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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0년 이후 런칭된 인스타그램은 계속적으로 발전하며 다른

SNS와 달리 유저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스타그램의 발전

으로 인해 유저들이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해

시태그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인스타그램 유저들과 공유하고 있

다. 인스타그램은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었고 도시계획 분

야에서도 공간 소비자의 특성과 인식을 연구하는데 주목할만하다.

인스타그램 데이터는 사진 중심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정보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인스타그램은 도시계획 연

구에 있어서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분석을 통해 대형 복합쇼핑몰

을 이용하는 소비자, 공간인식 그리고 공간소비패턴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한다.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한 인스타그램 유저의 공간인식과 공간소

비패턴을 연구하기 위해 영등포 타임스퀘어, 잠실 롯데월드몰, 여

의도 IFC몰, 고양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를 선정했다. 파이썬을

이용해 인스타그램 웹크롤러를 제작하고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크롤링하여 상위 30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

시한 후 결과에 대한 의미분석을 실시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 잠실 롯데월드몰, 여의도 IFC몰와 같은 도

심지역의 대형 복합쇼핑몰의 해시태그 키워드 분석결과 미혼의 밀

레니얼 세대가 주된 소비자이며, 이들은 쇼핑몰은 자기과시적 공

간인 인스타그래머블한 공간으로 인식했다. 고양 스타필드와 하남

스타필드와 같은 외곽지역의 대형 복합쇼핑몰은 육아를 담당하는

밀레니얼 세대로 나타났다.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들은 쇼핑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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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뛰어놀고 생활하는 일상의 공간으로 대형 복합쇼핑몰을 인

식했다.

경험소비의 관점에서 도심지역의 대형 복합쇼핑몰에서는 엔터

테인먼트적 체험, 미적 체험, 현실도피적 체험이 나타났다. 이러한

체험은 쇼핑몰 내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이 다양

한 체험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외곽지역의 쇼

핑몰에서는 현실도피적 체험만이 나타났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쇼핑몰을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유저의 특성과 지역적 특성

때문이다.

공간소비의 관점에서 잠실 롯데월드몰과 여의도 IFC몰은 지역

단위의 공간소비가 일어났다. 그 이유는 주변 시설에서 제공하는

경험이 밀레니얼 세대의 니즈를 만족시켰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영등포 타임스퀘어는 공간소비가 쇼핑몰 내부에서 종결되었는데

주변 시설이 밀레니얼 세대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

다. 외곽지역의 공간소비는 대형 복합쇼핑몰 내부에서 종결되었고

이러한 이유는 아이의 이동 거리와 주변 지역의 특성 때문이었다.

연구를 통하여 밀레니얼 세대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대형 복

합쇼핑몰로 소비를 하며 주변 지역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경우

쇼핑몰 외부까지 공간소비의 대상으로 삼았다.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들은 물리적 요건에 따라 쇼핑몰 내부에서 소비를 종결한

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다양

한 체험공간을 배치해야 점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

다.

주요어 : 인스타그램, 대형 복합쇼핑몰, 공간소비, 빅데이터,

학 번 : 2017-2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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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010년을 전후하여 SNS(Social Netwrok Service)는 큰 발전을 이

루었다. 페이스북(Facebook), 카카오스토리, 트위터(Twitter) 그리고

인스타그램(Instagram)과 같은 다양한 SNS 플랫폼이 사람들의 생활

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스마트폰과 SNS와 같은 기술이 발달은

초기에 사람들의 편리성을 위해 제작되었지만 유저가 기술을 계속적

으로 사용하며 유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되었

다.

미디어렙 DMC미디어에 따르면 표본을 1000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페이스북의 가입현황은 2016년 91.5%에서 2017년 88.8% 그리고 2018

년 85.5%로 감소하고 있다. 트위터의 가입현황은 2016년 51.3%, 2017

년 41.4% 그리고 2018년 40.5%로 감소하고 있다. 그에 비해, 인스타

그램은 2016년 55.8%에서 2017년 68.7%로 급등하고 2018년에는 약

1%가 떨어진 67.8%로 집계되었다. 나스미디어는 2018년 연령별 SNS

사용 실태를 조사했는데, 10대의 인스타그램 사용률은 55.8%, 20대는

74%, 30대는 61.3%, 40대는 32.2%, 50대는 23.9%이다. 성별에 따른

사용률은 남성은 44%, 여성은 59.7%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 2019년 현재 대부분의 SNS는 하락세를 경험하고 있지

만 인스타그램만은 계속적으로 유저의 유입이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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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은 한 개인이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을 보정하며, 소셜 웹

상에 사진을 포스팅을 하며, 팔로워들과 공유하는 소셜기반의 플랫폼

이다. 인스타그램 유저는 인스타그램을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

용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레스토랑, 아름다운 카페, 자신이 속한 모임,

소비하는 음식 및 상품, 멋진 배경의 장소, 메가스트럭처(Mega

Structure)가 있는 여행지에서 사진을 촬영한다. 특히, 인스타그램 유

저는 셀카(Selfie)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고 웹상에 공유하는

행위를 한다.

인스타그램이 초기에 등장했을 때 연구자들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

는 사용자 즉 유저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사진의 구성을 보면 사람, 도시의 공간, 소비

하는 상품이 필연적으로 들어나게 된다. 이와 더불에 인스타그램 내

에 해시태그 기능이 있어 인스타그램 유저가 업로드한 사진에 대한

부가적인 생각과 관심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이처럼 인스타그램

내에는 다양한 정보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 유저와 소비하는 공간과 상품,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연

구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백화점이 리테일 분야에서 중심축을 이루었다면 최근

에는 대형 복합쇼핑몰로 소비자의 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형

복합쇼핑몰은 상품의 구매 뿐만 아니라 체험,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

한 요소의 기능이 하나의 공간에 포함된다. 2000년에 코엑스몰의 등

장 이후 2004년 아이파크몰, 2009년 타임스퀘어, 2010년 가든파이브,

2011년 디큐브시티, 2012년 IFC몰 및 메세나폴리스몰, 2016년 스타필



- 3 -

드 하남, 2017년 롯데월드몰과 스타필드 고양이 나타났다. 이처럼, 기

존의 백화점은 상품 판매 기능의 역점을 주었던 공간은 문화, 체험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로 무장한 대형 복합쇼핑몰과 경쟁을 하게 되었

다. 체험, 경험,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대형 복합쇼핑몰

은 젊은 세대의 새로운 놀이공간이 되었고 그리하여 인스타그램 내에

서도 대형 복합쇼핑몰과 관련된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스타그램 유저의 특성과 공간에 대

한 인식, 공간소비 패턴을 분석한다. 인스타그램 유저의 다양한 니즈

를 분석하고 공간 공급자인 대형 복합쇼핑몰이 인스타그램 유저의 니

즈에 맞는 어떤 공간을 제공해서 대형 복합쇼핑몰이 리테일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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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 유저가 SNS상에 사진을 업로드하고 사진 게

시물과 해시태그(Hash Tag)를 통해 대형복합쇼핑몰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대형 복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유저는 누구이며

대형복합쇼핑몰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인스타그램 내에 나타난 자기표현과 관련된 키워드를 분석하여 대

형 복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특성을 연구한다. 인스타그램

의 해시태그 키워드는 이성적 판단보다 직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

형 복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수요자의 성격을 분석하는데 심층적 분

석이 가능하다.

둘째, 인스타그램 유저는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어떤 형태의

체험소비를 하는가?

인스타그램 유저는 인증샷을 통해 자신이 소비한 음식, 관람한 영

화, 축제와 같은 체험을 인증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그들의 체

험소비에 대해 연구하고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인스타그램 유저는

어떤 소비의 행태를 보이는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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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스타그램 유저의 공간 소비는 어떤 패턴으로 소비되는가?

인스타그램의 게시물 특성을 보면 해시태그에 자신이 소비하는 공

간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게 된다. 인스타그램 유저는 자신이 방문한

지역에 대해 기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형 복합쇼핑몰을 중심

으로 주위 환경에 대한 공간 소비의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

3. 연구의 범위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형 복합쇼핑몰을 포스팅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분석대

상으로 한다. 인스타그램에서 대형복합쇼핑몰의 이름을 해시태그로 검색

하여 대형 복합쇼핑몰과 관련된 해시태그를 작성한 인스타그램 유저의

게시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한다. 해시태그는 대형복합쇼핑몰과 함께 작성

된 해시태그를 모두 포함한다.

2) 연구 지역

<표 1> 대형 복합쇼핑몰 해시태그 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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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합쇼핑몰 중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의 수가

상위 5위 안에 드는 대형복합쇼핑몰로 연구를 한정한다. 2019년 4월 16

일 기준으로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게시물 수는 385472개, 잠실 롯데월드

몰은 377221개, 스타필드 하남은 197537개, 스타필드 고양은 182930개

그리고 IFC몰은 119034개, 가든파이브는 91354개, 디큐브시티는 76761

개, 코엑스몰은 76018개,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61282개로 나타났다. 이중

타임스퀘어, 롯데월드몰,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고양 그리고 IFC몰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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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 유저가 대형 복합쇼핑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

해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인스타그램에는 검색창에 #(샵)을 붙이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시태그를 붙인 모든 게시물이 검색된다.

<그림 1> 인스타그램 검색 예

인스타그램에서 대형 복합쇼핑몰을 검색할 키워드 선정에 있어서 #fic몰,

#롯데월드몰, #스타필드하남, #타임스퀘어, #스타필드고양으로 검색을 실

시했다. #ifc몰은 IFC몰로 대문자로 사용해야 하지만 인스타그램 유저들

은 #ifc몰처럼 소문자를 사용하였다. 스타필드 뒤에 지역을 하남과 고양

을 붙인 이유는 #스타필드로 검색할 경우 고양 스타필드와 하남 스타필

드가 함께 검색되기 때문이다. #롯데월드몰과 #타임스퀘어는 인스타그램

유저들이 이를 많이 사용했고 #롯데월드몰잠실과 #영등포타임스퀘어는

게시물 검색이 가능했으나 유의미한 데이터 수를 보유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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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체명 키워드 비고

대형복합쇼핑몰

여의도 IFC몰 #ifc몰

잠실 롯데월드몰 #롯데월드몰

하남 스타필드 #스타필드하남

영등포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

고양 스타필드 #스타필드고양

<표 2> 연구 범위로 선정된 5개 대형 복합쇼핑몰

검색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클릭하면 인스타그램 유저가 자신의 게시글

을 작성하고 게시물 혹은 댓글 창에 해시태그를 작성한다. 해시태그는

파이썬(Python)에서 해시태그 크롤러(Web Crawler)를 프로그래밍하여

해시태그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해시태그 키워드의 빈도수를 파이썬으로

계산하여 대형 복합쇼핑몰과 연관된 해시태그 키워드를 높은 빈도수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였다. 분석 대상은 빈도수로 정리된 해시태그 키워

드 중 상위 30위 안에 포함되는 해시태그 키워드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

정하였다.

<그림 2> 인스태그램 해시태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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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명칭에

따른

해시태그 키워드

#뉴욕, #newyork, #여행, 뉴욕여행, #manhathan

배제 근거
타임스퀘어로 검색했을 때,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동시에

뉴욕의 타임스퀘어와 관련된 해시태그가 검색되어 배제

광고와 관련된

해시태그 키워드

#네일아트, #영등포네일샵, #미샤원피스, #여행에미치다, #

문래맛집, #서면맛집, #홍콩, #홍콩여행, #hongkong, #호텔,

#구미맛집, #중문맛집, #가평팬션, #청주, #춘천, #부산, #해

운대

배제 근거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에 광고성 게시물이 포함되어 있다.

사진 및 텍스트 내용은 대형 복합쇼핑몰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므로 배제

불법과 관련된

해시태그 키워드

#스포츠분석, #스포츠토토, #사다리게임, #네임드사다리, #

강원랜드, #안전사이트, #사설사이트

배제 근거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에 광고성 게시물이 포함되어 있다.

사진 및 텍스트 내용은 대형 복합쇼핑몰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므로 배제

<표 3> 추출된 해시태그 관련성 없는 해시태그 배제 근거

추출된 해시태그 키워드 중에서 대형 복합쇼핑몰과 관련성이 없는 해시

태그를 배제하고 30개의 해시태그 키워드를 선정했다. 다음으로 추출된

30개의 키워드를 분류한다. 키워드 분류는 자기표현적 표상, 공간적 표

상, 소비적 행태적 표상 그리고 기타로 나누었다. 자기표현적 표상은 사

진과 키워드에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해시태그를 분류한다. 김미영

과 김지희(2018)는 #일상, #daily, #,데일리와 관련된 해시태그를 시간적

차원에 분류했지만 #일상, #daily, #데일리를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하고 추

출한 결과 자기표현(Self-Expression)과 함께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일상, #daily, #데일리, #소통, #팔로우와 같은 해시태그를 자

기표현적 표상으로 분류했다. 공간적 표상은 #석촌호수, #여의도한강공원

과 같이 지도에서 검색 가능한 해시태그를 공간적 표상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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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Keywrod

자기표현적 표상 시간 및 일상과 관련된 해시태그

공간적 표상 지역 및 공간과 관련된 해시태그

소비 행태적

표상

상품소비 상품의 소비 관련된 해시태그

체험소비
식음, 공연, 전시회, 영화관, 축제 등

과 관련된 해시태그

기타 그 외 해시태그

소비 행태적 표상은 상품소비와 경험소비로 세분화하였다. 상품소비는

직접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로 #선물, #쇼핑과 같은 해시태그를 분

류하였고 체험소비는 영화 관람, 음식 먹기, 맛집 탐방과 같은 해시태그

를 분류하였다. 기타는 #주말과 같이 위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해

시태그 키워드를 분류했다.

