349 t=5.241***)는 총효과에 비해 β=.019 만큼 증가한 반면, 간

접효과(β=-.019)로 부(-)의 매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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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배경

100세 시대를 맞아 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창업을 해야만 

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 특히 창업의 방안으로 귀농·귀촌을 

통한 창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융복합산업으로 표현되

는 6차산업은 새로운 미래의 워라벨을 만족시키는 창업의 형

태이다. 1차 농산물을 활용한 2차 가공과 3차 마케팅은 다양

한 형태의 귀농·귀촌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체험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치유농업(농사로, 2022)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귀농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명부, 농지 원

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한 사람이며, 귀촌인은 학생, 군인, 

직장근무지 이동으로 일시적 이주 인으로 정의한다.
2018년 해양수산부(2019) 보도자료에 의하면 귀농·귀촌을 선

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직업 33.3%, 주거 28.4%, 가족생활 

24.4%로 나타났다. 귀농 가구는 11,961가구로 가구주의 성별

은 남자가 68.9%, 평균연령은 54.4세로 나타났으며, 50~60대 

연령층이 6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업 귀

농인은 8,532명으로 70.8%이며, 겸업 귀농인은 3,528명으로 

29.2%로 조사되었으며, 겸업 비중은 40세 미만 37.4%, 40대 

36.4%, 50대 34.0%, 60대 이상 17.9%로 연령이 젊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업인으로서 1차산업에 비중을 둔 전업농보

다는 연령대가 젊을수록 1차산업과 함께 2차, 3차산업을 중심

으로 겸업 형태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함을 알 수 있으

며, 특히 주말농장 또는 농촌체험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에 종

사할 가능성이 높다. 전업농은 주로 작물 재배 및 가축사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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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작물의 경우 평균 재배면적은 

0.37ha(3,692㎡)로 나타났으며, 가축사육은 꿀벌이 34.9%로 가

장 많고, 한우 28.4%, 곤충류 13.4%, 산양 10.5% 순으로 조사

되었다. 반면 귀촌 가구는 328,343가구로 성별은 남자가 

61.4%이고, 평균 연령은 44.9세로 나타났으며 연령 별 구성비

는 30대 24.9%, 20대 이하 18.9%, 50대 18.8% 등의 순서로 나

타났다. 귀촌 사유로는 4.1%는 건강을 이유로 귀촌하였으나, 
산촌 지역으로 귀촌한 가구는 건강이 9.6%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하였다. 특히 귀농․귀촌 가구 중 1인 가구와 혼합 가구 비

중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이는 40세 미만 연령층의 귀농 

확대와 가구주가 기반 마련을 위해 먼저 이주 후 가족 구성

원과 합류하기 때문이며, 젊은 층의 가업(농업) 승계를 위한 

U턴 귀농과 고령 부모 봉양 등 가족과 가까이 살기 위한 추

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귀농·귀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

여 귀농 창업자금,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융화프로

그램도 강화하고 있으며, 청년 농영농정착 지원과 자금·농지·
기술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귀농 창업자금의 경우 당 초 

3,000억원에서 변경 4,572억원로 추가되었다. 또 한 농촌에 거

주하는 비농업인이 영농을 창업하는 경우도 자금 수혜 대상

에 포함됨에 따라, 영농창업 지원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

히 영농창업 지원에 있어서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으로 치유 

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건강

하게 식사하고 움직이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해결책으로 산림, 동물, 원예, 
농작업 등 농업 환경 및 자원을 활용하여 예방하고 치유하고

자 하는 치유 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 효과

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Iacovo & O’Connor, 2009; Hassink et 
al., 2015; Roest et al., 2010; Elings & Hassink, 2006). 국내 치

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효과는 2013년 1.6조원에서 

2017년 3조7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농촌진

흥청, 2020). 
국내 치유농업 선행연구로 김옥자·하규수(2018)는 치유농업 

공급조건 및 프로그램 구성등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박수영

(2016), 김아라(2016)는 다양한 국내 사례분석과 치유농업에 

대한 고객 분석 등을 통해 국내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정부 

역할에 대해서 연구하였다(고은주·허철무, 2020). 치유농업 분

야에서 체험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체험경제이론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

행되었다. 특히 치유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

으로서 체험경제이론을 적용하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주요인으로 오락적 체험, 교육적 체험, 심미적 체험, 일

탈적 체험을 중심으로 검증되어 왔다.
현장에서는 치유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의 체험 시간과 체험 비용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기존 연

구는 치유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콘텐츠에 집중한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치유농업 분야에서 만족에 미치는 프로그램의 

참여 시간과 참여 비용을 매개변수로 하는 연구는 전무 한 

상황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치유체험프로그램의 구성요소

가 체험참여자의 참여 의지로서 참여 시간과 참여 비용에 영

향을 미치며, 또한 매개변수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이미 결정된 변수로서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여부, 
업종, 월 소득, 자녀 연령, 출생지역, 거주지역이 해당되며, 원
인변수는 될 수 있지만 결과변수는 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조절변수 또는 통제변수로 사용된다. 반면 체험 비

용, 체험 시간, 년간 방문 횟수는 원인변수이자 결과변수로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치유체험프로그램 하

위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결과변수이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원인변수로 판단되어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체험 시간과 년간 방문 횟수는 중복이 된다고 판단하여 

체험 시간으로 단일화시켰으며 실증분석을 통하여 매개효과

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있어

서 치유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어떤 요인이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지와 치유체험프로그램의 마케팅관점에서 어느 정

도의 참여 시간과 참여 비용이 치유체험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미치는지에 대한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치유농업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2020)에서 정의한 치유농업

(Agro-Healing)이란 농사와 농촌 경관을 통해 육체․정신의 건

강 및 사회성을 회복하고 재활 훈련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농업국에서 활성화되어 참여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치유하고, 치유농장의 책임감과 네트

워크를 확대시키며, 지역사회 및 국가에서 농업에 대한 긍정

적 인식을 확대시키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정순진 외, 2015). 한국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이

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이용하여 국민의 신체, 심리, 인지, 정
서,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의미하는 것이

라고 정의하였다(김경미 외, 2013). 
농촌진흥청(2017)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치유농장 또

는 치유농업 또는 관련된 국내 연구는 농촌체험의 정서 함양

이나 휴양기능, 체험학습의 정서적 효과 등이 연구되고 있으

며, 개별 농장을 중심으로 농업 및 원예치료 사례 등이 간헐

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치유농업은 초기 

도입단계로서 개념과 영역, 범위를 설정하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김기용 외, 2017). 2021년 3월 25일 치

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이 시행되

었고,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 및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

이 후속 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치유농업 운영을 활성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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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치유체험프로그램 방법을 체계화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2.2. 체험

체험의 개념 어원적으로 체험(Experience)이란 단어는 독일어

의 에를레브니스(Erlebnis)라는 철학상의 술어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대상과 직접적이고 전체적인 접촉을 의미한

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체험이란 자기가 몸소 

겪음 또는 그런 경험이며, 경험이란 자신이 실제로 해 보거나 

겪어 봄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으로 정의되어 있다

(홍란지, 2021). 이와 같이 체험은 경험이란 용어와 서로 혼용

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experience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

보면 두 단어가 같이 제시되어 있어서 이를 구분하기란 어려

우며 일부의 연구에서는 명확한 구분 없이 경험과 체험이라

는 용어를 혼용하여 쓰기도 한다(류시영·정병웅, 2012; 김세

은, 2013에서 재인용). 이성숙 외(2018)은 체험을 경험한 이들

은 자신이 체험에 참여한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서비스에 들어가는 돈을 아껴 더 인상적인 체험

