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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소비’는 핵심 키

워드이다. 현대 사회에서 소비는 단순히 물리적 · 기

능적 차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표현하는 방식

이 되었다. 즉, 소비는 단순한 선택 현상이 아니라 ‘표

현’의 영역으로, 나아가 욕망을 해소하는 행위로 확

장되고 있다(Yoon et al., 2014). 현대 사회에서 상품

은 상품 자체를 넘어서, 숨겨진 기호와 상징들을 가

지게 되었고, 소비자들은 소비를 통해 기호와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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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illennial generation, who express themselves and share information on social 

media after experiencing constantly changing ‘hot places’ (places of interest) in contemporary cities, with the 

goal of analyzing space consumption behaviors. Data were collected via an Instagram crawler application de-

veloped with Python 3.4 administered to 19,262 posts using the term ‘hot places’ from November 1 and De-

cember 15, 2019. Issues were derived from a text mining technique using Textom 2.0; in addition, semantic net-

work analysis using Ucinet6 and the NetDraw program were also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frequency analysis of keywords for hot places indicated words frequently found in nouns were related to 

food, local names, SNS and timing. Words related to positive emotions felt in experience, and words related 

to behavior in hot places appeared in predicate. Based on importance, communication is the most important 

keyword and influenced all issues. Second, the results of visualization of semantic network analysis revealed 

four categories in the scope of the definition of “hot place”: (1) culinary exploration, (2) atmosphere of cafés, 

(3) happy daily life of ‘me’ expressed in images, (4) emotional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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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소통을 한다(Baudrillard, 1970/1992; Douglas 

& Isherwood, 1996). 특히 옷, 장신구와 같은 패션제

품은 사회적 구별의 징표이면서, 차이의 쾌락을 주

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Lipovetsky, 1987/1999). 그

러나 패스트 패션의 폭발적인 소비와 같은 현재의 

상황들은 패션이 고관여의 대상에서 점차 일회적이

고 소모성이 높은 저관여의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Yoon et al., 2014). 즉, 현대의 소비자들

은 더 이상 ‘의복’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먹는 음식, 머무는 공간, 여

가시간을 보내는 방식, 취미 생활 등 매우 다양한 방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나타내고자 한다.

현대 사회의 소비자들은 SNS(Social Network Ser-

vice)로 자신을 드러내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즐긴

다(Baek, 2019; Baek & Kim, 2019). 이미지 기반 SNS

인 인스타그램은 전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도 월별활동사용자(Monthly active users)가 1000만 명

에 달하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Gwak, 2019). 인

스타그램은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이미지와 함께 

글, 위치태그, 해시태그, 사람태그를 붙여 업로드할 

수 있다. 특히 해시태그는 ‘#’ 뒤에 특정 단어를 붙여, 

특정 단어에 대한 글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메시지의 주제 구분이 가능하고, 

주제 분류뿐만이 아니라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도 활용된다(Ahn, 2015). 

소비자들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자신의 취향을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태그를 포함한 수

많은 사람들이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비교해볼 수 있

다. 인스타그램이 공개한 한 해의 해시태그 중 패션 카

테고리 #OOTD(outfit of the day), #dailylook은 2018년

에 이어 2019년에도 인기 있는 해시태그로 꼽혔다

(Chae, 2019; Lee, 2018). 소비자들은 인스타그램에 

#OOTD를 포스팅할 때 단순히 오늘 입은 옷차림만

을 보여주지 않는다.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 담아 공유한다. 여기에는 자신이 방문

하는 도시의 장소와 그 곳에 어울리는 태도가 숨겨

져 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서 #OOTD

를 검색하는 것은 단순히 ‘옷’만을 보기 위해서가 아

니라, 맥락, 즉 그들이 보여주는 라이프스타일을 엿

볼 수 있는 배경이 궁금해서다.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가지 않아도, 멋지게 차려입고 백화점에서 셀카를 

찍어 #OOTD를 SNS에 공유하는 것은 왜일까? 그들

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비단 백화점뿐

만이 아니다. 신사동 가로수길, 상수동 카페골목, 이

태원 경리단길 등 도시의 핫플레이스(hot place)로 꼽

히는 공간들은 일상생활에서 대표적인 소비대상물

이 되었다.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는 것이 중요했던 

시대처럼, 이제 소비자들에게는 “어디를 가는가”가 

중요해진 것이다. 나아가 현대 소비자들은 도시라는 

공간을 상품을 소비하는 배경이 아니라 공간 자체를 

직접 소비하는 공간소비행동을 하며, 이는 현대소비

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힌다(Chun & Rhee, 2002; 

Han, 2010; Kim, 2000).

무미건조한 건물 앞에서는 조용하고 움츠러들고, 

활기찬 거리에서 활발하고 수다스러워진다는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어떤 공간은 사람을 변화시키

기도 한다(BMW Guggenheim Lab, 2013). 쾌락과 기

쁨을 얻으려고 쇼핑을 한다는 개념은 경제체제의 변

화가 일어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이상으

로 더 많이 소유하는 사회가 출현하면서 확고히 자

리잡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도시의 공간을 

일상을 보내는 장소에서 나아가 인간 내면의 욕망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장소로 경험하게 되었다. 어떤 

장소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정에 휩싸이기

도 하고 이 감정이 새로운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

다(Ellard, 2016). 놀이공원에서 따분한 일상에 찌든 

기분을 고양시키거나 길을 걷다 어느 상점에 이끌려 

들어가 애초에 마음먹은 것이 아닌 물건을 구매하거

나 하는 것들을 보면 공간은 이성의 경계를 넘어서 

욕망을 자극하게 하는 힘이 있다.

