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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논문은 스펙터클의 도시로서 잠실 롯데 단지를 미디어와 공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잠실 롯데 단지 

스펙터클이 형성하는 지각과 주체성 문제를 논의하고, 잠실 롯데 단지의 

문화적 의미와 현대성을 파악한다. 이 논문은 한국의 도시 스펙터클 

연구로서 확장된 미디어 연구이자, 비판이론적 도시 연구이다.  

    잠실 롯데 단지의 다층적 미디어-공간을 연구하기 위해 이 논문은 발터 

벤야민이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발전시킨 도시 문화론의 주요 개념들에 

기반하여 연구 방법과 분석틀을 정립하였다. 상업 · 거주 · 교통 · 예술의 

복합적 구성체인 잠실 롯데 단지를 에비뉴엘,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 

어드벤처, 롯데캐슬골드, 잠실역, 미디어 파사드와 공공 미술로 세분화하고 

재구성하여 접근하였다. 각 대상과 관련한 문헌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근대화와 도시화의 맥락에서 잠실 롯데 단지의 공간 형성과 재현, 경험의 

다양한 층위와 의미 작용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미디어 재현을 분석하여 잠실 롯데 

단지의 스펙터클을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설립 초기 잠실 롯데 단지는 각 시설이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기능하였던 반면, 현재의 잠실 롯데 단지는 기술 매체로 통합된 소비문화 

공간을 구성하고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잠실 롯데 단지의 미디어-

공간은 촉지적 스펙터클과 유동적 공간 경험을 제공하여 공간소들의 경계를 

교차 · 와해하며, 문화적 혼종성을 강화한다. 잠실 롯데 단지의 스펙터클은 발터 

벤야민이 기술 매체에 기대한 비판적 깨어남의 계기로 작용하기보다는, 온 · 

오프라인을 포괄하는 전략으로 상품물신의 환등상적 효과를 강화하여 하나의 

거대한 소비문화의 성채를 형성한다.  

    잠실 롯데 단지를 스펙터클의 도시라는 현대 도시 공간의 한 유형으로 

분석한 이 연구는 도시 문화의 미디어-공간적 연구에 이론적이며 분석적인 

단초를 제공한다. 또한, 이 논문은 발터 벤야민의 비판적 미디어 문화 연구 



 

 

방법을 그대로 수용 및 적용하는 한계를 넘어 한국의 현대적 미디어 환경의 

맥락에 비판적으로 전유함으로써 비판적 문화연구에서 탈식민지적 연구를 

시도한다. 나아가 이 논문은 비판적 미디어 문화 연구가 미디어-공간의 

식민성, 젠더성, 혼종성과 보다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수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주요어 : 잠실 롯데 단지, 발터 벤야민, 아케이드프로젝트, 환등상, 

도시 스펙터클, 미디어-공간 

학   번 : 2018-2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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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산업 혁명의 촉발과 확산에 따른 도시화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인

해, 기술 매개적 공간 경험은 현대 도시의 일상적 삶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다양한 미디어 재현으로 구성된 도시 공간은, 미디

어가 침투한 공간이자(이재현, 2013) 현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성을 체험

하는 공간이다(Augé , 1994/2017: 151). ‘장소감의 상실’(no sense of place)이라 

압축적으로 표현되듯이 매스 미디어와 전자 미디어가 추동한 사회관계와 일상 

행위의 변동은 공간 경험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Meyrowitz, 1985/2018). 

지속적으로 확장된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그 경험에 대한 연구는 현대 문화 연구

의 주요한 주제가 되어왔다. 이 논문은 이러한 연구 맥락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도시 공간의 상호작용이 가져오는 역동적인 문화공간으로서 잠실 롯데 

단지를 스펙터클의 도시 개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서울의 도시화와 잠실 롯데 단지의 형성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는 잠실역을 중심으로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몰, 롯

데월드, 롯데캐슬골드가 자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롯데 

공간들을 통틀어 ‘잠실 롯데 단지(Jamsil Lotte Complex)’로 지칭하고자 한다.1 

사전적으로 단지란 “주택, 공장, 작물 재배지 따위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일정 구

역”을 지칭한다.2 문화적 맥락에서 하나의 대규모 복합 공간 형태로서 잠실 롯데 

단지는 서울의 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되었고, 개발도상국가로서 한국 도시문화 

                                                 
1 2016년 완공된 롯데월드타워가 ‘제2롯데월드’로 지칭되었으나, 롯데월드타워를 비롯한 다

양한 공간들을 통칭하기 위하여 ‘잠실 롯데 단지'로 명명했다.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URL: https://stdict.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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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중요한 범례가 되었다. 잠실 롯데 단지가 자리하고 있는 잠실이라는 지역

과 잠실 롯데 단지의 시발점인 롯데호텔과 롯데월드의 탄생은 한국의 도시 개발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잠실은 본래 사람이 살지 않는 갯벌로, 1960년대에 이르

러 박정희 정권의 도시계획에 따라 인공적으로 토대를 일군 장소이다.3 1980년 

광주 민주 항쟁을 억압하고 등장한 전두환 정권은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세계

적 규모의 행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롯데의 관광산업을 장려했다. 국

익이라는 명목 하에 잠실 롯데 단지는 개발독재정권과 사기업의 협업으로 탄생

했다. 2011년, 국내 최고층의 롯데월드 타워의 건립과 함께 잠실 롯데 단지는 서

울과 한국의 중요한 랜드마크의 하나가 되었다.  

단지로서의 잠실 롯데 단지는 국내 초고층 랜드 마크로서의 롯데 월드 타워

뿐만 아니라, 쇼핑센터, 고급 호텔, 놀이 공원 등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 속의 도

시’로 기능한다. 잠실 롯데 단지는 신세계 기업의 스타필드나 이마트와 같은 형

태의 분점이 아니라, 전국에 분포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몰 등을 한 지역

에 복합단지로 건설한 매우 독특한 형태이다. 잠실 롯데 단지의 특이점은 고유한 

랜드마크로서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도시 유형으로 부산시가 2021년 5월 완공

을 앞둔 ‘롯데월드 매직포레스트’의 전례가 되고 있다.4   

 

 

 

                                                 
3 박정희 정권은 전쟁의 위협에 맞서 강북에 밀집된 인구를 분산하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자

원과 재정난을 해결하며, 1971년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고 

도로 교통 체계를 구축했다(지주형, 2016).  
4 ‘롯데월드 매직포레스트’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오시리아관광지에 2021년 5월 개장을 목

표로 건설 중에 있다. 건축 계획에 따르면 ‘롯데월드 매직포레스트’의 예상 규모는 잠실 롯데 

단지의 약 4배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테마파크, 아쿠아월드, 쇼핑몰, 루지 등이 연결된 형태

이다. 롯데그룹은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도 ‘선양판 잠실 롯데 단지’인 ‘선양 롯데타운’을 건설

하기 위해 2조원 가량을 투자하여 2014년 5월에 롯데백화점, 아파트, 롯데시네마 등을 1차 

오픈하였으나, 2016년 말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공사가 중단되

었다. 2019년 5월에 다시 중국 정부로부터 공사 허가를 받았지만, 잇따른 불매운동과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며 손실이 커지자 롯데백화점과 롯데시네마의 영업을 종료하고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이한나, 2019; 장유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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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실 롯데 단지 연구의 의의 

1960년대 서구에서 급속히 발달한 대중 문화 연구분야에서 미디어와 도시 

문화의 관계는 주요 주제였다.  1970-80년대 들어 매스 미디어와 소비문화의 급

속한 발전을 반영한 포스트모던 이론은 공간에 대한 문화 연구의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즉, 공간을 연속적 시간성에 따라 주어지는 것, 사회적으로 

고정된 것,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하던 기존의 전통적인 공간연구에 의문을 제기

했다(Baudrillard, 1980; Lash & Urry, 1987).  이후 문화 연구 분야에서는 자본

주의적 소비 문화와 미디어의 역동성에 더욱 주목하여 공간을 능동적으로 작동

하고 형성되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 인식하는 ‘공간적 전회’(spatial turn)가 일

어났다(김은주, 2016; 신지영, 2011). ‘공간적 전회’는 커뮤니케이션학의 질적 연

구에서도 공간 연구를 중요한 분야로 보고 미디어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

가 되었다.  

한국의 문화 연구에서도 1990년대부터 공간적 연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

으나, 대부분 미디어를 통한 도시 이미지의 재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김수철, 2015). 서울 도시 문화 맥락에서 잠실 롯데 단지가 가지는 중요성과 특

이성에도 불구하고, 잠실 롯데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문화 연구는 그동안 

희박했다. 잠실 롯데 단지는 주로 소비문화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공간을 둘러

싼 권력과 자본의 정치적 논의에 기반해서 이루어졌다. 언론학 분과 내에서는 강

내희(1991)와 전승용(2008)의 롯데월드 연구 정도를 손에 꼽을 수 있다. 경영학, 

부동산학, 건축학 도시계획학, 디자인학 등 타 분과에서는 잠실 롯데 단지 내의 

호텔이나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 어트랙션, 롯데월드몰 등 개별 공간에 대한 이

용 만족도(최지남, 2003; 나수딘리디아, 2012), 경영과 홍보 전략(안중호, 2010), 

디자인(선현미, 2004; 김미화 2015) 등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복합쇼핑몰로 잠

실 롯데 단지를 분석한 연구도 일부 존재하는데, 시설들 매출의 상관관계 분석

(신혜영, 2020)이나 건축계획적 특성(이용선 · 김영욱, 2012), 도심형 복합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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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 공간구성(장현진 · 허범팔, 2013), 대형복합상업시설의 도시공간구성 특성(안

희선 · 남경숙, 2009), 대형소비공간의 공간구조(강지은, 2013)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롯데백화점과 롯데월드 등도 개별적으로 

공간 권력적 시각에서 권력의 재배치 문제와 소비자본주의적 공간의 문제로 논

의되어 왔다(김홍중, 2012a; 최병두, 2018; Lefebvre, 1974/2011). 그러나 잠실 

롯데 단지는 다양한 건축물과 단지 전체가 하나의 복합체인 도시로서 기능하며, 

여러 형태의 미디어 개입을 통해 소비자, 거주민, 관광객의 경험을 재현 및 구성

하고 있다. 따라서 복합적인 미디어 도시로서의 잠실 롯데 단지는 점차적으로 미

디어-공간적인 접근의 연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잠실 롯데 단지의 문화적 경

험은 물리적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가상 공간과의 상호작

용에서 분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심광현, 2009). 롯데 단지는 서울의 도시화, 최

근 증가하고 있는 강남 형성과정에 대한 도시 문화 연구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

거나, 백화점 등 소비 문화에 대한 한 예로 언급되었다. 이 연구는 잠실 롯데 단

지를 ‘단지’로서, 즉 ‘도시 속의 도시’로 접근해야만 그 공간적 · 문화적 의미를 구

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잠실 롯데 단지의 구성에 여

러 방식으로 개입하는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자, 이 공간에서 이

루어지는 독특한 도시 경험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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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현대의 대도시는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긴밀한 관계

를 가지고 새로운 지각 방식과 경험, 주체의 탄생을 야기했다. 도시를 연구한다

는 것은 현대 사회의 문화적 현상을 읽어내는 것이다(심혜련, 2003). 벤야민의 <

아케이드 프로젝트>는 문화적 현상의 파편 하나 하나를 개개(箇箇)로 대하면서 

19세기 도시의 스펙터클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벤야민은 그가 직면한 시대의 원

현상을 파악하고, 자본주의의 운동법칙을 이해하고자 했다. 문화적 현상으로 표

현되는 자본주의 현대성을 해체하고 재조립하고자 했던 벤야민적 문화 연구는 

자본주의 하부구조의 반영으로서만 문화를 이해하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이성

과 기술에 대한 비관주의로 문화산업의 이데올로기적 영향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아도르노 등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한계를 넘어서는 단초를 제공한다. 벤야민

의 문화연구는 디지털 미디어의 시대에도 유효한 이론적 통찰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여기, 한국의 대도시를 문화적 현상으로 분석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 방법

론적 기반이 된다.  

    잠실 롯데 단지는 하나의 도시 유형으로서 볼거리로서의 스펙터클들을 만들

어내고, 다양한 스펙터클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 주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스

펙터클의 도시로서 잠실 롯데 단지는 공간의 형성과 재현을 통해 복합적인 문화

적 의미를 형성한다. 잠실 롯데 단지의 거대 규모와 복합적 공간의 특성을 고려

했을 때, 단지를 구성하는 개별 공간 단위에 대한 미시적 분석(micro-analysis)

과 함께 이 개별 공간 단위가 단지 내에서 어떻게 관계 맺고 롯데 단지를 구성하

는지에 대한 거시적 분석(macro-analysis)이 요구된다.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

로젝트>가 ‘영화적’으로 보여주듯이, 연구자는 잠실 롯데 단지의 구석 구석을 끌

어당겨(zoom-in)접근하고, 한편으론 거리를 갖고 물러나며(zoom-out)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물리적 공간과 가상의 공간, 공공 공간과 사적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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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하면서 구성되는 ‘역공간’(liminal space)과 같은 다층적 공간에 대한 역동적

인 분석이 가능해진다.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가 보여준 미디어-공간적 접근을 적극적으

로 수용하여, 이 연구는 잠실 롯데 단지를 스펙터클의 도시로서 분석하고 재구성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잠실 롯데 단지 스펙터클을 구성하는 미디어

와 공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스펙터클의 도시로서 잠실 롯데 단지에서 등장

하는 인간 지각, 감각과 주체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잠실 롯데 단지가 스펙터클 

도시로서 형성하는 문화적 현대성의 의미 성찰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현실에 밀착된 한국의 미디어-공간적 도시 스펙터클 연구로서 확장된 미디어 연

구이자 비판이론적 도시 연구의 계보를 잇는 데 공헌하고, 잠실 롯데 단지에서 

드러나는 한국의 현대성과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노력한다. 이를 위해, 2장

에서는 국내 · 외에서 선행된 미디어-공간과 스펙터클 연구를 검토하여 연구 현

황과 한계를 성찰하고, 3장에서는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을 정립할 

것이다. 4장에서는 정립된 분석틀로 잠실 롯데 단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 1935년 개요에서 나타난 6가지 카

테고리를 잠실 롯데 단지의 다층적인 미디어-공간을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

석틀로 적용한다. 각각의 개념과 분석 대상에 따라 롯데 단지의 연구 대상은 세

분화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에비뉴엘의 공간 배치는 미디어의 재현을 통해 어떻게 체험  

되는가? 

 

잠실 롯데 단지 내에는 명품 백화점인 에비뉴엘, 쇼핑몰, 대형마트가 공존하

고 있다. 브랜드와 상품의 가격에 따라 공간은 다르게 배치되며, 미디어 재현 역

시 상이하다. 소비 공간 중 가장 ‘고급’의 위치를 점하는 에비뉴엘의 공간과 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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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엘에 대한 미디어 재현을 분석함으로써 잠실 롯데 단지가 선전하는 상품 문화

의 환등상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5 

 

[연구 문제 2] 롯데월드타워의 파노라마 경험은 어떻게 산만한 지각과  

신체적 촉지성으로 구성되는가? 

 

스펙터클의 도시로서 잠실 롯데 단지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볼거리는 새로운 

지각 경험을 제공한다. 롯데월드타워는 각각 아래에서, 위에서, 그리고 오르락내

리락하는 이동의 순간에서 볼거리를 만들어낸다. 스크린과 유리창이라는 커뮤니

케이션, 건축적 기술은 볼거리에 시각적 촉지성을 덧씌워 일종의 ‘충격체험’을 

일으킨다. 이러한 롯데월드타워의 파노라마 경험 구성을 분석함으로써 미디어와 

공간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인간 지각에 미치는 새로운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3]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광고 이미지 상품 전략은 어떻게       

소비자의 욕망이 강화되도록 하는가?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잠실 롯데 단지에서 가장 먼저 개장한 주요 관광 시설

로서, 절기마다 다양한 이벤트와 테마를 기획하여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치

고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광고 이미지는 환등상으로 소비자의 욕망을 자극

하는 하나의 상품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면에 발굴되어야 할 

유토피아적 이미지로, 진정한 대중의 욕망을 포착할 계기가 될 수 있다. 롯데월

드 어드벤처의 광고 이미지를 분석하여 상기한 두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5 환등상(phantasmagoria) 개념은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의 주요한 분석개념이다. 

이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쟁과 의미는 ‘3장 이론적 배경’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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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4] 아파트로서 롯데캐슬골드의 주거 공간은 중산층의 주체성  

형성에 어떻게 작동하는가? 

  

주상복합 아파트인 롯데캐슬골드는 접근성이 뛰어난 잠실역에 위치해 있지

만, 입주민 출입구와 롯데캐슬플라자의 입구와 구분되어 있고 아파트 출입이 엄

격히 통제되어 사적인 환경을 강화한다. 또한, 층 별로 일반에서 고급형인 펜트

하우스에 이르기까지 상품 가치에 따라 공간 규격과 형식이 상이하다. 제2롯데

월드 사업 계획이 발표된 1992년 이후의 시점인 2002년에 착공된 롯데캐슬골드

의 거주민은 잠실 롯데 단지의 주요 방문객이자, 잠실 롯데 단지의 일부로 존재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롯데캐슬골드의 주거 공간이 롯데캐슬골드 거주민들의 

주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하나의 도시 유형으로서 잠실 롯데 단

지가 형성한 하나의 주체 유형을 이해하는 접근이 될 것이다.  

 

[연구 문제 5] 잠실 롯데 단지와 연계된 잠실역의 내부와 외부 공간은  

어떻게 교차되는가? 

 

잠실역은 2호선과 8호선이 교차하며, 지하쇼핑센터를 형성하는 것과 더불어 

잠실 롯데 단지를 연결하고 있다. 롯데월드몰 입구에 위치한 잠실월드스퀘어는 

공연과 휴식, 만남이 이뤄지는 장소로,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닌 또 하나의 문화 

· 소비 공간이 된다. 잠실역의 출구는 총 12개로, 그 중 8개는 각각 잠실 롯데 단

지의 입구가 된다. 잠실역과 잠실 롯데 단지의 유기적 연계와 잠실역의 공간은 

지하와 지상뿐만 아니라 잠실 롯데 단지와 잠실역의 공간을 교차시키고 있다. 중

의적 의미에서 내부와 외부를 교차하는 잠실역과 잠실 롯데 단지의 현상을 분석

하여 잠실 롯데 단지의 환등상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 지 파악할 수 있

다.  



 

9 

 

[연구 문제 6] 롯데월드타워의 미디어 파사드와 공공 미술은 어떻게 도시 

스펙터클의 미적/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가? 

 

롯데월드타워는 명절과 같은 이벤트나 문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디어 파

사드와 공공 미술을 전시한다. 미디어 파사드는 롯데월드타워 13층에서 100층

까지의 외벽에 상영되는데, 광고를 위해 상영되기도 하지만, 주로 크리스마스, 새

해와 같은 명절을 기념하거나, 대선 개표 방송 등의 국가적 이벤트, 루미아트쇼

와 같은 공공 미술의 성격으로 상영된다. 또한 롯데월드타워는 롯데문화재단, 송

파구와 협업하여 석촌호수 동호에 거대 조형물을 띄우는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미디어 파사드와 공공 미술은 랜드마크로서 롯데월드타워

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도시민들에게 거대하고 비현실

적인 볼거리를 통해 특정한 미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미적 경험을 분석함으

로써 잠실 롯데 단지의 문화적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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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잠실 롯데 단지는 롯데월드타워 · 몰, 롯데월드 어드벤처, 롯데캐슬골드, 롯

데캐슬플라자로 구성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역 사거리를 중심으

로, 잠실역 7 · 8번 출구에는 잠실 롯데캐슬골드 아파트와 롯데캐슬플라자, 1 · 2 

· 11 · 10번 출구에는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 3 · 4번 출구에는 롯데월드 어

드벤처가 자리잡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잠실 롯데 단지 지도6 

 

                                                 
6 출처: 롯데물산. URL: https://www.lottepnd.com/tower/busines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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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어드벤처는 남쪽 석촌호수 서호에 야외 어트랙션 공간인 매직아일

랜드를 두고 있고,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은 석촌호수 동호를 끼고 있다. 잠

실역의 12개 출구 중, 무려 8개의 출구가 롯데의 시설을 향하고 있다. 거대 도시 

서울의 대표적 도심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중 하나인 송파구의 중심에 위

치한 잠실 롯데 단지는 잠실관광특구에 속하며, 롯데기업 뿐만 아니라 지역구 차

원에서 관리되고 있다.  

잠실 롯데 단지는 잠실역을 중심으로 <표 1-1>, <표 1-2>와 같이 두 구역

으로 나뉘는데, “제2롯데월드” 단지라고 불리는 잠실역 남쪽 구역과, 주상복합건

물인 롯데캐슬골드가 자리한 북쪽 구역이다. 북쪽의 롯데캐슬골드와 롯데캐슬플

라자는 주거와 소비 공간을 제공하며, 남쪽 구역은 호텔, 백화점, 쇼핑몰, 테마파

크, 콘서트홀 등 소비와 레저문화를 위한 복합상업 시설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1. 잠실 롯데 단지 북쪽 구역 구성 

건물 구분 롯데캐슬골드 롯데캐슬플라자 

층 구분 고층부 저층부 

시설 구성 
공동주택 2동  

(400세대) 

롯데슈퍼 

교보문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롯데리아 등 외식업체 

치과 등 클리닉 

약국 

헤어 및 네일숍 

패션 브랜드 숍 

엔제리너스 

세븐일레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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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잠실 롯데 단지 남쪽 구역 구성 

건물 구분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몰 롯데월드 

동 구분 타워동 

에비뉴엘동 

엔터테인먼트동 

쇼핑몰동 

롯데월드 어드벤처 (실내),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 (실외) 

시설 구성 

서울스카이 시그니엘서울 

시그니엘 레지던스 

무료 전망대 

푸드 에비뉴 스카이31 

피난안전구역 프리미어7 

워크플렉스 

프라임 오피스 

파이낸스 센터 

메디컬 센터 

피트니트 센터 

롯데뮤지엄 아레나광장 

에비뉴엘 (백화점) 

롯데면세점 

쇼핑몰 

(식당, 패션, 뷰티, 스파) 

롯데 하이마트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아쿠아리움 

롯데콘서트홀 

롯데월드 어드벤처 

아이스 링크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롯데월드 언더씨킹덤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 

(석촌호수 서호) 

 

(1)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타워는 총 123층으로, 555미터의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빌딩

이다. <그림 2>에서와 같이, 롯데월드타워의 타워동은 117-123층에 위치한 국

내 최고 높이의 전망대인 서울스카이, 6성급 호텔 시그니엘서울, 초호화 펜트하

우스 시그니엘 레지던스, 여러 레스토랑이 입점해 있는 푸드 에비뉴, 복합 컨벤

션 공간 스카이31, 피난안전구역, 오피스 공간 프리미어7, 사무공간 워크플렉스

와 프라임 오피스, 은행 · 증권 · 카드 · 보험 등 종합 금융 파이낸스 센터, 안과와 

정형외과로 구성된 메디컬 센터, 롯데뮤지엄, 피트니스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또

한 롯데월드타워 동쪽과 롯데월드몰 사이에 아레나광장이 위치한다. 롯데월드타

워는 롯데물산, 롯데쇼핑, 호텔롯데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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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롯데월드타워 · 몰7 

 

(2) 롯데월드몰  

롯데월드몰은 에비뉴엘동, 엔터테인먼트동, 쇼핑몰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에

비뉴엘동의 에비뉴엘은 국내 최대 명품 백화점으로, 지하 1층은 명품 화장품과 

구두 매장이, 지상 1층은 다양한 럭셔리 부티크들이 입점해 있고, 지상 2층과 3

층은 명품 시계와 장신구, 의류를 판매한다. 지상 4층과 5층은 각각 신사복과 캐

주얼 의류 매장이 입점해 있다. 지상 5-6층은 세계 3위 규모의 롯데면세점, 서

                                                 
7 출처: 롯데그룹. URL: https://www.lot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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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패션 매장, 다양한 글로벌 테마 레스토랑이 입점한 29스트리트와 근대 한국

을 테마로 한 서울서울3080 식당가로 구성되어 있다. 쇼핑몰동에는 그 외에도 가

전매장인 롯데 하이마트, 롯데마트가 있다. 엔터테인먼트 동은 아시아 최대 규모

의 멀티플렉스 롯데시네마, 아쿠아리움, 지상 8-10층에 이르는 최첨단 기술의 

콘서트홀로 이루어져 있다.  

 

(3) 롯데월드 

롯데월드는 연면적 601,000㎡로, 1995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테마파크

로 기네스북에 오른 바 있다. 롯데월드는 실내의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실외인 석

촌호수 서호에 자리한 매직아일랜드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아이스 링크, 롯데월

드 민속박물관, 아쿠아리움인 롯데월드 언더씨 킹덤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롯데캐슬골드  

잠실역 북쪽 롯데캐슬 구역의 주상복합건물 롯데캐슬골드는, 주거공간인 고

층부와, 근린 상업 시설인 하층부의 롯데캐슬플라자로 구성된다. 롯데캐슬골드

는 지하 7층, 지상 37층으로 이루어진 연면적 243,461㎡의 주상복합건물이다. 

두 동이 나란히 마주보고 있는 형태의 고층부는 50~99평대로 이루어진 4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다. 저층부의 롯데캐슬플라자는 은행을 비롯한 업무시설 및 

운동 시설, 치과 클리닉과 약국, 패션 브랜드 매장 및 부티끄 시설, 식당, 편의점,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연구 방법 

스펙터클의 도시로서 잠실 롯데 단지가 형성하는 문화적 의미는 여러 요소

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되는 성좌(constellation)와 같다. 공간의 형성과 

재현, 경험의 다양한 층위를 탐구하기 위해 잠실 롯데 단지에 관한 다양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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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주로 분석하면서, 미디어 재현 분석과 현장 관찰의 방법을 보완적으로 사

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1) 문헌자료 분석 

잠실 롯데 단지의 형성 배경에는 한국의 근대화 · 도시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압축적 강남 개발의 역사가 존재한다.  또한, 정부 권력과 연계하여 도시 개발에 

참여하고 상품문화의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초국가적 기업으로 성장한 롯데의 

사사(社史)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잠실 롯데 단지의 형성과 발달, 과

거와 현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강남과 롯데 단지 개발에 관한 역사적 

자료와 관련 문헌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는 앞서 논의했듯이 한국의 특수

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문화 현상으로서의 잠실 롯데 단지를 읽어내기 위함

이다. 문헌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잠실 롯데 단지가 어떠한 배경에서 어떤 의도에 

따라, 또는 계획이나 의도에서 벗어나 어떠한 환등상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비교

하였다. 또한, 개인의 제한된 경험보다, 실증적 문헌 자료를 통해 문화 현상으로

서의 잠실 롯데 단지의 환등상을 보다 총체적이고 면밀하게 연구할 수 있을 것이

라고 판단했다. 

주요 문헌으로는, <표 2>에서와 같이 롯데그룹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발

간한 <롯데 50년사: 1967-2017>, 1975년 12월에 창간되어 지금까지 월별로 발

행되고 있는 사보 <롯데>, 계열사별 기업 개요와 경영성과를 기록한 롯데 연간 

브로슈어를 분석하였다. 또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통해 1958년부터 2020

년 사이 보도된 롯데 관련 기사와 광고물을 6가지 분석틀에 따라 분류하고 검토

하였다. 또한, 서울시와 송파구의 도시계획과 도시 개발 보고서, 잠실 롯데 단지

의 건설과 관련한 롯데잠실개발계획 설계 설명서 등을 통해 잠실 롯데 단지 공간

의 배치와 기획을 자세하게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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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1에서와 같이, 롯데의 사보와 기업사, 잠실 롯데 단지의 전신인 롯

데 호텔과 롯데월드가 처음 계획된 시점인 1958년부터 에비뉴엘이 완공된 이후

인 1999년 사이의 기사들, <롯데잠실개발계획 설계설명서>는 에비뉴엘의 공간

이 어떠한 논리에 따라 배치되었고, 미디어 재현으로 어떻게 체험되었는 지(연구 

문제 1)를 분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롯데월드타워의 파노라마 경험이 어떻게 산만한 지각과 촉지성으로 구성되

는 지(연구 문제 2)는 <표 2>의 2에서와 같이, 롯데월드타워 완공 시점인 2016

년부터 2020년 사이에 보도된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광고 이미지가 어떠한 상품 전략으로 소비자의 욕망을 

강화되도록 하는 지(연구 문제 3)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표 2>의 3에서와 같이,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롯데월드가 국가 관광레저 산업의 중요한 거점으로 어

떻게 계획되었으며, 서울 강남 개발의 맥락에서 어떠한 역사적 · 문화적 의미를 

갖는 지를 관련 문헌을 통해 분석하였다.  

아파트로서 롯데캐슬골드의 주거 공간이 중산층의 주체성 형성에 어떻게 작

동하는 지(연구 문제 4)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표 2>의 4에서와 같이 <롯데잠실

개발계획 설계설명서>를 비롯하여 서울도시계획과 관련한 자료들을 통해 접근

하였다. 강남 개발의 역사적 맥락에서, 롯데캐슬골드에 거주하는 중산층은 일반

적 의미의 중산층이라기보다는, 강남 개발과 아파트의 보급이라는 물질적 토대

에서 자리 잡은 중산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잠실역이 잠실 롯데 단지와 연계하여 내부와 외부 공간을 어떻게 교차시키

는 지(연구 문제 5)는 <표 2>의 5에서와 같이, <롯데잠실개발계획 설계설명서>

와 더불어, 여의도와 송파구의 주요 개발계획 자료들을 통해 잠실역이 잠실 롯데 

단지와 어떻게 연계되었으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내부와 외부가 교차하는 현재

의 현상을 이루게 되었는 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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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롯데 단지의 미디어 파사드와 공공 미술이 어떻게 도시 스펙터클의 미

적/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지(연구 문제 6)는 <표 2>의 6에서와 같이, 롯데 그

룹의 사보 및 브로슈어를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파악하였다. 특히, 롯데월드

타워가 단지 개별적 공간이나 건축물로서가 아닌,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석촌 호

수를 비롯한 주변 자연 경관과 도시 경관을 어떻게 고려하여 미적/문화적 경험

을 형성하려고 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표 2. 문헌 분석 자료 

1. 상품                

유토피아로서   

에비뉴엘 

롯데 (2017). <롯데 50년사: 1967-2017> 

롯데 사보 <롯데> 

롯데쇼핑 사보 <롯데 온> 

1958년부터 1999년 사이 보도된 ‘제2롯데월드’, ‘에비뉴엘' 기사 

박춘명종합건축사사무소 (1985). <롯데잠실개발계획 설계설명서> 

2. 디지털              

파노라마로서    

롯데월드타워 

2016년(롯데월드타워 완공)부터 2020년 사이 보도된 기사 

3. 메가 이벤트         

공간으로서         

롯데월드 어드벤처 

문화공보부 (1981). <88서울올림픽> 

손정목 (2003). <서울도시계획이야기 1~5> 

송파구 (1994). <송파구지> 

1985년(롯데월드 착공)부터 2020년 사이 보도된 광고 

4. ‘중산층’              

주거 공간으로서   

롯데캐슬골드 

 박춘명종합건축사사무소 (1985). <롯데잠실개발계획 설계설명서> 

대한주택공사 (1979). <대한주택공사 20년사> 

손정목 (2003). <서울도시계획이야기 1~5> 

송파구 (1994). <송파구지> 

5. 통로로서 잠실역 

 박춘명종합건축사사무소 (1985). <롯데잠실개발계획 설계설명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1971). <건축사>. 

잠실지구종합개발계획 

송파구 (1994). <송파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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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1969). <여의도 및 한강연안개발계획> 

서울특별시 (1974). <잠실지구종합개발기본계획> 

6. 잠실                  

롯데 단지의            

미디어 파사드와  

공공 미술 

사보 <롯데> 

롯데 연간 브로슈어 

 

 

(2) 미디어 재현 분석 

스펙터클로서의 잠실 롯데 단지는 다양한 광고 이미지 등으로 표현된다. 여

러 형식으로 유통되는 미디어 콘텐츠들은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잠실 롯데 단지

가 주도적으로 형성하고 표현하는 스펙터클을 분석하기 위해 롯데에서 운영하는 

잠실 롯데 단지 관련 채널의 미디어 콘텐츠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롯데월드 어

드벤처와 롯데월드타워의 인스타그램, 유튜브 공식 채널의 게시물이 주요 미디

어 재현 분석 자료가 되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인스타그램(<그림 3-1>)과 유튜브 채널(<그림 3-2>)

을 통해 테마를 정하여 적극적으로 광고 이미지를 미디어에서 재현하고 있다. 롯

데월드 어드벤처가 오래된 엔터테인먼트 시설로서 어떻게 소비자의 욕망을 자극

하고 강화하는 지를 롯데월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영상 이미지를 통해 연구하

였다. 

롯데월드타워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도 영상을 적극 

활용하여 롯데월드타워의 높이와 속도, 디지털 경험이 어떠한 것인지를 홍보하

고, <그림 4-1>, <그림 4-1>에서와 같이 미디어 파사드와 공공 미술을 기록 및 

유통하고 있다. 영상 이미지는 대부분 이미지에 짧은 글귀가 합쳐진 형태로, 이

미지와 글의 조합을 하나의 텍스트로 분석함으로써 롯데월드타워가 형성하고자 

하는 경험과 이를 어떻게 소구하는 지를 토대로 롯데월드타워의 환등상을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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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미디어 재현 자료들을 분석하여 잠실 롯데 단지의 환등상

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용하는 지 파악하였다.  

 

        

그림 3-1. 롯데월드 어드벤처 광고8       그림 3-2. 롯데월드 어드벤처 광고 영상9 

 

       

그림 4-1. 롯데월드타워 미디어 파사드10     그림 4-2. 롯데월드타워 공공미술 영상11

                                                 
8 출처: 롯데월드 인스타그램 (@happylotteworld) 
9 출처: 롯데월드 유튜브 (롯데월드 LOTTE WORLD).  

URL: https://www.youtube.com/watch?v=hTQqi-fdTrs  
10 출처: 롯데월드타워 인스타그램 (@lotte_worldtower)  
11 출처: 롯데월드타워 유튜브 (롯데월드타워).  

URL: https://www.youtube.com/watch?v=xK1pBaJyX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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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 연구의 검토 

 

제 1 절 문화 연구에서 ‘공간적 전회’ 

 

18세기 산업 혁명 이후, 폭발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과 도시 공간의 

상호작용은 전에 없던 새로운 풍경을 만들었고, 대중이라는 집단을 형성했으며, 

대중 문화라는 현상을 빚어냈다(Schwartz, 1997/2005). 현대적 삶의 공간과 문

화를 대표하고 주도하는 도시 공간에 대한 연구는 미디어의 이해 없이 이루어 질 

수 없으며, 미디어와 도시 공간의 상호작용은 문화 연구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문화 연구에서는 전통지리학의 자연결정론과 사회적 다

윈주의 논의에 기반하여 공간을 연속적 시간에 따라 주어진 것, 사회적으로 고정

된 것, 자연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주요 담론이었다(김승현 · 이준복 · 김병

욱, 2007).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근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12 이론이 문화 연구에 개입하며, 공간을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생산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공간적 전회’(spatial turn)가 일어났다. ‘공

간적 전회'에 따라, 커뮤니케이션학에서는 공간 연구를 질적 연구 분야로 적극적

으로 논의하게 되었다(김수철, 2015; 김은주, 2016; 신지영, 2011). 김수철(2015)

에 따르면, ‘공간적 전회’의 담론은 ‘공간 권력적 접근’과 ‘미디어-공간적 접근’

으로 나뉜다. 공간 권력적 접근은 권력이 공간을 배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들과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이다. 대표적으로는 규율권력에 의한 공간 배치

에 대한 논의(Foucault, 1984/1967), 사회적 관계의 공간적 배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저항에 대한 논의(Lefebvre, 1974/2011), 후기 자본주의 정치경제적 변

화에 대한 논의(Harvey, 1985/1989), 자본주의 논리에 따른 시공간의 의미 전환

                                                 
12 1960~70년대 미국에서 대두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문학과 건축을 비롯

한 예술 분야에서 시작되어 이후 철학과 사회이론 분야로 이어져 근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고 근대성을 비판하는 관점으로 확장되었다(Calinescu, 1977/1994: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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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간의 불균등한 발전에 대한 논의(Soja, 1989/1997) 등이 있다.  

국제 상황주의자(International Situationists) 운동의 ‘스펙터클의 사회’ 또

한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공간 권력적 접근의 주요 논의로 볼 수 있다. 기 드보르

(Guy Debord)는 1960년대의 급진적인 문화정치운동의 정점에서 출간한 <스펙

터클의 사회>(1967/1977/1996)에서 후기 자본주의의 이미지 정치학과 상품 문

화를 스펙터클 개념으로 분석한다. 드보르에게 스펙터클은 소비 자본주의 사회

의 통제와 체제 유지를 위해 권력이 구사하는 제도적 기술적 수단과 방법을 뜻한

다. 드보르와 같은 상황주의자들에게 매스 미디어는 왜곡되고 공허한 이미지를 

만들어, 사회적 관계들을 대체하고, 개인을 원자화 하고 소외시킴으로써 상품문

화를 강화하고 합리화하는 기능을 한다. 미디어는 상품문화의 수단이 되어 인간 

감각을 상실하게 하고, 개인과 사회를 표상(representation)으로 축소하여 권력

의 지배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Debord, 1967/1977/1996; Merrifield, 

2002/2005).13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도시 공간은 자본과 도시계획자들에 의한 

통제 공간이자 사회적 지배관계를 재생산하는 핵심 장소가 된다(김태훈, 2016; 

민유기, 2011).   

공간 권력적 연구는 자본주의 문화 논리와 권력이 작동하는 도시 공간에 대

한 비판의 관점을 제공했으나, 개인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간과하여 수동적인 소

비자로 과도하게 축소하고, 허무주의적이거나 문화비관주의적 입장에 머무르는 

데 그쳤다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이진경, 2007; 이창남, 2010). 공간 권력

적 접근에 비하여 미디어-공간적 접근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에 따

라 복잡해진 미디어와 공간의 관련성과 인간 경험의 변화에 더욱 주목한 연구라 

할 수 있다.  

 

                                                 
13 기 드보르는 사회적 관계조차 ‘스펙터클 이미지’에 매개되며(Debord, 1967/1977/1996: 

11), 도시의 일상은 소비 문화의 상품이 된다고 비판했다(박노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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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미디어-공간적 문화 연구 

 

미디어-공간적 접근은 미디어와 공간의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관계에 집중

하여,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과 사물의 이동성(mobility)이 증가하

고(Urry, 2000), 새로운 공간 질서가 구성됨에 따라 공간의 형성과 재현, 그 지각

과 경험의 변동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이다(김수

철, 2015; Couldry & McCarthy, 2004). 대표적인 미디어-공간적 연구로는 도

시인의 경험과 지각 구조의 변화를 통해 자본주의와 모더니티를 분석한 연구

(Benjamin, 1991a; 1991b; 1935/1995; 1938/2010),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인

간 지각과 커뮤니케이션의 시공간적 확장에 대한 매체이론(Medium Theory)적 

연구(Innis, 1950/2007, 1951/2018; McLuhan, 1964/2011; Meyrowitz 

1987/2018),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대중매체가 사회 통제와 권력 체계를 구축

하는 동력에 대한 연구(Baudrillard, 1981/1992) 등이 있다. 

문화 연구 분야에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시공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주목한 

초기 학자로는 해롤드 이니스(Harold Innis)가 있다. 경제사학자로서 이니스는 

제국과 같은 정치체제들은 시간적이거나 공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편향성’ 

(Bias of communication)에 따라 구성되고 지배가 유지된다는 주장을 했다(Innis 

1950/2007, 1951/2018).14 이니스의 이론은 미디어를 정보 전달의 도구로만 보

는 좁은 시각을 넘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어떻게 문명의 공간적 확대에 기능하

                                                 
14 이니스는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서 사회와 인간이 특정 미디어의 물질적 특성을 전유하여 

발생하는 관계망의 양상을 ‘커뮤니케이션의 편향’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한 문명이 가지는 미

디어의 편중성을 ‘시간 편향적’(Time-biased) 또는 ‘공간 편향적’(Space-biased)인 것으로 

구분했는데, ‘시간 편향적’ 미디어는 주로 대화를 통해 전달되며 돌이나 벽과 같은 건축물에 

기록되어 오랜 시간 지속되는 불변성을 가지지만 공간적 확산에 제한을 가진다. ‘공간 편향

적’ 미디어는 종이에 기록되어 전달 · 확산됨으로써 공간의 제한을 극복하고, 문서 기록 정책

을 활성화시켜 법제적 · 제국주의적 · 군사적 문명의 성격을 강화한다. 사회문화과 편향적 미

디어의 관계를 설명하며, 이니스는 그리스와 로마 문명을 예시로 든다. 그리스의 시민중심 사

회는 시간 편향적 미디어의 영향에 따른 쌍방향적인 구술문화로 설명될 수 있다. 반면 로마

는 파피루스와 같은 공간 편향적 문자문화로, 읽고 쓸 줄 아는 소수의 집단이 지식을 독점하

여 위계질서와 권력 구조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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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분석하고, 공간구조의 통제와 생산을 위한 정치경제학적 자원으로 작동

하는지를 제시한 공헌을 했다(김승현 · 이준복 · 김병욱, 2007).   

