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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typifies fashion mobile plays in a digital environment and explores the experiential value created
by them through a case study of a fashion brand mobile app. For the case analysis, mobile plays were divided
into four types: intrinsic motivation/active participation, intrinsic motivation/passive participation, external
motivation/active participation, and external motivation/passive participation, depending on the mobile players
motivation and level of participation. Among the global fashion brand mobile apps released from 2009 to 2019,
16 cases suitable for the analytical framework were used for final analys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bile play value include characteristics such as networkability, immersion, hyper-spatiality, and supertemporality in addition to the attributes of a traditional play such as spontaneity, uncertainty, regularity, and
playfulness. Second, the four types of mobile play provide participants with an experiential value such as creative value, emotional value, social value, and exploitative value. This study has academic implications in terms
of introducing a new framework that can typify mobile plays and suggest practical implications for what experiential value fashion companies can give consumers through mobile app marketing.
Key words: Fashion mobile play, Play theory, Mobile branded application, Experiential value; 패션 모바
일 놀이, 놀이 이론, 모바일 브랜드 앱, 경험적 가치

I. 서

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기존의 아날로그 미디어를
대체 또는 보완하면서 미디어 시장의 절대강자로 부
상하고 있다. 미디어란 인간과 사회의 필요로 만들어
지지만, 인간과 사회가 미디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미디어 자체의 특성이 인간의 이용 행태 그 자체를 바
꾸기도 한다(Bijker, 2009). 즉,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미디어는 사람, 사물, 정보, 환경 등을 연결하는 단순
대리인의 기능을 넘어서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론

최근 디지털 미디어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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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사람들의 지각과 이해에 깊숙이 개입하는
능동적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Youn, 2007). 특히
모바일의 경우, 기존 고정형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에
편재성, 이동성, 즉시성, 개인화 등이 더해지면서 현
대인의 일상에 더욱더 깊숙하게 침투하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모바일 미디어 환경은 기업 마케팅에 주요
한 변화를 유도한다. 제품 중심의 일방적 마케팅에서
벗어나 모바일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 ‘소
통’ 중심으로의 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효율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거나 특정 행동으로
의 사용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 앱을 적극적으
로 활용한다(Bellman et al., 2011; Gupta, 2013). 이 과
정에서 모바일 앱은 소비자와 브랜드 또는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커뮤니티를 강화하면서 일종의 놀이 문
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Choi & Kim, 2011; Song, 2016).
모바일 미디어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용자들
의 일상 활동들이 양적 또는 질적으로 확대되면서 디
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용자들의 놀이 문화도 다양화
되고 있다. 예컨대, 모바일 사용자들은 SNS와 같은
새로운 네트워크 공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형태의 정보 및 감정을 교류하기도 하고, 상대방과
디지털 게임을 하면서 실시간 상호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특정 기업의 앱을 통해 기업이 제공하는 신기
술 기반의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뿐만 아니라 온 · 오
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이
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이처럼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놀이가 가지고 있었던 특정 규칙이
적용된 게임이나 축제 같은 놀이가 모바일 기기와 같
은 인터랙티브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용되면서 모
바일을 통한 놀이 행위는 하나의 지배적인 사회적 현
상이 되고 있다(Song & Yu, 2015).
현대사회에서 나타난 인간행동의 놀이적 측면을 다
룬 연구들은 대부분 Huizinga(1938)와 Caillois(1958)
의 놀이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오
프라인 공간을 벗어나 가상공간에서의 놀이 행위가
형성되면서 디지털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놀
이 현상을 규명하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Lee & Han,
2013; Song, 2016; Song & Yu, 2015). 이러한 선행연구
들은 첨단 기술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현대적 놀이의
의미와 특성을 재해석하고 놀이를 유형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디지털 놀이의 일상화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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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고려할 때 놀이의 특성에 관한 고찰을 넘어
서 참여자들에게 어떤 경험적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에 대한 규명은 학문적 및 실무적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놀이를 통한 경험 가치는 결국
놀이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놀이 참여의 강력한 동기
를 부여하고 놀이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람들이
모바일 미디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놀이
적 요소를 가진 행위들을 ‘모바일 놀이’라고 명명하
고, 주요 브랜드의 모바일 앱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모바일 놀이를 유형화하고 모바일 놀이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경험적 가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놀이 이론
놀이란 자발적이며 자유롭고 일상과 분리된 활동
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즐거움을 동반한다(Caillois,
1958; Huizinga, 1938). ‘놀이’를 독립적 학문 분야로
연구한 Huizinga(1938)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Homo
Ludens) 즉, ‘놀이하는 인간’으로 정의하면서 호모 사
피엔스(Homo Sapience) 및 호모 파베르(Homo Faber)
와 함께 인류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그는 놀
이가 단순하게 문화의 한 요소가 아니라 문화가 놀이
와 함께 태어났고 발전했다고 주장하면서 놀이와 문
화의 개념을 통합하여 설명하였다. Huizinga(1938)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놀이의 기원과 역할, 가치 등을
증명하는데 기여했다면, 이후 Caillois(1958)가 ‘놀이’
그 자체에 초점을 두면서 놀이 이론은 좀 더 체계적으
로 발전되었다.
놀이가 무엇인지에 관한 개념은 놀이의 속성을 통
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놀이의 속성에
관한 견해는 놀이 연구자들(Caillois, 1958; Huizinga,
1938; Suits, 1978)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
로 자발성(spontaneity), 탈일상성(deserialism), 독립성
(independence), 불확실성(uncertainty), 규칙성(regularity), 유희성(playfulness)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
째, 놀이란 놀이자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시작하
고 끝낼 수 있다는 Suits(1978)의 관점에서 자발적 특
성을 가진다. 놀이는 어떤 물질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도덕적 의무로 인해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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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머스(Kim et al., 2015; Sung, 2013; Wang & Li, 2012),
모바일 앱(Choi & Kim, 2011; Hong et al., 2020; Kim &
Park, 2011; Mahatanankoon et al., 2005), 그리고 모바
일 광고(Xu, 2006; Yang, 2005)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
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모바일 미디어의 속성을 다양
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이를 종합해 볼 때 크게 이동
성(mobility), 개인화(personalization), 편리성(convenience), 즉시연결성(instant connectivity), 상호작용성
(interactivity) 등 5개 속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모
바일 미디어의 속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성은 모바일 미디어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라
고 할 수 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높은 휴대성을 가
지는 모바일 디바이스는 사용자를 따라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이는 현재의 유비쿼터스한 모바
일 환경을 만들고 있다(Kim & Han, 2005). 둘째, 개인
화로 모바일은 높은 개인 식별 능력을 통해 개별적
욕구, 특정 장소, 시간 등 맥락에 맞는 서비스나 콘텐
츠를 제공할 수 있다(Wang & Li, 2012). 셋째, 편리성
으로 모바일 미디어의 높은 접근성(accessibility)과
민첩함(agility)은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들이고도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Mahatanankoon et al.,
2005). 넷째, 즉시연결성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즉각적인 연결이 가능하며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Wang & Li, 2012). 즉,
시간에 민감한 시의성 있는 정보가 개인의 요구에 맞
게 전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상호작용성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둘째, 탈일상성이란 놀이가 매
일 반복되는 생활이거나 실제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즉 놀이는 실제의 삶을 벗어난 ‘일시적인 행
위’라고 할 수 있다(Huizinga, 1938). 셋째, 놀이는 정
해진 시간과 공간 안에 한정되어 일어나는 독립적 활
동으로, ‘시간의 제한성’과 ‘장소의 고정성’을 갖는다
(Lee & Han, 2013). 놀이는 미리 구획된 특정 공간에
서 이루어지며 저절로 시작되고, 진행되다가 저절로
끝나게 된다. 넷째, 놀이는 확정되지 않은 활동으로
놀이의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특성이 있다(Caillois,
1958).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될지 미리 결정되어 있지
도 않으면서 결과도 미리 주어져 있지도 않아 어느
정도의 재량이 놀이하는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놀이란 이미 설정된 규칙을 통해 통제
된다는 규칙성을 가지며, 이 약속은 일상의 법규를
정지시키고, 일시적으로 새로운 규칙을 확립하게 된
다(Kim, 2019). 여섯째, 놀이는 즐거움을 중심으로 한
정서적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그 본질은 ‘재미와 유
희’를 부여한다(Huizinga, 1938). 또한, ‘재미’는 사람
들이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몰두하며 열광하
게 만드는 핵심 요소이다.