을 제공하고자 했다. 즉 체험을 가치 있게 평가한 것이다. 
Pine & Gilmore(2000), 이정민(2021)은 체험만을 위한 소비로

서의 서비스를 판매한다면 고객의 기억에 오래 남지 못하므

로 오랫동안 고객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체험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3. 치유체험프로그램

포스트모던 시대로 이행됨에 따라 서비스 중심의 경제에서

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체험중심의 경제 시대가 열릴 것으로 

미래학자 토플러는 예견한 바 있다(Toffler, 1970). 용석홍

(2016)는 체험경제 이론에 대한 시작은 LLP(Strategic horizons 
LLP)의 공동 설립자인 Joseph B. Pine 2세와 James H. Gilmore
가 1998년 Harvard Business Review에 발표한 Welcome to the 
experience economy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품과 서비스가 다

르듯이 체험은 서비스와 다른 경제적 상품이다.
경험을 소비상품으로 인식한 대표적 학자인 Pine & 

Gilmore(1999)는 상품과 서비스의 상위개념으로 체험을 정의

하였다(서흔연, 2021). 특히 고객들이 제품과 서비스 또는 생

산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체험을 

진정한 의미의 체험이라고 하였다(박주리, 2021).
Pine & Gilmore(1998)의 체험경제이론(Experience economy)은 

Schmitt(1999)의 구매 전후에 마케팅 노력으로 제공되는 자극

에 대한 반응으로 사건의 직접 관찰이나 참여로부터 일어나

는 것이라는 관점과는 달리, 진정한 체험을 상품과 서비스의 

상위개념으로 정의하면서 체험에는 단순히 감각적 측면뿐 아

니라 오락적 측면(Entertainment Experience), 교육적 측면

(Educational Experience), 일탈적 측면(Escapist Experience), 심

미적 측면(Esthetic Experience)이 존재한다고 하여 차세대 체험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였다(용석홍, 2016).

2.3.1. 오락적 체험(Entertainment Experience)

오락적 체험(Entertainment Experience)이란 즐거운 기분 상태

를 자극하거나 촉진하는 모든 것, 보편적으로는 흥미가 있고 

호소력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Pine & 
Gilmore(1999), 김수지 외(2015) 등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오락적 체험이란 관광 활동에서 체험참가자가 직·간접 활동과 

오감을 통해 감각적인 체험을 함에 따라 쾌락적 감정과 유희

적 기쁨을 지각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이정민(2021)은 체

험 시 느끼는 오락적 체험 요소의 매혹 성 및 재미와 흥미로 

정의하였다.

2.3.2. 교육적 체험(Educational Experience)

사람들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무엇인가를 교육받기를 원한

다. 교육적 체험은 오락적 체험과는 달리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개입되어 있다(박수경 외, 2007). 교육적 체험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참여자는 점차 자연스럽게 교육된다(이경수, 
2017). 그러므로 참여자는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고 느

끼게 되는 교육 효과를 가졌다는 감정을 지니게 된다(이경수, 
2017). 이정민(2021), 박수경 외(2007)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

로 체험을 통해 형성되는 호기심의 자극과 체험활동을 통하

여 체험대상과 관련된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술향상, 그리고 

학습에 관련된 체험을 지각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2.3.3. 일탈적 체험(Escapist Experience)

일탈적(현실도피) 체험은 관광객들이 현실 생활에서 실제 성

과와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용석홍, 2016).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경험을 한 뒤에, 다시 일상

으로 복귀하는 여행의 본질로서 일탈적 체험을 경험하게 되

며 이러한 일탈적 체험은 관광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

나며 연구되는 동기 중의 하나이다(서흔연, 2021). 체험에 참

여하는 동안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되는 상상으

로 인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험을 통해 기분전환을 하

는 정도라고 하였다(이정민, 2021).

2.3.4. 심미적 체험(Esthetic Experience)

심미적 체험이란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서 심미성을 갖춘 요

소를 체험하고 감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안진철, 2018). 
물리적인 환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시각, 청각, 미학적 요소

들이 다양한 종류의 감성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서
흔연,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ine & Gilmore(1999), 선

행연구 결과를 통해 심미적 체험이란 관광 활동에서 체험대

상이 가지고 있는 주로 시각을 통해 얻어지는 환경체험과 심

미성을 지각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이정민(2021)은 심미

적 체험장 분위기의 매력성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감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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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의 자극 정도로 정의하였다.

2.4. 만족도

Oliver(1980)는 만족도란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

요한 척도이며, 소비자가 기대하는 감정과 실제 경험을 통해 

얻은 감정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김미홍

(2019)은 만족이란 소비자 반응으로, 서비스나 제품의 특성 

또는 서비스나 제품 자체가 소비에 대한 충족 상태를 좋은 

수준에서 제공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였다. 김지

희(2011)는 경험 전과 후를 비교하여 만족감이 나타나게 되는

데, 지각된 성과가 기대보다 높으면 긍정적인 불일치가 형성

되고 반대로 지각된 성과가 기대보다 낮게 된다면 부정적인 

불일치가 형성되어 만족은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2.5. 체험비용, 체험시간

치유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하위변수로서 오락적 체험, 
교육적 체험, 일탈적 체험, 심미적 체험이 있다.
오락적 체험은 재미나 흥미를 느끼는 쾌락적 감정을 경험하

는 정도로 체험프로그램에 이러한 교육적 체험이 포함될수록 

체험 시간을 늘려도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체험 비용에 대한 

지불 할 의사가 높을 것이다.
교육적 체험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정도로서 체험프로그램에 이러한 교육적 체험이 포함될수록 

체험 시간을 늘려도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체험 비용에 대한 

지불 할 의사가 높을 것이다.
일탈적 체험은 다른 장소나 다른 시간에 있는 듯한 느낌의 

정도로서 체험프로그램에 이러한 교육적 체험이 포함될수록 

체험시간을 늘려도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체험 비용에 대한 

지불 할 의사가 높을 것이다.
심미적 체험은 분위기에 매료되고 감성적 즐거움을 자극하

는 정도로서 체험프로그램에 이러한 교육적 체험이 포함될수

록 체험 시간을 늘려도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체험 비용에 

대한 지불 할 의사가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체험 비용은 치유체험프로그램에 따라 어느 정도

의 비용을 지출할 의사가 있는가로 정의할 수 있으며, 체험시

간은 치유체험프로그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자 하는 의사가 있는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치유체험

프로그램은 체험 비용과 체험 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6. 인구통계학적 변수

기존 연구에서 치유체험프로그램의 통제변수로서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여부, 업종, 월 소득, 자녀 연령, 출생지역, 
거주지역 등이 인용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통제변수

를 차용하였다.

김희철(2017)은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특성과 

경험 여부에 따른 분석에서 인구 통계적인 특성과 농촌체험

마을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방문·참여)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 결혼여부, 연령, 직업, 자녀의 수, 희망하는 계절, 희망

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숙박 체류 기간, 체험프로그램 1인 

지불 의사 가격, 숙박 1인 지불 의사 가격, 차량 이동 소요시

간이 유의수준 0.01, 0.05, 0.1에 유의하여 차이 있다고 하였

다.