이니스의 영향을 크게 받아 토론토 학파를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발전시킨 

마셜 매클루언(Marshall McLuhan)은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이 

인간의 지각과 커뮤니케이션의 시공간적 확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디어-공간 개

념으로 연구했다. “미디어가 메시지다(The medium is the message)” 라는 명제

는 매체 특성이 메시지를 결정하며, 그것은 미디어로 인한 삶의 범위, 속도, 양식

의 재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매클루언의 독창적인 시각을 나타낸다

(McLuhan, 1964/2011). 매클루언은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주장으로 커뮤니

케이션의 물질성, 기술성, 형식성을 메시지, 컨텐츠, 내용보다 중요시했다. 전깃

불과 열차라는 새로운 미디어는 낮과 밤, 안과 밖의 구분과 시공간적 한계를 극

복하게 하고(이재현, 2004), 의복-피부, 바퀴-발, 책-눈, 라디오-귀, 전기회로-

중추신경계와 같이 미디어가 상응하는 신체 감각 기관을 확장(extension)하는 것

으로 분석했다. 윌리엄 미첼(William Mitchell, 1995/1999)은 매클루언의 논제

를 현대 미디어 환경에 적용하여 미디어를 인간의 신체와 감각기관에 연관시켰

는데, 미첼에 따르면 컴퓨터 네트워크, TV, 전화, 가상현실 작동장치(actuator), 

원격조작장치(telemanipulator),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각각 신

경계, 눈, 귀에, 근육, 손, 뇌에 대응하여 감각을 확장한다. 매클루언은 문화와 인

류 지각 양식의 변천사를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달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미디

어와 감각 기관, 삶의 형식, 사회 문화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미디어가 감각 양식

을 변화시키며, 특정 감각기관에 소구하는 미디어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그 감

각기관이 우위를 점하게 됨으로써 감각기관들의 불균형과 심지어는 특정 감각기

관의 ‘폐쇄’가 초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텔레비전과 같은 새로운 커뮤니

케이션 기술이 ‘공감각적’(synaesthetic)이고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복원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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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촉지성’(tactility)15 을 회복하고, 한 국가의 도시나 지역의 시공간적 차원

을 넘어 ‘지구촌’(global village)이라는 전세계적 범위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

으로 기대했다(McLuhan, 1964/2011; McLuhan, Fiore, & Agel, 1967/2001). 

매클루언의 미디어 이론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개발하고 동원하는 과정에 개입

하여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 문화적 · 경제적 요인을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Lister, Dovey, Giddings, Grant & Kelly, 2003; Willliams, 1975), 매클루언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촉지성(tactility), 공감각(synaesthesia) 개념과, 미디어와 지

각, 사회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형성된 미

디어 도시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분석의 단초를 제공했다. 조슈아 메이로위

츠(Joshua Meyrowitz)는 이니스와 매클루언의 매체이론(Medium Theory)를 더

욱 발전시켜, 미디어를 중립적 정보 전달의 도구나 수단이 아닌 하나의 환경으로 

보았다(Meyrowitz, 1985/2018). 특히 그는 대중 매체가 일상의 ‘상황적 지형’을 

변동시켜 문화의 기반인 ‘장소감’(sense of place)을 상실하게 한다는 주장을 펼

치면서 미디어-공간적 연구의 중요성을 촉발하였다. 기존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론 연구, 특히 TV 연구는 전통적으로 ‘탄환이론’(Bullet Theory)16과 같이 메시지

의 내용과 수용의 효과를 주로 다뤘지만, ‘매체 이론’ 은 미디어와 문화의 상호작

용에 주목하고, 커뮤니케이션학에서 공간에 대한 감각을 문화론적으로 재구성하

는 연구를 통해 미디어-공간론의 발달에 기여했다.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미디어가 메시지다(The medium is the 

                                                 
15 이 논문은 최근의 감각-미디어 이론의 연구성과를 따라, ‘haptic’을 ‘촉각’으로, ‘tactile’을 

‘촉지성’이라 번역한다. 촉지성(tactility)은 인간의 오감과 무의식층의 감각까지 균형을 이루

며 상호 작용을 하는 감각성이다(임상원 · 김만환 · 유선영 외, 2004). 매클루언은 미디어 발

달 이전의 선사시대의 ‘고결한 원시인’(noble primitives)들이 다감각적이고 즉각적으로 커

뮤니케이션하며 이상적인 감각 균형의 조화를 이루었던 것으로 본다.  
16 19세기 중반 이후 매스미디어가 급속히 발달하며 선전활동에 적극 사용되는 등 다양한 사

회적 영향을 미치자 대중사회이론에 바탕한 매스미디어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며 ‘탄환이론’(the Bullet Theory)등이 대두되었다(차배근, 2004). 이에 따르면 매스미디

어는 대중들에게 프로파간다와 같은 메시지를 즉각적 · 획일적으로 주입하여 강력한 영향력

을 미치며, 수용자 집단은 미디어의 영향에 쉽게 노출되는 고립되고 원자화된 무력한 개인들

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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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라는 매클루언의 명제(McLuhan, 1964/2011)를 비판적으로 계승하

여, 미디어를 “자신의 형식에 따라 작용하는 작용체”로 규정했다(Baudrillard, 

1972/1998: 191). 전자시대의 미디어가 인간의 복수감각을 회복시키고 지구촌

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예측한 매클루언(McLuhan, 1964/2011)과 

달리, 보드리야르는 초-미디어 사회는 자본주의 논리를 위해 설정된 코드를 내

장한 시스템으로, 소비를 촉진시키며 사회를 통제하고 권력 체계를 구축하는 전

체주의적 양상을 갖게 된다고 비판적으로 분석한다(Baudrillard, 1970/1991). 보

드리야르는 미디어가 코드에 따라 일상을 추상화 · 사건화하고 ‘실재’(reality)를 

복제하며, 정보를 과잉생산함으로써 의미의 범람이 일어남에 따라 실재와 가상, 

진짜와 가짜 사이의 경계가 불명확해지고 원본이 없는 복제물의 복제가 생생한 

‘구경거리’(spectacle)를 생성하는 ‘과잉실재’(hyper-reality)의 미디어-공간을 

생산한다고 주장한다(Baudrillard, 1981/1992).17 디즈니랜드는 대표적인 과잉

실재의 미디어-공간으로, 현실 세계가 실재한다고 믿게 하기 위해 상상의 세계

로 제시되지만, 디즈니랜드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가 파생된 실재와 시뮬라시옹

에 속하게 된다. 과잉된 실재가 생성한 ‘구경거리’는 자본주의 논리에 봉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 현상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이진경, 2007). 보드리

야르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은폐하는 도구로 

보고, 소비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드리야르의 논의는 미디어로 

인해 생성되는 권력구조, 통제, 일상생활의 변화를 비판적으로 관찰하여 비판사

회이론의 전통을 이어갔으나(마동훈, 1997),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뉴미디어

의 등장은 보드리야르를 비롯한 학자들의 ‘수동적 수용자’ 모델을 적용하기 힘든 

                                                 
17 대중매체를 통해 ‘이미지의 폭발’(explosion)이 일어남에 따라, 보드리야르는 대중과 권력, 

미디어의 관계를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가 분리되고 기표가 우위를 점하는 시뮬라

시옹의 논리로 해석한다. 대중매체는 의미와 대항의미를 동시에 전달하고 조작하는데, 이러

한 과정은 통제할 수 없고, 미디어의 효과 또한 알 수 없게 되므로(송태현, 2007: 222), 텔레

비전과 같은 미디어의 발달은 커뮤니케이션과 사회화를 촉진하기보다는 의미나 의미 작용을 

‘내파’(implosion) 한다고 주장했다(Baudrillard, 1981/1992). 이때, ‘내파’는 탈근대의 경계 

붕괴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강준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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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Poster, 1995). 미디어와 도시공간의 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접근한 발터 벤야민의 연구는 미디어 공간적 문화 연구의 주요한 

논의이고, 이 논문은 벤야민의 논의를 주요한 이론적 근거로 삼는다. 벤야민의 문

화 연구는 3장 이론적 배경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여기에서는 미디어-

공간적 접근으로 미디어 문화를 접근한 주요한 예를 매체이론과 포스트-모던 미

디어 문화론의 맥락에서 좀 더 논의하겠다.  

첫번째 예는 역사학자이자 비판이론가인 바네사 슈와르츠(Vanessa R. 

Schwartz)가 수행한 19세기말 파리의 미디어와 공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대중문

화와 대중의 출현에 대한 연구이다(Schwartz, 1997/2005). 슈와르츠는 대도시 

구경거리의 역사가 신문, 밀랍 박물관, 파노라마, 영화와 같은 시각적 대중문화

의 연속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한다. 슈와르츠에 따르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접목시킨 파노라마와 영화와 같은 시각적 오락산업은 현실을 다시금 사

실적으로 구경거리화 함으로써 도시의 시각문화를 충실히 학습해온 군중에게 보

다 강렬하게 호소했다. 즉, ‘실재’(the real)를 재현에 선행하는 본질이 아니라 재

현의 ‘효과’로 규정하고, 미디어 장치와 공간이 ‘구경거리화된 실재’(spectacular 

realities)를 만듦으로써 시각 중심의 ‘대로 문화’(boulevard culture)와 도시 스펙

터클을 만들었다고 분석한다.18 특히, 영화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현실 효

과(reality effect)에 기반한 사실성(actuality)을 성취함으로써 도시인들에게 실

재(realities)와 환영(illusion)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지각 경험을 제공하고, 도시 

구경거리의 수용자이자 소비자로서 새로운 군중 주체를 출현시켰다고 주장한

다.19 슈와르츠는 도시의 군중 형성을 개인의 소외와 같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18 여기서 ‘스펙터클’(spectacle)은 드보르의 ‘스펙터클’과 다른 의미의 “새로운 볼거리”로, 

풍경이나 건축물, 미디어와 미디어 재현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재현, 2013). 
19 신문, 모르그, 밀랍 박물관, 파노라마, 영화에 이르는 다양한 미디어와 오락 형식, 구경거리

와 관람객은 상호텍스트적이며 내재적인 맥락을 가진다. 새로운 미디어 또는 오락 구경이 출

현함과 함께 ‘현실’의 의미는 재현의 효과, 재현의 재현으로 변화하였으며, 계급을 초월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집합체로서 군중의 공동 기반을 구성하는 주요 수단이자 토대가 되었다. 파

노라마와 영화는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여 ‘현실의 재현’을 현실로 믿게 만들고, 기술적으로 

매개된 현실의 강렬한 감각적 경험을 통해 군중의 신체에 내재된 기억과 재현된 현실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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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구경거리를 함께 공유하며 ‘즐거운 집합체’로 구성되는 잠재성에 주목한

다. ‘즐기는’ 군중에 대한 조명은 벤야민의 ‘꿈꾸는 집합체’20 개념과도 ‘공명’하

는 부분이 있다. 또한 미셀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의 문화 “침입” 개념(de 

Certeau, 1984)21을 계승하여, 슈와르츠는 도시 스펙터클로 생성된 대중문화를 

생산과 소비의 작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공간에서 기술적 · 일상적 “침

입”을 통해 조작되고 향유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조작과 향유의 사이 공간을 규

명하고자 한다.  

두번째 미디어-공간적 연구의 예는 안젤라 달리아니스(Angela Ndalianis)

의 네오-엔터테인먼트 스펙터클 연구이다. 컴퓨터 기술의 탄생 이후, 21세기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감각과 경험을 만들어내

고 있다. 미디어와 공간의 혼합을 통해 지각적 체험을 일으키는 기술은 테마파크

의 어트랙션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달리아니스는 미국 플로리다의 테마파크

와 라스베가스의 어트랙션을 ‘네오-바로크 엔터테인먼트 스펙터클’(Neo-

Baroque Entertainment Spectacles) 개념22으로 연구했다(Ndalianis, 2003). 달

리아니스는 어트랙션의 기술과 미디어를 통한 극적인 효과가 관람객의 지각을 

                                                 

된 체험을 혼합하여 집단적 집합체를 만들어 냈다.  
20 벤야민은 유토피아적 사회를 성취하기 위한 인간학적 역사 구성과 혁명의 주체를 ‘꿈꾸는 

집합체’(dreaming collective)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꿈꾸는 집합체’는 진보라는 야만의 

꿈에 깊이 잠들어 있지만, 감각을 자극하는 영화적 경험, 충격 체험을 통해 꿈에서 깨어나고 

혁명의 집단 감응을 일으킴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집단/계급으로 각성할 수 있다

(Benjamin, 1974/1991: 496; Gilloch, 1996/2005: 223). 
21 미셸 드 세르토는 소비가 생산에 따른 수동적 행위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능동적 구성 요소

임을 주장한 바 있다. 세르토는 문화를 문화생산의 전략과 문화사용의 전술이 끊임없이 투쟁

하는 장으로 본다. 문화사용은 생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생산된 텍스트를 

전용함으로써 생산에 ‘무단침입’ 하고 ‘제2의 생산’을 해낼 수 있다. 따라서 소비는 계급에 구

속된 행위이자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행위이지만, 동시에 소비는 자신에게 만족감 · 즐거

움 · 기쁨을 선사하는 주체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22 ‘네오-바로크 엔터테인먼트 스펙터클’은, 미디어 형식들의 재매개(remediation)와 융합으

로 ‘(네오)바르크 미학’을 달성하여 형성한, 일종의 재매개된 스펙터클이다. 들뢰즈는 20세기

와 21세기의 엔터테인먼트와 17세기 바로크 예술이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생생한 

시각적 기술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것으로 분석한다(Deleuze, 1988/1993/2004; 유

현주, 2011). 현대 엔터테인먼트는 신 바로크(Neo-Baroque)로, 어트랙션이나 다차원적 영

상의 관람객은 이 스펙터클 안에서 멀티미디어 실재들의 혼합의 결과로, 실재와 재현을 구분

하지 못하고 완벽한 환영(illusion)을 경험하게 된다(Ndalianis, 2003: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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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하게 하고, 실재(realities)와 환영(illusion)을 혼합하며, 멀티테크놀로지가 

실제 세계와 공간에 즉각적이고 감각적으로 환영을 침입시켜 새로운 ‘기술-공간 

경험’을 만들어 낸다고 분석한다. 달리아니스는 드보르의 스펙터클로서의 기술 

이데올로기 논의(Debord, 1967/1977/1996)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기술

과 미디어의 다양한 형식이 결합하여 형성하는 미디어 재현과 공간 경험에 더 주

목한다.23 달리아니스의 ‘네오-바로크 엔터테인먼트 스펙터클’ 개념에 기반한 테

마파크 연구는, 고전적 영화 이론에서 주장하는 ‘수동적 관람객’(spectatorship) 

논의나 영화의 프레임 논의(Baudry, 1981; Metz, 1974; Mulvey, 1975)를 벗어

나, 극적이고 촉지적인 경험을 형성하는 기술과 미디어를 향유하는 능동적이며 

참여적인 관람객을 더욱 적극적으로 분석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미디어-공간의 

경험을 재매개된 스펙터클(remediated spectacles)의 확장으로 분석하면서 미디

어 문화연구에서의 재매개 논의24 를 촉진시켰다.  

세번째 미디어-공간의 중요한 논의는 마르크 오제(Marc Augé )의 ‘비장

소’(non-places) 연구다. 오제는 현대 사회를 ‘초현대’(supermodernity)25로 규

정하고, 비장소(non-places)라는 개념으로 현대의 공간적 경향을 분석한다(이재

현, 2013; 정혜진, 2015).  오제(Augé , 1992/2017)에 따르면 비장소는 개인 간

의 관계, 장소의 역사성, 고유한 정체성이 부재하고, 추상적이고 비매개적인 거

래가 이루어지며, 이동과 통행을 위한 순환(circulation), 소비(consumption), 소

통(communication)의 공간들이다(Augé , 1992/2017: 77). 공항, 대형 쇼핑몰, 

고속도로, 테마파크는 비장소의 대표적 예로 제시된다. 비장소에서는 자본의 효

                                                 
23 “(네오)바르크 스펙터클”은 여러 개의 움직이는 중심점을 통해, 관람객으로 하여금 적극적

이고 신체 참여적인 환경에서 촉지적 시각 경험을 제공하고, 복합적인 미디어 공간 환경을 조

성한다(Ndalianis, 2003: 358). 
24 볼터와 그루신은 모든 미디어가 미디어 역사성(media historicity)에 기반한다고 주장했는

데, 이는 하나의 미디어가 다른 미디어들의 표상 양식(representation), 인터페이스, 사회적 

인식 · 위상을 차용하거나 개선함으로써 다른 미디어와 계보적 · 관계적 맥락 속에 있기 때문

이다(Bolter & Grusin, 1999/2006).  
25  오제는 초현대를 근현대의 질서를 파괴하는 역사의 가속화, 공간의 축소, 참고기준

(reference)의 개별화(individualization)로 설명한다(Augé , 1994: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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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축적을 위해 주체가 익명의 소비자로 축소되고, 소비 촉진을 위해 모든 

것이 빠르게 순환되고 유통된다. 비장소는 또한 “미디어가 넘쳐나는” 전형적인 

‘미디어침투 공간’(mediated spaces)(Bolter & Grusin, 1999/2006)으로, 공간적 

이동성(spatial mobility)이 형성한 공간이자, 디지털 모바일 미디어에 의해 새로

운 실재(reality)가 창출되는 공간이다(이재현, 2013; 2014). 그러나 비장소는 고

정되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주체에 따라 각자 다르게 결정된다. 비장소의 전형

으로 꼽히는 공항일지라도, 매일 공항에 출근하여 동료와 함께 일을 하며 일상을 

보내는 공항의 직원에게는 고유한 정체성과 타인과의 관계가 결부된 일상의 공

간이자, 역사를 가진 장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장소는 상호작용에 따라 의

미가 달라지는 실천적 공간으로,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허용하고 있다. 오

제는 기술과 미디어가 자본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써 전에 없던 새로운 공간을 형

성하거나, 공간과 결합함으로써 상품문화를 강화하는 측면을 분석한다. 그러나 

동시에 비장소 개념은 개인과 공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의미와 실천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열어둠으로써, 미디어 도시 공간의 가변성과 복잡성을 포용하고 있다.  

테마파크에 대한 극적이고 감각적인 달리아니스의 엔터테인먼트 스펙터클 

연구와 오제의 비장소 논의는, 잠실 롯데 단지의 테마파크인 롯데월드뿐만 아니

라, 스크린과 VR과 같은 다양한 최신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형성된 롯데월드타

워, 멀티플렉스, 백화점, 쇼핑몰 등의 미디어 공간을 재현과 경험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잠실 롯데 단지를 구성하는 공간소(素)26 에는, 호텔이나 

펜트하우스, 아파트와 같은 거주 공간27, 석촌 호수, 아레나 광장과 같은 야외 공

                                                 
26 공간소(素)는 공간의 최소단위로, 동일한 구조와 기능으로 곳곳에 편재하는 공간적 장치이

다. 지하철, 아파트, 놀이공원, 호텔, 관광지, 극장, 오락실, 카페 등이 전형적인 공간소이다(김

홍중, 2012a: 249). 
27 달리아니스는 라스베가스의 호텔이나 카지노의 경우, 시각이나 청각을 자극함으로써 어트

렉션이나 아이맥스에서 나타나는 극적인 스펙터클뿐만 아니라,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 등의 

사용으로 후각과 미각의 경험을 통해 건축적 스펙터클(architectural spectacles)을 형성하

는 것으로 분석했다(Ndalianis, 2003: 371). 잠실 롯데 단지는 거주 공간만 두고 보더라도, 

호텔과 펜트하우스, 고급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공간소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공간소마

다 적합한 접근과 분석을 필요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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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쇼핑몰, 명품점 등의 소비 공간이 혼재해 있다. 단지 건축물의 구성만큼이나, 

소비 공간이요 거주 공간이자 미디어 공간으로서 복합적인 층위를 가지는 잠실 

롯데 단지의 스펙터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넒은 범주를 아우를 수 있는 연

구 개념이나 연구의 틀이 필요한 이유이다.  

미디어-공간적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신체 감각, 사회 문화의 역동

적 관계에 집중한 분석으로, 이들의 연구는 미디어가 침투하는 공간이자, 지각과 

정체성, 삶의 양식을 새롭게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현대의 미디어 도시로서 잠실 

롯데 단지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개념과 이론적 논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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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잠실 롯데 단지에 대한 미디어-공간적 연구 

 

서구의 문화 연구가 ‘공간적 전회’를 맞이하였듯이 한국의 문화연구에서도 

1990년대부터 도시 공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했다(김수철, 

2015). 이하에서는 한국의 문화 연구 분야에서 수행된 미디어-공간적 연구의 주

요 경향과 잠실 롯데 단지의 연구를 검토하고, 기존 선행 연구의 공헌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이 논문의 연구대상의 분석적 맥락을 좀 더 구체화 해 보

고자 한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서울의 근대화와 도시화, 1970-1980년

대의 산업화시기에 이루어진 소비자본주의 문화는 도시 연구와 문화 연구의 중

요한 주제였다(<부록 I> 참조). 1990년대 이후 도시 연구는 주로 국가 권력과 자

본에 의한 공간의 재현에 주목하여 서울 도시 재개발을 비롯한 자본의 도시 지배 

현상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조은 · 조옥라(1991)는 비판 

도시사회학, 민속지학적 관점에서 자본이 재개발을 통해 도시 공간을 변화시키

는 양상을 분석했다. 

포스트모던 이론의 영향을 받은 비판적 도시 연구는 서울의 도시 공간을 소

비자본주의의 스펙터클 공간으로 분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경향의 

예로는, 후기 자본주의 도시로서 서울을 소비자본주의 스펙터클 공간으로 보고, 

그 효과에 주목한 연구(강내희, 1992; 1995), 1930년대 서울의 백화점과 소비 문

화를 ‘제국의 스펙터클 효과’로 분석한 연구(김백영, 2007), 후기 자본주의 공간

으로서 도시 스펙터클을 분석한 연구(김용규, 2008; 최시내, 2014), 스펙터클과 

시선의 도시공간으로서 서울을 이해한 연구(주은우, 2004)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관람형 여가소비를 중심으로 도시민의 문화자본과 문화적 취향의 분화를 분석하

거나(이승일 · 장윤정, 2009), 자본과 국가 권력에 의한 아파트의 탄생과 공간적 

재현, 그리고 미디어의 발달이 가져온 도시민의 생활 양식과 지각의 변화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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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박해천, 2011; 2013; 2015) 등이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이다.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도시 문화 공간에 대한 연구는 연구 방법과 글쓰기 

방식, 분석 대상의 다양화 속에서 시도되고 있다. 김홍중(2012a)은 공간적 전회 

이후 해외의 주요한 이론들을 정리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일어난 공간의 생산, 재

현, 체험을 분석하고, 서울 도시 공간의 유형들을 분류하고 있다. 2000년대 도시 

공간 연구에서는 도시 재현 공간에 대한 연구를 위해 실험적인 글쓰기, 에스노그

라피, 이미지 비평, ‘산책자’(flaneur)의 경험을 통한 몽타주기법적 연구 방법이 

등장한다. 홍대 지역의 라이브 공연장의 공간을 인디 음악문화의 저항성을 민속

지학 연구 방법론으로 분석한 연구(이기형, 2007), 지하철을 현대적 대중교통이

자 대중매체로 분석한 연구(전규찬, 2010), 서울의 도시 경관과 이미지를 사진 

찍기를 통해 이미지화하여, 혼종되고 파편화된 공간으로 서울의 도시 공간을 재

현한 연구(이영준, 2011), 역사적이고 사회적 맥락에서 서울 공간의 탄생과 재현

을 탐구한 연구(임동근 · 김종배, 2015) 등이 문화 공간 연구의 새로운 시도들로 

볼 수 있다. 도시 공간의 ‘세계화’(globalization)에 따른 다문화 공간이나 이질적 

공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박위준, 2013; 송도영, 2007; 최종렬 · 최인영, 

2012),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도시 공간으로서 사적 공간에 대한 연구(강준만, 

2006; 박해천, 2013), 도시 공간의 젠트리피케이션 연구(김수아, 2015; 장원호, 

2010)도 중요한 성과들이다(김수철, 2015).  

특히 부분적으로나마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아 서울 

도시 공간을 분석한 연구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텍스트와 이미

지를 통해 서울 도시 공간을 재구성하거나, 연구서와 아트 전시 프로젝트와 같이 

간학제적이고 혼종적인 분석을 수행한 연구들(강수미, 2003; 류신, 2013; 정진

열 · 김형재, 2011; 홍성태, 2004)이 그러한 예이다.28 영상방법론적 분석을 통해 

                                                 
28 그러나 벤야민의 산책자 개념의 오용과 남용은 도시 공간 연구를 탈맥락적이고 추상적인 

문화비평에 그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전규찬, 2015). 



 

33 

서울의 공간실천과 장소성을 연구한 홍석경(2015)의 연구는 벤야민의 <아케이

드 프로젝트>와 미셀 드 세르토의 공간의 문화실천연구의 이론적 계보를 이어 

서울의 장소 사진들을 분석하고, 21세기 서울 공간과 사회의 집단적인 성좌

(constellation)를 몽타주적으로 재현하면서 문화연구의 공간적 전회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문화 연구에서 벤야민적 도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

이나,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의 수용에 대한 논의(3장)에서 더욱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이루어진 벤야민 이론의 수용, 특히 그의 

산책자 개념의 선별적 적용은 도시 공간과 문화 연구를 탈맥락적이고 추상적인 

문화비평에 머무르게 하는 한계를 보였다는 비판적 평가를 받았다(전규찬, 2015). 

도시 문화 연구의 맥락에서 잠실 롯데 단지에 대한 연구는, 현대 도시의 상

품문화나 강남 개발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몰, 롯데월드 

등 개별 건축물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강남3구 중 하나인 송파구의 발달

을 연구하며 잠실 롯데 단지의 개발사를 추적한 연구 (한종수 · 계용준 · 강희용, 

2016), 상품문화적 측면에서 롯데월드의 공간적 구성과 체험이 제공하는 스펙터

클에 집중한 연구(강내희, 1995), 공간을 상품화하고 소비를 조장하도록 하는 구

성 요소로써 롯데월드 테마파크의 조형물을 문화기호학적 맥락에서 주목한 연구

(전승용, 2008), 상품문화에 대한 건축학적 연구로서 롯데월드몰을 분석한 연구

(강지은, 2013)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 강내희(1995)의 연구는 롯데월드를 독점자본과 국가권력의 유착을 통

한 자본과 기술로 이루어진 지배 문화의 공간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한 중요한 초

기 연구라 할 수 있다. 강내희는 마르크스주의 문화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예술과 문화를 “억압”과 “사회 장악”의 장치로 보고, 롯데월드를 “선진 지배형식”

이자, “순화 장치와 은폐 전략”으로서의 스펙터클로 분석한다(강내희, 1995: 19). 

소비 문화 비판의 ‘스펙터클의 사회’ 논의를 적용하여 강지은(2013)은 롯데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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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을 포함한 여러 국내 복합상업시설을 자본주의 소비 문화의 스펙터클로 구성

된 탈근대 소비 공간으로 분석하여, 상품문화가 어떻게 현대 도시에서 공간화 되

었는지를 분석한다. 강지은은 특히 건축학적 관점에서 롯데월드몰의 공간구조를 

물리적 · 개념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자본주의 스펙터클이 광범위하게 작동하는 

상업 공간으로 롯데월드몰을 규정한다.  

강내희와 강지은 등의 연구는 롯데월드의 스펙터클을 미디어-공간적 접근 

속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자본주의의 기호들을 예리하게 읽어내며, 소비 공

간으로서의 롯데월드와 롯데월드몰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또

한, 스펙터클과 소비자/관람객의 관계가 상호적으로 침투하는 미디어-공간적 문

화의 특성과 주체들의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는 한계를 보여

준다.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한국 도시의 압축적 근대화와 도시화 현상은 구미 사

회의 이론틀로 설명할 수 없으며, 식민지배, 전쟁과 분단, 독재와 민주화, 산업화 

등 한국 고유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권태환 · 윤일성 · 장세훈, 2006). 

그중 식민지 시기의 도시 개발과 도시문화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도시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다. 일제 식민통치라는 역사적 경험은 한국 도시 형성과 근대화에 

주요 영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970~1980년대 근현대사 연구에서는 주로 

개항장도시나 식민지도시의 공간구조, 도시의 상공인 계층, 도시사회의 갈등구

조를 분석하거나, “식민지 근대”(colonial modernity)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김백영, 2011b). 

한국 도시사 연구는 주로 서울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졌으며, 서울과 지방도

시를 양분하여 분석한 연구들로는 강대민(2007), 민유기(2009), 차철욱(2007) 

등이 있다. 식민화 초기의 일제하 도시계획과 도시공간의 변화는 시기에 따라 

1912년 시구개정사업과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사업으로 이루어졌다(김백영, 

2011b). 경성부 시구개정을 중심으로 일제시대 초기 도시계획을 연구한 김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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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와 일본통치하의 경성 도시계획 개발사를 연구한 고토 야스시(五島寧)의 

연구(1996)를 시작으로, 초기 식민권력이 공간에서 어떻게 구현됐는지 해석한 

전우용의 연구(1999), 경성 시구개수사업을 도쿄와 비교사적으로 분석한 김백영

의 연구(2003)가 이뤄졌다. 1934년 발포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해 시행된 시

가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분석으로는 손정목(1990)과 염복규(2009)의 도시계

획 연구와, 일제말기 지방과 국토계획에 대한 연구(염복규, 2008)가 있다.  

도시공간의 근대화에 따른 근대 도시문화와 식민지 도시성에 대한 사회문화

사적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는데, 주로 일제하 도시빈민층의 형성

과 문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강만길, 1987; 김경일, 1986; 남영우, 1989)였다. 초

반에는 ‘일제강점기’에 식민권력이 조선을 개발하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억압과 

수탈, 착취가 이루어졌는지와 관련하여 식민지 수탈론적인 관점으로 수행된 연

구가 대부분이었으나, 1990년대 말부터는 문명화, 소비, 욕망 등과 관련한 식민

지 시기 도시문화의 근대성에 대한 주목으로 연구 흐름이 바뀌었다(김백영, 

2011a). 그 중 소비문화와 관련한 연구는 경성 소비문화에 대한 풍속지적 연구

(김진송, 1999)를 시작으로,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문화사적 연구(권보드래, 

2003), 근대적 신문물과 관련한 건축사적 연구(강상훈, 2004), 식민지도시의 일

상생활의 변화에 대한 연구(김영근, 1999), 1930년대 식민지 서울(경성)의 백화

점과 소비문화의 스펙터클 효과를 분석한 연구(김백영, 2007), 1920-1930년대 

서울의 소비문화와 신여성에 대한 연구(김경일, 2002) 등이 이루어졌다. 도시공

간과 도시문화의 상관성에 주목하여서는 식민지의 불균형 도시 개발 결과로 인

해 ‘문명세계’로 대표되는 식민자들의 공간과 ‘암흑세계’로 대조되는 피식민자들

의 ‘이중도시’(dual city) 공간을 비판하는 연구들이 나타났다(김백영, 2011b). 

종로와 본정을 비교한 전우용(2001)의 연구, 일제하 경성의 도시경험과 중심-주

변의 지역분화에 대한 김영근(2002)의 연구, 일제강점기 경성의 공간구조와 인

구 변화에 대한 이준식(2007)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분리와 격리라는 ‘이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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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배적 담론은 김종근(2010; 2011)의 식민도시 연구에 따라 혼거와 잡거라는 

주장으로 반박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1920년대 일제의 ‘문화정치’ 이후 여행

과 관광의 장소로서 관광의 이미지가 생산된 조선의 지역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

했는지를 분석한 연구(서기재, 2002; 안창모, 2002; 조성운, 2011), 식민지 접경 

공간으로서 지역 정체성에 대한 연구(최영호 외, 2007), 오락과 휴양의 공간 형

성에 대한 연구(김승, 2011; 김주리, 2007; 염복규, 2011; 유승훈, 2009), 등이 

있다. 최근에는 도시의 주거공간, 교통망, 소비문화공간, 유흥공간과 관련한 연

구나 도시위생, 도시질서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김백영의 식민지 유산과 한국 도시 변동에 대한 연구(2011a)와 스펙

터클(2007) 연구는 괄목할 만하다. 김백영(2011a)은 20세기 전반과 후반에 걸쳐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도시화와 근대화에 일제 ‘식민지 유산’이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지 그 상관성에 집중하였다. 제국 일본의 1920년대 조선 ‘문화정치’ 시행에 

따라 본격화된 식민지 조선의 근대 도시계획은 식민권력의 주도로 이루어졌으

며, 서울 도심부 공간구조를 격자형 가로망으로 형성하여 경제 정치적 기능에 따

라 구분된 근대적 시가지를 조성하였다. 김백영(2011a)은 이러한 도시계획이 도

심부 공간구조의 근대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북촌의 조선인 집거지와 남촌

의 일본인 집거지를 구분하여 사회적 · 문화적 차별과 식민성의 공간이라는 결과

를 낳았으며, 주택이나 교통, 상하수도 등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을 마련하지 못

했다고 평가한다. 김백영은 식민지 도시화의 유산이 도시 계획 전략과 시행, 도

시주거 환경 형성, 강제적 집합 경험의 측면에서 한국 도시 근대화에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북촌과 남촌으로 나뉘어 이중적으로 시행된 식민지 시기 도시 계획은 

1960년대 이후 중앙정부의 수도권과 영남 중심적인 개발전략에서도 불균등한 

개발 전략으로 이어졌다(김백영, 2011a). 식민지 시기 철저하게 관 주도형으로 

전개된 도시계획 제도와 관행은 광복 이후에도 정부권력 주도로 도시 계획과 계

발을 시행하는 행태로 이어졌다(손정목, 1990). 1960년대 구획정리사업은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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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유산으로 강제철거의 식민지기 관행을 물려받았고, 식

민지기 토지구획정리 시 이루어진 공공용지 탈취 역시 경부고속도로와 경인고속

도로 용지 확보 과정 중에 반복되었다(김백영, 2011a). 도시 계발 시행 전략과 관

행 외에도, 일제말 전시체제하에 ‘군관민 일체’를 위한 행사와 일체감 연출은 일

상의 강제적 집합 경험으로(이종민, 2004), 한국 도시화 시기 군부 정권의 ‘새마

을 운동’, ‘88서울올림픽’ 등을 계기로 변용되었다(조관자, 2009). 또한, 일제하 

주거문화는 주택을 ‘재산’으로 인식하는 식민지 자본주의화를 발생시켰으며, 근

대적 공동주택과 집장수의 등장은 광복 이후 중산층 위주의 주택사업에서 나타

난 부동산 투기 문제의 단초가 되었다. 김백영의 식민지 경성의 근대 도시계획 

유산에 대한 연구는, 해방 이후 폐허에서 세계적 규모의 도시로 압축적 성장을 

이룩한 서울의 도시화 과정에 중요한 설명과 풍부한 이해를 제공한다. 또한, 부

동산 투기나 집합 경험에 대한 식민지 유산의 논의는, 각각 아파트 단지 개발과 

88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형성된 주거문화와 이벤트 문화에 대한 한국의 역

사적 사회적 맥락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1930년대 서울 백화점과 소비문화를 제국의 스펙터클 효과와 식민지 대중

의 도시경험으로 분석한 김백영의 연구(2007)는 1920년대 문화정치 이후 식민

지수도화가 완성된 경성의 상업적 소비문화시설이 공간적 변화뿐만 아니라, 도

시공간 재편을 주도하는 흐름이 정치 · 군사적 목적에서 경제 · 문화적 목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변화는 각각 일본인과 조선인의 생활, 소비문화 

공간인 남촌과 북촌, 본정과 종로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는데, 본정의 일본 백화점

은 소비자본주의적 전시 기술로 도시공간 경계를 초월하여 피식민 대중을 구경

꾼이자 군중으로 유인하였으며, 소비대자본이 연출한 제국 스펙터클은 새로운 

도시 경험으로서 경성 소비문화를 주도하며 민족과 공간의 경계를 약화시키고 

경제적 차이와 취향에 따라 피식민 대중 가운데 또 다른 경계를 만듦으로써 집합

적 정체성 형성의 요인을 인종에서 소비문화로 변화시켰다. 김백영의 식민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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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험과 제국의 스펙터클 효과 연구는 식민지 근대 현상을 식민권력이라는 구

조적 접근보다는 주체의 욕망과 행위, 소비문화의 측면에 대한 접근의 시도를 보

여준다. 이러한 접근은, 식민지 도시에서 새롭게 등장한 근대인은 학교나 공장, 

감옥과 같은 폐쇄적 공간이 아닌, 백화점의 쇼윈도우, 개방된 도시 거리 등의 공

간임을 포착한 결론이다(이경훈, 2004: 210). 이는 판옵티콘(panopticon)으로 

대표되는 감시와 강제(Foucault, 1979)29에서 스펙터클(spectacle)로 명명되는 구

경과 욕망의 시각(Schwartz, 1997/2006)으로의 문제의식 전환이다. 김백영은 식

민지 조선의 백화점을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니라 소비와 유행을 배우는 교육장

이자 생활문화시설, 오락과 사교의 기능을 하는 복합적 시설(오진석, 2004)로 주

목하여, 식민권력의 지배장치인 경성 도시공간이 조비자본주의에 의해 변화되며 

식민지 소비문화 현상을 일으킴으로써 피식민 대중의 도시경험과 주체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해방 후 도시 재개발과 근대화가 집중적으

로 이루어진 서울에서 주택사업과 더불어 주요 국가 산업으로 기대된 종합관광

유통시설인 롯데월드의 건설과 그로 인한 도시경험과 주체성 문제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선행연구가 된다. 특히, 기존의 미디어-공간적 도시 연구에서 미처 다

루지 못한 식민지라는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 기반한 연구로서, 잠실 롯데 단지 

분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서울을 비롯하여 현대의 대도시들은 대부분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다

(Flanagan, 1993: 김백영, 2011a에서 재인용). 식민지 경험이 도시에 남긴 유산

은 한국 도시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도 확장하여 연구될 주제이다(김백

영, 2011a). 한국 고유의 역사적 맥락과 더불어 세계화 현상의 주요한 부분을 차

지한 도시화 논의에 있어서 식민주의적 도시화 접근은 스펙터클의 도시로서 잠

실 롯데 단지를 연구하는 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9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의 식민지 근대를 분석한 연구로는 김진균 · 정근식(1997)의 연구

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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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선행 연구의 특성과 한계 

 

한국의 문화 연구에서 이루어진 공간 연구의 대부분은 정치경제학적 관점

에서 자본주의적 소비 문화의 공간을 비판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의 한국의 도

시 문화 연구는 권력이나 자본으로 인한 공간의 생성과 재배치, 이에 대한 저항

을 논의하는 공간 권력적 연구이거나, 서구이론을 적용한 상품문화 연구와 미디

어 재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롯데 단지에 대한 선행 연구는 국가 권력과 기업 자본에 의한 강남 개발과 

관광 오락 산업 육성의 역사적 맥락에서 연구(한종수 · 계용준 · 강희용, 2016) 되

거나, 소비자본주의 스펙터클 공간(강내희, 1995; 전승용, 2008)의 맥락 속에서 

다뤄져 왔다. 잠실 롯데 단지를 ‘공간-권력적’ 시각에서만 접근하면 잠실 롯데 단

지를 사회 통제와 권력 구축을 위한 자본주의나 국가 이데올로기의 결과로만 이

해하게 된다. 문화현상을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 의해 지배되고 통제되는 현상으

로만 보는 시각은 문화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한정적으로 이해하는 한계를 갖는

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쌍방향적이고 탈중심화된 디지털 미디어가 일상에 편재

한 현대 문화의 조건에서, 소비 문화에 국한된 공간적 접근은 현실세계의 문화 

현상을 왜곡시켜 이해할 위험이 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공간의 상호작용 과

정에서 생산되는 스펙터클과, 인간 감각과 지각이 복합적으로 충돌하는 잠실 롯

데 단지의 공간과 문화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공간 권력적 관점과 함께, 미

디어-공간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첨단 기술과 다양한 미디어로 이루어진 

잠실 롯데 단지는 사람, 상품, 이미지가 빠르게 유동하고 순환하는 미디어-공간

으로, 소비 공간과 함께 도시 스펙터클과 감각적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제공하는 

다차원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도시 스펙터클로서의 잠실 롯데 단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도시 공간이 형

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소비 문화 공간이 어떻게 미디어 스펙터클과 관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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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관람객의 감각적 경험을 어떻게 구성하고 변화시키는지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잠실 롯데 단지가 가지는 규모와 공간소들의 복잡성과 특수성을 

포용할 수 있는 연구 모델로써, 발터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큰 규모와 복합적 차원을 가진 잠실 롯데 단지는, 일상적이고 사소한 

이미지의 파편들을 통해 파리의 스펙터클을 통찰한 벤야민의 전례를 따라, 잠실 

롯데 단지의 스펙터클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관찰함으로써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벤야민의 연구는 ‘도시 속의 도시’라는 문화현상을 파악하게 하며, 잠실 롯

데 단지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게 해 준다. 또한 주체의 형성에 대한 공간적 접근

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벤야민의 미디어-공간적 접근과 함께, 잠실 롯데 단지를 

스펙터클의 도시이자 문화 현상으로서 보다 풍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

은 벤야민이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활용한 분석 방법을 한국의 문화공간에 

전면적으로 적용한 첫번째 연구로서, 롯데 단지를 미디어-공간적 접근으로 총체

적으로 분석한 첫번째 연구로서 한국의 미디어 문화 연구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또한,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를 비서구권 도시에 선별적이지 않고 총체

적으로 적용하는 시도로서 벤야민 연구의 비판적 반성의 맥락에서도 이론적 공

헌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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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론적 배경 

 

이 논문은 미디어-공간적 문화연구의 발전을 촉발한 발터 벤야민의 미디어

와 도시연구를 주요한 이론적 틀로 삼는다. 미디어와 문화연구분야에서 가장 중

요한 논문 중 하나인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작품>(1989-1990/2008) 뿐만 아

니라, 벤야민의 미완성 저작, <아케이드 프로젝트>(1991/2005)는 현대 도시와 

미디어 문화를 연구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개념적, 분석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20세기 초, 라디오, 영화 등 뉴 미디어의 발전이 가져온, 기술적, 문화적, 정

치적 변동의 한 가운데서 이를 경험하고 목도하던 벤야민은 특히 미디어가 인간

의 경험, 지각구조, 그리고 주체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주목했다. 그는 

“아우라의 상실”이라는 테제로 잘 알려진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에서 사

진과 영화 등 뉴 미디어가 가져온 기존 예술의 미학적 개념과 형식의 위기를 인

식론적, 예술사적, 그리고 사회이론적으로 논의했다. 벤야민은 이 논의를 더욱 확

장시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뿐 아니라 광학기술, 건축기술, 교통기술 등의 

발전이 어떻게 도시문화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의 문화 전반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탐구하려는 광대한 기획을 추진했다. <아케이드 프로젝트>는 이 거대한 기획의 

산물이다. <아케이드 프로젝트>는 나치 정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피난길에

서 죽음을 맞이한 벤야민에 의해 미처 완성되지 못한 텍스트로 남았다. 방대한 

인용과 파편적 묶음 형태로 인해 독해가 어려울뿐더러, 관점과 접근에 따라 해석

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아케이드 프로젝트>의 광범위한 연

구 중 본인의 논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연구서들을 논문의 주요 주제인 도

시 문화, 미디어, 경험에 집중하여 검토하고, 이를 통해 논문의 이론적 토대를 마

련하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1982년 독일어판의 첫 출간 이후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는 현대 도

시공간과 대중문화, 미디어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어 왔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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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1999년 영어판의 출간은 벤야민 문화 연구의 세계화를 촉진했다. 많은 연구

서 중, 수잔 벅모스의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The Dialectics of 

Seeing: Walter Benjamin and Arcades Project, 1991/2004)는 19세기 파리의 

도시 문화에 대한 벤야민의 광범위하고 복잡한 분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론화하여 영어권에서 <아케이드 프로젝트>연구를 활발히 하는 데 기여했다. <

아케이드 프로젝트> 논쟁점의 체계화라는 공헌과 함께, 벅모스의 연구는 마르크

스주의적 전통에서 도시 문화를 자본주의 하부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상부구조로

서 이해하여 그 역동성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

았다(Gilloch, 1996/2005). 벅모스 이후의 연구들은 마르크스주의적 경제결정론

을 벗어나 도시문화의 복잡성과 모순성을 드러내고 보여주는데 역점을 준다. 대

표적으로 그램 길로흐(Graeme Gilloch)는 벤야민이 탐구한 19세기 파리 아케이

드를 현대성이 축소된 모나드이자, 하나의 전형으로서의 도시 복합체로 주장한

다. 벤야민에게 19세기 상품 문화는 꿈의 세계(dream-world)와 같은 것으로, 자

본주의적 사회관계가 이데올로기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거주민의 다양

한 욕망이 표현되고 물질화(materialization)되는 스펙터클의 공간이다(Gilloch, 

1996/2005: 33). 스펙터클한 도시문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의 혁신이 어떻게 도시의 공간성과 결합하여 새로운 도시 주체와 문화경험을 창

출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벅모스와 길로흐의 연구성과에 기반하여, 강

재호의 연구는 벤야민의 도시 공간 연구에 미디어의 요소를 강화한 접근이다

(Kang, 2014). 즉, <아케이드 프로젝트>는 다양한 미디어와 도시 공간이 상호 작

용을 통해 어떻게 도시를 하나의 스펙터클로 구성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주장이

다. 이 연구는 공간의 자본화와 상품 문화의 공간성에 집중한 길로흐(Gilloch, 

1996/2005)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혁신이 가져온 도시 문화의 미디어화를 분석

한 강재호(Kang, 2014)의 <아케이드 프로젝트> 연구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이

론적 논의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스펙터클의 도시로서의 롯데 단지에 



 

43 

대한 분석틀을 체계화하였다. <아케이드 프로젝트> 연구가 어떻게 이 논문의 연

구 방법을 이론적으로 심화시키고, 방법론적 의미를 가지는 지를 위의 연구들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제 1 절 한국에서의 벤야민 수용사 

 

발터 벤야민의 저작은 1979년에 유종호의 <문학예술과 사회상황>에서 처

음 소개된 바 있다. 1980년에 문학과 지성사에서 출간된 차봉희 편역의 <현대사

회와 예술>은 독일 비극론과 프랑스 모더니즘 예술론을 중심으로 벤야민의 문학

과 예술론을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하였다. 이후, 반성완 편역의 <발터 벤야민

의 문예이론>(1983)은 벤야민의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을 번역, 소개하면

서 벤야민의 사진, 영화이론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문학과 문예이론을 중심

으로 전개되던 벤야민 연구는 1990년대 들어 대중 문화 연구를 중심으로 급속도

로 확산되었다. 1990년대 초반 소비에트와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마르

크주의 기반의 정치경제학적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전반적으로 퇴조하기 시작하

며, 자유주의, 소비주의, 세계화의 흐름에서 문화 연구가 한국에서도 급속히 성

장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문화산업론이 마르크스주의적 문화 연구의 대안으

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발터 벤야민의 문화예술론도 이러한 맥락에서 집중

적인 조망을 받기 시작했다(곽진희, 1989; 조항제, 200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온라인 서비스 센터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30에서 ‘발터 벤야민’과 ‘발터 베냐민’ 키워드로 검색하고 중복을 

제외한 결과 2020년 10월 1일 기준 학위논문은 국내 석사 251건, 국내 박사 60

건으로 총 311건이 조회되었고, 그 중 국내학술논문은 475건, 한글 단행본은 286

건, 연구보고서는 171건이 등록되어 있다(<부록 I> 참조). 1990년대 벤야민 저

                                                 
30 URL: http://www.ri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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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의 수용은 문학, 역사철학, 예술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2000년대 들어 

건축, 대중문화, 도시연구, 미디어연구로 확장되어 갔다. 대중문화와 관련한 벤

야민 수용 연구로는 문화산업에 대한 연구(강재호, 2009; 김지만 · 이선영 · 이대

현, 2019; 신정훈, 2013; 윤희경, 2013; 이채민 · 김재범, 2015; 임석원, 2012; 

임성규, 2008), 자본주의와 대중문화에 대한 분석(장진범, 2015; 장창식 · 오지

연, 2018; 최성운, 2018) 등이 있다. 도시와 관련한 벤야민 수용 연구로는 파리 

대도시 형성과 도시 문화 출현에 대한 연구(강재호, 2010; 구연정, 2013; 김혜

신, 2011; 남덕현, 2018; 이다혜, 2009; 이창남, 2010; 조재룡, 2006), 벤야민의 

도시 연구에 착안한 서울 도시 연구(권영란 · 배정한, 2018; 심혜련, 2003, 2008; 

오종서, 2013; 조용수 · 박규현, 2013) 등이 수행되었다.  

