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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디지털 미디어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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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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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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

tempo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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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

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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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periential value fashion companies can give consumers through mobile app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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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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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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

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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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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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

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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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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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

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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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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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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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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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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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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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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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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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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

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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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

zaki(2008)는 모바일 게임의 경험적 가치 연구에서 내

재적 즐거움(intrinsic enjoyment), 도피주의(escapism),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 시각적 소구(visual ap-

peal), 효율성(efficiency), 지각된 새로움(perceived no-

ve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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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fi-

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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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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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

c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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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

l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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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연구방법및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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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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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

lication; 이하 브랜드 앱)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단순하게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커머스 앱(e-com-

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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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

nance, 2017, 2018a, 2019a)과 럭셔리/프리미엄(Brand 

Finance, 2018b, 2019b) 브랜드를 기준으로 하였다. ‘참

여 동기와 참여 수준’에 따라 분류된 모바일 놀이의 

4가지 유형에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브랜드 앱 사례를 

추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구찌(Gucci), 버버리(Bur-

berry), 샤넬(Chanel), 나이키(Nike), 아디다스(Adidas) 

등 최종 16개 브랜드 앱이 선정되었다. 또한, 분석 결

과에서는 각각의 브랜드의 모바일 앱의 명칭은 <Ta-

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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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neslions.com), 뉴욕 필름 페스티벌(www.newyorkfes-

tival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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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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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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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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ypes of mobile play

Type Brand name Mobile app name
Motivation Participation 

1

Intrinsic

Active I

Rugby Make Your Own

2 Calvin Klein CK × Bitmoji avatar

3 Louis Vuitton Amble

4 Gucci Gucci × Genies

5

Passive II

Tiffany & Co Hand meets hand

6 Burberry Kisses

7 Coach Coach × Peanuts

8 Timberland Timber Trail

9

External

Active III

Adidas Train & Run

10 Nike Nike SB

11 Jeager LeCoultre Watch school

12 Kenzo Loves Printemps

13

 Passive IV

Chanel Mademoiselle prive

14 Gucci Ace sneakers

15 DKNY Cozy

16 Levi's Jacquard

Table 1. Analytical framework for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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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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모바일앱에나타난

놀이유형에따른놀이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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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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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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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Dimensions and sub-keywords of experienti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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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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Avatar.

Adapted from Tablang (2018).

https://www.forb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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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Amble.

Adapted from Truta (2011).

https://news.softp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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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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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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 of the mobile play
Type I Type II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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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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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Hand meets Hand.

Adapted from IMG SRC (2016).

https://www.imgsrc.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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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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

berr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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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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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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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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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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Timber Trail.

Adapted from Chang (2016).  

http://www.freshnessma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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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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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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3. Loves Printemps.

Adapted from Silvestre (2016).

https://www.behance.net

Fig. 12. Watch school.

Adapted from WorldTempus (2009).

http://en.worldtempus.com

Property of the mobile play
Type III Type IV

9b 10 11 12 13 14 15 16

Spontane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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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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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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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5. Ace Sneakers.

Adapted from Carlton (2019).

https://vrscout.com

Fig. 14. Mademoiselle Prive.

Adapted  from Kim (2017).

https://alle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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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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모바일놀이에나타난경험적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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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

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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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을 강조하는 놀이는 소비자의 창의적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Youn & Kim, 2017).

둘째, 모바일 놀이는 공감(sympathy), 감성(sensitivi-

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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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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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

boration), 사회적 유대(social affiliation), 경쟁(competi-

tion), 성취(achievement) 등의 사회적 가치(social val-

u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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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6. Cozy.

Adapted from Smith (2009).

 http://www.martincmusicblog.com

Fig. 17. Jacquard.

Adapted from Perez (2018).

https://techcrun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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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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petition)은 모바일 놀이자들이 추구하는 중요한 사

회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모바일 놀이는 학습(learning), 효율성(effici-

ency), 유용성(usefulness), 편리성(convenience), 도구

적 지원(instrumental-support) 등의 활용적 가치(explo-

i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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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

laei(2017)의 연구에서 효율성은 중요한 가치 요인으

로 도출되었다. 모바일 놀이에서도 놀이자들은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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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ivation Intrinsic Extrinsic

Participation Active Passive Active Passive

Property of 

the fashion

mobile play

Experiential

values of 

the fashion

mobile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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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The properties and experiential value of fashion mobile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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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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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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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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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s

Amabile, T. M., DeJong, W., & Lepper, M. R. (1976). Effects of 

externally imposed deadlines on subsequent intrinsic motiva-

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1), 92

–98. doi:10.1037/0022-3514.34.1.92

Brand Finance. (2017, March). Apparel 50 2017 [PDF document]. 

