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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개인은 단순히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사진

이나 텍스트를 게시함으로써 자신의 취향이나 상태, 지위 등을 남들에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소셜미디어에 관한 연구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소셜미디어

는 자기표현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자신의 일상이나 소비의 결과물

을 게시함으로써 자신의 취향이나 라이프스타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

다. 상품을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자신이 특정 공간을 방문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는, 공간이 가진 상징성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

는 행위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서 자신의 취향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으

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도시 내 공간 중 카페를 방문하는 행위는 일상에서 자신의 주변 공간을 방문

함으로써 만족감을 얻는 하나의 일상적인 여가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기존 카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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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 핫 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고, 고유의 이미지

를 가진 네 지역을 대상으로 삼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의 결과 소셜미디어의 자기표현의 특성과 더불어서 인스타그램 내 카페 게

시물들에 나타나는 카페의 특징은 사진 찍기 좋고, 특색 있는 이미지를 가진 공간으

로 자신의 취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카페라는 공간을 ‘제3의 공간’으로 바라보

았다면, 소셜미디어의 특성과 결합하여 핫 플레이스 내에 위치하고 있는 카페들은 

그 지역의 이미지나 공간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타인에게 보여

주고 싶은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핫 플

레이스 내 카페는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취

향과 지위를 나타내는 문화자본의 하나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소셜미디어, 카페, 공간소비, 텍스트 분석, 핫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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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스마트폰의 발전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자신의 일상을 많은 타인에

게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 사진이나 기록 등으로 

물리적으로 보관되던 개인의 일상에 대한 기록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고, 개인의 네트워크 안에서만 공유되었던 

자신의 일상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게 되

었다. 소셜미디어는 그 발달과정에서 개인의 네트워크 확장과 소셜미디

어에 게시하는 일상에 대한 기록들은 단순히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자신의 취향이나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으

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으로 인해서 하나의 게시물은 개인의 

소비에 있어서 광고 그 이상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정 제품에 대한 게

시물이나 특정 공간을 방문한 후에 남기는 게시물들은 취향에 대한 표현

이자, 타인에게 공간과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남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개성 있거나 독특한 공간과 사

람들이 많이 찾는 소위 핫 플레이스(Hot Place)에 대한 방문이 증가하

고, 이와 같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소셜미디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남들이 모르는 장소에 대한 정보에 제공과 자신

과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방문하고, 사진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공간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공간이 주는 효용에 대한 상상력을 제공하면

서 특정 장소를 방문하기 전 탐색 과정에서 소셜미디어는 다양하고 효과

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나타나는 공간소비의 

특징은 기존 물질이나 경험을 소비하는 것과 같이 소비를 통해서 자기표

현(Self Presentation)의 의도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남들에

게 자신이 특정 공간을 방문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는, 공간이 가진 

상징성이나 이미지가 의미하는 바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행

위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서 자신의 취향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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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급호텔을 방문 후에 남기는 게시물은 자신

의 지위나 경제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과시적 자기표현으로 나타나고, 

소셜미디어상에서 유명한 공간이나 남들이 모르는 자신만의 공간에 대한 

게시물은 자신이 소위 트렌디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로 나타

나고 있다. 즉, 소셜미디어의 발달과 소셜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자기표

현의 특성으로 인해서 개인의 일상을 더욱 쉽게 남들에게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단순히 커피를 마시거나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방문하던 카페

는 자신의 취향이나 라이프스타일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은 양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공간 중 하나는 카페라고 

볼 수 있다.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방문하는 공간이 아닌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방문하기 위한 공간이다. 올덴버그는 ‘제3의 공간’

의 대표적인 공간인 카페는 개인의 사적인 행위와 공적인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언급하며, 도시 내에 개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특

별한 공간이라고 언급했다. 단적인 예시로 인스타그램에 ‘카페’를 검색하

면 음료나 음식의 사진보다는 카페 인테리어나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게시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카페 방문 후 소셜미

디어에 게시물에 자신의 사진이나 공간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공간

이 가진 상징성, 의미 등을 통해서 자신의 취향과 정체성 등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행위로 보이며, 소셜미디어의 확대로 인해서 카페는 자신의 일

상을 통해 타인에게 자기를 표현하고 자신만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하

나의 공간이 되기 시작했다.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통해 의미가 부

여되는 공간의 소비는, 소비행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자

기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호텔과 같은 

사치재의 특성을 보이는 공간 방문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표현하는 모습

은, 명품을 소비한 후의 ‘과시 행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1) 

1) 김미영, 김지희,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통해 본 과시적 자기표현 공간으로서 서울 

고급호텔｣, 서울도시연구, 2018, 제19권(제1호), 101-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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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카페에 관한 연구는, 비공식적 공공생활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제3

의 공간(Oldenburg, 2019)으로서의 특성에 주목하거나, 소통, 힐링, 문

화소비의 공간과 같은 기능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주목한 제3의 공간이나 카페가 가지고 있는 ‘제3

의 공간’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소셜미디어의 특성과 결합하여 

단순한 소비의 대상으로서의 카페에 집중하여 최근 핫 플레이스라고 불

리는 지역의 카페들이 소비 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게시물들을 통해

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소셜미디

어 서비스 중 인스타그램에 나타난 서울시 내 카페 관련 게시물에 포함된 

해시태그 및 게시물에 포함된 텍스트를 분석하여 카페 관련 게시물들을 

통해서 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게시물과 해

시태그에 포함된 텍스트를 수집하여 이중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표

현은 무엇인지와 각 단어의 동시 출현 빈도, 표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

해 텍스트 의미연결망 분석(Sematic Network Analysis)과 CONCOR 

분석(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Analysis)를 통해서 이

를 분석하고 게시물에 포함된 이미지의 유형을 분석하여 이를 알아보고

자 한다. 이를 통해서 소셜미디어에서 나타나는 텍스트를 분석하고, 지

역별 이미지의 차이는 무엇인지, 게시물을 통해서 개인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이미지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카페 관련 게시물에 나타나는 자기