벤야민의 개념이나 논의를 수용한 한국의 미디어 연구는 1998년 김응숙의 

벤야민 매체개념과 수용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점차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매

체에 대한 미학적 고찰(고지현, 2019b; 김영룡, 2005a, 2005b, 2005c; 심혜련, 

2001a), 매체의 감각 작용에 대한 연구(김태철, 2014; 나보라, 2011; 박성원, 

2006; 서지영, 2020; 이윤희, 2012), 매체로서 건축과 정신의 상관성에 대한 연

구(송지훈, 2006), 미디어와 주체의 상호주체성 연구(김지연 · 강진숙, 2015; 서

성은, 2012; 이윤희, 2012; 이진혁, 2007), 디지털 시대의 아우라와 예술의 변화

에 대한 연구(고현범, 2008; 김미진 · 김동규, 2013; 김정현, 2019; 박평종, 2012; 

심혜련, 2010a; 이동원, 2017; 이소진 · 홍성규, 2019; 이철희, 2018; 정용환, 

2010; 하선규, 2010; 허윤정, 2015), 다매체 융합에 대한 비평(김남시, 2011; 박

근호 · 최규호 · 김규정, 2012; 이재현, 2019; 임석원, 2013b) 등이 있다. 미디어 

연구의 측면에서는 언론정보학 분과에서 처음 김응숙(1998)의 논문이 출간되었

으나, 매체미학과 예술, 아우라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게임을 

비롯한 디지털 매체의 발전에 따라 가성공간에서의 감각 경험, 주체 형성, 다매

체 융합에 대한 분석이 차츰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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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6년에 출간된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 한국어 번역판은 벤

야민 연구 폭의 확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총 15권으로 기획되어 2007년

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벤야민 선집> 한국어판은 흩어져 있는 벤야민 저작들을 

재번역 · 재수록하면서 한국에서의 벤야민 연구의 대중화와 체계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용의 맥락에서 한국문학과 비평이론에 끼친 벤야민의 영향이 

깊이 있게 연구되기도 하였다(임환모 외, 2018). 문학과 문화연구 분야에 비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벤야민 수용은 아직 본격적이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

서 이재현의 벤야민 미디어 이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적 분석은 주목을 요

한다. 이재현은 <인공 지능 기술 비평>(2019)에 실린 논문 ‘기계번역과 베냐민: 

순수 언어’에서, 벤야민 번역론(Benjamin, 1923/1996)의 ‘순수 언어’(pure 

language)와 ‘번역 가능성’(translatability) 개념으로 최근의 인공 지능 기계번역

인 구글 신경망 기계번역(GNMT, Google’s neural machine translation) 분석

을 시도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에서도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와 연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한국 도시문화 분석에 적용한 경우

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케이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

로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특히 <아케이드 프로젝트>의 분석틀을 

한국의 미디어 문화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전개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많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런 맥락에서 <아케이드 프로젝트>를 잠실 롯

데 단지 분석에 본격적으로 적용한 첫번째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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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스펙터클의 도시와 환등상 

 

벤야민은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도시 공간을 미디어 스펙터클의 미학적 

경험을 통해 유기적으로 구성된 문화적 · 사회적 장소이자, 신화가 지배하는 “환

등상(phantasmagoria)의 장소”라고 규정한다(Gilloch, 1996/2005: 30).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19세기 파리의 도시거주민은 빨라진 생활 리듬

과 더불어 강렬한 시각적 ‘충격 체험’을 반복적 ·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점에 벤야민은 주목한다. 그는 도시를 텍스트로 삼고 환등상 개념을 중심으로 19

세기 파리 대도시의 경험과 특징을 비판적으로 독해하여 대도시의 신화와 상품 

숭배로 인한 일상 생활의 부조리와 기괴함을 독창적으로 파악했다(Gilloch, 

1996/2005).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기술, 도시 공간, 그리고 대중 문화의 상호 

관계를 성찰하면서 이 과정에서 어떤 집합적 주체가 형성되는지를 집중적으로 

탐색했다.31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는 환등상적 일상 경험을 통해 점점 

더 소외되어 가고 파편화되어가는 대중의 감각과 몸을 어떻게 ‘신체적 집합

체’(corporeal collective)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까지를 탐색한 유토피

아적 기획이었다(Gilloch, 1996/2005: 43; Kang, 2014: 198). 이런 맥락에서 환

등상 개념은 <아케이드 프로젝트>의 핵심 분석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환등상(phantasmagoria)은 매개된 스펙터클로, 대도시의 감각 경험으로 집

단에게 작용한다. 환등상의 기원은 1797년 파리에서 처음 막을 올린 ‘마술 랜

턴’(lanterna magica) 공연의 이름으로,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유행하여 널리 알

려지기 시작했다. 공연은 벽이나 스크린에 빛을 투사하여 유령이나 상상적 존재

의 환영을 상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그림 1-1>, <1-2> 참조). 이는 광학 

                                                 
31 길로흐(Gilloch, 1996/2005: 25, 209)에 따르면, 벤야민은 기술의 진보를 자본주의의 속

임수이자, 대도시를 지배하는 신화, 현대성의 환영이라고 폭로한다. 그는 자본주의 시대의 커

뮤니케이션 기술이 일상 생활의 부조리, 경험의 단편화 · 상품화, 개인의 소외 · 주변화를 야

기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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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집합적 공간이 결합된 현대 오락 산업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벤야민은 

유령쇼가 보여주는 매개된 스펙터클의 집단 경험에 각별히 주목했다. 그는 환등

상을 통한 대중 오락산업의 경험이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흐리고, 보는 것과 믿

는 것, 이성과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 이론적인 관심을 두었다. 환등

상적 오락 산업 양식은 이후 파노라마와 영화 등과 같이 이후에 발달된 대규모 

오락 산업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광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집합

적 공간에서 스펙터클을 대면하는 관람객의 ‘충격경험’(shock experience)을 일

으키는 대중문화와 오락산업의 원형을 보여준다. 환등상 개념을 통한 문화 연구

는 사회이론적으로 그리고 미디어 이론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그림 1-1. 1797년 매직 랜턴 쇼32                         그림 1-2. 1799년 매직 랜턴 쇼33 

 

첫째, 벤야민은 환등상 개념으로 마르크스주의의 문화, 예술이론을 비판적

으로 수정하여 상품문화론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도시 문화의 현상과 변동을 

분석하고자 했다(Kang, 2009; 2014: 164). 환등상의 경험은 유령과 같이 실존

하지 않는 대상과의 커뮤니케이션과 같다. 벤야민은 상품 생산 사회의 문화로서 

환등상적 경험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쇠퇴 현상을 분석했다. 개인과 공동체의 경

험이 공유되거나 결합되지 않고, ‘사적인 성격’의 체험이 빈번해짐에 따라 개인

의 소외 · 물화 현상이 심화되고, 도시의 감성으로서 불안정성이 강화된다고 보

                                                 
32 출처: Robertson, E. G. (1831). Mé moires: ré cré atifs, scientifiques et anecdotiques.  

Paris: Chez l'auteur et à  la Librairie de Wurtz. 
33 출처: de Luikerwaal.  

URL: https://www.luikerwaal.com/newframe_uk.htm?/phantasma_u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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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마르크스주의 문화예술이론은 문화를 자본주의 하부구조의 ‘반

영’(reflection)으로 이해하여 예술과 문화가 하나의 상품으로 환원되어 평가된

다. 벤야민에게 상품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관계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대상

이 아니라 집단의 욕망과 소망이 ‘표현’(expression)된 대상이기도 하다. 오락산

업이 제공하는 문화적 상품은 교환가치를 가진 자본주의적 상품일 뿐만 아니라 

관람객의 욕망과 소망을 표현하고 충족시켜주는 상품이기도 하다. 

둘째, 마르크스주의의 이데올로기론은, 카메라 옵스큐라에 외부의 상이 반

영되듯이, 객관적 세계가 기계적으로 반영되고 인식된다는 전제를 내포한다. 벤

야민은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론의 반영론을 비판하면서, 환등상은 카메라 옵

스큐라와 다르게 대상을 이미지로 ‘표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상부구조는 

하부구조를 표현”한다는 수정론을 제시한다(Benjamin, 1991/2005: 392). 이 문

화 수정론을 통해 벤야민은,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스펙터클과 상품에 표현된 집

단적 소망에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더욱 풍부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벤야민은 개인과 공동체의 환등상의 경험이 유령과 같이 실재하지 않

는 대상과의 커뮤니케이션 양식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인다. 환등상적 

경험이 공유되거나 결합되지 않고, ‘사적인 성격’의 체험이 빈번해짐에 따라 개

인의 소외 · 물화 현상이 심화되고, 도시의 감성으로서 불안정성이 강화되는 자

본주의 상품문화의 소통양식을 드러낸다는 점을 강조한다.  

넷째, 환등상은 비현실적인 도시인의 욕망을 환상적 이미지들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지만, 그 이미지 안에 잠재되어 있는 도시인의 욕망과 소망이 무

엇인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심혜련, 2010; 최시내, 2014; Gilloch, 

2005). 또한, 환등상에 포섭 당하여 깊은 잠에든 개인들에게, 환등상은 꿈에서 깨

어나듯 환상에서 깨어날 수 있는 전제이자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전복가능성을 

가진다. 벤야민은 부정적 의미에서의 환등상은 꿈에서 깨어나는 역사적 인식을 

통해서만 깨질 수 있고, 그때에야 비로소 “자본주의의 신화”(Gilloch, 199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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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Wolin, 1986: 211)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벤야민은 환등상 개

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통제의 기제들과 상호 작용을 분석하고(Kang, 

2014: 211), 환등상적 경험을 새로운 집합적 주체 형성의 역학이자, 미디어의 해

방적 잠재력으로 재발견한다.  

벤야민의 환등상 개념을 통한 문화 연구는 미디어 문화 분석의 기초를 확고

히 했다.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에서 벤야민은 뉴미디어로서의 영화를 단

지 사진술이 기술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지 않고 영화의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

적, 문화적 의의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디어 공간으로서의 영화관은 

신체, 기술, 이미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집합적 주체를 형성하는 ‘실천의 

공간’(play-space)으로 기능한다(Benjamin, 1989-1990/2008). 이 새로운 공간

에서 새로운 지각 형식이 가능해진다. 전통적 예술작품의 아우라(aura)는 시각

이라는 단일 감각의 집중에 의해 지각되는 것이지만, 영화가 주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은 촉지성(tactility)이라는 다차원적 신체감각을 통해 이루어진다. 영화관의 

관객은 빠르게 이어지는 필름 컷들을 좇으며 ‘산만한 집단적 신체’(distracted 

bodily collective)로 재조직된다. 산만한 집단으로서의 대중은 새로운 미디어를 

낯설게 느끼면서도, 전신체적인 촉지적 경험을 통해 소외되고 파편화된 감각들

을 회복하게 된다. 벤야민은 영화의 경험 과정에서 영화 관람객이 수동적 구경꾼

이나 소비자가 아니라, 비판적 판단을 하는 새로운 공중으로 재구성될 가능성을 

보았다. 사진술과 영화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벤야민의 강조는 그의 

미디어 이론이 과도하게 이상주의로 경도되어 있다는 비판을 촉발하기도 한다

(Adorno, 1991). 그러나 벤야민은 미디어와 신체의 상호작용에서 해방적 가능

성을 읽어냄과 동시에 부정적 측면을 또한 인지하고 있었다. 1920-30년대 독일

과 이탈리아의 파시즘은 영화와 같은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치적 스

펙터클을 창조했다. ‘정치의 예술화’(aestheticization of politics)는 대중의 도덕

적 · 정치적 판단을 미학적 경험으로 대체하는 기능이다(Benjami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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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08). 즉, 정치적 스펙터클은 대중의 경험을 망각(forgetting), 감각상실

(anaesthesia), 파편화(fragmentation), 물신화(reification) 등으로 조직하고, 대

중은 파시즘을 대중 스펙터클(mass spectacle)로서 소비하게 되었다(Kang 2014: 

147) 벤야민은 정치적 스펙터클의 핵심을 인간의 감각상실(anaesthesia)로 보고, 

대중의 자기 해방을 도모하는 ‘예술의 정치화’(politicizing art)를 통해 미디어를 

감각적 · 비판적 · 정치적으로 경험하여 마취된 인간 감각을 일깨우고 ‘정치의 예

술화’에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에 따라 촉지적 

산만함(tactile distraction) 형태의 오락 산업과 도시 경험의 상호작용에서 새로

운 집단적 주체가 등장했음에 주목했다(Kang, 2014). <아케이드 프로젝트>는 집

합적 경험의 사회적 장소이자 대중의 삶의 맥락으로서 파리의 다양한 공적 공간

(public space)을 분석한 작업이다. 벤야민은 몽타주(montage) 기법을 통해 한

시적이고 비연속적인 일상의 파편들을 포착하여 과거를 현재로, 도시의 폐허와 

파편적 이미지들을 비판적 성좌로 재구성하려 했다. 도시 스펙터클의 일시성은 

그 찰나적 특성으로, “갑자기 섬광처럼 등장하는 이미지”로만 포착할 수 있기 때

문이다(Benjamin, 1991a/2005: 473). <아케이드 프로젝트>는 불연속적이고 파

편적인 이미지들을 모아 하나의 성좌(constellation)로 재구성하여 현대성의 원

사(ur-history 또는 primordial history)를, 도시 스펙터클의 원형을 보여주려는 

시도였다.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는 세계를 ‘개념’이 아니라 ‘이미지’로, 

즉 사소하고 일상적인 파편들로 이루어진 이미지로 재현해 냄으로써 문화 현상

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알려준다. 이러한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

>의 인식론과, 미디어 이론, 문화 이론이 이 논문의 이론적 기반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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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스펙터클의 도시와 6가지 분석틀 

 

첨단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다양한 공간으로 이루어진 잠실 롯데 단지는 사

람, 상품, 이미지가 빠르게 유동하고 순환하는 놀이 공간으로서, 환등상적 경험

의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다차원적인 미디어 도시 공간의 전형이다. 벤야민

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의 개요(Exposé )는 스펙터클의 도시 분석을 위한 구체

적인 틀을 제공한다.34 벤야민 고유의 기획에 천착하고, 잠실 롯데 단지가 가진 다

양한 측면을 보다 풍부하게 다루기 위해, 이 연구는 1935년 독일어판 개요에서 

나타난 여섯 개의 카테고리를 논문의 분석틀로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이 장에서

는 벤야민의 분석틀 각각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고자 한다. 여섯 가지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I. 푸리에 혹은 파사주/아케이드 

II. 다게르 혹은 파노라마 

III. 그랑빌 혹은 만국박람회 

IV. 루이 필리프 혹은 실내 

V. 보들레르 혹은 파리의 거리 

VI. 오스만 혹은 바리케이드 

 

강재호(Kang, 2014)는 미디어 연구와 도시 연구를 접목하여 벤야민의 <아케

이드 프로젝트>를 미디어 도시의 원형으로서의 19세기 파리에 대한 연구 기획으

로 위치 짓는다. 벤야민의 미디어 공간 연구의 중심이 되는 환등상 

                                                 
34 벤야민은 프랑크푸르트 사회조사연구소의 요청으로 <아케이드 프로젝트>의 계획서를 작

성하여 제출했다. 개요(Exposé )는 1935년 독일어판과 1939년 프랑스어판의 두 계획서를 지

칭한다. 1935년 개요는 아도르노의 비판적 논평을 받았고, 이를 반영해 1939년 두번째 개요

가 제출되었다. 두번째 개요에서는 수정을 거치며 ‘다게르 혹은 투시화’ 카테고리가 삭제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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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ntasmagoria) 개념에 주목하여, 강재호는 개요에서 나타난 6개의 카테고리

를 미디어 스펙터클과 도시 공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틀로 다음과 같이 재구

성했다.  

 

1) 아케이드: 테크노-도시의 환등상 

 

 

그림 2-1. 파리 아케이드35 

 

아케이드는 19세기 도시공간의 원형으로, 기술과 공간의 혁신을 상징한다

(Kang, 2014: 170). 가스등과 강철, 유리로 지어진 아케이드는 첨단 문화 공간으

로, 시간과 공간, 날씨의 제약을 극복한 장소이자, 거리를 실내로 들여온 새로운 

유형의 도시 공간이다. 아케이드는 소비 공간이자 ‘유사-공적’(quasi-public) 공

간으로서 삶의 구조를 재구성하였으며, 아케이드의 건물 형식은 감옥이나 기차

역, ‘팔랑스테르’(phalanstere)와 같은 건축물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이진경, 

2007; 하영진, 2009). 찰스 푸리에(François Marie Charles Fourier)는 산업혁

명 시대의 계급간 불평등을 벗어나기 위한 해법으로, 이상적인 대규모의 공동 주

                                                 
35 Marville, C. (1866). 갈레리 뒤 바로메트르 (Galerie du Baromé tre). 출처: <아케이드 프

로젝트>(Benjamin, 1991/2005): 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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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단지 ‘팔랑스테르’를 고안했다. 푸리에는 인간의 열정 · 성격을 분류하고, 입

주민의 수에 따라 생산과 오락, 거주, 사회적 교류와 같이 용도에 따른 공간을 구

상했다. 벤야민은 푸리에의 집단 거주지 모델인 팔랑스테르를 통해 기술의 유토

피아적 가능성과 욕망을 간파했다. 푸리에의 목적은 기술로 인간의 정념을 통제

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공동 공간을 만들어내고, 인간과 자연이 비착취적 관계를 

가질 수 있게 공학적으로 설계하려는 것이었다. 벤야민은 인간의 정념을 공학적

으로 통제하려는 푸리에의 기획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Benjamin, 1991a/2005: 

5).  벤야민에게 기술과 인간 신체의 상호작용을 조화롭게 하려는 푸리에의 기획

은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진행되는 여러 형태의 미디어 도시의 원형이었다.    

 

2) 파노라마: 테크노-아트의 환등상 

 

 

그림 2-2. 19세기 파노라마36 

 

벤야민은 파노라마를 영화 산업으로 발전된 현대 오락산업의 초기 유형으로 

보았다(Kang, 2014: 175). 파노라마는 거대한 원기둥 안에 360도로 그려진 그

림을 중간의 플랫폼에서 관람하는 형식의 미디어로, 18세기 말에 유행한 도시 오

락의 일종이다(<그림 2-2> 참조). 벤야민은 360도로 펼쳐지는 파노라마의 그림

이 전통적인 지각 방식을 붕괴시키고, 완벽한 리얼리티를 창조한다는 점에 주의

                                                 
36 출처: Barker, R. (1787). 파노라마의 단면. URL: https://panoramaonview.org/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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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집중했다. 기술적으로 제작된 인공적인 현실로서의 파노라마 경험은, 관람객

으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의 감각을 상실하게 하고, 안과 밖, 실재와 가상, 원본과 

복제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시뮬라크르(simulacre)의 경험이다. 파노라마는 관람

객이 몸을 움직이며 관람하도록 하는 신체적인 방식으로써 새로운 시각 경험인 

신체적 시지각(corporeal way of seeing)을 제공하는 오락 산업이다(Kang, 2014: 

176). 파노라마의 시지각 경험은 이후 영화관 등 현대적 건물에서도 나타나는 스

펙터클과 신체의 상호작용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벤야민은 파노라마와 같은 오

락 산업에서 시각적 주목(optical attention)과 신체적 산만함(corporeal 

distraction)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작동하는 촉지성(tactility)이 어떤 새로운 집합

적 관람객을 형성하는지에 집중했다(Kang, 2014: 177-179).  

 

3) 세계박람회: 글로벌 이벤트의 환등상 

 

 

그림 2-3. 1937년 파리 세계박람회37 

 

1851년 런던의 수정궁전에서 시작된 세계박람회는 거대 규모의 국제적 이

벤트로, 개최 국가는 도시를 산업과 최첨단 기술의 전시장으로 변형함으로써 자

                                                 
37  Chipault, H. (1937). Vue d'Ensemble, prise du Trocadé ro. Arrondissement: 

Boulogne-Billancourt. 출처: Donald G. Larson Collection on International Expositions 

and Fairs.  

URL: http://digitized.library.fresnostate.edu/cdm/ref/collection/worldsfair/id/1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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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주의 문화와 제국의 이미지를 선전하고 확산했다. 세계박람회는 오락 산업의 

원역사로, 노동계급에게 해방적인 놀이터를 제공함과 동시에 상품의 교환 가치

를 훈련하는 “상품 물신으로 가는 순례지”가 되었다(Kang, 2014: 179). 대중은 

세계박람회의 스펙터클을 통해 새로운 지각 양식인 산만함(distraction)을 경험

하며, 상품의 교환 가치를 숭배하는 환등상으로 들어간다(Benjamin, 

1991a/2005: 99; Kang, 2014: 181). 세계박람회는 또한 광고의 실험실이었는

데, ‘모든 것을 보되,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는 광고의 카피에서 드러나듯이, 구

경꾼의 욕망을 시각적 지각으로 신체적 참여에서 분리하여 상품 세계에 통합시

키는 것이 초기의 광고 전략이었다(Kang, 2014: 182). 광고는 상품에 대한 욕망

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감각적 이미지의 생산으로 예술이나 

자연을 상품의 스펙터클로 변형시킨다. 세계박람회는 대중이 상품 문화에 접근

하도록 도와주고, 광고는 상품에 대한 욕망을 일으키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제공

한다. 벤야민은 당시 광고에 쓰인 프랑스의 인기있는 대중 삽화가 그랑빌

(Grandville)의 이미지를 토대로 광고 이미지의 원형을 분석한다. 당시 주요 신

문과 잡지에 연재되고 실린 그랑빌의 작화는 기술과 시각적 애니메이션이 결합

된 형태로 자본주의 상품 문화의 환등상을 형성하지만, 그 이면에는 으스스함

(macabre)과 죽음의 감각이 또한 스며있다. 그랑빌의 알레고리적이며 풍자적인 

이미지는 상품의 덧없음과, 오락 산업이 조성한 상품물신성을 내부적으로 폭로

한다고 벤야민은 파악한다. 그랑빌의 삽화와 같은 광고 이미지는 기술을 통해 이

미지를 배치하고 일종의 마법적 효과로 새로운 지각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테크

노 아트(techno-art)의 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Kang, 2014: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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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내: 사적 영역의 환등상 

 

 

그림 2-4. 상류사회의 거실38 

 

벤야민은 네번째 카테고리인 ‘루이스 필리페(Louis Phillippe), 또는 인테리

어’에서 개인 주체의 탄생을 사적 공간(private space)의 형성과정에서 설명한다

(Kang, 2014: 186). 벤야민은 이미 1928년 저작 <일방통행로>에서 사적인 공간

과 개인의 관계를 자세하게 분석한 바 있다. 부르주아 주체성의 형성과 몰락은 

공간의 개인화와 연관이 있으며, 이 공간의 변동을 실내(interior)의 구성과 변화

를 통해 분석했다(Benjamin, 1991a/2005).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집합적 공간이 

사적 공간으로 분리되고, 개별화되면서, 새롭게 형성된 부르주아의 사생활의 공

간이 마련되었다. 비로소 개인은 작업 공간이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었고, 이는 

부르주아 사회의 물질적 토대를 제공했다. 이 사적 공간에서 공적 영역으로부터 

도피한 개인의 ‘정신적 피난처’도 작동하게 되었다(Benjamin, 1991a/2005: 103).  

 

 

 

 

                                                 
38 출처: The Crimson Drawing-room: Introduction of Louis Philippe to the Infant Royal 

Family. 1844. The Illustrated London News. 1 (12 October 1844):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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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골목길: 거리의 환등상 

 

 

그림 2-5. 찰스 멜빌의 은판 사진 <파리 골목길>39 

 

벤야민은 ‘보들레르(Baudelaire), 또는 파리의 거리들’이라는 다섯 번째 카

테고리에서 도시 ‘산책자’(flà neur)라는 개념으로 상업 공간의 부상과 개인 주체

의 붕괴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아케이드에서 생겨난 새로운 기술적 공간은 사

적 내부와 공적 외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상호침투하는 공간’을 만들어냄

으로써 외부 공간이 실내 공간처럼 여겨지는 효과를 만들었다. 상업 공간인 아케

이드의 출현과 함께 탄생한 산책자는, 상품의 극장을 드나드는 구경꾼으로서 아

케이드를 어슬렁거리면서 실외와 실내의 공간적 교차를 재현한다(Kang, 2014: 

190). 소비 문화 공간의 환등상은 부르주아 주체를 상품물신의 베일로서의 군중

으로 전환시키는 반면, 산책자는 상품과 군중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시각적으로 

조우하며 관찰한다(강효정, 2017: 51). 벤야민은 아케이드의 뒤를 이어 1840년

대에서 1870년대 사이에 등장한 초기의 백화점은 대량 소비 문화의 공간으로, 이 

공간에서 대중은 집합적 소비자의 정체성으로 형성된다(Benjamin, 1991/2005: 

43). 오스만화(Haussmannization)로 대표되는 파리 거리의 급격한 대로화

                                                 
39 Marville, C. (1866). Rue des Pré tres-Saint-Sé v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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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levard)와 소비 공간의 증가에 따라 산책자는 대중이라는 환등상에 흡수되

어 사라지고 대중 소비자가 도시의 주인공으로 출현하게 되었다. 

 

6) 코뮌: 공적 공간의 환등상 

 

 

그림 2-6. 1871년 파리 코뮌 당시 바리케이드40 

 

벤야민은 마지막 카테고리인 ‘오스만(Haussmann), 또는 바리케이드’에서, 

대안적 공적 공간(public space)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실패한 혁명 공간으로서

의 파리 코뮌(commune)은 이 전복적 대안 공간을 상징한다. 19세기 파리는 도

시화 과정에서 골목길의 유기적 구성과 역사적 기억들을 파괴하였고, 이를 대규

모 교통 수단과 상품의 스펙터클로 대체했다(Kang, 2014: 192). 오스망의 도시 

재개발은 정치적이며 전략적 도시 계획으로, 공간을 구분하고 소외시킴으로써 

바리케이드의 위협을 제거함과 동시에 오락과 여가 공간을 작업 공간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공중 시설과 교통수단을 현대화하여 파리를 ‘순환과 유통의 현대 도

시’로 변화시킨 기획이다. 벤야민은 1871년 3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지속된 

제4차 혁명의 공간인 파리 코뮌에서 도시 스펙터클의 환등상에 대항하는 집단적 

                                                 
40 Richebourg, P. A. (1871). 1871년 파리 바리케이드. 출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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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공간의 가능성을 발견한다(Kang, 2014:193). 공동체적 공간으로서 코뮌은 

도시를 ‘실천/놀이-공간’(play-space; Spielraum)으로 만들고, 대량 소비와 부

르주아 체제로부터의 각성과 현대성의 환등상의 종말을 도모했다(Benjamin, 

2003: Kang, 2014: 193).  벤야민은 실천/놀이-공간에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의 파괴적인 기술에 대항하는 미적 지각 양식과 집단 경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Kang, 2014: 196),41 새로운 형식의 집단 미학과 정치적 실천을 통해 새로운 대

량 공중의 탄생을 희망한다. 이 대안적 놀이 공간에서 새로운 공동체와 연대가 

가능해지기를 소망했다(Benjamin, 1989-1990/2008: 80).42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나타난 파리의 문화 공간들은 현대성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잠실 롯데 단지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최첨단 기술로 새

로운 시공간적 질서를 세우고, 상품 판매를 위한 새로운 수단이자, 사회의 욕구

에 부응하기 위한 발명품이자 진정한 욕망의 표현(Geist, 1985: Gilloch, 

1996/2005: 249)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신전, 기차역, 그리고 파사주와 지붕

이 있는 시장 사이의 연계”(Benjamin, 2003: Gilloch, 1996/2005: 258)는 지하

철, 백화점, 멀티플렉스, 호텔, 박물관 등이 실내와 실외의 여러 통로로 연결된 형

태의 잠실 롯데 단지에서도 여전히 유사한 형태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 논문은 

벤야민의 분석틀을 현대 서울에 위치한 잠실 롯데 단지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하

는 연구를 지양한다. 이는 자칫 한국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간과하거나, 

포스트모던 시대의 경향에 따라 비슷하게 공명하는 부분을 발견하는 데 그치거

나, 심지어는 방법론에 치우쳐서 일종의 토톨로지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등장함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배치가 재

                                                 
41 벤야민은 기술, 이미지, 신체의 세 차원으로 구성된 초현실주의자들의 놀이 공간과, 집합

체의 촉지적 산만함(tactile distraction)으로부터 해방적인 가능성을 발견했다. 
42 벤야민은 영화가 빠른 화면의 전환의 쇼크효과(Chockwirkung)를 통해 관객에게 산만한 

촉지 경험을 하게 한다. 또한, 클로즈업과 렌즈의 다양한 사용으로 물질에 대한 통찰과 놀이

공간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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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며, 인지적 주체와 객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대의 미디어 스펙터클의 

시대(Kang, 2014)에 미디어 공간으로서의 잠실 롯데 단지와, 소비자/관람객/거

주자인 주체의 복합적 미디어 공간 경험은 19세기 스펙터클의 도시인 파리와 그

리고 다른 자본주의 대도시의 경험과는 다른 역사성을 갖는다. 벤야민적인 사고

와 방식으로 잠실 롯데 단지 분석을 시도하면서, 현대의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한국과 서울의 역사적 · 문화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러한 접근을 위해 잠실 롯데 단지가 형성되기까지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도시

개발계획과 같은 관련 문헌 자료를 토대로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에 녹여 내고자 

했다. 

벤야민의 이론은 20세기 초, 영화의 발전사에서 초기 단계에 기반한 이론이

다. 디지털 미디어의 시대에 그의 이론은 비판적으로 고찰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벤야민의 도시론에 기반한 산만함과 충격의 지각이론, 초기 영화경험에 기반한 

촉지성, 이에 따라 등장하는 비판적 관람객의 역할 등은 벤야민이 미디어의 영향

을 다소 낙관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닌지 지적되었다(강수미, 2011). 이에 따라 

연구가 진전되어가며 잠실 롯데 단지에 벤야민의 분석틀이 적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서 비판적 해석과 발전이 가능하리라 본다. 이 논문은 벤야민의 분석

틀을 체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 재평가를 시도

한다.  

벤야민의 6가지 카테고리와 강재호의 6가지 분석틀을 토대로, 앞서 2장 선

행연구의 검토에서 논의한 현대적 미디어-공간적 연구의 개념과 분석이 결합된

다. 달리아니스(Ndalianis, 2003)의 ‘네오-바로크 엔터테인먼트 스펙터클’ 개념

은 잠실 롯데 단지를 ‘스펙터클의 도시’로서 상품 소비문화 뿐만 아니라 오락 산

업 및 엔터테인먼트의 스펙터클과 함께 볼 수 있게 해 준다. 오제의 ‘비장소’ 개

념에서 나타난 순환(circulation), 소비(consumption), 소통(communication) 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공간이자 장소인 잠실 롯데 단지의 분석을 보다 구체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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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도와준다.  또한 홍석경(2015)의 ‘서울의 풍경’, 김홍중(2012a) 등의 논의

는 벤야민의 논의를 서울이라는 공간, 잠실 롯데 단지라는 장소를 접근하는데 매

개적으로 도움을 준다. 

벤야민의 6가지 분석틀을 모두 적용함에 따라 연구의 대상과 범위가 넓어지

거나, 깊이와 밀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다.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 어드벤처, 롯데백화점 등 한 두가지에 집중하

는 방식도 고려하였으나, 잠실 롯데 단지를 ‘도시 속의 도시’로 총체적으로 접근

하기 위해 우선 단지의 여러 공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에

비뉴엘이나 롯데월드타워 등 몇몇 장소가 좀 더 부각되었으나, 벤야민의 <아케

이드 프로젝트>는 잠실 롯데 단지를 미디어-공간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중

요한 길잡이로 작용한다. 

이 연구는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의 1935년 독일어판 개요 ‘파리, 

19세기의 수도’에서 논의된 여섯 가지 카테고리(아케이드, 파노라마, 세계박람

회, 실내, 골목길, 공적 공간)를 분석틀로 삼아, 잠실 롯데 단지를 에비뉴엘, 롯데

월드타워, 롯데월드 어드벤처, 롯데캐슬골드, 잠실역, 잠실 롯데 단지의 미디어 

파사드와 공공미술로 재구성하고 분석하였다. 이는 벤야민의 분석틀을 통해 잠

실 롯데 단지를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도시 공간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내는 스

펙터클의 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시도이다. 다음의 4장에서는 벤야민의 6가지 분

석틀을 적용하여 잠실 롯데 단지를 재구성 및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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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잠실 롯데 단지에 대한 미디어-공간적 분석 

 

제 1 절 상품 유토피아로서 에비뉴엘 

 

1) 명품 백화점 에비뉴엘의 의미와 위상  

1989년에 개장한 잠실의 롯데월드는 한국의 제1세대 쇼핑몰로, 도시 균형

개발과 올림픽 핵심 지역의 관광위락시설로 고안되었다.43 롯데월드는 ‘도시 속

에 또 하나의 도시’라는 개발 컨셉으로 ‘디즈니월드’와 ‘웨스트 에드몬튼 쇼핑몰’

을 비롯한 미국의 여러 쇼핑몰을 벤치마킹하여 설계되었다(장현진 · 허범팔, 

2013). 당시 롯데월드는 상업 시설간 통합적 설계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순 판매 기능을 강조한 공간구성으로 인해 ‘미완의 도시 시설’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후 2017년에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이 완공되며 쇼핑 외에도 교

통, 여가, 숙박 등의 기능이 결합되었으며, 복합쇼핑몰로서 통합적 설계와 관리, 

더 나아가 랜드마크이자 주요 관광 거점으로서 석촌 호수를 비롯하여 송파구의 

근린 환경을 다양한 문화소비적 계기로 포섭하였다. 이를 통해 잠실 롯데 단지는 

제2세대를 뛰어넘어 복합 라이프스타일센터로서 체류형 쇼핑형태를 제공하는 

제3세대 복합쇼핑몰로 발돋움하였다. 여러 복합쇼핑몰과 같이, 잠실 롯데 단지 

역시 백화점이 시초가 되어 발전된 형태로서, 단지 내 백화점이자 국내 최대 규

모의 명품 백화점인 에비뉴엘의 의미와 위상이 가지는 중요함에 따라 에비뉴엘

의 공간 배치와 구성, 문화적 현상을 주의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43 쇼핑몰의 시초는 1924년 미국 미주리주 캔저스에 개장한 컨트리클럽 플라자이다. 1950년

대에는 백화점을 중심으로 백화점과 점포가 통합된 형태를 이루었고, 1970년대 이후에 오락

시설, 호텔, 업무시설 등이 혼재된 초대형 쇼핑몰로 발전하였다. 일본은 1950년대에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한 최초의 쇼핑몰이 탄생했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 소득 수준이 향상함에 

따라 대형 복합쇼핑몰이 출현하였고, 이후 다양한 컨셉의 쇼핑몰이 등장했다. 국내 쇼핑몰은 

도시 개발의 형태로 탄생했다(이진용 · 김정구 · 주영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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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롯데 관광레저산업의 시작: 롯데쇼핑센터에서 에비뉴엘까지 

롯데는 1975년 8월 1일에 ‘(주)호텔롯데’ 쇼핑센터사업부를 신설하고, 이듬

해 4월 6일 을지로 소공동에 착공한 롯데쇼핑센터를 1979년 12월 17일에 개점

하였다.44 롯데쇼핑센터는 1979년 3월 10일에 개관한 지하 3층~지상 38층, 연건

평 4만1백74평 규모의 초대형 관광호텔45인 롯데호텔 본관 옆에 위치하였다. 롯

데쇼핑센터는 지금의 롯데백화점 본점으로, 롯데는 당시 강북지역 시설의 신 · 

증설을 억제하는 ‘특정시설제한구역’ 제도의 규제로 인해 롯데백화점을 외국인 

관광객용 쇼핑센터로 건설 허가신청을 했다가, 1979년 10월 27일에 경제기획원

에 외자도입 인가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손정목, 2003b).46 변경신

청 내용에 따라 롯데는 1979년 11월 15일 내국법인 ‘롯데쇼핑 주식회사’를 설립

하여 호텔과 백화점으로 구성된 을지로1가 롯데타운을 형성했다.47 롯데쇼핑센

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까지 7천8백평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규모와, 관광

식당, 옥외 음악실, 전시장 등 호화로운 시설을 갖춤으로써 “매머드 백화점”이라

고 불리기도 했다.48 <그림 1>에서와 같이 쇼핑센터에 개점한 관광식당가는 “유

럽을 상상하게 하는 호화로운 인테리어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요리를 맛보

는 색다른 경험을 주었다. 단순히 국내 · 외의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서 그

치지 않고, 레저 · 문화 · 교양 활동을 즐길 수 있었던 롯데쇼핑센터는 롯데 관광

레저산업의 시초였다.  