<표 4>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키워드 분류 기준

빈도수가 계산된 해시태그 키워드를 Ucinet을 이용하여 사회연결망 분

석 (Social-Network Analysis)을 하였다. 이를 통해 매개 중앙성

(Betweenness Centrality)을 계산하고, Ucinet의 기능 중 Netdraw를 이

용하여 결과를 시각화하였다. 산출된 결과를 통해 인스타그램 유저가 대

형복합쇼핑몰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의미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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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1. SNS연구와 인스타그램(Isntagram)

SNS와 인스타그램의 발달은 개인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 그

리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SNS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성향과 특성에 대

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SNS 사용과 나르시시즘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하였다. 페

이스북 이용자를 설문 조사하여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르시시즘은

자기홍보(Self-Promoting), 메력(Attractiveness), 성적 매력(Sexines)과

연관을 맺고 있다고 밝혀냈으며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SNS를 더 많이 한다는 결과를 밝혀냈다.(Buffardi and Campbell, 2008)

SNS를 사용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나르시시즘에 대한 연구를 했다. 오픈

서베이를 통해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SNS 사용과

나르시시즘은 연관성이 있었고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강할수록 친구 수가

중요하고 타인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원한다는 결과를 도출했

다.(Bergman et al., 2011) SNS와 주부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

었는데, 주부 파워블로거에 대한 사례연구를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부들

이 SNS를 하는 이유는 경력단절에 대한 고민과 육아를 통한 보상받고

싶은 심리라고 하였다. (김지희, 2014) 이처럼 초기 SNS에 대한 연구는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2010년 이후 인스타그램(Instagram)이 출시되었다. 2012년 페이스북에

인수되며 인스타그램은 큰 인기를 끌게 된다. 덴마크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한 홍보와 주민참여와 큐레이팅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했다.

(Jensen 2013) 인스타그램 유저의 사용동기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양적 연구를 시행했다. 인스타그램 유저의 사용동기는 사회적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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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아카이빙, 자기표현, 훔쳐보기(Peeking), 현실도피로 구분했다.(Lee

et al., 2015) 인스타그램 API를 이용해 게시물을 랜덤 샘플링하여 청소

년과 성인의 인스타그램 사용 성향을 분석하였다. 연령이 내려갈수록 청

소년이 사진 포스팅 수가 적었고 게시물에 글과 해시태그가 많다고 하였

다.(Jang and Shihm 2015) 인스타그램 유저의 게시물에서 해시태그를

시용하여 유저의 감정분류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남민지, 이은지,

신지현(2015)은 인스타그램 사진에서 셀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인

스타그램에서 #mothergood와 #momlife를 해시태그로 한 게시물을 샘플

로 추출하여 인스타그램에서 셀카를 찍는 구도와 이에 따라 전하는 메시

지의 형태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인스타그램은 사진 뿐만 아니

라 해시태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밝혀냈다.(Zappavigna and

Zhao, 2017) 성형수술과 브랜드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해시태그 분석이 시도되기도 하였다.(Dorfman et al., 2017) 인스타

그램 유저가 사진 공유를 하는 동기에 대해 연구했다. 설문조사를 통하

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모형을 실시하였다. 인스

타그램 유저가 사진을 공유하는 이유를 소통, 오락추구, 자기표현으로 분

석했다. (김효정, 2017) 인스타그램에서 스타일 블로거의 셀프-브랜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10명의 스타일 블로거를 선정해서 이들의 인스

타그램 계정을 분석하였다. 스타일 블로거는 가지표현을 많이 하며 인스

타그램의 해시태그는 인스타그램 내에서 노출을 위한 수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Liu and Suh, 2017) 인스타그램에서 사적 영역의 모유수유를 어

머니들이 SNS에서 공유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도 진행되었는데 모유수

유와 관련된 해시태그를 검색 한 후 인스타그램 내의 400개의 이미지를

다운받아 이미지와 해시태그를 분석하였다. (Locatelli, 2017) 인스타그램

을 참여관찰하고 심층인터뷰를 시행하며 인스타그램은 실질적 소비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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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보다는 구매력, 생활수준, 문화수준을 과시하는 공간이라고 하였다. 또

한 인스타그램은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모든

이미지 획일적으로 된다고 하였다. (윤보라, 이오현, 2017) 인스타그램에

서 #맘스타그램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30개의 키워드를 선장하고 30

개에 대한 의미분석을 하였다. 맘스타그램은 사회적으로 엄마되기의 실

현이며 육아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정보공유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또

한 인스타그램에 육아기록을 통해 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

기도 한다. (강혜원, 김해원, 2018) 인스타그램에서 먹스타그램을 연구하

기 위해 시각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먹스타그램은 음식을 기록하는 속

성과 전시효과를 동시에 보여주는 해시태그이며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

한 의도가 크다고 밝혀냈다.(강보라, 2018) SNS 연구가 SNS 사용자의

특성을 분석한 거과 같이 인스타그램 연구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유

저의 특성과 심리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되었다.

2. 인스타그램(Isntagram)과 도시연구

인스타그램의 데이터를 통해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유저에 대한 연구가

하나의 트렌드로 이루어졌다면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하는 지리정보와 해

시태그를 통해 인스타그램을 통한 도시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

한다.

인스타그램이 도시 연구에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도시 거주자가 도시공간(Urban Space)를 어떻게 이

용하는지 알 수 있으며 도시 거주자들이 어떤 사람들과 연관을 맺는지

알 수 있으며 도시의 공간구조를 연구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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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 and Uitermark, 2016) Toscano(2017)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공간(Space)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지적했

다. 인스타그램은 계획가에게 도시 시민들의 삶을 수집하고(Capturing),

분석하고(analyzing), 시각화(Visualizing)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탄·임

진강 국가지질공원의 지오사이트에 대한 방문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

해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분석을 하였다.(박민영, 박경, 2017) 인스타그램

을 통해 도시분석을 시도하였다. 거시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하였고 미시적으로는 심층인터뷰를 진

행하였다. 그 결과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경험과 아름다운 공간을 항유

하고 부정적으로 나온 이미지는 제거를 한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

스타그램 위치정보를 통해 독일의 핫스팟과 콜드스팟을 분석하였다.

(Boy and Uitermark, 2017) 그러나 2018년 4월부터 인스타그램에서 API

업데이트가 진행되어 미디어 수집횟수의 하향, 해시태그 및 위치 기반

미디어 수집기능이 제거되어 이와 비슷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

게 되었다. 인스타그램 유저가 호텔을 자기과시의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밝혀냈 다. 사진과 해시태그를 분석해 이미지와 택스트를 카테고리

로 나눈 후 의미분석을 시행했다. (김미영, 김지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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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형 복합쇼핑몰

외국에서 복합쇼핑몰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진행되었다. 도시 거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에게 전화 인터뷰를 통한 설문 및 분석을 시행했으

며 노인들이 복합쇼핑몰을 이용하는 동기는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으로

밝혀졌다. (Graham et al, 1991) 대형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동기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소비자의 동기는 일곱 가지로 나타났다. 첫

째, 미학적 차원(Aesthetic Dimension)으로 복합 쇼핑몰은 소음의 차단,

음악, 세련된 디자인 높은 천장, 편리한 엘리베이터, 에어컨이 동기의 주

요한 이유였다. 둘째, 도피적 차원 (Escape Dimension)으로 소비자는 새

로운 정보 혹은 경험의 제공, 매일의 일상과 분리되는 경험을 하였다. 셋

째 플로우적 차원(Flow Dimension)으로 혼자 오는 고객은 아무 위화감

을 느끼지 못하고 시간과 계절로부터 분리되어 편리한 이용을 할 수 있

다. 넷째 탐험적 차원(Exploration Dimension)으로 소비자는 쇼핑몰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알게 되며 패션, 스타일의 유행을 습득할 수 있다. 다섯

째 역할 실행적 차원(Role Enactment Dimension) 소비자는 사회적 지위

보다 개인의 지위로 쇼핑몰을 이용한다. 여섯째 사회적 차원(Social

Dimensions)은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사회적 경험을 체험한다. 편의적 차

원(Convenience Dimension)은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시간적 효율성과 같

은 편의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Bloch et al., 1994) 쇼핑몰의 엔터테인

먼트적 요소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이용해

쇼핑몰의 구조 및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여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소

비자의 상품구매 및 기업의 이익과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를 도출했

다.(Christiansen et al, 1999) 영국의 청소년들이 쇼핑몰을 이용하는 동

기에 대한 연구를 행해졌다. 쇼핑몰을 이용하는 영국 청소년에 대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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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쇼핑몰은 쇼핑몰을 친구가 만

나기 좋은 장소, 쇼핑하기 좋고, 따뜻하고 앉을 곳이 많으며 할 것이 많

다고 하였다. (Mattews et al., 2000) 여성 청소년이 쇼핑몰에 대한 인식

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쇼핑몰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리테일 믹스(Retail Mix)가 있어 다양한 상품을 구매가능하며,

접근성과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몰링(Malling)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Baker and Haykto, 2000) 밀레니얼 세대의 몰링을 하는 동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밀레니얼 세대가 몰링은 하는 이유는 경제성과 기능

성이 주된 동기라고 하였으며 밀레니얼세대는 대체적으로 최대 6곳을 돌

아다니며 쇼핑을 한다고 하였다. 밀레니얼 세대는 복합쇼핑몰의 환경적

인 요소와는 관계가 적다고 하였다. (Martin and Turley 2004) 밀레니얼

세대가 환경적 요소에 관련이 적다고 하지만 이는 밀레니얼 세대가 주된

소비계층이 되기 이전의 밀레니얼 세대를 표본으로 잡고 있으며 인스타

그램이 출시되기 이전이기에 결과에 대해 의문점이 생긴다. 말레이시아

학생의 복합쇼핑몰에서의 쇼핑 행동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쇼핑몰을 이

용하는 말레이시아 학생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인테리어 디자인, 다

양한 상품의 판매, 새로운 경험 및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어서 쇼핑몰

을 이용한다고 하였다.(Zafar et al, 2007) 대형복합쇼핑몰은 쇼핑몰에 오

는 사람들의 동기를 연구했다. 도취적 경험 (The Seductive mall

experience)을 가진 소비자는 쇼핑몰의 긍정적 이미지에 의해 충동구매

를 하는 경향이 있다. 대형 복합쇼핑몰에서의 상호작용성(Interactive

Museum)을 추구하는 소비자는 건축과 디스플레이의 아름다운 경험을

통해 즐거움, 스트레스 풀이를 중심에 둔다. 이들은 쇼핑이 주목적이 아

닌 쇼핑몰의 환경을 탐색하는데서 기쁨을 느낀다. 사회적 공론장(Social

Arena)으로 쇼핑몰을 인식한다. 복합쇼핑몰은 지역주민에게 모임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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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동네 쇼핑몰에 가면 지역 커뮤니티 소속감을 느끼게 만든다.

기능적 공간(Fucntional Place) 쇼핑에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이에

속하며 쇼핑을 마치면 쇼핑몰에 대한 만족감이 올라가게 된다. (Gilboa

and Vilnai-Yavetz, 2013) 쇼핑몰은 사람들에게 놀이공간화된 공간을 제

공한다. 쇼핑몰이 놀이공원화되면 쇼핑몰이 지역의 정체성을 획일화시키

고 제거시킬 수 있다. 쇼핑몰은 더이상 상품판매장소가 아니라 엔터테인

먼트적 요소를 고려한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한 정의의 재시도 필요해 보

인다. (Warnaby and Medway, 2018)

국내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

으로 진행되었다. 황재홍, 안병주, 김희율, 김재준(2008) IFC몰을 연구하

며 대형 쇼핑몰을 공간 구문론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복합쇼핑몰이

단일 쇼핑몰보다 체험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엔터테인먼트적 체험,

현실도피적 체험, 심미적 체험이 복합쇼핑몰 내에 있는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다고 하였다. (서구원, 민병철, 2009) 박태원, 백성준, 심

재관(2010)은 대형 복합쇼핑몰에서의 소비는 공간소비, 문화소비 그리고

이미지소비라고 하였다. 심미적 공간이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이러

한 자극은 소비자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용도복합을 통해 소비자의 만족

감을 느끼게 한다. 대형 복합쇼핑몰의 소비자의 성별, 연령별 소비자 성

향과 엔터 분석에 있어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고 회귀분석 실시하

였다. 여성 소비자가 리테일적 요소와 엔터테인먼트적 요소에 더 민감하

게 반응했다. 20대는 리테일적 요소와 엔터테인먼트적 요소에 낮은 반응

을 하였고 50대는 생활 서비스에서 즐거움을 느꼈다.(박민정, 2014) 초대

형 복합쇼핑몰에 나타난 몰링문화 현상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복합

쇼필몰은 모든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에게 쇼핑부터 오락, 문화, 식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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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레저까지 다양한 요소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대형 상

업시설 공간이라고 하였다.(엄경희, 표재연, 2016) 코엑스를 중심으로 몰

링문화에 대해 설문지 조사를 하고 통계기법 사용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

다. 한국에서 몰링은 상품구매 목적보다 여가 및 만남의 장소로 인식되

었다. 그리하여 경험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shim et al, 2017)

대형 복합쇼핑몰은 쇼핑을 위해 머무르는 장소가 아닌 문화와 여가생활

을 누리는 복합공간이다. 대형 복합쇼핑몰 중 타임스퀘어가 성공한 이유

는 소유구조 때문이다. 디벨로퍼의 임대방식을 통해 임대료를 받는 구조

다. 쇼핑몰이 이익이 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내는 모든 리테일들이 전

반적으로 이익을 내야한다. 즉, 대형 복합쇼핑몰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리테일 믹스가 필연적이다. (김경민, 김담, 2018)

4. 연구의 차별성

인스타그램 연구의 주된 동향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유저의 동기와

특성에 관련된 연구가 중심이었다. 인스타그램을 통한 도시 연구는 2016

년부터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의 빅데이터를 추출하여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해 어떤 공간인식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동안

대형 복합쇼핑몰의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빅데이터로 추

출하여 표본을 극대화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이 런칭

되고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며 계속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유저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스타그그램은 도시를 이해하는데 충분한 데이

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대형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응용이 가능할 것이다.



