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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lifestyle consisting of a health oriented diet and personal motivation toward 

health improvement on an individual’s desire to participate in condolence or “healing” –workshops and programs. In order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health diet” and motivation, the “health diet” lifestyle was classified into nutrition pursuit factors, psychological 

factors, food safety factors, and health conscious consumption factors. Personal motivation was categorized into perceived benefits,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 individual’s desire for happiness.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nutrition pursuit factors had an impact 

on perceived benefits and the desire for happiness. Psychological aspect factor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perceived benefits,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 desire for happiness. However, food safety factors and health conscious consumption factors did not have 

an effect on individual motivation to improve health. Regarding personal motivation toward health improvement on the desire for 

“healing”, perceived benefits and environmental factors had significant influence. However, the individual’s desire for happiness did not 

influence the demand for “healing”. Regarding the effect of a “health diet” on the desire for “healing”, only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a “health diet” had any significant effects on the desire for “healing”. The results from this study can help local organizations or service 

companies that provide “healing” programs with developing effective marketing strategies that could lead to greater customer 

satisfaction. Especially,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psychological aspects of a “health diet” on the demand for “healing” is noteworthy 

in that this could play a key role in establishing a more effective marketing strategy to attract increasing numbers of consumers using 

health conscious di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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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식생활과 건강은 예전부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고 최근 들어서는 그 관계가 더욱 부각됨에 따

라 사람들도 건강한 삶을 위한 구성요소로서 식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Shepherd R(2001)은 인류에게 

사회·문화적 요소가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과 웰빙

에서 음식의 올바른 소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건강을 중시하는 인식의 변화는 라이프스타일 전

반에 영향을 미치며 식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 웰빙(well-being)을 추구하는 트렌드를 

비롯하여 이후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로하스(LOHAS) 

트렌드로 이어져왔다(Jo SM 2011). 이제는 힐링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Yang JY 2012)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힐링과 관련된 컨텐츠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식생활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식품 광고 및 홍보 등에서 힐링과 

관련된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을 자주 접할 수 있다. 

Yang JY(2012)는 힐링이란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심신

의 안녕과 균형을 다루는 개념으로 웰빙과 로하스 개념

에 자아실현욕구가 더해진 보다 고차원적인 생활양식이

며 개인적 힐링은 사회적 힐링을 이뤄내고 궁극적으로 

국가적 힐링까지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힐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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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트렌드의 영향으로 여가문화의 일환에서 힐

링 경험에 대한 욕구가 지속될 전망(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13)이며,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지

방자치단체들도 힐링 컨텐츠를 내세워 힐링을 표방한 리

조트 설립, 숲을 활용한 힐링 단지개발, 지역특산물을 활

용한 힐링푸드 밸리조성, 힐링식품사업단 구축 및 식품과 

음식을 통한 힐링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및 계획하고 있다(Magazine Hankyung 2012, Korea 

Forest Foundation 2013,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3). 힐링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힐링의 관광상품과 가능성(Park JH & Kwon YM 2009), 

관광·예술 분야를 비롯하여 감성디자인이 적용된 치유환

경연구(Jung JH 2009), 힐링콘텐츠의 정의 및 개념(Lee 

YS 2007), 노인치유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Kim SS 

1999), 고령소비자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특성연구(Jang 

YJ 2010) 등 종교, 디자인, 복지, 식생활의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힐링과 식생활을 연관지어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트렌드인 건강식생활과 힐링체험 모두 건강 유지 및 증

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되어 이들은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건강식생활 유형은 Donovan JE 

등(1991)에 의해 정의된 ‘건강생활 양식’, 즉 질병을 예방

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행동양식의 하위개념 중 

하나로 간주하였다. 건강식생활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의 세부요인이면서 건강생활양식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이다. 이에 건강식생활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식

생활 행동 양식이라는 점에서 건강증진 과도 밀접한 관

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다루었다. 사람들은 건강 유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용