2. 모바일 미디어와 패션 모바일 놀이
1) 모바일 미디어의 개념과 속성

모바일 미디어란, 말 그대로 이동성이 결합된 미디
어로 이동 중에도 무선 통신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처
리와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호작용형 멀티미디어를 말
한다(Lee, 2004). 시간과 장소와는 관계없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단말기의 고유번호로 인
해 개인에 대한 식별력이 높으며, 실시간으로 사용자
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는다(Tak & Hwang, 2005; Yang & Kim, 2008). 모바일 미디어는 유선
인터넷의 기본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무선 인
터넷의 독자적인 특성까지 확보하고 있어 다양한 분
야와 영역에서 유선 PC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현재 모바일 미디어는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사
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시키는 플랫폼으로 그 역
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기존 미디어가 갖지 못했던
독보적인 모바일 미디어만의 특성 때문이다. 모바일
미디어의 속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모바일 서비스
(Lee et al., 2005; Na, 2001; Wang & Li, 2012), 모바일

란 개인 또는 집단이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서로 직접
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Shin &
Yang, 2006). 특히 상호작용 대상이 사람 중심에서 벗
어나 모바일 환경, 네트워크 등으로 넓어지고 있어
사회적 관계가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다(Shin, 2012).
2) 모바일 놀이의 속성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모바일 미디어는 둘 이상의
객체 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므로 인터페이스를 조작
하는 과정에서 매체 또는 대상에 몰입하게 되고, 이를
통해 강화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된다(Song & Yu,
2015). 선행연구들은 역시 이러한 매체적 특성으로
인해 모바일이 놀이의 유효 요소를 다수 포함한다고
주장한다(Lee & Han, 2013; Song & Yu, 2015). 이들 연
구에서는 인터랙티브 매체 안에서 참여자들이 매체

– 75 –

한국의류학회지

Vol. 45 No. 1, 2021

는 실제 생활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탈일상성의 속성
을 갖게 되지만, 현대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의 침투
성이 높아지면서 모바일에서의 놀이 행위는 현실과
완전히 분리되기는 어렵다(Song, 2016). 예컨대, 모
바일을 통해 재미난 퀴즈를 푼다면 일상으로부터
분리된 놀이일 수 있지만, 쇼핑하면서 자신이 옷을
착용한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SNS에 공유한다면 이
것은 일상생활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
라 탈일상성은 초공간성이나 초시간성의 개념과 일
부 중복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단순하게 현실
과의 분리에 초점을 둔 탈일상성의 개념보다는 구조
화된 일상의 안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강렬한 정신
적 긴장을 경험한다는 의미의 몰입성으로 표현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Jo, 2013). 또한,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놀이에서는 공간적 한계 내에서 놀이 참여자가
정해지지만, 모바일 놀이에서는 무한대의 관계 확장이
가능하므로 참여자의 확장성을 설명해주는 네트워크
성이라는 속성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Song,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발성(spontaneity), 불확실성
(uncertainty), 규칙성(regularity), 유희성(playfulness)
의 기존 모바일 속성에 네트워크성(networkability),
몰입성(immersion), 초시간성(super-temporality), 초공
간성(hyper-spatiality)을 <Fig. 1>과 같이 8가지 모바
일 놀이의 속성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자체 또는 다른 시공간에 있는 대상들과 자발적인 놀
이를 즐기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증강현실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놀이 행위 자체가 이전
아날로그 시대보다 공감각적이고 복합적인 방향으
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즉, 디지털 매체 환
경 안에서 모바일 미디어는 사용자의 놀이 행위와 결
합하여 모바일 놀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놀이 문화영
역을 구축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바일 놀이 관련 연구 진행은 아직 초기 단계로 모
바일 놀이에 대한 개념 정의 역시 명확하게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놀이의
개념을 Huizinga(1938)가 제시한 놀이 개념에서 근거
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모바일 놀이는 모
바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이 행위로, 인류의 본성에
따른 재미를 얻기 위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수행되
는 일시적인 행위로 한정한다.
모바일 놀이 속성은 아직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
았지만, 기본적인 놀이 속성에 모바일 미디어의 속
성이 결합하면서 일부 속성들이 변화되거나 새로운
속성들이 추가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자발성, 불
확실성, 규칙성, 유희성(Caillois, 1958; Huizinga, 1938)
은 모바일 놀이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속성으로 존재
하지만, Huizinga(1938)가 놀이의 속성으로 제시한
독립성 즉, ‘시간의 제한성’과 ‘장소의 고정성’은 모
바일 놀이 환경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
른 시공간에 있는 대상들 간의 교류도 가능하므로
모바일 놀이에서는 ‘초공간성’과 ‘초시간성’의 속성
으로 변화된다. 원래 놀이는 매일 반복되는 생활 또

3) 모바일 놀이의 참여 동기와 참여 수준

놀이는 그 개념적 특성으로 인해 그 자체가 보상이
고 존재 이유라는 순수성의 측면에서 주로 논의됐을

Fig. 1. Property of the mobile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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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주체가 다른 외부 환경이나 누군가에 의해 행동 양
식이 결정되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부터 작용을 받아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Park et al., 2005). 따라서
모바일 놀이에서 능동적 참여란 놀이자가 주도적인
상황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놀이를 생성하거나 창
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참여 형태를 말한다. 반면,
수동적 참여란 현재 짜여 있는 놀이의 규칙에 따라 놀
이자의 행동 양식이 결정되는 것이다. 즉, 외부작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소극적인 참여 형태를 말한다.

뿐, 놀이로 인한 결과나 보상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
다(Kim, 2019). 그러나 실제로 많은 놀이는 순수한 즐
거움이나 창작 욕구 외에 상대를 이기고 싶거나 남에
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중심으로 수행되기도 한다
(Youn, 2014). 예컨대, 다양한 스포츠 경기가 이러한
범주에 속하며, 심지어 내기나 복권과 같은 놀이는
금전적 이득이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한다. 특히 디
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의 놀이 행동의 경
우, 단순한 유희와 지적 호기심을 넘어서 특정 분야
에서의 성취와 경쟁, 타인과의 관계 유지, 다양한 정
보획득과 문제해결 등에 의해 동기화되고 있어 다
각적 측면에서 놀이의 동기를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Koo, 2009; Okazaki, 2008).
동기는 특정 소비자 행동을 유발하고 행동의 방향
과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력이다(Cohen, 1981). 자
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따르면 소비
행동의 동기는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
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로 구분된다(Deci &
Ryan, 1985). 내재적 동기는 뚜렷한 목적 없이 행동 그
자체가 보상되는 동기로, 즐거움, 호기심, 자발적 관
심 등과 같은 내재적 원천(Malone & Lepper, 1987)이
놀이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외재적
동기란 특정 행위가 경쟁, 평가, 인정, 금전 및 유인
물, 그리고 타인의 통제 및 제약 등에 의해 영향을 받
는 경우를 말한다(Amabile et al., 1976). 따라서 놀이
의 외재적 동기는 놀이 행위를 수행했을 때 얻게 되
는 보상이나 혜택과 같은 결과 지향성에 초점을 두
게 된다(Lin, 2007).
한편, 놀이는 자발성에 의한 자유로운 활동으로 규
정되지만, 놀이자가 어떤 수준의 의지를 갖고 놀이에
참여하는지는 놀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Caillois
(1958)는 놀이 의지에 따른 능동성과 수동성을 놀이 유
형을 구분하는 중요한 축으로 제시하였고 아곤(agon,
경쟁)과 미미크리(mimicry, 모의)는 능동적 놀이로,
알레아(alea, 운)와 일링크스(illinx, 현기증)는 수동적
놀이로 구분하였다. 모바일 놀이에서도 놀이자가 어
떤 수준에서 놀이에 참여하는지 즉, 참여에 대한 통제
감을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Reddy, 1980) 능동적 참여
와 수동적 참여로 구분될 수 있다(Park et al., 2005; Park
et al., 2010). 능동적 참여란 참여자 스스로 정보의 취
사선택을 결정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
는 형태를 말한다(Park et al., 2010). 반면, 수동적 참여