Brand Finance. Retrieved from https://brandirectory.com/

download-report/Brand%20Finance%20Apparel%2050%

202017%20Report%20-%20LOCKED.pdf

Brand Finance. (2018a, March). Apparel 50 2018 [PDF document]. 

Brand Finance. Retrieved from https://brandirectory.com/

download-report/Brand%20Finance%20Apparel%2050%

20Report%202018%20Locked.pdf

Brand Finance. (2018b). Luxury & Premium 50 2018 ranking. 

Brand Finance. Retrieved from https://brandirectory.com/

rankings/luxury-and-premium/2018

Brand Finance. (2019a, February). Apparel 50 2019 [PDF docu-

ment]. Brand Finance. Retrieved from https://brandirectory.

com/download-report/brand-finance-apparel-50-2019-pre

view.pdf

Brand Finance. (2019b, October). Luxury & Premium 50 2019 

[PDF document]. Brand Finance. Retrieved from https://bran

directory.com/download-report/brand-finance-luxury-50-

2019-preview.pdf

Bellman, S., Potter, R. F., Treleaven-Hassard, S., Robinson, J. 

A., & Varan, D. (2011). The effectiveness of branded mobile 

phone apps. 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 25(4), 191–200. 

doi:10.1016/j.intmar.2011.06.001

Bijker, W. (2009). Needs and applications for data mining in large 

series of remotely sensed images. Proceedings of 2009 IEEE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Symposium, 

South Africa, V92–V95. doi:10.1109/IGARSS.2009.5417726

Burgos, D., Tattersall, C., & Koper, R. (2007). Re-purposing exi-

sting generic games and simulations for e-learn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3(6), 2656–2667. doi:10.1016/j.chb.

2006.08.002

Caillois, R. (1958). Les jeux et les hommes: Le masque et le ver-

tige [Man, play and games: The mask and the dizziness]. Paris: 

Gallimard. 

Carlton, B. (2019, June 29). Gucci jumps feetfirst into AR with 

augmented shoe shopping experience. VRScout. Retrieved 

from https://vrscout.com/news/gucci-ar-shoe-experience/

Chang, E. (2016, April 13). Timberland - Timberland expeditions 

| iPhone App. Freshness. Retrieved from http://www.freshne

ssmag.com/2009/09/30/timberland-timberland-expeditions

-iphone-app

Choi, Y., & Kim, M. (2011). An analysis of the fashion brand ap-

plication.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5(5), 129–143. doi:

10.12940/jfb.2011.15.5.129

Cohen, L. J. (1981). Can human irrationality be experimentally 

demonstrated?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4(3), 317–331. 

doi:10.1017/S0140525X00009092

Csikszentmihalyi, M. (1997). Finding flow: The psychology of 

engagement with everyday life. New York, NY: Basic Books.

de Freitas, S., & Oliver, M. (2006). How can exploratory learning 

with games and simulations within the curriculum be most ef-

fectively evaluated? Computers & Education, 46(3), 249–264. 

doi:10.1016/j.compedu.2005.11.007

De Grove, F., Cauberghe, V., & Van Looy, J. (2014). In pursuit of 

play: Toward a social cognitive understanding of determinants 

of digital play. Communication Theory, 24(2), 205–223. doi:

10.1111/comt.12030

Deci, E. L., & Ryan, R. M. (1985).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

tions scale: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

earch in Personality, 19(2), 109–134. doi:10.1016/0092-6566

(85)90023-6



패션 모바일 놀이의 유형과 경험적 가치-놀이 이론을 중심으로-

– 91 –

Drescher, C. (2009, September 22). Tap tap tap on your iPhone, 

get a Rugby Shirt. Racked New York. Retrieved from https://

ny.racked.com/2009/9/22/7815049/tap-tap-tap-on-your-iph

one-and-you-have-a-rugby-shirt

Gagné, M., & Deci, E. L. (2005).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work motiva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4), 

331–362. doi:10.1002/job.322

Gartner. (2019). Gartner Digital IQ Index: Specialty Retail US 

2019. Gartner. Retrieved from https://www.gartner.com/en/

marketing/insights/videos/digital-iq-specialty-retail-us-2019

Gupta, S. (2013). For mobile devices, think app, not ads. Harvard 

Business Review, 91(3), 71–75.