 

                                                 
44 롯데백화점 온라인 홍보관 URL: https://www.lotteshopping.com/pr/kor/intro/history 
45 매일경제 (1979, 12, 17). 
46 호텔롯데가 외국인 상대의 쇼핑센터로 지은 호텔 부속건물을 내국인 상대의 백화점으로 

바꾸려는 데에 신세계, 미도파, 새로나, 코스모스, 제일 등 기존 5개 백화점이 경제기획원, 상

공부, 서울시 등 관계당국에 공동 진정서를 내며 반발하기도 했다(조선일보, 1979, 7, 6). 
47 동아일보 (1979, 10, 27). 
48 동아일보 (197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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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롯데쇼핑센터 관광식당가 광고 이미지49 

 

롯데는 1984년 4월 4일에 본점인 롯데쇼핑센터 신관 기공식에 이어, 1985

년 7월 20일에 롯데백화점 잠실점 기공식을 하였다. 이는 1981년 9월 30일에 88

올림픽 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된 후, 올림픽 대비를 위한 관광 · 숙박업 토대 마련

의 일환이었다(손정목, 2003e).50 1985년 10월 17일에는 롯데가 올림픽 부지로 

선정된 잠실에 종합레저타운인 롯데월드를 건립하는 계획이 확정되었다.51 88서

울올림픽 이후, 롯데쇼핑센터는 1988년 11월 1일 롯데백화점으로 상호를 변경

하였다. 다음날인 2일에는 잠실 롯데월드의 백화점 A, B로 설계된 롯데백화점 잠

실점과 새나라슈퍼백화점52이 개점하였다.53 잠실에 롯데월드타운을 조성하는 한

                                                 
49 조선일보 (1980, 2, 2). 
50 롯데쇼핑센터는 1985년 10월 17일에 86아시안게임 · 88서울올림픽 공식백화점으로 지정

되며 국제행사개최를 위한 유통 · 관광산업의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51 강남 도시 개발이 박차를 가하던 1980년대에, 롯데는 잠실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맡아, 국

내 최초이자 최대의 다목적 복합관광유통 단지를 개발하여 88서울올림픽 대회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롯데잠실개발계획’이라는 제목에서 잠실 개발의 

주체로서 롯데의 존재감이 드러난다. 잠실 개발은 지역 거주민을 위한 중심상업지구 개발의 

측면과, 88서울올림픽 준비를 위한 관광 및 위락시설 확충의 측면에서 계획되었다(호텔롯데, 

1990) 
52 새나라슈퍼백화점은 대중양판점(General Merchandising Store)으로, 백화점과 비슷한 

양질의 상품을 유통과 판매비용을 줄여 저렴한 가격에 대량판매하는 유통업체이다(매일경제, 

1988, 5, 17) 참조. 롯데는 1988년 11월에 일본의 다이에이(대영)와 경영기법 도입계약을 체

결하였다(조선일보, 1989, 3, 28). 새나라수퍼백화점은 1992년 7월 15일에 롯데백화점 월드

점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조선일보, 1992, 7, 13). 
53 88서울올림픽을 위한 호텔동이 1988년 8월 28일에 우선 완공 · 개관되었고, 백화점 A · B

는 11월 12일, 쇼핑몰은 11월 19일, 실내 테마파크와 실외 테마파크는 각각 198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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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롯데는 2003년 11월 18일에 젊은층을 겨냥한 영플라자를 소공동 본점 옆에 

개점하고, 2005년 3월 25일에는 명품관인 에비뉴엘(Avenuel)54을 개점하여 롯데

백화점 본점, 영플라자, 에비뉴엘, 롯데호텔로 이루어진 롯데타운을 형성하였

다.55 롯데는 잠실 롯데월드에 백화점 분점을 건설한 후에도, 본점의 확장과 신관 

증축으로 고급화와 대중화를 동시에 이루어내어 을지로 롯데타운을 주요 거점으

로 두었다. 그러나 2014년 10월 14일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을 새롭게 오픈하

며 롯데의 전략적 요충지가 을지로에서 잠실로 이동하였다. 명품관인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은 에비뉴엘 본점의 3.1배인 국내 최대의 규모로, 지하 1층~지상 6층

으로 구성된 에비뉴엘동에 아시아 최대 면세점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함께 

구성되었다.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에는 세계 3대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 56 ‘샤

넬’, ‘루이비통’이 국내 최대 규모로 들어서며 최고급 명품관의 입지를 다졌다.57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이 개점하며,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젊고 감각적인 콘셉트의 

영 패션 백화점으로 전환되었고,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입점한 40여개 해외 브랜

드 중 12개 명품 브랜드와 면세점이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으로 옮겨졌다.58 강남 

도시 개발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잠실 지역 거주민59과 경제발전으로 인해 구매

력이 증대한 서울 시민들의 발걸음도 을지로에서 잠실로 이동하였다. 롯데는 기

존 백화점보다 상위 수준의 고급 명품관 에비뉴엘을 개점함으로써 같은 백화점 

계열 안에서 브랜드의 확장과 상품물신의 환등상적 효과를 강화했고, 이러한 확

                                                 

1990년 3월에 개관했다(손정목, 2003e). 
54 에비뉴엘(AvenueL)은 ‘Avenue of Life’와 ‘Avenue of Luxury’를 합성한 것으로, 롯데백

화점의 대중적 이미지와 명동이 가진 복잡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김

현준, 2004, 11, 23). 롯데는 ‘명품명가 롯데’를 지향하며 ‘명품의 강북시대’를 열고자 롯데백

화점 본점 옆에 단독건물로 명품관 에비뉴엘을 오픈하였다(한경비즈니스, 2005, 7, 10). 
55 김동민 (2005, 7, 7).  
56  에비뉴엘 월드타워점과 롯데면세점 잠실점은 각각 에르메스 매장을 개점하여 세계 최초

로 한 건물에 두 개의 에르메스 매장을 입점하였다.  
57 아주경제 (2014, 10, 13).  
58 김승욱 (2014, 10, 19). 
59 잠실은 강남 개발의 목적 중 하나인 신개발거주지 건설을 통한 서울시 인구분산을 위해 한

강에 인공제방을 설치하고 형성한 매립지로 탄생했다. 그 결과 잠실의 인구는 1970년부터 

1982년까지 2만명에서 25만명으로 12배 증가하였다(호텔롯데,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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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강화는 을지로 롯데타운에 이어 잠실 롯데 단지에서 다시 한 번 구현되었다.  

 

(2) 기술 진보로 이루어낸 꿈의 세계 

잠실 롯데월드60는 지하연속벽(Slurry Wall), 지하물막이공법, P.C.커튼월 시

스템, 스카이라이트 등 당시 최신의 특수공법과 자재, 장비를 도입하여 시공된 국

내 최초의 대형 복합상업건물이었다(손정목, 2003e). 롯데는 한국 경제가 급속 

성장함에 따라 증가한 위락 문화시설에 대한 국민적 기대욕구를 충족하겠다는 

명목 하에 “아름다운 미래,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한 종합관광 유통 레저 단지 롯

데월드를 준공하였다.61 롯데월드는 쇼핑 · 숙박 · 레저 · 스포츠 · 문화를 유기적

으로 향유할 수 있는 21세기 첨단 생활공간으로서 ‘도시 속의 또 하나의 도시’로 

설계되었다.62 바야흐로 잠실은 올림픽 타운에서 제2의 롯데타운으로 탈바꿈하

였다.  

 

                                                 
60 롯데월드 단지 자체는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으며, 여러 기능 구성 중 테마파크에 가장 큰 

규모와 중점을 두기 때문에 단지 전체와 테마파크는 ‘롯데월드’로 명명되었다. 단지의 명칭으

로 ‘롯데월드’와 ‘롯데랜드’가 고려되었는데, ‘월드’가 주는 이미지의 포괄성으로 인해 ‘롯데

월드’로 정해졌다. 롯데월드 테마파크의 설계를 위해 참고한 디즈니랜드와 구분되는 지점이

다. 테마파크는 롯데월드의 중심 시설로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지만, ‘도시 속의 또 하나의 도

시’인 단지의 일부로 다른 시설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호텔롯데, 1990: 229). 
61 호텔롯데 (1990).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월드 준공사. <롯데월드 건설지>, 2쪽. 서울: 

호텔롯데. 
62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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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롯데월드 광고 이미지63         그림 2-2. 롯데월드 쇼핑몰 광고 이미지64

잠실 롯데 단지는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 롯데월드 건물로 이루어져있

고, 롯데월드몰은 에비뉴엘동, 쇼핑몰동65, 엔터테인먼트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에비뉴엘은 롯데월드몰의 전면에 위치하여 입구이자 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그림 3-1> 참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의 공간 배치와 디자인, 미디

어 재현 분석을 통해 에비뉴엘이라는 고급 백화점의 환등상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림 3-1.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입구66  

                                                 

63 출처: 매일경제 (1988, 10, 31).  

64 출처: 한겨레 (1988, 11, 23).  

65 에비뉴엘동 바로 옆에 쇼핑몰동이 위치한다. 두 건물은 지하 1층과 1층, 5층과 6층에서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66 출처: 더글라스 리틀 홈페이지 URL: https://douglaslittle.com/retail/avenue-l-lo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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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잠실 롯데월드몰 외관67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이 위치한 잠실 롯데월드몰은 최신 기술과 설계로 건

설되었다. 영국 건축회사인 ‘베노이’(Benoy)가 디자인한 에비뉴엘의 외관은 한

국 전통 매듭을 형상화하였고, 건물 형태(<그림 3-2>)는 거대한 뱅글(bangle) 모

양을 본따서 명품관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68 외벽을 감싼 580여개의 대형 타일

에는 LED가 설치되어, 롯데월드타워와 더불어 미디어파사드를 상영할 수 있다

(<그림 3-3> 참조).   

 

 

그림 3-3. 에비뉴엘 미디어 파사드69 

 

                                                 
67 출처: 롯데물산. 
68 Brittany Downes (2014, 11, 5).  
69 출처: 이선목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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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뉴엘의 내부 인테리어는 보석을 주제로 하여, 1층은 럭셔리 골드, 2층은 

핑크 골드, 3층은 크리스탈 등 층별로 보석을 테마로 디자인되었고, 대표 조형물

들을 배치했다.70 에비뉴엘의 중심부에 위치한 샤롯데 계단(<그림 4-1>)은 에비

뉴엘 월드타워점 정문을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조형물로, 30m의 

C자 형태 계단 두 개가 교차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다.71 C자 모양의 계단은 각

각 ‘클래식’(Classic)과 ‘컨템포러리’(Contemporary)를 상징한다. 종합관광 유통 

레저 단지인 롯데월드의 건설 사업 취지는 유통의 근대화, 문화 · 예술의 진흥, 해

외관광객 유치, 외화획득, 생활문화 창달이었다. 롯데월드는 백화점 A · B와 슈

퍼마켓, 시장을 포함하여 모든 쇼핑의 물적 토대를 갖추고, 초현대식 유통 질서

를 구축하고자 하였다(호텔롯데, 1990). 1980년대에 롯데가 꾸었던 21세기라는 

현대(Contemporary)의 꿈은 샤롯데 계단으로 표현되었다. 황금빛 금속과 조명

으로 조형된 샤롯데 계단은 상징적으로는 명품관으로서 에비뉴엘이 추구하는 고

급스러움을 표현하며, 기능적으로는 에비뉴엘의 주요 명품 브랜드가 입점해 있

는 1층과 2층을 연결하고, 에비뉴엘동 내부에서 롯데월드타워 최상부를 조망할 

수 있는 망루의 역할을 한다. 샤롯데 계단은 기능적인 측면보다 상징적인 측면이 

더 두드러지는데, 이용객들은 대부분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로 층별 이동을 

하고, 샤롯데 계단을 사진 촬영 시 배경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72 샤롯데 계단

은 층계를 오르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윗층에서 조망하며 분위기를 즐기는 하나

의 작품이다(<그림 4-2> 참조).  

                                                 
70 이기준 (2015, 2, 23).  
71 샤롯데 계단은 건축가 데이비드 리어나도(David Leonardo)가 설계했다. 데이비드 리어나

도는 영국 웨스트필드 쇼핑몰을 설계한 건축가이다. 
72 송화정 (201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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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1층에서 본 샤롯데 계단73                 그림 4-2. 샤롯데 계단 조감도74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의 샤롯데 계단 이전에, 초기 롯데백화점 잠실점에는 비

슷한 형태의 에스컬레이터가 있었다. 에스컬레이터를 중심부에 배치하는 것은 

대부분의 백화점에서 볼 수 있지만, 에스컬레이터를 디자인의 요소로 전면에 드

러내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롯데는 백화점A(롯데백화점 잠실점)에 붉은 색의 C

자형 에스컬레이터와 황금빛 엘리베이터(<그림 5-1>)를 대칭으로 두어 조형적 

효과를 주었다. 중앙부에 대칭으로 배치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는 다른 

층을 수직으로 연결함과 동시에 매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끼”도록 설계되었

다.75 롯데백화점 잠실점과 롯데월드 쇼핑몰을 연결하는 중앙 에스컬레이터와 엘

리베이터는 롯데백화점의 광고에 반드시 등장하는 주요한 상징물이었다. 대칭의 

나선형 에스컬레이터는 기술의 과시와 함께 상징적 · 조형적 요소로 설계되었다. 

전구들로 꾸며진 엘리베이터와 함께 사람들을 실어나르는 한 쌍의 에스컬레이터

(<그림 5-2>)는, 그 자체로 하나의 화려한 볼거리를 연출하였다. 에비뉴엘 잠실

점의 샤롯데 계단은 초기 롯데백화점 잠실점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운송 수단의 

                                                 
73 출처: 롯데건설 (2019). <롯데건설 60년사>, 273쪽. 서울: 롯데건설 60년사 편찬위원회. 
74 출처: 더글라스 리틀 홈페이지. URL: https://www.douglaslittle.com/retail/avenue-l-

lotte/ 
75 박춘명종합건축사사무소 (1985). <롯데잠실개발계획>, 52쪽. 서울: 박춘명종합건축사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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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덜고 에비뉴엘이 상정하는 클래식함과 현대성, 그리고 호화로움을 표현

하기 위해 조형성과 상징성을 강화한 볼거리이다.  

 

          

그림 5-1. 롯데월드 쇼핑몰 에스컬레이터76            그림 5-2. 백화점A 에스컬레이터77

1988년 1월 27일 신관 확장 이후 재개점한 롯데백화점 본점에는 11.5m 높

이의 대형 샹들리에(<그림 6-1>)가 설치되었다. 본점의 샹들리에는 TV 광고 이

미지에 자주 등장하며 롯데백화점의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을 강조하였다. 롯데백

화점 잠실점에도 샹들리에(<그림 6-2>)가 설치되었는데, 다보탑과 신라왕관을 

상징적으로 결합시킨 형태78의 높이 11.7m, 폭 6.6m, 10.5t 규모의 황금빛 샹들

리에는 당시 세계 기네스북79에 오르며 롯데백화점의 위상을 높여주는 한편,8081 

본점에 머물렀던 관심을 잠실점으로 전회하는 볼거리였다. 백화점B(새나라슈퍼

백화점)에는 대중양판점의 분위기에 맞게 경쾌하고 리드미컬한 디자인의 샹들리

에(<그림 6-3>)가 설치되었다. 본점보다 크고, 한국 전통의 요소를 더하여 보다 

화려한 조형을 갖춘 잠실점의 샹들리에는 본점에서 진화된 잠실점을 드러내는 

계기로서 포착된다. 

                                                 
76 롯데월드 쇼핑몰 CF - 전문 쇼핑시대 편 (1988).  

URL: logneun https://www.youtube.com/watch?v=bdLTAOLGtmU 
77 매일경제 (1989, 4, 28). 
78 “관광 한국 새 요람 웅자 드러냈다" 경향신문 (1987, 10, 21). 
79 “롯데백화점 샹들리에 기네스북 기록에 올라" 동아일보(1989, 12, 27). 
80 “롯데월드 백화점 개장" 매일경제(1988, 11, 12). 
81 “기네스북 오른 샹들리에 국제조명제작 롯데 잠실점 설치" 매일경제(198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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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그림 6-2.                            그림 6-3.  

본점 샹들리에82         잠실점 다보탑샹들리에83           백화점B 샹들리에84 

 

롯데월드몰 개점 이후, 샹들리에는 LED 전광판의 형태로 다시 한번 진화했

다. 자유로운 움직임과 사운드 송출이 가능한 LED 미디어 샹들리에는 롯데월드 

몰 메인 광장인 아트리움에 위치해 있다.85 건물 천장에 매달린 가로 0.96m, 세로 

4.4m의 LED 패널 16유닛은 연출에 따라 두개의 곡선형 LED 전광판으로 결합

(<그림 7-1>)하거나, 각 유닛이 프로그래밍된 위치로 분리(<그림 7-2>) 이동함

으로써 역동적인 시각 효과를 일으킨다.86  

 

      

그림 7-1. LED 샹들리에 결합87         그림 7-2. LED 샹들리에 분리
88

 

                                                 
82 출처: 롯데쇼핑 (1988). 쇼핑문화의 새로운 장.  

URL: https://www.youtube.com/watch?v=-ojv18fDnwU&list=WL&index=37 
83 출처: 김미경 (2014, 2,23). [포토]1988년 기네스북에 오른 롯데百 샹들리에. <이데일리

> URL: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44806605993472&mediaCodeNo= 
84 출처: 호텔롯데 (1990). 준공화보. <롯데월드 건설지>. 서울: 호텔롯데.  
85 아트리움은 쇼핑몰동(캐쥬얼동)과 엔터테인먼트동 사이에 위치한 지상 6층 규모의 롯데월

드몰 메인 광장으로, 패션⋅ 코스메틱 브랜드, 카페를 비롯한 다양한 테마의 매장들의 중심이

다.  
86 대홍기획 BTL미디어팀. 2018년 롯데월드몰 미디어 상품 통합 제안서. 
87 출처: 대홍기획 BTL미디어팀 (2018). 2018년 롯데월드몰 미디어 상품 통합 제안서. 
88 출처: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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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롯데백화점 잠실점으로, 에비뉴엘 본점에서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으로, 롯데의 백화점은 몸집을 불리며 진화해가는 듯 보인다. 그러나 

실상 그 안에는 “꿈의 세계의 잔재”들로 꾸려져 있으며, 이 잔재들은 “폐허로 간

파”할 수 있다(Benjamin, 1991a/2005: 112).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에는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의 주요 색상인 황금색을 사

용하여89 한국 전통 디자인 요소와 유럽 왕실 콘셉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미

국 디자이너 더글라스 리틀(Douglass Little)의 ‘왕국의 유산’(Heritage of 

Kingdom) 90 시리즈가 전시되어 있다. ‘왕국의 유산’ 조형물들은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까지 층별로 전시되어 있는데, 왕관 장식(<그림 8-1>), 말 조형물의 패

턴(<그림 8-2>), 가채, 떨잠, 왕관 등의 장신구(<그림 8-3>)와 도자기 형태 및 

패턴(<그림 8-4>)은 한국 전통에서 착안한 ‘왕국’을 표현했다면, 조형물의 전체

적인 형태와 복식 · 소품은 유럽의 ‘왕국’을 떠올리게 한다.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의 ‘왕국’은 한국과 유럽이 혼합된 것으로, 패턴이나 장식의 디테일은 한국 전통

에서 기인하지만 전체적인 형태와 구성은 유럽풍에 머물러있다. 이러한 ‘현대적’ 

재해석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가치를 지닌 황금에 감싸여 전시된다. 에비뉴엘 월

드타워점의 주제인 전통과 현대는, 한국 전통 모티브에서 출발하지만 유럽의 모

양을 한 황금빛 꿈으로 귀결된다. 롯데라는 이름을 독일 문호 괴테의 <베르테르

의 슬픔>에서 등장하는 주인공 ‘샤롯데’에서 따온 것처럼, 롯데는 유럽의 왕국에

서 황금빛 꿈을 차용하여 제시한다. 롯데백화점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그림 8-

2>)에서는 ‘왕국의 유산' 시리즈를 포토존으로 홍보하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강조하고 있다.91 잠실 롯데 단지의 에비뉴엘은 롯데의 35년 

                                                 
89 김현철 (2014, 10, 13).  
90 이기준 (2014, 10, 26). 
91 “전용 음악(BGM), 에비뉴엘 전용 시그니처 향기 등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에서만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브랜드” 롯데백화점 (LOTTE Department Store) 페이스북. 

URL:https://www.facebook.com/LOTTEshopping/photos/pcb.902414463152854/902

41423648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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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노하우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프리미엄” 공간이자,92 차별화된 공간으로, 롯

데의 꿈을 현상한 공간이다. 

 

           

그림 8-1. 지하1층 왕관 조형물93          그림 8-2 . 1층 ‘여왕을 위한 말’94 

 

           

그림 8-3. 3층 ‘여왕의 아름다움’95          그림 8-4. 6층 ‘고대의 유물’96

(3) 롯데의 근대적 유통망 형성과 글로벌 확산  

한국 롯데 유통업의 정점이 잠실 롯데 단지 건설이었다면, 롯데 유통업의 시

작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1966년 ‘동방아루미공업’(현 롯데

알미늄)을 설립하면서였다.97 롯데는 ‘동방아루미공업’ 이후 1960~1980년대의 

                                                 
92 송화정 (2014, 10, 20). 
93 출처: 웬즈데이 네이버 블로그.  

URL: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veryplanet&logNo=2202672831

51&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94 출처: 롯데백화점 페이스북 계정 롯데백화점(LOTTE Department Store).  

URL:https://www.facebook.com/LOTTEshopping/photos/pcb.902414463152854/902

414236486210/ 
95 출처: 위의 사이트. 
96 출처: 웬즈데이 네이버 블로그.  

URL: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veryplanet&logNo=2202672831

51&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97 한국에서 롯데의 시작을 1958년에 설립한 롯데화학공업과 롯데껌으로 볼 수도 있으나,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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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공 군사정권 동안 공장을 세우고 업종을 확장하여 유통망을 구축했고, 88서

울올림픽 유치와 경제발전을 위한 관광산업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 중 외자

유치로 세워진 ‘호텔롯데’와 ‘롯데쇼핑’은 식민지 시기 일본 자본으로 형성한 경

제중심지 종로에 전후 도시 재건과 도시 공간의 현대화를 명목으로 자리 잡았다. 

여러 기업을 제치고 한국 최초의 대형 복합상업공간인 잠실 롯데월드를 건설함

으로써 소비문화 공간 형성의 선두를 차지하기까지, 롯데의 도시 공간 조형과 유

통망 형성에는 일본 자본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을 개

관하며 일본 경영 방식98을 도입하기도 했다. 롯데의 도시화와 소비문화 형성은 

자본주의의 측면에서 세계적 동시대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식민지 경성 이후 

다시금 일본 자본을 통해 이루어진 도시화 · 근대화라는 점에서 한국적 맥락을 

갖는다.  

 ‘롯데쇼핑’의 초기 기획은 핵심사업인 백화점과 할인점을 중심으로 패션 전

문점 · 슈퍼마켓 · 패션 브랜드 · 멀티플랙스 영화관 등 다양한 오락소비 공간을 

고객이 원스톱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는 롯데의 라이프스타일을 제공

하여 다양한 소비자에게 생활의 여러 층위에서 소구함과 동시에, 롯데 계열의 다

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사업간 시너지를 강화하고 고객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

한 것이다. 2017년에 잠실 롯데 단지가 완성되기 이전에 이미 1세대 복합쇼핑몰

로서 강남 도시의 주요한 기반 구조물로 인정받은 롯데월드는 21세기 개발모델

의 일종이 되었다.99 제2의 강남을 목표로 기획된 1990년 분당 신도시 개발 정책

에서는 롯데월드를 모델로 한 대규모 쇼핑센터의 설립이 추진되기도 했다.100  

                                                 

데화학공업은 신격호 초대 회장의 동생 신철호를 통한 사업이었다. 형제 간 경영권 분쟁으로 

이 사업은 1966년 신철호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되며 해산되었다. 신격호는 1966년에 

직접 한국에 롯데를 진출하여 1967년에 롯데제과를 설립했다. 
98 ‘롯데쇼핑’은 1982년 2월 4일에 일본 ‘다카시마야 백화점’과 업무제휴 협정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 6일에는 프랑스 ‘오쁘렝땅 백화점’(Au Printemps)과 업무제휴 협정을 체결했

다. 이후 1988년 2월 1일에는 일본 ‘다이에이’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롯데백화점 홍보관(https://www.lotteshopping.com/pr/kor/intro/history) 참조. 
99 호텔롯데 (1990). <롯데월드 건설지>. 서울: 호텔롯데, 16쪽. 
100 분당 신도시 개발을 맡은 건설부는 분당을 제2의 강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인구 유입과 

쇼핑문화 형성의 토대가 된 롯데월드를 모델 삼아 대규모 유통단지를 설립하고자 했다.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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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롯데의 복합쇼핑몰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까

지 확장되고 있다. 베트남의 하노이와 호치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국 청두

에 총 4개의 롯데백화점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그중 2014년 9월에 개점한 롯데

백화점 하노이점은 베트남의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형상화 한 롯데센터 하노

이 빌딩에 위치해 있는데, 백화점 외에도 롯데 계열사의 호텔, 오피스, 전망대를 

갖추고 있다. 2023년에는 롯데몰 하노이 점포가 오픈될 예정인데, 롯데몰 하노

이는 잠실 롯데 단지를 벤치마킹한 복합쇼핑몰로, 롯데의 전 계열사가 집중된 라

이프스타일형 쇼핑몰 · 마트 · 아쿠아리움 · 교육 및 문화 체험시설로 설계되었다. 

롯데는 국가 주요 도시에 롯데백화점을 개점하여 롯데백화점의 “이미지를 각인”

시킨 후에 점포의 수와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전략으로 하고 있다.101 에비뉴엘로 

대표되는 롯데백화점은 하나의 도시 개발 모델로서 롯데의 복합소비문화 공간을 

확장하는 데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 연결과 파사주 

(1) 내부 연결: 롯데 소비문화 · 볼거리의 공간화 

롯데월드는 잠실 롯데 단지의 초기 형태였다. 잠실에 ‘종합관광 유통 레저 

단지’ 롯데월드를 형성하는 데 있어, 백화점은 생활 전체를 아우르는 생활문화거

점의 중심이 되었다.102 롯데월드는 백화점과 단지의 다양한 제반 시설을 연계한 

‘전생활 백화점’(Full Life Store)으로서 방문객들이 단지 안을 순환하며 상품과 

경험을 소비⋅향유할 수 있는 ‘원스톱쇼핑’(One Stop Shopping)이 가능하도록 단

지 시설들의 구성과 배치를 설계했다.103 호텔은 주변 가구 및 자연환경과의 연속

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석촌호수와 남한산성을 전망할 수 있는 곳에 배치되었고, 

                                                 

경제 (1990, 1, 22). 
101 롯데 (2021). 사보 <롯데>. 52권 1호, 12-15쪽. 
102 진용학 (1989, 04, 28).  
103 앞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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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인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고객 유인과 관광유통을 위해 단지 중앙부에 

배치되었다. 유통의 중심 기능을 하는 롯데백화점 잠실점(백화점 A)과 새나라슈

퍼백화점(백화점 B)은 도로변에 배치되어 각각 호텔과 스포츠센터로 연결되었

고, 단지 양 끝에 위치한 두 백화점 사이는 쇼핑몰로 이어져 롯데월드 어드벤처

와 연결됐다. 두 백화점과 백화점을 연결하는 쇼핑몰은 하나의 거대한 통로인 파

사주가 되어, 명품 백화점-쇼핑상가-대중양판점으로 상품과 브랜드의 가격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들의 공간이자 단지 내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순환하는 보행

자 공간(pedestrian space)으로 기능한다.  

쇼핑몰과 백화점들이 상품 공간이자 보행 공간으로 연결되었다면, 백화점과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볼거리 공간이자 레저 경험의 공간으로 연결되었다. 롯데

월드 어드벤처의 상공 라이드인 모노레일은 롯데백화점 잠실점(백화점A) 3층의 

정거장으로 연결되어(<그림 9-1>, <그림 9-2> 참조), 방문객들은 각각 백화점

과 테마파크 내부를 관망하며(<그림 9-3> 참조) 이색적인 볼거리를 향유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박춘명종합건축사무소, 1985).104 특수방음 처리된 유리창은 백

화점과 테마파크의 공간을 분리하는 동시에 시각적으로 연결시켰다.   

 

            

그림 9-1. 롯데백화점 잠실점 3층 카페105            그림 9-2. 모노레일 정거장106 

                                                 
104 백화점A의 스테이션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롯데월드 어드벤처로 입장할 수 있었으며, 이

때 입장료는 모노레일 탑승료를 포함하여 정문 입장료보다 비싼 가격이었다. 90년대 중반에 

모노레일 트랙이 백화점 바깥으로 옮겨졌고, 백화점 리모델링으로 백화점 내부의 스테이션

이 사라졌다.  
105 출처: 롯데백화점 (1991). 롯데백화점 TV 광고 김혜수편. 

URL: https://www.youtube.com/watch?v=t-CtN7r6PiI&list=WL&index=38 
106 모노레일승강장 및 커피숍. “테마파크 모노레일 승강장과 커피숍 전경으로 백화점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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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롯데월드에서 올려다본 백화점 내부107 

 

롯데월드를 “하나의 건물”로 보고, 백화점과 테마파크 등 각 공간을 하나의 

통로와 같이 배치한 것은, 롯데의 소비문화와 볼거리를 보다 풍부하게 공간화 한 

것이다. 방문객은 롯데월드에서 비교적 저렴한 물가의 대중양판점부터 고급 명

품관까지를 자유롭게 왕복하며 광범위한 금액과 취향의 범주를 포섭하는 자본을 

체감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가판대에서부터 하늘을 날아다니는 놀이기구, 거

대한 금빛 샹들리에와 같은 볼거리를 향유한다. 유기적인 연결에 따라 발생하는 

공간들의 경계는 교차점이 되고, 백화점과 테마파크의 방문객은 각기 볼거리의 

일부가 되어 환등상의 “베일”이 된다(Benjamin, 1991a/2005: 105).  

롯데월드는 다양한 공간 속성에 따라 경계와 연결이 공존함으로써 하나의 

단지를 형성했는데, 롯데월드의 공간 경계 구분에는 여러 신체 감각에 대응하는 

미디어가 작용했다. TV공청설비는 용도별방송계통에 따라 음향 방송을 구분하

여 송출하였다. 음향 방송은 크게 퍼블릭계통, 연회계통, 종업원계통, 객실복도

계통, 사우나/풀계통, 객용엘베계통으로 나뉘어 공간에 따라 소리 미디어가 배치

되었다. 방문객들은 공간마다 배치된 미디어를 통해 촉지적 미디어 공간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음향 미디어의 공간 배치는 잠실 롯데 단지 완성 이후에 더욱 두드

러졌다. 샤넬, 루이비통 등 주요 고급 명품 매장이 입점한 에비뉴엘 1층에서는 차

분한 클래식이 잔잔하게 송출되고, 쇼핑몰에서는 매장마다 틀어놓은 음악이 큰 

                                                 

5층의 오픈 공간으로 시원함과 여유를 준다.” 출처: 호텔롯데 (1990). 준공화보. <롯데월드 

건설지>. 서울: 호텔롯데.  
107 출처: 유튜브 채널 Трофимова Татьяна.  

URL: https://www.youtube.com/watch?v=xjVugNoEg2k&t=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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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로 울려퍼진다. 방문객이 순환하며 만들어내는 소음 역시 에비뉴엘보다 쇼

핑몰이 압도적으로 크다. 소리만으로 공간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청각적 경계

가 드러난다. 그러나 쇼핑몰 내에서는 청각적 경계가 보다 희미하게 형성된다.  

시각적 경계로는 사인물이 강력하게 작용하였다. 롯데월드 외부와 내부의 

사인물은 각 시설의 구성요소를 전달하고 위치를 고지하는 정보 전달의 측면과 

함께, 롯데월드의 풍부함, 화려함, 참신함 등의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인식시켰

다. 동시에 사인물은 스폰서쉽 광고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생활 패턴을 

제안하였다. 방문객은 사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사인

물이 유도하는 소비문화의 환등상적 이미지에 노출될 수 있다. 이후 잠실 롯데 

단지에서 고정된 이미지 형태의 사인물은 기술 발전에 따라 생동하며 상호작용

하는 LED 스크린의 이미지로 바뀌었다.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뿜어냄으로

써 시선을 잡아 끄는 스크린의 움직이는 이미지는 더욱 적극적으로 시각적 감각

에 소구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장이나 공간의 시각적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스

크린에 시선을 고정하고 이미지를 본다면 각 브랜드나 매장의 사인임을 알 수 있

지만, 이동하면서 스크린을 볼 때에는 정보보다는 빛과 같이 시각적 자극으로 인

식하기 때문이다. 이때 음향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청각적 경계와 함께 시각적 경

계는 흐릿해진다. 에비뉴엘의 고급 브랜드 매장에 설치된 스크린 사인물은 이러

한 경계 소실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다 크고 정적인 이미지를 설치한다. 

또한, 공간을 넓게 차지함으로써 각 사인 이미지들의 거리를 확보하여 경계를 구

분하고자 한다.  

 

(2) 내부와 외부의 연결: 흡수와 확장, 초경계적 효과 

잠실 롯데 단지의 연결은 단지 내부와 외부에 걸쳐 다양한 공간 구성 방식과 

기술로 이루어졌다. 롯데는 롯데월드 시설 내부의 보행자 공간 외에도 시설 외부

의 보행로를 건설하여 단지 시설들과 단지 내 · 외부를 연결하려 했다. 롯데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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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을 계획하던 당시 잠실 부지는 개발 초기 단계로,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 미

처 마련되지 않은 불모지였다. 롯데는 단지에 인접한 도로, 석촌호수, 시설들의 

사이와 지하에 보행자 통로를 마련하여 단지를 연결하고, 올림픽로와 석촌호, 잠

실역 지하도와 단지 입구 부분을 연결하는 보행전용도로를 24시간 개방하여 인

근주민과 고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단지 시설을 편리하

게 순환하게끔 계획했다(박춘명종합건축사사무소, 1985).  

단지 근린 순환로와 더불어 단지 내 · 외부에 설치된 다양한 환경조형물은 

내부공간을 옥외공간화하고, 외부공간을 내부공간의 연장으로 연속성을 강화하

려는 설계에서 비롯되었다. 백화점 A(롯데백화점 잠실점) 8층에서부터 10층에 

이르는 규모의 인공 실내폭포(<그림 10-1>)는 “자연관 유입”을 목적으로 설치

되었다. 수목과 물 등의 자연물과 더불어 자연광이 실내에 배치되었다. 자연광의 

적용에는 유리가 적극 사용되었는데, 건축재료의 발전과 기술개발로 유리의 기

밀 · 수밀 · 단열 · 구조 등의 취약점이 개선되면서, 유리는 빛을 제어하여 실내와 

실외의 경계를 허무는 중요한 건축 자재이자 매개체가 되었다. 스카이 라이트

(Skylight)(<그림 10-2>)는 유리와 강철을 사용하여 만든 돔형의 천장으로, 자연

광의 실내유입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건물 외벽의 유리 장식은 빛의 반사각에 

따라 건물의 색조와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장식적인 효과로 흡인력을 발

휘하는 데 사용되었다. 건물 내에서 유리창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반

사유리로 처리되어, 자연의 여유를 안전하게 제어되는 사적인 공간에서 향유하

는 효과를 준다. 유리를 통한 자연광의 실내 유입은 대형화 · 자동화된 건축물의 

인공적 공간을 자연적 공간으로 순화하고, 공간 구성에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기

도 한다. 스카이 라이트는 백화점, 쇼핑몰, 호텔, 테마파크, 스포츠센터 등 롯데월

드의 곳곳에 설치되었는데, 롯데월드몰 · 타워가 건설되며 기존 공간들이 재편되

는 과정에서 일부 제거되었다. 2017년 완성된 잠실 롯데 단지에서는 타워와 몰 

건물의 외관을 특수 유리창으로 시공했는데, 유리창은 외부 시야를 차단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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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시각적 외부감을 조성하는 데서 더 나아가,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롯데월드 

외벽(<그림 10-3>)에 실재하지 않는 환영을 덧씌우는 LED 스크린의 기능을 더

했다. 잠실 롯데 단지는 유리의 빛 반사와 색상으로 시선을 끌던 롯데월드 시절

보다 더욱 강력한 환등상적 효과로 흡인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림 10-1. 백화점A 실내폭포와         그림 10-2. 롯데월드 어드벤처 아이스링크

스카이 라이트108                                        스카이 라이트109 

 

그림 10-3. 롯데월드몰 외벽110 

 

롯데월드는 내부공간을 외부로 확장하며, 동시에 외부공간을 롯데월드의 일

부로 흡수하기 위해 환경조형물을 배치했다.111 롯데월드 백화점과 쇼핑몰 외부 

                                                 
108 “10층 생활 정보센터. 여성의 교양 취미 생활을 돕는 롯데문화센터와 아름다운 여성미를 

창조하는 에스테틱 살롱을 비롯하여 Better Life Center 그레이프 홀 등이 설치되어 있다. 자

연관이 유입될 수 있도록 아트륨의 역할을 하는 실내폭포(8F~10F)”. 출처: 호텔롯데 (1990). 

준공화보. <롯데월드 건설지>. 서울: 호텔롯데. 
109 출처: 한국관광공사.  

URL:https://english.visitseoul.net/entertainment/%EB%A1%AF%EB%8D%B0%EC%9

B%94%EB%93%9C%EC%95%84%EC%9D%B4%EC%8A%A4%EB%A7%81%ED%81%

AC_/405 
110 출처: 롯데물산. 

URL: http://www.travelnb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75085 
111 환경조형물은 호텔, 테마파크 등 롯데월드 전체에 배치되었다. 롯데월드 환경조형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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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입구에 배치된 환경조형물은 조각 · 회화 · 모자이크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작

품으로 구성되었다. 환경조형물들은 롯데월드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작품들로, 

롯데월드의 표어인 “아름다운 미래, 풍요로운 생활”에 부합하는 정, 가족, 풍요, 

휴식, 화합을 주제로 하였다(<부록 II> 참조). 그 중 백화점 A 전면에 설치된 이

일호의 <화합>(<그림 11-1>)은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 세계 도약의 번영의지와 

화합정신”112을 표현한 작품이다. 최승천의 <환상의 숲>은 “자연 형상과 색채의 

조화를 통한 풍요로운 미래의 꿈”을 나타냈다.113 백화점 B 입구에 설치된 신석필

의 <동심>은 “아동과 모체, 비둘기 조형으로 평화에 대한 염원”114을 담은 작품이

다. 쇼핑몰 전면에도 여러 작가의 작품이 설치되었는데, 강관욱의 <가족>(<그림 

11-2>)은 “가족의 평화스러운 분위기”를 표현하고 “현대인의 휴식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115 

 

                  

                 그림 11-1. 이일호 <화합>116              그림 11-2. 강관욱 <가족>117 

 

(3) 오프라인과 온라인 공간의 연결: ‘초개인화’와 커뮤니티 조성 

롯데는 기술과 소비문화의 발달에 따라 유통 사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을 실시하였다. 롯데백화점은 롯데가 최초로 오프라인

                                                 

예술작품과 분수 및 조각작품이 설치되었다. 
112 호텔롯데 (1990). <롯데월드 건설지>. 서울: 호텔롯데. 220쪽. 
113 위의 책. 
114 위의 책. 
115 위의 책. 
116 출처: 나야 블로그. URL: https://m.blog.daum.net/7793sh/5261 
117 출처: 호텔롯데 (1990). 준공화보. <롯데월드 건설지>. 서울: 호텔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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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온라인 공간을 연결한 지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롯데쇼핑은 1979년 롯데백

화점 본점 오픈 이후 전국적으로 분점을 확산하며, 사회적 기반과 고객 구매 패

턴 경향에 따라 백화점 사업 내에서도 백화점, 영플라자, 에비뉴엘,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의 구분된 소비 공간을 조성해왔다. 오프라인 공간 외에도, 롯데는 전

자상거래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백화점 업계 최초로 온라인 플랫폼을 개

발하였다.118 롯데는 1996년 3월 20일에 인터넷 쇼핑망을 개설하고, 6월 11일에 

‘롯데 인터넷백화점’(<그림 12>)을 오픈하여 9월 10일부터 인터넷망을 통한 상

품판매를 실시했다.119 롯데는 온라인 판매와 함께 1996년 10월 8일에 물류전문

회사인 ‘롯데로지스텍스’를 설립하여 상품의 입출고와 배송 등 물류 과정을 표준 

시스템화하였다.120 롯데는 1997년 1월 8일에 ‘롯데정보통신(주)’를 설립하여 그

룹사간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관리하고,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기

술을 개발하여,121 ‘자바’(Java), ‘쇼크웨이브’(Shockwave) 등 각종 최첨단 기술

로 음성과 움직이는 이미지를 통해 쉽고 재미있는 인터넷 쇼핑 경험이 가능한 시

스템을 구축하였다. 122  롯데 인터넷백화점의 가상쇼핑공간(Cyber Shopping 

Mall)에는 백화점 매장과 같은 상품의 이미지들이 게시되어, 사용자는 회원가입 

후 세일 정보를 열람하고 상품을 검색⋅구매할 수 있었다. 롯데백화점은 1998년 

4월 13일에 인터넷 전자결재 시스템을 갖추어 현금, 은행신용카드, 롯데백화점

카드로 상품을 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8년 8월 2일에 인터넷백화점의 회

원수는 10만명을 돌파하며 롯데백화점은 오프라인 공간에 이어 온라인 공간에

서도 백화점 사업 매출의 선두를 차지했다. 2004년 4월에는 백화점 업계 최초 인

터넷전단 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2007년 3월에 국내 최초로 통신사인 SKT, 

                                                 
118 롯데 (2017). 롯데브로슈어, 63쪽. 
119 김선한(1996, 9, 2).  
120 롯데로지스틱스는 롯데리아 51%, 일본 三井물산 49%의 지분으로 설립하였다. 자본금 

출자 외에도, 롯데로지스틱스는 본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물류관리 담당 회사인 三井물산으

로부터 물류 관리 노하우를 이전받았다. 옥철 (1996, 10, 8).  
121 박상현 (1997, 1, 18).  
122 김선한 (1997,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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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와 연계한 모바일백화점을 오픈하였다.  