공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백화점이나 소매점과 같

은 일정 공간 안에서의 소비행동을 다룬 마케팅적 

관점의 연구(Kim & Rhee, 2002; Shin & Park, 2000; Suh 

& Min, 2009)나, 특정 상업 공간을 매개로 한 소비행

동과 문화를 분석하는 소비문화 연구(Chun & Rhee, 

2002; Jeon & Kim, 2010; B. Kim et al., 2016; La et al., 

2017)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공간 선택이나 공간 

내 제품 소비와 같이 주로 상업 공간에 한정한 기존

의 연구들은 달라진 현대 소비자들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를 가진다. 백화점과 같은 전통적인 ‘상품의 소

비’가 이루어지는 소비공간이 유희적 차원, 문화적 

차원을 포함한 소비 공간으로 변모가 이루어지고 있

는 시점에 ‘공간 자체의 소비’라는 의미를 포함한 현

대 소비자들의 공간소비행동을 살펴보는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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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적절하고 매우 의미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시시때때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 도시의 

핫플레이스를 경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정

보를 공유하는 SNS 데이터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즉, SNS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의 핫플레이스

와 관련한 이슈를 분석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이슈

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현대 사회에서의 소비와 공간소비행동

현대 사회에서 소비는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 행

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상품이 사회적으로 획

득한 의미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종의 교환

체계이자 언어활동과 같은 것이다(Baudrillard, 1970/

1992).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러 생산 수단과 생

산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나타난 과잉생산이라는 

문제는 소비자들을 끊임없이 소비하게 만들어야만 

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에 의한 사용가치만으로는 

한계가 나타나, 소비사회에서는 이미지, 구별 짓기, 지

위표시, 감성, 사회적 코드, 유행과 같은 기호와 상징

과 같은 기호가치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 현대 소비

자들은 소비에 숨겨진 기호가치를 통해 타인과 의사

소통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구별 짓기도 

한다. 즉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집단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고 싶다는 욕망체계가 작용하며, 이

는 소비를 통해 실현된다(Yoon et al., 2014).

도시의 거리는 서로 다른 가치관, 취향, 기호들이 

오고 가는 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화려한 옷을 입은 

낯선 사람들, 화려한 조명과 네온사인이 빛나는 상

점들, 물질적 풍요와 스펙터클로 가득 찬 도시는 현

란한 차이의 공간이며(Kang, 2009), 사람들에게 소비

라는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현대 사회는 상품과 

이미지를 통해 도시의 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유행의 속도를 가속화하고(Lee, 2009), 소비자는 새

로운 상품을 끊임없이 욕망하게 된다. 소비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새로운 유행의 상품은 끊임없이 바뀌

어, 어제 욕망의 대상이었던 상품이 오늘은 또 관심 

밖의 일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소비대상물은 물건

에서 나아가 도시 공간 자체로 확대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도시는 도로, 구역, 변두리, 랜드마크와 같은 물리

적 요소와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게 하는 사회

적 요소와 같은 각 구성 요소들이 도시 내에서 어떻

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그 모양과 성질이 달라지는 

유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도시는 하나의 과

정으로 유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이한 집단들의 상호작용, 경험, 이야기, 이미

지와 표현을 통해서 생산되고 또 변화되는 현실 그 

자체라 할 수 있다(Featherstone & Burrows, 1995). 이

처럼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은 물리적인 공간은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어떠한 의미가 부여되면 특별

한 장소로 기능하게 된다. 핫플레이스는 ‘핫’한 장소

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의미하며, 거리와 

지역 전체가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여 사람들의 호

기심을 끌고,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Kim et al., 2018). 즉, 다른 도시의 공간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 장소로서 다양한 주체들의 관

계를 통해 의미가 발현된 장소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핫플레이스로 불리우는 가로수길은 주

변 상업지역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여 비교적 임대료

가 저렴한 지역이었다. 여기에 조그마한 공방, 패션

디자이너, 카페, 같은 문화예술적 공간들이 모여 들

고 늘어나게 되면서, 근처에 자리한 강남 최초의 핫

플레이스라 할 수 있는 압구정동과는 차별되는 문화

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점차 소비자들이 모여 들었

고, 이 곳은 자주 들르고 싶은 공간으로 성장했다. 즉 

가로수길은 압구정동을 다니는 소비자들과 구별되

는 자기만의 장소로 사람들의 차이화의 욕망을 충족

시켜준 것이다. 소비자들이 핫플레이스의 거리를 경

험하는 과정에서 핫플레이스는 소비자들이 타인과

는 구별되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는 욕망을 해소

시켜준다. 핫플레이스는 그렇게 점점 그 새로움과 

의미를 잃어가며, 또다른 핫플레이스의 등장으로 소

비자들을 잃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스마트폰의 등장과 SNS의 활성화

로 인해 더 가속화되고 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

서 자신의 일상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은 자연스러

운 일상이 되었다(Yi, 2014). 개인의 일상은 디지털로 

기록되고, 개인적 경험은 소셜미디어 공간에 공유되

어 자신의 일상과 취향을 자랑하는 새로운 미디어 문

화가 형성되고 있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시간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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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셜미디어에 접속하여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한다. 소비자가 현대 도시 공간

에서 보고 느낀 것들은 이미지로 표현되어 온라인 공

간에 공유되어, 가상공간 내에서 도시 공간이 재현된

다. 즉 일상이 가상공간에까지 확장된 현대 시대에는 

도시 공간에서의 소비경험이 온라인 공간에까지 확

장되며, 이때 소비는 자기 만족이나 기분, 분위기와 같

은 탈물질화의 형태를 보인다(Park, 2012). 소비자들

이 소셜미디어 공간에 기록을 남기고, 탐색하는 행위

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소비형태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쇄소가 즐비한 골목으로 후미진 산업

현장의 상징 같은 거리였던 을지로는 최근 최신 유

행에 밝고 신선하다는 뜻의 신조어인 ‘힙하다’라는 

뜻이 붙어 ‘힙지로’로 불리우며 젊은 세대의 핫플레

이스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핫플레이스가 만들어지

는 데에는 SNS의 역할이 컸다. 상권이 거의 형성되

지 않은 곳에 자리잡은 공간들은 소수만 아는 특별

한 장소에서 SNS를 통해 서서히 입소문을 타 특정한 

분위기를 형성한 매력적인 장소가 된다(Kim, 2020). 