3. 패션 모바일 놀이의 경험적 가치
소비 가치는 특정 상황이나 활동 영역에서 소비자
행동에 구체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
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
왔다(Sheth et al., 1991). 최근 제품에 대한 소유보다
는 경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서, 감정이나 감각이
지배적인 효용 가치를 이루는 경험적 소비(experiential consumption)로 소비 가치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Pine II & Gilmore, 1999).
모바일 앱이 가지는 가치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체
로 Holbrook(1994)의 연구를 확장한 Mathwick et
al.(2001)의 경험적 가치에 근거를 두고 있다(Okazaki,
2008; Rezaei & Valaei, 2017; Saidon et al., 2018). Okazaki(2008)는 모바일 게임의 경험적 가치 연구에서 내
재적 즐거움(intrinsic enjoyment), 도피주의(escapism),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 시각적 소구(visual appeal), 효율성(efficiency), 지각된 새로움(perceived novelty), 지각된 안정성(perceived risklessness) 등을 주
요 차원으로 도출하였다. 모바일 쇼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Saidon et al.(2018)과 Rezaei and Valaei(2017)
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험적 가치의 차원이
도출되었다. 한편, 온라인 게임 상황에서의 경험 가
치에 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Koo, 2009; Yee, 2006).
Koo(2009)의 연구에서는 경험적 동기 요인으로 집중
(concentration), 즐거움(enjoyment), 도피(escape), 인지
적 호기심(epistemic curiosity), 사회적 연계(social affiliation) 등이 도출되었다.
놀이 학문 분야에서 놀이가 주는 가치에 관한 연구
는 아주 제한적인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교육적 측면에서 놀이 가치에 접근하거나 놀이 행위
를 이끄는 동기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De Grov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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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지만, 놀이자 스스로가 아닌 타인 또는 외부
의 통제 환경 내에서 수행되는 모바일 놀이를 말한다.
또한, 놀이의 관심과 목적이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
이라는 외재적 동기에서는 같지만, 놀이 형태가 사용
자가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동적 놀이의 경우
에는 유형3(Type III)으로, 놀이 형태가 규칙성이 높은
수동적 참여의 경우에는 유형4(Type IV)로 구분된다.
사례 분석은 2009년부터 2019년 사이에 제품이나
서비스의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출시된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의 브랜디드 애플리케이션(branded application; 이하 브랜드 앱)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단순하게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커머스 앱(e-commerce app)이나 오직 오락만을 위한 게임 앱의 사례
는 다양한 모바일 놀이의 유형에 따른 특성과 가치
를 규명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적합하여 분석 대상
에서 배제하였다. 브랜드 선정은 글로벌 패션 브랜
드를 50위까지 평가하는 ‘Brand Finance’의 최근 3개
년(2017~2019년) 자료에서 제시한 어패럴(Brand Finance, 2017, 2018a, 2019a)과 럭셔리/프리미엄(Brand
Finance, 2018b, 2019b) 브랜드를 기준으로 하였다. ‘참
여 동기와 참여 수준’에 따라 분류된 모바일 놀이의

al., 2014; Hong et al., 2009; Kim, 2019; Woolley & Lowe,
2013). Kim(2019)은 놀이의 교육적 가치로 창의성, 자
기이해와 실현, 관계성을 제안하였다. 아웃도어 놀이
장소의 놀이 가치와 디자인 접근에 대한 관계를 다룬
Woolley and Lowe(2013)의 연구에서는 놀이 가치를
평가하는 도구로 Heseltine and Holborn(1987)이 제시
한 환경적(environmental), 창의적(creative), 교육적(educational), 생리적(physiological), 사회적(social) 가치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모바일 앱을 하나의 놀
이로 접근하기보다는 온라인 게임, 증강현실(AR), 가
상현실(VR) 등 모바일 앱이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에 대한 가치에 초점을 두거나(De Grove et al., 2014;
Okazaki, 2008; Yee, 2006) 모바일 앱 그 자체를 하나
의 기술 제품 또는 유통 채널로 간주하여(Rezaei & Valaei, 2017; Saidon et al., 2018) 가치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터랙티브 콘텐
츠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자와 소통을 매개하는 모
바일 앱을 하나의 놀이로 간주하고자 하며, 앞서 제
시한 4개의 모바일 놀이 유형들을 중심으로 놀이의
경험적 가치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4가지 유형에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브랜드 앱 사례를
추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구찌(Gucci), 버버리(Burberry), 샤넬(Chanel), 나이키(Nike), 아디다스(Adidas)
등 최종 16개 브랜드 앱이 선정되었다. 또한, 분석 결
과에서는 각각의 브랜드의 모바일 앱의 명칭은 <Table 1>에 표기된 숫자로 대신하여 제시하였다.
모바일 놀이 속성이나 경험적 가치의 평가를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공개된 객관
적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 칸 국제광고제(www.canneslions.com), 뉴욕 필름 페스티벌(www.newyorkfestivals.com) 등의 주요 광고제에서 디지털 부문 어워
드(digital award) 수상작이나, Garnter가 매년 제공하
는 디지털 지능 지수(Digital IQ Index: 기업의 경영전
략 전반에 걸친 기술적 통합 정도)에서 상위권에 속하
는 브랜드 관련 소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Garnter,
2019). 또한, 브랜드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
나 SNS 계정(www.youtube.com, www.instagram.com,
www.facebook.com 등)에 게시된 자료들을 조사하였다.
그 외에 뉴욕타임스(www.nytimes.com), 포브스(www.
forbes.com) 등과 같은 주요 언론매체에서 다룬 자료 및
사용자 SNS 계정 등에 포스팅된 내용도 참고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범위
1. 사례 분석의 틀과 사례 수집 범위
연구방법으로는 놀이 관련 문헌연구와 놀이의 개
념이 적용된 패션 브랜드의 모바일 앱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놀이 이론
이 모바일 앱 환경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고, 놀이의 속성과 모바일 속성에 근거하여 모바일
놀이의 속성을 도출하였다. 패션 모바일 놀이의 특
성과 경험적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 참여 동기와 참
여 수준을 기준으로 모바일 놀이를 유형화하였다.
즉,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그리고 능동적 참여
와 수동적 참여의 2×2 형태의 분석 프레임을 설정하
였다. 여기서 패션 모바일 놀이의 유형1(Type I)은 내
재적 동기의 능동적 참여 놀이로 놀이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놀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생성 또는 변
화시키면서, 놀이 과정 자체를 즐기는 모바일 놀이
를 말한다. 유형2(Type II)는 내재적 동기의 수동적
참여 놀이로 놀이 과정 자체가 목적인 동기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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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tical framework for case study

