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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의료시장이 글로벌화 되면서 인터넷 정보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정보
를 갖고 의료관광 추구 편익 요인들이 관광 브랜드 자산 요인을 통하여 의료관광지 선택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
다는 가설을 가진 연구 모형을 갖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 및 미용 추구가 인지 및 품질 매개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서비스 및 자연 추구가 인지 및 품질 매개 요인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험 추구가 인지 및 품질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지 및 품질 매개 요인은 최종 종속 요인
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가설 결과를 통하여 제주 지역 내 의료관광을 육성하는 정책자 입장
에서는 기존에 제주지역이 지니고 있는 서비스와 인지도의 향상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이에 기반을 둔 의료관광 상품 
개발에 기본적 근간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인터넷 정보, 의료관광, PLS-SEM, 상품개발, 관광지 선택

Abstract  Recently, as the healthcare market is globalized, the importance of th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has 
been recognized. In this study, the analysis by research model with hypothesis that benefit sought factors of 
health tourism have a positive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of destination selection through tourism brand 
equity by internet information was carried out. As a result of analysis, benefit sought factors like as health and 
beauty did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brand cognition and perceived quality but benefit sought factors like as 
service and nature had a positive effect on brand cognition and perceived quality. However, benefit sought like 
as experience did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brand cognition and perceived quality. And brand equity like as 
brand cognition and perceived qua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Thu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se hypotheses, policies that foster health tourism in Jeju region will be followed based on product 
development that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existing service and 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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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의료 (Health Tourism)은  세계 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신 성장 산업 분야로서, 1990년  반부터 신

흥 산층이 많은 동남아 등 아시아지역이 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17]. 의료 은 환자가 진료․휴양․

활동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선진국과 비교하여 비용이 

렴하면서도 자국의 의료보험 문제나 기시간 등 선진

국 수 의 의료서비스와 휴양시설을 갖춘 국가들의 

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50]. 건강에 한 심  건강 련 지출이 증하는 이

유는 행복이라는 에서 개인의 삶을 더욱 요시 하

는 문화가 확산되고, 신체를 변화시킴으로써 외 인 미 

효과와 그에 따른 심리 인 안정 효과를 극 화되기 때

문이다[39]. 이와 같은 이유로 의료 은 건강 방, 미

용, 성형수술, 독치료, 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27]. 

국내에서도 의료산업이  세계 으로 속히 확 되

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하여 2009년 5월 의료법을 개

정하 다. 의료 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의료 객 2

명을 유치할 경우 형 자동차 1 를 수출하는 효과가 있

는 산업이라는 에서, 정부는 2015년까지 의료 객 30

만 명 유치  8,110억원의 수익을 기 하고 있다[1].

한편 인터넷의 속한 확산은 새로운 정보매체로 두

된 인터넷의 요성을 증 시키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망이다(Peterson & Merino, 2003). 인터

넷의 발 은 잠재 객들로 하여  방 한 양의 

련 정보를 섭렵할 수 있도록 하 으며,  경험을 공유

하는 장을 제공하고 실제 인  상품의 구입 한 가

능하도록 했다는 에서 객 등 소비자의 행동에 지

한 향을 미치고 있다(Fesenmaier et al., 2003).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정보를 통

하여 의료 지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어떠한 

것들이 의미가 있는지를 제주 지역을 상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인터넷 정보 (Internet Information)

정보원천은 여행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소비

자가 직 으로 상품 정보에 한 메시지를 달받고 

해석하는데 향을 미치는 정보 출처이다. 잠재 객은 

자신의 기억으로 별되는 내부 정보 검색에 의해 충분

한 안을 악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부검색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 내부 정보 검색결과에 불만족한 경우에

는 외부 정보 검색을 시도하게 된다[13]. 한 잠재 

객이 의사결정을 한 정보수집을 해 이용하는 외부 

정보매체는 신문/잡지 등의 인쇄매체, 친구/친척으로부

터의 구 , TV 등 매체, 목 지에서 제공하

는 정보, 여행사 정보 등 마  정보로 다양하다[46]. 