표현의 성향은 지역의 이미지를 반영하여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

며 표현하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 또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를 통해

서 기존 카페들이 가지고 있던 제3의 공간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카페의 

상품의 기능을 중심으로, 공간을 소비하는 개인이 소비를 통해서 표현하

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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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소셜미디어와 공간소비 

과거 소비공간 또는 공간소비로 불리는 개념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단

순한 소비 활동이라는 좁은 의미로 표현되었지만, 최근에는 상품의 소비

가 이뤄지는 공간을 넘어서 공간에 대한 의미해석을 통한 공간 자체를 소

비하는 행위를 일컫고 있다.2) 공간소비는 공간 자체가 가진 이미지와 상

징성, 기호 등을 소비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소비

의 양상은 과거 물질 소비의 양상과 비슷하게 공간이 가지고 있는 추상화

된 기호에 대한 소비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간이 소비되는 과정에 

있어서 공간이 가진 기능과 더불어 공간이 주는 기호와 이미지, 차별성 

등이 중요해지고, 소비로 이어지면서 공간을 소비하는 행위 자체가 현대 

소비문화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도시 내 사적 공간의 증가

로 인해서 공간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특정 공간이 가진 지리적 유일

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공간이나 독특한 자신만의 공간을 찾

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소비의 사회라고 불리는 현대사회에

서 사적 공간의 증가는 특정 공간을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취향,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자 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3) 이러한 변화와 더불

어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자신이 방문한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표

현하는 행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공간을 방문한 후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경험을 말을 통해 전달하거나 

개인이 순간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 혹은 당시의 모습을 담았던 사진을 찍

는 행위를 통해서만 소비의 결과물을 간직하거나 전달할 수 있었지만, 

2) 전해은, 이기춘, ｢현대소비공간과 소비행동:동대문 쇼핑몰의 소비문화적 의미분석｣, �소

비자학연구� 제13권(제2호), 2002, 99-100쪽.

3) 박가람, 이인재,｢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을 적용한 도시여가공간의 소비에 관한 연구｣, 

�동북아관광연구� 제14권(제4호), 2018,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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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개인의 일상적 경험을 

게시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했다. 즉, 과거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었

던 소비의 결과물을 남들에게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 기능

들로 인해서 단순히 경험이나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을 소셜미디어에 다시 게시하는 것에 만족하는 행위까지 확장되게 되었

다. 소셜미디어와 같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고려

하여 좋은 인상을 나타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다.4) 

특히 3세대 소셜미디어의 경우 같은 취향을 공유하는 집단 간의 제한적

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버티컬 SNS5)라는 이전 세대의 소셜미디

어 플랫폼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서 

자신만의 게시물을 통해서 집단 내 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 같은 취향을 

가진 집단 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두고 있다. 3세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자신만의 취향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정 

게시물을 통해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자

기표현의 성향은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현실 공간에서보다 더 뚜

렷하게 소셜미디어상의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개인의 일상적 경험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으며 

개인이 방문하는 특정 공간이나 공간에 방문한 게시물을 게시함으로써 

공간이 가진 이미지에 자신을 반영하여 자신의 취향이나 상태 등을 표현

하는 행위가 특히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소비하는 행위를 소셜미

디어에 게시하는 행위는 자신의 취향과 지위를 반영한 표현을 게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명품과 같은 제품을 구매 후 소셜미디어상에 게시하

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기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강보라(2018)

는 맛집 방문 후 남기는 음식 사진인 ‘먹스타그램’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4) 김미영 ․ 김지희, 위의 글, 105-106쪽.

5) 트위터나 페이스북처럼 다양한 정보와 기능을 나열해 백화점식으로 공유하는 것과 달리 

특정 관심 분야만 공유하는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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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닌 인스타그램에 맛집에 방문한 사진이나 음식 관

련 사진을 올리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6) 김미영, 김지희(2018)는 인스타그램에서 

나타나는 고급호텔 방문 후의 게시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소셜미디어

가 가지는 자기표현이라는 특성과 고급호텔이라는 특정 공간의 특성이 

결합하여 고급호텔 방문 후 남기는 게시물에는 자기과시의 성향이 강하

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7) 즉,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개인의 일상적 경

험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으며 개인이 방문하는 

특정 공간이나 공간에 방문한 게시물을 게시함으로써 공간이 가진 이미

지에 자신을 반영하여 자신의 취향이나 상태 등을 표현하는 행위가 적극

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 공간소비의 대상으로서 카페 

카페는 프랑스어로 커피를 뜻하는 ‘Cafe’라는 단어에서 시작되었다. 

17세가 말 무렵 유럽에 커피가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길거리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가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당시 프랑스에 문화를 바꾸

었다. 거리에 자유롭게 들리 수 있는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할 수 

있는 커피를 마시는 공간인 동시에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었다.8) 이러한 카페에 관해서 독일의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는 공론장 논의에서 유럽의 커피하우스(Coffe-house)는 커

피나 차를 마시며 일상적인 대화에서부터 정치적 논의를 나누는 장소이

자 시민 참여와 만남의 장소, 귀족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을 

나누는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6) 강보라, ｢SNS상의 이미지 생산과 의미에 관한 연구 : ‘먹스타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영

상문화�제33호, 2018, 25–26쪽.

7) 김미영 ․ 김지희, 위의 글, 110-111쪽.