No

Types of mobile play
Motivation

Participation

Type

Brand name

Mobile app name

1

Rugby

Make Your Own

2

Calvin Klein

CK × Bitmoji avatar

Active

3
4
5

I

Intrinsic

6

Passive

7

II

Louis Vuitton

Amble

Gucci

Gucci × Genies

Tiffany & Co

Hand meets hand

Burberry

Kisses

Coach

Coach × Peanuts

8

Timberland

Timber Trail

9

Adidas

Train & Run

10

Nike

Nike SB

Active

11
12
13

III

Jeager LeCoultre

Watch school

Kenzo

Loves Printemps

Chanel

Mademoiselle prive

External

14
15

Passive

IV

16

2. 사례 분석의 방법
•
모바일 놀이의 유형별 놀이 특성과 경험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놀이에 관한 직접 참여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례 자료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간접 참여 형
태로 진행되었다. 우선, 모바일 놀이의 유형별 놀이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1단계로 전공 분야의 석․박사
급으로 구성된 전문가 3인이 각각 16개 사례별로 8개
의 모바일 놀이 속성값을 ‘강’, ‘중’, ‘약’으로 평가하
였다. 이후 2단계에서 3인이 함께 모여 사례별 8개 놀
이 속성값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사례 대부분에
서 의견 일치를 이루었으나 서로 다른 평가를 한 일
부 사례에 대해서는 1단계 결과물들을 중심으로 여
러 차례 토론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만장일치의
의견 합의를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놀이 속성 평가 코더들에게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8개의 놀이 특성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
•
•

•
•

•

• 자발성: 놀이자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사고나 행
위가 이루어지면서 참여자의 개성이나 역량을 드

Gucci

Ace sneakers

DKNY

Cozy

Levi's

Jacquard

러낼 수 있는 정도
불확실성: 놀이의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될지 미리 결
정되어 있지도 않고 결과도 미리 주어져 있지 않은
정도
규칙성: 놀이가 사전에 설정된 규칙에 따라 통제되
어 놀이자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정도
유희성: 놀이 활동을 통해 즐거움이나 재미를 경험
하는 정서적 반응의 정도
네트워크성: 놀이의 대상이 특정하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연결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의 확산이 가
능한 정도
몰입성: 현재의 상황이나 환경에서 벗어나 놀이에
집중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초시간성: 놀이에서 하고 싶은 시간에 들어가서 자
유롭게 시작하고 끝낼 수 있거나 정해진 시간의 제
약이 없는 정도
초공간성: 놀이가 정해진 특정 공간을 벗어나 온 ·
오프라인의 공간을 넘나들면서 이루어지는 정도

모바일 놀이의 유형별 경험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
해서는 일차적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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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참여를 통해 행동 원인의 주체(causal-agent)가
될 수 있을 때, 놀이는 지속적으로 도전의 대상이 되
고 새로움을 유지할 수 있다(Przybylski et al., 2010).
정해진 규칙 없이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한 유연성 높
은 놀이 안에서 놀이자는 개인의 스타일에 적합한 새
로운 놀이를 만들어가면서 자신의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게 된다(Kim, 2019). 특히 놀이를 통한 외적 성과
에 연연하지 않는 놀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자세는
놀이자가 자기내면의 진실성을 찾고 표현하도록 돕
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Csikszentmihalyi, 1997;
Gagné & Deci, 20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랄프로렌 럭비(Ralph Lauren
Rugby)의 ‘Make Your Own’ 앱은 럭비 셔츠, 폴로, 스
웨터 또는 재킷 중에 한 아이템을 선택하여 원하는
만큼의 문장, 축구 테마 패치 및 문자를 넣어 직접 디
자인을 할 수 있다(Fig. 2). 또한, 디자인한 제품의 가
격을 미리 산정해 볼 수 있어 예상 판매가격에 맞추
어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다. 완성된 디자인은 친구
들과 공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판
매도 가능하다. 이처럼 앱을 통한 놀이자의 놀이 참
여가 즉각적으로 브랜드 디자인에 반영되기 때문에
놀이자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놀이에 참여할 수 있으며 높은 몰입감과 유희성을
느낄 수 있다. 캘빈클라인(Calvin Klein)은 아바타 전
문기업인 Bitmoji와 협업하여 앱을 출시하였다. 이
앱 역시 사용자가 직접 옷을 디자인할 수 있는 경험
을 제공하고 있다(Fig. 3). 사용자들은 창의적인 아이

가치 관련 선행연구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모바
일 놀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경
험적 가치의 하위차원을 구성하였다. 초기의 주요
하위차원에는 창의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감성적 가
치, 교육적 가치, 경제적 가치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
나 교육적 가치는 그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고 다차
원적이어서(Hong et al., 2009; Kim, 2019) 간단한 모
바일 앱 놀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로 부적합하
다고 판단되어 사례 분석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와 합
쳐져서 좀 더 축소된 개념의 활용적 가치로 대체되었
다. 또한, 경험적 가치를 구성하는 하위차원의 정의
및 척도를 참고하여 각 차원을 구성하는 세부 개념 또
는 키워드의 인덱스를 작성하여 사례 분석을 위한 평
가 도구로 활용하였다. 예컨대, 모바일 놀이의 경험
적 가치 분석에서 도전, 모험, 호기심, 창의, 자기표현
등의 키워드가 주로 출현하면 창의적 가치로 명명하
였다. 각 경험적 가치의 차원과 이를 설명하는 세부
키워드는 아래의 <Table 2>에 제시하였다.

IV. 패션 모바일 앱에 나타난
놀이 유형에 따른 놀이 특성
1. 내재적 동기의 능동적 참여 놀이
Przybylski et al.(2010)은 놀이가 의존하는 기본적
인 심리적 욕구 중의 하나로 자주성(autonomy)을 강
조한다. 참여자들이 자주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능동

Table 2. Dimensions and sub-keywords of experiential value

Experiential
value

Sub-keyword

Reference

Creative
value

Creativity, Curiosity, Challenge, Self-expression,
Adventure, Discovery, Novelty

Heseltine and Holborn (1987), Hong et al. (2009),
Kim (2019), Koo (2009), Malone (1981),
Merikivi et al. (2017), Okazaki (2008), Yee (2006)

Emotional
value

Sympathy, Sensitivity, Escape, Healing, Fun,
Entertainment, Sense of belonging, Fantasy,
Personalization

De Grove et al. (2014), Hong et al. (2009), Koo (2009),
Malone (1981), Mathwick et al. (2001), Okazaki (2008),
Rezaei and Valaei (2017), Saidon et al. (2018),
Verhagen et al. (2011), Yee (2006)

Social
value

Relationship, Collaboration, Social affiliation,
Competition, Achievement, Cooperation,
Advancement, Social interaction

De Grove et al. (2014), Heseltine and Holborn (1987),
Hong et al. (2009), Kim (2019), Koo (2009), Malone (1981),
Merikivi et al. (2017), Yee (2006)

Exploitative
value

Learning, Efficiency, Usefulness, Convenience,
Instrumental-support, Knowledge enhancement

Heseltine and Holborn (1987), Hong et al. (2009),
Mathwick et al. (2001), Merikivi et al. (2017),
Okazaki (2008), Rezaei and Valaei (2017),
Saidon et al. (2018), Verhagen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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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ke Your Own.
Adapted from Drescher (2009).
https://ny.racked.com

