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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Well-being & LOHAS의 등장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한국의 사회지표’ 조사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98년 36.7%에

서 2002년 44.9%로 8.2% 포인트 증가한 반면, 경제문제는 98년 30.5%에서 2002년

24.5%로 오히려 6%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 통 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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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여건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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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웰빙과 관련된 서구의 사회대안 운동

1900년 1920년 1940년 1960년 1980년 2000년

시간

친건강· 친환경성
추구

채식주의 확산

슬로우푸드 운동 시작

생태적 개념 체계화

생태주의 운동 확산

다운
시프트족

등장

Lohas족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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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진국과 한국의 웰빙개념 차이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 식품, 가전, 섬유, 건설
등 전분야에 영향

• 건강식품 중심
• 요가관련 상품

• 유기농·자연식품
웰빙시장의 범위

• 복지와는 무관

• 개인적 웰빙추구에 집중

• 고령자, 장애인 등
의 복지와 관련

• 여성건강 및 복지와 관련
사회적 웰빙과의

관련성

• 대중매체의 적극적 개입

• 황사, 광우병 등의 환경
재해에 대한 공포

• 건강붐 조성
• 사회대안운동 확산과 함꼐

생활 속에서 웰빙 개념 체득
등장배경

• 2000년대 이후• 1990년대 이후• 1990년대 이후
본격적

등장시기

한 국일 본구 미구 분

Ⅰ. Well-being & LOHAS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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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Well-Being)의 정의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는 건전한 시민상

1) 사전적 웰빙(Well-being)

명상음악 및 요가 등 정서적 만족을 추구하는 웰빙

고급 환경, 건강제품 소비와 건강증진 활동을 즐기는 생활 스타일

2) 주관적 웰빙(Well-being)

건강한, 만족스러운, 좋은, 안락한 …

참살이

4.  웰빙의 개념

Ⅰ. Well-being & LOHAS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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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웰 빙

3) 세계보건기구(WHO)의 웰빙 정의

질병이 없는 상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차원 전반에 걸친 안녕상태

생존의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된 사회에서 건강을 지향하는 생활양식으로서

웰빙 등장

미국의 LOHAS(Lifestyles of Health & Sustainability)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후대에 물려줄 지속 가능한 소비기반을 생각하는 소비패턴

영국의 Downshifter
고액연봉을 포기하고 한적한 시골로 낙향하여 삶의 여유와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

Ⅰ. Well-being & LOHAS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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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무관브랜드 중시소비스타일

소득,연령에 관계없는 소비계층전반중산층 이상의 2030세대주요 소비층

물질중시

의류,장신구 등 사치성 소비재

타인을 의식하는 과시성 소비

명품 소비

육체와 정신의 조화 중시추구성향

의식주 전반주요 소비품목

자신과 가족을 위한 실속형 소비소비성향

웰빙 소비구 분

5.  소비문화 비교

Ⅰ. Well-being & LOHAS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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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ell-being & LOHAS

Well + being

웰빙웰빙

삶

생활

존재..etc

평안한

건강한

만족한

고급스러운..etc

<지극히 이기적 동기로서 웰빙 개념> <이타적 속성이 강조된 LOHAS>

자료 : Natural Marketing Institute(NMI)에서

LOHAS 특성 소비자 조사를 위한 서베이 문항 中

Ⅰ. Well-being & LOHAS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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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05년 국내 10대 트렌드

1. 경기양극화와 Jobless Growth 

2. 버블 수축과 가계부실의 진통

3. 1강 2중 체제

4. 디지털 프론티어의 확장

5. 웰빙 소비 확산

6. 국토공간과 기능 재편

7. 사회갈등 봉합 조짐

8. 정국 혼선과 경제부담

9. 불안정한 남북관계

10. 재난ㆍ질병 대책 부심....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Ⅱ. 웰빙 소비문화 Trend

1. 저성장 기조와 경제 우선

2. 개방 급물살과 마찰

3. 격차 확대와 구조조정 가속

4. 금융 주도권 다툼

5. 신기술 · 신업태 부상

6. 고실업 속에 노사상생 모색

7. 新제도 도입과 기업부담

8. 다원 사회로의 이동

9. 한국, 한국인의 재발견

10. 분수령 맞는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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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웰빙 시장

2010년 1조 달러 (1200조원)

2001년 2004년 2010년

• 미국에서는 Wellness, LOHAS (Life of health & sustainability)

Ⅱ. 웰빙 소비문화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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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foodⅡ. 웰빙 소비문화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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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nessⅡ. 웰빙 소비문화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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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yogaⅡ. 웰빙 소비문화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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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nvestmentⅡ. 웰빙 소비문화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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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responsibilityⅡ. 웰빙 소비문화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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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과 새집증후군 웰빙 제과

대체의학 웰빙 마케팅

Wellbeing IndustryⅡ. 웰빙 소비문화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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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친건강 Monitor 

Wellbeing IndustryⅡ. 웰빙 소비문화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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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의 산업적 확산(2-2)