 

 

그림 12. 롯데 인터넷백화점 페이지123 

 

롯데는 인터넷백화점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 2월 10일 전자상거래 전문

회사 ‘(주)롯데닷컴’을 정식출범하여 10월 10일에 ‘호텔롯데’와 제휴한 ‘롯데인

터넷면세점’을 개점하였다.124125 당시 롯데그룹 부회장으로 ‘롯데닷컴’의 대표이

사를 맡은 신동빈은 패스트푸드 체인인 ‘롯데리아’와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

을 연계한 전자상거래 공간으로 ‘롯데닷컴’을 고안했는데, 인터넷 백화점에서 물

건을 구매한 후 고객의 편의에 따라 ‘롯데리아’와 ‘세븐일레븐’ 점포에서 물건을 

수령하게끔 하는 형식으로, 단일 목적의 공간을 전자상거래와 결합된 복합공간

으로 전환시키려는 목적이었다.126 온라인 사이트와 실물 매장의 온 · 오프라인 

결합 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

고, 온 · 오프라인 유통을 통합하려는 시도이자,127 롯데의 유통망을 활용한 디지

털 전환 전략이었다. ‘롯데정보통신’은 2001년 5월 15일 지리정보솔루션 개발업

체 ‘타스테크’와 지리정보시스템(GIS) 사업을 제휴하여 교통망, 인구통계, 소득

                                                 
123 출처: 롯데백화점 홍보관. URL: https://www.lotteshopping.com/pr/kor/intro/history 
124 롯데닷컴 인터넷 사이트(www.helloseoul.co.kr). 정구학 (2000, 2, 9).  
125 롯데면세점은 1980년에 개점한 국내 최초의 종합 면세점으로, 백화점과 같이 매장을 구

획화한 부티크 스타일을 처음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3대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

통, 에르메스, 샤넬을 유치하여 주목을 받았다. 롯데면세점은 한·중·일·영 4개 국어로 인터넷

과 모바일 면세점을 운영하였다. 
126 김용준 (2000, 4, 5). 
127 김수찬 (2000, 4, 30). 



 

85 

수준 등의 정보를 이용한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개발과 마케팅을 시작하였

다.128 ‘롯데닷컴’은 2002년 6월에 고객통합 작업에 착수하여 9월에 롯데의 백화

점 · 할인점 · 편의점 · 패스트푸드점 · 호텔 · 음료 · 제과업 상품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롯데타운’을 개설하였다.129 ‘롯데쇼핑’은 2018년에 ‘롯데

닷컴’을 인수, 이커머스 사업본부를 신설하고 데이터 통합 작업을 진행하여 2020

년 4월에 통합 온라인몰 ‘롯데온(ON)’130을 출범했다.131 ‘롯데온’은 롯데백화점 · 

롯데마트 · 롯데슈퍼 · 롯데닷컴 · 롭스 · 롯데홈쇼핑 · 롯데하이마트의 온 · 오프

라인 데이터를 통합한 온라인 · 모바일 쇼핑 환경으로, ‘롯데카드’와 ‘롯데홈쇼핑’

에서 수집한 고객 회원의 소비 패턴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의 소비욕망을 선제

적으로 예측 · 제시하는 ‘초개인화’ 솔루션132을 제공하도록 기획되었다. ‘초개인

화’(Hyper-personalization) 기술은 소비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상태와 

취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다.133 ‘초개인화’ 서비스는 단순히 소비욕구를 부추기는 전

략을 넘어서 개인의 잠재된 욕망을 포착하고 결정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박옥

미 · 이운영, 2020).  

롯데는 산재한 유통망과 자사 데이터를 통합하고, 점차 다양해지는 고객 취

향과 오프라인 쇼핑몰 이용 축소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사업 기반을 마

련하여, 진화된 유통과 소비 경험을 실현하고자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기획했다. 

이와 더불어 롯데는 ‘옴니채널’(Omni-Channel)을 통해 온 · 오프라인 공간을 융

합한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옴니채널’이란 온 · 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장과 채널

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서비스로,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검색 · 비교 · 구매 

                                                 
128 권민수 (2001, 5, 15). 
129 박영례 (2002, 9, 25).  
130 롯데온(https://www.lotteon.com/) 
131 김경민 ⋅ 박지영 (2020, 8, 28).  
132 ‘롯데온’ 어플에서는 사용자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향에 맞춘 스타일 추천과 지능형 음

성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롯데 (2017). 롯데브로슈어, 59쪽. 
133 개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추천 페이지를 제공하는 넷플릭스의 추천 서비스는 

초개인화 기술을 적용한 사례이다(유건식,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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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하며 효율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김수진, 2016; 이은아 · 황진숙, 

2018). 롯데는 온라인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롯데온’과 챗봇 서비스 ‘로사’

를,134 오프라인에서는 스마트폰 단말기의 블루투스 기능과 지리 정보를 통한 ‘롯

데온’ 어플의 상호작용135과 인공지능 로봇 서비스로 공간 경험을 구성한다. ‘엘

봇’(el.BOT)(<그림 13-1>)은 2016년 4월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에 배치된 

국내 유통 업계 최초의 쇼핑 도우미 로봇으로, 4개국어 서비스가 가능하며, 터치

패드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매장 안내 및 정보 소개, 상담원 연결, 3D 가상 

피팅 서비스를 제공한다.136 페퍼(Pepper) (<그림 13-2>)는 인간과 유사한 형태

와 움직임이 특징인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일본 소프트뱅크 로보틱스가 개발하

여 일본에서는 대중화된 로봇이다. 2017년 10월부터 롯데백화점 본점에 배치된 

페퍼는 롯데백화점이 개발한 운영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얼굴 인식, 상품 추천 등

의 정보 제공과, 댄스 공연, 사진 찍기 등의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4개국어 서비

스로 제공하며 친근한 상호작용과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137 ‘장금이’(<그림 13-

3>)는 인공지능 서비스 로봇으로, 2017년 2월에 잠실 롯데월드몰 5층 식당가에 

배치되어, 음식 메뉴 안내, 고객 안내, 사진촬영, 음악 재생을 4개 국어로 제공한

다 

 

                                                 
134 롯데의 ‘옴니채널’ 서비스는 통합된 롯데 디지털 채널과 유통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온

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을 롯데 계열사 매장 중 원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아갈 수 있는 스

마트 픽(Smart Pick), 원하는 상품이 매장에 없을 경우 매장 내 태플릿PC를 통해 상품을 바

로 주문하여 배송 받거나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는 옴니스토어(Omni Store) 서비스가 있다. 

롯데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엘롯데에서는 챗봇 서비스도 제공한다. 로사(LOSA: LOTTE 

SHOPPING Advisor)는 쇼핑을 돕는 딥러닝 챗봇으로, 음성이나 문자로 커뮤니케이션하며 

상품 추천, 이미지 인식을 통한 상품 검색, 매장 안내, 고객의 온오프라인 데이터와 대화 분석

을 활용한 상품 제안을 한다. AI 쇼핑가이드 챗봇 로사는 이용 데이터가 쌓일 수록 더욱 정교

하고 정확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35 카트에 부착된 단말기를 터치하여 상품을 결제하고 전용 출입구를 이용하는 스마트 카트 

기능, 가까운 오프라인 매장을 감지하여 쿠폰을 자동 발급하는 스마트 쿠폰북, 스마트 비콘 

등의 온오프라인 융합 기능이 대표적이다. 
136 김현수 (2017, 4, 25).  
137 이유진 (201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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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1.                             그림 13-2.                               그림 13-3.  

     자율주행 로봇 ‘엘봇’138           휴머노이드 로봇 ‘페퍼’139      인공지능 서비스 로봇 ‘장금이’140 

 

롯데백화점은 인공지능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외에도, 전통적 미디어에서 소

셜네트워크 서비스까지 확장된 미디어의 사용으로 고객과 백화점을 연결하고, 

일상에 침투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유통업계 최초로 2003년 9월부터 광고 전

단을 잡지 형식으로 제작하여 패션 트렌드, 유행 상품, 문화행사 등의 정보를 담

아 배포하였다.141 잡지형 광고 전단은 제품과 가격 정보 나열에 국한된 기존의 

전단에서 더 나아가 패션 트렌드, 상품 디자인과 같은 생활 정보와 라이프스타일 

소개를 포함하여 보다 생활에 밀착한 미디어로 기능하였다.142 롯데백화점은 잡

지형 광고 전단에서 더 나아가 롯데백화점, 에비뉴엘과 같이 다양한 소비 공간에 

대응하는 고객군을 대상으로한 잡지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그 중 <에비뉴엘> 지

와 <The Value> 지는 우수고객인 MVG(Most Valuable Guest)143 등급 고객을 

                                                 
138 출처: 롯데 공식 블로그. URL: https://blog.lotte.co.kr/31020 
139 롯데쇼핑 (2017). 애뉴얼 리포트 <롯데ON>, 19쪽. 
140 출처: 롯데 공식 블로그. URL: https://blog.lotte.co.kr/31020 
141 잡지형 광고 전단은 매탈로그(MATALOGUE, MAGAZINE + CATALOGUE)라고 부르

기도 한다. 이은정 (2003, 9, 16).  
142 롯데백화점의 잡지형 광고 전단은 현재 E-전단 ‘LifeStyle LAB 카탈로그’라는 이름으로 

롯데문화센터 오프라인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다. 주제와 목록은 동일하나 실

제로 오프라인에서 참여하는 행사의 정보는 지점에 따라 다르다.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웹페이지

(https://culture.lotteshopping.com/information/ecatalog.do)  

참조. 
143  롯데백화점은 고객 등급 제도를 2004년 1월에 도입했다. 초기에는 우수고객을 

AVENUEL, MVG 등급으로 나누어 운영했다. AVENUEL 등급은 해외명품 구매 우수고객으

로, 해외명품 구매 금액에 따라 A. LVVIP(1억원 이상), A. VVIP(6천만원 이상), A.VIP(3천

만원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MVG 등급은 백화점 물품 구매 금액에 따라 

LENITH(LOTTE+ZENITH; 1억원 이상), PRESTIGE(6천만원 이상), CROWN(4천만원 이

상), ACE(1천8백만원~2천만원 이상)로 분류했다. 2021년부터는 우수고객을 MVG로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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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월간지이다. <에비뉴엘>은 ‘VIP대상 명품잡지 프리미엄 쇼핑 매거

진’으로서, 명품백화점 ‘에비뉴엘 공간의 예술적 콘셉트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에비뉴엘>지는 2004년 4월 25일에 창간하여 CROWN 등급 이상

의 우수고객들에게만 배부되었으나, 2018년 1월자부터 롯데쇼핑 온라인 홈페이

지에 전자파일이 업로드 되어 누구든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144 2018년 9월 창간

한 <The Value>지는 일반 잡지와 같이 생활 전반에 대한 다양한 기사를 실은 <

에비뉴엘>지와 달리, 패션 상품과 롯데백화점 매장 정보를 주로 소개하는 월간

지로, 분량과 내용 면에서 잡지보다는 카탈로그의 성격이 강하다. <The Value>

지는 CROWN 등급보다 낮은 ACE 등급 고객들에게 우송되며, <에비뉴엘>지와 

마찬가지로 롯데쇼핑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전자파일로 열람할 수 있다.  

 

 

그림 14-1. <에비뉴엘>지 2021년 4월호 L-STAR 페이지145 

 

                                                 

하고, 최고 매출액을 비롯한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AVENUEL 등급을 최상위 등급으로 개

편하였다. 1억원 이상 구매 고객은 LENITH, 6천만원 이상 구매 고객은 PRESTIGE, 4천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은 CROWN,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 구매 고객은 ACE 등급으로 설

정하였다.  

롯데백화점 홍보관(https://www.lotteshopping.com/pr/kor/intro/history) 참조. 
144 <에비뉴엘>지는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도 가능하다. 
145 출처: 롯데백화점 (2021). <에비뉴엘>, 4월호, 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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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뉴엘>지는 우수고객 구독자와 함께 만들어나가는 커뮤니티의 장을 조

성하였는데,146 구독자를 대상으로 화보 촬영과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구독자가 

쓴 기사를 싣기도 하고, 소셜 미디어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진 우수고객 

구독자들 중 일부를 SNS VIP 커뮤니티 ‘엘스타’(L-STAR)로 선정하여 그들이 

‘#엘스타’ 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게시물들을 인터뷰, 화보 촬영, 

협력 기사 작성에 활용하고 있다(<그림 14-1> 참조). 일정 등급 이상의 우수 고

객에게 배타적 특혜로 주어졌던 <에비뉴엘>지는 내부적으로는 우수고객 커뮤니

티를 형성하여 고객에게 소속감을 주고, 롯데백화점의 ‘트렌드’ 생산에 고객 독

자를 제한적으로나마 참여시키며 주인의식에 가까운 충성도를 가지게끔 유도하

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온라인과 SNS에서 롯데백화점의 ‘프리미엄 라이프스타

일’을 확산 · 재생산하며 에비뉴엘 상품물신의 환등상적 효과를 강화한다.  

<The Value>지는 상품과 백화점 정보 소개를 주력으로 하지만, 코로나19 감

염 확산이 지속되며 백화점 방문 빈도가 줄어들자 2020년 7월호~12월호에 걸쳐 

‘롯데 재능마켓 클래스’를 소개하여 고객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전국에 분포된 

백화점 분점들을 연결하였다. ‘롯데 재능마켓 클래스’는 롯데백화점 우수고객이 

강사가 되어 클래스를 만들거나 개설된 클래스를 수강할 수 있고, 우수고객이 추

천한 가족이나 지인이 참여 가능한 원데이 클래스 커뮤니티다. ‘롯데 재능마켓 

클래스’는 2020년 5월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처음 진행되었다가, 7월부터

는 본점, 잠실, 노원, 강남, 광주, 센텀시티점에서도 클래스가 오픈되며 우수 활동 

강사를 <The Value>지 지면에 소개하기 시작했다(<그림 14-2>).147 강사로 참여

하는 우수고객은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클래스에서 지식과 재능을 나누며 자아실

현의 기회를 얻고, 수강생들은 새로운 취미를 접하거나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

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여가생활을 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은 재능마켓 클

                                                 
146 롯데쇼핑 홈페이지 매거진  

URL: https://www.lotteshopping.com/magazine/avenuelMagazineSub 
147 롯데백화점 (2020). <The Value>, 7월호,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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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스를 마련하고, 이를 지면으로 소개함으로써 우수고객의 커뮤니티 형성과 인

정욕구의 충족을 통해 높은 만족도와 충성도를 이끌어내고자 했다.148 이러한 욕

구의 포착과 충족은 소비욕구와 레저욕구 충족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라이

프 스타일을 선도하고자 한 롯데월드 설계 목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아실

현에 대한 욕구 충족까지 담당하는 “전생활 백화점”(Full Life Store)을 이룩하려

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앞의 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롯데백화점이 상품 소비의 

욕구를 정보통신기술 개발과 적용으로 선제적으로 포착하고자 했다면, 질적으로 

더 높은 층위의 욕구는 잡지와 SNS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유발하고 만족시켰

다.  

  

 

그림 14-2. <The Value>지 ‘재능마켓 플랫폼'149 

 

초기 롯데월드는 조형물과 공간 배치를 통해 롯데월드 시설들을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풍부한 볼거리를 형성하였다. 또한 내부의 외부화, 외부의 내부화를 통

해 초경계적 확장과 주변부의 흡수를 이루어 냄으로써 흡인력 있는 21세기 유토

피아의 환등상적 공간 경험을 연출하였다. 2017년에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

                                                 
148 롯데 (2020.12.10). 사보 <롯데>, 51권 12호, 6쪽. 
149 롯데백화점 (2020). <The Value>, 12월호,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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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이 건설된 이후의 잠실 롯데 단지는 롯데백화점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을 적용

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공간을 연결하게 되었다. 롯데백화점은 인터넷을 비롯

하여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같은 정보통신기술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고, 

롯데 유통 네트워크를 연결하며, 이용자에 맞춘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

존 오프라인 매장에서 새로운 공간 경험을 하고 동시에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된 

소비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올드 미디어인 잡지와 뉴미디어인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를 연결하여 고객 커뮤니티를 형성하였다. 롯데백화점은 계속해서 현

실 공간과 온라인의 가상 공간을 연결 · 융합하며 경계를 허무는 경험을 제공하

고자 하며, 그 가운데 계속해서 더 높은 층위의 욕망을 포착해낸다. ‘라이프 스타

일’로 지칭되는 잠재된, 새로운 동시에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한 ‘풍요로운 삶’이

라는 원형적 욕망은 발전한 기술로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발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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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디지털 파노라마로서 롯데월드타워 

 

1) 랜드마크 롯데월드타워  

(1) 도시화와 수직화: 초고층 마천루 

롯데월드타워는 2016년 12월 22일에 완공, 2017년 4월 3일에 개관한 123

층, 555m 규모의 복합 상업 건물로, 한국에서는 첫번째로, 세계에서는 여섯 번

째로 높은 초고층 마천루이다. 롯데월드타워는 1970년대 중구 소공동부터 1980

년대 송파구 잠실동까지 공간의 도시화와 상업화에 주요한 역할을 한 롯데그룹

의 기념비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랜드마크로, 잠실 도시 공간의 수직화 현

상을 강화하였다. 그래함(Graham, 2014)에 따르면, 기술과 경제 발전에 따른 도

시화와 초고층 건물의 건축은 도시 정경의 수직화(verticalization)와 ‘위’(Up)라

는 공간에 대한 식민지화로 이어졌다.  

초고층 마천루의 확산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고층 건물의 건설에는 강철 구

조물 외에도 엘리베이터와 같은 수직 교통수단(vertical transportation) 기술이 

필수적으로 적용된다(Graham, 2014). ‘위’라는 공간은 항상 존재했으나 인식되

지 않았으며,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엘리베이터 기술로 중력을 극복함으로

써 일하고 살아가는 장소가 되었다(Sayre, 2011: Graham, 2014에서 재인용).  

시공간의 압축(time-space compression)은 전화, 인터넷, 자동차, 항공 등 

새로운 교통과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시간과 공간의 자연적 한계를 빠른 속도로 

극복하는 현상이다(Harvey, 1989). 현대적 공간에서 수직 건물이 가지는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도시 공간의 수평적 개발과 달리 수직적 개발은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했다(Graham, 2014).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도시 공간이 점점 더 상호작

용하는 현대에서 대도시의 수직화는 중요한 문화연구의 주제로 주목받고 있다. 

중력이라는 자연을 극복하고 위라는 공간을 개척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마천루와 

엘리베이터는 기술을 통한 인류의 자연 극복의 신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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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물의 수직성은 1930년대부터 도시의 가장 큰 특징으로 강조되었는

데, 미국 뉴욕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대표적이었다(de La Barre, 2019: 

143). 수직성은 건축학적으로 권력의 층위와 연결 지을 수 있는데, 시야가 높아

질 수록 도시를 장악한 것 같은 권력의 파노라마를 경험하기 때문이다(de La 

Barre, 2019: 141). 이러한 공간 권력적 접근은 미셸 푸코의 판옵티콘

(Panopticon)적 감시 담론150과 이어지기도 한다(Foucault, 1984/1967). 발터 벤

야민은 19세기 파리의 파노라마를 새로운 매체이자 문화 현상으로 분석하며, 기

술과 예술의 관계 전도와 도시인의 “새로운 생활 감정"151의 계기를 발견했다. 파

노라마는 예술의 영역에 있던 회화에 모형 · 조명 등을 배치하는 기술적 조작을 

더하여 자연을 실제와 유사하게 모사하였으며, 사진에서 더 나아가 영화의 전신

이 되었다(Benjamin, 1982/2005: 96). 파노라마는 관람객의 시야를 구성하며, 

관람의 위치와 시점을 정의하고 시선을 제어한다(de La Barre, 2019: 136). 또

한, “인간에 의한 자연의 재현인 동시에 이러한 재현 속에서 인간이 자연을 바라

보는 관점을 역으로 규정하는 격자(格子)” 로서 파노라마의 풍경은 도시인의 인

식틀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김홍중, 2005b: 139). 파노라마는 교외 전원 풍경

(Landschaft)를 펼쳐 보여줌으로서 생활환경을 볼거리로 체험하게 하고, 훗날 산

책자가 도시를 풍경으로 마주할 것을 예시했다.  공학과 기술의 발전, 경제 논리

에 따라 더욱 높게 세워지는 수직 도시 경관의 화려함은 인간에게 기술 경제 발

전의 업적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스펙터클로서 향유와 새로운 감각 경험의 동기

로 작용한다. 수직성은 “뷰를 판매”하는 부동산 투기의 자원으로 상품물신을 강

화하는 환등상적 효과를 일으키기도 하지만(de La Barre, 2019: 133), 시지각 환

경의 변화이자 새로운 스펙터클 요소로서 도시적 체험과 감각을 구성한다.  

                                                 
150 푸코는 원형 감옥에서 교도관이 여러 죄수를 감시하는 효율적 시스템을 분석하였는데, 시

야(관찰)의 불균형이 가지는 권력과 그에 따른 신체의 복속이 근대 사회의 규율 권력이 작동

하는 방식임을 논변했다. 권력의 측면에서 시야는 정보와 얽혀 권력 행사에 동원될 수 있다. 
151 “기술에 대한 예술의 관계가 철저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린 파노라마는 동시에 새로운 

생활 감정의 표현이기도 했다”(Benjamin, 1982/200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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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체도시’로서의 롯데월드타워 

랜드마크에 대한 롯데의 열망은 일찍이 소공동에서 구현되었다. 1983년 소

공동 복합개발 2기 구상안에서 롯데호텔동은 초고층 랜드마크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되었다(오쿠노, 2020)152. 소공동 롯데타운이 성공하자, 잠실 지

구 개발에 착수한 롯데는 1989년 잠실 서쪽지구에 롯데월드를 개장한 후 동쪽지

구에 제2테마파크를 개발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기본 구상에는 제2테마파크, 테

마 몰, ‘슈퍼타워’가 핵심시설로 포함되었다. ‘슈퍼타워’는 한국을 상징하는 초고

층 랜드마크로 계획되었는데(오쿠노, 2020: 116), 이는 바로 현재의 롯데월드타

워이다.153 신격호 전 회장이 ‘슈퍼타워’에 건 기대는 파리의 에펠탑이나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의 역할, 롯데그룹의 심

벌 이미지 역할, 그리고 100년이 넘도록 “집객장치”154로서 시민과 관광객을 유

인하는 존재감이었다(오쿠노, 2020: 122). 대기업으로 성장하며, 롯데는 유통산

업의 특성상 다각화된 사업의 연계와 이념의 공유, 의식 통합을 위한 상징물이 

필요했다(오쿠노, 2020: 12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슈퍼타워’의 규모

는 124층까지도 논의되었고, 결국 123층에 이르는 555m의 초고층 마천루가 완

성되었다.155 ‘슈퍼타워’의 디자인에도 25년의 긴 시간이 들었는데, 잠실지구 랜

                                                 
152 오쿠노 쇼(奥野翔)는 도쿄의 ‘(주)오쿠노 쇼 건축연구소’의 회장이자 건축가로, 일본 건축 

활동 외에 롯데의 수주에 따라 서울과 부산의 롯데 복합개발, 롯데월드 기획 및 기본구상, 모

스크바와 베트남 호치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해외 도시 개발에 참여하였다. <신격호의 

도전과 꿈: 롯데월드와 타워>는 오쿠노 쇼가 1970년대부터 약 50년간 롯데와 협업한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기록한 단행본으로, 롯데월드타워를 비롯하여 롯데의 도시 개발에 대한 연

구에 주요한 문헌이 된다. 
153 롯데월드타워는 첫 구상 단계에서는 ‘슈퍼타워’, 시공 중에는 ‘제2롯데월드’라는 명칭으로 

지칭되었다. 
154 오쿠노(2020)는 롯데 복합개발의 주요 강점으로 집객력(集客力)을 강조하는데, 집객력은 

손님을 모으는 능력으로, 다양한 업태가 복합개발될 경우에 공유 공간이 발생하며, 특별한 목

적이 없는 사람들도 공유 공간에 모이게 되며, 각 업태에 더 많은 주목과 집객이 이루어지게 

된다(27). 집객력은 복합 업태의 형태에서도 강화되지만, 명소와 같이 상징성을 가지거나 거

대한 규모 등의 특징에 따라서도 강해진다. 
155 공사비와 자재, 특수 시공기술의 어려움으로 인해, 타워 높이를 88서울올림픽과 맞추어 

88층으로 하자는 내부 제안이 있었으나, 신격호 전 롯데회장은 타워 높이를 무조건 100층 이

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격호는 한국에서는 최고로, 세계에서는 열 번째 안에 들어

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이러한 초고층 건물의 건축은 한국 최초의 사례였기 때문에 중

앙정부, 지방정부 등 기관 인허가 과정이 쉽지 않았다. 서울시와 30년 간의 협상 끝에 롯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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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마크이자 롯데월드의 서쪽과 동쪽 지구를 통합하는 상징이자 롯데를 상징156하

는 이미지를 모색했기 때문이다(오쿠노, 2020: 124). 롯데월드타워는 탄생 이전

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논란들은 선전이 되었다. 파리 에펠탑을 모티브로 

한 롯데월드타워의 초기 디자인은 일본 도쿄타워와 유사하고, 국가를 대표할만

한 초고층 규모의 랜드마크 건물로서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157 다

음으로 제시된 첨성대 모티브의 디자인 역시 롯데월드타워에 기대하는 구조미학

이나 구조공학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

는 평가를 받았다.158 이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와 역사성, 지역성을 고려한 두 

개의 시안 중, 붓과 청자를 모티프로 하여 한국의 미와 역사적 맥락, 미래 지향성

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뉴욕 건축회사인 ‘KPF’사의 디자인이 확정되었다(오쿠노, 

2020: 190). 롯데월드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강조된 관광소비문화산업과 경제 · 

기술 발전의 랜드마크에 걸맞게, 롯데월드타워는 상업자본이 만들어내는 상업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에 대한 기대와 평가가 계속되었다. 

높이 555m, 연면적 33만m²의 롯데월드타워는 오피스, 주거공간, 호텔, 전

망대, 아트 뮤지엄 등 여러 업태가 입체적으로 복합 구성된 거대 규모의 생활 공

간으로서, “새로운 삶의 터전”이자 “입체도시”로 개발되었다(오쿠노, 2020: 126). 

롯데월드타워는 고층 건물인 만큼 타워 수직 동선의 제어가 중요한 과제로 설정

되었으며, 엘리베이터 61개와 에스컬레이터 19개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빠른 이

동이 가능하게끔 설계되었다.159 오쿠노(2020)에 따르면, 건물 내 혼잡을 방지하

기 위해 외부 출입구 쪽 엘리베이터는 지상 1층과 2층, 지하 1층에 배치하고, 초

                                                 

슈퍼타워인 롯데월드타워를 건설하게 되었다(오쿠노, 2020: 122-123). 
156 롯데그룹 50주년에는 롯데월드타워가 오픈하였고, 롯데가 지주회사로 출범하였다. 또한, 

새로운 심볼을 발표하는데, 이 심볼은 잠실 롯데월드타워 부지의 조감 모양을 본뜬 것으로, 

잠실 롯데 단지의 중심이 롯데월드에서 롯데월드타워로 확장, 이전되었으며, 롯데월드타워는 

롯데그룹 전체의 중심이 되었음을 상징한다. 
157 구본준 (2006, 3, 16).  
158 구본준, 위의 기사 참조. 
159 17대의 엘리베이터는 긴급상황 시 피난용으로 전환되어 최단 시간에 고객의 대피를 돕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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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엘리베이터와 더블 데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가동효율을 높였다. 건물 

중간의 레지던스 구역은 최첨단 홈 사물인터넷(IoT)이, 아래의 오피스 층은 지

문, 정맥 등 다양한 생체 인증으로 보안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타워 저층부

는 롯데월드몰과 맞닿아 있는데, 첨단 위치정보 기술을 접목한 소프트웨어를 개

발하여 롯데월드몰 애플리케이션으로 경로를 찾거나 할인·이벤트 정보를 알 수 

있게 했다. 타워에 부착된 1만 3000여개의 센서는 실시간으로 건물 내 정보를 수

집하여 온도, 습도, 공기질, 기압 등 실내 환경을 유지한다. 또한 타워에는 화재

나 테러 등의 위협에 대비한 통합보안관제 시스템이 적용되었다. 건물 전체의 네

트워크는 별도의 망으로 분리 구성되어 외부 네트워크가 차단되는 경우에도 이

상 없이 작동하고, 건물 내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스스로 타워 내의 모

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160 또한, “입체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한강과 강

남, 남산서울타워, 잠실 호수 등 서울시의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조망을 구성하

였다. 롯데월드타워를 끝으로, 30여 년에 걸친 잠실 동쪽지구 개발이 완료되었

고, 서쪽과 동쪽 지구가 연결된 형태로 롯데월드가 완성되었다. 주거공간, 오피

스, 호텔, 문화시설이 겸비된 잠실 롯데 단지는 밤낮 없이 사람으로 가득한 “24

시간 도시”이자 서울의 부도심으로 재탄생했다(오쿠노, 2020: 127).  

 

2) 롯데월드타워와 파노라마 스펙터클  

롯데월드타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스펙터클이자 도시 파노라마의 중요한 요

소이다. 가장 높은 랜드마크이자, 최신 기술을 적용한 복합 상업 건물로 도시 스

카이라인을 한층 더 수직 상승시켰기 때문이다. 롯데월드타워는 13층부터 100

층까지 외벽에 13만 8천여개의 경관조명용 발광다이오드(LED)를 설치하여 낮

                                                 
160 유기적인 타워의 기술 시스템은 온라인 · 오프라인 · 모바일 등 쇼핑 채널과 롯데 주요 유

통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롯데의 ‘옴니패널’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롯데그룹은 옴니채

널을 신성장동력으로 보고 구축에 집중하여, 롯데월드타워 · 몰 이외에도 국내의 여러 유통 

채널을 확대하며, 호텔과 유통 사업을 해외로 확장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롯데월드

타워의 전략과 구성은 도시 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랜드마크이자 복합단지의 유형으로 타 기

업이나 지역의 단지 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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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자연광의 반사광으로, 밤에는 LED 조명으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한, 롯데월드타워는 이미지나 문자를 띄움으로써 거대한 스크린과 같이 기능한

다. 자본과 기술의 결과로 세워진 롯데월드타워는 랜드마크이자 하나의 도시 유

형으로 자리 잡아 서울 뿐만 아니라 국내외 도시 경관의 유형이자 기준이 되었다. 

그 자체로도 파노라마적 스펙터클이자 미디어 스펙터클인 롯데월드타워는 타워

의 가장 꼭대기인 117~123층에 전망대를 조성하여 도시민과 방문객에게 파노

라마 스펙터클을 제공한다. 롯데월드타워의 파노라마 스펙터클은 전망대와 더불

어 전망대와 지상을 이동하는 초고속 엘리베이터 스카이셔틀 내부에서 펼쳐진

다. 

 

(1) 스카이셔틀의 디지털 파노라마 

과거 파노라마에서 관람객은 층계를 오른 후에 비로소 파노라마를 관람하였

다. 그러나 롯데월드타워의 파노라마는 층계를 직접 오르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

이터에 타서 가만히 선채 곧바로 디지털 파노라마에 휩싸이게 된다. 이러한 급격

한 파노라마 경험은 벤야민이 19세기 파노라마 경험을 설명하던 ‘충격체험’과 유

사하다. 이때, 다른 감각보다 시각을 활용한 관람 방식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

터 내부에서 경험하는 디지털 파노라마는 파노라마 원형보다 강력한 신체적 지

각을 유발한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로 향하는 단독 엘리베이터 스카이셔틀(Sky 

Shuttle)은 세계에서 가장 긴 500m 길이의 더블데크(double deck) 엘리베이터

로, 2개의 엘리베이터가 수직으로 한번에 운행 또는 정차하는 방식이다(유정복 · 

박상우 · 채찬들, 2010). 스카이셔틀은 지하 2층의 전망대 로비에서 117층의 전

망대까지 초당 10m의 속도로 60초만에 고속 이동하며, 이동 중에는 엘리베이터 

내부 상단과 천장을 감싼 15 유닛의 OLED 비디오 벽에서 영상을 송출한다. 관

람객은 스카이셔틀로 향하는 지하 로비에서부터 극적인 공간 경험을 한다. <그

림 15-1>과 같이, 지하 2층의 전망대 로비 입구에서 양측에 정렬된 하얀 LED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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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따라 어두운 복도를 지나면 셔틀을 탑승하는 공간이 나타난다. 스카이셔틀

을 탑승하면 직원의 안내와 함께 엘리베이터 상단의 OLED 스크린에서 영상이 

송출되며 스카이셔틀이 승강을 시작한다. 스카이셔틀 영상은 별자리로 가득한 

몽환적인 밤하늘로 시작하여, 옛 경복궁(<그림 15-2>)을 보여준다.  

 

        

그림 15-1. 스카이셔틀로 향하는 통로161   그림 15-2. 스카이셔틀 영상: 경복궁162 

 

이어서 한옥으로 가득했던 풍경은 주택으로 바뀌고, 실시간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한강을 지나면 88서울올림픽 대회가 한창인 잠실종합경기장(<그림 

15-3>)이 나오고, 건설 중인 롯데월드타워(<그림 15-4>)가 나타난다. 롯데월드

타워가 완성된 후에는 도착지인 117층에 도달했음을 알리며 핑크빛 구름이 가득

한 하늘 이미지(<그림 15-5>)가 나타난다. 영상은 과거에서부터 미래인 현재로, 

땅에서 하늘로 빠르게 이동하는 시점에서 전개된다. 하강 시 송출되는 영상은 완

성된 현재의 롯데월드타워를 중심으로 화려한 불꽃놀이와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

지는 장면(<그림 15-6>)이다.  

 

 

 

                                                 
161 출처: 유튜브 채널 LG Information Display. 

URL: https://www.youtube.com/watch?v=xQebp8f6CXQ 
162 위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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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3. 스카이셔틀 영상:          그림 15-4. 스카이셔틀 영상:             

88올림픽163                                    타워 건설164    

 

        

  그림 15-5. 스카이셔틀 영상:        그림 15-6. 스카이셔틀 영상: 

      하늘165                                    불꽃놀이166

 

탑승객은 60초라는 짧은 시간동안 서울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시공간이 

압축된 환상적 미디어 스펙터클로 경험하며, 이때 고속 상승의 불안함이나 낯선 

이들과 밀폐된 공간에 있다는 긴장감은 미디어 스펙터클로 인해 분산되고, 놀이

공원 어트랙션에서 느낄 법한 스릴로 전환된다. 스카이셔틀에서 강조되는 것은 

기술적 속도보다는 미디어 스펙터클의 경험으로, 롯데월드타워의 수직성과 역사

는 미디어 스펙터클의 산만한 지각으로 체험된다. 시선이 닿는 상단부의 스크린 

공간은 미디어 스펙터클에 둘러싸인 관람객의 신체적 시지각을 자극하며, 안과 

밖, 실재와 가상,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빠른 속도감과 생생한 이미지로 가로지

르며 무너뜨린다. 스카이셔틀의 디지털 파노라마는 자연의 기술적 재현인 파노

라마에서, 한층 더 발전한 과잉실재의 미디어-공간을 형성한다(Baudrillard, 

1981/1992).  

 

 

                                                 
163 앞의 출처. 
164 앞의 출처. 
165 앞의 출처. 
166 유튜브 채널 Sangwha. URL: https://www.youtube.com/watch?v=-isf2Fb4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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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스카이(SEOUL SKY) 전망대의 파노라마 뷰  

서울 스카이는 2017년 4월 롯데월드타워와 함께 오픈한 국내 최고, 세계 4

위 높이의 전망대이다. 117층의 전망대에 도착한 탑승객은 가상 현실의 공간이

자 디지털 파노라마의 공간인 스카이셔틀에서 내려, 전망대의 파노라마 뷰와 마

주하게 된다(<그림 16-1> 참조). 거대한 원형의 공간에 유리창과 철골 구조로 

건축한 전망대의 도시 경관은, 회화로 재현한 풍경이 아닌 건축 기술로 구축한 

초고층의 현실 경관이다. 재현이나 연출이 아닌 현실 광경으로서 전망대의 파노

라마는 비현실적인 현실을 성취한 기술의 위용과 롯데월드타워의 수직성을 신체

적 촉지성으로 체험하게 한다. 또한 전망대에 비치된 미디어 스탠드(<그림 16>)

는 서울의 과거와 현재, 사계절 풍경에 따른 도시 경관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재

현하며 현실의 경관에 디지털 파노라마를 덧씌운다. 전망대의 파노라마는 디지

털 파노라마와 교차하며 현실과 가상의 경계는 허문다. 미디어-공간에서 경험한 

가상현실로서의 디지털 파노라마와 마천루에서 조망하는 현실의 파노라마 경관

은 시공간을 탐지하는 지각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허공에 뜬 것 같은 일종의 감

각 상실을 유발한다. 초고속 엘리베이터의 순간 이동과 같은 상승 · 정지 · 하강

의 과정 속에서, 관람객은 시공간의 압축을 경험하고, 현실(로비)과 가상현실(엘

리베이터), 비현실적 현실(전망대)을 빠르게 넘나든다. 이때 미디어 스펙터클과 

신체의 상호작용은 파노라마의 현대적 재현과 현상으로, 관람객들은 파노라마 

경험을 집합적으로 공유한다.  

 

        

그림 16-1.  서울 스카이 경관167       그림 16-2. 미디어스탠드168

                                                 
167 유튜브 채널 LG Information Display. 

URL: https://www.youtube.com/watch?v=xQebp8f6CXQ 
168 유튜브 채널 Sangwha. URL: https://www.youtube.com/watch?v=34f7VayT8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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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롯데월드타워의 미디어 재현 

롯데월드타워의 유튜브 채널(롯데월드타워)과 인스타그램 계정

(@lotte_worldtower)은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기 2, 3년 전부터 개설되어 유기

적으로 운영되고 있다.169 롯데월드타워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계정롯데월드타

워의 두 계정은 두 가지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데, 롯데월드타워 계정이지만 롯데

월드타워 · 몰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을 함께 홍보

하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 몰의 홈페이지는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이 메뉴 

버튼에 따라 구분된 반면, 롯데월드타워 계정에서 롯데월드몰까지 하나로 통합

된 형태로 관련 게시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롯데월드타워와 롯

데월드몰은 물리적으로도 실내 5층과 실외 6층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롯데월드

타워 계정에서 롯데월드몰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잠실 롯데 단지의 중심이 초

기 설계 계획 당시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롯데월드타워로 이동한 점을 보여준

다. 롯데월드타워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계정의 또 다른 특징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을 연계하여 게시물을 업로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인스타그램 계정은 홍보와 댓글, 해시태그를 활용한 이벤트 형식을 통

한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에 집중하여 운영되고, 유튜브는 인스타그램에서 홍보한 

이벤트의 결과물을 영상으로 제시하는 형태의 콘텐츠를 게시한다. 각 SNS의 특

징을 활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 계정은 롯데월드타워에서 이

뤄지는 이벤트 홍보에 집중하는 한편, 유튜브 채널은 이벤트 홍보 영상이나 현장 

스케치 영상 외에도 도심의 롯데월드타워를 드론 촬영, 타임랩스 촬영한 영상으

로 롯데월드타워의 스펙터클을 연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인스타그램 계정의 게시물은 이미지와 글귀가 통합된 형태로, 

롯데월드타워가 각인하고자 하는 의미를 분석해낼 수 있다. 롯데월드타워가 인

                                                 
169 롯데월드타워의 유튜브 채널은 2014년 개설되었고, 인스타그램 계정은 2015년 개설되어 

같은 해 9월 23일에 첫 게시물이 업로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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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그램을 통해 재현하고 강조하는 의미는 자연물, 랜드마크, 역사, 신화로 분

류할 수 있다. 자연물의 의미 각인은,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도시경관을 완성하고 

본래의 자리를 찾은 것과 같은 ‘자연스러움’에 대한 소구이다. 롯데월드타워 인

스타그램 계정에는 롯데월드타워 건설 전과 후의 사진 두 장이 다음의 글귀와 함

께 게시되어 있다(<그림 17-1> 참조).  

“만약에 하늘에 롯 · 타가 없다면?😢 

롯데월드타워 ‘있는’ 하늘과 ‘없는’ 하늘을 비교해 볼 수 있답니다.  

오늘이 이토록 아름다운 건 ‘우리 모두’ 가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기 때

문 아닐까요?”170 

좌측의 롯데월드타워 건설 전 사진이 비어 보이고 우측의 건설 후 사진이 비

교적 ‘자연’스러운 이유는, 롯데월드타워가 완성된 이후 촬영한 사진에서 롯데월

드타워를 지워낸 사진이기 때문이다. 또한, 롯데월드타워 완공으로 인해 상승한 

도시민의 시야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롯데월드타워는 인공물이지만 

자연물의 당위성을 취득하여 도시민에게 소구하려는 전략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또 다른 게시물(<그림 17-2>)은 햇살이 극적으로 비추는 롯데월드타워의 풍경 

이미지를 “서울이라는 무대 위의 롯데월드타워 그리고 비춰지는 스포트라이트!!”

라는 글귀와 함께 ‘#랜드마크’ 해시태그를 표시하여 게시했다. 구름 너머로 롯데

월드타워를 조명하는 햇살이 실제인지, 편집을 거친 이미지인지 알 수는 없으나, 

서울 도심에 우뚝 선 롯데월드타워를 유일무이한 랜드마크로 각인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170 롯데월드타워 인스타그램(@lotte_world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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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1. 롯데월드타워 건설 전 · 후 이미지171 

 

 

그림 17-2. 롯데월드타워 풍경 이미지172 

 

도시화는 미래지향적인 경향을 띠며, 새로움의 강조는 집객의 중요한 요인

이 된다(오쿠노 쇼, 2020). 롯데는 도시개발에 있어 집객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

례없는 초대형의 규모와 볼거리를 구현하는데 주력하였다. 롯데가 선택한 전략

은 미래지향적인 새로움과 노스탤지어를 테마로 함께 구현하는 것이었다. 노스

탤지어는 인간의 주요 정서 중 하나로, 디즈니랜드도 노스탤지어를 적극 활용하

여 방문객들을 유인하고 있다. 롯데월드에서는 민속박물관이 가장 대표적인 노

스탤지어 기반 시설이다(오쿠노 쇼, 2020). 민속박물관은 88서울올림픽을 대비

하며 한국 전통문화의 교육과 홍보를 위해 고안된 시설이지만, 급격한 도시화를 

이룬 서울에서 방문객에게 옛 풍경이라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여 풍성한 미래적 성취라는 고양감을 느끼게 하도록 설계되었다. 지역 고

유의 민족의식과 문화의 계승으로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개발 전략은, 시

                                                 
171 출처: 롯데월드타워 인스타그램(@lotte_worldtower). 
172 출처: 위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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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흘러도 가치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는 역사의 환등상으로 인해 지

속성 있는 집객력을 확보할 수 있다(오쿠노 쇼, 2020: 225). 이러한 역사와 전통

의 노스탤지어는 롯데월드타워의 스카이 셔틀에서 디지털 파노라마로 더욱 생생

하게 자극된다. 전망대로 향하는 스카이 셔틀에서 과거의 노스탤지어로 시작한 

영상(<그림 15-2>)은 오랜 미래의 구현인 현대 잠실의 풍경(<그림 15-4>, <그

림 15-6>)으로 완결된다.  