한 점을 인지하거나, 건강 유지 행동 자체의 즐거움 등 

다양한 동기요소로 인해 건강증진을 위한 행위를 이행해 

나가려는 경향이 높다(Song RY & Lee HJ 2000, Park 

NH 등 2001, Jo HS 등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생

활, 건강, 힐링의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건강식생활 유

형과 건강증진 동기를 구분하고 이들 요인이 힐링체험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여 힐링체험 관련 산업

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힐링 상품의 

핵심 요소인 음식과 식품 관련 부분의 경쟁력 강화에 도

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 성인을 대상

으로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설문방식을 사

용하여 2014년 2월부터 약 두 달간 대면 면접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총 3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자

료 중 무성의한 답변 혹은 응답이 누락되어 분석에 적합

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총 315부(응답률: 87.5%)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내용은 건강식생활 유형을 분류

하기 위한 건강 식생활 행동 정도 측정 문항 21문항(Sul 

HK 등 2007, Kim YS 2010, Jang YJ 2010, Choi MK 

2011), 건강에 대한 관리 정도와 건강 향상을 위한 행동 

정도 및 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건강증진 동기 측정문항 

13문항(Abood DA 등 2003, Jo HS 등 2004, Yoon HS 등 

2008), 힐링체험 욕구 측정문항 7문항(Lee YS 2007, Park 

JH & Kwon YM 2009, Yang JY 2012)으로 구성하였다. 

측정척도는 5 point Likert scale(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을 이용하였다.

2. 분석방법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항목의 기본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

구의 주요 변인인 건강식생활 유형, 건강증진 동기, 힐링

체험 욕구의 설문항목들을 대상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요

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후 요인분석을 통해 얻

어진 요인을 바탕으로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 여부를 알

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및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인별 차이와 힐링체험 서비스 항

목의 필요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에 

대해 Duncan의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자료는 

SPSS Win Program(ver 21.0, SPSS Inc., Chicago, IL, 

USA)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에 대한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240명(76.2%), 남성이 75명

(23.8%)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20~30세 미만’ 이 146명(46.3%), ‘30~40세 미만’이 102

명(32.4%), ‘40~50세 미만’이 40명(12.7%), ‘50세 이상’이 

27명(8.6%)으로 나타났고 결혼 여부는 미혼이 220명

(69.8%), 기혼이 95명(30.2%)으로 미혼이 기혼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최종학력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163

명(51.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66



건강식생활 유형 및 건강증진 동기가 힐링체험 욕구에 미치는 영향 415

Korean J. Food Cook. Sci. Vol. 31, No. 4 (2015)

Variable Category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Male 75 23.8

Female 240 76.2

Age

20s 146 46.3

30s 102 32.4

40s 40 12.7

Over 50s 27 8.6

Marital 

status

Married 95 30.2

Single 220 69.8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66 21.0

College (graduated) 50 15.9

4-Year-University (graduated) 163 51.7

Graduate school (graduated) 36 11.4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200 87 27.6

200 ~ 400 96 30.5

400 ~ 600 63 20.0

>600 69 21.9

Occupation

Student 109 34.6

Office worker or professional 128 40.6

Hospitality or sales 24 7.6

Manufacture 10 3.2

Housewife 28 8.9

Other 16 5.1

Total 315 10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Item Mean±SD
Factor1

(Psychological)

Factor2 

(Health 

conscious 

consumption)

Factor3

(Nutrition 

pursuit)

Factor4

(Food 

safety)

Psychological

factors

Appreciate Health related advertisement on food 3.38± .92 0.811 0.099 -0.065 0.067

Prefer products with ‘well-being, nature’ image 3.50± .89 0.738 0.401 0.002 0.015

Pleased to have healthy food 3.90± .76 0.685 0.123 0.378 -0.105

Satisfy having healthy food on dine-outs 3.95± .88 0.656 -0.092 0.282 0.182

Interested in health and well-bing related product names 3.67± .81 0.612 0.433 0.133 0.096

Health

conscious

consumption

factors

Purchase green, low pesticide food 3.37± .92 0.098 0.789 0.198 0.249

Prefer organic products 3.56± .88 0.135 0.783 0.159 0.132

Purchase premium healthy products without price concerns 3.26± .98 0.196 0.753 0.106 0.118