즉, 통 인 정보매체들은 정보 제공자 조의 정보

를 제공하는 반면, 인터넷정보는 소비자가 직  정보를 

생산해내는 방향성을 갖는다는 특성에 의해서도 비롯

된다. 

Mathwick & Rigdon(2004)의 연구에서 인터넷 사용시

간의 증가와 더불어 인터넷 사용기술은 정보탐색 환경과 

정보경험에 향을 다고 하 다[35]. Kim et al.(2005)

은 개인의 지속 인 정보탐색 경향이 높을수록 정

매체를 선호하는 반면 목 지향 인 의사결정을 한 정

보검색 경향이 높을수록 인터넷 등을 선호한다고 하 다

[32]. Jeng(1999)는 여행계획은 건설 이고 동 인 과정

이라 하 다[28]. 즉, 지가 선택된 후에도 단계별 여

행계획과정에서 탐색되는 세부  정보 내용과 유형이 다

양하게 이용되거나 평가되므로 지 웹사이트의 정보

유헝과 평가에 한 특성이 반 되어야 한다[40].

이처럼 인터넷정보는 잠재 객에게   

지에 한 호의  이미지와 친숙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사용자의 쾌락  욕구까지 만족시킬 수 있도

록 매력 인 방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목 지의 랜딩  이미지를 더욱 효과 으로 형성할 

수 있고,  상품의 가치를 증 시킬 수 있다[21].

2.2 의료관광 (Health Tourism)

의료 에 한 개념은 1980년  부터 논의되었지

만 학자에 따라 보는 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진

다. Goodrich(1987)는 의료 이란 건강과 련된 서비

스  시설을 홍보함으로써 객을 유치하는 것이라 

하 으며[20], Kasper(1989)는 의료 이란 건강증진을 

해 문시설에서 체제하며 건강 리 서비스를 받으며 

신체 ․정신 ․사회 으로 웰빙(Wellbing)을 추구하

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 다[30]. Hall(1992)은 특정한 

심 의 하나로 건강과 련된 이라 하 으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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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ll(2006)은 특정한 치료가 개입을 의료 이라 하

다[11].

공 자  측면에서 Charatan(2001)은 의료행 를 외국

인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라 하 으며[9], Borman 

(2004)은 특수한 거주자에게 건강 리 서비스의 공 을 

제공하는 것이라 하 다[7]. Lunt & Carrera (2010)은 건

강 이란 개념 하에서 의료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건강

을 회복  향상시키기 해 국내의 의료서비스를 포기

하고 해외로 떠나는 여행[33], Kim et al. (2011)은 의료 

서비스와 활동이 결합된 형태을 말한다고 하

다[31].

이상의 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의료 은 의료  

이 함께 내재되어 있는 개념이지만, 의료가 서

비스보다 상 으로 높은 비 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3. 실증 분석 결과

3.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 으로 인터넷 정보

를 갖고 의료  추구 편익 요인들이  랜드 자산 

요인을 통하여 의료 지 선택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가진 연구 모형을 갖고 분석을 실시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독립요인으로서 추구편익

(Benefit Sought)이란 잠재 의료 객이 향후 의료  

시 추구하는 편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와 가장 

련이 있는 추구편익 측정항목을 도출하 다[19][42][12]. 

연구 모형에서 매개요인으로서의 랜드 자산(Brand 

Equity)은 랜드 인지도, 지각된 품질, 랜드 이미지, 

랜드 충성도로 구성된 것으로 연구되어왔다[2]. 그리고 

랜드 자산의 다양한 요소  랜드 충성도의 태도 

는 행동 인 특성은 랜드 인지, 지각된 품질, 랜드 이

미지와 같은 인지  차원의 랜드 자산구성요소로부터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You & Donthu(2001)의 연구를 참조하여 측정변수를 도

출하 다[49][32]. 본 연구 모형에서 최종 종속요인으로

서 행동 의도(Behavioral Intention)는 목 지라는 공

간 인 역에서의 충성도를 랜드에 해 객이 갖

는 감정  애착과 상품을 지속 으로 이용하려는 의

도로 이해하여 Yoo & Donthu(2001; 2002), Kim & 

Kim(2005)의 연구를 심으로 측정변수를 활용하 다

[49][32].