Wellbeing Industry

친환경/친건강 Monitor 

Ⅱ. 웰빙 소비문화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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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공간에 대한 사회적감시

<중앙일보> 강 찬 수 기자 , 2004.8.16

Monitoring Ⅱ. 웰빙 소비문화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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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우수상품(공간) 인증모델

인증제의
목표

건전한소비문화 조성

삶의 질 향상

국가산업의경쟁력제고

웰빙
평가지표

인증분야

실내환경실내환경

웰빙웰빙

웰빙상품웰빙상품 웰빙웰빙 서비스서비스

Wellbix
®

오염지수 쾌적지수 관리지수

건강성 사회성만족성환경성안전성

Monitoring Ⅱ. 웰빙 소비문화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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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HAS =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건강과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Includes a wide range of industries…

• Natural and Organic Foods &         
Beverages 

• Personal Care/Beauty Care

• Household Products

•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 Hybrid Transportation

• Recycled Products

• Eco-Travel

• Alternative Medicine

• Renewable Energy

• Green Building and Design

• Energy Efficient Electronics and 
Appliances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Ⅲ.  새로운 소비Trend, LO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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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 Consumer Segments

Natural Business Communications와 Natural Marketing Institute는 공동조사

Ⅲ.  새로운 소비Trend, LO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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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소비행태

Ⅲ.  새로운 소비Trend, LO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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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HAS Academy Course

Ⅲ.  새로운 소비Trend, LO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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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하스 시장은 지난 3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미국 소비자 3명 당 1명이 로하스 소비자

• 로하스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도의 증가

(자연식품 ; 20퍼센트 증가, 에너지 고효율 창문 ; 15퍼센트 증가 등) 

• 기업의 CSR 인식도 ; 관심도 8퍼센트 증가

• 로하스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구체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이라는 라벨을

붙인 제품에 대해 타 소비자층에 비해 영향을 많이 받음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측면 ; 

로하스 소비자들 ;  56퍼센트가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을 선택

비로하스 소비자들 ; 12퍼센트만이 선택

Source: The LOHAS Consumer Trends Database™

2003년, 2004년 LOHAS 설문조사 비교 (미국)

Ⅲ.  새로운 소비Trend, LO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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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HAS 성장의 직접적 동기들

1. 환경 규제법 등 강제적인 사용 권장의 영향

- 글로벌환경단체, 국내정부, 공공기관등에의한친환경제품의사용강제시
빠른시간내, LOHAS 확산을위한가장빠르고직접적인동기가될것
e.g 가솔린차량사용을억제하는일본정부, 공장폐수등에대한환경규제강화등

2. 감성 소구 사각 지대에 우선 적용 가능 할 것

- LOHAS 시장이조성된다해도초기에는감성사각지대로부터출발할것
e.g. 핸드백, 장신구, 의류등사치성소비재보다는재생공책, 재생세탁비누등상대적으로
디자인, 브랜드가치등감성가치가덜중요하게생각되는제품들

3. 시민 의식의 성숙에 따른 자발적 확산

- 시민의식의성숙, NGO 등의활동으로자발적인동기에따른 LOHAS 제품의인기동기
- 이기적인소비니즈가대세가될한국시장에서당분간기대하기어려우나가장바람직한

소비동기일것임. 

자료 : 대한민국소비트렌드(2004.9) 내용中

Ⅲ.  새로운 소비Trend, LO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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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웰빙
(Individual Well-Being)

사회적 웰빙
(Social Well-Being)

지속가능 사회추구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 추구

Well-being & LOHAS 상품/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지속가능성 기업구축과 CSR을 통한 사회기여

사회적 당위성이 보장된 소비문화

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소비

개인 소비활동에 따른 행복감, 자긍심 증진

건강, 풍요, 여유로운 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고객만족과 사회기여

웰빙 & LOHAS 관계

기업측면 웰빙
(Corporate Well-Being)

사 회사 회

소비자소비자

기 업기 업

Ⅳ. LOHAS 마케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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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과 의료의 차원에서 출발된 웰빙 트렌드가 일상적인 소비와 생활문화 속으로 확산

○ 소비의 양극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격대의 대체상품으로 개인적인 웰빙을 추구

○ 일부 기업이 상품성과 관계없이 웰빙을 표방하는 광고전략을 실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신을 조장

○ 유기농 농산물 및 휘트니스 중심에서 기능성 웰빙상품 및 웰빙 Contents 개발 등으로 적용대상이 확장

○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여유로움을 추구하는 최근의 웰빙 소비문화는 동시에 사회적 웰빙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성을 고려하기 시작함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일상적인 소비생활을 넘어 신체적 건강과 생활의 여유를 찾는

소비문화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 

TREND 1

2004년도에는 마케팅 전략차원에서의 단순한 ‘웰빙용어’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점차 친환경, 친건강, 상품의 웰빙기능 보강 등의 제품전략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음

TREND 2

Wellbeing & LOHAS Market Trend

Ⅳ. LOHAS 마케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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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대체의학, 에너지절감, 리사이클링 상품 등을 선택하는 LOHAS소비의 당위성은 공감하지