Fig. 3. CK × Bitmoji.
Adapted from Kurutz (2016).
https://www.nytimes.com

디어를 바탕으로 아바타에 직접 제품 디자인을 할 수
있다. 놀이자가 브랜드의 개성에 맞는 차별화된 스타
일을 제안할 경우, 이를 선별하여 브랜드 컬렉션에 디
자이너로 활동할 기회까지 제공해준다. 이와 같은 놀
이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은 긴장감을 유도하면
서 놀이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준다.
루이비통(Louis Vuitton)의 ‘Amble’은 사용자가 직
접 여행 코스를 개척하면서 브랜드 헤리티지인 ‘여
행’이 갖는 내적 의미를 재발견 할 수 있게 해준다(Fig.
4). 앱 사용자들은 ‘Amble’을 통해 기존의 획일적이
고 대중적인 여행 코스를 벗어나 자신만의 새로운 여
행 경로를 설계할 수 있다. 게다가 여행 관련 정보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인들과 공유하거나 전
세계의 ‘Amble’ 커뮤니티에도 참여하여 자신이 도전
한 새로운 여행 코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다. 이러한 능동적인 놀이 참여 과정은 여행 자체의
재미를 극대화하면서 놀이로의 몰입을 높이게 된다.
구찌(Gucci)는 아바타 플랫폼인 ‘Genies’를 활용하
여 구찌의 패션을 입혀 디지털 인형 놀이를 할 수 있는
앱을 출시하였다(Fig. 5). 혁신적인 인공지능을 사용
하여 아바타 대 아바타 통신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최
초의 모바일 앱이다. 사용자는 아바타의 머리 모양,
피부색 등을 지정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캐릭터를 커
스터마이징할 수 있고 구찌 제품으로 자신의 정체성

Fig. 4. Amble.
Adapted from Truta (2011).
https://news.softpedia.com

Fig. 5. Avatar.
Adapted from Tablang (2018).
https://www.forb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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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며, 재미나 즐거움 같은 유희적 감정을 토대
로 성립되는 놀이다. 따라서 이 놀이 유형은 킬링 타
임을 위한 오락으로 간주되거나 비생산적으로 보일
수 있다(Kim, 2019). 이 놀이는 통제된 규칙 안에서 놀
이자의 응용력은 발휘될 수 없을지라도 앱이 가진 네
트워크의 확장성과 디지털 기술의 혁신성은 참여자
들이 시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방법으로 다른 놀이자
들과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최
근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놀이는 놀이자들을 일상
으로부터의 분리시키고 디지털 세상이 가져온 편리
성과 유용성과 함께 아날로그 감성으로의 일탈을 시
도한다(Verhagen et al., 2011).
티파니앤코(Tiffany & Co)는 일본 긴자 매장에서
‘Hand meets Hand’ 이벤트와 함께 관련 앱을 출시하
였다(Fig. 6). 연인 또는 친구들과 앱을 실행시키고 상

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이 앱은 수억 건의 채
팅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간의 감
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SNS에서 아바타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다른 아바
타들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 텍스트나 이모티콘으로
소통할 수 있다. 사용자는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아바
타를 통해 여러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서로에 대
한 소속감과 연대감을 높이고 깊은 몰입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내재적 동기의 능동적 참여의 모바일 놀이는 실험
정신이라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놀이자
의 창의적인 도전을 가능하게 하며, 놀이자가 자유로
운 자아표현을 즐기도록 돕는다. 이 유형의 모바일
놀이에서는 8가지 놀이 속성 가운데 규칙성을 제외
한 나머지 속성이 골고루 확인되었다. 놀이자들의 창
의적 도전 과정은 호기심과 즐거움을 느끼게 함으로
써 자기주도적 형태의 높은 자발성을 보이지만, 놀
이의 열린 결말로 인해 불확실성은 높은 편이다. 또
한, 놀이자들이 자신의 개성이나 정체성을 표현하는
놀이는 감정 이입의 과정을 통해 희열감과 몰입감을
극대화하고 있었다(Table 3).

2. 내재적 동기의 수동적 참여 놀이
내재적 동기의 수동적 참여 놀이는 외부에 의해
통제된 시스템 환경과 사전에 짜인 시나리오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주성이 낮은 수동적인 참여로

Fig. 6. Hand meets Hand.
Adapted from IMG SRC (2016).
https://www.imgsrc.co.jp

Table 3. Characteristics of fashion mobile play type I, II

Property of the mobile play

Type I

Type II

b

1

2

3

4

5

6

7

8

Spontaneity

a







◯

◯

◯

◯

Uncertainty

◯



◯







Regularity

◯



◯

◯

Playfulness

















Networkability

◯

◯

◯









◯

Immersion











◯

◯

◯

Super-temporality

◯

◯

◯









Hyper-spatiality

◯

◯

◯









a: Size of attribute (‘strong’=, ‘medium’=◯, ‘weak’=unmarked)
b: Number of case (1=Rugby, 2=Calvin Klein, 3=Louis Vuitton, 4=Gucci, 5=Tiffany & Co, 6=Burberry, 7=Coach, 8=Timb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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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과 서로 손을 맞닿게 하면 하나의 연결된 이미지
가 생성된다. 앱을 통해 사용자들은 서로의 사랑 또
는 우정을 확인하면서 놀이에 재미를 느끼고 집중하
게 된다. 구글과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버버리(Burberry)의 ‘Burberry Kisses’는 놀이자의 공감을 유도하
고 상대에게 ‘사랑’의 감정을 전달하도록 만들어진
앱이다(Fig. 7). 놀이자들은 앱을 활용하여 연인, 가
족, 친구들에게 가상 키스 마크를 보낼 수 있으며 평
상시에 말로 하기 어려운 ‘사랑’의 마음을 언제 어디
서든 손쉽게 상대에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모바
일 놀이는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놀이자 서로
간의 긴밀한 유대감과 감정적 소통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개인적인 치유의 감정도 느낄 수 있다. 이 유형
의 놀이들은 대부분 단순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놀이자들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놀이에
참여할 수 있다.
코치(Coach)의 ‘Coach × Peanuts’는 레트로 무드가
물씬 풍기는 50년대 추억의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는
앱이다(Fig. 8). 피너츠(Peanuts)는 미국의 만화가 찰
스 먼로 슐츠(Charles M. Schulz)가 1950년에 시작하
여 2000년 타계할 때까지 연재했던 인기 만화이다.
찰리 브라운(Charlie Brown)을 중심으로 친구들 간의
우정을 담은 뉴트로 스타일의 스토리가 현대인의 ‘행
복한 삶’에 관한 근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용자는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통해 일상의
시공간을 벗어나 현재 자신의 스트레스를 잊고 그들
과 함께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팀버랜드(Timberland)는 뉴욕, 시카고, LA 등의 거
주자들을 위해 도심 탐험 ‘Timber Trail’ 앱을 출시하
였다(Fig. 9). 이 앱은 휴일에도 아웃도어를 쉽게 즐

길 수 없는 도시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체험형 놀이 앱
이다. 코치의 ‘Coach × Peanuts’에 비해 사용자들 간의
네트워크성은 다소 낮지만, 도시 하이킹 숙련가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하이킹이나 바이킹 코
스에 관한 독자적인 정보들을 받기에 유용하다. 비록
자신은 도심 한복판의 카페에 앉아있을지라도 앱이
추천하는 장소에서 가상의 아웃도어 활동을 체험할
수 있어 시공간을 초월한 일탈을 맘껏 즐길 수 있다.
이처럼 내재적 동기의 수동적 참여의 모바일 놀이
유형은 특별한 사람과의 긴밀한 체험을 제공하면서
공감과 감정 소통(emotional communication)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이 유형의 놀이들은 미리 설계된 간단
한 놀이 구조로 되어 있어 규칙성이 높으며, 대상과의
관계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높은 네트워크
성에 기반을 둔다. 또한, 티파니 앱을 제외하고 내재
적 동기의 수동적 참여의 모바일 놀이의 대부분은 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놀이자는
모바일 놀이를 통해 새로운 곳을 탐험하거나 모험함
으로써 희열감을 느끼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경
험함으로써 감성적 치유의 시간을 향유할 수 있어서
높은 유희성을 보였다(Table 3).