Nutrition

pursuit

factors

Eat nutritious food 3.82± .73 0.129 0.232 0.828 0.155

Try to eat more fruit and vegetables 3.92± .73 0.101 0.109 0.763 0.176

Prefer fresh food over frozen or processed meals 4.00± .77 0.131 0.135 0.737 0.243

Food

safety

factors

Try to reduce artificial flavoring 3.97± .85 0.073 0.121 0.272 0.833

Do not purchase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food 3.60± .92 -0.040 0.230 0.056 0.814

Aware of artificial additive 3.77± .88 0.166 0.133 0.268 0.785

Eigen-value 5.001 2.021 1.386 1.084

Variance explained % 18.722 16.804 16.294 15.979

Accumulation ratio 18.722 35.527 41.820 67.800

Cronbach’s α 0.797 0.780 0.782 0.817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KMO-Bartlett : p-value=0.000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n health diet lifestyle

명(21.0%), ‘전문대 졸업’이 50명(15.9%), ‘대학원 졸업 이

상’이 36명(11.4%)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대한 응답은 대

학원생 포함 ‘학생’이 109명(34.6%), ‘사무직과 전문직’이 

128명(40,6%), ‘자영업과 서비스 판매직’이 24명(7.6%), 

‘생산 기술직’이 10명(3.2%), ‘전업주부’가 28명(8.9%), 

‘기타’가 16명(5.1%)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을 보면 

‘200만원 미만’이 87명(27.6%),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96명(30.5%),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이 63

명(20.0%), ‘600만원 이상’이 69명(21.9%)으로 각 소득별

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변수별 유형 분류 및 신뢰도 분석

연구 가설 검증에 앞서 분석에 사용될 변수들의 요인

분석과 이에 따른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신뢰성은 어떠한 

개념을 반복 측정했을 경우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

었지를 의미하며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0.6 이상인 경우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Hair Jr. JF 등 1998).

1) 건강식생활 유형 분류 및 신뢰도 분석

건강식생활 유형을 분류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총 21개의 설문문항에서 요인적재

치가 낮거나 요인적재치가 0.4 이상이더라도 해당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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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Factor1

(Desire for 

healing)

Would like to experience variety of ‘healing’ 0.810

Would like to be pleased through ‘healing’ 0.796

Would like to experience ‘healing’ with family 

members and friends 
0.774

‘Healing’ will make life more energetic 0.766

‘Healing’ will help manage both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0.753

Would like to upgrade life quality through ‘healing’ 0.747

Would like to experience nature through ‘healing’ 0.669

Eigen-value 4.048

Variance explained % 57.831

Accumulation ratio 57.831

Cronbach’s α 0.874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KMO-Bartlett: p-value=0.000

Table 4.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n demand for

‘healing’

Item
Factor1

(Perceived benefits)

Factor2

(Environmental)

Factor3

(Desire for happiness)

Basic physical strength improvement 0.802 0.129 -0.029

Weak physical strength enhancement 0.789 0.060 0.149

Strengthen immunity to prevent disease 0.730 0.139 0.123

Desire energetic lifestyle 0.709 0.194 0.246

Desire to enhance health by someone with healthy lifestyle 0.082 0.851 0.219

Desire to enhance health by information from public media 0.125 0.848 0.140

Desire to enhance health by family members with healthy lifestyle 0.235 0.737 0.086

Pleased to concern about health care 0.092 0.130 0.841

Please to look up health-related information 0.075 0.146 0.816

Pleased to have healthy food 0.224 0.152 0.758

eigen-value 3.772 1.583 1.335

Variance Explained % 24.430 21.261 21.201

Accumulation ratio 24.430 45.671 66.891

Cronbach’s 0.785 0.792 0.774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KMO-Bartlett : p-value=0.000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n health improvement