Heseltine, P., & Holborn, J. (1987). Playgrounds: The planning 

and construction of play environments. New York, NY: Nich-

ols Publishing Company.

Holbrook, M. B. (1994). The nature of customer value: An axio-

logy of services in the consumption experience. In R. T. Rust 

& R. L. Oliver (Eds.), Service quality: New directions in the-

ory and practice (pp. 21–71). Thousand Oaks, CA: SAGE Pu-

blications, Inc.

Hong, H., Sun, Y., & Lee, S.-E. (2020). Perceived usefulness and 

risks and behavioral intentions of mobile fashion apps-Focus 

group interviews with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4(2), 

255–272. doi:10.5850/JKSCT.2020.44.2.255

Hong, J.-C., Cheng, C.-L., Hwang, M.-Y., Lee, C.-K., & Chang, 

H.-Y. (2009). Assessing the educational values of digital ga-

mes.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Learning, 25(5), 423–437. 

doi:10.1111/j.1365-2729.2009.00319.x

Huizinga, J. (1938). Homo Ludens: Proeve eener bepaling van 

het spel-element der cultuur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element in culture]. Haarlem: H. D. Tjeenk Willink.

IMG SRC. (2016, September 14). Tiffany & Co. Hand meets 

Hand. IMG SRC. Retrieved from https://www.imgsrc.co.jp/

en/work/tiffany-handmeetshand/

Jo, s.-b. (2013). Playing characteristics of experiential digital pro-

ducts - Focused on homo ludens -.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41, 241–250. doi:10.21326/ksdt.2013..41.021

Juul, J. (2002). The open and the closed: Games of emergence and 

games of progression. Proceedings of Computer Games and 

Digital Cultures Conference, Finland, 323–329. Retrieved from 

http://www.digra.org/wp-content/uploads/digital-library/05

164.10096.pdf

Khan, M. A. (2019, June 12). Burberry [Slide]. SlideShare. Ret-

rieved from https://www.slideshare.net/MohamedAamirkhan/

burberry-kisses-campaign

Kim, C., Hwang, J. S., & Cho, J. (2015). Relationships among 

mobile fashion shopping characteristics,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njoyment, and purchase intention-Mediating ef-

fect of ease of us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9(2), 161–174. doi:10.5850/JKSCT.2015.39.2.

161

Kim, J. E. (2017, June 29). 셀럽들이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은 이유? [The celebrities are in their hands. Why didn't you 

let go of your phone?]. Allets. Retrieved from https://allets.

com/contents/?contentsId=11003

Kim, K. (2013). The Evolution of Communication and the Emer-

gence of a New Play Community. The Korean Journal of Art 

and Media, 12(4), 171–192. doi:10.36726/cammp.2013.12.

4.171

Kim, N.-H. (2019). The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values of 

play.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52, 253–276. doi:

10.18850/JEES.2019.52.09

Kim, S.-H., & Park, H.-S. (2011). The impact of service charac-

teristics of smartphone application on perceived value, satis-

faction and intention to recommend. Korean Business Educa-

tion Review, 26(6), 121–142.

Kim, S. J. (2013). The characteristics in design of Smart Phone 

applications - Mainly on the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American application icons -. Journal of Digital Design, 13

(1), 215–224. doi:10.17280/jdd.2013.13.1.021

Kim, Y.-K., & Han, S.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ssessment on the mobile media and the mode of commu-

nic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5(1), 83–123.

Koo, D.-M. (2009). The moderating role of locus of control on 

the links between experiential motives and intention to play 

online gam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5(2), 466–

474. doi:10.1016/j.chb.2008.10.010

Kurutz, S. (2016, March 15). Even if you can't afford designer 

clothes, your Bitmoji can.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16/03/17/fashion/bitmoji-fashion.

html?smid=pin-share

Lee, J. H. (2004). Mobile media and mobile society. Seoul: Com-

municationBooks.

Lee, K.-Y., Hyung, S.-W., & Lee, S.-M. (2005). An empirical stu-

dy on the usage of the mobile internet service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attitude, trust, usefulness -. Korea Jour-

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18(3), 997–1024.

Lee, Y., & Han, C. (2013). A study on the selection of play-type 

advertising media using significant elements of play. Journal 

of Communication Design, 44, 81–96.