Fig. 7. Burberry Kisses.
Adapted from Khan (2019).
https://www.slideshare.net

Fig. 8. Coach × Peanuts.
Adapted from The Gravitas Group (2014).
https://www.gravitasgroup.asia

3. 외재적 동기의 능동적 참여 놀이
외재적 동기의 능동적 참여 놀이란 능동적 의지에
기반을 둔 적극적 참여를 통해 대상과의 관계가 형성
되고 그 속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놀이 형태
다(Caillois, 1958). 놀이에 대부분은 사람이든 사물이
든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
자서 하는 놀이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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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을 통한 놀이가 확산하
면서 놀이자들은 물리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은 새로
운 수준의 사회적 연결이 가능하게 되었다(De Grove
et al., 2014). 모바일 놀이는 놀이자에게 다른 놀이자
들과 사귈 기회를 쉽게 열어주었고, 놀이 진행 과정에
서 하나의 팀으로 구성된 사회적 공조는 매우 복잡하
고 정교한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
아디다스(Adidas)의 ‘Train & Run’ 앱은 하루 섭취
하는 칼로리부터 평소 얼마나 걷고 운동하는지를 계
산해 준다(Fig. 10). 이 앱은 러닝과 피트니스 프로그
램 등으로 구성되었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현재 신체
상황에 맞춰 운동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실시간 운
동 가이드와 차별화된 보이스 코칭을 받을 수 있고 빠
르고 효율적으로 자신이 설정한 목표 운동량을 달성
할 수 있다. 또한, 놀이자는 자신의 러닝 활동이나 성
과를 다른 놀이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고 운동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사용자 간의 네트워크성을 높이고 운
동 참여에 관한 자발적 동기를 향상할 수 있다.

나이키(Nike)의 ‘Nike SB’는 스케이트보드 커뮤니
티를 위한 앱이다(Fig. 11). 놀이자는 ‘Nike SB’ 앱을
통해 전 세계 보드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상호교류가
가능하며, 스케이트보드 전문가로부터 자신에게 적
합한 다양한 정보나 기술 등을 전수 받을 수 있다. 놀
이자는 보드 전문가의 코칭을 받으면서 다른 놀이자
들보다 더 높은 성과를 획득하고 싶은 경쟁의 욕망을
가지게 된다. 또한, 놀이자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얻는 성취감과 운동을 통해 더 나아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모바일 놀이는 놀이자의 적극적인 참
여를 독려함으로써 놀이 자체의 즐거움을 배가시켜
높은 몰입감을 유도했다.
예거르쿨트르(Jaeger-LeCoultre)는 시계학 관련 전
문적인 용어를 살펴볼 수 있고 6개의 시계 입문 클래
스도 수강할 수 있는 앱을 출시하였다(Fig. 12). 이 클
래스에서는 크로노그래프 메커니즘 조립, 동작 장식
및 보석 장식, 광택, 판화 및 보석 설정 등 시계 제작
기술을 가상으로 배워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제품을
만드는 공정에 마치 직접 참여하는 듯한 체험을 통
해 놀이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놀이자가 수업을
모두 이수하고 이론적 지식을 묻는 경연을 통과하게
되면 추첨을 통해 스위스 발레드주(Vallée de Joux)
중심부에 있는 제조공장의 견학 기회도 제공된다. 이
러한 외재적 보상은 놀이에 관한 참여 의지와 집중
력을 향상시킨다.
겐조(Kenzo)의 ‘Kenzo Loves Printemps’은 프랑스
파리의 Printemps 백화점 팝업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이다(Fig. 13). 사용자들은 겐조의 초현실주
의적인 부스에서 익스클루시브 컬렉션을 볼 수 있을

Fig. 10. Train & Run.
Adapted from MobileScout.com (2015).
https://www.mobilescout.com

Fig. 11. Nike SB.
Adapted from Nike, Inc. (2013).
https://news.nike.com

Fig. 9. Timber Trail.
Adapted from Chang (2016).
http://www.freshnessma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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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Watch school.
Adapted from WorldTempus (2009).
http://en.worldtempus.com

Fig. 13. Loves Printemps.
Adapted from Silvestre (2016).
https://www.behance.net

뿐만 아니라 ‘KENZO’라는 5개 문자를 찾는 인터랙
티브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사용자가 매장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앱을 가까이에 가져가면 마치 숨은그
림찾기처럼 복잡한 패턴 속에 숨어있는 알파벳을 찾
아낼 수 있다. 게임 승리자에게는 겐조의 스페셜 라인
인 EYE 스웨터를 얻을 기회가 제공된다. 이는 다른 놀
이자들의 경쟁적 놀이 참여와 성취감을 유도하면서
놀이의 몰입감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
외재적 동기의 능동적 참여 모바일 놀이 유형에서
놀이자는 자신의 특정 목적을 달성을 위해 다른 놀
이자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때로는 공조하
고 경쟁하면서 원하는 성과를 획득하고 있었다. 이 놀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연대에 기반을 두고 놀
이에 참여한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점에
서 네트워크성이 높으며, 놀이 과정에서 유발되는 경

쟁의식은 높은 자발성과 유희성, 몰입감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놀이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임무를 완
수할 때 목적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규칙성이 두
드러지며, 그에 따라 불확실성이 낮은 것이 특징이
다(Table 4).

4. 외재적 동기의 수동적 참여 놀이
외재적 동기의 수동적 참여 놀이는 특정 행동을 수
행했을 때 얻게 되는 보상이나 혜택이 모바일 놀이의
동기가 되고 놀이자가 외부적 환경에 의해 이미 구축
된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정형화된 모바일 놀이 형
태를 말한다. 소통 채널로서 모바일의 역할이 강화
되면서 패션 브랜드 앱은 브랜드 역사나 스토리에서
부터 시의적인 이벤트나 프로모션에 이르기까지 기

Table 4. Characteristics of fashion mobile play type III, IV

Property of the mobile play
Spontaneity

Type III

Type IV

9b

10

11

12

13

14

15

16

a









◯

◯

◯

◯

Uncertainty
Regularity

















Playfulness









◯

◯

◯

◯

Networkability





◯

Immersion







◯

◯

Super-temporality

◯

◯

◯

◯

◯

Hyper-spatiality

◯

◯

◯

◯

◯

◯



a: Size of attribute (‘strong’=, ‘medium’=◯, ‘weak’=unmarked)
b: Number of case (9=Adidas, 10=Nike, 11=Jeager LeCoultre, 12=Kenzo, 13=Chanel, 14=Gucci, 15=DKNY, 16=Le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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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나 브랜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Choi & Kim, 2011). 이러한 과
정에서 모바일 앱은 정보의 학습 과정을 가속화시키
거나 강화하면서 놀이자들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을 습득하고 놀이의 결과물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Burgos et al., 2007; de Freitas & Oliver, 2006).
샤넬(Chanel)의 ‘Mademoiselle Prive’ 앱은 티켓 예
약을 비롯하여 전시장, 최신 뉴스, 티저 동영상, 워크
샵 프로그램 등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Fig. 14). 또한, 전시 현장에서 관람객의 경험을 더욱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도
제공되었다. 예컨대, 전시회의 ‘Studio Door’ 섹션에
서는 가브리엘 샤넬이 1918년 파리 스튜디오에서 작
업하는 모습을 앱의 증강현실로 볼 수 있다. 이 앱은
미리 정해진 코스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미지의 영역
을 탐험하는 것과 같은 긴장감을 줄 수는 없어서 몰
입감은 낮았지만, 규칙성을 비롯한 다른 모바일 특성
은 고르게 나타났다. 놀이자들은 놀이를 하는 동안
자신이 무언가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성취하고 있
다는 느낌을 받음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높
일 수 있다.
구찌(Gucci)는 19가지의 시그니처 에이스 스니커
즈(Ace Sneakers)를 셀피 촬영 기능(Try-on)으로 신어
볼 수 있는 앱을 출시하였다(Fig. 15). 단 몇 초 만에 신
발이 발 위에 나타나 손쉽게 신발 착용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다리를 움직일 때도 지속해서 가상
착용 상태가 유지되어 운동 중의 모습까지 예측할 수
있다. 사용자는 600달러가 넘는 구찌 신발의 착용 샷
을 찍어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고 앱 링크를 통해
구찌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편리하게 구매도 할 수 있