을 포함할 경우 신뢰도가 낮아지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

고 14개의 항목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4개의 요인이 

결정되었다. 추출된 4개의 요인에 대하여 요인 1은 심리

적안정 추구 요인, 요인 2는 건강구매 추구 요인, 요인 3

은 영양추구 요인, 요인 4는 식품안전성 추구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위의 분석 결과를 보면 총 14개의 설문문항

은 새롭게 생성된 4개의 요인에 의해 총 67.8% 설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개 요인의 Cronbach’s α값이 

0.780~  0.817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문항들이 적절하게 

묶였으며 측정 변수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건강증진 동기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건강증진 동기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총 13문항 중 요인적재치가 낮은 3문항을 제외

하고 나머지 설문문항을 통해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여 3개

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요인1은 ‘유익성’, 요인2는 ‘주변

상황’, 요인 3은 ‘즐거움’으로 명명하였다. KMO-Bartlett 

검정 결과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므로(p<0.001) 요인분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생성된 3개 요인에 의해서 

총 66.891%의 설명력을 얻었다. Cronbach’s α값은 요인별 

각각 0.785, 0.792, 0.774로 나타나 측정변수의 신뢰도에

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힐링체험 욕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힐링체험 욕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요인분석 실시에 적합한 자료 형

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KMO-Bartlett 검정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과(p<0.001)를 얻어 자료 분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힐링체험 욕구에 관련

된 7개 문항이 단일요인으로 묶여 이를 ‘힐링체험 욕구’

라고 명명하였다. Cronbach’s α값은 0.774~0.874 사이로 

신뢰도가 0.70 이상으로 나타나 문항들 간에 내적 일관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요인을 구성하

는 측정 문항을 하나의 개념으로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

다고 판단된다.

3. 변수 요인별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잠재요인에 대한 정규성을 검토하고 각 요인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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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
Health conscious 

consumption

Nutrition 

pursuit

Food 

safety

Perceived 

benefits
Environmental

Desire for 

happiness

Desire for 

healing

Psychological 1.000

Health conscious consumption 0.444** 1.000

Nutrition pursuit 0.372** 0.401** 1.000

Food safety 0.229** 0.413** 0.471** 1.000

Perceived benefits 0.308** 0.236** 0.435** 0.287** 1.000

Environmental 0.357** 0.236** 0.240** 0.101 0.357** 1.000

Desire for happiness 0.346** 0.275** 0.307** 0.233** 0.330** 0.365** 1.000

Desire for healing 0.393** 0.218** 0.379** 0.247** 0.398** 0.345** 0.229** 1.000

*p<0.05, **p<0.01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factors

Category N Mean SD Skewness Kurtosis

Psychological 315 3.68 0.634 -.144 -.260

Health conscious consumption 315 3.39 0.773 -.091 -.237

Nutrition pursuit 315 3.92 0.621 -.327 .296

Food safety 315 3.78 0.759 -.242 -.380

Perceived benefits 315 4.26 0.531 -.515 .362

Environmental 315 3.83 0.627 .024 -.673

Desire for happiness 315 3.74 0.635 .228 -.586

Desire for healing 315 4.23 0.457 .034 -.331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n factors and normality test

관련성 정도와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각 변수별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량을 살펴보면, 평균은 대체적으로 3.50~4.50 사이에 존

재하며, 표준편차는 모두 1보다 작으므로 영향을 미칠 정

도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규성 검토를 위해 왜도

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 첨도 모두 0 근방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규성 가정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

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각 요인 간의 상관관

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6), 안전성 요인과 영양추구 

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0.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

적으로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편이고 매우 높

은 상관관계(0.80 이상)를 보이는 변수는 없으므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

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안전성 요인과 주변 

상황 동기의 상관계수(0.101)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의 상

관계수 값이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본 연

구의 연구가설과 어느 정도 방향성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연구가설의 검증

1) 연구모델

본 연구는 건강식생활 유형이 건강증진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증진 동기가 힐링체험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모델을 구조방정

식에 맞게 구체화한 최종 모델은 Fig. 1과 같다.