2.7. 가설의 근거

2.7.1. 체험경제이론의 체험유형과 만족도 간의

관계

Pine & Gilmore(1998) 체험경제이론에서 체험유형과 체험자

의 만족도 간의 유의 관계에 대한 많은 실증연구가 진행 되

어 왔다. 
김지희(2011)는 테마파크의 체험(4Es)요인과 만족도 및 행동 

의도 간 영향 관계 연구에서 테마파크의 4가지 체험 요소가 

모두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양청청(2014)은 한방 의료 체험이 한방의료관광의 브랜드 자

산, 만족도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한방 의료 체험 

요인들 중 유희적, 교육적, 일탈적 체험요인은 한방의료관광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경태(2017)은 방한 중국 관광객의 음식관광 동기가 음식체

험 및 관광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광 만족도에 있어서 

음식체험은 오락 체험, 교육 체험, 심미적 체험과 일탈적 체

험 순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원(2019)은 지역 축제 체험 방문객의 만족도와 행동 의

도에 관한 연구에서 체험 요소 중에서는 오락적 요소가 가장 

축제 만족도에 강한 영향력을 주며, 다음으로 일탈적 요소, 
교육적 요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채창훈(2019)은 해외여행 패키지상품이 이용객의 지각된 가

치, 여행 만족도 및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오락적 체

험이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 심미적 체

험, 일탈적 체험과 교육적 체험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송학준 외(2011)은 4Es 이론에 따른 축제 방문객의 충성도 

연구(보령머드축제를 중심으로)에서 머드 축제 방문객들의 만

족도의 추진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기억은 주로 방문

객들이 축제 방문 중에 일탈적, 미적 요소를 체험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장윤영·서원석(2014)은 외래관광객의 쇼핑 체험온도가 만족

도,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체험 요소 중 엔터테인먼

트 체험, 현실도피 체험이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 되었고, 교육적 체험과 미적 체험이 만족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설민(2015)은 체험경제(4Es)와 체험 마케팅(SEMs) 관점에 

의한 축제에서의 관광객 체험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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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를 중심으로)에서 교육 체험, 현실도

피 체험, 심미적 체험, 엔터테인먼트 체험 가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 관계의 경우 현실도피 체험과 심미적 체험만이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체험경제이론의 체험요인이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치유체험프로그램의 체험유형이 만족도에 유

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추론하며 이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자 하였다.
오신영·허철무(2021)은 치유농업프로그램 유형 중 원예치유, 

가축동물치유, 숲 치유는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혁·허철무(2021)은 체험유형 중 교육적 체험, 일탈적 체

험, 오락적 체험, 심미적 체험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

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7.2. 체험경제이론의 체험유형과 체험 시간과

체험 비용 간의 관계

황재훈(2018)은 테마파크에서 공연 관람 여부는 체류시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정찬성(2013)은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이 농촌관광 선택속성

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농촌관광 체험 횟

수는 2~3회가 41%로 재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일 관광이 56% 이상으로 기존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의 다

양화와 차별적인 상품 개발을 통해 장기체류 방안을 모색하

여야 한다고 하였다. 
김희철(2017)은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특성과 

경험 여부에 따른 분석에서 숙박 체류 희망 기간은 ‘1박 2일’ 
53.0%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농촌체험마을의 희망 지

불의사 가격 중 체험프로그램 지불의사 가격은 ‘1만~2만원 

미만’이 37.0%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지불의사 가격

을 분석한 결과 당일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으로 점심 식사

를 포함한 체험프로그램의 지불 의사 가격은 1인 기준 ‘1만 5
천원~2만 6천원’ 사이에서 가격을 책정하면 되는 것으로 분

석되고, 1박 2일 숙박과 최소 두 번의 식사제공 프로그램은 1
인 기준 ‘2만~3만 2천원’ 사이에서 가격을 책정하면 되는 것

으로 분석하였다.
김경래(2009)은 농촌체험 관광을 중심으로 농촌의 생태자원

이 관광지 선택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농

촌체험 관광 참여자의 평균 비용은 3만원 미만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연평균 방문 횟수는 2~3회가 3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그 평균 체류시간은 1박 2일 이하가 

약 85%에 육박하므로 현재와 같은 상품의 보완 및 고품격 상

품의 개발과 함께 장기체류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하였

다.

추영(2011)은 중국 농촌관광을 중심으로 관광 동기에 따른 

농촌 관광지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에서 평균 체류 기간은 반

나절이 2명(0.9%), 하루 73명(31.2%), 1박 2일 115명(49.1%), 2
박 3일 이상 44명(18.8%)으로 조사되었고 1박 2일 이상의 약 

67.9%로 많은 관광객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표본의 방문 행태적 특성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간 농촌 

관광지 방문 횟수는 2~3회가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한번 평

균 체류 기간은 1~2일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7.3. 체험 시간 및 체험 비용과 만족도 간의 관

계

박영주(2010)은 1박 2일의 프로그램만이 존재하는 곳이 대부

분이여, 단기프로그램만이 아닌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 이상

근(2014)는 체류시간 3시간~4시간을 선호하며, 체류 시간에 

비해 지출 비용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김경래(2009)는 비용 요인은 만족도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백윤기(2012)는 비용의 적정성(입장료, 식사, 체험)
은 농촌 테마공원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준(2014)은 농촌관광 선택속성의 만족도 우선순위 분석

에서 마을 경관의 아름다움(3.81), 기분전환을 위한 장소(3.81), 
일상생활을 벗어나기 위한 장소(3.71)가 높게 나타났으며, 체

험 마을의 이용 비용이 합리적임(3.56)으로 나타났다.
김경래(2009)은 농촌체험 관광을 중심으로 농촌의 생태자원

이 관광지 선택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농

촌체험 만족도 속성 중 서비스 요인과 비용 요인은 재 방문 

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의 모형 및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Pine & Gilmore(1998) 체험경제이론에 근거하여 

기존 체험유형과 만족도 간의 유의 관계에서 많은 실증연구

를 기반으로 농촌체험에서 치유체험프로그램으로 검증된 하

위변수로서 오락적 체험, 교육적 체험, 일탈적 체험, 심미적  

체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치유체험프로그램의 만족도 

이외에도 치유체험프로그램 구성요소를 독립변수로 하는 결

과변수이자 원인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험 

비용, 체험 시간을 매개변수로 하는 가설로 하는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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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그림 1>의 연구모형을 근거로 하여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

정하였다.

H1: 치유체험프로그램이 체험비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1-1: 오락적 체험이 체험비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교육적 체험이 체험비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일탈적 체험이 체험비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심미적 체험이 체험비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치유체험프로그램이 체험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2-1: 오락적 체험이 체험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교육적 체험이 체험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일탈적 체험이 체험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심미적 체험이 체험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치유체험프로그램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오락적 체험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교육적 체험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일탈적 체험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심미적 체험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체험비용은 치유체험프로그램과 만족도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4-1: 체험비용은 오락적 체험과 만족도에 사이에서 매개역할

을 할 것이다.
4-2: 체험비용은 교육적 체험과 만족도에 사이에서 매개역할

을 할 것이다.
4-3: 체험비용은 일탈적 체험과 만족도에 사이에서 매개역할

을 할 것이다.
4-4: 체험비용은 심미적 체험과 만족도에 사이에서 매개역할

을 할 것이다.

H5: 체험시간은 치유체험프로그램과 만족도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5-1: 체험시간은 오락적 체험과 만족도에 사이에서 매개역할

을 할 것이다.
5-2: 체험시간은 교육적 체험과 만족도에 사이에서 매개역할

을 할 것이다.
5-3: 체험시간은 일탈적 체험과 만족도에 사이에서 매개역할

을 할 것이다.
5-4: 체험시간은 심미적 체험과 만족도에 사이에서 매개역할

을 할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3.2.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구분 변수 정의 출처

독립
변수

오락적 체험
치유농업체험을 통해 재미나 흥미를 
느끼고 쾌락적 감정을 경험한 정도

하동현(2009)
이정민(2021)

교육적 체험
치유농업체험을 통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정도

일탈적 체험
치유농업체험을 통해 다른 장소나 다른 

시간에 있는 듯 느끼는 정도

심미적 체험
치유농업체험을 통해 분위기에 매료되고 

감성적 즐거움을 자극한 정도

매개
변수

체험비용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 정도
연구자작성

체험시간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할애할 

의향이 있는 시간 정도
연구자작성

종속
변수

만족도
치유농업체험 경험에 대해 사전에 기대한 
가치와 비교하여 경험 이후에 참가자가 

가진 긍정적 느낌과 감정의 수준

김미홍(2019)
김윤경(2019)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3.2.2. 측정도구

측정도구를 구성하는 조작적 정의에 적합한 설문지 출처는 

다음과 같다.