다. 이러한 가상착의 놀이는 단순한 구조와 규칙으로
인해 사용이 용이하여 놀이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
한다. 이러한 유형의 모바일 놀이는 능동적이고 효율
적인 편리한 쇼핑을 유도함으로써 놀이자들에게 앱
의 활용 가치를 증대시켜준다.
DKNY의 ‘Cozy’는 교육용 비디오 기능을 갖춘 스
타일 제안 앱으로 12가지의 가디건을 연출하는 방법
에 대해 단계별 지침이 자세히 제공된다(Fig. 16). 놀
이자는 다른 사람들이 즐겨 입는 가디건의 다양한 연
출법을 익힐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개
인 스타일리스트에게 퍼스널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했다. 놀이자들은 모바일 놀이를 통해
새로운 스타일 방법을 습득하여 더 패셔너블한 스타
일이 가능해졌다는 자기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
리바이스(Levi's)의 ‘Jacquard’ 앱은 제품과 관련된
일상의 소비 경험을 향상할 수 있게 개발되었다(Fig.
17). 이 앱은 동작 인식 멀티터치 센서가 내장된 리바
이스 ‘트러커 재킷(Trucker Jacker)’과 연동되어 관련
된 세부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앱에 장착된 자카드
시스템은 재킷을 입으면 자동으로 인식되며, 사용자
가 요청할 경우 자전거 모드로 전환해 주고 헤드폰이

Fig. 14. Mademoiselle Prive.
Adapted from Kim (2017).
https://allets.com

Fig. 15. Ace Sneakers.
Adapted from Carlton (2019).
https://vrscout.com

나 스피커를 통해 수신된 문자를 읽어주기도 한다.
또한, 이 앱을 통해 듣고 싶은 음악을 선택할 수 있고
길 안내 음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놀이
를 경험할 수도 있다. 정해진 매뉴얼은 놀이의 규칙
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놀이자는 쉽고 편리하게 놀
이를 익힐 수 있었다.
이처럼 외재적 동기의 수동적 참여의 모바일 놀이
는 기술이나 지식 습득과 같은 학습적 요소가 높은 효
율성과 효용성이 강조되는 유형이다. 놀이자들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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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ozy.
Adapted from Smith (2009).
http://www.martincmusicblog.com

Fig. 17. Jacquard.
Adapted from Perez (2018).
https://techcrunch.com

로운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는 다양한 브랜드 앱을 활
용함으로써 멀티태스킹과 같은 일상 활동의 효율성
을 도모할 수 있다. 놀이 과정의 편리성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화된 놀이 구조를 이루고 있어 규칙
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불확실성과 몰입
성, 네트워크성은 낮게 나타났다(Table 4).

가능성을 강조하는 놀이는 소비자의 창의적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Youn & Kim, 2017).
둘째, 모바일 놀이는 공감(sympathy), 감성(sensitivity), 일상탈출(escape), 치유(healing), 재미(fun) 등을 중
심으로 하는 감성적 가치(emotional value)를 전달하
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일상탈출, 재미, 치유 등은
놀이가 주는 근본적인 가치로 나타나고 있었다(De
Grove et al., 2014; Koo, 2009). 감성적 가치는 놀이 결과
로부터 성취하는 것이 크게 없어서 다소 비생산적으
로 보이지만, 현재의 자신에서 벗어나거나 일상에서
는 불가능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놀이자
들에게 큰 메리트를 준다. 놀이자들은 모바일 놀이를
통해 기존 현실사회의 복잡한 질서로부터 일시적인
해방을 맛보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콘텐
츠를 즐기는 ‘스낵 컬처(Snack Culture)’가 유행하게 된

V. 모바일 놀이에 나타난 경험적 가치
참여 동기와 참여 수준에 따라 분류된 패션 모바일
놀이의 유형별은 놀이 사례들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4개의 경험적 가치 즉, 창의적 가치, 감성적 가치, 사
회적 가치, 활용적 가치가 확인되었다(Table 5). 경험
적 가치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놀
이는 창의성(creativity), 호기심(curiosity), 도전(challenge), 자아표현(self-expression), 모험(adventure) 등
의 창의적 가치(creative value)를 제공하고 있었다. 선
행연구에서도 창의성은 놀이의 핵심 동력이며, 도전
은 놀이적 가치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2019; Koo, 2009; Merikivi et al, 2017). 창의적 활동이
중심이 되는 모바일 놀이는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거
나 능력을 과시하거나 에너지를 표출하는 중요한 통
로가 된다(S. J. Kim, 2013). 랄프로렌 럭비에서처럼
참여자들은 모바일 디자인 놀이를 통해 익숙하지 않
은 새로운 분야에서 자신도 몰랐던 능력을 개발해
볼 수 있는 도전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또한, 루이비
통 여행 앱과 같은 모바일 놀이를 통해서는 누군가
가 제시한 방법이 아닌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고, 실
제 체험해봄으로써 탐험가 또는 개척자로서의 만족
감도 획득하게 된다. 이처럼 닫힌 결말이 아닌 열린

것도 이러한 모바일 놀이의 가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코치 앱이나 팀버랜드 탐험 앱은 현대사회를 살
아가는 많은 사람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강박감을 덜
어주면서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시공간을 제공한다.
셋째, 모바일 놀이는 관계(relationship), 협업(collaboration), 사회적 유대(social affiliation), 경쟁(competition), 성취(achievement) 등의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창출하고 있었다(de Grove et al., 2014; Juul, 2002;
K. Kim, 2013). 현대 놀이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개인 또는 집단들과 상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는 점에서 과거의 놀이자들과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K. Kim, 2013). 실시간의 쌍방향 소통 환경에
서 놀이자들은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커뮤
니티를 구축하고 소속감을 나누고 있었으며, 그 속에
서 교류, 협력, 경쟁, 조정 등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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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properties and experiential value of fashion mobile play

Motivation
Participation

Intrinsic

Extrinsic

Active

Passive

Active

Passive

Creative value

Emotional value

Social value

Exploitative value

· Creativity
· Curiosity
· Challenge
· Self-expression
· Adventure

· Sympathy
· Sensitivity
· Escape
· Healing
· Fun

· Relationship
· Collaboration
· Social-affiliation
· Competition
· Achievement

· Learning
· Efficiency
· Usefulness
· Convenience
· Instrumental-support

Property of
the fashion
mobile play

Experiential
values of
the fashion
mobile play

적 즐거움 외에 놀이가 주는 외재적 가치 측면의 ROI
(return on investment)를 기대하게 된다(Mathwick et
al., 2001). DKNY가 출시한 앱에서 놀이자들은 ‘Cozy’
라는 일종의 동영상 학습 도구를 통해 가디건의 다양
한 연출법을 쉽게 익힐 수 있다. 리바이스 앱은 놀이자
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문자 수신을
하는 등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즉, 놀이
자들은 모바일 놀이를 통해 자기효율성(self-efficacy)
을 극대화하면서 궁극적으로 목표한 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Burgos et al., 2007).
놀이 유형에 따른 놀이 특성과 경험적 가치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해 보면 <Table 5>와 같
다. 내재적 동기의 놀이 유형은 외재적 동기의 놀이 유
형과 비교해 불확실성이 높았지만, 외재적 동기의 놀
이 유형은 규칙성이 높았다. 능동적 참여의 놀이 유형
은 높은 자발성과 몰입성을 보였고, 이에 반해 수동적
참여의 놀이 유형은 높은 규칙성을 보였다. 모바일
놀이의 경험적 가치는 놀이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
는데, 내재적 동기의 능동적 참여 놀이에서는 창의적
가치가, 내재적 동기의 수동적 참여 놀이에서는 감성
적 가치가 주로 나타났다. 또한, 외재적 동기의 능동
적 참여 놀이에서는 사회적 가치가 외재적 동기의 수
동적 참여 놀이에서는 활용적 가치가 중요한 경험적
가치로 확인되었다.