2) 가설 검증

연구모델의 모델 적합도 지수는 χ
2
=740.915 (df=407, 

p=0.000), GFI=0.868, AGFI=0.839, NFI=0.834로 나타났

다. 일반적으로 GFI 값이 0.9 이상이면 좋은 모델로 평가

되나, 0.90 이하더라도 구조모형을 해석하는 경우(Lim 

KH 2006, Woo JP 2014)가 있으므로 본 모델의 구조모형

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CMIN/  DF는 

1.820으로 3보다 작기 때문에 모형이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TLI=0.905, CFI=0.917, RMR=0.034, RMSEA= 

0.051로 모두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이에 연구모델

이 표본자료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가설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1) 건강식생활 유형과 건강증진 동기와의 관계

건강식생활 유형 중 영양추구형이 건강증진 동기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은 가설1~가설3에 해당한다. 가설1

은 ‘영양추구 요인은 인지된 유익성 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고 경로계수는 0.439(C.R.=4.351, p<0.001)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본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2는 

‘영양추구 요인은 주변 상황 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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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nal model.

이고 경로계수는 0.103(C.R.=1.078, p>0.05)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여 기각되었다. 가설3은 ‘영양추구 요인

은 즐거움 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고 경로계수는 

0.195(C.R.=2.014, p<0.05)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본 가설은 채택되었다. 본 가설 검증 결과로 건강식생활 

유형 중 영양추구 요인은 인지된 유익성과 즐거움 동기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영양추구를 

위해 건강식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은 영양을 고려하여 음

식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식품을 선택하거나 음식을 섭취할 때 영양을 추

구하는 행위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건강을 증진하려는 

동기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강식생활 유형 중 

심리적안정 추구요인이 건강증진 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은 가설4~가설6에 해당한다. 심리적안정 추구 

요인은 인지된 유익성 동기(C.R.=2.803, p<0.01), 주변 상

황 동기(C.R.=3.762, p<0.001), 즐거움 동기(C.R.=3.611, 

p<0.001)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모두 채택되었

다. 즉, 건강식생활 유형 중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경

우, 인지된 유익성, 주변 상황, 즐거움의 모든 건강 증진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웰빙 동기 

요인인 심리적 요인이 주위영향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Lim KH(2006)의 연구결과와도 유사점을 보이

고 있다. 건강식생활 유형 중 식품안전성 추구 요인이 건

강증진 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은 가설7~가설9에 

해당한다. 식품안전성 요인이 인지된 유익성 동기(C.R.=  

1.109, p>0.05), 주변상황동기(C.R.=-0.892, p>0.05), 즐거

움 동기(C.R.=0.993, p>0.05)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아 가설7~가설9 모두 기각되었다. 즉, 건강

식생활 유형 중 식품안전성 요인은 건강증진 동기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한 식생활

을 위해 인공첨가물, 유전자 조작 식품을 회피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건강을 증진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건강

을 위협하는 요소를 차단하려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식생활 유형 중 건강구매 요

인이 건강증진 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은 가설

10~가설12에 해당한다. 건강구매 요인은 인지된 유익성 

동기(C.R.=-1.433, p>0.05), 주변 상황 동기(C.R.=0.596, 

p>0.05), 즐거움 동기(C.R.=-0.025, p>0.05)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아 가설10~가설12 모두 기각되었다. 가설 검

증 결과, 건강구매 요인은 건강증진 동기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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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ized 

coefficient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E. C.R. p-value

Hypothesis 

testing

H1 Nutrition pursuit → Perceived benefits 0.439 0.365 0.084 4.351 0.000*** Accepted

H2 Nutrition pursuit → Environmental 0.103 0.085 0.079 1.078 0.281 Rejected

H3 Nutrition pursuit → Desire for happiness 0.195 0.199 0.099 2.014 0.044* Accepted

H4 Psychological → Perceived benefits 0.250 0.223 0.079 2.803 0.005** Accepted

H5 Psychological → Environmental 0.362 0.317 0.084 3.762 0.000*** Accepted

H6 Psychological → Desire for happiness 0.338 0.368 0.102 3.611 0.000*** Accepted

