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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서퍼의 체험과 러브마크, 몰입, 소비행동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데 있다. 설정한

연구모형에서 체험, 러브마크, 몰입, 소비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적합도 검증을 진행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모든 지수가 적합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험, 러브마크,

몰입, 소비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예측하기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체험은 러브마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은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입은 소비행동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브마크는 소비행동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체험은 소비행동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체험, 서퍼, 러브마크, 몰입, 소비행동의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urfer’s 

experience, lovemark, flow and customer behavioral intention. The model's goodness-of-fit test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ce, lovemark, flow and consumer behavioral 

intention.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conformity test of the research model, 

all the fit indexes met the criteria for goodness of fit to predict the causality of experience, 

lovemark, flow, and customer behavioral intention. Second, experience factors positively effected 

the lovemark. Experience factor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flow. Flow had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behavioral intention. Lovemarks had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behavioral intention.. 

Experience factors did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behavior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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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기주도적인 특성을 가진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외의 

익스트림 스포츠들의 국내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삶의 한 부분으로 

변화하고 있다[1]. 이러한 스포츠활동은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인공적인 환경의 스포츠활동을 최소화하는 형

태로 변화하고 있다[2].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자연

친화적인 스포츠활동이 서핑이다. 청년층에게 하나의

트랜드(trend)로 여겨지고 있는 활동으로 스포츠활동을 

넘어 자유분방한 삶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하였다[3].

서퍼들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바람과 바다 등 자연이

만들어 주는 파도를 이용하여 즐기는 서핑이 주는 매력에

있다. 소셜네트워크 이용자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에서 색다른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는 요인 

등 때문이다. 각 지방자치체단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서핑에 참여하고하 하는 소비자를 잡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이러한 서핑은 실제로 경험하기 전

에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대표적인 체험재 상품

(experience goods)이다[4]. 체험(experience)이란 

주어진 자극에 반응하는 것으로 주어진 특수한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 자사 제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제품 구매 전, 후에 나타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칭한다[5]. 관련 분야의 소비자들은

만족스러운 체험을 위하여 비용과 시간을 소비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체험이 설명되었다[6]. 스포츠

소비자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몰입을 

경험하는 등 특정한 제품을 평가하고 그 내용에 따라 추가

소비를 결정하는 등 기존의 소비자의사결정모델로는 설명

하기 어려운 특수한 소비행태를 보인다[7]. 스포츠에서 

체험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이유는 스포츠를 통하여

참여자가 즐거움을 느끼고 이러한 즐거움이 소비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스포츠가 관람을 

넘어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스포츠의 체험에서 높은 

만족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만드

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체험은 개개인에 따라 

모두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체험의 여러요소는 

개인의 감정반응을 일으키고 참여하는 종목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된다. 또한 몰입을 경험하게 됨으로 긍정

적인 소비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8]. 자연에서 이루어

지는 서핑의 경우 이같은 자극에 더 민감한 감정반응이 

서퍼의 소비행동에 더욱 반영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체험마케팅에 의한 소비자의 감성영역의 중요성을 인지한

러브마크(love-mark)가 등장하였다. 

러브마크란 체험 참여자가 느끼는 사랑스러운 감성

반응이다. 결국 소비자들과 감성으로 이어진 사랑과

존경을 받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9]. 러브마크는

다양한 감수성을 가진 체험 참여자들이 브랜드나 서비

스가 제공하는 소비자 편익 중 감성적 차원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러브마크는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스포츠 

소비행동에 있어 몰입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

인으로 알려져 있다. 몰입은 스포츠 소비자가 계속해서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2]. 서퍼에게 몰입은 정서만족, 관계만족, 시설만족 

등 만족과 관련되어 여러 요인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10]. 즉, 스포츠활동에서 몰입은 연속적인 참여와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경

험은 자기 주도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게 더욱 높은 수

준의 몰입을 경험하게 한다[11]. 즉, 몰입은 스포츠활동

을 통하여 지각되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연속적인 소비

와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12].