- 19 -

Ⅲ. 자기표현 공간으로서의 대형 복합쇼핑몰

1. 자기표현적 공간의 대형복합쇼핑몰

1) 도심지역 대형 대형복합쇼핑몰과 자기표현

5개의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나온 해시태그 키워드 중 매개 중심성이 상

위 10위 안에 속하는 키워드를 종합했을 때 자기표현적 표상이 다수를

차지한다.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매개 중심성이 강한 키워드 중 자기표

현과 관련된 해시태그 키워드는 #일상, #소통, #일상스타그램, #데일리, #

데이트, #럽스타그램이다. 영등포 타임스퀘의 매개 중심성을 살펴보면 #

일상 1.826, #소통 1.908, #일상스타그램 1.728, #데일리 1.404, #데이트

0.762, #럽스타그램 0.738이다. 잠실 롯데월드몰은 #일상, #소통, #데일리,

#셀카, #맞팔이 자기표현적 표상으로 나타났고 매개중심성 계산 결과 #

일상 1.626, 소통 1.576, #데일리 1.188, #셀카 0.863, #맞팔 0.672로 나타

났다. 여의도 IFC몰은 #daily, #맞팔, #데일리, #일상 #데이트, #소통이었

으며 매개 중심성은 #daily 2.325, #맞팔 1.575, #데일리 1.435, #일상

1.420, #데이트 1.070, #소통 0.844로 결과가 나왔다. 고양 스타필드는 #일

상, #데일리, #일상스타그램, #럽스타그램, #소통, #데이트, #daily, #맞팔이

었으며 매개 중심성 계산 결과 #일상 2.534, #데일리 1.790, #일상스타그

램 0.968, #럽스타그램 0.798 #소통 0.533, #데이트 0.513, #daily 0.464, #

맞팔 0.369였다. 하남 스타필드는 #일상, #daily, #럽스타그램, #daily,

#ootd, #소통, #육아, #맘스타그램, #육아소통이 나타났으며 매개 중심성

계산 결과 #일상 3.818, #daily 2.316, #럽스타그램 1.466, #데일리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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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td 0.767, #소통 745, #육아 0.689, #맘스타그램 0.458, #육아소통 0.458

이다. 해시태그 키워드 중에서 매개 중심성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대형복

합쇼핑몰과 관련되어 검색된 해시태그 키워드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

게 된다.

모든 대형 복합 쇼핑몰에서 공통적으로 강한 매개중심성을 가진 키워드

는 #일상, #daily, #데일리, #소통이었다. #일상, #daily, #데일리는 대형 복

합 쇼핑몰을 이용하는 주된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맥락적 해석을 해야한

다. #일상과 관련된 키워드가 사전적 의미의 일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함께 검색된 해시태그 키워드와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의미가 변

화하게 된다.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해시태그 키워드를 해석하기 위해서

는 #일상, #daily, #데일리와 연관되어 추출된 해시태그 키워드를 파악해

야 한다. #일상과 관련된 해시태그들을 분석하게 된다면 해시태그를 사

용하는 유저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곧 ‘5개의 대형 복합쇼핑

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누구인가’를 밝혀낼 수 있다. Boy 와

Uitermark(2016)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의 데이터를 추출해 거시적으로 도

시의 공간구조를 이해할 수 있으며 미시적으로 도시를 소비하는 구성원

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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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스퀘어

빈도

수

롯데

월드몰

빈도

수
IFC몰

빈도

수

스타

필드

고양

빈도

수

스타

필드

하남

빈도

수

1 #영등포 1100 #잠실 1449 #여의도 1607 #일상 632 #일상 529

2 #일상 597 #일상 744 #일상 856 #소통 273

#에버

랜드

튤립

축제

361

3 #데일리 302
#석촌

호수
720 #daily 503 #데일리 256 #하남 320

4
#영등포

맛집
293

#롯데

월드
460 #ootd 431 #일산 192

#오오

티디
225

5
#럽스타

그램
260 #데일리 428 #데일리 423 #daily 191

#데일

리
205

6 #소통 244 #daily 341 #주말 406 #육아 177 #소통 192

7 #데이트 234
#롯데월

드타워
305 #팔로우 316 #주말 167 #daily 184

8
#먹스타

그램
207 #소통 294 #소통 307 #맞팔 166 #주말 170

9 #ootd 197 #데이트 285
#오오

티디
295

#먹스타

그램
165

#운동

하는

여자

167

10 #selfie 161
#잠실

맛집
278

#여의도

맛집
280

#육아스

타그램
164

#육아

스타

그램

161

11 #셀피 148
#롯데타

워
259 #원피스 264 #삼송 154 #맞팔 146

12 #먹방 137
#송리단

길
233 #소통 246 #데이트 154 #육아 145

13 #셀카 132 #벚꽃 224
#먹스타

그램
243 #일산맘 151

#팔로

우
140

14
#영등포

역
132 #맞팔 207

#여의도

축제
239 #좋아요 150

#먹스

타그

램

137

15

#어벤저

스엔드

게임

127 #selfie 202

#밤도깨

비야시

장

239
#맛스타

그램
141

#육아

소통
130

16
#맛스타

그램
127

#먹스타

그램
194 #맞팔 231

#육아소

통
141

#bab

y
125

<표 5>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키워드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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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스퀘어

빈도

수

롯데

월드몰

빈도

수
IFC몰

빈도

수

스타

필드

고양

빈도

수

스타

필드

하남

빈도

수

17 #주말 127 #ootd 193 #맛집 211 #고양 132

#맛스

타그

램

118

18 #서울 119 #셀카 175 #데이트 184

#아쿠아

필드고

양

131
#아들

맘
117

19 #쇼핑 115
#오오티

디
173

#맛스타

그램
176 #힐링 120

#데일

리룩
115

20 #영화 111 #서울 172 #선팔 164
#럽스타

그램
111

#럽스

타그

램

114

21
#일상스

타그램
108 #셀피 164

#여의도

공원
154 #육아맘 109 #ootd 113

22 #cgv 104
#셀스타

그램
161

#일상스

타그램
137 #선물 108

#옷스

타그

램

112

23
#인스타

패션
102 #팔로우 156

#여의도

한강공

원

134 #도치맘 106

#딸스

타그

램

109

24
#dailylo

ok
87 #송파 149

#럽스타

그램
127

#일상스

타그램
106 #주말 109

25
#데일리

룩
86 #주말 140 #셀카 120

#아들스

타그램
105

#신세

계백

화점

105

26 #육아 77
#데일리

룩
128 #육아 119 #ootd 103

#아들

스타

그램

93

27 #저녁 76
#송파맛

집
115

#셀스타

그램
114

#은평뉴

타운
102

#하남

맛집
93

28
#오오티

디
68 #잠실역 115

#여의도

역
114

#멍스타

그램
93

#육아

맘
91

29 #먹스타 66
#롯데시

네마
111

#벚꽃축

제
107 #쇼핑 89

#일상

스타

그램

81

30 #점심 64
#아쿠아

리움
103

#여의나

루
106

#딸스타

그램
88

#맘스

타그

램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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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스퀘어
N

롯데

월드몰
N IFC몰 N

스타

필드

고양

N

스타

필드

하남

N

1 #소통 1.908
#석촌

호수
1.715 #여의도 2.325 #일상 2.534 #일상 3.818

2 #일상 1.826 #일상 1.626 #daily 2.325 #데일리 1.790 #daily 2.316

3
#일상스

타그램
1.728 #소통 1.576 #맞팔 1.575

#일상스

타그램
0.968

#럽스

타그

램

1.466

4
#먹스타

그램
1.417

#데일

리
1.188 #데일리 1.435

#럽스타

그램
0.798

#데일

리
1.147

5 #데일리 1.404 #daily 0.973 #일상 1.420 #소통 0.533 #ootd 0.767

6 #주말 1.252 #잠실 0.915

#여의도

한강

공원

1.297 #데이트 0.513 #소통 0.745

7 #먹스타 0.991 #셀카 0.863
#여의도

공원
1.075 #daily 0.464 #육아 0.689

8
#맛스타

그램
0.980

#먹스

타그램
0.850 #데이트 1.070

#먹스타

그램
0.444 #하남 0.747

9 #데이트 0.762
#롯데

타워
0.674 #소통 0.844 #선물 0.498

#맘스

타그

램

0.458

10
#럽스타

그램
0.738 #맞팔 0.672

#먹스타

그램
0.603 #맞팔 0.369

#육아

소통
0.458

11 #셀카 0.607 #송파 0.649
#여의도

역
0.563 #육아 0.309

#팔로

우
0.406

12 #먹방 0.601 #주말 0.611
#럽스타

그램
0.561

#육아스

타그램
0.308

#먹스

타그

램

0.401

13 #selfie 0.395

#롯데

월드

타워

0.596 #팔로우 0.530 #삼송 0.266 #맞팔 0.274

14 #ootd 0.377
#롯데

월드
0.463

#셀스타

그램
0.459 #육아맘 0.235

#아들

맘
0.268

15
#오오티

디
0.357

#송리

단길
0.430

#일상스

타그램
0.455 #일산 0.232

#맛스

타그

램

0.260

<표 6>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키워드 매개 중앙성 (N:N Betwee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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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스퀘어
N

롯데

월드몰
N IFC몰 N

스타

필드

고양

N

스타

필드

하남

N

16 #서울 0.328 #셀피 0.319
#여의나

루
0.433

#아들스

타그램
0.201

#육아

스타

그램

0.288

17

#어벤저

스엔드

게임

0.310
#데이

트
0.315 #ootd 0.441

#육아소

통
0.198

#오오

티디
0.171

18
#데일리

룩
0.248 #ootd 0.314

#여의도

맛집
0.425

#딸스타

그램
0.165

#신세

계하

남

0.161

19 #셀피 0.218 #서울 0.233 #셀카 0.411 #좋아요 0.165

#일상

스타

그램

0.156

20
#인스타

패션
0.172

#오오

티디
0.226

#밤도깨

비야시

장

0.402 #ootd 0.139
#데일

리룩
0.132

21
#영등포

역
0.163

#팔로

우
0.223

#오오티

디
0.357 #힐링 0.082

#아들

스타

그램

0.093

22
#영등포

맛집
0.152

#셀스

타그램
0.215

#벚꽃축

제
0.352 #고양 0.034

#딸스

타그

램

0.093

23 #영화 0.144
#잠실

역
0.209 #선팔 0.315 #주말 0.000

#도치

맘
0.078

24 #영등포 0.139 #selfie 0.165
#여의도

축제
0.239 #일산맘 0.000

#육아

맘
0.076

25 #쇼핑 0.130
#잠실

맛집
0.092 #서울 0.213

#아쿠아

필드고

양

0.000 #주말 0.069

26 #점심 0.125
#데일

리룩
0.090

#맛스타

그램
0.134 #도치맘 0.000

#하남

맛집
0.038

27
#dailylo

ok
0.107

#송파

맛집
0.079 #주말 0.065

#은평뉴

타운
0.000

#에버

랜드

튤립

축제

0.000

28 #저녁 0.057 #벚꽃 0.000 #맛집 0.054
#멍스타

그램
0.000

#운동

하는

여자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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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스퀘어
N

롯데

월드몰
N IFC몰 N

스타

필드

고양

N

스타

필드

하남

N

29 #육아 0.038
#롯데

시네마
0.000 #원피스 0.000 #쇼핑 0.000

#옷스

타그

램

0.000

30 #cgv 0.035
#아쿠

아리움
0.000 #육아 0.000

#맛스타

그램
0.000 #baby 0.000

영등포 타임스퀘어, 잠실 롯데월드몰, 여의도 IFC몰과 같은 도심지역의

대형 복합쇼핑몰과 하남 스타필드, 고양 스타필드와 같은 외곽지역의 쇼

핑몰 사이에서 인스타그램 유저의 자기표현(Self-Expression)은 공통적

으로 추출되었지만 자기표현과 연관을 맺는 해시태그 키워드는 위치에

따라 차이점을 보인다. #일상, #daily, #데일리는 공통적으로 강한 매개

중심성을 보였지만 도심지역의 복합쇼핑몰은 #셀카, #셀스타그램, #ootd,

#selfie, #오오티디 등과 관련된 해시태그 키워드와 연결이 되어 있고 외

곽지역의 대형 복합쇼핑몰에서는 육아와 관련된 해시태그 키워드가 연결

되어 있다. 즉, #일상, #dialy, #데일리는 매개 중심성이 높아 영향력이 크

지만 해시태그 키워드만을 단독적으로 의미분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상, #daily, #데일리와 연관된 맥락에 따라 의미해석을 시행해야 한다.