롯데월드타워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도 노스탤지어와 역사성을 강조하

는 게시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잠실올림픽경기장에서 경기장과 롯데월드타워가 

함께 나오도록 촬영한 이미지(<그림 17-3>)는 2016년 8월에 “1988년 추억 기

억하시나요? 롯데월드타워도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라는 글귀와 함께 롯데

월드타워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되었다. 롯데는 잠실 롯데 단지 탄생의 시초인 

88서울올림픽과 서울 도시 개발의 역사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통해 88서울올

림픽의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며, 롯데가 88서울올림픽과 잠실 개발에 가지

는 의미와, 랜드마크로서 롯데월드타워의 중요성을 완공 이전부터 강조하였다.  

 

 

그림 17-3. 잠실올림픽경기장과 롯데월드타워173 

 

롯데월드타워의 신화적 의미는 평범한 이들의 땀과 노력이라는 건설 노동자

들의 희생적 이미지(<그림 17-4>)와 함께, 유명 인사들을 초청한 이벤트로 각인

하고자 하는데, 그 중 하나는 세계적인 클라이밍 선수 김자인을 초청하여 롯데월

                                                 
173 출처: 위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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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타워를 맨손으로 오르는 빌더링(Buildering) 이벤트를 한 것이다. 대한 타워를 

오르는 맨몸의 여성의 이미지(<그림 17-5>)는 “2017년 5월 20일 클라이밍 여제 

김자인 선수가 맨손으로 롯데월드타워 빌더링(Buildering)에 도전!”이라는 글귀

와 함께 게시되었다. 이러한 이미지는 초고층 마천루 롯데월드타워가 상징하는 

자연에 대한 기술적 승리와, 세계화 과정 속에서 우뚝 선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롯데월드타워의 성취를 표상한다. 타워의 거대한 규모는 또한 신화에서 인간에

게 도전과 고난의 극복 대상이 되는 자연이나 운명에 견주어 비춰진다.  

 

          

그림 17-4. 롯데월드타워 건설 노동자174    그림 17-5. 김자인 선수의 타워 등반175

    롯데월드타워의 전망대와 스카이셔틀이 미디어 스펙터클과 기술을 통해 정신

분산적이며 신체적 지각의 파노라마 경험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면, 롯데월드

타워의 주 SNS인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는 다양한 의미 각인을 시도

하며 랜드마크로서 롯데월드타워의 환등상적 신화를 강화하고 있다. 

 

                                                 
174 출처: 위의 사이트. 
175 출처: 롯데월드타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daT5EHM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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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메가 이벤트 공간으로서 롯데월드 어드벤처 

 

1) 88서울올림픽과 롯데월드 어드벤처 

서울은 제3 · 4 · 5공화국의 개발독재시대를 거쳐 도시 하부구조를 이루는 

주택지 · 도로 · 상수도 · 하수도 · 지하철 등을 갖추게 되었다(손정목, 2003a: 17). 

그 가운데 88서울올림픽은 강북 도심 재개발과 더불어 잠실이라는 신도시를 개

발하고 상업 공간화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롯데는 잠실 개발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한 호텔과 올림픽 개최와 경제 성장에 따라 증가

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관광소비문화의 공간을 마련하였다. 3절에서는 서울

과 공화국의 역사적 맥락과 올림픽의 영향 속에서 탄생한 이벤트 공간으로서의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분석하고자 한다. 

1960년대의 한국은 여전히 전쟁 이후의 폐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

다. 박정희 정권은 도시 복건과 경제개발을 주요 과제로 삼고, 1962년 제1차 경

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약 20년 동안 급속한 경제 발전과 도시화를 일으

켰다(손정목, 2003a). 1965년 6월 22일에 한일국교가 정상화되며 관광객이 증

가하였는데, 당시 한국에는 숙박을 비롯한 관광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었다(손정

목, 2003b). 1966년 10월 31일 존슨 미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1972년 9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될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은, 도시 복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한 도심 미관 재정비의 계기가 되었다(손정목, 2003b). 1968

년 서울 도심부 재개발 사업에서는 강남 신도시 개발이 핵심으로 계획되었는데, 

당시 강북 구시가지의 과밀한 인구를 분산하여 북한의 남침 위험에 대비하고(손

정목, 2003c), 경제 성장에 따른 재개발 고층화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었다

(손정목, 2003a). 1966년 한국에 진출하여 이듬해 롯데제과를 설립한 신격호는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1970년 11월 13일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관광호텔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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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경영을 권유 받았다(손정목, 2003b).176 박정희 정부의 지원 하에 신격호는 

각각 1974년 6월과 11월에 서울 중구 을지로 · 소공동에 위치한 반도호텔과 국

립도서관 부지를 매입하고 호텔과 백화점 건설에 착수하였다(손정목, 2003a).177   

박정희 정권은 국제적 지위 마련, 한반도 긴장 완화,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

선, 국민적 단합 성취,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목적으로 1979년 10월 8일에 88올

림픽 서울 유치 계획을 발표했다(문화공보부, 1981). 올림픽 유치는 대외적으로

는 북한을 견제한 남한의 우위성을 홍보하고 스포츠 외교를 위한 것이었으나, 대

내적으로는 유신정권에 대한 반발을 비롯한 국내 정치문제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였다(손정목, 2003c: 254). 그러나 같은 해 10월 15일 부산 학생

시위를 시작으로 박정희 정부는 위기에 직면하였고,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

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손정목, 2003c). 뒤

를 이은 전두환 정권은 대북한대책과 우민화정책의 일환으로 88올림픽의 서울 

유치 운동을 계속하였다.178 서울시는 1981년 6월에 88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2천년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수도권 다핵 제체 

개발과 주거환경 및 편의시설 개발에 착수하였다(문화공보부, 1981).179 1981년 

                                                 
176 박정희 정권은 1962년 4월 24일 ‘국제관광공사법'을 제정 · 공포하여 국영기업체인 관광

공사가 교통부 관광국 산하의 관광시설을 인수하고 관리하게 하였는데(손정목b, 2019: 217), 

1970년대부터는 운영의 합리화와 시설의 대형화 · 국제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광시

설을 민간기업에 불하하였다(손정목, 2003b: 223). 
177 손정목(2019b)에 따르면, 당시 호텔롯데 건립 예정부지는 양호한 상태로 인해 재개발지

구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위치의 특수성과 재개발 촉진의 필요에 따라 공권력의 지원으로 서

울시로부터 도시계획상 ‘특정가구정비지구'로 지정되었다. 호텔롯데 부속건물에 지어진 롯데

쇼핑 역시 정부의 특혜가 작용한 결과였다. 1970년대 강북억제책에 따라 강북지역에는 시설

의 신・증설을 억제하는 ‘특정시설제한구역' 제도가 실시됐는데, 롯데는 제한 규제로부터 벗

어나기 위해 ‘롯데백화점’을 ‘쇼핑센터’로 바꾸어 허가신청을 하였고, 1979년 10월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허가를 받았다. 신격호는 롯데쇼핑을 건설하기 위해 1979년 11월 15일 내국법

인 ‘롯데쇼핑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해 12월 17일에 롯데쇼핑을 개관하여 호텔과 백화

점으로 구성된 ‘을지로1가 롯데타운’을 형성했다. 
178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의 신군부는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여

전한 유신정권에 염증을 느끼는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올림픽과 더불어 다양한 오락 

진흥 정책을 마련하였다(손정목, 2019e: 26). 
179 올림픽 개최 비용은 약 22억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는데, 그 중 17억불은 서울특별

시의 연차개발계획의 비용으로 충당되었다. 88올림픽과 서울시 개발 계획의 시기가 맞물림

에 따라, 정부는 올림픽 준비의 경제적 부담을 덜었고, 올림픽 준비를 위한 급격한 계획 시행

에 따라 서울시의 개발은 10년 가량 앞당겨졌다(문화공보부,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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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에 서울이 88올림픽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자, 문화공보부는 88서울올

림픽의 개최 효과를 경제 부흥과 서울 개발의 촉진으로 전망하고, 개최의 주요 

과제로 한국적 올림픽의 조성과 문화올림픽의 승화, 국민체육의 진흥, 그리고 국

민의 선진시민 의식 확립을 설정하였다(문화공보부, 1981). 또한, 88서울올림픽

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국가적 위신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긍지를 

심을 뿐만 아니라, 이후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

에게 정신적 모델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문화공보부, 1981: 32).  

올림픽대회 부지로는 잠실이 선정되었다. 잠실은 강남 개발의 목적 중 하나

인 신개발거주지 건설을 통한 서울시 인구분산을 위해 1970년대에 한강에 인공

제방을 설치하고 형성한 매립지로 탄생했다(박춘명종합건축사사무소, 1985). 그 

결과 1970년부터 1982년 사이 잠실의 인구는 2만명에서 25만명으로 12배 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중반까지도 잠실 지역 대부분이 주거공간인 상

황에서, 잠실의 상업 시설과 편익시설은 증가한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잠실 개발 계획은 지역 거주민을 위한 중심

상업지구 개발과, 88서울올림픽 준비를 위한 관광 및 위락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박춘명종합건축사사무소, 1985: 47). 잠실 주요 개발 사항으로는 올

림픽 진행을 위한 경기장, 현대적 숙박시설, 교통 · 통신시설이 계획되었다. 서울

시는 서민주택건설정책에 따라 강남구 둔촌동에 선수촌 아파트를 건설하여 대회 

중 선수와 임원을 수용하고, 대회 후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도시 주택난을 해

결하고자 했다(문화공보부, 1981). 교통 체증과 배기가스 공해를 줄이고 서울시 

도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2~7호선과 도시 고속화도로 건설이 계

획되었다(문화공보부, 1981). 1988년에 개최될 서울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호

텔을 비롯한 관광산업의 부재는 도시개발계획의 또 다른 핵심 과제였다. 올림픽 

대비와 다핵도시개발 정책에 따라 잠실 석촌호수 북측 4만 7,580평 규모의 상업

지역은 2개의 백화점 · 쇼핑몰 · 호텔 · 위락시설 조성을 조건으로 입찰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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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서울시, 상업은행의 지원을 받은 롯데가 1984년 2월에 인수하였다(손

정목, 2003e; 호텔롯데, 1990). 롯데는 1984년 11월 15일 잠실 종합개발계획안

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1986년 5월 12일에 ‘올림픽 등에 대비한 관광 · 숙박업 등

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의 지원 하에 ‘숙박 · 판매 · 위락 · 관

람집회 · 운동 · 전시 시설'을 포함한 롯데월드를 건설하였다(손정목, 2003e). 롯

데월드 시설 중 88서울올림픽을 위한 호텔동이 1988년 8월 28일에 우선 완공 · 

개관되었고, 백화점A(롯데백화점 잠실점) · B(새나라슈퍼백화점)는 11월 12일, 

쇼핑몰은 11월 19일, 실내 테마파크(롯데월드 어드벤처)와 실외 테마파크(롯데

월드 매직아일랜드)는 각각 1989년 7월과 1990년 3월에 개관하였다. 잠실 롯데

호텔에는 전통양식의 한국관을 함께 건설하여 국내외 방문객이 한국의 미와 개

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박춘명건축사사무소, 1985). 

88서울올림픽은 “사상 최대의 TV쇼”로, 소련 동서 양진영이 참가함에 따라 

동구권을 포함하여 총 1백50여개 국의 30억 인구에게 위성 중계되었다.180 88서

울올림픽은 한국사회와 국민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문화를 형성하였다. 국민은 

88서울올림픽 개최에 있어 주인 의식을 가진 “민간 외교관”이자 선진 의식을 지

닌 글로벌 시민의 정체성을 요구받았다(문화공보부, 1981: 44). 88서울올림픽 

개최의 영향으로 서구를 비롯한 공산권의 영화, 서적 등이 국내에 유통되고, 해

외 여행 규제가 완화되어 국민들은 해외 문화를 보다 가까이 경험하게 되었다. 

서울 시민들은 글로벌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았으며, 지방의 시민들은 서

울 시민의 모습을 성숙한 “선진적 시민”으로 학습하게 되었다(문화공보부, 1981: 

38). 88서울올림픽이라는 “지상 최대의 이벤트”의 경험은 이벤트 문화를 형성하

였는데, 강렬한 충격효과와 볼거리로 일체감과 감동을 주는 이벤트 문화는 대회 

이후 각종 기업, 국제 행사와 판촉 활용에 활용되었다.181 이벤트 문화는 “살아 움

                                                 
180 경향신문 (1988, 1, 12). 
181 조선일보 (1989,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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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는 미디어”로 불리며, 그래픽 인테리어, 영상, 조명, 패션 등의 사업도 덩달

아 활황을 맞이하였다.182 이벤트 문화는 88서울올림픽이라는 글로벌 행사를 기

점으로 내수 시장이 확대되고,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대중의 욕구

가 발생함에 따른 현상이었다. 

88서울올림픽은 잉여금 3천3백51억원을 벌어들인 “흑자 대회” 였으나,183 

서울 인구의 과잉 유입과 강남 팽창을 일으켜 도시 계획의 실패라는 비판을 받기

도 했다.184 그럼에도 불구하고 88서울올림픽은 글로벌 이벤트로서 서울이 대도

시의 물적 토대를 갖추고, 글로벌 시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고, 볼거리 

중심의 이벤트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2) 롯데월드의 중심 롯데월드 어드벤처 

롯데월드의 건설계획을 수립한 박춘명종합건축사사무소의 기록(1985)에따

르면, 롯데는 롯데월드를 생활, 정보, 유통의 센터로 계획했다. 롯데월드의 다양

한 시설 중 테마파크인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롯데월드의 중요 기능인 고객 유인

과 관광유통의 핵심 시설로 설계되었다. 롯데월드의 시설 별 배치와 구성은 각

기 개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휴식을 위한 공간인 호텔은 석촌호수와 남

한산성을 전망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롯데월드 중앙부

에 배치하여 호텔, 쇼핑몰과 연결하였다. A와 B로 나뉜 백화점 사이는 쇼핑몰로 

연결하여 고객을 위한 보행자 공간(pedestrian space)을 형성함으로써 쾌적한 

유통공간을 만들었다. 실내 테마파크인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중심으로 롯데월

드 내부와 외부의 여러 시설과 층계는 다양한 공간 구성 방식과 기술로 연결되

었고, 중심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사이에 두고 순환하게끔 설계되었다. 

석촌호수 서호에 건설된 실외 테마파크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는 석촌호수를 

                                                 
182 위의 기사. 
183 매일경제 (1989, 4, 1).  
184 매일경제 (198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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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하여 롯데월드를 실외로 확장하고, 롯데월드의 중심을 점한 롯데월드 어드

벤처를 기능적 · 공간적으로 강화하였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잠실 롯데월드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시공간적 ‘문턱’

을 흐리는 역할을 하였다. 실내에 지어진 테마파크는 독일 · 영국, 프랑스 · 네덜

란드, 모로코 · 아라비아, 이태리 · 스페인 지역으로 나뉘어 각 나라의 전통 양식 

건물과, 화산, 연못, 폭포, 나무 등 인공 자연의 요소로 장식되었다(호텔롯데, 

1990). 천장에는 거대한 유리돔 형태의 스카이라이트를 설치하여 자연 채광과 

탁 트인 하늘 풍경으로, 곳곳에 배치된 (인공)자연물들과 더불어 실내의 한계를 

극복하고185 실외와 같은 효과를 연출하였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실외의 롯데

월드 매직아일랜드와 연결되며 실외와 실내의 구분을 더욱 효과적으로 모호하게 

하였는데, 날씨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레저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 

자연물과 실제 자연물이 뒤섞인 상태에서 실외와 실내가 각기 다른 공간으로 구

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스펙트럼과도 같이 연결되거나 장치적 시각적 요

소로 혼재된 것 같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실내에 이어 실외 테마파크 역시 

유럽풍으로 꾸며졌는데, 88서울올림픽의 개최 이후 1989년 1월 1일에서야 해외

여행이 자유화된 한국 사회의 상황에서 이국적인 풍경은 실내와 실외의 구분뿐

만 아니라 국가의 구분, 특히 구미의 선진국과 한국의 경계를 극복하려는 설계로 

분석된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중심으로 롯데월드의 시설과 롯데월드 외부 공간은 여

러 방식으로 연결되었다. 시설 내의 각층은 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배치하

여 수직으로 연결하여 동선을 마련하고, 롯데월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끼도

록 설계되었다(박춘명종합건축사사무소, 1985). 상공 라이드 모노레일은 롯데월

드 어드벤처와 백화점A(롯데백화점 잠실점) 3층의 내부와 롯데월드 매직아일랜

드를 연결하여(<그림 9-2> 참조), 롯데월드의 주요 시설과 내 · 외부를 관망하도

                                                 
185 매일경제 (1997, 3, 20). 



 

112 

록 하였다(<그림 9-3> 참조). 롯데는 시설 내부와 외부에 보행로를 건설하여 롯

데월드의 시설 간, 그리고 롯데월드의 안팎을 연결하고자 하였다(박춘명종합건

축사사무소, 1985: 21). 당시 롯데가 개발하고자 한 잠실 부지는 개발 초기 단계

에 있었으므로, 부지의 북, 서, 동쪽의 도로와 남쪽의 인공호 석촌호수가 불모지

와 같아서 보행자를 위한 보행로나 공간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롯데는 

잠실개발계획에서 도로와 석촌호수, 롯데월드 시설들의 사이와 롯데월드 지하에 

보행자 통로를 마련하여 단지 전체를 연결함과 동시에 지역 거주민을 위한 공간

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올림픽로와 석촌호, 잠실역 지하도와 단지 입구 부

분을 연결하는 보행전용도로를 24시간 개방하여 인근 주민과 고객이 단지 시설

을 편리하게 순환하게끔 계획했다.  

방문객이 롯데월드 내에 머무르며 쉽고 자연스럽게, 동시에 끊임없이 순환

하도록 하려는 롯데월드의 건설 계획은, 외부와 내부 경계의 ‘문턱’ 

(Schwelle/threshold) 구분이 모호한 파사주를 떠올리게 한다. ‘문턱’은 벤야민의 

사유 모티브로, 벤야민은 바로크의 근대성을 사유하며 바로크를 유사성이 붕괴

된 혼란과 의미상실의 시대이자, ‘문턱’의 시대로 규정했다(Benjamin, 

1974/2009; 고지현, 2016). 일직선으로 구분되는 전통적 경계의 문턱과 달리 근

대 식별의 영역은 내부와 외부를 무수히 오가며, 경계 사이 균열의 공간에서 “무

한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고지현, 2016: 177). 이와 같은 경계 와해의 현상은 

19세기 파사주에서도 나타나는데, 개방된 통로공간으로서 파사주는 시공간적 경

계가 모호해진 영역이다. 벤야민은 대도시 경험을 충격 체험으로 규정하는데, 이

는 새로운 것과 낡은 것, 꿈과 깨어남, 예술과 상품 등 같은 장소에서도 서로 다

른 공간들이 펼쳐지는 “경계 체험”으로서의 “문지방 경험”(Schwellenerfahrung, 

1991a/2005: 617) 때문이다(심혜련, 2003: 238). 벤야민 역사철학에서 경계에 

대한 사유는 시대적으로 반복되는 신화적 동일성의 발견에 도달하게 한다. 벤야

민의 경계 모티브는 마르크 오제(Augé , 1992/2017)의 ‘비장소’ 개념과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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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을 수 있다. 21세기 메가 이벤트의 공간으로서 롯데월드의 외부와 내부를 가르

는 경계 공간은 무수해지며, 공간들은 때로 와해되고 결합된다. 이러한 현상은 

2017년 롯데월드타워의 개관을 계기로 더욱 심화된다. 위락공간으로서 롯데월

드 내에 배치되었던 극장, 시네마 등의 오락시설이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

로 이동, 확장하여 재배치됨에 따라, 물리적으로 확장된 단지 시설 공간 내에서 

다시 한번 경계가 변동하며 더욱 복잡하게 상호 연결된다.  

 

3) 롯데월드 어드벤처 광고 이미지의 환등상 

(1) ‘21세기의 꿈이 모인 곳’ 롯데월드 

한국 사회가 1988년에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며 ‘세계’라는 무대를 최초로 경

험하고 본격적인 해외 문화 교류를 시작한 시점에, 잠실 롯데월드 내의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1989년에 ‘세계적인 종합관광 레저 유통단지’로 개관하였다(호텔롯

데, 1990: 12)(<그림 18-1> 참조).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개관 전 신문에 게시한 

광고 이미지(<그림 18-2>)는 ‘세계적’, ‘국위선양’, ‘최첨단’이라는 표현과 함께 

롯데월드를 ‘21세기의 꿈이 모인 곳’ 이라고 선전하였다. 최첨단 기술을 강조한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선진국에 못지 않은 대도시 문화소비생활의 꿈, 첨단 기술

로 이룩해 낼 편리하고 심미적인 공간 경험의 꿈, 경제 성장에 발맞춰 선진 대열

에 선 대한민국이라는 유토피아의 꿈을 물적으로 구현해 냄으로써 환상적 현실

을 만들어냈다. 기술 발전과 유토피아적 21세기라는 신화에 근거하여 쌓아 올린 

신기루는 광고를 통해 환상-꿈의 이미지로 제시되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광

고 이미지는 방문객의 사회적 · 경제적 조건과 상관없이, 입장권을 지불하고 들

어서는 이는 누구든지 평등하게 첨단과 풍요의 꿈을 경험할 수 있다고 약속한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방문객은 모두가 평등한 소비자이자 관광문화산업을 향유

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그 저변에는 상품을 둘러싼 환상과 기술 발전에 따른 진

보라는 유토피아적 환상이 자본주의적 ‘신화’로 은밀하게 기능하고 있다. 벤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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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본주의가 “꿈을 수반한 새로운 잠”이며, 이러한 잠 속에서 “신화적 힘들이 

재활성화” 되었고, “진보에 대한 믿음”은 자본주의의 “신화적인 사고 방식”이라

고 보았다(Benjamin, 1991a/2005: 361). 이는 상품을 둘러싼 환상만이 아니라 

끝없는 진보라는 환상, 상품이든 문화든 ‘가장 새로운 것’이 ‘더욱 가치 있는 것’

이라는 환상에 대한 비판이다. 

 

           

그림 18-1. 롯데월드 광고 이미지 1186   그림 18-2. 롯데월드 광고 이미지 2187 

 

잠실 롯데월드는 올림픽 이후 ‘세계’에 눈을 뜬 국민들에게 ‘세계 최고의 기

술’로 구현해낸 ‘세계적’ 수준의 소비문화 생활을 약속함으로써(<그림 18-3> 참

조) 관광문화산업의 시대를 열고, 소비의 “꿈을 수반한 새로운 잠” 이 한국 사회

를 덮치는 현상을 강화하였다. 88서울올림픽의 중계와 관람, 그리고 느슨해진 해

외 문화 규제로 인해 세계의 풍경과 문물을 조금씩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상태의 

대중에게,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소구하는 ‘세계적’ 수준은 본 적 없는 신기루와 

같았다.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만들어낸 세계적 꿈의 공간은 여러 나라의 일부 도

시 풍경, 특히 프랑스 거리, 독일 거리, 스페인 거리 등 유럽 도시를 모방 재현했

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대중을 롯데월드라는 꿈의 공간에 들어오도록 소구하

                                                 
186 출처: 동아일보 (1987, 5, 8). 
187 출처: 매일경제 (198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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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세계와 미래라는 환상을 감각적 이미지로 제시한다. 사람, 자연물, 인

공물로 구성된 초기 광고 이미지(<그림 18-4>)는 속도감과 소란스러움에 따른 

신체적 산만함을 전달하는 촉지적 이미지이다. 어트랙션에 탄 사람들의 흩날리

는 머릿결, 댄서들의 역동적인 동작, 튀어오르는 돌고래, 부서지는 파도 등은 첨

단 기술에 의한 즐겁고 스릴 넘치는 속도를 강조한다. 다양한 크기로 그려낸 사

람들, 사방을 향한 얼굴들, 과장되게 웃고 찡그리는 표정들, 순간에 포착한 듯 보

이는 자세들, 줄무늬와 기하학적 패턴의 의상들이 가득 배치된 일러스트는 신비

로움을 넘어서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산만한 인상을 준다. 캉캉춤을 추는 댄서들

과 유럽의 성채로 설계된 실외 테마파크 매직 아일랜드의 매직캐슬은 이국적 배

경으로 ‘세계적’임을 강조하지만,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시각화하고 공간화 한 “세

계”는 유럽풍임을 드러낸다.  

 

        

그림 18-3.                                     그림 18-4.  

   롯데월드 어드벤처 광고 이미지 1188         롯데월드 어드벤처 광고 이미지 2189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한국 최초의 실내 테마파크로, 당시 최대 규모로 세계 

신기록을 세움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발전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한편으

로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일본 자본으로 시작한 롯데의 배경 외에도, 1920~1930

                                                 
188 출처: 한겨레 (1989, 7, 1). 
189 출처: 조선일보 (1989,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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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경성을 지배했던 일본 백화점과 유사성을 공유한다. 일본 백화점은 유원지

를 갖추고 가족 단위의 고객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했는데(김백영, 2007: 92), 롯

데월드 어드벤처는 어린이가 있는 가족을 유인하는 주요 시설이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구상하는 ‘세계적’이라는 기준과 재현은 서양, 특히 유럽을 재현한 

것으로,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식민주의적 유럽의 풍경을 환상적인 꿈의 상징으

로 제시하고 있다.  

롯데는 호텔의 한국관 외에도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관광과 교육의 기능을 

겸비한 민속관을 함께 건설하며, 전통 문화 이해와 역사 교육, 문화 유산 홍보에 

따른 민족 자긍심 고취를 기대 효과로 제시하였다(호텔롯데, 1990: 173). 민속관

의 광고 이미지(<그림 18-5>)는 어린이 현장학습을 위한 곳으로 교육적인 측면

이 강조되었는데, 실제로는 단체 방문객을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자 일본 기업이

라는 이미지로부터 주의를 돌리려는 전략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18-5. 롯데월드 어드벤처 광고 이미지  3190

 

메가 이벤트로서 88서울올림픽의 경험은 강렬한 충격효과와 볼거리로 대중

에게 일체감과 감동을 주는 ‘이벤트 문화’를 형성하였다.191 이벤트 문화의 스펙

터클 효과는 관련 산업을 확대하였고, 기술적으로 연출한 스펙터클 경험에 대한 

                                                 
190 출처: 롯데월드 네이버 블로그.  

URL: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lottewo

rld__&logNo=172991575 
191 출처: 조선일보 (1989,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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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욕구를 불러일으켰다.192 이러한 욕구는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광고 이미

지에서도 드러난다. 놀이기구인 자이로드롭과 매직캐슬, 마스코트 캐릭터 로티, 

로리는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초기 광고 이미지에 상징적으로 등장했다. 자이로

드롭은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최첨단 기술과 그에 따른 스릴 넘치는 경험을 상징

하고, 매직캐슬과 양장을 입은 로티, 로리는 마법과 같이 환상적인 롯데월드 어

드벤처의 경험을 상징하였다. 1990년대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광고 이미지(<그

림 18-6>)는 최첨단의 어트랙션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수직 

낙하하는 어트랙션 자이로드롭은 로켓이 발사되는 형태로 묘사되었으며, 자이로

드롭은 천둥과 불꽃 등의 자연물과 결합되어 새로운 기술로 인해 더욱 빨라진 속

도감을 과장되게 표현되었다. 왼쪽 하단에 작게 배치된 매직캐슬은 롯데월드 어

드벤처를 상징한다. <그림 18-7>에서는 화려한 레이저 쇼로 미디어 스펙터클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미지 앞에 위치한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마스코트 캐릭터 로티, 로리는 매직캐슬과 마찬가지로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상

징하고 있다.  

 

         

   그림 18-6. 롯데월드 어드벤처           그림 18-7. 롯데월드 어드벤처  

   광고 이미지 4193                              광고 이미지 5194

                                                 
192 위의 기사. 
193 출처: 경향신문 (1998, 4, 10). 
194 출처: 동아일보 (1996, 2, 18). 



 

118 

 

         

그림 18-8. 롯데월드 어드벤처     그림 18-9. 롯데월드 어드벤처 

  광고 이미지 6195                            광고 이미지 7196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상징적 이미지로는 매직캐슬과 캐릭터 로티, 로리가 

강조되었는데, 매직캐슬은 로고와 같은 기능을 하였다면, 마스코트 캐릭터 로티, 

로리는 매직캐슬의 주인이자 매직캐슬로 방문객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모습과 같

이 연출됐다(<그림 18-4>, <그림 18-7> 참조).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대중을 위

한 관광오락시설로 완전히 자리잡은 2000년대 이후의 광고 이미지(<그림 18-

8>, <그림 18-9>)에서는 ‘세계적’이거나 ‘최첨단’을 강조하기 보다 로티, 로리만

을 내세우며 캐릭터의 복장이나 배경 오브젝트를 꾸밈으로써 할로윈과 같은 명

절 이벤트나 쌈바 페스티벌 등의 테마 이벤트를 광고하는 이미지가 주를 이루었

다.

88서울올림픽이라는 세계적 규모의 행사를 치룬 한국 사회가 경제발전과 도

시개발을 겪으며 소비문화를 위한 물질적 토대가 마련된 상태에서, 롯데월드 어

드벤처는 관광 · 레저 · 문화 · 쇼핑 · 스포츠라는 카테고리를 통합하여 소비자들

에게 제공하고 대중이 소비문화를 학습하도록 하는 공간이었다. 18세기 만국박

람회가 노동자들에게 자본주의와 소비문화를 학습시키는 교육의 장이자, 기술력

                                                 
195 출처: 한겨레 (2015, 9, 25). 
196 출처: 한겨레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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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본력을 선전하는 광고의 장이었던 것처럼,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공간과 광

고 이미지는 롯데월드라는 국내 최초 · 최대 규모의 종합관광레저타운이 어떻게 

‘21세기의 꿈’이라는 환상을 공간화하고, 기술과 경제 발전에 따른 대중의 소비

문화 욕구를 포착하였는지 보여주고 있다.   

 

(2) 미디어 재현 전략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즐기는 오락 문화가 대중에게 익숙해진 2010년 이

후부터,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방문객 유인을 위한 미디어 재현 전략을 고안했다. 

그 중 SNS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대한 도시

민의 향수를 자극하며 공감을 이끌어내는 이미지들을 게시하였다. 2011년 롯데

월드 어드벤처의 유튜브 채널(롯데월드 LOTTE WORLD)에 처음 게시된 영상

들은 풍물놀이, 국악을 접목한 비보잉, 아리랑 파티 등 전통에 현대성을 가미한 

공연을 주제로 하고 있다. 초기 게시물들은 공연 현황(<그림 19-1>)이나 놀이기

구 운행 장면을 단순 기록한 내용과, 이용객의 감상을 인터뷰 한 현장 스케치 영

상(<그림 19-2>)들이 대부분이다. 2015년에는 “자이로드롭 탑승시 나의 모습”

이라는 제목의 영상(<그림 19-3>)이 게시됐는데, 놀이기구가 아닌 놀이기구에 

탄 이용객의 시점에 포커스를 맞추었다.  

2019년에는 놀이기구와 식당가를 비롯한 시설 이용법을 데이트 코스, 꿀팁 

등으로 소개하는 영상과 이용객의 시점에서 제작된 ‘랜선 투어’ 영상들이 업로드 

되었다. 2020년부터는 롯데월드를 배경으로 한 웹 드라마(<그림19-4>), 타임랩

스, “머신맨”(대신맨)(<그림19-5>), ‘랜선 투어’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라 

감소한 이용객이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본

격적으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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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1.                               그림 19-2.                                 그림 19-3. 

퓨전 국악 공연 영상197               방문객 인터뷰 영상198                   탑승객 시점 영상199 

 

             

그림 19-4. 롯데월드 웹드라마200       그림 19-5. 대신맨201          그림 19-6. 롯데월드 ‘찐덕’202 

 

코로나19 사태가 롯데월드 어드벤처 체험의 미디어 재현을 강화하는 주요

한 계기가 되었으나, 놀이기구에서 이용객으로 시점이 이동한 2015년부터 이미 

미디어 재현은 전략적으로 시행되었다. 8, 90년대에는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어

떠한 곳인지를 알리는 데 주력하였고, 2000년대에는 놀이기구와 행사를 소개했

다면, 입지를 충분히 다진 후의 2010년대부터는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다시 가

고 싶은 곳’, 이미 알고 있지만 ‘색다른 곳’으로 인식하도록 하려 했다. 관람에서 

체험으로 유인하는 시점의 전환은 시각 이상의 신체적 감각을 자극한다. 360도 

카메라로 놀이기구에 탄 이용객의 얼굴과 이용객이 바라본 시점을 촬영한 영상

                                                 
197 출처: 롯데월드 어드벤처 유튜브.  

URL: https://www.youtube.com/watch?v=ZTekOltZkJg 
198 출처: 롯데월드 어드벤처 유튜브.  

URL: https://www.youtube.com/watch?v=ZNTz7vznjW8 
199 출처: 롯데월드 어드벤처 유튜브.  

URL: https://www.youtube.com/watch?v=oS69LcosVWY 
200 출처: 롯데월드 어드벤처 유튜브.  

URL: https://www.youtube.com/watch?v=twKXBuzlzzY 
201 출처: 롯데월드 어드벤처 유튜브.  

URL: https://www.youtube.com/watch?v=LQyoJ6RQE4o 
202  출처: 위의 사이트. 



 

121 

은 이미 경험한 놀이기구 체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흥미를 느끼게 하며, 향

수와 공감 이상으로 생생한 체험의 신체적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랜선 투어’와 

‘꿀팁’ 영상은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현실 공간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롯데월드 어

드벤처의 공간 체험을 망각하지 않게 하고, 재방문의 욕구를 유도한다. 그런 맥

락에서,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2010년대에는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이용객을 유

행을 잘 알고 유행의 중심이 되는 “인싸”로 호명했다면, 2015년대 이후에는 롯

데월드 어드벤처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프로”, “찐덕(진짜 덕후)”(<그

림 19-6>)로 칭한다.203  

한국 사회에 관광문화산업이 자리를 잡아 대중이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익숙

해진 이후부터,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미디어 재현을 통해 방문객을 유인하는 전

략을 펼치고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SNS를 통해 관조자에서 탑승자로 이미

지의 시점을 전환하여 향수와 신체적 기억을 자극했다면, 현장에서는 최신 기술

을 적용하여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스펙터클을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소비자의 레저 욕구를 발굴하고 자극하기 위해 로고와 같이 2차원적 상징 

이미지로 쓰였던 매직캐슬은 기술로 새롭게 매개된 미디어 스펙터클의 환등상으

로 재구성되었다(<그림 20-1> 참조).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2019년에 개관 30주

년을 맞이하여 어드벤처 내 ‘베수비오스 화산’에서부터 ‘파라오의 분노’까지의 

공간 구조물을 스크린으로 하여 높이 18m, 길이 180m 규모의 미디어 파사드 쇼 

‘미라클 나이트’(<그림 20-3>)를 선보였다. 총 14대의 프로젝트 기계가 투사하

는 영상과 레이저, 화염 등의 특수효과와 음향효과는 기존의 공간을 환상적으로 

탈바꿈하였다.204 2020년에는 매직아일랜드의 매직캐슬에 세계 테마파크 최초로 

크리스티사의 최신 기술인 Mystique™을 적용한 3D 미디어 파사드 쇼인 ‘매직

                                                 
203 출처: 롯데월드 어드벤처 페이스북 페이지.  

URL: https://www.facebook.com/watch/?v=2611957015782598 
204 임요희 (2019, 7, 3). 



 

122 

캐슬 라이츠업’(<그림 20-1>)을 오픈했다.205 높이가 41.3m에 달하는 매직캐슬

에 3D 입체 프로젝션 영상이 입혀지면 매직캐슬이 움직이는 착각을 일으키고, 

오케스트라 기반의 음악이 더해져 환상적인 체험을 제공한다(<그림 20-2> 참

조).  

         

그림 20-1.                                  그림 20-2.  

매직캐슬 라이츠업 광고 이미지206         매직캐슬 라이츠업207 
 

 

그림 20-3. 미라클 나이트208 

그동안은 최신 기술이 만들어내는 속도감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조명 기술

을 활용한 몽환적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어트랙션의 속도감에 익숙해진 

방문객들에게 새로움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동화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영롱”

한 가상의 세계를 구현함으로써 미디어 스펙터클이 만들어 내는 시지각적 신체 

경험을 선사하고, 집객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초기 야간개장은 불경기에 저렴한 입장료로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었지

만, 지금은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환등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5 강성규 (2020, 7, 28).  
206 출처: 롯데월드 어드벤처 인스타그램 
207 출처: 위의 사이트 
208 출처: 롯데월드 어드벤처 웹

(http://adventure.lotteworld.com/kor/enjoy/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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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광고 이미지로 초유의 레저 시설을 홍보하고 

대중의 욕망을 발굴하였다면, 현재의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SNS의 미디어 재현

으로 재방문의 이유를 제공하고 신체적 기억과 향수로서 롯데월드 어드벤처 스

펙터클의 환등상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오프라인 공간

과 온라인 공간은 통합되고 연계되며 경계가 흐려지고 확장되는 현상이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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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중산층의 욕망으로서 롯데캐슬골드  

 

1) 주상복합 공간 

(1) 아파트 단지의 등장과 잠실지역종합개발계획 

잠실 롯데 단지의 주거 시설인 주상복합 롯데캐슬골드의 탄생과 의미는 강남 

도시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아파트단지 개발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잠실지

구개발은 도심 과밀 방지를 위해 강남의 영동, 잠실, 천호를 연결하는 지점에 부

도심권을 마련하려는 아파트 도시 건설 계획이었다(대한주택공사, 1992).209  

한국의 주택난은 해방 후 동포 귀환으로 주택 사정이 악화된데 이어 6 · 25사

변 중 전국 주택수의 4분의 1인 60여만호의 주택이 파손되어 더욱 심화되었다. 

1960년대 이후 인구 포화 상태에 이른 강북은 주택난과 수도의 방위 · 안보 문제

에 직면하게 되었다(한종수 · 계용준 · 강희용, 2016: 21).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도시화가 추진됨에 따라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계획이 시작되었다(대한

주택공사, 1992).210 박정희 정권은 도심 기능을 분산하여 안보 위험을 최소화하

고, 남침 시 피난할 경우를 고려하여 강북 개발을 억제하고 강남을 개발하는 정

책을 펼쳤다(한종수 · 계용준 · 강희용, 2016: 22). 강남 일대가 개발되며, 잠실이 

부도심으로 개발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경인개발주식회사’가 1970년 11월 3

일에 잠실지역 공유수면 매립공사 인가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다음해 2월 

11에 인가를 받고, 6월 21일에 착공, 초기 예정일보다 3년 늦은 1978년 6월 28

일에 준공했다(서울특별시, 1994). 한강 본류 하중도인 잠실섬은 100만평이 넘

는 규모로, 수면을 매립하여 육속화하는 작업은 난공사였기 때문에 준공이 늦춰

졌다. 잠실 구획정리사업은 잠실지역 공유수면 매립으로 얻어지는 77만평에 국

                                                 
209 잠실지역종합개발계획은 세계 최초의 도시설계에 의한 구획정리였다(서울특별시, 1994: 

213).  
210 당시 경제개발계획은 경제성장에 주력하여 주택정책부문에는 비교적 적은 투자를 하였다

(대한주택공사, 1992: 230). 



 

125 

공유지 48만평을 더해 약 340만평에 달하는 광역 개발로, 기존의 평면적 개발방

식에서 벗어나 대상지역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 입체적인 도시설계를 통해 이

루어졌다. 이러한 개발방식의 변화는 1960년대 구획정리사업이 평면적 도시 확

대만을 가져왔다는 비판과, 1945년 영국의 신도시(New-Town) 계획의 파급, 그

리고 국내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1970년 제6회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반

납하였던 사건에 대한 반향이었다(서울특별시, 1994: 214).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9월경 서울시장에게 종합운동장 등 대규모 체육공원을 포함한 잠실지역 

개발을 지시하였고, 홍익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박병주 교수가 4개월 가량의 기간

에 걸쳐 면적 1,000ha, 인구 25만을 수용 가능한 잠실 뉴타운 계획을 수립했다. 

잠실 뉴타운 계획은 다음과 같은 10개 항을 중점으로 설계되었다.  

 

1) 전통적 마을의 유기적 커뮤니티 조성, 2) 고수준의 교육시설, 3) 주

민의 정서생활과 커뮤니티 활기를 부여할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4) 도

시 지역의 경관 음미가 가능한 녹지계통의 형성, 5) 입체적 공간 구성

과 도시 경관으로서의 시각적 · 심리적 상징성을 부여한 랜드마크, 6) 

군집을 위한 중심지구의 시각적 · 체험적으로 고밀한 분위기, 7) 도시

다움의 구현과 도시구조적 바탕이 되는 대규모 사업기능의 유치, 8) 

소득, 가족 구성, 감수성, 생활양식 등의 다양화를 고려한 주거형식의 

다의성, 9) 옥외 주민활동과 다수 군집 형성의 편의를 위한 원활한 교

통체계, 10) 공해 없는 환경(서울특별시, 1994: 216-221). 

 

이러한 설계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잠실대단지 건설사업은 1975년 3월

~1978년 10월 동안 이루어졌다. 잠실 아파트 단지도 일찍이 소득계층에 따라 

7.5, 10, 13, 15, 17, 19, 23, 25평형으로 다양하게 설계되었다(대한주택공사, 

1992: 134). 잠실 아파트단지는 선도형 시범주택으로 설계되었는데, 시설, 설비, 

규모의 측면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의 심화와 발전에 있어서 선도적이었다(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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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1992: 134). 잠실대단지는 처음부터 계획된 뉴타운으로, 공공시설과 

교육시설, 보건시설, 서비스시설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최초로 아파트단지내에 

실내외 수영장을 포함한 실내체육관을 갖추었다(대한주택공사, 1992: 383). 

1975년 11월에는 개설준비위원회가 잠실관리본부로 개편되면서 한국 최초로 주

택관리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관리본부를 설치하였다(대한주택공사, 1992: 533). 