만, 실제적인 LOHAS 소비계층은 아직 미미한 상황

○ 일부 선진기업의 경우는 본격적인 LOHAS 소비집단의 대두에 대비하여, 기업이미지 재정립 및

LOHAS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투자 확대

○ 유기농 농산물 및 휘트니스, 요가 등 전통적인 웰빙 비즈니스의 지속과 새로운 웰빙 유통 비즈니스 확산

○ 중간재(건축), 소비재 기업을 중심으로 웰빙코드와 LOHAS 소비를 고려한 웰빙 신상품 Mix 전략 지속

○ 사회성을 고려한 웰빙소비 비중이 점차 증가하며, 지속가능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의 관심이 증대

개인의 건강과 여유를 추구하는 웰빙소비도 전체적인 사회적 웰빙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LOHAS에 대한 관심이 증가

TREND 3

웰빙 소비문화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친환경, 친건강, 대체연료 상품개발도 지속될 전망. 

또한 ‘Well-Being & LOHAS 소비’가 미래형 소비자로서의 자긍심과 우월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상품/서비스 전략에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전망

TREND 4

자료 ;   2005, Korea Wellbeing Consumer Index, 한국표준협회컨설팅,  2005. 10

Ⅳ. LOHAS 마케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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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HAS소비자는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가?

Source ;    Understanding the LOHAS Market, ’Identifying the LOHAS Consumer and
Business & Branding Opportunities’

1. 친환경 제품을 선택한다.

2. 주변에 친환경 제품의 유익을 적극 홍보한다.

3. 지속가능성 제품에 20%의 추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4. 환경 보호에 적극적이다.

5. 지속가능성 기법으로 제조된 제품을 선호한다.

6. 지속 가능성 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선호한다.

7. 재활용 제품을 적극 사용한다.

8. 전체 사회 관점의 의식 있는 삶을 영위한다.

9. 지구 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구매 시의 필수 고려 요인이다.

10. 재사용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한다.

11. 지속 가능한 농업 기법을 선호한다.

12. LOHAS 소비자의 가치를 공유하는 기업 제품을 선호한다.

Ⅳ. LOHAS 마케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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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시장

세분화 + 포지셔닝 전략

세분화 되고 성숙된 시장

기존 시장

욕구

고객

상황 또는
용도

미개척 시장

미개척된 욕구

미개척된 고객

미개척된 이용상황

미개척된 기회

웰빙 시장 영역

웰빙 욕구

웰빙 고객

웰빙 이용상황

웰빙 기회
마케팅
전략의
수준

개발된
시장

세포화된
시장과
경쟁자들

욕구의
발견

현재고객과
잠재고객

우리가 공략 가능한
고객이나 상황

Wellbeing & LOHAS 시장은?

Ⅳ. LOHAS 마케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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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부여

일반 상품

시장 세분화 +
목표고객

웰빙

상품

컨셉

창조

제품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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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유통

판촉가격

제품

맘짱
몸짱
얼짱

웰빙 & LOHAS 컨셉을 마케팅에 반영하자

Ⅳ. LOHAS 마케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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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  시장 소비자수 구매횟수 구매량 가격매출 =  시장 소비자수 구매횟수 구매량 가격

Blue Ocean Strategy

Red Ocean Strategy

수입 극대화

측면

Blue Ocean 으로서의 LOHAS Market 검토

1.  Wellbeing & LOHAS 사업전략

- Market Segmentation  → LOHAS Strategy
* New Biz. 전략채택 ( 예 ; KOLON)
* 사업의 Re-Structuring(예 ; 비타500, HUE Place)     
* New Biz. Modeling (신시, 한샘리빙클럽,  )

Ⅳ. LOHAS 마케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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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e Lifestyle

Healthcare Qua
lity

 of L
ife

Fitness &
 

B
eauty

의약
의약품 도소매

Bio-tech
건강진단
기기

화장품

건강식품
건강기구

화장품 유통
건강식품 유통

자연식품

건강 섬유 /
의류

Product

병원

보험

Spa
비만클리닉

콘도, 호텔
스포츠 클럽/ 

운동센터

Restaurant / 
Entertainment

Service

노화방지 클리닉

건강진단센터

Prevention

인체/환경
친화적소재

R&D

WELL-CARE 영역WELL-CARE 영역 WELL-BEING 영역WELL-BEING 영역

Wellness 사업전략 ; K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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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전략(Commercialization Strategy)

친환경 기능의 보강 : 슈가버블,  GS자이, 

친건강 기능의 보강 : 은나노차이나,  싱크마스터,  마르쉐, 휴대폰

리싸이클링 :  롯데백화점,                         

친환경 + Price Policy  : 더페이스샵,   유기농샵

안전성 기능보강 : 새차증후군, 트라움

Ⅳ. LOHAS 마케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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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보 & Promotion 전략

Social Responsibility :  유한킴벌리, 삼성전자 , 건설사, 웅진

Customer Relationship :  현대백화점

Trust Management :  윤리경영(신세계, 한전)                        

Ⅳ. LOHAS 마케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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