H7 Food safety → Perceived benefits 0.098 0.060 0.054 1.109 0.268 Rejected

H8 Food safety → Environmental -0.081 -0.049 0.055 -0.892 0.372 Rejected

H9 Food safety → Desire for happiness 0.091 0.068 0.068 0.993 0.321 Rejected

H10 Health conscious consumption → Perceived benefits -0.139 -0.095 0.066 -1.433 0.152 Rejected

H11 Health conscious consumption → Environmental 0.059 0.040 0.066 0.596 0.551 Rejected

H12 Health conscious consumption → Desire for happiness -0.002 -0.002 0.083 -0.025 0.980 Rejected

H13 Nutrition pursuit → Desire for healing 0.162 0.135 0.080 1.677 0.093 Rejected

H14 Psychological → Desire for healing 0.304 0.271 0.081 3.333 0.000*** Accepted

H15 Food safety → Desire for healing 0.096 0.059 0.050 1.170 0.242 Rejected

H16 Health conscious consumption → Desire for healing -0.120 -0.082 0.061 -1.337 0.181 Rejected

H17 Perceived benefits → Desire for healing 0.224 0.224 0.084 2.678 0.007** Accepted

H18 Environmental → Desire for healing 0.167 0.170 0.076 2.228 0.026* Accepted

H19 Desire for happiness → Desire for healing -0.071 -0.058 0.063 -0.917 0.359 Rej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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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강구매 요인이 건강

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

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1에서 가설12까지 가설검증 결과를 보면 건강식생

활 유형 중 식품안전 추구 요인과 건강구매 요인은 건강

증진 동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영양추구 요인과 심

리적 안정 추구 요인은 건강증진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건강식생활 유형과 힐링체험 욕구와의 관계

건강식생활 유형이 힐링체험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한 가설은 가설13~가설16에 해당된다. 가설13은 ‘영양 

추구 요인은 힐링체험 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고 

경로계수 0.162(C.R.=1.677, p>0.05)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다. 가설14는 ‘심리적안정 추구 

요인은 힐링체험 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고 경로계

수 0.304(C.R.=3.333, 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고 있어본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15는 ‘식품안

전성 추구 요인은 힐링체험 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고 경로계수 0.096(C.R.=1.170, p>0.05)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아 본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16의‘건강

구매 요인은 힐링체험 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경

로계수 -0.120(C.R.=-1.337, p>0.05)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다. 가설13에서 가설16의 검증 결

과에 따르면 건강식생활 유형 중 심리적 안정 추구 요인

만이 힐링체험 욕구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데 있어 기분이 좋아

지고 즐거우며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 감성적인 부분이 

힐링체험을 하고 싶은 욕구로 연결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3) 건강증진 동기와 힐링체험 욕구와의 관계

가설17의 ‘인지된 유익성 동기는 힐링 체험 욕구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는 경로계수 0.224, C.R.=2.678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p<0.001) 본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18의 ‘주변 상황 동기는 힐링체험 욕구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는 경로계수 0.167, C.R.=2.228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고 있어(p<0.05) 본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19의 

‘즐거움 동기는 힐링체험 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경로계수 -0.071, C.R.=-0.917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으므로(p>0.05) 본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17에서 가설

19까지의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건강증진 동기 중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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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el results.

된 유익성 동기와 주변 상황 동기가 힐링체험 욕구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즐거움 동기는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힐링체험 서비스를 하고

자 함에 있어 건강을 증진하는 행위에서 오는 즐거움보

다는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상황 동기에 의

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Yoon HS 등(2008)

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 중 

홍보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77.3%로 홍보를 보지 못

한 사람을 상회하고 있으며 따라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가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증진행위의 유익성을 

적극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에서도 인지된 유익성 동기가 힐링체험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잠재고객에게 유익한 점을 인식시

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leury J 

& Lee S(2006)의 연구에서는 친구나 이웃의 권유를 받거

나 함께 건강증진행위를 할 때 건강증진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와 이웃의 동참과 권유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부분을 보였다. Grzywacz JG & Marks 