영등포 타임스퀘어, 잠실 롯데월드몰, 여의도 IFC몰에서 자기표현과 관

련된 해시태그 키워드는 #소통, #맞팔, #선팔, #셀카, #selfie, #셀피,

#ootd, #오오티디, #데일리룩, #dailylook, #데이트다. 추출된 해시태그 키

워드를 통해 도심 내에 위치한 대형 복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유저의 특징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26 -

첫째, #소통, #맞팔, #선팔, #좋아요 같은 해시태그는 양적으로 친구수

를 늘리는 해시태그 키워드다. 인스타그램에서 #소통은 현실에서의 소통

의 의미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소통은 인스타그램 유저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한 유저를 확인한 후 그 유저의 계정으로 들어

가 상대방을 팔로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맞팔과 #선팔 또한 #소통과

같이 서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소통, #맞

팔, #선팔, #좋아요는 인스타그램 내에서 친구 수를 늘리는 행위를 지칭

한다.

인스타그램 유저가 친구 수를 증가시켜 사회적 연결성(Connectivity)을

중시하는 동기는 외적으로 사회적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스타그램 유저가 팔로워 수를 늘리는 심리의 기저에는 타인으

로부터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인스타그램

을 사용하는 많은 유저는 자신의 모습과 삶을 타인에게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이 자신을 지지하고 인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보인다. 그리하여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SNS에서 사회

적 연결성과 친구 수를 늘리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다. (Shawn

et al, 2011) 인스타그램에서 사회적 연결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곧 자신

이 업로드한 사진과 게시물에 대해 ‘좋아요’라는 타인의 사회적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스타그램 내에서

‘좋아요’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의미하며 인스타그램 유저

는 ‘좋아요’를 받은 수에 따라 행복감과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인스타그램 유저의 나르시시즘은 한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정체성은 사적 자의식(Private Self-Consciousness)와

사회적 자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로 구분되는데 사회적 자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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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회적 관심(object)을 통한 자기인식이다.(Giovanni et al., 2014) #소

통, #맞팔, #선팔, #좋아요는 인스타그램 유저가 인스타그램 내에서 사회

적 연결성(Connectivity)을 확장시키는 수단이지만 내면적 동기로는 나르

시시즘이 자리 잡고 있으며 나르시시즘의 실체는 타인의 인정에 따른 사

회적 자의식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일상’은 자기과시적 속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일상과 관련된

키워드 중 1364개를 랜덤 추출한 결과 연관된 키워드는 #셀카(419개), #

셀스타그램(386개), #ootd(320개), #selfie(312개), #오오티디(328개), #얼스

타그램(230개). #데일리룩(172개) 등으로 나타났다. #셀스타그램, #selfie,

#셀카, #얼스타그램, #ootd, #오오티디, #데일리룩이라는 해시태그 키워드

들의 공통점은 한 개인의 외모, 패션과 관련된 해시태그 키워드다. #셀

카, #셀스타그램, #selfie, #얼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 유저가 핸드폰 혹은

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Zappavigna와 Zhao(2017)는 핸드폰이나 카메라의 렌즈의 방향을 자신

에게 향하게 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을 주관

적 관점으로 바라본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이며 거울에 반사된 모습을 촬

영하는 셀카는 자신과 자신의 몸을 객관적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지적했

다. 즉 셀카를 찍는 것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행위다. 신상기(2014)는 셀카를 찍는 행위는 자신의 모습을 간

직하고 보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셀카에 나타난 인스타그램 유저의 정체성은 이상적이며 과시적이다. 인

스타그램에서 셀카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고 종결되는 행위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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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얼굴을 보정 작업을 통해 매력적으로 만든다. 사진의 밝기를 밝

게 하여 하얀 피부로 만들고 날렵한 턱선을 만들며 눈은 크게 만들고 입

술은 붉게 만든다. 보정 작업을 마친 후 인스타그램 유저의 외모는 현실

의 외모보다 더 매력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는 자

신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

리하여 현실의 자신의 모습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자신의 모습은 괴

리를 보인다. Carpenter(2011)은 SNS상에서 과장된 전시(Grandiose

Exhibition)는 나르시시즘과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이는 자아도취

(Self-Absorption), 허영심(Vanity) 그리고 남들보다 자신이 낫다는 우월

성(superiority)을 내포한다고 설명했다. Buffardi와 Campbell(2008)의 연

구에 따르면 SNS에서 셀카는 나르시시즘과 연관되며 있으며 인스타그

램 유저는 자기 홍보, 매력, 성적매력을 부각시킨다고 하였다. #셀카, #셀

스타그램, #selfie와 관련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서 올리는 행위는 자신

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여 사회적

승인을 받는 행위다. 그러나 사회적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중이 이상

적으로 아름답다고 여기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나르시시즘과

정체성은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다.

셋쩨 #일상, #daily, #데일리와 연관 있는 해시태그 키워드는 #ootd

(Outfit of the day), #오오티디, #dailylook, #데일리룩이다. 이 키워드들

은 사진을 촬영할 때 자신이 오늘 입은 패션을 강조하는 해시태그 키워

드다. 인스타그램 유저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는다. 인스타그램 유저가 자신의 패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자신의

고유성(Uniqueness)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패션을 통해서 자신의 고유성

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은 타인과 구별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행위이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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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인스타그램 유저는 화려하

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풀메이크업을 하며 사진을 찍고 #일상이라는 해

시태그를 사용하여 비록 일상적인 삶은 아니지만 자신의 삶이 일상적으

로 멋지고 고풍스럽게 살아간다는 점을 연출한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풀

메이크업을 하고 좋은 옷만 입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좋은 옷을 입

는 행위 자체가 일상적인 행동은 아니다. 김미영과 김지희(2018)의 연구

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특별한 옷과 의미 있는 날을 전시하는 공간이라

고 하였다. 좋은 옷이나 명품을 입고 풀매이크업을 하고 사진을 찍는 행

위는 일상적인 행위가 아니며 일상을 빙자한 비일상성을 보여준다. 윤보

라와 이오현(2017)은 인스타그램의 일상은 비일상의 미학이 지배하는 공

간이라고 하였다.

<그림 3> 인스타그램 유저의 자기표현적 게시물 예

넷째 #데이트와 관련된 해시태그는 대형 복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인스타

그램 유저가 누구인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인스타그램에서 #데이트

를 검색한 결과 #일상, #데일리, #셀피, #셀카, #ootd 등과 깊은 관련성을

보였다. #데이트라는 해시태그 키워드는 보편적으로 미혼 남녀가 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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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결혼을 위해 서로를 탐색하며 시간을 보내는 행위다. 2017년 국가

통계포털에 따르면 초혼 평균연령은 남자 32.94세이고 여자는 30.24세였

다. 인스타그램에서 #데이트를 사용하는 다수의 유저 연령은 20대부터

30대 초반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 잠실 롯데월드몰, 여의도 IFC몰을 방문했던 다수의

인스타그램 유저의 특징은 20대에서 30대 초반이며 이들의 특성은 나르

시시즘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표현 욕구가 강해 인스타그램 내에

서 사회적 승인을 받고 싶어한다. 세 대형 복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인스

타그램 유저의 특성은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밀레

니얼 세대는 기술 친화적이며, 연결성을 중시하고, 자신이 소비하는 옷이

나 음식을 중시하며, 소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며, 자신의 고유

성을 표현하기를 원한다. (BUCUŢĂ, 2015) 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부터

199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이며 2019년 기준으로 25세에서 39세 사이의

사람들을 지칭한다. 결론적으로 영등포 타임스퀘어, 잠실 롯데월드몰, 여

의도 IFC몰을 방문했던 다수의 인스타그램 유저는 밀레니얼 세대다..

세 대형 복합쇼핑몰을 방문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

는가. 밀레니얼 세대는 자기표현 욕구가 매우 강한 세대다. 이들에게 대

형 복합쇼핑몰은 인스타그래머블(Instagrammable)한 공간으로 인식된다.

인스타그래머블한 공간은 밀레니얼 세대에게 있어 자신을 은연중에 과시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인스타그래머블한 공간은 세 가지로 특성

을 가진다.

첫 번째로 자신의 고유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다. 실내에 있는 나

무, 현실에서 체험에는 존재하지 않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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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벽에 있는 적혀 있는 문구나 명언, 자신의 전신을 촬영할 수 있는 화

장실의 전신 거울, 카페의 편해 보이는 소파, 연출된 공간 등은 밀레니얼

세대가 사진을 촬영하고 싶어하는 공간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과 타

인의 차별을 두고 싶어한다. 그리하여 타인이 일상적으로 가기 힘든 공

간에서 사진을 촬영한다. 실내에 있는 나무나 인기 있는 영화의 인물이

있는 장소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기 좋은 소재가 된다. 또한 사진

촬영에서 조명은 밝아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는 환상

을 다른 인스타그램 유저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공간들은 공통적으

로 전시적 공간의 속성을 보인다.

두 번째로 브랜드의 로고가 부각되어 있는 공간이다. 거대 복합쇼핑몰

은 백화점과 비교하여 한 매장이 차지하는 판매공간의 면적이 상대적으

로 크다. 그리하여 대형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기업들은 브랜드 아이덴티

티를 벽과 쇼윈도에 전시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브랜드가 나와있는 장소

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만으로 자신은 명품과 고가제품을 사용한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이는 계층 소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

다. 계층 소비는 한 개인이 명품과 같은 상품을 소비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계층을 과시하는 소비다. 그러나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브랜드가 강조되는 공간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는 상품구매와 관

계없이 자신이 고급 및 명품 브랜드를 소비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행위다. 그리하여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의 소비계층이 현실적으로

는 그러하지 않다고 하더라고 타인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세 번째 인스타그래머블한 공간은 특정 장소로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

다. 대형 복합쇼핑몰 사진을 검색하며 샘플링한 결과, 밀레니얼 세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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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고 캐릭터 동상이 있으며 몽환적 분위기의 장소에서 비슷한 포즈

로 많은 사진을 찍고 있었다. 또한, 화장실과 의류매장의 전신 거울을 통

해 자신의 얼굴뿐만 아니라 신체까지 나오는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음

식점에서 음식을 보며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있는 모습을 많이 연출한

다. 밀레니얼 세대가 자신의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하여 공간에 대한 인

식 또한 다양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밀레니얼 세대는 타인이 인증샷을 찍

고 소비한 공간을 비슷한 형태로 소비를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사진이

잘 나오는 조명과 구도가 한정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밀레

니얼 세대는 주체적으로 자신이 찾은 인스타그래머블한 공간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공간은 기업에서 사진찍기 좋은 장소로

연출한 곳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스타그래머블한 공간을 밀레니얼 세

대에게 제공하면서 홍보비를 절감하게 된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있어서 인스타그래머블한 공간을 인식하고 소비하는

행위는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과 기술의 발전

때문이다. 인스타그램은 밀레니얼 세대의 자기과시적 속성을 만족시켜준

다. 공간 제공자인 기업은 밀레니얼 세대에게 인스타그래머블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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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스타그램 유저의 자기표현적 게시물 예

2) 외곽지역 대형 복합쇼핑몰과 자기표현

도심 지역의 대형 복합쇼핑몰은 젊은 밀레니얼 세대가 많이 찾는 장소

였다면 하남 스타필드와 고양 스타필드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유저의

특징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고양 스타필드는 #일상, #데일리, #일상스타

그램, #럽스타그램, #소통, #daily 등이 강한 매재 중심성을 보였다. 하남

스타필드는 #일상, #daily, #럽스타그램, #데일리, #소통, #육아, #맘스타그

램, #육아소통이 강한 매개 중심성을 보였다. 특히 스타필드 고양에서 #

일상의 매개중심성은 2.534였고 스타필드 하남은 3.818이다. 두 장소에서

#일상은 제일 높은 매개 중심성을 보인다. 외곽지역 복합쇼핑몰에서도

자기표현적 해시태그 키워드가 강한 매개 중심성의 중심을 보이지만 이

또한 연관을 맺는 해시태그 키워드와 함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양 스타필드와 하남 스타필드에 자기표현으로 추출된 해시태그 키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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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육아스타그램, #육아맘, 아들스타그램, #육아소통, #딸스타그램, #

도치맘, #맘스타그램, #아들맘, #baby 였다.

고양 스타필드와 하남 스타필드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유저는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 집단이다. 하지만 이들 또한 밀레니얼 세대에 포함된다.

인스타그램 사진에 나온 아이들은 대부분 미취학 아동으로 관찰되었다.

박혜경(2009)은 한국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이 본격적으

로 시작된다고 하였다. 즉, 주중 및 주말에 아이와 복합쇼핑몰을 찾는 어

머니들은 초등학교에 진학하기 이전의 미취학 아동과 함께 대형 복합쇼

핑몰을 방문한다. 즉 대형 복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어머니 그룹 또한 밀

레니얼 세대에 포함되지만 도시권의 대형 복합쇼핑몰을 이용하는 미혼의

밀레니얼 세대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소비 주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

다.

외곽지역의 #일상, #daily, #데일리와 함께 사용되는 해시태그 키워드에

서 도치맘(고슴도치처럼 아이를 사랑한다는 뜻), 육아맘, 아들맘, 딸맘과

같이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가 자신을 지칭하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외곽지역을 소비하는 인스타그램 유저의 특이한 점을 도심 지역을 소비

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달리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해시태그에 밝

힌다는 것이다. 이들의 정체성은 아이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고학력의 어머니들이 육아 때문에 나타난 경

력단절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육아맘, #도치맘, #아들맘, #

도치맘의 해시태그 키워드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아이와 관련된 단어가

앞에 붙고 뒤에는 맘(mom)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이런 해시태그를 사용

하는 이유는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불안한 정체성을 보호하려는 심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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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되어 있다. 또한 #럽스타그램의 경우 밀레니얼 세대가 사용하면 데

이트와 비슷한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럽스타그램이 어머니와 연관된 키

워드와 연관될 경우 아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해시태그 키워드로 의

미가 변하게 된다.