8) 크리스토프 르페뷔르, �카페를 사랑한 그들�, 강주헌 역, 효형출판, 2008,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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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카페라는 공간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사

람들의 만남이나 대화와 토론과 같은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삶을 공유하는 중요한 장소로서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공공영역이 사유화되고 지역사회가 폐쇄적인 모습으로 변한 현

대도시에 얼마 남지 않은 도시의 사회적 활동이 이뤄지는 공공장소의 기

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카페에 관한 연구들은 이러한 카페의 

공공장소 기능에 주목하여 그 안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의사소

통 등 다양한 활동들로 인해서 도시 내 공간에 있어서 카페가 가지는 중

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특히 레이 올덴버그(Ray Oldenburg) 카

페는 비공식적인 공적 활동이 이뤄지는 비공식적 공공장소로 도시공간에

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휴식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치적, 문화

적, 사회적 기능을 충족시키는 고유의 장소적 기능을 하고 있다.9) 이러

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대화는 더욱 풍부한 도시 생활을 구성하는데, 카

페나 술집과 같은 ‘제3의 공간’들이 주는 이점에 대해서 올덴버그는 가정

이나 집과는 다른 사회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 이뤄지는 장소이며 이러

한 특징으로 인해서 개인의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적 관계

의 다양화를 통해서 보다 능동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보고 

있다. 카페의 ‘제3의 공간‘의 기능과 더불어 최근 주목해야 하는 카페의 

기능은 자기 표현적 카페의 기능이다. 카페는 개인의 업무나 휴식을 위

한 공간이나 대화와 사교를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개인의 생활

양식(일상)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자신의 문화적 취향과 

같은 문화자본과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수단이자 자기를 표현하는 공간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10) 카페는 대화를 나누거나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업무나 과제 등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남들에게 표현하고, 

남들의 시선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이다. 그 안

9) 레이 올덴버그, �제3의 장소 �, 김보영 역, 풀빛, 2019, 73-80쪽.

10) 김덕수 ․ 권준범, ｢카페 이용의 리듬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제31권(제6

호). 2015,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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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어나는 대화와 개인의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자신이 원

하는 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자기 연출과 체면과 처신이 이뤄지는 공간이

라고 볼 수 있다. 즉, 카페는 개인이 특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공간이 되기 시작했다.

카페를 방문하는 것이 여가의 일부분이 되기 시작하면서, 카페는 물질

을 소비하는 개인의 욕구와 같이 자신의 지위나 취향을 표현하는 수단으

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카페의 이용자들이 상품으로서 공간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효용은 그것이 가진 문화적 상징을 타인과 공유하거

나 남들과 다른 문화적 상징을 소비했다는 만족감을 얻는 것이다. 즉, 도

시 내 일상적인 공간(자신의 주변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공간상품

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상상력으로 구성된 공간에 대한 취향을 가지게 되

고 특정한 공간에 방문하는 것은 자신의 취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

다.11)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카페의 음료나 음식에 대한 기대감보다 

카페의 분위기나 분위기가 주는 만족감을 기대하고 방문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소비의 대상으로서 카페는 물질과 같이 자신의 위치나 취향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분위기 있고 특색 있

는 카페를 방문하는 행위는 개인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자신의 

취향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들로 인해

서 카페라는 공간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취향이나 개성을 드러내는 이

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단순히 카페의 이미지를 소비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트렌드와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증 릴레이

를 펼치고 있으며 예쁜 카페에 방문하여 특별한 공간처럼 느껴지게 꾸며

진 인테리어를 배경 삼아 사진을 찍고, 예쁜 디저트를 주문하여 인증사

진을 찍는 대중들이 많아졌다. 카페라는 공간이 가진 고유의 기능과 특

11) 박가람, 이인재,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을 적용한 도시여가공간의 소비에 관한 연구｣, 

�동북아관광연구� 제14권(제4호), 2019, 113–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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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들로 인해서 소비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는 당시의 감정을 느낀 게시물

이나 공간을 방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시물이 많게 나타난다. 카페와 

비슷하게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어 포스팅하는 행위는 단순히 그 공간을 

방문했다는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방문

한 여행지의 분위기나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자아나 정체성, 이미지, 

자신의 문화자본을 표현하는 행위가 되며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자신

의 방문한 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 된다. 카페라는 공

간은 카페라는 공간이 가진 이미지나 자기표현 등의 기능으로 인해서 다

른 유형의 공간(예: 맛집 등)과 다르게 관광지와 같은 여행지와 비슷한 

성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관광지에 방문하여 자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찍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기대하는 자기 모습을 표현하는 

행위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 행위가 카페를 방문하고 나서 올리는 게시

물들에도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소셜미디어는 특정 공간을 경험한 후

에 자신의 감정이나 소감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기에 이런 카페 

방문 후에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는 소셜미디어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자

기표현의 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III. 연구의 방법

1. 연구과제 설정

기존 카페 관련 선행연구들은 “제3의 공간”으로서 카페의 기능에 주목

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개인들의 행위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그 안에서 이뤄지는 행위들이 남들과의 대화와 같은 사회적 행위나 개인

적인 업무나 공부 등의 활동이 이뤄지는 사적인 공간이자 공적인 공간으

로 카페를 바라보고 있다. 즉, 카페는 다른 공간들과 다르게 그 안에서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이나 자기표현과 같은 사회적인 활동들이 일어나

는 공간으로 보고 있으며, 관광이 일상화되고, 사진을 남기기 위해 예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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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분위기 있는 카페를 방문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지금 

카페를 소비의 대상으로 바라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소셜미디어와 

공간소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 중 카페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인스타

그램에서 카페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이뤄지며 이를 통해서 형성된 카페

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에 방문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

구들이 대부분이다. 자기표현의 성향이 강한 게시물이 특정 공간소비 후 

남기는 게시물에도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일상적인 공

간이자 다양한 행위들이 이뤄지는 카페가 단순한 공간소비를 목적으로 

카페를 방문 후 방문한 사람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분석하

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상에 카페 방문 후 남기는 게시물들에 대한 분석

이 필요하다. 소셜미디어와 공간소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 중 카페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인스타그램에서 카페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이뤄

지며 이를 통해서 형성된 카페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에 방문 의도에 어

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자기표현의 성향이 강

한 게시물이 특정 공간소비 후 남기는 게시물에도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들을 통해서 볼 때 특정 목적을 가진 공간이 아닌 일상적인 공간이자 다