이러한 현상이 주변 상권에까지 확대되어 핫플레이

스가 형성된다. 이처럼 도시 공간 자체가 차이화를 

주는 대상으로 소비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SNS에서 공유되어 확산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의 소비는 재화나 사물에 국한되는 

좁은 의미의 소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넓

은 의미의 소비이다. 소비자들은 소비대상물에 부여

된 기호와 이미지를 소비한다. 이때 기호는 자신의 정

체성을 드러내 주는 수단인 동시에 타인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자 차이화의 기능을 한다. 따

라서 본 논문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소비대상물이 

된 핫플레이스라는 현대의 도시 공간들의 의미를 살

펴보고자 하며, SNS는 이 공간소비행동을 담고 있는 

중요한 텍스트로서, 즉 공간소비행동을 읽어내는 매

체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간소비행동을 살

펴보고, 이에 담긴 소비의 의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다.

2. 인스타그램과 소비자 이용혜택

SNS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특정한 

관심대상이나 활동을 공유하고 관계망을 만들 수 있

는 온라인 서비스다. 이용자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

는 매체적 특성으로 인해 SNS 이용자들은 자신의 일

상과 관심사를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 상

호작용한다(Kim & Ahn, 2016). 디지털 기술의 발달

과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

그램 등 다양한 SNS가 등장하였고, 현대의 소비자들

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적합한 SNS를 선택하여 사용

한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진 3세대 SNS라 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은 ‘인스턴트(instant)’와 ‘텔레그램(telegram)’이 더

해진 단어로 ‘세상의 순간들을 포착하고 공유한다

(Capturing and sharing the world's moments)’라는 슬

로건을 내 걸고 2010년 런칭했다(Kwon, 2015). 이미

지를 기반으로 하며, 사용자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자신이 찍은 사진을 불러오거나 바로 사진을 찍은 

다음 기본으로 제공되는 사진보정효과(filter)로 사

용자가 원하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사진을 가공한 뒤 

위치태그, 글, 해시태그, 사람태그를 붙여 업로드할 

수 있다. 또한 수직적 구조의 특성으로 인하여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공유가 중심인 인스타그램을 사용

하는 데에 있어 해시태그는 사진에 담긴 콘텐츠의 

성격과 주제를 밝히고, 부가정보를 제공하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특정 분야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묶어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개인의 일상은 스마트폰을 통해 디지털로 기록되

고, 개인적 경험이 인스타그램에 공유되어, 타인에게 

자신의 일상과 취향을 자랑하고, 댓글로 소통하며 공

유 감정을 형성하는 새로운 미디어 문화가 인스타그

램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주체자

의 감성이 녹아 있는 콘텐츠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연

출할 수 있으며(Kim et al., 2012), 단순히 자신의 일상

을 게시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

고 싶어하는 소비경험의 저장소라는 점(H. y. Kim et 

al., 2016; Kim & Kim, 2018)에서 현재의 소비자와 소

비문화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형성되고 있는 문화를 이용혜택

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보적, 사회적, 심리적, 유희

적 혜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정보적 혜

택은 SNS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

인으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rtins & Patrício, 

2013; Rha, 2010). 특히 어떠한 정보를 얻기 위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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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이용하는 것을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

기도 할 만큼 인스타그램은 중요한 정보제공 매체로 

활용되고 있으며(Kim, 2019), 이때 인스타그램은 시

각적 정보와 함께 이용후기나 평가, 만족도와 같은 정

보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회적 혜택은 SNS가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는 데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 SNS가 실제

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는 다양한 대상들과 소통

할 수 있게 하는 데에서 기인한다(Kim, 2012; Kujath, 

2011). 즉, 관계를 맺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는 SNS를 

통해 개인의 일상이나 관심사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개인의 네트워크

를 통해 개인의 정보는 자발적이며 빠르게 공유되고 

확산되며, 이러한 특성은 SNS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스

스로 자신만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확신시키는 생산자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끔 한다(Goo et al., 2012).

셋째, 심리적 혜택은 자기를 표현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SNS 상에서 해소하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심리적 만족감을 의미한다. Bauman(2010/2012)

은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비틀어 “나는 보여진다. 따

라서 나는 존재한다”가 현대 매스커뮤니케이션 시

대의 존재 증명 명제라고 말한다. SNS에서 제일 많

이 다뤄지는 콘텐츠는 ‘나’이다. 자신의 모습을 촬영

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사

용자는 자아를 표출한다(Shin, 2014). 이미지 중심인 

인스타그램은 타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매체이다.

이틀 전 포토샵CS3을 통해 두 시간에 걸쳐 섬세하

게 보정해놓은 사진을 업로드했다. 스마트폰 앱으로 

어설프게 몸이나 얼굴을 문지르는 관종들은 하수다. 

(중략) 티 나는 보정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방금 

업로드한 사진은 8개월 전 부산에 가서 찍어놓은 사

진 중 하나였다. 삼만 명의 팔로워들은 내가 부산에 

출장이라도 간 줄 알겠지? (중략) 한꺼번에 여러 장을 

올리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행동이다. 한 장씩 분할

해 팔로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간에 골고루 나

눠 업로드를 해야 가장 효율적인 관심-많은 라이크 

수와 리플-을 얻어낼 수 있다. 시간과 노동을 투입한 

만큼의 소득. 자본주의의 원리가 ‘관심’의 영역에서

도 그대로 통용되는 것이다. 사진 한 장을 올리는 데

에도 이토록 많은 품과 첨단 과학이 필요하다.

한참을 황금 비율에 맞게 몸을 늘리고 줄이다보면 

도대체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사로잡

히기 마련이었다. 인간이란 그런 동물이다. 쓸데없이 

사고하고, 반문하고 그래서 자괴감에 빠져드는. 나 

역시도 그런 인간에 불과한지라 만족감과 자괴감 사

이에서 줄타기를 하다보면 하루해가 훌쩍 저문다. 별 

소득없이 하루를 흘려보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만, 괜찮아.

내 피에는 사람들의 하트가 흐르거든.