변수 문항수 출처

치유체험프로그램

오락적 체험 5

용석홍(2016)
교육적 체험 5

일탈적 체험 5

심미적 체험 5

체험비용 1 연구자작성

체험시간 1 연구자작성

만족도 5
용석홍(2016)

인구통계학적 변수 9

<표 2> 설문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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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결과

4.1. 조사대상의 특성

빈도분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314명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별 특성을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여부, 업종, 월소득, 체험 

비용, 체험 시간, 구성원, 자녀 연령, 년간 방문 횟수, 정보취

득경로, 출생지역, 거주지역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성별 분포에서 여성(248명, 79%)이 남성(66명, 21%)보다 약 

4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00명
(31.8%), 40대가 88명(28.0%), 20대가 48명(15.3%), 30대와 60
대 이상이 각각 39명(12.4%)의 순이며, 4~50대가 주류를 이루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 졸업(130명, 41.4%), 전문대 

졸업(69명, 18.8%), 대학원 졸업(48명, 15.4%), 고등학교 졸업

(47명, 15%), 대학원이상(30명, 9.6%)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결혼 여부는 기혼(216명, 68.8%)이 미혼(97명, 30.9%)보다 2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농업 어업 및 임업(73
명, 23.2%), 기타(57명, 18.2%), 전문지식 서비스업(48명, 
15.3%), 외식업(34명, 10.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26명, 
8.3%), 유통 도소매업(13명, 4.1%), 제조업 및 전문과학 및 기

술 서비스업(12명, 3.8%), 출판, 영상 등 미디어 제작업(6명, 
1.9%), 업종융합(3명,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200만원~300만원(119명, 37.9%), 100만원~200만원(58명, 
18.5%), 500만원 이상(52명, 16.6%), 300만원~400만원(43명, 
13.7%), 400만원~500만원(24명, 7.6%), 100만원 이하(18명, 
5.7%)의 순이며, 조사대상자의 평균소득은 298.7만원이며, 표

준편차는 145.5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체험비용은 3만원(119명, 37.9%), 5만원(116명, 36.9%), 7만원

(36명, 11.5%), 10만원 이상(23명, 7.3%), 1만원(17명, 5.4%), 9
만원(3명, 1.0%)로 희망했으며, 3~5만원이 가장 많았다. 체험

시간은 하루(150명, 47.8%), 반나절과 1박 2일이 각각 (65명, 
20.7%)로 동일하며, 2박 3일(27명, 8.6%), 3박 4일(4명, 1.3%), 
5일 이상(3명, 1.0%)로 당일 체험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성원은 가족/친지(156명, 49.7%), 친구/직장동료(81명, 

25.8%), 혼자(72명, 22.9%), 동호회(4명, 1.3%), 기타(1명, 0.3%)
이며, 가족/친지와 함께 체험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은 없음(103명, 32.8%), 26세 이상(84명, 
26.8%), 19~25세(69명, 22%), 13~18세(25명, 8%), 6~12세(21명, 
6.7%), 6세 미만(7명, 2.2%)로 나타났다.
년간방문횟수는 2회(11명, 37.9%), 1회(89명, 28.3%), 0회(43

명, 13.7%), 3회(36명, 11.5%), 5회 이상(14명, 4.5%), 4회(13명, 
4.1%)이며, 1~2회 방문이 가장 많았다. 정보취득경로는 인터

넷카페 및 블로그(172명, 54.8%), 가족 및 친구, 친지 등의 소

개(101명, 32.2%), 해당 지역 관공서 홈페이지(25명, 8.0%), 기

타(9명, 2.9%), TV/라디오 등의 언론매체(6명, 1.9%), 신문/잡
지(1명, 0.3%)의 순으로, SNS나 인적 소개에 의한 추천이 대

부분을 차지한다.
출생지역은 도시지역(178명, 56.7%), 농어촌(134명, 42.7%)이

며, 거주지역은 충청도(207명, 65.9%), 경기, 인천(45명, 
14.3%), 서울특별시(37명, 11.8%), 전라도(11명, 3.5%), 강원도

(7명, 2.2%), 경상도(6명, 1.9%)로 충청도 지역 도시지역 설문

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빈도(N0 퍼센트(%)

성별
①남성 66 21.0

②여성 248 79.0

연령

①20대 48 15.3

②30대 39 12.4

③40대 88 28.0

④50대 100 31.8

⓹60대 이상 39 12.4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46.4세 12.4세

학력

①고등학교 졸업 47 15.0

②전문대 졸업 59 18.8

③대학 졸업 130 41.4

④대학원 졸업 48 15.4

⓹대학원 이상 30 9.6

결혼여부
①기혼 216 68.8

②미혼 97 30.9

업종

①제조업 12 3.8

②유통도소매업 13 4.1

③외식업 34 10.8

④금융업 8 2.5

⓹IT업 7 2.2

⑥농업 어업 및 임업 73 23.2

⑦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 3.8

⓼전문지식 서비스업 48 15.3

⓽출판,영상등 미디어 제작업 6 1.9

⓾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26 8.3

⑪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 15 4.8

⑫업종융합 3 1.0

⑬기타 57 18.2

월소득

①100만원 이하 18 5.7

②100만원~200만원 58 18.5

③200만원~300만원 119 37.9

④300만원~400만원 43 13.7

⓹400만원~500만원 24 7.6

⑥500만원 이상 52 16.6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298.7만원 145.5만원

체험비용

①1만원 17 5.4

②3만원 119 37.9

③5만원 116 36.9

④7만원 36 11.5

⓹9만원 3 1.0

<표 3> 조사대상자의 통제변수 특성



안혜정·강순아

190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7 No.3

4.2.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타당도란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이훈영, 2012). 
설문지가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 개념의 측정 정확도의 검정

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기 

위해 KMO검정을 실시하였다. KMO값의 판단기준은 .90 이상

일 경우 매우 양호하고, 80 이상이면 양호, 0.60 이상일 경우

에는 보통, 0.5 이하이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분석결과 

KMO 측도는 .020으로 .9 이상으로 매우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요인분석에 적합한 변수들의 선정이라고 판

단된다. 추가로 변수들의 선형성 여부 검정을 위하여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은 유의확률이 0.000으로 요인분석으로 사용하

기에 적합하다. 배리맥스를 요인회전으로 설정하였고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 선정 기준은 .5 이상의 요인적재량과 .5 이상

의 공통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1보다 큰 eigen values(교유값)
를 갖는 요인이 5개 추출되었다. 5개 요인의 누적 설명력은 

83.451%로 나타났다.
측정도구의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

였다. 신뢰성 평가를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내적

일관성법을 사용하였다. 내적일관성법(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method)은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개

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에 항목 내의 분산을 증가시켜 전체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항목을 찾아내서 제외시킴으로써 신뢰

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이훈영, 2012). 
Cronbach's α 계수의 값은 일반적으로 0.8 이상의 계수의 값

이면 양호하고 0.6 이상의 값이면 수용 가능하다고 한다. 