양한 행위들이 이뤄지는 카페가 단순한 공간소비를 목적으로 자기의 지

위나 취향을 나타내는 공간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상에 카페 

방문 후 남기는 게시물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카페라는 공간에 대한 소비패턴이나 소비 후 

행동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자기표현이라는 관

점에서 소셜미디어상의 공간소비 패턴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카페라는 단순히 식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다양한 행위들이 

일어나고 지역의 이미지를 강하게 반영하는 공간이 소비의 대상이 되면

서 소비 후에 게시물들이 자기표현에 있어서 어떠한 표현들이 나타나는

지를 소셜미디어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관광지나 

고급호텔과 같은 특별한 공간에 나타나는 소비의 결과물들이 도시 내 일

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카페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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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공간소비 상품으로서의 카페와 소비

의 결과물인 소셜미디어상의 게시물에서 나타나는 자기표현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의 선정 

본 연구는 현재 서울시 내의 대표적인 핫 플레이스로 불리는 을지로와 

가로수길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에서 나타나는 공간소비의 양상을 파악

하고자 한다. 

을지로의 경우 과거 금형산업 등과 도심 내 소규모 공업지역이라는 이

미지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예술가들의 유입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서 과거 공업지역의 외관을 유지한 채 건물 내부에서 변화된 상업활동으

로 인해서 지역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곧 떨어질 것 

같은 간판과 공업사와 산업재료를 판매하던 가게들의 간판들은 그대로 

있지만, 그 안에 새롭게 자리 잡은 카페나 술집, 식당 등이 사람들의 방

문을 이끌어 내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흐름과 더불어서 

2019년 기준 을지로는 37%의 요식업 관련 업종이 차지할 만큼 을지로는 

젊은 세대들이 예전에 풍경을 담은 거리나 빈티지한 인테리어의 카페. 

음식점 등을 방문하게 되면서 거리의 활성화를 띄고 있다.12) 을지로에 

있는 이런 공간들은 대부분 옛날 모습을 유지하고, 예전 허름한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고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이 쉽게 

찾기 힘들고 다수의 매장이 간판을 두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에 소

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와 확산이 어느 지역보다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13) 

  가로수길이 자리를 잡은 신사동은 한남대교와 강남대로로 이어지는 

12) “보물처럼 숨은 멋진 공간들…. 을지로 뒷골목에 뉴트로 바람”, 한국일보, 2018.08.29.

13) 김은택 ․ 김정빈 ․ 금경조, ｢인스타그램 위치정보 데이터를 이용한 을지로 3,4가 지역 활

성화의 실증분석｣, �서울도시연구� 제20권(제2호), 2019, 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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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과 강북의 연결점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1990년대에는 화랑들이 곳

곳에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강남이라는 지역의 특색과 맞춰 그림을 소비

하고자 하는 부유층들을 대상으로 한 화랑 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후 다양한 상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상업 공간과 카페나 술

집과 같은 공간들이 혼재되기 시작했다. 가로수길은 상업 가로로서의 성

격이 강하며 과거 낮은 건물에 있는 분위기 있는 식당과 카페가 있는 지

역이라는 성격은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 지역의 정체성과 독특한 매력에 

끌려 방문했던 사람들보다 애플 팝업스토어, 다양한 브랜드들의 팝업스

토어 뿐만 아니라 점차 고급화된 베이커리나 브런치 카페에 끌려 방문하

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14) 

두 지역 모두 미디어나 인스타그램에서 노출 빈도가 매우 많은 지역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카페 관련 게시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

이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서 볼 때 을지로와 가로수길은 가지고 있는 지

역의 특성이나 개성은 지역적 특성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으며 개인이 방

문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른 요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

다. 소셜미디어상에서 공간소비의 양상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지역 카페 관련 게시물의 해시태그

를 분석함으로써 두 지역을 소비한 소비자가 소비 결과물을 통해서 나타

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3. 분석 방법 

소셜미디어 중 인스타그램은 이미지와 해시태그(#)를 통해서 게시자

가 남기고 싶은 내용을 저장한다. 특히 해시태그는 다른 이용자들이 검

색하기 편하도록 간단한 단어로 표현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다른 

SNS와 달리 적은 양의 텍스트를 남기기 때문에 자신이 남기고 싶은 내용

14) 신현준, 이기웅, �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푸른숲, 2016, 251-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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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다 명확하고 명료하게 남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기존 인스

타그램 연구들은 해시태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게시물을 남긴 사람의 감

정을 분석하거나, 여행지 추천 알고리즘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15)즉, 게시물에 나타나는 텍스트(해시태그 등)들은 기존 

SNS가 문장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표현하고, 자신과 같은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더 정보에 쉽게 도달하도록 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분석하는 것은 결국 이미지를 제외하고 소셜미디어상

에 개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해시태그와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서 텍스트마이닝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특정 지역의 카페 게

시물들에 빈도가 높거나 다른 단어들과 연결성이 높은 단어를 분석하고, 

CONCOR 분석을 통해서 단어 네트워크 사이의 형성되는 군집 분석을 통

해 게시물들 상에 단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소셜미디어 분석에 있어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텍스트를 정제하

고 이를 분석하는 텍스트 마이닝(Text-mining)이라고 볼 수 있다. 텍스

트 마이닝은 축적된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에 필요한 유용한 정

보를 추출하는 것으로, 자연어로 구성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패턴

이나 관계를 추출하는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기

술을 기반으로 한다. 기존 텍스트 분석에서 이용했던 내용분석은 연구자

의 주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관에 의해 분석의 틀이 달라질 

수 있기에 타당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

해 제시된 방법론으로 텍스트의 네트워크 구조를 반영하여 분석하는 것

15) 이애리, 이주원. ｢소셜 빅 데이터를 이용한 상권 확장 트렌드 및 소비 트렌드 분석 ｣, 

�e-비즈니스연구� 제19권(제6호), 2018, 4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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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근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키워드 네트

워크 분석 중 하나인 의미연결망 분석은 언어로 구성된 텍스트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의미가 있는 단어들을 추출하고 그들 간에 구성되는 의미

와 개념적인 의미 연결 관계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분석이다. 