그거면 족해. 난. (pp. 87–88)

위의 Park(2018)의 소설에 묘사된 주인공은 인스

타그램에 올리기 위해 시간과 공을 들여 자신의 모

습을 연출하며, 이러한 노력도 사람들의 관심이면 

충분히 보상 받는다는 태도를 취한다. SNS에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인을 의미하는 인플루언서들

은 셀피나 그날그날 자신이 입은 옷차림, 즉 자신의 

스타일을 OOTD 해시태그와 함께 포스팅하고, 자신

이 머무는 곳과 같이 자신의 취향, 즉 자신의 개성과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소재로 삼는데, 이러

한 자기표현이 타인의 승인, 인식, 주의를 끌게 되면 

결국 네트워크 상에서의 영향력으로 작용하기도 한

다(Goo et al., 2012; Lee, 2017). 즉, 소비자들은 SNS에 

전략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고, 이를 통해 타인의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심리

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넷째, 유희적 혜택은 SNS 경험을 통해 얻는 재미, 

즐거움,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가볍고 재

미있는 정보를 찾고, 자신의 일상에서 벗어나 타인

의 일상을 탐색하고 흥미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Goo et al., 2012; Park, 2010). 소소하지만 평범한 일

상 속에서 사소한 행복을 추구한다는 ‘소확행’의 트

렌드와 함께 식사와 음주와 같은 식생활과 관련한 

행동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Lee & Lee, 2019). 

이처럼 먹방이나 맛집투어와 같은 콘텐츠는 인스타

그램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이는 음

식을 먹는 것이 단순히 식욕을 채우기 위한 행위를 

넘어서 일종의 유희로, 또 놀이로 경험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Li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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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문화의 이용혜택적 측면을 살펴봄으

로써 어떤 정보를 얻는 데에서 나아가 자신을 표현하

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이를 통해 타인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현대 소비자들의 욕망을 살펴볼 수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은 SNS에 남겨진 소비자들의 경험을 통

해, 핫플레이스와 관련하여 어떤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는지, 또한 그 곳을 방문한 소비자들이 어떠한 활

동을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에게 숨겨진 욕망

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현대 패션소비자

의 공간소비행동에 주목하여 SNS에 게시되는 핫플

레이스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과 인식을 탐색하는 것

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역동적, 경험적, 감성적 특징

을 지닌 현대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SNS 빅데이터를 분석대상으

로 삼았다. 빅데이터 분석은 소비자 여론이나 시장

트렌드 분석과 같은 소비자가 주도하는 소비현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핫플레이스라 불리우는 도시 공간에 

관해 SNS에 나타난 주요 키워드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2. 핫플레이스를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

들 사이의 의미연결망 구조를 분석

한다.

2. 분석절차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소셜 빅데이터를 텍스트마

이닝하여 의미 있는 핵심어를 추출하고, 이 핵심어 간

의 연계성을 파악한 뒤 도시의 핫플레이스가 무엇이

며, 이 곳에 관하여 어떤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는지, 

그 곳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어

떤 감정을 가지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방대한 웹페이지를 조직적이고 자동

화된 방법으로 탐색, 수집하기 위해 파이썬(Python 

3.4)로 작성한 인스타그램 수집기(크롤러)를 활용하

여 크롤링하였다.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총 19,262건의 ‘핫플레

이스’와 ‘핫플’이 포함된 게시글(아이디, 사진, 본문

내용, 태그)을 수집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수집된 자료를 텍스톰(Textom 2.0)

을 활용하여 전처리하였다. 전체 19,262건 중 홍보용 

게시글을 1차로 제거하고, 단순 이모티콘만 남긴 게

시글 등 개인의 경험이나 주관적 생각이 포함되지 않

은 글들을 2차로 제거하고 남은 총 6,526건을 분석대

상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분석과정에서 오

류를 일으킬 수 있는 이모티콘을 제거하였다.

둘째, 문장을 형태소 및 의미단위에 따라 분해하

고, 명사와 형용사, 동사를 선택하였다. 다음 단계로 

의미가 중복되는 키워드는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텍스트마이닝은 자연어 처리에 기반을 두어 소비자

가 사용한 의미가 손실되지 않게 분석 단위로 축약되

는 것이 중요하다(Lee & Rha, 2015). 본 연구에서는 

여러 단계에 걸쳐 단어를 묶어나가면서 중요한 단어

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 본문내용의 전체적 경향을 파악하고 분석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키워드 출현빈도를 계산하고, 

TF-IDF를 도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를 보면 소비자

들이 핫플레이스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생

각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TF-IDF는 수집 단어 중 

단어의 중요도를 단순한 노출 빈도가 아니라 각 단

어의 중요도를 가중치로 부여하는 기법이다.

넷째, 전체 키워드의 연결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텍

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단순한 빈도분석

만으로 전체 텍스트에서의 중요도를 논하는 것은 무

리가 있으며(Kim, 2011), 일반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핵심 단어들이 동시에 사용될 때 확인되는 경향이 나

타나므로 언어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Kwon, 2016; Park et al., 2013). 이 

과정에서는 텍스톰에서 분석한 매트릭스결과를 유씨

넷 프로그램(Ucinet program)과 넷드로우2(NetDraw2)

를 이용하여 시각화하였다. 연결중심성을 살펴보고, 

두 노드 간 공출현 빈도수에 의해 결정되는 연결강도

에 따라 네트워크 링크의 두께를 시각화하였다.

다섯째, 유사점을 가진 단어들이 형성하는 군집

을 도출하기 위해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분석을 실시하였다. CONCOR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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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간의 동시출현 매트릭스의 피어슨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노드들을 식별하고 관계를 파악한다(Kim 

& Jun, 2014). 연결성의 강도는 링크의 두께를 통해 

나타난다. 이는 기존의 내용분석에 비해 핵심어 추

출, 의미 간의 관계망 확인과정에서의 연구자의 주

관적 해석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won, 2018; Yoon & Park, 2015).

IV. 연구결과

1. 텍스트 빈도분석 결과

핫플레이스에 대한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텍스트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국문으

로 진행하였고, 이후 영어로 번역을 실시하였다. 형

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전체 텍스트를 명사, 동사, 

부사, 수사 등의 각 품사별 형태소단위에 따라 분해

하였으며, 출현빈도 순으로 상위 50개의 명사 및 동

사와 형용사를 빈도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이 때 한 텍스트 안에서 여러 번 나타난 경우도 중복

으로 계산하였다. 언급량을 크기로 표현하는 워드클

라우드는 키워드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

와주며 그 결과는 <Fig. 1>과 같다.