본 연구의 주제인 서핑은 체험으로 이루어진 산업이며, 

일반적인 소비 단계를 넘어 새롭고 특별한 체험을 추구

하는 체험경제이론과도 연결된다[6]. 따라서 체험을

중심으로 서퍼의 소비행동을 실증적으로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새롭게 태동되고 있는 서핑산업의 발전

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1.2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젊은층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서퍼의 체험과 러브마크, 몰입, 소비행동의도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확인하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충족

하기 위하여 기존의 관련 연구들을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 1. 서퍼의 체험은 러브마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 서퍼의 체험은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3. 서퍼의 체험은 소비행동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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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4. 서퍼의 러브마크는 소비행동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5. 서퍼의 몰입은 소비행동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핑을 즐기고자 강원도에 방문한 서퍼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을 표집하기 위하여

비확률 표본추출방법 중 하나인 편의표본추출법(con

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표집된

대상중 서핑에 참여한 집단에게 설문지를 배포였다.

베포된 50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등 

89부를 제외하고 411부의 설문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Characteristics No. %

Gender

Male 243 59.1

Female 168 40.9

Age

~29 165 40.1

30~39 195 47.4

40~ 51 12.4

Total

2.2 조사도구

이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2문항과 체험경제이론 17문항, 러브마크 20문항, 몰입은

15문항, 소비행동의도 요인 4문항으로 총 5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 타당도 및 신뢰도

체험은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으며[8,13,14], 오락체험, 교육체험, 일탈체험, 

심미체험의 4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Results of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 Item Eigenvalue
Cronbach's 

α

Deviation 

13 .873

50.279

(8.548)

.817

.921
12 .873 .861

11 .858 .816

10 .649 .753

Education

7 -.931

7.894

(1.342)

.802

.872
8 -.869 .824

9 -.691 .743

6 -.508 .613

Entertainment

4 .803

7.193

(1.223)

.545

.803

5 .775 .703

3 .573 .517

2 .561 .607

1 .547 .642

Aesthetic

16 .939

6.161

(1.047)

.833

.870
17 .843 .750

15 .793 .673

14 .657 .661

Total 71.528

Kaiser-Meyer-Olkin’s MSA = .916

KMO Bartlett = 4818.093 df = 136, Sig = .000

러브마크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9,15,16]. 하위요인은 감각, 친밀감, 신뢰, 평판 등 4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Results of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 Item Eigenvalue
Cronbach's 

α

Reputation

14 .988

53.140

(8.502)

.900

.942
15 .914 .873

16 .880 .849

13 .769 .805

Sense

1 .867

10.010

(1.602)

.681

.844
2 .864 .790

3 .730 .672

4 .683 .647

Trust

9 .935

7.970

(1.275)

.785

.911
11 .898 .874

10 .896 .909

12 .627 .621

Affinity

7 .926

6.511

(1.042)

.840

.888
6 .899 .806

8 .766 .701

5 .713 .668

Total 77.631

Kaiser-Meyer-Olkin’s MSA = .921

KMO Bartlett = 5329.065 df = 120, Sig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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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을 기초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12,17,18]. 몰입 설문지는

목표설정, 감각통제, 시간감각, 자기목적체험, 무아지경 

등 5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몰입의 경우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5개 요인으로 고정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Results of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 Item Eigenvalue
Cronbach's 

α

Purpose

13 .988

48.578

(6.801)

.836

.92814 .914 .920

15 .880 .882

Control sense

5 .867

16.596

(2.323)

.921

.9486 .864 .915

4 .730 .883

Trance

8 .867
14.615

(2.046)

.911

.9319 .864 .853

7 .730 .894

Goal setting

2 .867

5.870

(.822)

.913

.9253 .864 .887

1 .730 .813

Time sense
10 .867 3.522

(.493)

.934
.920 

11 .864 .922

Total 77.631

Kaiser-Meyer-Olkin’s MSA = .921

KMO Bartlett = 5329.065 df = 120, Sig = .000

서핑이용자의 소비행동의도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을 기초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14,19]. 문항은 전반적인 만족, 재방문의사, 추천의도 

등 단일척도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 Cronbach's α

Consumer behavior intention .947

2.4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연구의 목적에 따른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하여 SPSS 26.0, Amos 26.0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인 

서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서퍼의 체험, 러브마크, 몰입, 소비행동

의도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신뢰도

분석방법인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경로분석을 진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모형의 연구 변인 간 영향관계 

체험, 러브마크, 몰입, 소비행동의도 간의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C.R.(Critical Ratio)값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Fig. 1과 Table 6과 같다.