이렇게 구성된 네트워크는 문장 속 단어들의 출현 및 동시 출현 빈도와 

관계를 확인하여 문장과 단어에 내재하고 있는 의미 혹은 개념을 파악하

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텍스트 

관련 분석 방법이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을 중심으로 하고, 많은 노동

력과 시간이 필요했다면 의미연결망 분석은 이러한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를 분석하여 기존 텍스트 분석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라

고 볼 수 있다.16) 의미연결망 분석에서는 특정 유목을 가정하지 않은 상

태에서 단어들의 빈도와 한 문장 안에서 동시에 사용되는 단어들의 관계

를 통해 각 텍스트의 의미화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 단어들의 등장 빈도

와 관계는 텍스트(문장)에서 강조되는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고 단어들

의 결합을 통해 특정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향을 보여 줄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인스타그램 내 해시태그와 텍스트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함

으로써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표현과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표현이 무

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특정 지역에 있는 카페들의 게시

물들을 통해 나타나는 표현 중에서 핵심적인 표현을 분석하고자 한다. 

2) CONCOR 분석(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의미연결망 분석과 더불어서 텍스트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

석인 CONCOR 분석(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은 각 

단어 간의 이슈 및 용어의 중요도를 확률적으로 생성하여 분석하는 방식

이다. 즉, 연구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그룹화된 단어들의 관계는 한 단어

16) 박한우, Loet Leydesdorff,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

용｣,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6권(제5호), 2004, 1,378- 

1,379쪽.



소셜미디어를 통해 본 서울시 핫 플레이스 카페의 공간소비 양상 분석 | 오세진, 장원호  193

의 발생이 또 다른 단어의 발생을 표시해 줄 것이라는 가능성을 CONCOR 

매트릭스를 통해 표현된다.17) 텍스트의 한 단어 발생이 또 다른 단어의 

발생을 표시해 줄 가능성에 대해서 매트릭스를 통해서 표현되는 방식으

로 중심성 분석 이외에 네트워크 내 하위집단을 이루는 단어 간의 관계와 

구조적 분석에 활용된다. 각 노드의 연결점을 찾고 관계를 파악하여 유

사한 집단끼리의 클러스터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연결망 내의 노드들이 

서로 어느 정도 같은 유형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구조적 등위

성(Structural Equivalence)를 분석할 수 있다.18) 구조적 등위성은 한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단어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동

일한 관계나 등장 패턴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분석하는 것은 유사한 지위

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그룹화하고 그 그룹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CONCOR 분석의 장점은 대량의 텍스트나 단어에 대해

서 요약정보를 구성하면서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동시 출현 확률을 

통계적으로 계산하여 매트릭스를 구성함으로써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

가 담고 있는 이슈와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중심성을 분석하는 것은 단순히 네트워크 내에 영향력이 강

한 단어나 네트워크 구성에 영향을 주는 단어에 대해 분석이 가능했다면 

CONCOR 분석은 네트워크 내 영향력과 상관없이 특정 단어가 등장할 시

에 함께 등장할 가능성이 큰 단어들을 주변에 묶어 매트릭스를 형성하여 분

석하기 때문에 하위 단어들의 등장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ONCOR 분석을 통해서 앞서 살펴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는 다르

게 각 단어의 동시 출현 빈도를 파악하고, 이를 네트워크화하여 각 단어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단어 간 군집을 

파악하고, 단어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17) Wasserman, S., and K. Faust,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1994, pp.123–125.

18) 조성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블록체인 트렌드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제11권(제5호), 2018, 5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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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

인스타그램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Python 프로그램의 BeautifulSoup 

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2021.05.06.~2021.06.03.까지의 관련 게시물

을 수집하였다. 각 지역과 유형 별로 약 5,000개에서 약 7,000개의 데이

터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서는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가 필수적이다. 정형화되지 않은 텍스트 데이터를 의미 있

는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와 같은 문장 기호나 ‘을’, ‘를’과 같은 조

사를 전체 텍스트에서 걸러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

서는 ‘형태소 분석’이라 불리는 자연어 처리 과정이 필수적이다. 형태소 

분석이란 어떤 대상의 어절을 최소의 의미 단위인 ‘형태소’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Python 패키지인 형태소 분석기인 KonPly 

이용하였다. 

<표 1> 일반 게시글의 형태소 분석 결과

해시태그 

일반 개시글 #을지로카페 #힐링 #데이트 #라떼 #케이크 #디저트 #♥♡..........

형태소 분석 ‘을지로’, ‘카페’, ‘힐링’, ‘데이트’, ‘라떼’, ‘케이크’, ‘디저트’

<표 2> 문서단어행렬(Document-Term Matrix)의 예시

 가로수길 카페 데일리, 일상 신사동

가로수길 카페 0 2871 1101

데일리, 일상 2871 0 1221

신사동 1101 1221 0

<표 2>의 예시처럼 단어별 동시 출현 빈도를 계산한 문서단어행렬

(Document-Term Matrix)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Ucinet

을 이용하여 단어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각 단어가 연결망에서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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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프리만(Freeman, 

1979)의 중심성 개념 정리와 측정 방법을 토대로 계량화한 지표인 연결 

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위세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을 살펴보았다.19) 연결 정도 중심성은 네트워크상에서 얼마나 많은 연결

이 이뤄지는지를 나타낸다. 하지만 연결 중심성만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각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20)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 각 단어 간의 관계 파악을 위해서 위세 중심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

다. 위세 중심성은 자신의 연결 정도 중심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영향력과 

자신과 연결된 다른 단어와의 영향력을 합하여 결정된다. 위세가 높은 

노드들과 관계가 많을수록 자신의 위세 또한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 단어 간의 Ucinet과 함께 패키지 되어 있는 

NetDraw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여 연결 중심성을 분석하였

다. 또한, 각 단어 간 그룹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CONCOR분석을 

실시하여 각 단어 그룹의 관계와 단어 그룹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IV. 분석 결과

1. 각 지역 카페 관련 게시물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1) 을지로 

‘을지로 카페’ 관련 게시물 단어의 빈도수를 살펴보면 ‘감성’, ‘힐링’, 

‘분위기’ 등 공간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레트로’, ‘힙지로’ 등 을지로의 이미지를 설명하는 단어들도 높은 빈도로 

19) Freeman, L.C.,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 Social 

Networks, 제1권, 1979, pp. 220–221.