상위 빈도 명사들을 살펴보면 ‘맛스타그램’, ‘카

페스타그램’, ‘먹스타그램’, ‘술스타그램’, ‘푸드스

타그램’, ‘맛집’, ‘디저트스타그램’, ‘맛’과 같은 음식

Noun Verb/adjectives/adverb

Keyword Frequency TF-IDF Keyword Frequency TF-IDF

Tastestagram 3,435 4585.94 Good 1,694 2646.52 

Caféstagram 2,924 4619.89 Eat 248 842.93 

Communication 2,791 4695.98 Meet 225 774.24 

Eatstagram 2,028 3375.75 Pretty 218 758.66 

Selfie 1,209 2855.38 Make 176 659.37 

Busan 953 2527.52 Amused 172 642.17 

Travel 736 1936.17 Hot (popular) 134 532.14 

Daily life 697 1761.77 Come out 108 451.25 

Alcoholstagram 673 1802.70 Look for 96 414.48 

Date 662 1673.30 Go in 78 353.72 

Photo 650 1654.30 Grateful 74 338.82 

Atmosphere 568 1479.90 New 73 335.34 

Foodstagram 560 1627.17 Yum-yum 62 290.72 

Parentingstagram 540 1820.75 Wait 61 294.76 

OOTD 539 1514.37 Look 58 279.16 

Seoul 511 1433.10 Enjoy 49 242.78 

Gastronomic restaurant 464 1309.59 Listen 49 240.70 

Daegu 439 1356.36 No experience 46 227.92 

Weather 425 1246.98 Cute 39 201.73 

Sensitivity 396 1158.48 Fine 38 197.60 

Dessertstagram 394 1195.40 Formed 38 197.60 

Dog 367 1495.11 Upload 38 195.61 

Jeju-Do 364 1375.72 Buy 37 192.40 

Christmas 334 1061.32 Match 36 191.44 

Taste 331 1032.86 Soft 35 186.12 

Table 1. Results of the frequency analysis and TF-IDF in semantic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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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단어들과 ‘부산’, ‘서울’, ‘대구’, ‘제주도’, 

‘이태원’, ‘강남’과 같은 지역명의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소통’, ‘인스타그램’이나 ‘셀피’, ‘사진’과 

같이 SNS와 연계되는 단어와 ‘일상’, ‘오늘’, ‘주말’, 

‘토요일’, ‘연말’, ‘저녁’과 같이 시점을 나타내는 단

어의 빈도도 상위에 위치하였다. 이때 단어 뒤에 붙

은 스타그램은 특정 주제를 뜻하는 단어와 인스타그

램을 합성한 단어들로 해시태그에 많이 사용된다. 

맛스타그램은 맛과 인스타그램의 합성어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맛스타와 맛스타그램을 일원화하

였다. 술스타그램과 알코올스타그램은 의미가 동일

한 것으로 파악되어 일원화하였고, 중요한 단어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동료 연구자와 의논하여 합의된 결

과를 확정하여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동사와 형용사, 부사는 명사에 비해 그 빈도가 낮

게 나타났는데 이는 해시태그 위주로 명사 나열을 

하는 인스타그램 게시글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

진다. 동사와 형용사, 부사를 빈도분석한 결과, ‘좋다’, 

‘예쁘다’, ‘즐겁다’, ‘고맙다’, ‘즐기다’, ‘귀엽다’, ‘친

절한’, ‘재밌다’, ‘웃다’, ‘good’ 등 긍정의 단어와 ‘핫

하다’, ‘새롭다’와 같은 핫플레이스의 경험에서 느끼

는 감정과 관련된 단어, ‘먹다’, ‘만나다’, ‘만들다’, ‘나

오다’, ‘찾다’, ‘기다리다’, ‘보다’, ‘놀다’와 같이 핫플

레이스에서 하는 행동과 관련된 단어가 다양하게 나

타났다.

TF-IDF는 출현빈도에서 나아가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가중

치를 의미하며, 값이 클수록 중요한 단어임을 나타낸

다.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F-IDF 값을 통해 중

요도에 따른 키워드를 살펴보면, ‘소통(4695.98)’이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카페

스타그램(4619.89)’, ‘맛스타그램(4585.94)’, ‘먹스타

그램(4585.94)’, ‘셀피(2855.38)’, ‘좋다(2646.52)’, ‘부산

(2527.52)’, ‘여행(1936.17)’, 육아스타그램(1820.75)’, ‘술

스타그램(1802.70)’, ‘일상(1761.77)’, ‘데이트(1673.30)’, 

‘사진(1654.30)’, ‘푸드스타그램(1627.17)’, ‘오오티디

(1514.37)’, ‘강아지(1495.11)’, ‘분위기(1479.90)’, ‘서

울(1433.10)’, ‘제주도(1375.72)’의 순으로 나타났다. 

빈도분석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소통, 셀피, OOTD

의 중요도가 상승했으며, 육아스타그램의 중요도는 

낮아졌다.

2.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결과

1) 네트워크 분석

각 품사별 형태소단위의 빈도분석을 통해 핫플레

이스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단어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지만, 단순한 단어의 빈도분석만으로 전체 텍스트

에서의 의미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Kim, 

2011), 연결관계와 의미의 순환 구조를 파악하고자 

Fig. 1. Word cloud of ‘hot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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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에 포함

한 키워드는 출현빈도 상위 40개의 키워드로 네트워

크 분석에 있어서 그 이상의 노드가 연결되면 시각화

에 어려움이 있다는 선행연구(Park & Lee, 2009)를 

참조하여 결정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시각화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이때 네트워크 노드의 크기는 출현빈도에, 연결강도

는 링크의 굵기에 비례한다. 즉, 단어들 간의 연결선

이 굵을수록 강한 연결성을 의미하며 하나의 텍스트

에 동시에 나타날 빈도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키워드를 알아보

기 위하여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지수와 위세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지수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결중심성이 높을수록 다

른 키워드들과 많이 연결되어 네트워크 내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핫플레이스와 관련된 

키워드의 연결 중심성 분석결과, 맛스타그램(0.0497), 

카페스타그램(0.0436), 좋다(0.0348), 먹스타그램

(0.0334), 소통(0.0194), 사진(0.0179), 술스타그램(0.0167), 

날씨(0.0147), 분위기(0.0135), 여행(0.0131) 순으로 나

타났다.