육아를 담다하는 어머니에게 있어 #일상, #daily, #데일리는 미혼의 밀레

니얼 세대가 사용하는 #일상, #daily, #데일리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밀레니얼 세대가 사용하는 #일상, #daily, #데일리는 비일상적인 삶을 영

위하면서 이를 일상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과시성과 나르시시즘을 감추는

역할을 했다면 어머니들과 관련된 일상은 사전적 의미의 일상이다. 이들

은 아이와 함께 보낸 일상의 시간을 기록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한

다. 강혜원과 김해원(2018)의 연구에서 맘스타그램을 하는 어머니는 육

아를 하며 기록하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찾는 수단으로 인스타그램을

사용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

른 어머니들과 소통을 하며 육아 노하우를 공유한다고도 밝혔다. 이 결

과는 고양 스타필드와 하남 스타필드에서 키워드를 추출했을 때, #소통

과 #육아소통이 함께 검색된 것으로 확인 가능하다. 김지희(2014)는 주부

파워블로거가 블로그를 통해 양육, 교육, 살림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며

이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가정이라는 고립된 영역에서 공적 영역의

장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욕구라고 하였다. “아우~~이뻐~~♡♡ 이쁜아이

보고 선팔하고가요 ”, 갈때마다다리아픈곳(스파필드 고양을 지칭) ㅋㅋㅋ

ㅋ 초공감이네요”, “저흰 스타필드 첨와봤는데 아기들 놀기 천국이더라

요? 베이비엔젤스는 규모는 좀 작은편이에요”라는 댓글이 달리는 등 맘

스타그램은 어머니들의 소통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 36 -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들의 대형 복합쇼핑에 대한 공간 인식은 아이들

이 뛰어놀 수 있는 테마파크이자 일상의 공간이다. 미혼의 밀레니얼 세

대의 공간 인식은 인스타그래머블한 공간으로 획일적인 공간만을 소비한

다. 그러나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들은 대형 복합쇼핑몰의 취지에 맞게

복합적인 공간을 모두 사용한다. 인스타그램 사진을 분석해 보면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들의 대부분의 사진은 어머니 자신이 나오기 보다는 아

이의 단독 사진이다. 그러나 사진에 나온 쇼핑몰의 풍경은 모두 달랐다.

사진에는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 체험을 하는 모습, 과자를 먹는 모습,

커다란 캐릭터 조각상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친구들과 노는 모습

이 찍혀져 있었다. 즉,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들이 인식하는 대형 복합

쇼핑몰은 하나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다양하다는 것에 중점을 두

어야 한다. 사진의 배경이 다양하다는 것은 대형 복합쇼핑몰이 어머니들

에게 있어 일상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어머니들은 유치원에서 하원하거나 다른 장소를 탐방하고 최종 목적지

를 대형 복합쇼핑몰로 하였다.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외부보다 안전

하며 편리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들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어머

니들은 육아를 하는 활동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지만 대형 복합쇼핑몰에

서는 아이들이 대형 복합쇼핑몰의 체험공간과 놀이공간을 좋아하기 때문

에 대형 복합쇼핑몰을 이용한다고 작성해 놓았다. 이처럼 외곽지역의 대

형 복합쇼핑몰은 어머니에게 있어 아이를 키우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

상의 공간인 동시에 아이에게 있어서 대형 복합쇼핑몰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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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인스타그램 유저의 육아와 관련된 게시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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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결

<표 7> 자기표현적 표상에 따른 인스타그램 유저와 인식

대형 복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유저는 쇼핑몰의 위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영등포 타임스퀘어, 잠실 롯데월드몰, 여의도 IFC몰

과 같이 도심지역에 위치한 대형 복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유

저는 자기과시적 해시태그를 사용한다. 이들의 특성은 그동안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연구와 일치한다. 그리하여 도심 지역의 인스타그램 유저는

미혼의 밀레니얼 세대가 다수다. 이들은 자기과시적 속성이 강하여 대형

복합쇼핑몰이라는 공간은 인스타그래머블(Instagrammable)한 공간으로

인식한다. 즉, 대형 복합쇼핑몰은 자신을 과시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

이다.

고양 스타필드와 하남 스타필드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유저는 인스타

그램에서 육아와 관련된 해시태그를 자주 사용한다. 도시 외곽지역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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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는 인스타그램 유저의 자녀들은 초등학교 이전의 연령이기 때문에

이들의 부모 또한 밀레니얼 세대에 포함된다. 그러나 기존의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연구와 육아를 담당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은 불일치하

였다.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들은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보다 어머니로

서의 정체성이 강하게 작용한다. 그리하여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들은

대형 복합쇼핑몰을 일상의 공간으로 인식하며 아이가 대형 복합쇼핑몰에

서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사진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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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험/체험소비로서의 대형 복합쇼핑몰

1. 경험소비와 대형 복합쇼핑몰

5개의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소비와 관련된 키워드는 #먹스타그램, #먹

방, #맛스타그램, #맛스타그램, #cgv, #롯데시네마, #영화, #벚꽃축제, #여

의도축제, #밤도깨비야시장, #아쿠아리움, #아쿠아필드고양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에 나타난 소비에서 상품구매와 관련된 해시태그 키워드는 거

의 검색되지 않고 체험소비가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

다. Pine과 Gilmore (1998)의 체험소비 분류에 따라 대형 복합쇼핑몰에

서 추출된 해시태그 키워드를 엔터테인먼트적 체험, 교육적 체험, 미적

체험 그리고 현실도피적 체험으로 구분하였다.

엔터테인먼트적 체험은 영화관람, 음악 듣기, 책 보기와 같이 소비자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체험이다. 교육적 체험은 소비자가 교육을 직접 참

여해 지식의 습득 및 지식이 증가하는 체험이다. 예를 들어, 쇼핑몰 내에

서 쿠킹 클래스나 미니 자동차 조립하기가 교육적 체험에 속한다. 미적

체험은 소비자가 주변의 환경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끼는 체험이다. 미적

체험은 전망대에서 도시를 조감하거나 산책을 하며 벚꽃을 보는 체험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현실도피적 체험은 소비자가 체험에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현실을 잊는 경험을 하는 체험이다. 락 페스티벌이

나 클럽에 가서 춤을 추거나 VR게임을 하는 것이 현실 도피적 체험에

포함된다. 식음 소비와 관련된 #먹스타그램 류의 해시태그 키워드를 엔

터테인먼트적 체험으로 분류한 이유는 개인들이 식음을 소비하면서 행복



- 41 -

엔터테인먼트적 체험
#롯데시네마, #cgv, #영화, #아쿠아리움,

#어벤저스엔드게임

교육적 체험

미적 체험
#벚꽃축제, #롯데월트타워, #롯데타워, #석촌호수

#여의도공원, #벚꽃

현실도피적 체험
#밤도깨비야시장, #먹스타그램, #맛스타그램, #여의도

축제, #아쿠아필드고양, #먹방, #맛스타그램

감을 느끼며 현실을 순간적으로 망각하기도 하며 식음 소비를 통해 자신

의 현실적 계층과 관련 없이 과시적 소비를 하기 때문이다.

해시태그 키워드를 분류한 결과 엔터테인먼트적 체험, 미적 체험, 현실도

피적 체험 세 가지로 분류가 되었고 교육적 경험은 없었다. 서구원과 민

형철(2009)의 연구에서도 대형 복합쇼핑몰에서의 체험은 엔터테인먼트적

체험, 미적 체험, 현실도피적 체험만이 발견되었고 교육적 체험은 발견되

지 않았다.

<표 8> Pine과 Gilmore의 체험소비 분류에 따른 키워드 분류

1) 엔터테인먼트적 체험공간

#롯데시네마, #cgv, #영화, #아쿠아리움, #어벤저스엔드게임이 대형 복합

쇼핑몰에서 엔터테인먼트적 체험으로 분류되었다. 엔터테인먼트적 체험

은 잠실 롯데월드몰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만 발견된 해시태그 키워드

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도심권 대형 복합쇼핑몰을 주로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유저는 미혼의 밀레니얼 세대였다. 즉, 20-30대 초반의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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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밀레니얼 세대가 엔터테인먼트적 체험을 선호하는 것이다. 신한 카드

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Trendis/트렌드클립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복

합쇼핑몰을 이용하는 20대는 공연장 및 극장에서 대부분의 소비가 일어

났고 30대의 경우 키즈카페, 아동미술관, 수족관 등 여가시설을 중심으로

가족형 몰링을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른다면 밀레니얼

세대는 오히려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대형 복합쇼핑몰 내의 체험공간을

소비하기 보다는 소극적 참여를 하는 엔터테인먼트적 체험공간만을 사용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적 체험은 같은 도심

지역의 복합쇼핑몰이지만 IFC몰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밀레니얼 세대

가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영화 관람과 같은 엔터테인먼트적 체험이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도심권의 IFC몰에서 엔터테인먼트적 체험이 발견

되지 않는 것은 IFC몰이 지역의 앵커시설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잠실 롯데월드의 경우 주변에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이

많이 발견되었지만 엔터테인먼트적 체험 요소가 발견되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즉, 잠실 롯데월드몰과 영등포 타임스퀘어는 지역에서 앵커 시설

로 작동하지만 여의도 IFC몰은 주변의 다른 앵커 시설에 영향을 받아

소비되는 공간이다. 외곽지역의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엔터테인먼트적 체

험과 관련된 해시태그 키워드가 추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외곽지

역 쇼핑몰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육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

의 대부분이 미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즈 카페에 맡

겨두고 영화를 보는 행위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 미적 체험공간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미적 체험공간과 관련된 해시태그 키워드는 #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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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롯데월드타워, #롯데타워 #석촌호수 #여의도공원 #벚꽃으로 추출

되었다. 대형 복합쇼핑몰에 미적 체험공간의 특징은 대형 복합쇼핑몰 내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형 복합쇼핑몰 주변에 위치한 장소와 연관을

맺었다는 점이다. 미적 체험공간은 잠실 롯데월드몰과 여의도 IFC몰에서

만 발견되었다.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미적 체험은 인테리어 디

자인의 아름다움에 국한된다. 대형 복합쇼핑몰의 해시태그 키워드에서

대형 복합쇼핑몰 주변의 해시태그 키워드가 추출된 것에 대해 한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다.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미적 체험과 대형 복

합쇼핑몰 주변에서 제공하는 미적 체험 모두가 존재한다. 밀레니얼 세대

는 대형 복합쇼핑몰과 쇼핑몰 주변의 미적 체험 중 어떤 체험이 더 가치

가 있는지를 비교하고 더 가치 있는 체험을 선택한다. 잠실 롯데월드몰

내부에서 걷는 것보다는 호수와 벚꽃을 보며 걷는 것이 더 가치 있으며

인공적 아름다움 보다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더 가치가 있다.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미적 체험공간의 외부화는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패턴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 지역 내에서 동일한 체험을 두 개 이상

의 지역에서 제공할 때 밀레니얼 세대는 더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체험

공간으로 이동하여 공간소비를 한다. 즉, 밀레니얼 세대의 니즈를 충족시

키는 체험을 제공한다고 하여도 주변의 대체할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밀레니얼 세대는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형 복합쇼핑몰 외부로

이동하게 된다.

3) 현실도피적 체험공간

현실도피적 체험은 #밤도깨비야시장, #먹스타그램, #맛스타그램, #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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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제, #아쿠아필드고양, #먹방, #맛스타그램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

여의도축제와 #아쿠아필드고양을 제외하고 모든 해시태그 키워드는 식음

과 관련된다. #먹스타그램, #맛스타그램, #먹방과 같은 해시태그 키워드

는 젊은 세대의 먹방 문화와 관련이 있다. 먹방은 주문한 음식이 나오면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먹스타그램이라는 키워드로 인스타그램에서 1280개의 게시물을 검색해

보았을 때 #일상(654), #소통(490), #맞팔(478), #셀스타그램(439), #좋아요

(432), #데일리(432), #선팔(408), #셀카(396) 등으로 연관 해시태그 키워

드가 검색되었다. #먹스타그램, #맛스타그램, #먹방이라는 식음 소비는

밀레니얼 세대의 자기표현적 속성과 연관된 키워드다. 영등포 타임스퀘

어, 잠실 롯데월드몰, 여의도 IFC몰, 고양 스타필드에서 #맛스타그램은

강한 매개중심성을 보였다. 여의도 IFC몰은 1.417, 롯데월드몰은 0.863,

여의도 IFC몰은 0.603, 고양 스타필드는 0.444다. 5개의 대형 복합쇼핑몰

에서 음식점과 카페는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미각을 만족하는 체험 공간

으며 결혼에 관계없이 모든 인스타그램 유저가 복합쇼핑몰 내에서 미각

과 관련된 체험을 중시한다.

밀레니얼 세대의 #먹스타그램과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들 모두가 먹스

타그램을 중시했지만 맥락적 측면에서는 #먹스타그램의 사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형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음식점과 레스토랑 그리고 카페는 이

미 일정 요건의 질적 측면을 검증받은 곳이다. 인스타그램 유저는 음식

의 사진을 촬영하면서 자신이 어떤 음식을 소비하는지 전시하고 싶은 욕

구를 가지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가 공간을 인식하는 것은 인스타그래머

블(Instagrammable)한 공간을 선호했는데 이런 특징은 자신이 소비하는

상품도 인스타그래머블 해야한다. 음식 소비에 있어서도 음식의 배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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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구도, 레스토랑의 조명, 레스토랑의 인테리어에 따라 인스타그래머

블한 음식이 연출되어야 한다.