20) Wasserman, S., and K. Faust,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1994, pp.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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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을지로 카페’ 검색 결과의 단어 출현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을지로 카페 3,871 8 레트로 1,482

2 데일리,일상 1,070 9 빈티지 809

3 감성 1,962 10 데이트 926

4 힐링 1,659 11 인테리어 949

5 분위기 1,210 12 셀카 761

6 충전 1,119 13 코디 818

7 힙지로 1,079 14 예쁨 938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을지로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게시물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을지로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인 기존 오래된 점포들과 같은 맛집의 존재 역

시 ‘맛집’이라는 키워드가 상위 빈도를 차지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세운상가’, ‘청계천’ 등 주변에 있는 장소에 대한 언급도 등장하고 있다.

<그림 1> 을지로 카페의 키워드 네트워크

 을지로의 연결 중심성을 살펴보면 ‘감성’, ‘힐링’이라는 단어의 중심성

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위세 중심성을 살펴보면 연결 중심성의 순위보

다 ‘데일리, 일상’, ‘힙지로’, ‘레트로’등의 단어가 순위가 높은 것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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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을지로 카페의 의미연결망 분석(연결 중심성, 위세 중심성) 결과

연결 중심성 위세 중심성 연결 중심성 위세중심성

--- --- --- 인테리어 10.539 9.663

데일리,

일상
12.119 30.442 셀카 10.249 21.224

감성 18.402 37.037 코디 10.018 10.525

힐링 13.991 32.740 인테리어 10.539 9.663

분위기 13.020 29.112 셀카 10.249 21.224

충전 12.608   23.074 좋음 9.809 15.544

힙지로 12.235   26.786 맥주 7.827 10.378

레트로 12.211   29.064 힙  7.786 30.478

있다. 일상, 힙지로, 레트로와 같은 단어의 영향력이 다른 단어와 연관되

었을 때 네트워크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결 중심성과 위세 중심성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을지로 카페 관련 게시물

들의 나타나는 특징은 지역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며, 

일상, 지역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단어와 다른 연결 중심성이 강한 단어

들과 함께 등장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을지로 카페’의 CONCOR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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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OR 분석의 결과로 형성된 단어의 군집을 볼 때 검색어인 ‘을지

로 카페’와 함께 묶인 단어는 ‘힙’과 ‘느낌’이라는 단어임을 볼 수 있다. 

군집을 볼 때 ‘을지로 카페’와 가장 근접하게 묶인 ‘힙’, ‘느낌’이라는 단

어를 볼 수 있다. 이는 을지로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힙’하다

라는 표현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느낌이라는 단어는 지역의 카페가 

주는 독특한 느낌에 대한 이미지를 반영한 단어로 볼 수 있다. 

일상과 근접한 힙지로, 셀카, 레트로, 감성, 힐링의 단어는 자신이 카

페를 방문하고,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일상을 표현한 게시물에서 나타

내고자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힙지로와 레트로는 을지로를 상

징하는 대표적인 단어이며 이를 통해서 볼 때 을지로의 장소성을 반영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위 분석의 결과로 살펴보았을 때 소셜미디어에 표

현되는 을지로 카페는 지역의 장소성을 반영한 표현이 높은 빈도로 등장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을지로의 카페는 지역의 장소성을 소비하

고자 하는 목적의 방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가로수길

<표 5> ‘가로수길 카페’ 검색 결과의 단어 출현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가로수길 카페 3,481 9 브런치 544

2 신사동 1,135 10 주말 434

3 압구정 1,039 11 평일 592

4 일상, 데일리 1,037 12 여유 568

5 느낌 919 13 맛있음 561

6 감성 1,046 14 분위기 488

7 애플 715 15 예쁨 475

8 아침 622 16 케이크 400

가로수길 카페 검색 결과로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를 살펴보면 근처 지

역인 ‘압구정’과 ‘신사동’에 대한 표현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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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상, 데일리’라는 단어의 등장 빈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상과 관련한 단어뿐만 아니라 ‘애플’, 

‘쇼핑’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로수길

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의 매장과 현재 가로수길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점포인 애플의 팝업스토어로 인해서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

다. 또한, 브런치와 여유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현재 새롭게 생기는 카페들이 브런치와 같은 메뉴를 판매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를 경험하기 위해 가로수길에 방문하는 빈도

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21)

<그림 3> ‘가로수길 카페’ 검색 게시물의 키워드 네트워크

가로수길의 의미연결망 분석을 살펴보면, 지역을 나타내는 단어 이외

에 ‘감성’, ‘느낌’ 등의 단어가 연결 중심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애플’,‘브런치’ 등의 단어가 위세 중심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다른 단어들과의 함께 등장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인스타그램 내에서 표현되는 가로수길의 이미지는 상업 가

로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1) “브런치의 힙한 감성 ‘브런치’ 하실래요?”, 매일경제,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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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로수길 카페’ 검색 게시물의 의미연결망 분석(연결 중심성, 위세 중심성) 결과