N(2001)은 가족이 건강과 관련된 행동을 조정하는데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힐링체험 서비스의 홍보 

시 친구와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의 참가 유도가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Jo HS 등(2004)의 연구에 따르면 행동의 계

기에 많이 노출될수록 건강행동을 잘 이행하게 되고 구

체적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와 타인을 통한 간접경험

이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

과와 유사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Kim YH(2012)의 

자연치유 이용에 관한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60.8%가 

건강증진과 강화를 위해 자연치유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

타나 자연치유를 비롯한 힐링 체험이 단순한 여가와 관

광 동기보다는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동기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3) 모형 결과의 요약

모형 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은 Fig. 2와 같다. 실선은 

유의한 경로를 나타내며,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낸다. 가설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건강식생활 유형 

중 영양추구 요인은 인지된 유익성 동기라는 연결고리를 

거쳐 힐링체험 욕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심리적 요

인은 인지된 유익성 동기와 주변 상황 동기를 거쳐 힐링

체험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힐링체험 욕구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인 남녀 

315명을 대상으로 건강식생활 유형 및 건강증진 동기가 

힐링체험 욕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실

시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실증 분석 결과, 총 19개의 가

설 중 8개의 가설이 채택되었으며, 가설 검증의 주요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강식생활 유형 중 영양추

구 요인은 인지된 유익성 동기와 즐거움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심리적안정 추구 요인은 인지된 유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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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주변 상황 동기, 즐거움 동기에 모두 유의한 영향

을 미쳤다. 한편 식품안전성추구 요인과 건강구매추구 요

인은 건강증진 동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건강식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감성적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 심리적 측면이 건

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동기 부여를 돕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증진 동기가 힐링체험 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건강증진 동기 중 인지된 유익성 동기와 주변 

상황 동기는 힐링체험 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즐거움 동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동기 요인 

중 행위 자체를 즐기는 것 보다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자각할 때와 자신을 둘러싼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 힐링체험을 하고자 

하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건강식생활 

유형이 힐링체험 욕구에 미치는 영향 검중에 있어서는 

건강식생활 유형 중에서는 심리적 요인만이 힐링체험 욕

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한 식생

활을 할 때 느끼는 심리적인 부분들이 힐링체험 욕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한 유형을 분류해 보았으며, 건강을 증

진시키고자 하는 동기와 힐링체험 서비스 요구에 대한 

구체적 견해 및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건강식생활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힐링

체험 관련 연구는 많이 진행된 바가 없다. 특히 힐링체험

과 관련된 선행 연구 중 식생활과 관련한 연구는 미비하

지만 힐링체험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식생활과 관련된 

부분으로 판단되어 이 두 가지를 연결한 연구를 시도하

고자 한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분석 결과 실제로 

두 잠재변인 간에는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먼저 힐링체험 서비스의 식생활 관련 부분에 

있어 마케팅 전략 수립 시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는 유익

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힐링체

험 시 건강 식단 구성이나 프로그램 홍보에 있어서 식품

영양학적 혹은 의학적 관점에서 그 식단 또는 프로그램

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고객들이 건강한 식사를 통한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감성적인 부분과 시각, 촉각, 청각 

등 감각적인 측면, 스토리텔링적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구

성하여 체험 프로그램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즉 테이블 구성, 식기 선정, 음식의 담음새 등에 있어서

도 힐링, 자연, 웰빙의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여 고

객이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

지막으로 건강식생활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행동하

는 40대 이상 연령대를 주요 타겟으로 선정하여 마케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연령대에 맞는 프로

그램 구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다양한 목적으로 건강식생활을 

추구하는 잠재고객들이 힐링체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힐링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식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체험하여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긍

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어 기존 연구에서 증명된 모든 건강증진 동기요인을 

잠재요인으로 설정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건강증진 동기

들이 구조모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힐링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적은 현실을 

반영하여 힐링체험 욕구를 측정도구로 선택하였으나 앞

으로는 힐링체험을 실제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힐링체험 시 음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를 포함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더욱 의미 있고 발전된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한 결과 도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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