⑥10만원 이상 23 7.3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4.73만원 2.36만원

체험시간

①반나절 65 20.7

②하루 150 47.8

③1박 2일 65 20.7

④2박 3일 27 8.6

⑤3박 4일 4 1.3

⑥5일 이상 3 1.0

구분

평균 표준편차

1.19일 .676일

구성원

①혼자 72 22.9

②가족/친지 156 49.7

③친구/직장동료 81 25.8

④동호회 4 1.3

⓹기타 1 .3

자녀연령

①없음 103 32.8

②6세미만 7 2.2

③6~12세 21 6.7

④13~18세 25 8.0

⓹19~25세 69 22.0

⑥26세 이상 84 26.8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14.7살 12살

년간방문
횟수

①0회 43 13.7

②1회 89 28.3

③2회 119 37.9

④3회 36 11.5

⓹4회 13 4.1

⑥5회 이상 14 4.5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1.77회 1.21회

정보취득
경로

①가족 및 친구, 친지등의 소개 101 32.2

②TV/라디오 등의 언론매체 6 1.9

③인터넷카페 및 블로그 172 54.8

④신문/잡지 1 3

⑤해당지역 관공서 홈페이지 25 8.0

⑥기타 9 2.9

출생지역
①도시지역 178 56.7

②농어촌 134 42.7

거주지역

①서울특별시 37 11.8

②경기,인천 45 14.3

③충청도 207 65.9

④강원도 7 2.2

⓹경상도 6 1.9

⑥전라도 11 3.5

⑦제주도 0 0

⑧해외 0 0

변수 설문지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1 2 3 4 5
항목 삭제 시 
Cronbach α

Cronbach α

오락적 
체험

1-1 .848 .177 .133 .130 .248 .946

.955

1-2 .872 .180 .107 .148 .237 .940

1-3 .834 .221 .141 .151 .259 .944

1-4 .842 .216 .144 .180 .229 .942

1-5 .797 .279 .103 .160 .236 .951

교육적
체험

2-1 .242 .151 .199 .243 .797 .920

.936

2-2 .181 .182 .178 .168 .813 .925

2-3 .352 .223 .198 .101 .777 .921

2-4 .238 .173 .171 .229 .815 .917

2-5 .312 .143 .162 .230 .762 .925

일탈적 
체럼

3-1 .114 .152 .255 .827 .201 .936

.945

3-2 .196 .140 .299 .778 .210 .936

3-3 .144 .120 .347 .827 .173 .927

3-4 .216 .177 .387 .717 .243 .935

3-5 .225 .227 .386 .741 .218 .928

<표 4> 측정도구의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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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관관계 분석

상관분석은 확률·통계학에서 변수들의 간에서 각각의 두 개

의 변수 간에 어떠한 선형적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는 방법이

다. 일반적으로 ±.81~±1.0 범위이면 상관관계 크기가 매우 크

고, ±.61~±.80이면 크기가 강하고, ±.41~±.60이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고, ±.21~±.40이면 상관관계가 약하고, ±.00~±.20
이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특히 ±.81~±1.0범
위이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든 변수들 간에는 유의수준 0.01 수준

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1~±1.0범위에 있

는 상관계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다중공선성 발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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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가설검정

본 연구는 치유체험프로그램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기 위하여 치유체험프로그램의 하위변수인 오락적 체험, 
교육적 체험, 일탈적 체험, 심미적 체험을 독립변수로, 체험비

용, 체험시간을 매개변수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매개 효과를 검증에는 총 3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첫째는 

Baron & Kenny(1986)의 3단계 검증법과, 둘째는 Andrew F. 
Hayes(2018)의 SPSS PROCESS Macro Model No. 4를 이용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포함한 효과분석법이며, 셋째는 

구조방정식모형 검증 방법이 있다. 
본 연구는 Baron & Kenny(1986)의 3단계 검증법과, Andrew 

F. Hayes(2018)의 SPSS PROCESS Macro Model No. 4 검증 방

법을 적용하여 분석결과에 대하여 비교함으로써 매개효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치유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할 소비

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해당하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여부, 월 소득, 구성원, 자녀연령을 통제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체험 치유프로그램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만족도 및 체

험시간과 체험비용과의 인과관계분석이 가능하도록 더미 변

수 처리 및 비율척도로 변수변환 과정을 적용하였다.
첫쨰로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위계적 다중 회귀분

석은 다음과 같다.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3단
계를 만족시켜야 한다. 1단계는 치유체험프로그램이 체험비용

과 체험시간에 영향을 주어야 하며(경로A), 2단계는 치유체험

프로그램이 만족도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경로B), 3단계는 치

유체험프로그램과 체험비용 및 체험시간이 동시에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검증한다. 이때 2단계에서 유의미한 

수준에서 치유체험프로그램이 만족도에 미치는 상관계수가 3
단계에서는 낮아지면 체험비용과 체험시간은 부분 매개역할

을 하며, 유의하지 않은 경우 완전 매개역할을 하게 된다. 특

히 3단계에 걸쳐 각 변수 간의 유의수준을 통하여 매개변수

의 결과변수 및 원인 변수로서의 역할을 검증하게 된다.
둘째로,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분석결과에 대하여 

검증하기 위하여 Andrew F. Hayes(2018)의 SPSS PROCESS 
Macro Model No. 4 검증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검증조건으로 

신뢰수준 95%에 붓스트랩 샘플수는 5000으로 비모수검증을 

진행하였다.

4.4.1. 치유체험프로그램이 체험비용에 미치는

영향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에서 

체험비용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1단계로 체험 치유

프로그램이 체험비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검

정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수로는 학력(β=.108, t=1.849*)력, 월소득(β
=.139, t=2.215*), 구성원(β=-.150, t=-.2.650**), 자녀연령(β

심미적 
체험

4-1 .082 .223 .722 .393 .215 .941

.947

4-2 .113 .160 .773 .370 .213 .936

4-3 .189 .250 .794 .242 .183 .938

4-4 .142 .251 .822 .316 .216 .923

4-5 .149 .218 .782 .358 .147 .934

만족도

6-1 .182 .866 .181 .114 .181 .941

.953

6-2 .146 .874 .211 .221 .152 .936

6-3 .208 .858 .252 .146 .149 .936

6-4 .227 .861 .239 .128 .185 .933

6-5 .374 .730 .094 .126 .173 .961

Eigen-Value 4.45 4.31 4.07 4.05 3.99

분산설명(%) 17.78 17.22 16.26 16.21 15.98

KMO와 
Barlett의 검정

Kaiser-Meyer-Olkin
표본적합도

.937

Ballet의 
단위행렬 
검정

근사 카이제곱 8905.863

자유도(df) 300

유의수준 .000

연구단위 평균 표준편차

구성개념간 상관관계
(Inter-Construct Correlation)

1 2 3 4 5 6 7

1.오락적 체험 4.3389 .57472 1.00

2.교육적 체험 4.4860 .64018 .613** 1.00

3.일탈적 체험 4.1935 .62223 .569** .488** 1.00

4.심미적 체험 3.9529 .72213 .535** .428** .754** 1.00

5.체험비용 4.732 2.3615 .017** .120** .110** .058** 1.00

6.체험시간 1.194 .6763 -.015** .033** .109** .116** .369** 1.00

7.만족도 4.3815 .62782 .493** .543** .484** .540** .019** -.106** 1.00

<표 5> 변수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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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t=1.812*), 교육적 체험(β=.134, t=1.759*)은 체험비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모델 1 모델 2

SE β
t값

(유의도)
SE β

t값
(유의도)