또한 대형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레스토랑과 카페의 음식들은 모두 일정

정도의 브랜드를 보증받은 곳이다. 브랜드가 보증을 받았다는 것은 대중

의 인식 속에 사회적 인정을 해주는 레스토랑이다. 이런 음식점과 카페

그리고 레스토랑의 공통점은 브랜드가 유명하거나 음식의 디자인이 특출

나거나 한국에서 접하기 힘든 이국적 스타일을 보유해야 한다. 이는 밀

레니얼 세대의 자기 과시적 속성을 자극한다. 자신이 소비하는 음식을

촬영하고 이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음식을 소비하면서 미각

의 즐거움을 느끼는 체험적 소비보다 자신이 소비하는 음식을 인스타그

램에 전시하는 효과가 더 크다. 강보라(2018)는 먹스타그램이 음식에 대

한 기록과 전시 효과적 성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음식점과 카페는 테마형 푸드코트라고 하여 음식

점이 들어선 층은 모두 각각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대형 복합쇼핑몰

은 다양한 음식점들을 하나로 모아 유럽의 길러리를 연상하게 만들거나

과거 한국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으며 푸드트럭 앞에는 밴치가 있어서 테

마파크에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즉,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공간은 음식점과 테마파크적 요소가 함께 결합된 형태다. 대형 복합쇼핑

몰은 인스타그램 유저가 먹스타그램을 찍는 행위는 이색적 공간에서 이

색적인 음식을 소비하는 기호적 소비를 조장한다. 기호적 소비는 상품의

실용가치를 보고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브랜드, 디자인,

문화적 배경 등을 소비하는 것이다. 인스타그램 유저가 대형 복합쇼핑몰

에서 음식을 소비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업로드하는 행위는 계층적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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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관되어 있다. 윤보라와 이오현(2017)은 상품에 대한 인증샷은 경험

보다 구매력, 생활 수준, 문화 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일정한 계층

에 속해 있다는 과시에 그 목적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인증샷을 통해

대중보다 자신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으로 보았다.

음식이 계층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음식 가격 편차가 명품,

시계, 자동차 같은 고가 상품의 가격 편차 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

다. 즉 음식 소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일 값싼 음식과 가격이 비싼 음

식의 가격이 다른 상품에 비해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다. 비싼 음식을

소비하는 것은 자신이 현실에서 어떤 사회적 계층에 속해 있던 인스타그

램 상에서는 여가를 즐기고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향유하는 모습

으로 자신을 전시할 수 있게 된다. 인스타그렘에서 먹스타그램을 통해

인스타그램 유저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음식을 통한 자신의 계층 소비

이며 효율적으로 자신이 라이프 스타일을 과시할 수 있다. 이용숙(2017)

은 청년세대가 디저트 카페와 같은 식음 소비를 하는 이유를 장기 불황

에 의한 작은 사치라고 하였다. 작은 사치는 개인적이고 만족적 소비이

며 가치를 두는 제품이나 상품에 대해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소비하는

행태다.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들의 #먹스타그램은 미혼의 밀레니얼 세대와 같

이 아이와 자신이 소비하는 음식에 대해 과시하는 성향의 게시물도 존재

했다. 그러나 #먹스타그램은 아이들이 먹고 있는 사진을 중심으로 아이

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기록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했다. 또한 육

아를 담당하는 어머니들은 사회적 공론장 (Gilboa and Vilnai-Yavetz,

2013)의 역할로 대형 복합쇼핑몰의 음식점과 카페를 소비한다. 육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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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어머니들은 음식점과 카페에서 젊은 밀레니얼 세대가 자신의

얼굴 혹은 음식 사진을 찍는 것보다 자신과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 사진

이 많았다. 아이 혹은 남편과 아이가 함께 밥을 먹는 모습, 친구, 산후조

리원 동기, 유치원 동기 학부모 모임, 초등학교 학부모회 등 어머니들의

모임장소로 이용이 되었다. 즉, 이들이 사용하는 #먹스타그램은 자신이

소비한 음식을 과시하는 용도보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설명하는 해시

태그로 사용된다.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들의 체험소비가 미혼의 밀레니얼 세대와 달리

현실도피적 체험에 국한된 원인은 어머니들이 체험을 기피하거나 체험의

다양성이 없기 보다는 육아를 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체험소비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어머니들이 주체가 되어 체험을 하기 보다는 아이들의 체험 소비

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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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 결

<표 9> 5개 대형복합쇼핑몰의 체험소비 분류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인스타그램 유저의 체험은 네 가지로 분류되었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키워드에서 검색된 체험은 엔터테인먼트적 체험,

미적 체험 그리고 현실도피적 체험이다. 도심 지역에서는 언터테인먼트

적 체험, 미적 체험 그리고 현실도피적 체험이 관찰된다. 밀레니얼 세대

는 도심지역의 대형 복합쇼핑몰 내부에서 영화 관람과 같은 엔터테인먼

트적 체험과 현실도피적 체험을 하며 쇼핑몰 외부에서 미적 체험과 현실

도피적 체험을 소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런 소비적 성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밀레니얼 세대의 다양한 니즈 때문이다. 그에 비해 외곽지역의

쇼핑몰에서는 식음과 관련된 현실 도피적 체험만이 발견되었다. 그 이유

는 외곽지역을 소비하는 유저가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들이기 때문이

다. 이들은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두고있기 때문에 도심 지역의 젊은 밀

레니얼 세대처럼 자신을 위한 체험소비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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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복합쇼핑몰에서 체험 소비를 하더라도 인스타그램 유저인 육아를 담

당하는 어머니들의 체험이 아니라 아이를 중심으로 한 체험만 가능할 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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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간 소비로서의 대형 복합쇼핑몰

1. 공간소비적 공간의 대형 복합쇼핑몰

1) 도심지역 대형 대형복합쇼핑몰과 공간소비

<표 10> 잠실 롯데월드몰 소셜네트워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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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여의도 IFC몰 소셜네트워크 분석 결과 

<표 12> 영등포 타임스퀘어 소설네트워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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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지역의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나온 지역적 해시태그는 키워드는 #

영등포역, #잠실역, #여의도역이었다.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자동차를 구

매하는 나이는 30대 초중반이다. 대부분의 밀레니얼 세대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도심 지역의 대형 복합쇼핑몰의 해시태그 키워드에서 지하철

역이 검색 된 이유는 자동차를 상대적으로 소유하지 못한 밀레니얼 세대

의 주된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이며 도보를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눈여겨 볼만한 키워드는 바로 대형

복합쇼핑몰이라는 해시태그 키워드에 공간과 관련된 #영등포, #잠실, #여

의도와 같은 해시태그 키워드가 함께 검색된다는 점이다. 밀레니얼 세대

의 공간소비 패턴은 대형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소

비한다는 것이다. 잠실 롯데월드몰을 검색할 때 함께 검색되는 해시태그

키워드는 #송파, #잠실, #롯데타워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 #석촌호수,

#송리단길, #잠실맛집이다. 특히 #잠실, #롯데타워, #석촌호수는 강한 매

개중심성을 보였다. 여의도 IFC몰에서는 #여의도, #여의도공원, #여의도

한강공원, #여의나루, #여의도맛집, #여의도역이 검색되었고 이 중 강한

매개중심성을 가지는 해시태그 키워드는 #여의도, #여의도공원, #여의도

한강공원이다.

이는 밀레니얼 세대가 롯데월드몰, IFC몰과 같은 도심권의 대형 복합쇼

핑몰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밀레니얼 세

대에게 있어 대형 복합쇼핑몰은 밀레니얼 세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니

즈(needs) 중 일부의 니즈를 만족 시키고 나머지 니즈는 지역의 다른 곳

에서 충족시키는 공간소비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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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은 공간 소비란 어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상품화되면서

공간이 단순하게 상품의 소비만을 추구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공간 자체

가 직접 소비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처럼 밀레니얼 세대에게 있어서

공간 소비는 하나의 거대한 지역이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

다. 밀레니얼 세대는 데이트, 친구와 약속을 잡을 때는 정확한 시간과 거

대한 지역을 지칭하며 약속을 잡는다. 밀레니얼 세대는 강남역, 잠실, 홍

대, 종로, 신촌, 이대, 이태원, 가로수길, 코엑스, 합정, 서울대와 같이 추

상적이고 거대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간 선택을 한다. 공간을 선택하고

밀레니얼 세대는 스마트폰을 통해 그 지역의 맛집과 카페, 문화생활, 체

험공간 등을 검색해 약속한 날의 타임 테이블을 구성한다. 즉 밀레니얼

세대의 공간 소비는 거대하고 보편적인 개념의 지역을 선정하고 구체적

인 목적지를 상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변 환경과 편의시설(Amenties)

을 고려하여 공간 소비의 상품 묶음을 만들어 소비한다.

<그림 6> 잠실 롯데월드몰 공간소비 패턴

잠실 롯데월드몰은 밀레니얼 세대의 공간 이동 경로가 다른 대형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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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 비해 넓었다.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석촌호수는 1.715로 제일

높은 매개 중심성을 보였다. 또한 잠실 롯데월드몰을 제외한 나머지 대

형 복합쇼핑몰에서는 자기표현적 키워드의 빈도수가 월등히 높았지만 잠

실 롯데월드몰은 공간과 관련된 해시태그 키워드의 빈도수가 자기표현적

해시태그 키워드보다 높게 나왔다. 잠실은 지역적으로 다양한 니즈를 충

족시켜준다. #석촌호수는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추출된 해시태그 키워드

중 제일 높은 매개 중심성을 기록했는데 잠실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끌어

모으는 앵커시설은 석촌호수다.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롯데월드는 현실도

피적 체험을 제공하고 롯데월드몰은 쇼핑 및 현실도피적 체험과 엔터테

인먼트적 체험을 제공하며 송리단길은 이색적인 카페를 통해 대형 복합

쇼핑몰이 제공하지 못하는 체험을 제공한다. 롯데월드몰이라는 랜드마크

가 등장하면서 유동인구 총량이 늘어나 주변 상권까지 활성화가 되었는

데 이는 롯데월드몰에서 쇼핑과 멀티플랙스의 기능을 제공하고, 송리단

길은 식음, 주류, 유흥, 숙박을 제공하며 석촌호수는 이를 매개하여 두

상이한 성격의 상권이 연결되어 이용된다. (김도연, 2019) 이처럼 잠실

롯데월드몰은 공간 내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소비와

경험을 제공하지만 이들의 공간 인식과 공간 소비는 지역 단위로 일어나

게 된다. 밀레니얼 세대는 잠실이라는 공간 내에서 롯데월드몰, 롯데월

드, 석촌호수, 송리단길이라는 성격이 다른 체험 공간을 조합하여 동선을

선정하고 지역 단위의 거대한 공간 소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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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여의도 IFC몰 공간소비 패턴

여의도 IFC몰은 #여의도한강공원과 #여의도공원이라는 해시태그 키워

드가 높은 매개 중심성을 보였다. #여의도한강공원, #여의도공원, #주말,

#밤도깨비야시장을 중심으로 해석해보았을 때 밀레니얼 세대는 주말을

중심으로 한강공원을 중심으로한 공간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여성 이용자의 비중이 높았고, 10-30대가 이용을 하

며 근린공원보다는 여가 목적으로 이용이 된다. (이정섭, 2014) 밀레니얼

세대는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친구 혹은 연인과 시간을 보내며 도피적

체험을 하며 IFC몰에서 쇼핑과 음식을 소비한다. 여의도 IFC몰 또한 밀

레니얼 세대에게 선호되는 이유는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여가를 제공하

며, 여의도 공원은 근린을 제공하며 IFC몰은 문화, 쇼핑, 식음을 제공하

기 때문이다. 이처럼 잠실 롯데월드몰과 여의도 IFC몰은 밀레니얼 세대

의 시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의시설(Amenity)이 각기 다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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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으로 제공될 때 대형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소비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는 도보로 이동하는 경

향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 단위의 소비에서 다양한 편의시설(Amenity)이

밀집되어 있을수록 지역 단위의 공간 소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림 8> 영등포 타임스퀘어 공간소비 패턴

영등포 타임스퀘어는 #영등포, #영등포역, #영등포맛집이 검색되었다.