Fig. 1. Effect relationship of research model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모든 지수가 적합기준

에 부합하였으므로 체험, 러브마크, 몰입, 소비행동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의 경우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χ2 뿐만 아니라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χ2값은 284.939(df=112, p=.000)

로 나타났다. 절대적합지수인 GFI(.926), RMR(.025), 

RMSEA(.061)는 적합도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증분적합지수 NFI(.948), IFI(.968), 

TLI(.960), CFI(.967)도 적합도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간명적합지수 PRATIO(.824), PNFI

(.780), PCFI(.797) 등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과 러브마크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준화의

경로계수는 .925이다. C.R.값은 15.829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에 가설 1인 서퍼의 체험은 

러브마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1은 채택 되었다. 둘째, 체험과 몰입 간의 관계에서 

표준화 경로계수는 .902이다, C.R.값은 17.733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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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에 가설 2인 

서퍼의 체험은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은 채택이 되었다. 셋째, 몰입과 소비행

동의도 간의 관계에서 표준화 경로계수는 .794이다. 

이때 C.R.값은 7.002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이에 가설 3인 서퍼의 몰입은 소비행동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은 채택

되었다. 넷째, 러브마크와 소비행동의도 간의 관계에서 

표준화 경로계수는 .300이다. C.R.값은 2.330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에 가설 4인 서퍼의

러브마크는 소비행동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은 채택되었다. 다섯째, 체험과

소비행동의도 간의 관계에서 표준화 경로계수는 -.157

이다. C.R.값은 -.85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p<.05). 따라서 가설 5 서퍼의 체험은 소비행동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5는

기각이 되었다. 

Table 6. Result of Study

Estimate β S.E. C.R.

experience → lovemark .930 .925 .059 15.829***

experience → flow 1.062 .902 .060 17.733***

flow → 

behavior intention
.906 .794 .129 7.002***

lovemark → 

behavior intention
.400 .300 .172 2.330*

experience → 

behavior intention
-.211 -.157 .246 -.858

*p<.05, ***p<.001

4. 논의

4.1 구조모형의 적합성 검증

연구모형인 체험, 러브마크, 몰입, 소비행동의도 간의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적합도 수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러브마크와 몰입요인은 서퍼들의 소비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즉, 서핑의 체험을 통하여 체험스포츠와 체험이 이루어

진 장소에 대한 러브마크가 형성된다. 서퍼가 서핑에 몰

입할 때 소비행동의도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러브마크의 특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러브마크는 감정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요인이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감정반응에 관련된 요인은 몰입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몰입을 일으키게 되는 요

인은 매우 복잡하다. 어떤 상황에서 긍정적 감정반응이 

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 긍

정적 감정반응이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적 감정반응이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처음 입문하는 서퍼의 경우 더운 날씨

에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동작을 하게 되면서 부정적인 

감정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잘 

극복하게 되면 자연을 통하여 즐길 수 있는 종목인 서핑

에 몰입하게 된다.

4.2 체험, 러브마크, 몰입, 소비행동의도 간의 관계

4.2.1 체험과 러브마크 간의 관계

체험은 러브마크 간의 관계에서 체험은 러브마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브마크는

단순히 좋아하는 것보다는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여 체

험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조직들은 이러한 러브마크를 통한 소비자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9]. 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제품

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만족과 상품의 품질을 알려주는 

이전의 마케팅보다 체험마케팅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5]. 관광지에서의 이루어진 체험에 대한 회상은 

브랜드에 대한 연상과 소비와 직적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는 브랜드 애착으로 이어진다[21]. 