여기서는 본 연구의 모형의 검증을 해 표본의 크기

에 민감하지 않은 장 을 지닌[43], PLS-SEM (Partial 

Lease Squar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용하

다. 

3.2 연구 결과 및 고찰

3.2.1 표본 선정 및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는 제주지역을 방문한 국내 객을 상으

로 조사자가 응답자와의 개별면담 방식으로 설문하게 하

다. 자료 수집을 해 2011년 8월에 제주공항에서 설문 

조사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택하 다. 여기서 

회수된 설문지  인터넷을 통한 의료 에 한 정보

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156명을 갖고 분석을 실시하 다. 

설문 조사된 인구통계학  특성에서 남성이 56.4%, 직

업은 사무 리직(32.1%)  문기술직(29.5%) 순으로,  

그리고 30   40 가 총 62.2%로 가장 높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2.2 탐색적 요인 분석

여기서는 타당도  신뢰도를 분석하기 해서 연구모

형 내 요인들에 해 탐색  요인분석 (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내  일 성을 기 으로 한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 다.

추구편익 변수에 한 탐색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

(eigen-value)가 1.0 이상이 되는 요인으로서 최종 5개의 

요인 (서비스 추구, 자연 추구, 미용 추구, 체험 추구, 건

강 추구)으로 구성되었다(Gefen and Straub, 2005). 여기

서 표본수가 150개와 200개 사이에 있을 때는 요인 재

값(factor loading vaule)이 0.45 이상이 되어야 함을 권고

하 으므로[23], 본 연구에서는 그 기 을 충족하 다. 

한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 간의 내  일 성을 보여

주는 크로바흐 알 (Cronbach's  : 신뢰도계수)는 본 연

구에서는 모두 0.7 이상으로 기 치보다 높게 나타나 신

뢰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36]. 여기서 표본 수에 

한 합성 측면에서 KMO는 0.7이상 되어야 하며 

Bartlett의 구형성(Test of Sphericity)은 유의해야 하므

로, 본 연구의 경우 그 기 을 충족하 다[24]. 한 표본 

수가 100개 이상 일 때 탐색  요인분석이 가능하다는 측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Henson and Rob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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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 sought items Factor name Communality

Service Nature Beauty Experience Health

Tend to require worth the cost paid .862 .195 -.026 .137 .014 0.801

Emphasis on cleanliness and hygiene facilities .830 .081 .079 .091 .165 0.738

Requires a friendly and quality service .822 .250 .097 .052 -.022 0.751

Enjoy the diverse and delicious food .682 .243 .105 .286 .006 0.617

Prefer a good recreational facilities .557 .106 .300 .138 .079 0.437

Has a desire to break away from the monotony of 

day-to-day

.492 .320 -.112 .121 .341 0.488

With time to rediscover yourself. .046 .748 .185 .152 .030 0.620

Tend to like to walk. .288 .734 -.003 -.065 .068 0.631

Take recreation and relaxation. .205 .729 .125 .323 -.117 0.708

Prefer to relieve stress and tension. .230 .644 -.080 .093 .298 0.572

Like that who are close to nature .420 .625 .037 .111 .031 0.582

Seeks to cultivate new knowledge and learning 

opportunities

.075 .508 .125 .222 .380 0.473

Prefer the skin and beauty care .092 .004 .826 .044 .139 0.712

Tend to prefer a diet management. .098 -.044 .785 .156 .137 0.670

Prefer health prevention and health care, etc. .059 .294 .672 .058 .084 0.552

Tend to pursue leisure sports activities .062 .092 .186 .829 .180 0.766

Prefer to seek interesting things .391 .219 .068 .710 .120 0.724

Enjoy a variety of cultural experiences .462 .358 .065 .635 .074 0.755

interested in traditional medicine. .072 .027 .152 .152 .842 0.761

interested in the treatment of disease. .076 .133 .227 .059 .810 0.734

Eigen-value 6.890 2.178 1.613 1.278 1.133

Cumulative explanatory power 34.452 45.343 53.409 59.797 65.459

Cronbach's  0.850 0.819 0.717 0.786 0.754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0.849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x. Chi-Square 1451.337

Degree of Freedom 190

Significance 0.000

<Table 1> Result of EFA on benefit sought variables 

2006). 특히 공통성(communalities) 수치가 최소 0.4 이상

을 권고하고 있으므로[23][37][45], 이에 따라 최종 탐색

 요인분석을 제시하 다.