잠실 롯데월드몰과 여의도 IFC몰과는 달리 인스타그램에서 주변이 검색

되는 빈도수는 극히 드물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는 밀레니얼 세대

의 공간 단위의 소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영등포 타임스퀘

어를 통해 영등포를 방문하는 방문객은 많아졌으나 소비는 타임스퀘어에

서만 이루어졌고 영등포 내의 재래시장, 유흥가 대로변 상가, 노점상 밀

집지역은 쇠퇴를 하게 되었다. (박혜민, 2012) 같은 도심지역의 대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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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쇼핑몰이지만 잠실 롯데월드몰과 IFC몰과 달리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지역 단위의 공간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주변 상권 및 지역이 밀레니얼 세대가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켜주지 못하

기 때문이다. 아무리 지역에서 대형 복합쇼핑몰과 다른 체험과 기능의

편의시설(Amenity)을 제공한다고 하여도 제공하는 체험과 기능이 밀레

니얼 세대의 니즈와 맞지 않는다면 지역 단위의 공간 소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밀레니얼 세대가 공간 소비를 하는 패턴을 보면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패턴에 대해 알 수 있다. 밀레니얼 세대의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공간에서 그들의 니즈를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소

비적 행태가 일어나는 이유는 밀레니얼 세대가 워라밸과 깊은 관련을 맺

고 있다. 워라밸을 워크 라이프의 밸런스를 간소화한 단어다. 조용기

(2019)는 워라밸을 노동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 자기 행복을 찾는 것이라

고 정의했다. 밀레니얼 세대가 워라밸을 중시하는 이유는 #주말이라는

해시태그 키워드로 설명이 가능하다. #주말이라는 해시태그 키워드는 모

든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공통적으로 검색되었는데 밀레니얼 세대에게 있

어 #주말은 주중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주

중은 노동을 하는 시간이며 자신이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시간으로

인식된다. 그에 비해 주말이라는 시간은 밀레니얼 세대가 유일하게 자신

이 주체적으로 시간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와 X세대는 상대적으로 노동을 중시하

고 주말이라는 시간을 노동을 위해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하는 시간으

로 인식한다. 그러나 밀레니얼 세대는 주말에 무조건적으로 휴식을 취하

는 태도를 지양하며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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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하여 밀레니얼 세대는 주말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다양한 소비

와 경험을 통해 효율적으로 소비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주말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단위의 공산 소비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행동패턴은 밀레

니얼 세대가 중시하는 가치인 가성비로 설명할 수 있다. 밀레니얼 세대

는 주말이라는 한정된 재화를 효율적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지역 혹은

한 공간 내에서 다양한 소비, 경험 및 체험을 복합적으로 제공받아야 한

다. 복합쇼핑몰에서 소비자가 몰링(malling)을 할 때 중시하는 것은 시간

적 효율성이었다. (Blcoch et al, 1994) Martin과 Turley(2013) 또한 Y세

대(밀레니얼 세대)는 복합쇼핑몰을 소비할 때 효율성을 중시한다고 지적

하였다. 한 공간에서 효율성을 가진다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리테일이

한 공간에 모여있어야 한다. 도심 내에 대형 복합쇼핑몰은 패션, 마트,

영화관, 음식점 및 카페 등 다양한 요소가 수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

심 지역의 대형 복합쇼핑몰은 대부분이 지가가 비싼 곳에 위치하기 때문

에 수평 공간보다는 수직 공간의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다. 공간이 수

직화 된다는 것은 제공할 수 있는 체험의 다양성이 제한될 수 밖에 없

다. 그리하여 밀레니얼 세대는 대형 복합쇼핑몰보다 주변 환경이 더 좋

은 체험을 제공한다면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해 외부 공간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밀레니얼 세대가 지역 단위의 공간소비를 하

는 조건은 대형 복합쇼핑몰 주변이 주지 못하는 체험 혹은 더 좋은 체험

을 제공하며, 밀레니얼 세대의 니즈에 부흥을 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지역 단위의 공간소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대형 복합쇼핑몰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는 지역 단위의 공간소비는 한 지역이 거대한 대형 복합쇼핑

몰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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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곽지역 대형 대형복합쇼핑몰과 공간소비

<표 13> 고양 스타필드 소셜네트워크 분석 결과

<표 14> 하남 스타필드 소셜네트워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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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스타필드와 하남 스타필드는 지역적 해시태그 키워드의 특징은 도

심 지역의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추출된 #석촌호수, #롯데월드, #여의도공

원과 같이 구체적 공간적 해시태그 키워드가 추출되지 않았다. 이는 두

가지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대형 복합쇼핑몰의 위치적 특

성이고 두 번째는 대형 복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주된 소비자가 처한 물리

적 상황 때문이다.

<그림 9> 고양 스타필드 공간소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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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하남 스타필드 공산소비 패턴

고양 스타필드와 하남 스타필드의 위치적 특성을 보았을 때 도심권에

위치한 대형 복합쇼핑몰과는 다르게 주위에 상권 및 편의시실이 발달되

어 있지 않았다. 고양 스타필드의 경우 주변은 아파트로 둘러 싸여있다.

고양 스타필드의 연관 해시태그 키워드 중에서 #은평뉴타운이 검색되었

는데 이는 은평뉴타운의 거주자들이 고양 스타필드로 쇼핑을 하러 온다

고 볼 수 있다. 고양 스타필드의 주변에는 몇몇 서비스센터와 극소수의

음식점이 있지만 상권이 형성된 것은 아니며 쇼핑몰 자체가 하나의 상권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남 스타필드 또한 주변이 주거 지역이며 거대한 상

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종합해보면 외곽지역의 대형 복합쇼핑몰의

입지는 주거지 근처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상권이 발달되지 않는 지역

에 위치한다.

두 번째로 고양 스타필드와 하남 스타필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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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어머니들이다. 고양시와 성남시는 서울과 비교해 집값 및 전월세 가

격이 저렴하다. 그리하여 신혼부부의 주된 거주지는 위성도시로 몰리게

된다. 신혼부부는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출산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

여 고양시와 성남시에는 연령이 어린 자녀를 둔 신혼부부들이 거주한다.

육아를 당당하는 어머니들은 육아를 하지 않는 밀레니얼 세대보다 이동

및 도보의 동선이 짧을 수 밖에 없다. 김필진과 이소연(2018)은 대형 복

쇼핑몰에서 육아를 동반한 고객은 일반 소비자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

비되며 유모차를 동반하기 때문에 수평이동을 중시한다고 한다고 지적한

다.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들이 아이에 대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는

점은 모든 어머니의 초점이 아이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이의 에너지에 따라 이동의 범위가 제한되며 대형 복합쇼핑몰 외부로

나갈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들이 공간소비를 할 때 육아를 하지 않는 밀레

니얼 세대와 제일 큰 차이점을 보이는 지점은 공간소비에 구체적인 최종

목적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젊은 밀레니얼 세대는 공간소비를 할 때

큰 지역적을 중심으로 약속을 잡는다. ‘잠실에서 무엇을 할까?’, ‘여의도

에서 무엇을 할까’, ‘홍대에서 무엇을 할까’라는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공간을 특정한 후 밥을 먹을 곳, 산책할 곳, 쇼핑할 곳, 영화 볼 곳

을 선택해 공간소비의 상품묶음을 만들어 낸다. 그에 비해 육아를 담당

하는 어머니들의 소비는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아이들이 소비할 공간을

정한다. 어머니는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하지 않고 아이를 위해 소비하는

소비자다. (김나민, 2018) 고양 스타필드와 하남 스타필드에서 #육아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해서 업로드된 공간을 조사했을 때 아이들의 사진

은 키즈 공간에서 아이가 놀고 있는 모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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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들은 아쿠아필드, 챔피언 1250, 토이킹덤과 같이

키즈 중심의 공간을 목적지를 두고 아이의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행동을

한다. 아이는 많이 걸을 수 없고, 배가 고프면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식사

를 해야한다. 어머니들의 공간 인식은 대형 복합쇼핑몰 내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수요가 한 공간 내에서 충족이 되는 편리한 공간이다. 즉

밀레니얼 세대가 자신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간을 선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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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결

<표 15> 인스타그램 유저의 공간소비패턴

도심 지역을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유저는 미혼의 밀레니얼 세대이며 이

들은 다양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다양한 체험을 원한다. 잠

실 롯데월드몰과 여의도 IFC몰의 경우 주변 지역이 밀레니얼 세대를 위

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 단위의 공간소비를 한다. 대형

복합쇼핑몰 외부의 체험이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체험보다 더

가치있다고 판단되면 지역 단위의 공간소비를 하며 지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대형 복합쇼핑몰이 된다. 그에 비해, 주변의 체험이 밀레니얼 세

대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영등포 타임스퀘어처럼 공간소비는 내

부에서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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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지역의 대형 복합쇼핑몰은 공산소비가 쇼핑몰 내부에서 종결된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곽지역 주변의 상권 자체가 발달되

어 있지 않고 두 번째는 외곽 지역을 소비하는 인스타그램 유저가 육아

를 담당하는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외부로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연구를 종합하면 <표 *>로 도식화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미혼의 밀레

니얼 세대일 경우 대형 복합쇼핑몰을 인스타그래머블한 공간으로 인식하

며 주변에 대형 복합쇼핑몰보다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할 경우 지역 단

위의 공간소비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주변 환경이 밀레니얼 세대의 니즈

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공간소비는 쇼핑몰 내부에서 종결된다.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들은 대형 복합쇼핑몰을 아이가 뛰어노는 일상적 공간으

로 인식하며 아이의 이동반경과 편의성을 고려해 쇼핑몰 내부에서 공간

소비가 종결된다.

<표 16> 인스타그램 유저의 공간소비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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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2010년 인스타그램이 런칭했고 2013년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

하게 되었다. 2013년 이후 2019년까지 인스타그램의 유저 수는 계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도시계획 연구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제

공할 것으로 생각했다. 인스타그램에서 대형 복합쇼핑몰을 검색하여 해

당 게시물들의 해시태그를 크로울링하여 빈도분석과 소셜네트워크 분석

을 시행한 후 의미분석을 시행했다.

대형 복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유저는 대형 복합쇼핑몰의 지

리적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영등포 타임스퀘어, 잠실 롯데월드몰,

여의도 IFC몰의 해시태그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미혼의 20대 초반에서

30대의 인스타그램 유저가 대형 복합쇼핑몰의 주된 소비자로 나타났고

이들은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공유했다. 이들은 대형 복합쇼핑몰을 자

기를 과시하는 공간으로 인식했으며 공간 자체를 인스타그래머블

(Instagrammable)한 공간으로 인식했다. 도시 외곽에 위치한 고양 스타

필드와 하남 스타필드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유저는 30대 이상의 육아

를 담당하는 어머니들이 주된 소비계층이었다. 이들의 연령 또한 밀레니

얼 세대에 포함되었으나 기존 연구에서 보여주었던 밀레니얼 세대의 특

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들은 대형 복합쇼핑몰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상의 공간으로 인식했다. 정리하면 도심권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한 인식은 과시적 속성의 인스타그래머블한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외

곽지역의 대형 복합쇼핑몰은 일상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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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유저가 대형 복합쇼칭몰에서 소비하는 체험은 엔터테인먼트

적 체험, 미적 체험 그리고 현실도피적 체험으로 나타났다. 젊은 밀레니

얼 세대가 많이 방문하는 도심 지역의 대형 복합쇼핑몰에서는 엔터테인

먼트적 체험이 중심이 되었다. 대형 복합쇼핑몰 주변에 편의시설이 존재

할 경우 미적 체험은 대형 복합쇼핑몰 내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환

경을 체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 도피적 체험은 쇼핑몰 내부와 외

부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외곽지역의 쇼핑몰에서는 식음과 관련된 현

실 도피적 체험만이 발견되었다. 이는 대형 복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어머

니들이 육아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통해 인스타그램 유저의 공간 소비 패턴도 차이

를 보였다. 도심 지역의 대형 복합쇼핑몰을 주로 소비하는 인스타그램

유저의 공간 소비는 대형 복합쇼핑몰 내에서 완결되기도 하지만 지역적

차원의 공간 소비가 나타났다. 지역적 공간 소비가 이루어지는 원인은

대형 복합 쇼핑몰이 제공하지 못하는 기능을 외부의 편의시설(Amenity)

이 제공하게 된다면 지역 단위의 소비가 나타나게 된다. 단, 다양한 편의

시설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소비자의 니즈에 맞지 않게 된다면 지역 단

위의 공간 소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지역 단위의 소비가 일어나는

이유는 젊은 밀레니얼 세대의 워라밸 및 효율성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주말이라는 시간 내에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이상의 경험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외곽 지역에서는 지역 단위의 공간 소비가 발

견되지 않고 대형 복합쇼핑몰 내에서 모든 소비가 완결되었다. 그 이유

는 외곽 지역의 대형 복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다수가 육아를 하

는 어머니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들의 소비 동선은 모든 초점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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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동 동선에 제약을 받았다.

연구를 종합해보면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한 인식은 대형 복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성격에 따라 달라졌다. 도심 지역에 위치한 대형 복

합쇼핑몰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는 미혼의 20-30대의 밀레니얼 세대였

다. 이들은 대형 복합쇼핑몰을 인식할 때 대형 복합쇼핑몰 그 자체로 인

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제공하는 편의시설이

존재할 경우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변에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제공한다고 하여

도 밀레니얼 세대의 니즈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소비는 대형 복합쇼핑몰

내부에서 종결된다. 외곽 지역을 소비하는 인스타그램 유저 또한 다수가

밀레니얼 세대였지만 이들은 신혼부부이거나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 그

룹이었다. 이들은 아이의 스케쥴에 따른 소비행동을 보였다. 그리하여 아

이의 동선에 따라 대형 복합쇼핑몰 내에서 소비는 종결이 되며 엔터테인

먼트적 체험과 미적 체험을 하기 보다는 식음과 관련된 현실도피적 체험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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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이라는 SNS 내의 해시태그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를 통한 연구를 수행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동안 대형 복합쇼핑몰

연구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하여 대형 복합쇼핑몰을 인식하는데 표본집단

의 크기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유저가 공간을 어떻

게 인식했는지 미시적 접근을 했다. 그리하여, 인스타그램 유저의 성향,

공간인식, 공간 소비패턴에 대해 연구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유저에만을 표본으로 삼아 인

스타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공산적 소

비를 하는지를 증명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중

장년 인구와 노인 인구에 대한 분석이 향후 연구에서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이 향후 10년 이상 서비스가 지속된다면 중장

년의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분석하면서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을 업로

드하는 성별 차가 존재했다. 게시물을 분석하면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본 연구가 인스타그램에서 여성 유저의 소비

취향은 반영이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남성 유저의 소비 취향 및 니즈가

상대적으로 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대형 복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유저 중 밀레니얼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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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었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미혼의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에만 깊

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하여 결혼을 한 밀레니얼 세대와 미혼의 밀레니

얼 세대를 과연 같은 세대로 명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세대적 관점이 아닌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연구

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도

시를 연구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 도시 분석의 틀

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새로운 연구의 벌판을 마련할 것으로 판

단된다. 도심 공간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이들은 도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며 어느 지역에서 소비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도시계획 분야는 거시적 측면의 접근이 다수를 차지했지

만 인스타그램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제공자를 통해 도시 연구에 있어 미

시적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71 -

참 고 문 헌

강보라 (2018) SNS상의 이미지 생산과 의미에 관한 연구 : ‘먹스타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 영상문화, 33, 5-32

강혜원, 김해원 (2018). 소비문화의 전시와 자기서사 쓰기 사이의 줄타기.
한국방송학보, 32(5), 5-34.