상수 .781 - 5.753*** 1.471 - 1.221

성별 .326 -.013 -.228 .326 .000 .002

연령 .019 -.046 -.447 .019 -.038 -.373

학력 .120 .112 1.920* .120 .108 1.849*

결혼여부 .463 -.079 -.869 .474 -.041 -.444

월소득 .001 .123 2.038* .001 .139 2.215*

구성원 .178 -.162 -2.841** .177 -.150 -2.650**

자녀연령 .022 .264 2.312* .023 .215 1.812*

오락적 체험 .317 -.081 -1.044

교육적 체험 .280 .134 1.759*

일탈적 체험 .343 .143 1.581

심미적 체험 .285 -.043 -.486

통계량
 =.090, 수정된 =.069

F=4.246***
 =.117, 수정된 =.085

F=3.580***

종속변수 : 체험비용

<표 6> 체험치유프로그램이 체험비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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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치유체험프로그램이 체험시간에 미치는

영향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에서 

체험시간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1단계로 체험 치유

프로그램이 체험비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검

정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수로는 결혼여부(β=-.214, t=-2.354*)력, 월소

득(β=.209, t=3.410***), 자녀연령(β=.300, t=2.599***), 심미적 

체험(β=.144, t=1.759*)은 체험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모델 1 모델 2

SE β
t값

(유의도)
SE β

t값
(유의도)

상수 .218 - 3.135*** .411 - .714
성별 .091 -.045 -.815 .091 -.049 -.896
연령 .005 .141 1.419 .005 .136 1.370

학력 .033 .005 .097 .034 .018 .322
결혼여부 .129 -.196 -2.206* .132 -.214 -2.354*
월소득 .000 .221 3.769*** .000 .209 3.410***
구성원 .050 -.092 -1.672 .049 -.095 -1.729

자녀연령 .006 .274 2.474** .006 .300 2.599**
오락적 체험 .088 -.064 -.846
교육적 체험 .078 -.005 -.064
일탈적 체험 .096 .048 .545

심미적 체험 .080 .144 1.684*

통계량
 =.140, 수정된 =.120

F=7.002***
 =.164, 수정된 =.133

F=5.269***

종속변수 : 체험시간

<표 7> 체험치유프로그램이 체험시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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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 치유체험프로그램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에서 

체험비용과 체험시간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2단계로 

체험 치유프로그램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하여 검정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수로는 연령(β=-.267, t=-3.535***)
력, 월소득(β=-.166, t=-3.436*), 구성원(β=.080, t=-1.847*)력, 
자녀연령(β=.326, t=-3.598***), 교육적 체험(β=.239, 
t=4.112***), 심미적 체험(β=.330, t=4.921***)은 체험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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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 매개효과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에서 3
단계로 체험 치유프로그램과 체험비용이 만족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검정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

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수로는 연령(β
=-.267, t=-3.535***), 월소득(β=-.163, t=-3.348*), 자녀연령(β
=.330, t=-3.618***), 교육적 체험(β=.242, t=4.219***), 심미적 

체험(β=.330, t=4.900***)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비용(β=-.019 t=.428)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모델 1 모델 2

SE β
t값

(유의도)
SE β

t값
(유의도)

상수 .203 - 25.030*** .300 - 6.682***

성별 .085 .032 .576 .066 .032 .740

연령 .005 -.327 -3.283*** .004 -.276 -3.535***

학력 .031 .024 .426 .024 .035 .779

결혼여부 .121 -.135 -1.511 .097 -.092 -1.290

월소득 .000 -.244 -4.125*** .000 -.166 -3.436***

구성원 .046 .077 1.383* .036 .080 1.846*

자녀연령 .006 .417 3.737*** .005 .326 3.598***

오락적 체험 .065 .061 1.036

교육적 체험 .057 .239 4.112***

일탈적 체험 .070 .094 1.356

심미적 체험 .058 .330 4.921***

통계량
 =.131, 수정된 =.111

F=6.465***
 =.483, 수정된 =.464

F=25.128***

종속변수 : 만족도

<표 8> 체험치유프로그램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모델 1 모델 2

SE β
t값

(유의도)
SE β

t값
(유의도)

상수 .203 - 25.030*** .301 - 6.687***

성별 .085 .032 .576 .067 .032 .739

연령 .005 -.327 -3.283*** .004 -.276 -3.539***

학력 .031 .024 .426 .025 .037 .820

<표 9> 체험치유프로그램과 체험비용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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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p<0.01, ***p<0.001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에서 3
단계로 체험치유프로그램과 체험시간이 만족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검정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

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수로는 연령(β
=-.258, t=-3.337***)력, 월 소득(β=-.138, t=-2.848*), 자녀연령

(β=.365, t=4.035***), 교육적 체험(β=.239, t=4.153***), 심미

적 체험(β=.349, t=5.241***)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

며, 체험시간(β=-.131, t=-2.899***)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모델 1 모델 2

SE β
t값

(유의도)
SE β

t값
(유의도)

상수 .203 - 25.030*** .297 - 6.880***

성별 .085 .032 .576 .066 .026 .598

연령 .005 -.327 -3.283*** .004 -.258 -3.337***

학력 .031 .024 .426 .024 .037 .843

결혼여부 .121 -.135 -1.511 .096 -.120 -1.687

월소득 .000 -.244 -4.125*** .000 -.138 -2.848***

구성원 .046 .077 1.383* .036 .068 1.570

자녀연령 .006 .417 3.737*** .005 .365 4.035***

오락적 체험 .064 .053 .905

교육적 체험 .056 .239 4.153***

일탈적 체험 .069 .100 1.464

심미적 체험 .058 .349 5.241***

체험시간 .042 -.131 -2.899**

통계량
 =.090, 수정된 =.069

F=4.246***
 =.117, 수정된 =.085

F=3.580***

종속변수 : 만족도

<표 10> 체험치유프로그램과 체험시간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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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on & Kenny(1986)가 3단계 분석결과 체험시간은 치유체

험프로그램과 만족도 사이에서 비일관적 매개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비 인관적 매개 효과란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

가 부호가 다르거나 혹은 그로 인해 총 효과보다 직접 효과

의 크기가 큰 억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억제 

효과에 관한 논의는 심리학 및 교육학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억제 효과의 핵심은 단일한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모형에 또 다른 독립변수(제 3변수)가 투입

되면서 기존 독립변수의 예측 강도가 줄지 않고 오히려 커진

다는 점이다. 이는 제 3변수의 부재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억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총 효과(b)보다 직접 

효과(c)의 크기가 더 큰 억제 효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치유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심미적 체험은 체험시간의 증

가와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심미

적 체험 프로그램에서 체험 시간의 증가는 오히려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알게 된다.

Baron & Kenny(1986)의 분석절차 SE β
t값

(유의도)

1단계 심미적 체험-->체험시간 (a) .080 .144 1.684*

2단계 심미적 체험-->만족도 (b) .058 .330 4.921***

3단계
심미적 체험-->만족도 (c) .058 .349 5.241***

체험시간-->만족도 (d) .042 -.131 -2.899**

총효과 (b) .330

직접효과 (c) .349.