한 매개변수( 랜드 자산)  종속변수(행동 의도)

에 한 탐색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eigen-value)가 

1.0 이상이 되는 요인으로서 각각 2개의 요인 (품질, 인

지)  1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한 각 요인을 구성

하는 문항들 간의 내  일 성을 보여주는 크로바흐 알

(Cronbach's  : 신뢰도계수)는 0.7 이상이고, KMO는 

0.8 이상이 되어 분석 상의 문제가 없었다. 앞서 추구편익

의 탐색  요인분석에서 제시한 기 들을 충족하여 최종 

결과를 제시하 다. 

3.2.3 확인적 요인 분석

앞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한 뒤 확인  요인분석 

(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한 기본 으로 

타당성  신뢰성을 검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 

검증을 해서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으로 근하 다. 특히 본 연구의 표

본 수가 은 계로 PLS-SEM(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방법론을 SmartPLS 

(www.smartpls.de) 소 트웨어를 갖고 분석을 실시하

다. 이러한 PLS 방법을 활용하는 이유는 여러 개가 있으나 

(non normaility, small samples, formative measurement, 

exploratory study, theory development), 본 연구에서는 

표본 수를 고려하여 용하게 되었다[43]. 여기서의 최소 

표본은 체 으로 잠재변수(latent variable)에서 20배를 

곱해서 기 을 정하는데[47], 본 연구는 앞서 탐색  요

인분석에서 총 8개(외생, 매개, 종속 요인)를 산출하 고, 

본 연구에서 용된 표본 수인 156개가 기 에 근 하므

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이 된다. 한 굳건한

(robust)한 PLS을 사용하기 한 최소 표본 수는 경로의 

수를 갖고도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통상 으로 

경로 수의 10배를 제안하 는데[5], 본 연구는 앞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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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factors Health Beauty Service Intention Recognition Nature Experience Quality AVE CR

Health 0.89 0.80 0.89 

Beauty 0.34 0.79 0.63 0.83 

Service 0.25 0.25 0.77 0.59 0.89 

Intention 0.26 0.10 0.27 0.89 0.79 0.94 

Recognition 0.16 0.20 0.53 0.36 0.72 0.51 0.84 

Nature 0.27 0.26 0.58 0.28 0.48 0.73 0.53 0.87 

Experience 0.29 0.29 0.63 0.15 0.38 0.56 0.83 0.70 0.87 

Quality 0.17 0.16 0.43 0.30 0.52 0.37 0.28 0.77 0.59 0.85 

<Table 3> Summarization of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Brand equity items Factor name Communality

Quality Recognition

Good quality of food and drink. .767 .068 0.593

Good quality of tourism infrastructure .761 .220 0.627

Good quality of accommodation .755 .101 0.580

Good quality of service of the service employees .677 .330 0.660

Easily recall as a tourist destination. .321 .746 0.660

Familiar in Jeju .116 .716 0.526

Distinguish easily compared to other places. .396 .687 0.628

A variety of tourism resources -.061 .635 0.407

Image of Jeju is familiar to me. .269 .602 0.435

Eigen-value 3.750 1.275

Cumulative explanatory power 41.664 55.827

Cronbach's  0.765 0.741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0.834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x. Chi-Square 421.968

Degree of Freedom 36

Significance 0.000

　Behavioral intention items Intention Communality

Interested in health tourism in Jeju future 0.903 0.815

Provide more benefits over other medical tourism destination 0.901 0.812

Visit Jeju to enjoy health tourism in the near future. 0.895 0.800

Considered as a priority in the selection of health tourists 0.848 0.718

Eigen-value 3.145

Cumulative explanatory power 78.630

Cronbach's  0.907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0.82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x. Chi-Square 417.213

Degree of Freedom 6

Significance .000

<Table 2> Result of EFA on brand equit and Intention variables 

 요인분석에서 총 12개(외생요인과 매개요인 간 10개, 

매개요인과 종속요인 간 2개)를 산출이 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표본 수인 156개를 갖고 PLS 분석을 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단된다.