김경민, 김담. (2018). [[제 5주차] 정규강좌] “디벨로퍼와 쇼핑몰”/“타임

스퀘어: 리테일 상업용 부동산”. 환경논총, 61, 43-45.

김나민. (2018). 엄마의 쇼핑: 아이를 위한 구매시 느끼는 감정에 대한

연구. 기업경영연구(구 동림경영연구), 78(0), 131-146.

김도연 (2019), 잠실 일대 고밀화로 인한 도시 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효정 (2017). 인스타그램 사진 공유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1), 252-263.

김미영, 김지희. (2018).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통해 본 과시적 자기표

현 공간으로서 서울 고급호텔. 서울도시연구, 19(1), 95-113.

김필진, 이소연 (2018). 복합 쇼핑몰 이동, 휴게공간 계획이 육아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3), 76-78

김지희 (2014). 주부 파워블로그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29(2), 5-40.

남민지, 이은지, 신주현.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이용한 사용자 감정 분

류 방법,"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제18권, 제11호, 2015,

pp.1391-1399.

민웅기 (2010). 현대 관광과 시공간 소비의 의미 변화: 시공간의 시장화,

상품화 현상 및 체험 소비의 인문학적 고찰.『순천향 인문과학논총』,



- 72 -

27(0), 329-352

박민영 박경, 2017, 인스타그램 해시태그(Hashtags) 분석을 통한 방문객

들의 지오사이트 인식에 대한 분석, 한국지형학회지, 24(1), 93-104.

박민정. (2014). 복합쇼핑몰 소비자의 성별, 연령별, 쇼핑성향 유형에 의

한 리테일 엔터테인먼트 차이. 한국디자인포럼, 45(0), 353-366.

박태원, 백성준, 심재관, (2010), “복합테마형쇼핑몰의 집객요인이 만족도

와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학연구」, 16(3), p115-131.

박혜경 (2009). 한국 중산층의 자녀교육 경쟁과 전업 어머니 정체성.
한국여성학, 25(3), 5-33

박혜민(2012), 대형 복합 상업시설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영등포역 일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구원, 민형철. (2009). 복합문화공간형 유통매장에서의 체험과 소비자

태도. 서울도시연구, 10(4), 143-158.

신상기 (2014). 욕망의 시각화, 셀프카메라(셀카)의 나르시시즘.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4(1), 533-541

엄경희, 표재연 (2016). 초대형 복합쇼핑몰에 나타난 몰링문화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2(1),
203-214.

오성훈, 이소민, 박수조 (2015). 유모차 통행 환경에 대한 만족도
영향요인과 육아 스트레스.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31(7),
75-82

윤보라, 이오현. (2017). 여성의 이미지 기반 SNS 이용의 사회문화적 함

의. 한국방송학보, 31(5), 78-119.

이용숙 (2017). ‘놀기’가 된 디저트 먹기. 비교문화연구, 23(1), 165-218.



- 73 -

이정섭(2014), 여의도 한강공원의 피크닉 장소 이용행태와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용기 (2019). 워라밸의 인문학적 성찰.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3(1), 121-138

한정훈 (2010). 삼청동 소비공간의 형성과 도시 경험. 도시연구, (4),
133-183.

황재홍, 안병주, 김희율, 김재준 (2008). 국내 대형 복합쇼핑몰의
공간구조 비교분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 28(1),
73-76.

Baker, Julie and Diana Haytko. 2000. “The Mall as Entertainment:

Exploring Teen Girls’ Total Shopping Experiences.” Journal of

Shopping Center Research 7 (1): 29-58.

Bergman, S. M., Fearrington, M. E., Davenport, S. W., & Bergman, J.

Z. (2011).Millennials, narcissism, and social networking: What

narcissists do on social networking sites and wh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5), 706–711.

Boy, J.D., and Uitermark, J., 2015: Capture and sharethe city:

Mapping Instagram’s uneven geography in Amsterdam. In: Conference

“The Ideal City Between Myth and Reality. Representations, Policies,

Contradictions and Challenges for Tomorrows Urban Life”, Urbino, 27

September 2015.

Boy, J. D., and J. Uitermark. (2016). “How to Study the City on

Instagram T. Preis, ed.” PLoS ONE 11(6), e0158161.

Boy, J. D., & Uitermark, J. (2017). Reassembling the city through

Instagram.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doi:10.1111/tran.12185



- 74 -

BUCUŢĂ Anca, (2015), “A Review of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tion Y Consumer”, Marketing – from information to

decision, 8:38-47

Buffardi, L. E., & Campbell, W. K. (2008). Narcissism and social

networking Websi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

1303–1314. doi:10.1177/0146167208320061.

Bloch, P. H., Ridgeway, N. M., & Dawson, S. A. (1994). The shopping malls

as consumerhabitat.Journal of Retailing, 70(1), 23–42.

Carpenter, C. J. (2012). Narcissism on Facebook: Self-promotional and

anti-social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 482–

486.

Christiansen, T., L. Comer, R. Feinberg, and H. Rinne (1999), “Effects

of Mall Entertainment Value on Mall Profitability,” Journal of

Shopping Center Research, 6(2), 7-23.

Graham, D., Graham, I., & MacLean, M. (1991). Going to the Mall: A

Leisure Activity of Urban Elderly People. Canadian Journal on Aging

/ La Revue Canadienne Du Vieillissement, 10(4), 345-358.

doi:10.1017/S0714980800011375

Changsup Shim, Carla A. Santos & Mack Joong Choi (2013) Malling
as a
Leisure Activity in South Korea,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5:3,
367-392, DOI : 10.18666/ jlr-2013-v45-i3-3156

Craig A. Martin, L.W. Turley, (2004) "Malls and consumption
motivation: an exploratory examination of older Generation Y
consumers", International Journal of Retail & Distribution
Management, Vol. 32 Issue: 10, pp.464-475,
https://doi.org/10.1108/09590550410558608



- 75 -

Gary Warnaby & Dominic Medway (2018) Marketplace icons:
shopping malls, Consumption Markets & Culture, 21:3, 275-282,
DOI:10.1080/10253866.2016.1231749

Gilboa, S. and Vilnai-Yavetz, I. (2013) ‘Shop until you drop? An

exploratory analysis of mall experiences’,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Vol. 47, Nos. 1/2, pp.239–259.

Giovannini, S. Xu Yingjiao, Thomas J., (2015) "Luxury fashion
consumption and Generation Y consumers: Self, brand consciousness,
and consumption motivations", Journal of Fashion Marketing and
Management, 19(1), 22-40

Jang, J., Han, K., Shih, P. C., & Lee, D. (2015). Generation Like:

Comparative Characteristics in Instagram. CHI, 4039-4042.

Jensen, B. (2013) ‘Instagram as cultural heritage: User participation,

historical documentation, and curating in Museums and archives

through social media’, Digital Heritage International Congress

(DigitalHeritage), Marseille, France 28th October to 1st November.

Doi: 10.1109/DigitalHeritage.2013.6744769 (Accessed: 18 August 2018).

Lazzarini, L. & López Baeza, J., “The Mushrooms’ Lesson: Instagram

as a tool to evaluate users’ perception of urban transformations.” Un

nuovo ciclo della pianificazione urbanistica tra tattica e strategia,

Roma-Milano: Planum Publisher, pp. 178–184, 2016.

Lee E, Lee J-A, Moon JH, Sung Y (2015) Pictures speak louder than

words: Motivations for using Instagram. Cyberpsychol Behav Soc

Netw 18(9):552–556

Locatelli, E. (2017). Images of Breastfeeding on Instagram:

Self-Representation, Publicness, and Privacy Management. Social

Media + Society. https://doi.org/10.1177/2056305117707190



- 76 -

Liu, R., & Suh, A. (2017). Self-Branding on Social Media: An

Analysis of Style Bloggers on Instagram. Procedia Computer Science,

124, 12-20. https://doi.org/10.1016/j.procs.2017.12.124

Martin Craig A, Turley LW. Malls and consumption motivation: an

exploratory examination of older Generation Y consumers. Int J Retail

Distrib Manag

2004;32(10):464–75.

MATTHEWS, H., TAYLOR, M., PERCY-SMITH, B., & LIMB, M.

(2000). The Unacceptable Flaneur: The Shopping Mall as a Teenage

H a n g o u t . C h i l d h o o d , 7 ( 3 ) , 2 7 9 – 2 9 4 .

https://doi.org/10.1177/0907568200007003003

Pine II,B.Joseph and Gilmore, James H., 'Welcome to the Experience

Economy," Harvard Business Review,July/August 1998, pp. 97-105.

Robert G Dorfman, Elbert E Vaca, Eitezaz Mahmood, Neil A Fine,

Clark F Schierle, Plastic Surgery-Related Hashtag Utilization on

Instagram: Implications for Education and Marketing, Aesthetic

Surgery Journal, Volume 38, Issue 3, March 2018, Pages 332–338,

https://doi.org/10.1093/asj/sjx120

Shawn M. B, Matthew E. F., Shaun W. D., Jacqueline Z. B.(2011),

“Millennials, narcissism, and social networking: What narcissists do

on social networking sites and wh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5) : 706-711,

Shim, C., Santos, C. A., & Choi, M. J. (2013). Malling as a leisure

activity in South Korea.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5, 367



- 77 -

Toscano, P. 2017. Instagram-City: New Media, and the Social

Perception of Public Spaces. Visual Anthropology 30, 275-286.

Zafar U. Ahmed, Morry Ghingold, Zainurin Dahari, (2007) "Malaysian
shopping mall behavior: an
exploratory study", Asia Pacific Journal of Marketing and Logistics,
Vol. 19 Issue: 4, pp.331-348,

Zappavigna, M., & Zhao, S. (2017). Selfies in ‘mommyblogging’: An

emerging visual genre. Discourse, Context and Media, 20, 239-247.

doi:10.1016/j.dcm.2017.05.005



- 78 -

Abstract

A study on the spatial

perception of the Instagram

Users on the Regional Complex

Shopping Malls in Seoul and its

Vicinity

Kim, Minsung

Dep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launching of Instagram in 2010, people have used Instagram

for the purpose of sharing with others their pictures, their life styles,

their opinions, and even their feelings. In the previous research,

researchers have had a tendency to focus their researches on “Who

is the Instagram user?”, among others.

However, a good thing about the Instagram is that it provides the

information of the location where Instagram is being sent.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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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planners take a look at the picture of the Instagram, they

begin to find out the information on the Instagram users’ needs, their

consuming patterns, the way they “consume the space” through an

analysis of hashtag. In this way, when Instagram is well analyzed in

such a way that a large number of Instagrams are collected and

analyzed as “Big Data”, it can be a fantastic new source for the area

of the urban planning research.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a spatial conception of the

Instagram users at the shopping malls with the following three

objectives.

First, to identify who the Instagram user are among the visitors of

the shopping malls.

Second, to find out the experiential consumptions of the Instagram

users in the mall.

Third, to understand the patterns of the spatial consumption by the

instagram users.

Reserch Method :

1) The five shopping malls are selected where Instagram users visit

the most : Timesquare in Yeongdeungpo / Lotte World mall in

Jamsil / IFC Mall in Yeouido/ Starfield in Goyang / Starfield in

Hanam

2) Create Instagram hashtag Crawlers through using Python.

3) Gather all the hashtags related with shopping malls

4) Count the frequencies of the hashtags while at the same time,

conduct a Social-Network Analysis.

Research process :

Step 1 :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features of th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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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 visiting shopping malls. It is found that in the city area malls,

Most of the Instagram users are Millenials who are not married.

They have a tendency to grandiosely express themselves to perceive

a social recognition from other people. Based on this finding, it is

thought that they perceive the mall as an “Instagrammable space”.

When they can show-off themselves at the backdrop of the mall.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shopping malls located in the

out-lying area, most of the Instagram users are “Mother with

toddlers”. They take pictures of their kids instead of taking pictures

of themselves in the mall. Although they belong to the generation of

the Millenials, they do not show the characteristics and features of

the Millenials who are not married.

Step 2 : To find out how they consume the experiential space in the

mall. In the city shopping malls, the Instagram users experience the

space at various dimensions including : the dimension of

entertainment, the dimension of escapism and the dimension of

aesthetics. However in the out-lying malls, the Instagram users

consume the space only at the level fo the dimension of escapism.

This is because they may have to take care of their kids. Thus, they

have no time to watch movies or to walk around the parks at the

mall.

Step 3 : To find out the patterns of the spatial consumption by the

Instagram users. In the city area malls, the Instagram users have a

tendency to do spatial consumption at the level of local scale in order

to satisfy their needs for experiential consumption. However, if the

surrounding areas do not satisfy their needs, they only consume the

space in the mall. On the other hand, Mothers with toddler have a

tendency to consume the entire space in the mall. This is because

they focus their spatial consumption on their 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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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

This study is to find out a perception of the Instagram users of the

shopping malls located in the city of Seoul and its vicinity.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y that urban planners and developers can

utilize the new information and data produced by the Big Data

secured through using an Instagram analysis. Therefore, the results

shown here in this study can provide a new alternative direction for

the design of future shopping malls in Korea as well as abroad.

keywords : Instagram, Shopping mall, Spatial consumption,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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