Lin, H.-F. (2007). Effects of extrinsic and intrinsic motivation on 

employee knowledge sharing intentions. Journal of Informa-

tion Science, 33(2), 135–149. doi:10.1177/01655515060681

74

Mahatanankoon, P., Wen, H. J., & Lim, B. (2005). Consumer-

based m-commerce: exploring consumer perception of mobile 

applications. Computer Standards & Interfaces, 27(4), 347–



한국의류학회지 Vol. 45 No. 1, 2021

– 92 –

357. doi:10.1016/j.csi.2004.10.003

Malone, T. W. (1981). Toward a theory of intrinsically motivating 

instruction. Cognitive Science, 5(4), 333–369. doi:10.1207/

s15516709cog0504_2 

Malone, T. W., & Lepper, M. R. (1987). Making learning fun: A 

taxonomy of intrinsic motivation for learning. In R. E. Snow 

& M. J. Farr (Eds.), Aptitude, learning, and instruction Vol. 3: 

Conative and affective process analyses (pp. 223–253). Hills-

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Mathwick, C., Malhotra, N., & Rigdon, E. (2001). Experiential 

value: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application in the 

catalog and Internet shopping environment. Journal of Retail-

ing, 77(1), 39–56. doi:10.1016/S0022-4359(00)00045-2

Merikivi, J., Tuunainen, V., & Nguyen, D. (2017). What makes 

continued mobile gaming enjoyabl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8, 411–421. doi:10.1016/j.chb.2016.11.070

MobileScout.com. (2015, December 15). Adidas launches a new 

and separate app for its Train & Run Beta. MobileScout.com. 

Retrieved from https://www.mobilescout.com/android/news/

n62579/apps

Na, E.-Y. (2001). 이동전화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동전화 

커뮤니케이션의 매체적 속성에 관한 연구: 개인중심성, 

즉시성 및 직접성을 중심으로 [Consistency between media 

and user characteristics in individual-centeredness, immedi-

acy, and directness influencing the selection of mobile phones 

a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tool]. Korean Journal of Jo-

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45(4), 189–228.

Nike, Inc. (2013, October 28). The Nike SB Skate App: An app 

above all others. Nike News. Retrieved from https://news.nike.

com/news/the-nike-sb-skate-app-an-app-above-all-others

Okazaki, S. (2008). Exploring experiential value in online mobile 

gaming adopt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11(5), 619

–622. doi:10.1089/cpb.2007.0202

Park, E.-A., Heo, Y.-J., & Yoo, H.-G. (2005). The influences of 

the brand-Cause relevance and participation type on cause-

related advertisement effects. Korean Journal of Broadcast-

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19(1), 286–325.

Park, J.-h., Kim, J.-b., & Kim, J.-d. (2010). A study on media fa-

cade as an expression of corporate ident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23(4), 41–52.

Perez, S. (2018, May 15). Google and Levi's ‘connected’ jacket 

will let you know when your Uber is here. TechCrunch. Retri-

eved from https://techcrunch.com/2018/05/14/google-and-

levis-connected-jacket-will-let-you-know-when-your-uber-

is-here/

Pine II, B. J., & Gilmore, J. H. (1999). The experience economy: 

Work is theatre & every business a stage. Boston, MA: Har-

vard Business School Press.

Przybylski, A. K., Rigby, C. S., & Ryan, R. M. (2010). A motiva-

tional model of video game engagement.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4(2), 154–166. doi:10.1037/a0019440

Reddy, R. D. (1980). Individual philanthropy and giving beha-

vior. In D. H. Smith & J. Macaulay (Eds.), Participation in so-

cial and political activities (pp. 370–399). San Francisco, CA: 

Jossey-Bass.

Rezaei, S., & Valaei, N. (2017). Crafting experiential value via 

smartphone apps channel. Marketing Intelligence & Planning, 

35(5), 688–702. doi:10.1108/MIP-08-2016-0141

Saidon, J., Musa, R., & Md Shahid, S. A. (2018). Factorial struc-

ture and psychometric validation of Digital Experiential Value 

construct: A cross-country analysis. The Turkish Online Jour-

nal of Design, Art and Communication, 8(Special Edition), 

747–753. doi:10.7456/1080SSE/107 

Sheth, J. N., Newman, B. I., & Gross, B. L. (1991). Why we buy 

what we buy: A theory of consumption values. Journal of Bu-

siness Research, 22(2), 159–170. doi:10.1016/0148-2963(91)

90050-8

Shin, H. S. (2012). The effect of user characteristics of mobile 

media on recognition and acceptance of mobile AD (Unpu-

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gang University, Seoul.