연결 중심성 위세 중심성 연결 중심성 위세중심성

--- --- 브런치 9.440 20.892

신사동 21.712 50.523 주말 9.385 15.783

압구정 16.132 34.970 평일 9.177 19.498

일상, 데일리 14.122 36.051 여유 9.070 16.841

느낌 12.828 28.662 맛있음 8.696 9.992

감성 12.412 29.642 분위기 8.394 10.052

애플 10.232 21.258 예쁨 7.922 11.551

아침 9.883 15.905 케이크 7.889 9.996

<그림 4> ‘가로수길 카페’의 CONCOR 분석 결과

CONCOR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맛있음’,‘예쁨’,‘분위기’ 등의 단어

가 하나의 단어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가로수길 

카페와 근접하게 위치한 단어들은 ‘감성’,‘휴일’ 등의 단어로 나타나고 있

는데, 이는 가로수길 카페의 이미지를 반영한 단어로 보이며 ‘애플’이라

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것은 빈도에서도 나타났듯이 가로수길에 현재 

가장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매장이며 이와 같은 점이 인스타그램 내에도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상과 근접한 단어들을 살펴보면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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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여유’ 등의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가로수길은 과거 예술가나 디자이너 같은 사람들이 운영하던 카페에서 

트렌드를 반영한 브런치 카페와 같은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

은 점이 인스타그램 내에서도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분석 결과 해석

텍스트 분석의 결과 공통으로 많이 나타나는 단어와 중심성이 강한 단

어는 ‘데일리’,‘일상’이라는 단어이다. 일상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자신이 카페를 방문하는 행위가 특별한 행위가 아닌 일상적인 행위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어떠한 지역의 카페를 방문하고 남긴 게시

물에 일상과 관련된 단어의 등장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카페를 방문

하는 행위가 일상적 여가(Casual Leisure)의 하나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일상적 여가는 특별한 훈련이나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만족감을 얻게 하는 행위로 최근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비용

을 들여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 이외에도 자신의 주변 공간에서 이러한 만

족감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을지로의 경우 ‘레트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지역의 이미지를 반영한 단어들

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스타그램의 게시물들이 

지역의 이미지를 포함한다는 것이며 카페를 방문 후에 느끼는 이미지가 

지역의 이미지와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카

페는 다른 공간들과 다르게 지역의 이미지를 강하게 나타내는 공간이자 

특정 지역에 있는 카페를 방문할 시에 개인이 기대하거나 표현하고자 하

는 공간의 이미지는 지역의 이미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가로수길의 경우 을지로와 다르게 ‘브런치’,‘여유’ 등의 단어가 자주 나

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이미지를 직접 반영한 단어이기보다 가로수길

에 생겨나고 있는 브런치 카페에 방문한 후 남기는 게시물의 빈도가 높다

는 것이며, 여유란 단어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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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 카페를 방문함으로써 자신이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하나

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브런치 카페의 의미는 여

유롭게 아침과 점심 사이에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음식과 음료를 먹으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22) 과거 가로수길에서 운영되

던 카페들은 디자이너나 예술가들이 운영하여 그 특유의 분위기를 보여주

고 있었지만, 최근 가로수길의 생기는 카페들은 브랜드가 운영하는 카페

이거나 카페에서 간단한 식사도 해결할 수 있는 브런치 카페가 늘어나고 

있다. 가로수길의 경우는 을지로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이 지역에 카페를 

방문하는 목적은 브런치 카페나 디저트 카페, 고급스러운 카페 등을 방문

하면서 개인의 취향보다 자신이 이러한 공간에서 여유롭게 음료를 마시

고 있을 수 있다는 자신의 상태를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CONCOR 분석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자주 등장하는 일

상이라는 단어와 함께 단어 집단을 형성하는 단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은 카페 방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른 단어와의 관

계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이 남들에게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는지를 볼 수 

있다. 을지로의 경우 ‘레트로’, ‘감성’ 등의 단어가 일상이란 단어와 집단

을 형성하고 있고, 가로수길의 경우 ‘브런치’, ‘여유’ 등의 단어가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을지로의 경우 자신의 일상과 함께 나타나는 표현이 지역의 장소성을 

표현하는 단어로 자신의 일상생활이라고 표현하는 을지로 카페의 방문은 

자신의 취향이 트렌디하고 힙한 것을 일상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로수의 경우는 브런치와 여유라는 단어가 일상이라는 

단어와 집단을 이루는 것을 볼 때 이 지역의 카페를 방문하고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은 가로수길에 있는 카페

22) 김선욱, 배금광, ｢브런치 카페의 업종에 따른 소비자의 선호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 가격민감성을 조절변수로｣, �한국조리학회지� 제25권(제6호), 2019, 118-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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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브런치를 먹으며 여유를 보내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

으로 보인다. 

텍스트 분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지역마다 소비의 결과물

을 통해서 개인이 소셜미디어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차이를 보이지만, 

기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이미지들과 결합하여 자신을 표현하

고자 하는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 카페에 관한 연구에서 주장하

던 사회적 기능이나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소셜미디어상에 소비의 결과물을 게시함으로써 기존 

상품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특정 지역의 카페들은 ‘제3의 공간’의 기능과 더불어 상품으로서 받아들

여지고 있으며, 이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제3의 공간’으

로서의 카페가 아닌 상품으로서 카페를 방문한다고 볼 수 있다. 