우선 앞서 산출된 각 잠재요인(latent fators)에 한 

신뢰성을 평가하는 근 방법  하나로서 내  일 성 

(internal consistency) 측정치인 CR(복합 신뢰성: 

Composite Reliability) 수치를 갖고 평가하게 된다

[16][23]. 일반 인 수치는 0.7를 제안하고 있지만[47][3], 

연구 배경 는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3]. 본 

연구에서는 가장 낮은 CR 수치가 0.84 (‘인지‘ 요인)가 제

시된 기  0.7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신뢰성

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잠재요인 간 상

계 계수 값이 0.7 내지 0.8 이상일 때는 다 공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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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s Sample Mean Standard Deviation Coefficients t-value Results

Health -> Recognition -0.0152 0.0776 -0.0202 0.2599 Reject

Health -> Quality 0.0528 0.0751 0.0537 0.7155 Reject

Beauty -> Recognition 0.0530 0.0769 0.0534 0.6937 Reject

Beauty -> Quality -0.0077 0.1017 -0.0108 0.1059 Reject

Service -> Recognition 0.3732 0.0850 0.3774   4.4414*** Accept

Service -> Quality 0.3323 0.0949 0.3425   3.6085*** Accept

Nature -> Recognition 0.2645 0.0977 0.2569   2.6296*** Accept

Nature -> Quality 0.1998 0.0947 0.1879   1.9850 ** Accept

Experience -> Recognition -0.0046 0.1109 -0.0101 0.0908 Reject

Experience -> Quality -0.0420 0.0913 -0.0540 0.5911 Reject

Recognition -> Intention 0.2877 0.0952 0.2828   2.9707*** Accept

Quality -> Intention 0.1616 0.0932 0.1567 1.6814* Accept

*p<0.1, **p<0.05, ***p<0.01

<Table 4> Summarization of path hypotheses test

(multicollinearity)의 가능성을[4][8][41]34], 그리고 0.9 

이상일 때는 공통방법오류(Common Method Bias)의 가

능성[38]을 체크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가장 높은 수치

는 0.63(서비스 요인과 체험 요인 간)으로서 높지 않으므

로 이러한 문제들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확인  요인분석에서 검증하는 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에서는 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별타

당성(discriminant validity)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게 되는데 

그 측정치로서 AVE(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로 체크하게 된다[23][3]. 우선 집 타당성 측

정에서는 여러 수치를 갖고 확인할 수 있는데, AVE의 값

이 최소 0.5 이상을 되어야 한다[16][10]. 표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는 요인(‘인지’ 요

인)이 0.51로서 그 기 을 충족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별타당성의 경우는  AVE의 제곱근 값과 각 구성개념

간의 상 계 계수를 비교함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AVE의 제곱근 값이 각 구성개념간의 상 계 계수보

다 클 경우 별타당성이 존재한다고 본다[18]. 표에 나

타나 있듯이 모든 AVE의 제곱근 값이 개념들 간 상

계 계수보다 크게 나타나 본 기 을 만족하고 있다.

3.2.4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의한 가설 검증

여기서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해 부분최소자승

법(PLS, Partial Least Squares)과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활용하 다. 여기서 PLS

는 주로 경로의 유의성에 을 둘 때 의미가 있고, 

SEM은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의 이론  합성과 

각 변수들 간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근 

방법이다[22].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모형 내 경로의 유

의성  모형 합도를 측정하기 해서 PLS 기  SEM 

(PLS based SEM)[51]를 SmartPLS 2.0 M3 소 트웨어

를 갖고 분석을 실시하 다. 특히 Ringle et al.(2012)에 

의하면 PLS기법은 자료의 비정규성, 은 표본수, 형성

 지표, 탐색 이고, 이론 개발의 경우 합하다고 제안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PLS를 용할 때 t 값의 유의수 을 정하