간접효과 (a) x (d) -.019

<표 11> 체험시간의 매개효과

둘째로,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분석결과에 대하여 

검증하기 위하여 Andrew F. Hayes(2018)의 SPSS22 PROCESS 
Macro Model No. 4 검증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검증조건으로 

신뢰수준 95%에 붓스트랩 샘플수는 5000으로 하는 비모수검

증을 진행하였다. 원인변수로는 심미적 체험을 투입하였으며, 
결과변수로는 만족도를 투입하였다. 또한 교차검증을 위하여 

다시 체험비용과 체험시간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였으며, 통제

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여부, 월 소득, 구성원, 자녀 

연령을 투입하였다. SPSS22 회귀분석 옵션에서 PROCESS 
Marco 프로그램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coeff. s.e. t p LLCI ULCI

(상수) .1354 .2953 .4586 .6469 -.4458 .7167

성별 -.0840 .0898 -.9349 .3506 -.2607 .0928

연령 .0078 .0053 1.4754 .1412 -.0026 .0183

학력 .0089 .0331 .2692 .7880 -.0562 .0740

결혼여부 -.3039 .1280 -2.3749 .0182 -.5557 -.0521

월소득 .0010 .0003 3.8441 .0001 .0005 .0016

구성원 -.0866 .0490 -1.7666 .0783 -.1830 .0099

자녀연령 .0160 .0062 2.6070 .0096 .0039 .0281

심미적 체험 .1342 .0497 2.7030 .0073 .0365 .232

 =.1609 F=7.1686***

종속변수 : 체험시간

<표 12> 심미적 체험이 체험시간에 미치는 영향

결혼여부 .121 -.135 -1.511 .097 -.093 -1.299

월소득 .000 -.244 -4.125*** .000 -.163 -3.348***

구성원 .046 .077 1.383* .037 .077 1.757

자녀연령 .006 .417 3.737*** .005 .330 3.618***

오락적 체험 .065 .060 1.007

교육적 체험 .057 .242 4.129***

일탈적 체험 .070 .097 1.387

심미적 체험 .058 .330 4.900***

체험비용 .012 -.019 -.428

통계량
 =.131, 수정된 =.111

F=6.465***
 =.483, 수정된 =.462

F=22.986***

종속변수 :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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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coeff. s.e. t p LLCI ULCI

(상수) 3.3931 1.0690 3.1740 .0017 1.2893 5.4969

성별 -.0945 .3251 -.2908 .7714 -.7344 .5453

연령 -.0082 0192 -.4247 .6714 -.0460 .0297

학력 .2414 .1198 2.0151 .0448 .0056 .4771

결혼여부 -.4410 .4631 -.9521 .3418 -1.3524 .4705

월소득 .0020 .0010 2.0624 .0400 .0001 .0040

구성원 -.5125 .1774 -2.8886 .0042 -.8616 -.1633

자녀연령 .0529 .0223 2.3754 .0182 .0091 .0967

심미적 체험 .2700 .1798 1.5019 .1342 -.0838 .6237

 =.0969 F=4.0124***

종속변수 : 체험비용

<표 13> 심미적 체험이 체험비용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coeff. s.e. t p LLCI ULCI

(상수) 3.1456 .2290 13.7348 .0000 2.6949 3.5963

성별 .0031 .0686 .0455 .9638 -.1318 .1381

연령 -.0144 .0041 -3.5496 .0004 -.0225 -.0064

학력 .0308 .0254 1.2136 .2259 -.0192 .0808

결혼여부 -.2859 .0985 -2.9036 .0040 -.4797 -.0921

월소득 -.0009 .0002 -4.2625 .0000 -.0013 -.0005

구성원 .0460 .0379 1.2123 .2263 -.0287 .1207

자녀연령 .0255 .0048 5.3604 .0000 .0162 .0349

심미적 체험 .4850 .0384 12.6445 0000 .4095 .5604

체험시간 -.1429 .0462 -3.0927 .0022 -.2339 -.0520

체험비용 .0150 .0128 1.1741 .2413 -.0101 .0401

 =.4397 F=23.3104***

종속변수 : 만족도

<표 14> 심미적 체험과 체험 시간 및 체험 비용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coeff. s.e. t p LLCI ULCI

(상수) 3.1771 .2280 13.9335 .0000 2.7284 3.6258

성별 .0137 .0693 .1976 .8435 -.1228 .1502

연령 -.0157 .0041 -3.8257 .0002 -.0238 -.0076

학력 .0332 .0256 1.2985 .1951 -.0171 .0835

결혼여부 -.249 .0988 -2.5218 .0122 -.4435 -.0547

월소득 -.0010 .0002 -4.8849 .0000 -.0014 -.0006

구성원 .0507 .0378 1.3395 .1814 -.0238 .1251

자녀연령 .0240 .0047 5.0618 .0000 .0147 .0334

심미적 체험 .4698 .0383 12.2538 .0000 .3944 .5453

 =.4216 F=27.2387***

종속변수 : 만족도

<표 15> 심미적 체험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4698 .0383 .3944 .5453

직접효과 .4850 .0384 .4095 .5604

간접효과

총 간접효과 -.0151 .0092 -.0345 .0023

체험시간 -.0192 .0091 -.0382 -.0021

체험비용 .0040 0049 -.0038 .0156

<표 16> 체험시간, 체험비용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구분
Baron &

Kenny(1986)
3단계 검증법

Hayes
PROCESS Macro

총효과 .330 .4698

직접효과 .349. .4850

간접효과

총 간접효과 -.019 -.0151

체험시간 -.019 -.0192

체험비용 - .0040

<표 17> Baron & Kenny와 Hays 검증 결과비교

V.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상기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정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빈도 분석결과 설문에 응한 대상자의 특징은 여성이 남

성보다 4배 많았으며, 4~50대가 과반 이상이며, 대학 졸업이 

41.4%이며, 기혼이 2배 이상이며, 업종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월 소득은 200만원~300만원이 37.9%이다.
체험 비용은 3만원(119명, 37.9%), 5만원(116명, 36.9%)으로 

약 75%를 차지하며, 체험 시간은 당일 체험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은 가족/친지(156명, 49.7%)를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는 없거나 19세 이상이 다수를 차

지하며, 년간 방문 횟수는 1~2회 방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정보취득경로는 인터넷카페 및 블로그(172명, 54.8%)
이며, 출생지역은 수도권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설문지에 대한 측정 도구의 타당성 분석 결과 질문지 모두 

연구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부합하여 채택되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든 변수 간에는 유의수준 0.01수준에

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1~±1.0범위에 있는 

상관계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다중공선성 발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체험 비용에 대한 

분석 결과, 학력(β=.108, t=1.849*)력, 월 소득(β=.139, 
t=2.215*), 구성원(β=-.150, t=-.2.650**), 자녀 연령(β=.215, 
t=1.812*), 교육적 체험(β=.134, t=1.759*)은 체험 비용에 정(+) 
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체험 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 결혼 여

부(β=-.214, t=-2.354*)력, 월 소득(β=.209, t=3.410***),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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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β=.300, t=2.599***), 심미적 체험(β=.134, t=1.759*)은 

체험시간에 정(+) 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 연령(β
=-.267, t=-3.535***)력, 월 소득(β=-.166, t=-3.436*), 구성원(β
=.080, t=-1.847*)력, 자녀 연령(β=.326, t=-3.598***), 교육적 

체험(β=.239, t=4.112***), 심미적 체험(β=.330, t=4.921***)은 

체험시간에 정(+) 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교육적 체험(β=.134, t=1.759*)이 체험 비용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적 체험(β=.144 t=1.684*)
이 체험 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체험(β=.239, t=4.112***)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적 체험(β=.330 t=4.921***)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시간

은 심미적 체험과 만족도 사이에서 부(-)의 비일관적 매개 효

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 효과(β=.330 t=4.921***)
이며, 체험시간 투입 시 직접 효과(β=.349 t=5.241***)는 총효