고 있었다. 아디다스 앱이나 나이키 앱은 자신의 목
표를 성취하기 위한 앱이지만,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
및 커뮤니티 내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역
할을 하게 된다. 내부 구성원들 간의 높은 상호의존
도는 커뮤니티의 결속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면서 협
력적 공생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K. Kim, 2013). 또
한, 타인과의 관계는 예거르쿨트르 앱이나 겐조 앱처
럼 경쟁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
쟁은 놀이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또
다른 성취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 네트
워크 공동체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협력적 경쟁(copetition)은 모바일 놀이자들이 추구하는 중요한 사
회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모바일 놀이는 학습(learning), 효율성(efficiency), 유용성(usefulness), 편리성(convenience), 도구
적 지원(instrumental-support) 등의 활용적 가치(exploitative value)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 Freitas
and Oliver(2006)는 놀이가 학습 과정을 도와주고 강
화하면서 가속화시킬 수 있으므로 게임이 인지적 그
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교육적 잠재성이 높다고 강조
하였다. 각각 모바일 게임과 모바일 앱 채널 상황에서
경험적 가치를 연구한 Okazaki(2008)와 Rezaei and Valaei(2017)의 연구에서 효율성은 중요한 가치 요인으
로 도출되었다. 모바일 놀이에서도 놀이자들은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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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그것이 주는 공허함으로 인해 사람들은 아날로그 감
성을 희구하게 된다. 패션 브랜드들은 모바일 앱을
통해 소비자의 취향과 정서에 호소하는 간단한 콘텐
츠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브랜드와의 공감대
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감성에
맞으면서 브랜드의 가치도 잘 전달할 수 있는 문화적
코드를 가진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외재적 동기의 능동적 참여 놀이 유형에서
는 기본적인 놀이 특성인 자발성, 유희성 외에 네트
워크성과 몰입성이 높게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면서 협업과 경쟁
속에서 원하는 성과를 취득하려는 사회적 가치를 추
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성적인 브랜드 커뮤니
티는 이제 패션 기업들의 성장과 혁신에 필수요소이
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고 업
그레이드시켜주는 브랜드들에 대해 열성적인 팬십
(fanship)을 형성하게 된다. 패션 기업은 모바일 앱을
통해 이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주면서 동질
성을 바탕으로 강력한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브랜드 헤리티지를 높일 수 있는 콘테
스트를 개최하여 참여자들을 경쟁시키고 우승자에
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브랜드에 관한 관심과 관여
를 높이면서 지속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넷째, 외재적 동기의 수동적 참여 놀이 유형은 규

본 연구는 모바일 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소비
자의 놀이 문화에 초점을 두고 패션 브랜드의 모바
일 앱 16개를 중심으로 모바일 놀이의 속성, 유형, 경
험적 가치를 고찰하였다. 놀이 이론과 모바일 특성을
바탕으로 8개의 모바일 놀이 속성(자발성, 불확실성,
규칙성, 유희성, 네트워크성, 몰입성, 초공간성, 초시
간성)을 도출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4개 유형의 패션
모바일 놀이(내재적 동기의 능동적 참여, 내재적 동
기의 수동적 참여, 외재적 동기의 능동적 참여, 외재
적 동기의 수동적 참여)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또한,
패션 모바일 놀이 유형에 따른 모바일 놀이의 경험
적 가치를 4개 차원(창의적 가치, 감성적 가치, 사회
적 가치, 활용적 가치)으로 추출하였다. 종합해 볼 때,
패션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앱은 단편적인 놀이의 도
구적 역할에서 벗어나, 각각의 브랜드의 성격에 맞는
모바일 놀이를 자신의 브랜드 고객들에게 제공함으
로써 브랜드가 가진 고유의 본질과 가치를 자연스럽
게 전달하고 이를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패션 모바일 놀이의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재적
동기의 능동적 참여 놀이 유형은 자기결정성이 높은
형태로 8가지 놀이 속성 가운데 주도적인 결정에 따
른 높은 자발성과 불확실성을 보였다. 놀이자들은
규칙 없이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한 유연성 높은 놀이
안에서 도전과 실험 정신을 통한 창의적 가치를 만
들어냈다. 이러한 놀이들을 통해 패션 브랜드는 신제
품에 대한 아이디어나 신시장 진출의 기회를 획득할
수 있고, 소비자는 자기 생각을 표출하는 창조 과정
에 참여하면서 강한 만족감과 충성심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패션 기업은 이러한 놀이 앱을 구축함
으로써 사용자와 함께 만드는 경험 기반의 고객 가치
(co-creative experience)를 창출할 수 있다.
둘째, 내재적 동기의 수동적 참여 놀이 유형에서
는 감정 소통이 놀이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
한 놀이를 통해 놀이자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상
탈출을 경험하거나 감성적 치유의 시간을 가지면서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과의 교감을 통한 감성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현상은 사용
자들에게 막대한 기술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칙성을 제외하고 강하게 나타나는 속성은 없었으며,
특히 다른 유형에 비해 불확실성과 몰입성이 낮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 놀이 유형에서 소비자들은 유
용한 기술이나 지식의 습득을 통해 소비생활에서의
유용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활용적 가치를 추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특징의 모바일 앱은
놀이자 중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브랜드 중심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려는 목
적으로 개발된 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패션 기업
은 이러한 모바일 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현명한 구
매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기술적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문적 측면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논
점을 갖는다. 첫째, 방법론적 측면에서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등장한 모바일 놀이를 유형화하는 새로운
분석 프레임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다양한 사례 분석
을 통해 귀납적으로 도출된 놀이 특성을 중심으로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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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유형화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관점에서 놀이자 중심의 참여 동기와 수준을
유형화의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놀이 행동의 특성
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력을 높였다. 예컨대, 내재적
동기의 놀이 유형은 외재적 동기의 놀이 유형보다
불확실성이 강하게 보였고 규칙성은 약하게 나타났
다. 또한, 능동적 참여의 놀이 유형은 수동적 참여의
놀이 유형에 비해 강한 자발성과 몰입성을 보였지
만, 규칙성은 약하게 나타났다. 둘째, 모바일 놀이 유
형에 따라 참여자들에게 제공하는 경험적 가치가 무
엇인지를 규명함으로써 놀이의 속성과 유형화를 중
심으로 진행되어온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완 확장하
였다는 점이다. 특히 ‘모바일 놀이’라는 새로운 소비
방식이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차원을 넘어 즐거움
을 느끼고 타인과 소통하며 새로움을 창출하는 복합
적인 경험의 과정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패션 분야의 글로벌 브랜드를 중
심으로 사례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연구의 일반화
를 위해서는 다각적 측면의 재검증이 필요하다.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모바
일 놀이 가치들이 실제 사용자들에게 유의미한지에
대한 소비자 관점의 질적 조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양적 연구를 통해 모바일 놀이 가치가 패션
기업의 모바일 마케팅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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