위세중심성은 키워드에 직 ·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키워드뿐만 아니라 연결된 키워드의 중심성까지 고

려하기 때문에 연결중심성보다 좀 더 진보한 중심성

으로 볼 수도 있으며, 위세중심성이 높을수록 영향

력이 높은 단어들이라 할 수 있다(Kim & Kim, 2016). 

핫플레이스와 관련된 키워드의 위세중심성 분석결

과, 맛스타그램(0.4970), 먹스타그램(0.4180), 소통

(0.4140), 카페스타그램(0.3420), 좋다(0.2550), 셀피

(0.1980), 푸드스타그램(0.1840), 부산(0.1520), 일상

(0.1140), OOTD(0.0970) 순으로 나타났다.

핫플레이스에 대한 중심성 지수 분석결과, 맛, 먹

는 것, 카페가 전체 키워드들 사이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키워드는 

업로드하는 제공자로서의 소비자에게는 자신의 유희

적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용자들에게

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적인 혜택을 포함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통, 셀피, 일상, OOTD는 

연결중심성에 비해 위세중심성에서 중요도와 영향

력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맛스타그램이 핫플레이

스에서 중심 영향력이 가장 높은 핵심 키워드이지만, 

소통, 좋다와 같이 SNS 활동과 관련한 것들, 즉 SNS

를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같은 사회적 혜택과 

관련한 것들이 중요하게 나타나며, 셀피, OOTD와 

같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행동에서 나아가 ‘나’의 이

미지, 나를 표현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적 혜택

Fig. 2. Visualization of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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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2) 텍스트 군집 분석결과

핫플레이스에 대한 키워드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

하여 출현빈도 상위 40개 키워드를 대상으로 키워드 

간의 동시 출현빈도를 분석하여 일원 모드 대칭형 

매트릭스를 도출하였다. 전체 키워드를 중심으로 유

사점을 가진 키워드들의 군집을 분석하는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동시 출현노드들 간의 관계

를 파악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는 단어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Lee, 2012). CONCOR 분석은 

노드 간의 상관관계를 반복하여 분석하면서 노드를 

2개의 블록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분류된 그룹의 숫자가 2의 배수가 되는 특징이 

있으며, 4 cluster분석과 8 cluster분석이 가장 추천되

는 방식이다(Kim & Kim, 2016). 즉 실제 키워드들을 

유사한 군집으로 분류함으로써 좀 더 명확한 설명이 

가능한 핫플레이스 요소들의 분류가 가능하다. 분석

결과, 네트워크를 이루는 8개의 군집이 도출되었고 

CONCOR 분석의 두 번째 차원에서 묶이는 군집들이 

서로 인접하게 위치하며 4가지 이슈를 형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한 내용은 <Table 3>과 <Fig. 

3>와 같고, CONCOR 분석 결과는 <Fig. 4>와 같다.

Group A는 ‘맛 탐험’과 관련한 이슈가 나타났고, 

‘맛스타그램’을 중심으로 ‘먹스타그램’, ‘술스타그

램’, ‘푸드스타그램’, ‘맛집’, ‘맛’, ‘먹다’의 음식과 관

련된 카테고리와 ‘오늘’, ‘만나다’의 키워드가 함께 

언급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핫플레이스에서 사람들은 ‘맛’을 탐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친구를 만나는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고, 이동하면서 살아간다. 특

히 상품 물신이 과거보다 교묘해지고 은밀한 형태로 

나타나는 현대 사회에서 도시 곳곳은 소비자를 현혹

하고 유행을 통해 구매 욕망을 자극한다고 하였다. 

Keyword Frequency D.C1) E.C2) Keyword Frequency D.C E.C

Tastestagram 3,435 0.0497 0.4970 Sensitivity 396 0.0084 0.0620

Caféstagram 2,924 0.0436 0.3420 Dessertstagram 394 0.0069 0.0790

Communication 2,791 0.0194 0.4140 Dog 367 0.0038 0.0480

Eatstagram 2,028 0.0334 0.4180 Jeju-Do 364 0.0068 0.0350

Good 1,694 0.0348 0.2550 Christmas 334 0.0114 0.0250

Selfie 1,209 0.0110 0.1980 Taste 331 0.0124 0.0500

Busan 953 0.0130 0.1520 Today 309 0.0129 0.0370

Travel 736 0.0131 0.0890 Weekend 307 0.0083 0.0400

Dailylife 697 0.0126 0.1140 Instagram 299 0.0056 0.0610

Alcoholstagram 673 0.0167 0.0900 Happiness 297 0.0086 0.0390

Date 662 0.0119 0.0960 Itaewon 284 0.0055 0.0400

Photo 650 0.0179 0.0830 Space 274 0.0111 0.0320

Atmosphere 568 0.0135 0.0870 Winter 262 0.0089 0.0310

Foodstagram 560 0.0085 0.1840 Saturday 254 0.0075 0.0290

Parentingstagram 540 0.0062 0.0900 Eat 248 0.0108 0.0340

OOTD 539 0.0070 0.0970 Meet 225 0.0087 0.0190

Seoul 511 0.0095 0.0930 Pretty 218 0.0081 0.0210

Gastronomic restaurant 464 0.0112 0.0830 Street 216 0.0066 0.0230

Daegu 439 0.0098 0.0760 Brunch 209 0.0048 0.0380

Weather 425 0.0147 0.0470 Friends 197 0.0069 0.0270

1): Degree centrality, 2): Eigenvector centrality

Table 2. Results of degree centrality and eigenvector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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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람들이 핫플레이스라는 도시 공간에서 가