과에 비해 β=.019 만큼 증가한 반면, 간접효과(β=-.019)로 

부(-)의 매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연구가설 결과

H1 치유체험프로그램이 체험비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오락적 체험이 체험비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1-2 교육적 체험이 체험비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3 일탈적 체험이 체험비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1-4 심미적 체험이 체험비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2 치유체험프로그램이 체험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오락적 체험이 체험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2-2 교육적 체험이 체험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2-3 일탈적 체험이 체험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2-4 심미적 체험이 체험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 치유체험프로그램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오락적 체험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3-2 교육적 체험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3 일탈적 체험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3-4 심미적 체험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4 체험비용은 치유체험프로그램과 만족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4-1 체험비용은 오락적 체험과 만족도에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H4-2 체험비용은 교육적 체험과 만족도에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H4-3 체험비용은 일탈적 체험과 만족도에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H4-4 체험비용은 심미적 체험과 만족도에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H5 체험시간은 치유체험프로그램과 만족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5-1 체험시간은 오락적 체험과 만족도에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H5-2 체험시간은 교육적 체험과 만족도에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H5-3 체험시간은 일탈적 체험과 만족도에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H5-4 체험시간은 심미적 체험과 만족도에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표 18> 가설검정 결과 요약 

5.2.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은 치유체험프로그램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한다.
기존 치유체험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체험경

제이론에서 오락적 체험, 교육적 체험, 일탈적 체험, 심미적 

체험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심미적 체험, 교육적 체험은 만족도에 

영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오락

적 체험과 일탈적 체험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체험 프로그램을 구

성하는 하위요인으로서 오락적 체험, 교육적 체험, 일탈적 체

험, 심미적 체험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설

문 조사대상자의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50대 여성이 80%이며, 당일 체험프로그램을 선호하며, 향

후 귀농 귀촌에 관심이 많은 은퇴를 대비하는 연령층으로 치

유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오락적, 일탈적 체험보다는 의미를 

추구하고 노후의 안정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심

미적, 교육적 체험을 통하여 농촌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향후 귀농 귀

촌을 염두에 둔 농촌체험 프로그램에서 치유체험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락적 체험, 일탈적 체험보다는 

심미적 체험과 교육적 체험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개발이 필

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치유체험프로그램의 교육적 체험만이 체험비용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적 체험의 

조작적 정의는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정도로서 체험프로그램에 이러한 교육적 체험이 포함될수록 

체험비용에 대한 지불할 의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

체험프로그램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교육적 체험에 대

한 가치가 비용을 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치유체험프로그램에서 가격 산정 시에는 

교육적 체험요소를 고려한 체험비용 산정이 필요함을 시사하

고 있다.
셋째, 치유체험프로그램 중, 심미적 체험만이 체험시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미적 체험의 

조작적 정의는 분위기에 매료되고 감성적 즐거움을 자극하는 

정도로서 체험프로그램에 이러한 심미적 체험이 포함될수록 

체험시간을 늘려도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의 

욕구 중 상위욕구에서 다양한 욕구적 미적 욕구가 농촌 체험

프로그램에서 교육시간 설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치유체험프로그램 개발에서 미술 작

품활동 등의 심미적 체험이 시간의 소진에 유용할 것임을 시

사하고 있다.
넷째, 교육적 체험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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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적 체험의 조작적 정의는 호기심을 자

극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정도로서 체험프로그램에 이

러한 교육적 체험이 포함될수록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심미적 체험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미적 체험의 조작적 정의는 분위기에 

매료되고 감성적 즐거움을 자극하는 정도로서 체험프로그램

에 이러한 심미적 체험이 포함될수록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여섯째, 체험시간은 심미적 체험과 만족도 사이에서 부(-)의 

비일관적 매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체험시간

이 증가하면 반대로 심미적 체험의 만족도가 낮아짐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셋째에서 심미적 체험은 체험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체험시간은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인구통계학적 통제변수의 특징 중 1년에 1~2회의 당일로 농

촌 체험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농

촌 재료를 이용한 그림 그리기 체험프로그램의 경우 1회성 

프로그램이 만족도가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0세대 귀농·귀촌이 새로운 창업의 형태가 될 것이

다. 특히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치유체험프로그램은 새로운 

창업아이템이 될 것이다. 단순 체험프로그램 보다는 농촌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프로그

램이 주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단순 오락적 일탈적 체험프로그램 보다는 심미

적이고 교육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농촌의 치유체험프로그램 기획 시 체험비용의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관광체험프로그램의 경우 체험비

용은 1~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농촌의 치유체험프로그램

의 체험비용은 약 5만원으로 관광체험프로그램보다 높은 가

격을 지불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귀농·귀촌 시 창업 아이템으로 단순 관광 체험프로그램보다 

높은 소득을 창출할 것임을 제시한다.
셋째, 기존 관광체험프로그램의 경우 체험횟수는 2~3회, 체

험시간은 1박 2일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농촌의 

치유체험프로그램은 체험시간은 1.19일로 1박 2일로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장기체류를 위한 농촌의 치유 체험프로

그램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치유체험프로그램 기획 시 심미적 체험은 체험시간에

는 정(+)의 영향을 미치나 체험시간의 증가는 만족도에는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농촌체험 1회 체험 시 1박 2일 이

상 프로그램 진행 시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농

촌 체험횟수는 증가시키되, 체험시간은 1박 2일로 유지할 필

요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의 비율이 4대 1로 불균형하며, 4~50대 특정 연령

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인해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향

후 유아부터 2~30대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체험프로그램의 4E’s가 연구결과 기존 연구와 차

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심미적 체험과 교육적 체험만 

채택되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검증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향후 다양한 변수를 결합하여 확장

된 연구모형을 통하여 체험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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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 of Healing Experience Program on Satisfaction:

Focused on Experience Cost and Experienc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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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effect of a healing experience program on satisfaction in the field of healing agriculture. In the 
development of a rural experience program, what factors constituting the healing experience program affect satisfaction, and how much 
time and participation cost affect the satisfaction of the healing experience program from the marketing point of view of the healing 
experience program. I want to analyze By researching the effect of experience cost and experience time on satisfaction of the healing 
experience program, I would like to sugges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healing experience program. To this end,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effect of a healing experience program using experience cost and experience time as parameters on satisfaction, we present 
a theoretical basis for priority considerations when developing a rural experience program. There are entertainment experience, educational 
experience, deviant experience, and aesthetic experience as sub-factors of the experience program, experience time and experience cost as 
parameters, and satisfaction as a dependent variable. In addition, the reliability of the research results was secured by setting the 
demographic variables of the survey subjects as control variables. Th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314 valid questionnaires from 
the unspecified majority who were interested in or aware of the healing experience program. SPSS v22.0 was used, an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the three-step verification method of Baron & Kenny(1986) and the SPSS PROCESS Macro Model No. of Andrew F. 
Hayes(2018). 4 The reliability of the mediating effect was secured by applying the verification method and comparing the analysis resul.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educational experience (β=.134, t=1.759*) had a positive (+) effect on experience cost, and 
aesthetic experience (β=.144 t=1.684*) had a positive (+) effect on experience time. +) was found to have an effect. Also, educational 
experience (β=.239, t=4.112***)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satisfaction, and aesthetic experience (β=.330 t=4.921***) 
had a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It has been shown to have a (+) effect. Experience time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 
inconsistent mediating effect between aesthetic experience and satisfaction. That is, it is the total effect (β=.330 t=4.921***), and the 
direct effect (β=.349 t=5.241***) increased by β=.019 compared to the total effect when the experience time was input, while the 
indirect effect (β=-.019), which was shown to exert a negative (-) mediating effect.

KeyWords: Healing agriculture, healing experience program, entertainment experience, educational experience, deviant experience, 
          aesthetic experience, experience time, experience cost,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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