단지의 관리는 관리본부 외에도 주민들에 의해 자치적으로 이루어졌다. 잠실단

지별로 어린이 환경보호대가 조직되어 녹지보호운동을 전개하였다(대한주택공

사, 1992: 533). 주부들은 어머니합창단을 조직하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매년 

단지 대항 어머니배구대회와 테니스대회 등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대한주택공

사, 1992: 533). 공사는 이에 맞춰 단지마다 테니스장을 설치하였고, 잠실단지개

발계획을 마치는 1978년도에는 연건평 785평 규모의 새마을체육관을 설립하였

다(대한주택공사, 1992: 533). 이 체육관은 지하 302평의 수영장과 1층 319평의 

경기장을 포함하였다. 잠실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들은 공동생활을 통해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 참여정신을 강화하였고, 이러한 단지의 분위기는 단지 새마을 운동

으로 발전되었다(대한주택공사, 1992: 533).211 

잠실대단지 개발은 단일 사업체가 10만 인구가 수용 가능한 신도시건설사

업을 3년 만에 수행했으며, 다양한 소득계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혼합 배치했고, 

주변 환경과 생활조건 시설을 갖추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서울특별시, 1994: 

225). 공사는 서울 시민들의 소득을 조사하여 단지 주택의 평면 평수를 정했는

데, 가구당 월소득이 44,000원인 가구에게는 7.1~7.4평 규모의 아파트를, 

58,000원인 소득가구에게는 9.4~9.8평, 73,000원인 소득가구에는 13~13.5평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서울특별시, 1994: 228). 이에 따라 잠실대단지를 이

루는 5개 단지는 소득층에 맞추어 7.5평의 저소득층 주택에서부터 25평의 중소

                                                 
211 잠실에서 비롯된 단지새마을운동은 전국 각 단지에 확산되어 도시새마을운동의 핵심이 되

었다(대한주택공사, 1992: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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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층 주택에 이르기까지 모두 10여종의 평면 형태가 혼합배치 되었다(서울특별

시, 1994: 228). 20평 이하의 아파트군으로 이루어진 1~4단지의 건설 이후, 5단

지는 잠실대단지에 전체적인 ‘격조’를 높이기 위해 고층 아파트단지로 건설되었

다(서울특별시, 1994: 230). 고층 아파트의 평면은 입주자의 취향에 맞추어 5종

류로 설계되었다. A형은 각각 23과 25평 규모로 거실을 가운데 두고 양측에 침

실을 두어 한옥의 전통을 살렸으며, B형과 타워형은 23과 25평 규모로 주야공간

을 분리한 서구식으로 건설되었다(서울특별시, 1994: 231). 기술과 개발 방식을 

집대성하여 실행한 잠실종합개발계획은 한국 도시설계의 한 모델이자 표본이 되

었으며, 틀을 제공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2) 중산층을 위한 물적 토대이자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잠실 아파트 단지 

2002년에 착공하여 2005년 12월에 완공한 잠실 롯데캐슬골드는 149m에 

이르는 지상 36층, 지하 7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로, 잠실지역 중심부에 위치

하여 도시 랜드마크로 기능하는 잠실 롯데 단지의 일부를 구성하고, 소득과 생활

양식의 다양화에 따른 주거형식으로서, 중산층의 물적 토대이자 욕망의 대상으

로서 의미를 가진다. 

박정희정권은 중산층을 도시의 주요 노동력이자 발전의 주축이 될 계급으로, 

안정적인 관리 · 사무직 봉급생활자라 상정하고, 이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통해 

노동생산성 향상과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하고자 했다(김재원, 2016). 산업화 · 

도시화 · 핵가족화에 따라 증가한 주택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는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계획 주택사업의 일환으로 1962년 7월 1일에 대한주택공사를 창립했

다. 당시 주택이라고 하면 단독주택을 떠올리는 게 보통이었으나, 주택 전문가들

은 좁은 국토면적을 고려하여 고층 아파트 단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

한주택공사, 1992: 115). 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는 1961년 10월 15일에 첫 대

규모 아파트인 마포아파트를 착공하였다. 대한주택공사는 대단위 단지를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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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0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인 마포아파트를 건설하였는데, 신혼부부, 아이가 있

는 집, 대가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계하고, 당시로서는 획기적으로 엘리

베이터, 중앙집중식 난방,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중산층의 입주를 유도했다. 

마포아파트는 경제 사정에 따라 6층으로 축소 건설되었으나, 해외의 아파트단지

를 참고로 한 건물의 미관은 외국 건물에 비견되었고, “명동이 이사 왔다”는 말

을 들을 정도로 유행을 끌며 마포아파트를 소재와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제작되

기도 했다(대한주택공사, 1992: 102). 당시 서울 시내의 아파트는 소득이 낮은 

입주자들의 관리 소홀로 인해 노후화된 ‘빈민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포아파트는 최신 설비와 미관으로 중산층 에게 소구하였고, 아파트단지라는 

개념을 일반에게 인식시켜 준 효시가 되었으며, 한국 아파트시대의 막을 열었다

(대한주택공사, 1992: 102). 1969년에 착공한 한강맨션아파트는 본격적인 중산

층 아파트로, 세부 소득층에 맞추어 27, 32, 37, 51, 55평형으로 건설되었다(대

한주택공사, 1992: 112). 한강맨션아파트는 교통의 편리함, 교육시설의 완비, 한

국 최초의 중앙공급식 중온수보일러 설치, 어린이 놀이터, 정원, 주차장, 쇼핑센

터, 온수 상시 공급, 침대생활양식, 단지 주위 울타리 설치 및 경비원 배치 등이 

특징으로, 평수를 넓힘으로써 중산층의 아파트 선호도를 높이고 고층아파트 붐

을 일으켰다(대한주택공사, 1992: 120). 

서울시는 중산층이 주택을 소유하도록 차별화된 개발과 분양 방침을 펼쳤으

며, 사회적으로 주거소유의 여부가 중산층의 기준이 되었다(김재원, 2016). 그러

나 정부 정책이 민간 주택건설사와 시장에 의존하며, 주거비부담 비용과 지가가 

급등하여, 도심에 지어진 중산층 아파트는 상류층만이 구매 가능한 가격으로 매

매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은행을 설립하고 중산층 봉급생활자

에게 대출을 통한 주택소유를 권장했는데,212 이러한 상황은 주택이 자본축적의 

                                                 
212 정부는 1960년대 후반부터 대중의 자가 소유 열망을 ‘마이 홈’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

께 건설 촉진 정책 추동으로 부추겼다. 1967년 설립한 주택은행의 전신인 주택금고 슬로건

은 “사람은 사람 사는 곳에 살아야 한다”였다. 주택은행은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를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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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자 투자의 형태로 인식되었음을 드러낸다(김재원, 2016: 349). 이와 같은 

서울시 주택정책에 따라 아파트는 중산층의 공간적 욕망이자 투자의 대상이 되

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압축적 경제성장은 정부관리, 간부급 사무직 근로자, 

학자, 예술가 등으로 이루어진 ‘신중간층’의 증가와, 국민 소득 증가에 따른 주거

생활 향상의 욕구로 이어졌다(박인석, 2013: 20). 이에 대응하는 주택 환경의 확

보는 주택건설사업의 중요한 과제였다(대한주택공사, 1992: 204). 1978년에 강

남고속버스터미널 주변으로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며 주택경기는 고조에 이르러 

국민 생활 환경이 아파트주택으로 전환되었고, 1가구 2주택 이상의 현상이 나타

나게 됐다(손정목, 2003c).213 손정목(2019c)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중앙난방

식 보일러와 도시 가스, 세탁기의 보급, 열쇠 하나로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 출입 

체계에 따른 것인데, 입주가정부가 없어지고 시간제 파출부가 일반화되며, 주부

들은 인근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여가시간을 즐기는 새로운 주부생활을 향유하게 

되었다. 1970년~1980년대에 강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며, 강북 거주자들 중 자

금 운용 능력이 있는 가구들이 강남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들은 주로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과 ‘4년제 대학 이상의 고학력’을 가진 핵가

족 집단으로, 최신 아파트의 편의성과, 강남에 새로이 건설되거나 옮겨진 도시 기

반시설과 교육시설을 이유로 강남 아파트에 이주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손정

목, 2003c: 357). 강남 주거의 평균 규모는 서울 시내 다른 지역에 비하여 고급 · 

대형의 특징을 가지며, 강북 개발 억제 정책에 따라 강남으로 이주한 접객업소와 

강북 인구를 끌어들일 만한 대형 백화점, 쇼핑몰들이 강남 아파트단지 근린에 위

                                                 

과 동시에 담보로 시장 교환 가치를 가진 상품이 되었다. 1970년대 강남에 세워진 초대형 아

파트 단지는 근대화된 서구식 주거공간으로 1960년대 중산층들이 주축을 이루어 분양을 받

았다. 건설사 광고와 모델하우스는 아파트에 대한 욕망을 부추겼으며, 초대형 아파트는 주거 

공간이자 이상적인 삶을 상징함으로써 중산층의 물질적 · 문화적 조건이 되었다(김아람, 2013: 

61-64). 
213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했는데, 1989년 이후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아파트가 한국 도시 주거양식의 주를 이루게 되었다(박배균 · 장진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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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였다(손정목, 2003c: 362). 유행을 비롯한 강남 소비문화의 활성화는 자연

스러운 현상이었다.  

강남에 아파트 단지가 늘어날수록 일반 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지로 변했고, 

아파트 단지와 일반 시가지 주택지는 거주 계층을 구분하는 지표가 되어, 아파트

로의 이주는 사회계층 상승의 표상이 되었다(박인석, 2013: 22). 아파트 외에도 

주상복합건물이 새로운 거주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주상복합은 다기능의 복합용

도건물에 주거기능이 주가 되는 상업, 업무 및 기타 기능을 유기적으로 포함한 

특성을 가진 건축물이다(방세환, 2005: 12). 주상복합건물의 모든 기능은 보행

동선으로 상호 연결되고, 건축적으로 연계성을 가진다. 한국의 주상복합건물은 

아파트 단지 개발과 같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었는데, 초기 서울 도시 개발

에 있어 직주분리로 인한 교통난과 도심 공동화 현상을 개선하고, 토지이용률을 

극대화하며, 주택을 공급하는 일환으로 건설되었다(김주희, 2008: 12). 주상복

합건축물의 개발은 1960년대 도심부에 세운상가아파트를 시작으로, 1980년대 

이후 급속 경제발전에 따라 활기를 띠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IMF가 발발함에 

따라 주거 비율 완화, 분양가 원가연동제 폐지 등으로 분양가가 자율화되어 이익 

극대화의 수단으로 개발되었다. 2000년대 이후의 주상복합건축물은 경제적 이

익 추구와 새로운 주거 형식의 요구를 바탕으로 건설되었다. 한국의 도시화에 따

른 법과 제도, 사회적 · 문화적 · 경제적 배경 속에서 발전한 주상복합건물은 오

늘날 고급화, 대형화, 초고층화의 특징을 가진다.  

‘중산층의 꿈’으로서 아파트는, 거래를 통한 환금성의 재산 증식 수단이 되

기도 했다(박인석, 2013: 22). 민영 대형 개발업체와 건설업체가 주도적으로 시

행한 아파트 단지 개발사업은(박철수, 2013), ‘내 집 마련’을 위해 재산을 투자하

는 시민들과,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 전략’으로 인해 활황이었다(박인석, 2013: 

26). 아파트 건설은 투기자금을 기반으로 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이 되었고, 

‘강남 불패’, ‘부동산 불패’, ‘아파트 불패’ 등의 신화와 열풍을 일으켰다(박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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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 중산층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계획된 아파트 단지는, 점차 중산층 이

상을 소망하는 이들의 투기 종목이 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부동산투

기는 주택가격의 폭등, 소형주택사업의 침체, 자가 보유율의 급격한 하락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시켜 저소득층의 생활기반을 위협하고,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며, 

계층간 위화감을 조장시키는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대한주택공사, 

1992: 230). 또한, 1980년대 중반까지의 주택정책은 경제성장에 주력함에 따라 

주택 구입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주택공급에 치중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

어 저소득층의 주택문제가 악화되었다(대한주택공사, 1992: 209). 이에 1987년

에 출범한 제6공화국은 제6차 5개년계획과 함께, 개인소득수준에 상응하는 주택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저소득 근로자와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 200

만호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였다(대한주택공사, 1992: 210). 그러나 아파트를 

둘러싼 투기와 욕망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기술과 경제의 발전에 

따라 고층 아파트 건설은 더욱 큰 규모로 이루어졌다.  

 

2) 주거 공간의 브랜드화 

‘롯데캐슬’은 국내 최초의 브랜드 아파트다. 1990년대까지 아파트 이름은 건

설업체를 따라 지어졌다(박인석, 2013: 182).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완화하였고, 건설업체들은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해 브랜드 마케팅을 시작하였다(박인석, 2013: 183). ‘롯데건

설’은 1999년에 처음으로 브랜드 아파트 ‘롯데캐슬’을 론칭하며 주거 공간의 브

랜드화를 선도했다(롯데, 2017: 14).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롯데캐슬’을 비롯

하여 ‘래미안’, ‘e-편한 세상’ 등의 브랜드 이름이 등장하였다. 주거 공간의 브랜

드화는, 주거가 거래나 투기와 같은 상품화에 기반하여 복지나 거주 등 주거를 

위한 ‘공간적 실체’ 외에도 아파트의 이미지가 소비를 자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권현아 · 백진, 201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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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상표명에 대한 기대와 욕망은, ‘웰빙 바람, 신분상승과 과시욕구, 지성과 첨

단생활의 추구, 예술적 생활의 추구, 가정의 행복 추구, 꿈과 희망의 추구, 그리

고 부자열풍’으로 분석되는데(채완, 2004), 한국 도시에서 브랜드 아파트는 거주

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지표이자, 욕망의 상징이 된다. 한편으로는, 아파트의 브

랜드화 현상이 아파트 단지라는 공간 특성상 공공환경인 공간과 시설들까지도 

상표로 칭해지는 상품화하였다는 비판이 있다(박인석, 2013). 롯데캐슬골드는 

이러한 상품화를 추동하고 가속화하였다.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롯데캐슬골드는 2002~2005년에 롯데건설에 의해 

시공되었으며, 지상 36층, 지하 7층으로 아파트 400세대와 오피스텔 40세대를 

포함한 149m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다. 롯데캐슬골드의 구성형태는 주거, 업무, 

판매로 이루어져 있다(김주희, 2008: 35). 주거 공간인 롯데캐슬과 달리, 롯데캐

슬골드는 주거 공간과 상업 공간이 접목된 구조와, 인근의 대형백화점과 마트, 공

원, 병원, 생활문화시설 등의 편의시설로 인한 편리함과 안락함의 고급화를 강조

하여, ‘주거의 명품화’를 컨셉으로 홍보하였다(롯데, 2017: 265). 대형 상업 공간

과 문화 시설, 교통 시설인 잠실역과 버스환승센터, 자연 휴게 공간인 석촌호수

를 포함한 잠실 롯데 단지에 속해 있는 롯데캐슬골드는, 강남권 아파트가 가지는 

특징이자 상품성인 ‘인프라’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강점을 갖는다. 주거 공간이 

브랜드화됨에 따라 재벌 계열사의 브랜드는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을 보증하는 

수단이자 가격 프리미엄에 작용하는 요인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홍보되었는데(권

현아 · 백진, 2013), 롯데캐슬골드 역시 명품 주거 공간으로 강조되었다. ‘롯데건

설’은 날개를 편 독수리와 방패 형태를 결합한 로고와 ‘롯데캐슬’에 ‘골드’를 더

한 ‘롯데캐슬골드’라는 네이밍으로 고풍스러운 유럽의 성을 떠올리게 한다(권현

아 · 백진, 2013). 롯데캐슬은 광고 이미지(<그림 21-1>, <그림 21-2>)에서도 

유럽의 풍광과 호화로운 성의 이미지로 귀족주의를 표방하며, 사회적 계층화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권현아 · 백진, 2013).  



 

133 

        

그림 21-1. 롯데캐슬 광고 이미지214                    그림 21-2. 롯데캐슬 TV 광고215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매직캐슬을 전면에 내세우며 환상적이고 동화적인 

공간을 재현하려 했다면, 롯데캐슬은 고전적이며 웅장한 유럽의 성채의 이미지

로 귀족적인 공간을 재현하고자 했다. 롯데캐슬은 입주민을 ‘캐슬리언’으로 명명

하는데, 이는 롯데캐슬 거주민들에게 상징적 커뮤니티를 부여하고, 유럽 성과 같

이 고급스러운 이상적 ‘귀족사회’ 재현의 욕망을 불러일으킨다(권현아 · 백진, 

2013). 롯데캐슬골드는 주거 공간의 소유를 계층 확보와 불로소득의 기회, 그리

고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성취로 바라보는 도시 ‘중산층’의 공간적 욕망을 

자극한다. 

 

3) 공용 공간과 상업 공간의 확장 

공간 배치의 분석은 중산층 주거 공간으로서 롯데캐슬골드가 어떠한 욕망을 

조형하고자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공간의 배치는 공간 기능과 형태 

규범을 제어하여 그 공간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설계하는 일이기 때문이

다(박인석, 2013). 이웃과 왕래가 잦고 대가족이 생활하는 것이 보통이었던 기존 

주택과 달리, 아파트 주택은 가족중심 · 내부공간 중심의 생활공간이 특징이다

(박철수, 2006). 롯데캐슬골드는 카드키와 경비원들이 주거동 출입을 통제하는 

                                                 
214 출처: 롯데건설. 
215 출처: 롯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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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출입 통제 주거 단지’로, 이러한 출입 통제는 보통 ‘프라이버시’ 보호나 

방범, 단지 내부 시설의 무단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다(박인석, 2013: 100). 

주상복합인 롯데캐슬골드의 경우에는 상업 공간인 저층부의 캐슬플라자와 주거 

공간인 상층부의 롯데캐슬이 각기 다른 출입 공간과 엘리베이터를 가지며, 롯데

캐슬의 경우에는 카드와 경비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된다. 박인석(2013)은 외부

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주거 단지 형태가 1990년대 이후 나타난 ‘관행적인 담장 

치기’로, 일종의 경계 표시 욕구가 관행과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0세기 초 유럽의 근대 건축은 주변의 불량 과밀도시를 제거하고 녹지

의 고층 주거를 대량 건설하는 경향을 가졌는데, 이러한 도시계획 이념을 옮겨온 

것으로 볼 수 있다(박인석, 2013: 102). 이와 같은 고층 주거 설계는 주변 도시 

공간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내향적이고 자족적인’ 공간 구조를 띠게 된다

(박인석, 2013: 103). 도시경관의 황폐화, 주거지와 도시공간의 소통 부재, 폐쇄

적 단지환경으로 인한 고립 현상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오랜 지적이다(박철수, 

2013: 18). 롯데캐슬골드는 두 채의 타워형 건물이 저층부의 상업 공간에서 연

결되는 형태로, 잠실역에 위치한 특성상 주변 자연환경을 독점하는 형태는 아니

다. 그러나, 여전히 거주 공간을 폐쇄적인 사적 공간으로 지키고 있다.216  

롯데캐슬골드의 상업 공간인 캐슬플라자의 배치에서는 잠실 롯데 단지를 염

두에 둔 롯데의 유통 전략을 포착할 수 있다. 캐슬플라자의 식당가는 롯데그룹이 

유통한 브랜드 프렌차이즈들이 특징적으로 입점해 있다. 상업 공간은 롯데캐슬

골드와 잠실 롯데 단지, 두 차원에서 공간 연계의 기능을 가진다. 롯데캐슬골드

의 측면에서, 복합건물의 주거공간과 상업 공간은 상호 연결되어 주민에게 생활

에 필요한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케 해주고 상가의 상품 판매량 안정성 

                                                 
216 문태균(2006)은 현대 사회가 개인주의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주택의 의미가 모순적으로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변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와 정체감을 표현하기 위한 대상물로 주거 공간을 공개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적 의존도에 따라 주거 공간의 공적 공간의 성격의 강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문태균, 

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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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롯데캐슬골드는 롯데그룹 유통의 전략적 측면

에서 설계 · 배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주상복합건물의 상업 공간은 주

거공간과 한 건물에 존재함으로써 일상적인 생활과 체험이 이루어지는 제3의 장

소이자, 거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과의 공용공간으로 기능하며 도시와의 연속성

을 유지하는 매개의 역할을 담당한다. 롯데캐슬골드의 상업 공간은 사적인 주거

공간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도록 돕는 외부 게이트의 기능으로도 작동한다. 잠

실 롯데 단지로 확장하여 봤을 때, 주거와 상업의 복합적 기능과 공간적 연계의 

측면에서, 2002년에 착공하여 2005년에 완공한 롯데캐슬골드는 2010년 착공하

여 2016년 완공한 롯데월드타워 · 몰과 유기적 관계성을 갖는다. 이미 저층부에 

상업 공간을 갖추고 있지만, 거주민은 필요에 따라 길 건너편의 롯데월드타워⋅

몰,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방문함으로써 더욱 폭넓은 소비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

다. 롯데캐슬골드는 지하철 2호선 7, 8번 출구에 자리하여, 교통과 날씨의 구애

를 받지 않고 지하도를 통해 손쉽게 맞은편으로 이동할 수 있다. 롯데캐슬골드는 

주상복합건물로서 사적인 주거공간과 공적인 상업 공간을 수직적으로 분리함과 

동시에 연결하고 있으며, 보다 확장된 형태로는 공용공간이자 통로인 잠실역으

로 연결되어 롯데월드타워 · 몰과 수평적 연계성을 간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잠

실 롯데 단지에서 롯데캐슬골드가 가지는 유기적인 성격은 롯데 유통업과 여러 

사업 부문이 협업하여 거대한 단지를 이루는 특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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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통로로서 잠실역 

 

1) 서울 도시 개발과 잠실 지하철 건설 

(1) 88서울올림픽과 서울 도시 개발 

서울시는 1974년에 잠실지구종합개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잠실 부도심 개

발을 위해 잠실지구 구획정리를 시작하였다. 서울시는 1971년 5월 4일에 국제적 

대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20개년계획안을 발표하였다(김백영, 

2017).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초고층 시가지 재개발, 강북 외의 부도심권 개발, 

지하철 등 고속대중교통망 확충이 거론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전개된 한강

개발사업의 목적은 강북 도심과 강남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217과, 여름

철 한강의 강물 범람을 막기 위한 제방 건설 등이었다. 잠실지역은 문화 및 교통

의 도심기능이 강화된 중심상업지역으로 개발될 계획이었다(롯데건설주식회사, 

1994). 88서울올림픽 주최가 확정되자, 강남의 개발은 서울 재개발 · 부도심 조

성 계획과 함께 잠실 올림픽타운 조성을 위한 행사시설과 접근시설 마련으로 이

루어졌다(김백영, 2017) 국제 규격의 경기장과 레저 시설, 선수촌과 언론센터, 교

통 시설과 관광 시설의 확충이 급격히 이루어졌다(김은혜, 2016). 1980년대에는 

88서울올림픽 대비를 위한 올림픽대로 건설, 한강시민공원 조성, 운수로 개발,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 건설, 한강변 오픈스페이스 조성과 더불어 강남 지역 교

통망 정비가 주요 사업 대상이 되었다. 또한, 한강개발사업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

라 간선도로 건설과 지하철 건설이 시작되었다. 그 중 지하철은 지상이나 고가철

도보다 많은 건설비를 소요하지만, 전용노선으로 여러 차량이 동시에 짧은 배차 

간격으로 단독 운행되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보다 안전성과 속도 측면에 있어

서 효율적이다(롯데건설주식회사, 1994).  

                                                 
217 한강개발사업은 강남 개발을 우선 순위로 추진되었는데, 1970~1980년대에는 강북과 강

남3구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잠실대교, 영동교, 천호대교, 잠수교, 성수대교, 성산대교, 반포

대교, 동작대교, 동호대교, 올림픽대교가 건설되었다(김백영, 2017: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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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롯데 단지의 지하철역인 잠실역은 올림픽 경기장과 롯데월드, 인근 지

역의 인구를 순환시키며 집객력을 강화하는 주요 시설이다. 지하철은 도심 인구

의 분산, 위성도시 개발, 대기오염 감소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다. 1863

년에 최초로 런던에 지하철이 개통된 이래, 서구 국가에서는 보통 도시인구 1백

만명 이상의 시점에 지하철이 건설되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서울시 

인구가 6백만을 넘은 초과밀 상태에서 지하철 건설이 시작되었다(롯데건설주식

회사, 1994: 232).218 강변로와 남부순환로, 지하철 2호선219이 건설되었는데, 지

하철 건설은 중요한 강남 유입 요소로 작용하였다(김백영, 2017: 88). 지하철 2

호선 잠실역은 올림픽 경기장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여, 올림픽 관광객과 강북 인

구를 유입하고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잠실역 지하철2호선에서 바로 연결되

는 종합관광레저단지 롯데월드는 간선도로인 올림픽로와 송파로의 교차지점에 

입지하여 지역간 접근성이 뛰어났다(롯데건설주식회사, 1994: 128). 롯데월드

는 이러한 이점을 살려 올림픽 관중을 경기장과 집 밖으로 끌어내고 흡인하기 위

해 전략적인 홍보와 판촉 활동을 펼쳤다. 지하철역과 롯데 상업 공간과의 연계성

은 롯데백화점 TV 광고(<그림 22>)를 통해 홍보되었다.  

 

         

  그림 22. 롯데백화점 TV 광고220

                                                 
218 서울역에서부터 청량리까지를 아우르는 서울 지하철 1호선은 1971년 4월에 착공되었는

데, 9.45km에 달하는 길이와 내자 1백98억5천5백만원과 외자 1천9백49만달러가 소요된 대

역사였다. 1974년 8월 15일 1호선 구간이 개통된 후 순차적으로 다른 호선들이 착공 및 개

통되었다. 지하철 2호선 순환선은 총연장 54.2km에 달하는 노선으로 6년 2개월의 공사가 완

공되고 1984년 5월에 개통되었다. 서울시는 1994년 8월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을 개통한 

데 이어 5~8호선을 시공하고 9~11호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롯데건설주식회사, 1994: 

232). 
219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은 신설동~잠실 노선으로, 1980년 10월에 개통되었다. 지하철 

2호선 강남구간은 1982년에 개통되었다(김백영, 2017: 88). 
220 출처: logneun 유튜브 채널. URL: https://www.youtube.com/watch?v=p0b-UyQJg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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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실역 건설 

롯데건설은 88서울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 관련 도시 개발 사업에 합류

하여 아파트사업과 더불어 일반주택, 근린상가, 사무실, 병원 등 다양한 주택을 

건설하였다(롯데건설주식회사, 1994). 롯데는 올림픽 대비와 잠실 부도심 개발 

사업으로 1985년 7월 20일 롯데백화점 잠실점 기공식을 하고,221 1985년 10월 17

일에 잠실 종합레저타운 롯데월드 건립 계획을 확정했다.222 잠실역은 서울메트

로 2호선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8호선의 환승역으로, 부역명은 송파구청

이다. 잠실역은 2호선과 8호선이 각각 1980년 10월 31일과 1996년 11월 23일

에 개통되면서 환승역이 되었다(송민정 · 정아름, 2011). 현재 잠실역은 하루 평

균 가장 많은 방문자를 기록하는 지하철역이다.223 1966년 제1차 경제개발로 인

한 급격한 경제성장은 수송수요에 따른 수송난을 불러왔다(롯데건설주식회사, 

1994). 정부의 제2차 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건설부는 1967년 11월 고속도로 10

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롯데건설주식회사, 1994). 1952년 2월 4일에 설립된 ‘평

화건업사’는 전후 복건사업을 시작으로 1958년 2월 3일 주식회사로 전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며 성장했다. ‘(주)평화건업사’도 1968

년 8월부터 1979년 1월까지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참여하였고, 계속해서 국

내 공사 실적을 쌓다가 1970년대 건설업 해외진출 붐에 따라 1976년 3월 2일에 

사우디아라비아 ‘61-B’ 도로공사에 착공했다가 실패하여 도산하게 되었다(롯데

건설주식회사, 1994). 롯데그룹은 1978년 9월 15일 ‘(주)평화건업사’를 흡수합

병 하고, 1981년 3월 10일 ‘롯데건설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롯데건설주

                                                 
221 롯데쇼핑센터는 1985년 10월 17일에 86아시안게임 · 88서울올림픽 공식백화점으로 지

정되며 국제행사개최를 위한 유통 ⋅ 관광산업의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손정목, 2003). 
222 강남 도시 개발이 박차를 가하던 1980년대에, 롯데는 잠실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맡아, 국

내 최초이자 최대의 다목적 복합관광유통 단지를 개발하여 88서울올림픽 대회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롯데잠실개발계획’이라는 제목에서 잠실 개발의 

주체로서 롯데의 존재감이 드러난다. 잠실 개발은 지역 거주민을 위한 중심상업지구 개발의 

측면과, 88서울올림픽 준비를 위한 관광 및 위락시설 확충의 측면에서 계획되었다(호텔롯데, 

1990) 
223 서울 도시철도 공사 (2011, 8, 19). URL: http://www.seoulmet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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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회사, 1994: 59). 롯데는 잠실 개발에 착수하며 지하철 건설 사업에도 본격적

으로 참여하였다. 롯데건설주식회사는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 참여를 통한 

기술축적을 토대로, 1979년 3월 17일 지하철 2호선 강남 구간 일부를 시공하던 

도중에 지하철 2호선 3-2공구(봉천동-낙성대 입구) 건설공사에 착수하였다(롯

데건설주식회사, 1994). 1987년 5월 18일에는 ‘(주)호텔롯데’, ‘롯데쇼핑(주)’, 

‘롯데건설(주)’이 서울시의 사업을 수탁 받아 잠실역 지하광장 공사에 착수하였

다(롯데건설주식회사, 1994: 121). 롯데월드는 잠실역 지하광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건물 내외부와 지상지하를 다각적으로 연결하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도록 설계되었다(롯데건설주식회사, 1994).  

 

2)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의 교차점 

(1) 잠실역 출구 

잠실 롯데 단지 방문객은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번거로움 없이, 24시간 개방

된 잠실역 지하도를 통해 잠실 롯데 단지를 드나들 수 있다. 잠실역은 교차 지점

이자 연결 지점이 되어 단지의 시설들과 잠실 일대를 방문한 군중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잠실 롯데 단지의 문턱과 유기적인 확장을 담당한다. 잠실역의 출구

는 총 12개로, 그 중 8개의 출구가 잠실 롯데 단지 시설들과 연결되어 있다(<그

림 23> 참조). 잠실 롯데 단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출구들은 아파트 단

지나 교통시설과 인접해 있다. <표 1>와 같이, 2호선 5, 6번 출구의 경우, 잠실3

동의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와 연결되고, 8호선 9번 출구는 잠실6동 아파트단지

(잠실시그마타워아파트, 잠실푸르지오월드마크아파트, 장미1, 2, 3차 아파트), 

서울특별시 교통회관224과 연결된다.225 2호선 2-1번 출구는 잠실대교방면의 버

                                                 
224 서울시 8개 운수 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1978년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운수종사자 법정 

교육 및 자격 관리 시설. 1978년 5월 25일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새마을 교통회관 창립총회, 

7월 21일 사단법인 설립인가(교통부 장관, 근거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인가). 교

통회관 회원사로는 택시조합, 화물협회, 개인택시, 버스조합, 용달협회, 정비조합, 전세버스, 

특수여객이 있다. 
225 잠실6동 아파트단지는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과도 인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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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정류소로 연결되는데, 강북과 잠실을 이어주는 노선이다. 아파트단지 거주민

들은 잠실역을 통해 잠실 롯데 단지로 출입할 수 있고, 또한 잠실역을 보행 통로

로 생활의 편의를 위해 지나다닐 수 있다.  

 

 

그림 23. 잠실역 2 · 8호선 출구 지도226 

 

<표 3>. 잠실역 출구 

시설 출구 

롯데월드타워 · 몰 2호선 1, 2번 출구, 8호선 10, 11번 출구 

롯데월드 어드벤처 2호선 3, 4번 출구 

롯데캐슬골드 2호선 7, 8번 출구 

잠실3동 아파트단지 2호선 5, 6번 출구 

잠실6동 아파트단지 8호선 9번 출구 

잠실대교방면 버스정류소 2호선 2-1번 출구 

 

                                                 
226 출처: 카카오맵. URL: https://map.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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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역의 어두운 지하도는 항상 인공조명이 밝혀주고 있고, 길을 찾는 방법

은 지하도 곳곳에 설치된 사인물을 통해 알 수 있다. 낮과 밤, 방향에 대한 감각

을 상실한 채, 사람과 물건으로 가득 찬 미로와 같은 공간을 헤매다 보면 삼분의 

이의 확률로 롯데월드에 입성하게 된다. 지하철 출구와 시설 정보를 담고 있는 

잠실역 자체 유도사인물은 통일되지 않은 디자인과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로 인해 정보 전달 효과가 떨어지고 동선 확인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송민정 · 정아름, 2011: 243). 벽과 기둥, 심지어는 천장과 바닥에까지 빽빽하게 

설치된 광고용 스크린과 사인물들(<그림 24-1>)은 LED 조명으로 시선을 끌어 

잠실 롯데 단지를 선전하는 한편, 일사분란하게 잠실 롯데 단지의 내부로 발걸음

을 이끈다. 쇼윈도 역할을 한 유리창이나 광고판은 보통 주로 밖을 안으로 유인

하는 수단이었으나, 지하철역 내부의 스크린들은 안과 밖을 교차하며 역 외부의 

공간이자, 동시에 더 깊은 내부인 롯데 단지의 지하 출입구로 걸음과 시선을 이

끈다. 잠실 롯데 단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교차하는 잠실역에서는 안과 밖, 출

구와 입구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그림 24-1. 잠실지하광장 롯데월드몰 입구227 

 

(2) 내부 연결 

잠실역은 잠실 롯데 단지의 상업 공간과 주거공간을 내부적으로 연결한다 

                                                 
227 출처: 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 블로그.  

URL: https://blog.naver.com/lotte_tower/2210011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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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참조). 롯데월드타워 · 몰은 2호선 1 · 2번 출구, 8호선 10 · 11번 출구에

서 연결되고,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2호선 3 · 4번 출구에서 연결된다. 주거공간

인 롯데캐슬골드는 2호선 7 · 8번 출구로 연결된다. 이러한 내부적 연결은 잠실

역을 중심으로 산재한 잠실 롯데 단지의 시설들을 하나로 모아주며, 그 시너지 

효과로 집객력의 증가를 불러일으킨다. 이때, 공공을 위한 교통 수단인 잠실역은 

잠실 롯데 단지의 일부이자 경계 확장의 전략적 요충지로 작용한다. 잠실역 지하

철 건설에 참여한 롯데의 배경과, 앞서 완공 · 개관한 을지로입구역 2호선 역세

권을 강조하는 롯데백화점 본점의 경우를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연결 효과는 잠

실 롯데 단지의 기획 단계에 있었음을 반추할 수 있다. 

잠실역은 2호선과 8호선의 환승역 외에도 교통과 상업 공간을 포함한다. 잠

실광역환승센터와 잠실역 지하쇼핑센터, 잠실지하광장 쇼핑센터는 잠실역으로 

방문객을 유인하는 또 다른 주요 시설이다. 잠실광역환승센터는 잠실역사거리에

서 석촌호수에 이르는 19,797㎡ 규모와 광역버스 13개 노선을 아우르는 송파대

로 지하의 버스환승센터이다(<그림 24-2> 참고).228 잠실역은 강북, 강남, 성남

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롯데물산은 롯데월드타워 완공에 따른 교통혼잡 

우려와 잠실역사거리에서 회차하는 수도권 광역버스와 차선변경으로 인한 교통

난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 버스환승센터를 직접 시공하여 대중교통 vus익을 제고

하고 잠실역사거리 교통량을 감축하고자 했다.229 잠실광역환승센터는 게이트마

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첨단 시설과, 지하라는 위치 특성상 날씨나 낮밤에 상관

없이 이용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그림 24-3> 참고). 잠실광역환승센터는 잠

실역과 연결되어 있으며, 롯데월드타워 지하로 연결되는 출구와 인접해 있다.    

 

                                                 
228 잠실광역환승센터는 2016년 4월 개통한 광교중앙역 환승센터 이후 한국에서 2번째로 건

설된 지하 환승센터로, 서울특별시에서는 최초의 사례이다. 잠실광역환승센터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아 2014년 10월 착공, 2016년 10월에 완공되었으며, 서울메트로환경에 의해 운영

되고 있다. 
229 롯데물산. URL: https://www.lottepnd.com/tower/traffic.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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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잠실광역환승센터 평면도230 

 

그림 24-3. 잠실광역환승센터 내부231 

 

잠실역 지하쇼핑센터는 8,446㎡ 규모의 지하상가로, 139개의 점포로 이루

어져 있으며, 저렴한 의류와 통신 관련 상품을 판매하여 잠실역, 롯데백화점, 롯

데월드를 방문하는 젊은 이용객들이 주 고객층이다(<그림 24-4>, <그림 24-5> 

참조). 잠실역 지하쇼핑센터는 잠실상가관리단이 관리하며, 24시간 통로 개방으

로 시민 보행 시설으로도 기능한다(<그림 24-6> 참조). 

 

                                                 
230 출처: 서울교통공사. URL: http://www.seoulmetro.co.kr/kr/page.do?menuIdx=746 
231 출처: 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 블로그.  

URL: https://blog.naver.com/lotte_tower/2210011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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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잠실역 지하도상가 배치도232 

 

         

 그림 24-5. 잠실역지하쇼핑센터 내부233              그림 24-6. 잠실역지하쇼핑센터 출입구234

잠실지하광장 쇼핑센터(<그림 24-7>)는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10,289m²규모의 시설로, 15개의 식음료, 화장품, 의류 판매 점포로 이루어진 

상업 공간과, 디자인벤치 · 광장으로 이루어진 휴게 · 문화 공간이다. 잠실지하광

장 쇼핑센터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잠실광역환승센터를 연결하여 대중교통 

                                                 
232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URL:https://www.sisul.or.kr/open_content/undershop/undershop/undershopDetail.do

?shop_seq=31&page_div=02&menu_div=euljiro 
233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URL: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undershop/guide/gangnam/jamsil.jsp 
234 출처: 위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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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 편익을 증대하는 한편, 잠실역을 이용하는 방문객을 위한 상업 공간과 휴

게공간을 조성하였다. 또한, 420m²규모의 가변형 공연장(<그림 24-8>)을 마

련하여 최대 250여명의 관람객이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235 잠

실지하광장의 벤치(<그림 24-9>)는 공연 관람 외에도, 다양한 목적을 가진 방문

객들이 쉬며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 마련되었다. 서울지하철공

사와 롯데월드몰,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지하광장에서 문화공연을 실시하여 시민

들이 일상의 공간에서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236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무대를 마련하였다.237  

 

 

  

그림 24-7. 잠실지하광장 지하도상가 배치도238 

 

 

 

                                                 
235 롯데물산. URL: https://www.lottepnd.com/tower/traffic.do 
236 임현영 (2015, 3, 26). <이데일리>. 

URL: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00806609307256&mediaCode

No=257&OutLnkChk=Y 
237 잠실역 예술무대는 2020년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다.  
238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URL: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undershop/undershop/undershopDetail.do? 

shop_seq=41&page_div=02&menu_div=eulj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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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잠실지하광장 가변형 공연장239                  그림 24-9. 잠실지하광장 벤치240

 

3) 잠실 롯데 단지 환등상의 공간적 발현 

벤야민은 파사주를 구조적으로 실내외 구분이 모호한 “꿈”241 같은 공간으로 

해석하였다. 물리적으로 공간을 구분하고 차단하지만, 내부가 투명하게 드러나

는 유리 진열창은 파사주의 원리를 대표하는 장치로, 유동적 공간의 환등상적 효

과를 불러일으키며, 동시에 “교감 없는 눈”으로 사물화라는 주체 경험을 반영한

다(이창남, 2020: 86). 이러한 파사주 공간과 유리 진열창의 조우는 도시민에게 

안이 밖이 되고, 밖이 안이 되며, 거리는 집이, 집은 거리가 되는 “도취적 상호침

투”를 경험하게 했다(Benjamin, 1991/2005: 534). 군중으로 가득한 파사주를 거

닐며 개인은 군중이 되며, 외적인 것을 내적인 것으로, 자기 자신을 생명이 없는 

죽은 사물로 바라보는 교차가 발생한다(이창남, 2020: 88). 이를 통해 개인은 소

비자라는 정체성을 획득하며, 계속해서 이동하는 파사주의 행동 양식으로 현대

적 삶의 리듬을 습득한다(이창남, 2020: 89). 이러한 전도적 경험은 자본주의 문

화가 만연한 현대 도시 공간의 특징이다. 잠실역의 미로와 같은 인공적 지하 공

간에서 시간과 공간의 체험은 새롭게 획득된다. 여전히 지하에 머무르면서 잠실 

롯데 단지 시설과 잠실역 내부의 교통 · 상업 · 문화 공간을 넘나든다. 모호한 문

                                                 
239 출처: 롯데물산. URL: https://www.lottepnd.com/tower/traffic.do 
240 출처: 위의 사이트 
241 “아케이드는 아무런 외부도 없는 집이거나 통로이다. –꿈처럼.”(Benjamin, 1991a/2005: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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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들을 드나들며 안과 밖, 지하와 지상, 잠실 롯데 단지와 잠실역 각 공간의 경계

는 흐려지고 상호 교차한다.  

이러한 유동적 공간은 잠실 롯데 단지와 잠실역 소비문화 공간으로의 유인

과, 전도적 사물화 현상을 일으키는 장치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동시에 역침투

가 가능한 ‘틈새 공간’(interstitial space)242으로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외부

로 향하는 지하철역 출구와, 잠실역 내부로 향하는 입구는 잠실 인근 주민과 여

러 교통 수단을 거친 방문객들을 드나들게 한다. 문화 공연의 주체자로, 향유자

로, 때로는 그 이상의 의지를 위해 공공의 열린 공간으로서 잠실역을 방문할 수

도 있다. 단순한 소비문화의 논리와 과정으로 설명되지 않는 탈구적 ‘틈새 공간’

의 활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외면할 수는 없다.  