Shin, J. Y., & Yang, H. D. (2006). The effects of perceived pri-

vacy infringement and the moderators on on-line community 

activities in BLOG. Korean Management Review, 35(1), 81–

108. 

Silvestre, M. (2016, October 24). Kenzo loves printemps. Be-

hance. Retrieved from https://www.behance.net/gallery/4414

2507/kenzo-Loves-Printemps

Smith, M. C. (2009, December 22). DKNY Cozy app. Digital 

Soul Experience. Retrieved from http://www.martincmusic

blog.com/home/2009/12/22/dkny-cozy-app.html

Song, Y. (2016). A study of play phenomena shown in mobile me-

dia - Analysis of play cases and proposal on play types, with 

a focus on media properties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

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Song, Y. M., & Yu, H. J. (2015). Playing characteristics of inter-

active media.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16(3), 333–346.

Suits, B. (1978). The grasshopper: Games, life and utopia. To-

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Sung, H. (2013).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attitude toward 

and intention to use mobile shopping through fashion apps

-Comparisons of gender and age group differen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7(7), 1000–

1014. doi:10.5850/JKSCT.2013.37.7.1000

Tablang, K. (2018, November 19). Avatar creator genies laun-

ches new mobile app with Gucci. Forbes. Retrieved from https://

www.forbes.com/sites/kristintablang/2018/11/19/genies-ava

tar-app-gucci/#59fbc2383a51

Tak, J.-Y., & Hwang, Y.-b. (2005). An exploratory study on the 



패션 모바일 놀이의 유형과 경험적 가치-놀이 이론을 중심으로-

– 93 –

effects of mobile advertising: Focusing on the involvement 

and passive learning theorie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

ence, 5(1), 265–300. 

The Gravitas Group. (2014, October 31). Coach's first mobile 

app-Simple app promotes deep engagement & fun sharing. 

Gravitas Group. Retrieved from https://www.gravitasgroup.

asia/coach-first-mobile-app/

Truta, F. (2011, February 8). Amble iPhone app puts ‘Louis Vui-

tton’ and ‘Free’ in the same sentence. Softpedia News. Retrie-

ved from https://news.softpedia.com/news/Amble-iPhone-

App-Puts-Louis-Vuitton-and-Free-in-the-Same-Sentence-

183193.shtml

Verhagen, T., Feldberg, F., van den Hooff, B., Meents, S., & Me-

rikivi, J. (2011). Satisfaction with virtual worlds: An integra-

ted model of experiential value. Information & Management, 

48(6), 201–207. doi:10.1016/j.im.2011.02.004

Wang, W.-T., & Li, H.-M. (2012). Factors influencing mobile ser-

vices adoption: a brand-equity perspective. Internet Research, 

22(2), 142–179. doi:10.1108/10662241211214548

Woolley, H., & Lowe, A. (2013).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

ween design approach and play value of outdoor play spaces. 

Landscape Research, 38(1), 53–74. doi:10.1080/01426397.

2011.640432

WorldTempus. (2009, October 12). Jaeger-LeCoultre: First wat-

chmaking school on iPhone. WorldTempus Retrieved from 

http://en.worldtempus.com/article/jaeger-lecoultre-first-wat

chmaking-school-on-iphone-6524.html

Xu, D. J. (2006). The influence of personalization in affecting 

consumer attitudes toward mobile advertising in China. Jour-

nal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47(2), 9–19. doi:10.10

80/08874417.2007.11645949

Yang, B.-h. (2005). An integrated model of attitudes toward wire-

less marketing. Advertising Research, 69, 139–163.

Yang, B., & Kim, Y. (2008). A model of reciprocal causation on 

mobile advertising : Integrating mobile technology into the 

communication effect of ad.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

sing, 19(3), 157–171.

Yee, N. (2006). Motivations for play in online games. CyberPsy-

chology & Behavior, 9(6), 772–775. doi:10.1089/cpb.2006.

9.772

Youn, J. Y., & Kim, H. Y. (2017). A study on the types and cha-

racteristics of play in contemporary fashion.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18(1), 297–316.

Youn, J.-y. (2014). A study on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play types of modern fashion design through Roger Cailois'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Youn, S. (2007). Digital contents education in universities. Jour-

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44(1), 65-108. doi:10.22174/

jcr.2007.44.1.65

박 신 영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패션산업정보전공 석사

이 윤 경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이 미 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