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리적 상품이 아니라 음식, 

‘맛’으로 보여진다. 사람들은 도시 곳곳의 맛집을 검

색하고 음식 이미지들은 소비자들을 유혹한다. Ryoo 

(2015)는 치열한 한국사회에서 음식은 소비자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는 

음식을 통한 과시적 소비가 장기 불황과 직업의 불

안정성, 과열 경쟁과 피로, 불안이라는 자본주의적 

삶에 대한 개인의 대응이라고 설명한다. 즉 맛에 대

한 소비자들의 탐방은 허기진 욕망을 채우는 일종의 

대리만족이고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종

의 놀이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비교적 적

은 돈으로 차이의 쾌락을 얻으며, 자기 과시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음식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사람들과 다른 것을 먹는다는 것

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오늘’, ‘누군가와 만나’ 먹는 음

식을 열심히 찍어 공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Group B는 ‘카페에서는 분위기를’로 명명하였고, 

‘카페스타그램’을 중심으로 ‘날씨’, ‘분위기’, ‘서울’, 

‘주말’, ‘예쁘다’, ‘공간’, ‘디저트스타그램’, ‘거리’, 

브런치’의 키워드에 대한 언급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음식에서 ‘맛’을 탐험한 것과는 달리, 핫

플레이스의 카페에서는 ‘분위기’를 소비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핫플레이스의 카페에서는 어떤 맛

을 경험하는 것보다 지금 이 카페에서 ‘주말’을 보내

며 ‘날씨’를 즐기며,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맛보다는 예쁜 공간

이나 예쁜 디저트와 같이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아름

다움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의 신사동 가로수길, 이태원 경리단길, 상수

동 카페골목 등 서울에서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거리

들은 거의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로 이어져 카페거

리로 조성되었을 만큼, 현재 카페는 일상의 습관이

며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잡았다. 브랜드에서부터 개

Keywords Issues

Group 1
Tastestagram (1), Eatstagram (4), Gastronomic restaurant (18), Taste (26), Eat 

(35), Alcoholstagram (10), Foodstagram (14) Group A Culinary exploration

Group 2 Today (27), Meet (36)

Group 3
Atmosphere (13), Caféstagram (2), Seoul (17), Weekend (28), Weather (20), 

Pretty (37) Group B Atmosphere of cafés

Group 4 Brunch (39), Street (38), Space (32), Dessertstagram (22)

Group 5
Selfie (6), Dailylife (9), Good (5), OOTD (16), Instagram (29), Communication 

(3), Busan (7), Daegu (19)
Group C

Happy daily life of ‘me’ 

expressed in images
Group 6

Date (11), Parentingstagram (15), Travel (8), Itaewon (31), Happiness (30), 

Friend (40), Saturday (34)

Group 7 Dog (23), Sensitivity (21), Photo (12), Winter (33), Christmas (25)
Group D Emotional photos

Group 8 Jeju-Do (24)

Table 3. Results of network analysis

Fig. 3. Dendrogram showing 4 Groups formed within 

the clustering of 40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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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카페에 이르기까지 카페 포화 상태에 이른 지금, 

소비자들의 커피에 대한 기호는 다양해지고 개별적

인 취향이 생겨나면서 커피는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

를 반영하는 매개체가 되었다(Lee, 2011). 이에 따라 

다양한 카페가 생겨나고 개인 카페는 독특한 정체성

을 가지고 소비자들을 유혹한다. 프랜차이즈 커피숍

은 편리함과 접근성을 이유로 들지만, 개인 커피숍

은 다양한 인테리어를 체험하기 위해 방문한다는 연

구결과(Ko & Kim, 2018)는 소비자들은 콘셉트가 독

특하고 차별화된 이미지의 카페 ‘공간’의 분위기를 

즐기고자 하는 욕망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핫플레

이스에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거의 없다는 점은 핫

플레이스는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카페가 많은 곳

이면서, 사람들은 그 카페에서 음료보다 그 분위기

를 소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roup C는 ‘이미지로 보여주는 나의 행복한 일상’

과 관련한 이슈가 나타났고, ‘좋다’를 중심으로 ‘소

통’, ‘여행’, ‘부산’, ‘일상’, ‘데이트’, ‘셀피’, ‘대구’, ‘행

복’, ‘토요일’, ‘오오티디’, ‘친구’, ‘육아스타그램’, ‘인

스타그램’, ‘이태원’의 키워드가 함께 언급되었다.

사람들은 핫플레이스에서 공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미지로 보여주며, 그들의 ‘행복’한 

‘일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에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꾸밈이 더해진 가상의 

정체성을 직접 연출, 연기하고,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순간에 자기를 표현할 수 있

다(Kozinets, 2002). 특히 SNS에서는 불특정 다수에

게 자신의 모습을 쉽게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들은 셀피와 오늘 입은 자신의 옷과 같은, 개인이 이

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노출하려는 

성향이 높아지고 이러한 이미지들은 타인에게 ‘좋아

요’를 받고,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핫플레이스에서 오늘 자신의 옷차

림을 보여주려고 하고, 이는 공간이 자신을 돋보이

게 하는 배경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SNS

에서 셀피와 OOTD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이미지 자

체가 소통의 도구로 사용되며, 존재의 확인을 받기 

위한 ‘좋아요’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여행이나 데이트와 같은 것에서부터 육아에 이르기

까지 사람들은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혼자

Fig. 4. Visualization of semantic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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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친구와 함께 있음을 강조한다. 그들에게 

핫플레이스는 일상을 보내는 일상적 장소로 보여지

길 원하며, 동시에 행복을 안겨주는 곳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때 가장 많이 언급된 요일은 토요일이었

으며, 지역으로 부산과 서울의 이태원, 대구가 언급

되었고,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트렌디

한 지역이면서 여행, 일상과도 연관이 높은 곳으로 

보여진다.

Group D는 ‘감성 사진’과 관련한 이슈가 나타났고, 

‘사진’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겨울’, ‘감성’, ‘제

주도’, ‘강아지’의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었다.