기 해서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차를 거쳐야 하

는데[47][22], 재표집(resampling)의 수를 200회로 하여 

진행하 다. 분석 결과, 모형에 한 합도로서 내생요

인(endogenous constructs)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을 

보고 단할 수 있다. 통상 으로 10% 이상을 상회하면 

설명력에 문제가 없다고 단하므로[14][47], 매개 요인

으로서 품질은 20.9%, 인지는 32.6%, 한 최종 종속 요

인은 의도는 15.0%로 나타나 설명력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한 다른 모형 합도 측정치로서 GoF 

(Goodness of Fit)로 단할 수 있는데, 통상 으로 0.36 

이상인 경우 제시된 모형과 이에 입력된 자료의 합도

가 높다고 볼 수 있다[48]. 본 연구에서는 분석할 결과, 

0.383으로 측정이 되어 모형의 합성이 있다고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경로까지 건강  미용 추

구가 인지  품질 매개 요인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

한 반면(β=-0.0202, β=0.0537, β=0.0534, β=-0.0108), 서

비스  자연 추구가 인지  품질 매개 요인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3774, β=0.3425, β

=0.2569, β=0.1879). 하지만 체험 추구가 인지  품질에

는 유의하지 않았고(β=-0.0101, β=-0.0540), 인지  품

질 매개 요인은 최종 종속 요인인 의도에 향을 미치는 



Behavioral Intention of Health Tourists for developing the product - Based on Internet Information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391

것으로 나왔다(β=0.2828, β=0.1567).

[Fig. 1] SEM analysis result

4. 결론

최근 의료시장이 로벌화 되면서 국내․외 으로 의

료  산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 로 건강  삶의 질에 한 심이 증가함에 따

라 의료서비스와 휴양, 문화, 체험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인 의료 이  세계 으로 각 을 받고 있다[26]. 

이러한 추세 하에 정부의 주도 하에 의료  산업의 육

성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  산업 

육성의 략  도구로서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의 극 인 활용을 통한 방안을 모색의 필

요성을 인식하고 있다[1]. 여기서의 정보기술은 무엇보다

도 인터넷 정보의 극 인 활용을 의미할 수 있는데, 

사회에서는 객이 그들의 욕구에 충족하고자 보다 

극 인 자세로 목 지를 찾아 나서고 있으며, 인

터넷은 이러한 잠재 객의 욕구에 부응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객이 보다 많은 정

보를 얻어서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고 있

다[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인터넷 의료 정보에 

해 국내 잠재 객들이 시하는 요인, 둘째, 인터넷 의

료 정보에 한 시요인이 목 지 선택에 미치

는 향, 셋째, 인터넷 정보를 통해 제공 되어지는 의료

정보  어떠한 것이 잠재 객들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로 작용하는지 분석하 다.

본 연구의 분석은 PLS-SEM 근방법에 의해 실시되

었으며, 인터넷 정보를 갖고 의료  추구 편익 요인들

이  랜드 자산 요인을 통하여 의료 지 선택 의

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가진 연구 모형을 

갖고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건강  미용 추구가 

인지  품질 매개 요인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한 반

면, 서비스  자연 추구가 인지  품질 매개 요인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험 추

구가 인지  품질에는 유의하지 않았고. 인지  품질 

매개 요인은 최종 종속 요인인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의료 객이 제주지역을 인터넷 

정보에 의하여 선택하게 될 때는, 제주지역이 갖고 있는 

서비스  자연에 한 심이 제주 지역의 인지도  품

질 등을 통하여 의료 지로서 선택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의료 지로의 선택 의도에 가장 향을 

미치는 경로인 서비스 추구가 인지 랜드를 통하여 선

택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료 지로서 여러 서비스 

추구 요인(지불 가치, 시설, 서비스, 다양한 음식, 일상 탈

피 등)이 좋아질수록, 높은 인지도를 통해 의료 지로

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설 

결과는 제주 지역 내 의료 을 육성하는 정책자 입장

에서는 기존에 제주지역이 지니고 있는 서비스와 인지도

의 향상의 요성을 감안하고, 이에 기반을 둔 의료  

상품 개발에 기본  근간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제주 지역이 재 의료  산업이 

정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잠재  선택 의도를 갖고 분

석을 실시하 다. 이러한 은 향후에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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