이러한 브랜드 애착은 이미지에 대한 감성관계를 설명

하는 러브마크와도 이어지는 중요한 단서이다. 경험은 

제품의 쾌락적 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브랜드 감정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22]. 이는 체험 중 일탈적 체험이 

감정요인과 같은 러브마크에 영향관계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서핑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교육체험, 심미체험 등을 

형성할 수 있다면 서퍼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고 이것이 

서퍼의 충성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현대의 소비자

들은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체험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높은 대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구매를 하기 때문에

기업과 조직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자사의 상품이 

차별성을 갖도록 노력한다[23]. 서핑에 참여하는 서퍼들도 

다른 서핑장소에서 경험이 어려운 독특한 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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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제공한다면 더욱더 장소에 대한 애착으로 연결

될 것이다.

4.2.2 체험과 몰입 간의 관계

체험과 몰입 간의 관계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템플스테이 참석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체험요인으로

설정된 오락체험, 일탈체험, 심미체험은 정서적인 몰입

을 통하여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서핑을 즐기는 서퍼들의 특성은 평범한 생활에서는 느

끼거나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소셜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경치

가 좋은 핫스팟 항상 갈구한다. 미래발전적인 성장을 위

한 방안으로 힐링적 요인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을 강

조하였다[24].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참여하게 되는 

서핑만의 독특한 특성인 역동성과 자연치유적인 요소를 

강조한 힐링 리조트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면 서퍼의 

몰입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2.3 몰입과 소비행동의도 간의 관계

몰입과 소비행동의도 간의 관계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급 서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초보서퍼의

몰입은 정서만족, 관계만족, 시설만족 등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0]. 동계스포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몰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숙련도 

등은 스포츠 참여의 지속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고 

한다[25]. 스포츠 활동에서의 몰입은 도전에 대한 자신

의 의식이다. 이는 스포츠 참여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26]. 이러한 결

과는 서핑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 서핑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

람들의 경우 서핑이라는 공통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집단은 친밀한 소통을 통하여 

서핑장소에 모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4.2.4 러브마크와 소비행동의도 간의 관계

러브마크와 소비행동의도 간의 관계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관광지에 대한 러브마크는 그곳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발케 하는 요인이라고 한다

[9]. 긍정적인 감정은 러브마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해당지역을 찾는 관광 소비자와의 

관계가 장기적이며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지고 그것은 

재방문이나 추천의도로 이어지게 된다[27]. 러브마크와 

관광소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스포츠의 특성인 무형성과 

경험성이 중요시된다. 다른 영역과 비교해 보면 브랜드

나 장소의 감성적 느낌은 더욱 중요하다[28]. 

서핑장소는 장소에 대한 친밀감과 평판, 안전, 신뢰, 

투명성이 담보될 때 러브마크 요인과 연결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서핑장소를 다시 방문하게 되고, 다른 사람

에게 추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서퍼의 체험, 러브

마크, 몰입 및 소비행동의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판단기준에 부합하였다. 

체험, 러브마크, 몰입, 소비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예측하

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러브마크

의 특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러브마크 요인의 경우 감

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짐을 예측할 수 

있다. 서퍼가 부정적인 감정을 갖더라도 몰입이나 소비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체험은 러브마크와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고, 몰입과 러브마크는 소비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몰입은 소비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 나타난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핑을 즐기러

현장을 방문한 서퍼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잠재적인 소비자집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간접체험을 위한 방안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스크린 골프와 같은 형식의 VR(virtual reality)을 이용

해서 서핑을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

이다. 이러한 노력은 VR(virtual reality)등을 통해 체험

을 한 사람들은 실제로 자연에서 파도를 맞으며 서핑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늘어날 것이다. 최근의 4차산업 

혁명의 중심인 VR(virtual reality), AR(Augmented 

Reality)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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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특정계층 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족단위의 프로

그램을 제공한다면 새로운 여가로 서핑이 자리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체험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감정적인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러브마크, 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랑은 이성을 뛰어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이다. 즉, 서퍼들의 특성은 다른 스포츠나 여가를 즐기

는 사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젊은층의 심리 연구를 통하여 감정요인에 소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서퍼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이국적인 분위기가

풍기는 장소를 만들거나, 소셜네트워크에 활용 가능한 

멋진 장소를 만들고, 조명이 필요할 것이다. 서퍼들의 

경우 소셜네트워크나 온라인을 통하여 교류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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