핫플레이스는 감성이 있는 공간이며, 사진 역시 감

성이 담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뜨는 핫플레이

스들은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개성 있는 가게들

이 주는 특별함과 같은 감성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핫플레이스마다 고유의 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

기한다(Hwang, 2015). 이처럼 핫플레이스는 독특한 

자신만의 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진은 이와 뗄 

수 없는 존재이다.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의

식보다는 무의식, 이성보다는 감성이라는 주장에서 

볼 때(Hwang & Jeong, 2007), 소비자들은 핫플레이

스에서 느끼는 즉각적인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고 이 

역시 사진에 표현되길 원한다. 수집 시기를 고려할 때, 

연말의 크리스마스와 겨울이 많이 언급된 것으로 판

단되며,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게 감성과 사

진이 중요한 장소로 보여진다. 또한 강아지는 반려동

물로서 사람들에게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이며,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카페나 식당, 여행

지와 같은 공간들이 증가함에 따라 강아지가 핫플레

이스와 함께 많이 언급된 것으로 여겨진다.

V. 결   론

본 연구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현대 도시의 핫플레

이스를 경험하고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정보를 공유하는 소비자들의 

공간소비행동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인스타그램

에서 ‘핫플레이스’ 연관 게시글을 수집하였으며, 의

미연결망 분석으로 이슈를 도출, 분석하였다. 본 연

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핫플레이스에 대한 키워드를 도출한 결과, 

‘맛’과 같은 음식과 관련된 단어, 지역명의 출현빈도

가 높게 나타났고, SNS와 연계되는 단어, 시점을 나타

내는 단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동사와 형용사, 부

사에서는 긍정의 단어, 경험에서 느끼는 감정과 관련

된 단어, 핫플레이스에서 하는 행동과 관련된 단어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중요도에 따른 키워드를 살펴본 

결과, 소통이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서 모든 이

슈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핫플레

이스에서 언급되는 키워드들은 이용자들에게 정보적 

혜택을 주면서, 동시에 제공자인 소비자들에게는 유

희적 혜택과 사회적 혜택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확

인된다. 또한 심리적인 혜택이 위세 중심성 분석에서 

나타나, 정보적 혜택이나 사회적 혜택만큼이나 자기

를 표현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역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핫플레이스에 대한 키워드 간의 관계를 구

조적으로 분류 · 분석한 결과, 핫플레이스의 주요한 

의미 범주로 (1) 맛 탐험, (2) 카페에서는 분위기를, 

(3) 이미지로 보여주는 ‘나’의 행복한 일상, (4) 감성 

사진의 4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핫플레이스에서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물리적 상

품이 아니라 ‘맛’으로 나타났다. 이 때 맛에 대한 소

비자들의 탐방은 허기진 욕망을 채우는 대리만족의 

역할을 하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종의 

놀이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차이의 쾌락을 줄 

수 있는 도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핫플레이스에서 카페는 가벼운 식사나 차를 제공하

는 곳이 아니라 ‘분위기’를 제공하는 곳으로 나타났

다. 프랜차이즈와는 구별되게 독특하고 차별화된 콘

셉트의 카페에서, 음료보다는 그 분위기가 중요한 

소비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사람들에게 핫플레이

스는 일상을 보내는 장소이며 행복을 안겨주는 곳으

로 나타났다. 이 곳에서 찍은 셀피와 오늘 입은 자신

의 옷과 같은 이미지들은 핫플레이스를 배경으로 한 

‘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 공간 역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존재하며, 소통의 도구로 

사용되는 자신의 이미지는 존재의 확인을 받기 위한 

‘좋아요’를 위한 도구가 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이

때 감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핫플

레이스는 감성이 있는 공간이며 사진 역시 감성이 담

겨있어야 한다. 핫플레이스에서 소비자들은 그들이 

느끼는 즉각적인 마음의 상태인 감성이 중요하고, 이 

역시 사진에 담기길 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의류학회지 Vol. 44 No. 5, 2020

– 1032 –

즉, 현대의 소비자들은 핫플레이스에서 맛을 탐방

하면서도 분위기와 이미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음식을 소비하는 데에 있어서

도 사진에 잘 나올 수 있는, 즉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이미지는 SNS에

서 자신의 일상과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타인과의 소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

된다. 일상의 순간순간은 사진으로 남겨지고, 셀피나 

핫플레이스의 음식이나 음료를 찍는 순간에도 타인

과 구별 지을 수 있는, 즉, 타인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

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것

이 중요한 것이다. 이미지 기반의 SNS인 인스타그램

에서는 사진 자체가 ‘나’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쏟아

져 나오는 이미지들 사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

성 있는 ‘셀피’와 ‘OOTD’의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

하게 작용할 수 있다. 패션은 수세기 동안 사회의 특

권층에 한정되어, 신분과 계급을 표현하는 도구의 역

할을 하였다. 그러나 생산체계가 발달하고, 신자유주

의 체제 하에 패션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패션에 대

한 욕망은 대중적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체제를 통해 누구든 

패션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

이 누구나 패셔너블(fashionable)의 기호가 될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차이화를 위한 욕망은 더욱 강화되

고, 자신의 모습이 타인의 인정과 관심의 대상이 되

고자 한다. 즉 핫플레이스라는 공간 속에서도 음식

이나 공간이 가진 1차적인 의미나 사용가치보다 타

인과 자신을 구별 지을 수 있으면서,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상징적인 가치가 더 중

요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대 사회에서 소비는 이제 어

떤 물질의 소유를 의미한다기보다 항상 새로고침되

는 새로움과 경험이 소비의 대상이 되었고, 소비의 

대상들은 모두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기능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는 데에서 의

의가 있다. 또한 현대의 소비자들은 사진과 영상에 

잘 담길 수 있는 새롭고 독특한 도시경험이 구체적

인 물건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

며, 소비자들에게는 타인에게 공유 가능하면서 자신

을 드러낼 수 있는 패셔너블한 경험을 하는 것이 구

체적인 물질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패션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유용한 

전략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소비자들을 이해

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밀착도가 높은 소셜미디어의 

내용을 분석하고 살폈으며,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도출된 키워드를 군집하여 핫플레이스에 관한 실제 

소비자들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

자들의 공간소비행동을 형성하는 이슈들을 파악하

고, 이를 구체화하는 추후 연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성

장세에 있으며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SNS 채널

인 인스타그램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생생한 소비

자의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으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른 SNS 채널을 추

가하고 국내 주요 언론사의 신문기사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핫플레이스와 소비자 

욕망 연구에 유용한 기초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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