가로수길처럼 최근 고급 브랜드의 상점들이 생기고 고급 식당이나 비

싼 가격의 브런치,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지

역에서의 카페 방문은 자신의 취향보다 국내에서 브런치 카페가 가지는 

특징과 의미와 함께 등장하는 여유라는 단어를 통해서 인기 있는 공간이

자 고급스러운 공간을 방문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각 지역의 카페를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리기 위한 소비의 대상으로 봤을 때 장소성이 방문 의도에 큰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각 장소성에 따라서 표현하고자 하는 자기 모습

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카페는 목적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공간이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양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이미지가 

부여된 카페는 보다 사람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보다 많은 사람

들이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볼 때 카페는 공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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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대상으로서의 특징이 다른 공간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

다. 카페와 관련된 게시물의 나타나는 표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기표

현은 지역의 이미지와 관련된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이 카페에 방문하는 것은 지역의 이미지가 반영된 카페에 방문함으

로서 자신의 특정 취향이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의 방문이라

는 것을 알 수 있었다.특히 도시 내 일상적 여가의 공간으로서 카페는 다

른 업종의 공간들과 다르게 관광지와 같이 자기표현의 성격이 강하게 나

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업종과 비교하였을 때 관광지와 

비슷한 유형의 이미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인스타그램

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카페를 방문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카페에서 대화 

등의 행위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에 찍어 올리기 좋고, 자신의 취향을 드

러내기 좋은 인스타그래머블(Instagrammable)23)한 공간을 찾아서 이

를 방문하고 그것을 찍어 올리는 행위가 목적인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공

간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소셜미디어상에 나

타나는 카페 관련 게시물들을 통해서 볼 때 CONCOR 분석의 결과 유형

별 카페들은 일상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일상이

라는 단어 아래에서 카페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들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소셜미디어라는 매체가 등장하

면서 카페라는 공간은 카페가 가진 기능보다 카페 그 자체를 상품처럼 자

신의 취향이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페를 방문한다는 것이

다. 또한, 이러한 양상은 유형별, 지역 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을지

로에서 일상이라는 단어와 함께 엮이는 단어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

는 단어가 나타나며, 가로수길의 경우 ‘브런치’,‘여유’ 등의 단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각 지역의 카페 소비 경험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는 키워드들과 

23) 인스타그램에 찍어 올리기 좋아할 만한 것이라는 신조어(https://www.merriam- 

webster.com/dictionary/Instagram), (검색일 2022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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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을지로 카

페 관련 게시물에 반영된 자기표현은 지역의 분위기와 연관되어 자신의 

취향이나 남들이 몰랐거나 소셜미디어에서 핫(Hot)한 공간을 방문한 것

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고 ‘트렌디’함

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로수길은 지역의 특성

과 연관되어 ‘브런치’,‘여유’ 등의 단어로 여기서 나타나는 표현은 자신이 

가로수길이라는 핫 플레이스에 방문했다는 표현도 되지만, 이런 지역에

서 브런치를 먹으며 여유를 느낄 수 있다는 과시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가로수길의 이러한 양상은 Veblen(1899)이 언급한 ‘과시적 여가’의 표현

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과시적 여가는 과시적 소비와는 다르게 직

접 자신의 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자신이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도 여

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노동의 관점에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시

간의 소비 활동이다.24) 이는 가로수길이 가진 지역의 이미지와 높은 가

격이 형성되었지만, 사진 찍기 좋은 브런치 카페가 많다는 특징을 반영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인스타그램에 나타나는 카페

의 특징은 기존 연구에서 언급한 사회적인 활동이나 개인적인 행위(업

무, 공부 등)들이 일어나는 공간이 아닌 소비의 대상으로서 나타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카페를 소비하고 방문 경험을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는 행위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공간을 소비하게 되고 공간에 대하여 다양한 의미를 부여한 행

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문화적 취향과 같은 문화자본을 보여주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소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통한 분석

은 소셜미디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서 기존 소비패턴이나 

소비계층(연령)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이 

된 카페가 기존 ‘제3의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지와 기존 카페들과

24) 피터 코리건, �소비의 사회학�, 이성룡 외 역, 그린, 2000, 45–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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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에서도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카페를 방문하고 남기는 소셜미디어상의 게시물을 남들에게 보여준다

는 것은 소셜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자기표현의 특성과 결합하여 남들에

게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이 특정 취향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표

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즉, 핫 플레이스에 있는 카페를 소비

하는 행위는 기존 연구들처럼 카페가 가진 제3의 공간이나 그 안에서 보

이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문화자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기존 상품들

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취향과 지위를 표현하고자 하는 공간의 기능을 수

행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지역이 가진 이미지, 공간이 가진 이미지

를 반영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상품을 소비하는 행위

와 마찬가지로 공간을 소비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

영된다고 볼 수 있으며, 비공식적 공공생활이 일어나는 공공공간의 기능

보다는 상품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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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Space Consumption Patterns of Hot 

Place Cafes in Seoul through Social Media 

- Focusing on the Cafe Posts on Instagram -

Oh, Sejin･Jang, Wonho

With the development of social media, individuals can express their 

tastes, conditions, and status to others by posting pictures or text beyond 

simply recording their daily lives. As previous studies on social media have 

said, social media is becoming a new means of self-expression, and they are 

more actively expressing their tastes or lifestyles by posting the results of 

their daily lives or consumption. Not only consuming products but also 

revealing to others that they have visited a particular space appears as an act 

of expressing themselves through the symbolism or image of space and is 

used as a means of expressing their taste or condition.

In particular, visiting cafes among the spaces in the city has begun to 

become a daily leisure that gains satisfaction by visiting the surrounding 

space in daily life. If the existing cafe analysis studies focused on the 

function of the cafe as a “third space” and the purpose of people’s visits,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what expressions appear in posts left after 

consumption through text network analysis and posted image analysis on 

social media. To this e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targeting four areas 

that are in the spotlight as hot places in downtown Seoul and have their own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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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addi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media's self-expression, the characteristics of cafes appearing in cafe posts 

on Instagram are expressed as spaces that are good for taking pictures and 

have distinctive images, and where one can express one’s tastes more 

actively. In previous studies, if visitors to cafes viewed the cafe as a “third 

space,” cafes located in hot places combin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media are used as a means of expressing the image they want to show 

others due to the local image or space’s unique characteristics. In other 

words, cafes in hot places can be seen as performing their functions as 

products, and they have become one of the cultural capital that represents 

their taste and status.

Key Words : Social media, Cafes, Space Consumption, Text Analysis, 

Hot-pl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