                                                 
242 호미 바바(Bhabha, 1994/2012) 바바는 문화의 ‘혼종성’(Hybridity) 문제를 논의하며 ‘제

3의 공간’,’경계선’, ‘사이-내 공간’(in-between space) 등을 상정한다. 바바는 문화를 이미 

혼종적이며 경계 사이에서 접근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헤게모니적인 공간과 전복적인 공간 

경계에 존재하는 ‘틈새 공간’(Interstitial space)에 주목한다. 상품물신의 헤게모니적 공간이

라도 이를 경험하다 보면 다른 상상력이 생기거나 연대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 가운데 ‘틈새 

공간’이 생기면서 전복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게 된다. 후기-식민주의적 문화 연구

(Postcolonial cultural studies) 분석에서 바바의 논의는 식민성을 둘러싼 문화현상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식민지배 담론은 문화의 순수성과 구분을 주장하며 자아와 타

자의 기준점에 따라 물질적 불평등을 정당화한다(Huddart, 2006/2011: 30). 바바는 이러한 

식민지배를 탈구조주의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문화와 식민주의를 탈식민적 관점에서 바라보

고 문화와 정체성의 불안정한 경계에서 혼종성을 논의한다(Huddart, 2006/201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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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잠실 롯데 단지의 미디어 파사드와 공공미술 

 

1) 미디어 파사드: 매개된 공간 경험 

초고층 마천루 롯데월드타워는 랜드마크로서 건축과 조명 기술을 통해 거대

한 규모의 화려한 볼거리로 탄생하였다. 롯데월드타워의 외벽을 이루는 4만장의 

커튼월(Curtain Wall)은 자연광을 타워 내로 흡수할뿐만 아니라, 장착된 LED 줄

로 롯데월드타워에 조명을 밝히거나 미디어 파사드를 연출한다. 미디어 파사드

란 ‘미디어’(Media)와 건축물 외관을 가리키는 불어 ‘파사드’(Façade)의 합성어

로(김현정, 2013: 169), 건축물 표면에 빛의 밝기와 색상 등을 조절하는 조명방

식을 적용하는 표현 방식이다.243 이때 건축물은 대형 스크린처럼 꾸며지고 재해

석된다. 이때, 건물의 외벽, 천정, 내벽, 바닥 등의 각 평면이나 이들을 합한 공간

에 비추는 빛은 공간과 관람객이 조우하는 인터페이스 매체가 되고, 건물 표면은 

스크린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다. 또한, 미디어 디스플레이가 건축물의 

외피가 되며, 공간에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흐리고 중첩한다(바이사 · 양지영 · 

김규정, 2013). 미디어 파사드는 건축물의 고정성을 해체하여 장소와 가치를 상

징화한다(최지영 · 노승석 · 박진완, 2010).  

조명, 영상, 정보기술(IT)이 발전한 현대에는 미디어 파사드가 일종의 건축 트

렌드 현상으로 세계 여러 도시에 설치되고 있다. 미디어 파사드의 종류는 크게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이용한 표출 방식과, 건물 외관에 빛을 투사하는 프

로젝터 표출방식으로 나뉜다(김현정, 2018). 과밀한 도시 공간에서는 대부분 빔 

프로젝트 방식보다 LED 조명을 이용한 방식으로 미디어 파사드를 연출하고 있

다. 미디어 파사드의 유형 중에는 관람객의 실시간 입력 값이나 움직임에 반응하

는 반응형 쌍방향디자인(interaction design)도 있지만(Bullivant, 2006/2007), 

예술을 위한 목적보다는 상업, 업무, 주거 등의 목적이 우선시되는 도시의 일상 

                                                 
243 서울시 경관위원회 (2010). 건축물 경관조명(미디어 파사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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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는 미리 입력한 값에 따라 빛을 조절하는 미디어 파사드가 주를 이룬다. 

한국 도시의 미디어 파사드 건축물로는 갤러리아 백화점, 금호아시아나 빌딩, 서

울스퀘어, 삼성 코엑스 SMTOWN 등이대표적이다.  

서울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그림 25-1>)은 한국 최초의 미디어 

파사드 건축물로, 2004년에 미디어 파사드를 도입했다(박정희 · 김경훈, 2012: 

103). 명품관인 갤러리아 백화점 서관의 미디어 파사드는 야간에 작동하는데, 계

절별 패션의 변화에서 착안한 디자인으로, 건물 외벽의 유리디스크 조명이 기상

조건에 따라 상이한 각도와 빛으로 반응한다(Bullivant, 2006/2007: 19). 금호아

시아나 빌딩의 Moka 미디어 캔버스(<그림 25-2>)는 건물 외벽이아닌 내벽에 

LED를 설치하여 계절이나 달 별 계획에 따라 영상 작품을 상영하는데, 주로 기

업 이미지와 관련한 연출에 중점을 둔 내용들이다. 서울 스퀘어(구 대우센터 빌

딩) 미디어 파사드(<그림 25-3>)는 줄리안 오피와 같은 해외 유명 작가의 작품

과 같이 시민들을 위한 미디어 전시를 주로 한다. 그러나 반복적 상영으로 인해 

식상함을 갖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다(박정희 · 김경훈, 2012: 103). 삼성 코엑스 

SMTOWN에 설치된 스크린형 미디어 파사드(<그림 25-4)는 대낮에도 선명한 

영상으로 랜드마크성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며(김선희 · 채완리 · 황연숙, 2019: 

381), 주로 기업 홍보 영상을 송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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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1. 갤러리아 미디어 파사드244       그림 25-2. 금호아시아나 미디어 파사드245 

 

       

그림 25-3. 서울스퀘어 미디어 파사드246          그림 25-4. 코엑스-SMTOWN247 

 

롯데월드타워의 미디어 파사드는 앞서 논의한 건축물들과 같이 LED를 광

원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반응형이 아닌 송출형이라는 점에

서 갤러리아 백화점과 구분되며, 기업이 관리하고 연출하는 부분은 금호아시아

나 빌딩과 비슷하지만, 금호아시아나와 달리 건물 외벽에 LED를 설치하였다. 또

한, 서울 스퀘어와 비교했을 때 창문형인 롯데월드타워의 미디어 파사드는 규모

와 확장성의 측면에서 보다 콘텐츠 활용의 독특함을 갖는다. 일반적인 미디어 파

사드는 해당 건축물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야 비로소 경험 가능하지만, 롯데월드

타워의 미디어 파사드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타워의 규모로 인해 인근 도심에서

까지 관람 가능하다. 미디어 파사드가 기본적으로 랜드마크라는 도심 이미지 효

과를 연출하지만, 압도적 규모로 랜드마크 건축물이 된 롯데월드타워는 도시 경

관 이미지 구성과 인지 경험 제공의 커뮤니케이션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롯데월

드타워의 미디어 파사드는 직접적으로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나타나지

                                                 
244 출처: 유재희 (2018, 4, 18).  
245 출처: 송주오 (2016, 5, 27).  
246 출처: 디자인하우스 (2012년 1월호). 
247 출처: 삼성뉴스룸 (2018,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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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지만, 랜드마크로서 물리적 형태와 기능이 융합되어 도시 이미지를 전달 · 

인지시킨다(박정희 · 김경훈, 2012: 105). 롯데월드타워의 미디어 파사드는 지각

적 확장성을 특징적으로 가지는데, 불꽃놀이와 함께 연출될 때 시각과 청각적 요

소가 결합되어 신체적 지각이 강화된다(<그림 26> 참조). 이때 관람객은 일반 미

디어 파사드보다 더 깊은 감각적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초고층 마천루에서의 미

디어 파사드와 불꽃놀이는 서울 상공을 스크린화 하는 기술적 성취이기도 하다. 

이때 정적공간은 동적공간으로 경험되며, 관람객은 시지각적 수용을 체득하게 

된다. 

 

 

그림 26. 2019년 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248 

 

2) 공공 미술: 공간의 유동화 

롯데월드타워는 해외와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복합문

화공간을 지향하며 다양한 공간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 문화예술진흥법

은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에 따라 연면적 1만m²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시에 건

축비에 0.7%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부지 내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류선정, 2016: 82). 문화예술진흥법249은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

                                                 
248 출처: 롯데월드타워 인스타그램(@lotte_worldtower). 
249 용호성 (2010). 민간공연예술단체의 경영환경 변화와 재원조성. <예술경영연구>, 17권 5

호,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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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며 방문하는 도시를 아름답게 만듦으

로써 삶의 질을 제고하고 전반적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다(양현미 · 김성

규, 2010: 156). 건축부지의 미술 조형물은 공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

치되며, 옥외공간의 조형물은 환경조형물, 환경조각(Environmental Sculpture), 

환경미술(Environmental Art), 공공 미술(Public Art), 야외 조각(Outdoor 

Sculpture)등으로 칭한다. 한국 문화예술진흥법은 건축물 미술작품이라고 명명

하는데(류선정, 2016: 83), 보통은 일상공간에 공공의 성격으로 설치되므로 ‘공

공 미술’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Miles, 1997/2000: 21). 공공 미술은 시민

이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경관을 질적으

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류선정, 2016: 88).  

롯데월드타워의 인스타그램 계정(@lotte_worldtower)에서는 “도심 속 아

주 특별한 미술관”을 자처하며 공공 미술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건설과 함께 설치된 대표적인 공공 미술로는 하우메 플렌자(Jaume Plensa)의 

<POSSIBILITIES>, 노준의 <LIFE AS MARSHMALLOWS>, 라스빗의 

<DIVER>, 김주현의 <LIGHT FOREST>, 전준호의 <BLOOMING>, <괴테의 

동상>이 있다. 하우메 플렌자의 <POSSIBILITIES>(<그림 27-1>)는 한글을 사용

하여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아레나 광장에 설치됐다. 노준의 <LIFE AS 

MARSHMALLOWS>(<그림 27-2>)는 월드파크에 설치된 작품으로, 작품에 기

대거나 앉아서 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라스빗의 <DIVER>(<그림 27-3>)은 

미지 세계 탐험, 중력을 거스르는 자유로움과 같은 인간의 꿈을 테마로 한 체코 

전통 ‘핸드블로잉’ 작품으로, 롯데월드타워 1층 다이버홀에 전시되어 있다. 김주

현의 <LIGHT FOREST>(<그림 27-4>)는 피보나치 수열에서 착안하여 빛의 응

집과 확산, 자연의 규칙에 따른 아름다움 형상화 한 작품으로, 아레나 광장에 설

치되어 있다. 전준호의 <BLOOMING>(<그림 27-5>)은 풍요로움과 행복, 사랑

과 감사를 꽃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롯데월드타워 남문 출입구에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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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괴테의 동상>(<그림 27-6>)은 롯데와 베를린시, 독일 괴테 재단이 

함께 건립한 동상으로, 독일 조각가 프리츠 샤퍼(Fritz Schaper) 작품을 재창조하

였으며 월드파크에 설치되어 있다.  

 

         

그림 27-1. 하우메 플렌자                           그림 27-2. 노준  

<POSSIBILITIES>250                 <LIFE AS MARSHMALLOWS>251 

 

         

그림 27-3. 라스빗                              그림 27-4. 김주현 

<DIVER>252                                <LIGHT FOREST>253 

 

         

그림 27-5. 전준호                        그림 27-6. <괴테의 동상>254

<BLOOMING>255 

 

 

                                                 
250 출처: 롯데월드타워 인스타그램(@lotte_worldtower). 
251 출처: 위의 사이트. 
252 출처: 위의 사이트. 
253 출처: 위의 사이트. 
254 출처: 위의 사이트. 
255 출처: 위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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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공공 미술 작품들은 전통적 미술 작품과 달리, 관람객과의 거

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28-1> 참조). 작품으로 심미적인 경험을 제공하

면서도, <그림 28-2>와 같이 한 공간에서 유동적으로 다른 행사가 진행될 때는 

거리감 없이 시민과 밀착되기도 한다. 롯데월드타워에서는 참여형 작품(<그림 

28-3>)도 다수 설치된다. 관람객들은 작품을 가까이에서 관람하는 것을 넘어서, 

손으로 만지고, 앉고, 발로 디디며 온몸으로 체험한다. 이때 롯데월드타워는 상

업 공간에서 ‘미술관’으로, 다시 ‘놀이-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롯데월드타워의 공

공 미술은 롯데월드타워가 지향하는 경관 이미지와 의미에 따라 설치되지만, 단

순한 심미적 볼거리에서 더 나아가 참여를 유발하고 놀이-공간을 제공한다는 점

에서 시민의 일상적 문화예술 향유와 도시경관 향상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

한다. 또한, 고정된 쓰임에서 벗어난 공간의 유동화 현상을 발생시킨다. 

 

               

그림 28-1. Craig, Karl                그림 28-2. 2017               그림 28-3. 롯데월드타워  

라인프렌즈 콜라보                   디네앙블랑 서울256                      트릭아트257 

할로윈 아트벌룬 258

3) 공공성과 상업성의 교차 

(1) 미디어 파사드의 공공성  

롯데월드타워는 미디어-공간으로서 문화 향유에 대한 대중의 욕망을 반사

하고 소망을 투영하는 거울로서의 스크린과 같이 작용한다. 초고층 건축물은 도

시 경관과 환경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시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지된다

                                                 
256 출처: 위의 사이트 
257 출처: 위의 사이트 
258 출처: 위의 사이트 



 

155 

는 사실은 초고층 랜드마크의 도시경관에 대한 공공성 논의를 불가피하게 만든

다. 미디어 파사드 역시 민간 건축물에 설치되더라도 대중에게 지각되며 도시 환

경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요구된다(이승지, 2015: 74). 롯데월드타워

는 초고층과 미디어 파사드를 겸비한 랜드마크로서, 서울 시민이 함께 목도하고 

공유하는 경관을 펼침으로써 공적 경험을 발생시킨다(백승한, 2018: 135). 롯데

월드타워의 미디어 파사드는 롯데라는 기업이 소유하고 제어하기 때문에 신격호 

전 롯데그룹 회장 별세의 애도와 같이 지극히 기업 사적인 용도로 연출되기도 한

다. 롯데월드타워가 천명하고자 하는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에 걸맞게, 투표와 같

은 국가적 이벤트나 세계적 이벤트, 명절 등을 기념하고 알리는 내용이 미디어 

파사드의 주를 이룬다. 볼거리 문화 향유의 욕망과 공적 메시지 전달이라는 점에

서 롯데월드타워의 미디어 파사드는 공공성을 갖게 된다.  

국가적 이벤트로는 광복절 기념(<그림 29-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격려(<그림 29-2>) 등의 미디어 파사드를 연출한 바 있다. 투표 격려 미디어 파

사드(<그림 29-2>)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합작하여, 중요한 국가적 이벤트

를 선전하는 공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 외에도 롯데월드타워는 인스타그

램 계정에서 미디어 파사드에 넣을 우리말 메시지를 공모하거나(<그림 29-3>),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사태를 격려하는 미디어파사드(<그림 29-4>)를 통

해, 민족의 문화를 기리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애국적 연출을 하였다. 이러

한 미디어 파사드는 1970~80년대 잠실 롯데월드 건설 당시 한국 전통을 교육하

고 알리기 위해 민속촌을 함께 건축하여 ‘랜드마크’로서의 책임감과 역할을 드러

내고자 했던 롯데의 행보를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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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1. 광복절 기념 미디어파사드259      그림 29-2. 투표 격려 미디어파사드260 

 

            

그림 29-3. 미디어파사드 우리말 공모261    그림 29-4. 의료진 격려 미디어 파사드262

국제 이벤트와 명절을 알리고 기념하는 미디어 파사드로는, 세계 자폐인의 

날 블루라이트 캠페인(<그림 30-1> 참조), 새해 카운트다운(<그림 30-2> 참조), 

크리스마스 루미아트쇼 ‘LOVE IN ACTION’ <STARRY NIGHT>(<그림 30-

3>) 등이 있다. 국제 이벤트와 관련한 미디어 파사드는 글로벌화를 드러내는 현

상이자, 기업으로서의 롯데보다 문화적 랜드마크로서 그 기능과 의무에 충실한 

연출이며, 공공성에 기반한 문화적 표현이 발휘되는 부분이다. 

                                                 
259 출처: 롯데월드타워 인스타그램(@lotte_worldtower) 
260 출처: 위의 사이트 
261 출처: 위의 사이트 
262 출처: 위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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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5.                              그림 29-6.                               그림 29-7.  

세계 자폐인의 날 캠페인                   새해 카운트다운                         크리스마스  

미디어파사드263                          미디어파사드264                        루미아트쇼265 

 

(2) 온 · 오프라인 공간의 교차: 소비 공간으로의 접근성 강화 

롯데월드타워는 랜드마크이자 잠실 롯데 단지의 일부이다. 롯데월드타워의 

미디어 파사드와 공공 미술은 오로지 문화예술이라는 하나의 목적만 충족하지 

않고, 복합상업공간으로서 잠실 롯데 단지의 상업 목적에 따른 선전의 효과를 함

께 일으킨다. 소비문화의 환등상적 계기는 롯데월드타워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온라인 공간이 오프라인 공간과 교차하며 드러난다. 롯데월드타워의 미

디어 파사드는 그 규모로 인해 거리를 두고 관람해야 전체 이미지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거리는 널리 알리고 공유하는 공공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

이지만, 소비 공간으로 도시민을 유인해야 하는 상업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

소가 된다. 이러한 거리의 문제는 미디어 파사드 외에도, 석촌호수에 띄우는 형

태의 공공 미술에서도 나타난다. 작품 관람과 향유를 위한 거리를 좁히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롯데월드타워는 SNS를 활용하고 있다.  

이미지 기반 SNS인 인스타그램은 일상적 기록과 트렌드 소비 · 공유를 목적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이다(나스미디어, 2021). 인스타그램이 일상의 

주요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자리잡음에 따라, 해시태그와 광고를 통한 홍보의 

요충지가 되었다. 롯데월드타워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롯데월드타워 · 몰의 미디

                                                 
263 출처: 롯데월드타워 인스타그램(@lotte_worldtower). 
264 출처: 위의 사이트. 
265 출처: 위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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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파사드, 공공 미술, 그리고 상업 공간 등을 홍보한다. 미디어 파사드에서 건물 

외벽의 미디어 디스플레이가 공간 경험의 매개체가 된다면, 롯데월드타워의 인

스타그램에서 미디어 파사드와 공공 미술의 이미지는 롯데월드타워 상업 공간으

로 유인하는 환등상으로 비춰진다. 크리스마스의 경우, 롯데월드타워 인스타그

램 계정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미디어 파사드 이미지를 게시하고, 그 외에도 

잠실 롯데 단지 전체에 조성된 일루미네이션을 함께 소개한다(<그림 30-1>, <

그림 30-2> 참조). 또한, 미디어 파사드를 비롯한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 전

체를 담은 영상(<그림 30-3>)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다. 오프

라인 공간의 볼거리를 온라인 공간의 이미지로 재현하는 것은 온 · 오프라인 공

간의 교차와 함께, 롯데월드타워 · 몰, 더 나아가 잠실 롯데 단지에 대한 접근성

을 강화시킨다. 현장에서는 볼거리와 소비문화공간을 제공하며, 온라인 공간에

서는 공적 의미를 담은 미디어 연출을 재차 각인시키고, 소비 공간으로 유인한다. 

비슷한 경우로, 롯데월드타워는 석촌호수 설치 미술(<그림 31-1>)에서 불가피

하게 발생한 거리를 ‘댓글로 소원빌기’ SNS 이벤트(<그림 31-2>)와, 롯데월드

몰 아트홀 이벤트(<그림 31-3>)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그림 30-1.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      그림 30-2.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  

소개 지도266                                    소개 이미지267

                                                 
266 출처: 롯데월드타워 인스타그램(@lotte_worldtower). 
267 출처: 위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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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3. 크리스마스 라이트 점등식 현장스케치 영상268 

 

 

그림 31-1. 석촌호 슈퍼문 설치미술269 

 

             

그림 31-2. 골드문 롯데월드타워             그림 31-3. 골드문 롯데월드타워 
SNS 이벤트270                                        SNS 게시물271

4) 예술의 집단적 경험과 기술 매체의 신체적 작용 

미디어 파사드는 단순한 이미지의 표출이 아닌 동적인 영상을 통해 건물 표

면을 “커뮤니케이션적 요소”로 만들 수 있는 미디어적 속성을 지닌다(이승지, 

2015: 76). 건물 표면에 나타나는 물리적 속성으로 인해 미디어 파사드의 커뮤

                                                 
268 출처: 앞의 사이트 
269 출처: 앞의 사이트 
270 출처: 앞의 사이트 
271 출처: 앞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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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션은 거리를 두고 이루어지며, 이러한 특징은 그 영향력을 더욱 포괄적으

로 행사하는 기회로 작용한다. 잠실 롯데 단지의 현실 공간 속에 나타난 가상의 

미디어 이미지나 비현실적인 예술 조형물은 가상을 현실 공간에 중첩시키고, 관

람자로 하여금 지각적인 몰입을 하게 한다(서상희 · 이정은, 2019: 195). 이때 새

로운 지각방식으로서 시각의 촉각성을 통한 매개된 공간의 신체적 체험은 장소

성을 재규정하고,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Bullivant, 2006/2007: 19). 박진희(2010)에 따르면, 몰입한 개인은 단순한 관

조가 아닌 적극적 개입으로 유동적 공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경험하는 체험

적 주체로 재탄생할 수 있으며, 미디어 파사드는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넘어서 적극적 참여자들 외에도 행인(spectators)이나 구경꾼(bystanders) 

같은 소극적 참여자들이 직 · 간접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기회이다.  

롯데월드타워의 미디어 파사드와 공공 미술은 가상을 현실로 끌어냄으로써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기술과 자연의 조화로 일치화 한 공간 경험

을 가능케 한다. 또한, 고정된 공간과 공간의 쓰임을 탈구하고 해체하여 새롭게 

유동적으로 재구성한다. 이러한 촉지적이고 역동적인 경험은 도시의 일상에서 

무의식적인 거리경험과 상호소통성이 맞물리면서 작동하는 공적 경험의 순간으

로 다가온다(백승한, 2018: 134). 벤야민은 기술이 만들어낸 이미지 공간

(Bildraum)에서 “신체와 이미지 공간이 서로 깊이 침투함으로써” “신체적인 집

단적 신경감응”(kollektive Innervation)이 일어나며 “범속한 각성”(profane 

Erleuchtung)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Benjamin, 1989/2008: 167). 그는 근대

적 기술 매체가 인간의 몸을 확장하며 계급을 초월한 하나의 신체를 조직하고 비

판적인 유토피아적 공동체를 조직할 것으로 낙관하였다(심혜련, 2003). 이때 개

인들의 공적 이미지 경험은 함께 목도하고 지각하는 신체의 집단적 경험이자, 깨

어나는 계기로서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러나, 벤야민이 기술 매체에 걸었던 희

망은 당시 예술 영화에 대한 형식주의적 평가에서 기인했던 것이며, 그의 유대적 



 

161 

역사철학에 근거하여 ‘언젠가 올 것’에서 희망을 시사한 것이었다. 현대 도시의 

매체 환경은 훨씬 더 복잡하고, 예술 역시 벤야민이 꿈꿨던 전복성이나 혁명 가

능성의 계기보다는 소비자를 유인하고 상품소비를 위한 홍보 전략에 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롯데월드타워의 미디어 파사드와 공공 미술은 집단적 경

험은 “화려하면서도 단조롭고,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혼종적이면서도 일관된 도

시의 모습을 여전히 반영”하고, “매순간 특이성을 발산하는 매개공간” 속에서, 

“공적 영역에서의 개인적 표현과 참여, 소통과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백승한, 2016: 123), 실제로는 상품소비문화에 친근한 환등상

적 경험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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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과 의의 

이 연구는 잠실 롯데 단지를 미디어-공간적으로 접근하여 스펙터클의 도시

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공간적 전회 이후 이루어진 미디어-공

간적 문화 연구, 잠실 롯데 단지에 대한 문화적 · 공간적 연구, 한국에서의 벤야

민 수용사를 검토한 후, 발터 벤야민이 <아케이드 프로젝트>(1991a/2005)에서 

발전시킨 환등상 개념과 6가지 분석틀을 적용하여 잠실 롯데 단지를 6가지 공간

소로 재구성하고, 각 공간소에 대한 문헌과 미디어 재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를 통하여 이 논문은 잠실 롯데 단지가 서울의 도시화 과정과 강남 개발과정에서 

탄생하고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로 성장한 ‘도시 속의 도시’임을 보여주었다. 롯

데 단지의 스펙터클을 구성하는 6가지 공간소 분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다.  

 

상품 유토피아로서 에비뉴엘 

명품 백화점 에비뉴엘은 일상에 침투한 고급 상품의 전시와 소비 공간으로

서 의미와 위상을 갖는다. 에비뉴엘은 롯데백화점의 매장 가운데 가장 고급의 명

품 백화점으로, 공간 · 경제 · 기술의 측면에서 모두 본점의 수준을 뛰어넘는 상

품공간이다. 롯데 백화점 잠실점은 기술과 진보라는 풍요로운 21세기의 꿈을 상

품 스펙터클로 보여주는 기획의 산물이다. 에비뉴엘 잠실점은 그 디자인과 공간 

배치, 조형물을 통해 황금빛 “꿈의 세계의 잔재”(Residues of a dream world) 272

를 드러낸다.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롯데백화점 잠실점으로, 다시 롯데월드몰의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으로 확장되고 변화했지만, 롯데백화점 초기의 모티브가 건

                                                 
272 Benjamin, W. (1991a/2005). <아케이드 프로젝트>,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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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인테리어와 구성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신의 것 속에서도” 

“동일한 것의 영겁회귀”와 “반복동일성의 지옥”이 계속해서 등장한다.273 상품 유

토피아로서 에비뉴엘은 새로움과 진보라는 신화적 가상이자 환등상을 투사한다. 

대형 백화점과 소비문화의 모델을 제시한 1930년대 식민지 경성의 일본 백화점

의 유산은 1960년대 산업화 과정 가운데 일본 자본으로 도시 개발에 참여한 롯

데에게 식민지적 혼종성으로 이식되어 있다. 그러나 상품과 꿈의 경계를 와해하

고 재결합시키는 에비뉴엘은 다양한 미디어 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략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주의적 자본주의에 사로잡힌 주체가 아닌, 세계시민으로서 고급 

상품을 욕망하는 주체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디지털 파노라마로서 롯데월드타워 

롯데 자본과 도시 개발 경험의 집대성으로 세워진 롯데월드타워는 랜드마크

이자 수직 도시 경관을 완성하는 초고층 마천루로, 국내외 도시 경관의 한 유형

이자 기준이 되었다. 롯데월드타워는 도시 파노라마 스펙터클의 중심이자, 파노

라마적 시각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롯데월드타워의 전망대인 서울 스카이로 향

하는 더블데크 엘리베이터 스카이셔틀은 내부 공간을 감싸는 OLED 스크린에서 

디지털 파노라마를 방송하여, 엘리베이터라는 미디어-공간에서 정신분산적이며 

촉지적인 스펙터클의 경험을 짧은 시간동안 집중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스카이

셔틀 내부에서 펼쳐지는 디지털 파노라마는 롯데월드타워를 중심에 두고 도시화 

전후의 전통적 · 현대적 서울 풍경을 재현한다. 디지털 파노라마의 스펙터클은 

수직과 수평, 과거와 현재,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고, 과거와 현재를 극적으

로 대비하여 현대 한국 도시화와 개발 발전의 첨단성을 강조하는 신화적 의미를 

전달하려 한다. 방문객은 엘리베이터에서 미디어의 가상현실에 휩싸인 채 시지

각적 신체 감각을 경험하고, 전망대에서는 초고층에서 바라보는 스카이라인 파

                                                 
273 앞의 책, 1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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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라마의 스펙터클을 마주하게 된다. 롯데월드타워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에서도 발전과 자연 극복의 신화 등의 의미와 서사를 강조한다. 롯데월드타워의 

디지털 파노라마는 감각 자극의 최첨단 오락 기술이자, 수직 도시 문화의 교육 

도구이며, 기술과 경제발전을 선전하는 환등상적 미디어-공간이다.  

 

메가 이벤트 공간으로서 롯데월드 어드벤처 

메가 이벤트인 88서울올림픽은 잠실이 상업 공간화 되고 대도시의 물적 토

대를 갖추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롯데는 잠실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한

국 초유의 대규모 관광소비문화 공간인 롯데월드를 건설하였다. 88서울올림픽

을 통해 서울 시민은 글로벌 시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기술이 매개

한 스펙터클 중심의 이벤트 문화를 욕망하며 향유하는 주체로 형성되었다. 롯데

월드의 중심에 위치한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시공간의 경계를 와해하고 확장하는 

스펙터클의 역할을 수행한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스펙터클 공간에서 낮과 밤, 

안과 밖, 시설 간, 국가 간의 경계는 흐릿해진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광고 이미

지는 전후 폐허의 상태에서 벗어나 기술과 경제 발전으로 선진 대열에 선 21세

기 한국 사회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레저문화가 자리잡은 2000년대 이후로 광

고 이미지는 촉지적으로 전환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롯데월드 유튜브 채널의 미

디어 재현은 놀이기구 탑승객의 시점을 통해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의 경험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신체적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최신 기술로 오래된 건축 시

설에 환상적 이미지를 투사하여 만들어낸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3차원 미디어 스

펙터클은 방문객을 유인하며, 한국 국민이 88서울올림픽 시기에 잠실에서 경험

한 집단적 스펙터클을 재현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SNS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공간을 지속적으로 연결하며 이용객들에게 군부독재의 기획

으로서의 88서울올림픽을 잊게 하고 오락의 스펙터클만을 기억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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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의 욕망으로서 롯데캐슬골드 

잠실대단지 개발로 시작한 아파트단지 건설은 잠실을 아파트 도시로 형성하

였다. 강남을 중심으로 개발된 도시 주거 공간으로서의 아파트 단지는 중산층을 

위한 물적 토대이자 상징이 되었다. 잠실 롯데 단지의 롯데캐슬골드는 잠실 개발

과 주거 공간 건설의 맥락에서 등장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로, 폐쇄적인 사적 공

간과 환금성의 가치가 강조되는 브랜드화 된 주거 공간이다. 롯데건설은 1999년 

국내 최초의 브랜드 아파트인 ‘롯데 캐슬’을 론칭하고, 아파트의 브랜드화에 앞

장서 다양한 광고 이미지로 중산층의 욕망을 자극하였다. 2005년에 완공된 주상

복합 롯데캐슬골드는 기존의 주거 전용 아파트 단지와 달리 저층부에 상업 공간

을 갖고 있다. 이 공간을 통해, 일상생활의 편의성, 거주민과 방문객의 공용 공간

성, 도시와의 연속성을 확장한다. 사적 공간인 롯데캐슬골드는 공적 공간인 잠실

역 지하철, 상업 공간인 롯데월드타워 · 몰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주거공간의 유

기적인 확장성을 갖고 있다. 롯데캐슬골드의 거주민은 유기적으로 연계된 공간

의 경험을 통해 폐쇄적인 ‘중산층 가족’이라는 계층성을 넘어 확장된 소비자이자 

도시민으로 지속적으로 재구성된다.  

 

통로로서 잠실역 

잠실역은 지하철 2호선과 8호선의 환승역으로, 잠실이 부도심이자 88서울

올림픽 부지로 선정됨에 따라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해 건설되었다. 롯데건설은 

잠실역과 잠실역 지하광장 건설 사업에 참여했다. 잠실역 내부의 교통 시설인 잠

실광역환승센터와, 소비 공간인 잠실역지하쇼핑센터, 소비와 문화의 공간인 잠

실지하광장 지하도상가는 잠실 롯데 단지의 지하 출입구와 이어지며, 잠실역은 

더욱 복합적인 연결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잠실역은 인근 주민들을 위한 지하통

행로이자, 잠실 롯데 단지의 집객력을 강화하는 통로이자, 교류와 문화예술 체험

의 지하철 문화를 창출하는 소비문화공간이며, 잠실 롯데 단지 시설들을 연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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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단지를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유동적 공간의 교차적 배치는 안과 밖, 

지하와 지상, 잠실 롯데 단지와 잠실역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잠실 롯데 단지

로 향하는 출구들과 스크린 광고들은 방문객을 유인하고 소비자의 사물화라는 

주체 경험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고정되지 않은 유동적 공간과 공공의 공간은 

소비 논리로부터 탈구된 ‘틈새’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잠실 롯데 단지의 미디어 파사드와 공공 미술  

잠실 롯데 단지의 공공 미술은 일상에 밀착한 예술의 향유와 유동적인 공간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거리를 두고 체험되는 미디어 파사드는 잠실 롯데 단지 

외부의 도시민에게까지 포괄적인 미디어 스펙터클의 경험을 가능케 한다(이유나 

· 정창용 · 김형기, 2013). 잠실 롯데 단지의 미디어 파사드와 공공 미술은 단지

의 공간을 유기적이고 유연한 경험 공간이자, 놀이-공간으로 변형시킨다. 미디

어 파사드를 통해 체험하는 시지각적 지각과 공적 경험은 고정된 것으로 보이던 

공간의 용도를 유동적으로 재조립하며, 현실과 가상 공간의 경계를 흐리게 한다. 

이때, 매개된 공간 경험에 몰입하는 개개인은 각자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경험자

가 되며, 집단적 신체로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매체를 통해 도시 

대중이 비판적인 집단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벤야민의 예측과 달리, 잠실 롯데 

단지의 미디어 파사드와 공공 미술은 대중이 상품문화의 꿈에서 깨어나는 계기

를 제공하기 보다, 스펙터클의 환등상으로써 상업적 유인 수단으로 작동한다.  

 

 

초기의 잠실 롯데월드는 각 시설들이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복합시설

로 기능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한 현재, 잠실 롯데 단지는 물리적 연결 

외에도 매체로 통합된 소비문화 공간을 구성한다. 보편적인 SNS부터 고도의 알

고리즘까지, 스크린의 이미지부터 3D 맵핑까지, 스펙터클 역시 보다 화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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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해졌다. 잠실 롯데 단지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은 촉지적 미디어 스펙터클과 

유동적인 공간 경험을 제공하여 단지 공간소들의 경계를 교차 · 와해하고, ‘틈새

공간’(interstitial space)을 열어냄으로써 문화적 혼종성을 강화한다(Bhabha, 

1996). 미디어-공간으로서 잠실 롯데 단지는 촉지성과 상호작용이 강하게 일어

나는 곳이지만, 이러한 경험이 벤야민이 기대한 비판적인 대중 주체 형성의 유토

피아적인 계기로 이어지기 보다는 상품문화에 경도되는 효과를 나타냄을 보여준

다.  

잠실 롯데 단지는 이제 온 · 오프라인을 포괄하는 전략으로, 단지 밖의 신체

까지 환등상적 스펙터클을 경험하게 하며 소비자로 호명한다. 일상에 침투한 미

디어는 잠실 롯데 단지의 소비문화 환등상을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광고판이 된

다. 전면에서 상품물신을 자극하는 에비뉴엘과, 진보라는 신화를 시지각적으로 

감응하게 하는 롯데월드타워, 현실 감각을 벗어난 몽환적 오락의 경험을 강조하

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거주 공간을 상품화하고 사적 영역을 소비의 영역으로 교

차시키는 롯데캐슬골드, 유동하는 공간과 빠른 순환의 리듬에 익숙해지도록 하

며 소비 공간으로 유인하는 잠실역, 스펙터클과 예술을 일상화하며 소비 공간을 

상기시키는 미디어 파사드와 공공 미술은 하나의 거대한 소비문화의 성채를 형

성한다. 이는 항상 개방되어 있고 누구나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

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비 공간과 삶의 공간을 교차하며 개인의 감각과 정신을 

사로잡으려는 상품물신의 환등상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폐쇄적 공간이다.  

 

잠실 롯데 단지는 잠실의 도시화와 상품공간화를 상업 · 거주 · 교통 · 예술

의 다각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입체적 연구 대상이다. 강남 개발로 대표되

는 한국의 도시화와 자본주의화의 맥락에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 88서울올림

픽과 긴밀한 관계 속에 태동한 잠실 롯데 단지는, 21세기라는 풍요와 발전의 꿈

이 어떻게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났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벤야민의 분석틀은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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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롯데 단지라는 대도시 문화 현상을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나 공간 권력적 접근

에 치우치지 않고 미디어-공간적으로 보다 풍성하게 탐구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동안 문화연구분야에서 잠실 롯데 단지를 하나의 분석 대상으로 아우르는 연

구나,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의 6가지 분석틀을 하나의 도시문화적 대상

에 총체적으로 적용한 연구가 없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화연구의 맥락에서, 

이 논문은 분석 대상과 방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는 벤야민의 이

론을 연구방법으로 구체화하여, 잠실 롯데 단지를 도시 공간과 커뮤니케이션 기

술이 상호작용하는 스펙터클의 문화 현상으로 분석하는 최초의 시도로서, 연구

의 의의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벤야민의 이론에 얽매이거나 치우

치지 않고, 한국적 맥락과 현대적 미디어 환경에서 벤야민을 비판적으로 수용하

려 함으로써 벤야민 수용 연구의 흐름을 이어갈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충실하려 노력했다. 또한, 소비문화나 정치적 투쟁의 공간으로만 다루어

진 잠실 롯데 단지를 미디어-공간적으로 접근한 새로운 시도라는 의미를 갖는

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벤야민의 연구가 이루어진 시대에 비해 복잡한 현재 한국의 미디어-공간 환

경은 벤야민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인 재평가와 재구성을 요구한다. 군부 독재 체

제와 일본 자본의 결합이라는 정치적 배경 속에 탄생한 잠실 롯데 단지는, 벤야

민에게서 모티브는 존재하나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문화적 혼종성과 역사적 식

민성의 문제가 드러나는 곳이다. 주체 형성의 논의에 있어서도 한국 근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 이주 노동 계층인 ‘서울의 중산층’을 전통적인 ‘부르주아 

계급’에 집중한 벤야민의 분석틀을 직접적으로 적용해서는 구체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움이 사실이다. 벤야민이 다소 낙관적으로 예측한 바와 달리, 도시민들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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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화 경험이 비판적 의식으로 발전하는 단초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현대

적 미디어-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감각경험은 대중의 욕망을 상품의 스펙

터클에 더욱 깊이 흡수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 논문의 롯데 단지 연구를 토

대로 벤야민의 미디어-공간 이론을 더욱 비판적으로 발전시키는 연구가 이루어

지기를 희망한다.   

문헌 분석에 주로 의존한 연구 방법 역시 이 연구가 지닌 한계로 남는다.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잠실 롯데 단지에서 생활하며 향유하는 도시

민들의 삶과 이야기를 함께 분석하였다면 더 풍부하고 현실에 밀착한 연구가 가

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 연구는 잠실 롯데 단지가 스펙터

클의 도시로서 어떠한 물적 토대를 갖추고 환등상적 효과를 연출하였는 지, 그리

고 그에 따른 현상은 어떠한 지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잠실 롯데 단지의 기획과 

건설, 전략과 마케팅을 살펴볼 수 있는 문헌을 주로 분석하였다. 롯데의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롯데의 상업적 측면이나 상품 이데올로기에 편향될 수 있는 위

험이 존재함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도시화와 미디어-공간의 형성에 자본이 작

용하는 것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이며, 롯데 출처의 자료 외에도 다

양한 신문사 보도자료와 논문을 검토함으로써 문화적 현상으로서 잠실 롯데 단

지를 이해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문헌 연구라는 방법론과, 

제한적인 분석 자료가 가지는 한계점은 다양한 방법론으로 접근한 후속 연구를 

통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미디어-공간적 연구와 함께, 잠실 롯데 단지를 중심으로 정체성과 공간

의 점유를 두고 지속된 정치적 갈등과 교섭이 공간-권력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연구하여 도시 속의 도시로서의 롯데 단지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잠실 

롯데 단지의 일부 시설에 국한되어 이루어진 기존의 공간-권력적 연구에서 더 

나아가 잠실 롯데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다. 공간-권력적 접근과 미디어-공간적 접근을 통합하여 한국의 식민지 유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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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담론 등을 풍부하게 보완하여 현대 도시 공간의 한 유형으로서 잠실 롯데 

단지를 포괄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스펙터클의 도시로서의 잠

실 롯데 단지 연구는 유사한 포스트-식민주의적 도시문화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동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에 대한 미디어-공간적 접근의 이론적, 분석적 단초를 

제공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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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 롯데월드 백화점과 쇼핑몰 외부에 배치된 예술작품274 

 

1 

작품명 번영, 화합 재료 청동 

작가 이일호 설치 장소 백화점 A 전면 

주제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 세계 도약의 번영의지, 화합정신 

2 

작품명 환희의 숲 재료 자기질 백토 

작가 최승천 설치 장소 백화점 A 전면 

주제 자연 형상과 색채 조화, 풍요로운 미래의 꿈 

3 

작품명 동심 재료 청동 

작가 신석필 설치 장소 백화점 B동 입구 

주제 아동과 모체, 비둘기 조형으로 평화에 대한 염원 

4 

작품명 정 재료 청동 

작가 김찬식 설치 장소 쇼핑몰 전면 

주제 인간의 정, 유기적인 인간의 형태와 친밀한 상호간의 관계 

5 

작품명 가족 재료 대리석 

작가 강관욱 설치 장소 쇼핑몰 전면 

주제 가족의 평화스러운 분위기, 현대인의 휴식공간 조성 

6 

작품명 여행 재료 대리석 

작가 전뢰진 설치 장소 쇼핑몰 전면 

주제 도시공간의 정서적 조화 

7 작품명 생동 ‘88 재료 청동 

                                                 

274 예술장식품은 백화점 A · B, 쇼핑몰 외에도 호텔, 테마파크, 스포츠센터, 옥외 주차장, 수

영장에 배치되었다. 호텔롯데 (1990). <롯데월드 건설지>. 서울: 호텔롯데. 220쪽. (2) 예술

장식품 설치 표 참고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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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이운식 설치 장소 쇼핑몰 전면 

주제 유기적이고 시각적인 공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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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ity of the Spectacle: 

a Media-Spatial Analysis of  

the Jamsil Lotte Complex 
 

Inyoung Jang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n examination of the Jamsil Lotte complex as a city 

of spectacle. Drawing from media-spatial analysis methods, this 

dissertation focused on the interactions between media and space, to 

identify the functions of the spectacle and its impact on the 

construction of the cultural identities of the complex. In doing so, the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social and cultural signification of the 

Jamsil Lotte complex within the context of urban development in Seoul, 

South Korea.  

Specifically, by employing Walter Benjamin’s theoretical notions 

such as ‘phantasmagoria’ elaborated in his distinctive exploration of 

the urban modernity, this study first reconstructed the Jamsil Lotte 

complex as multiple analytical places: Avenuel as the commodity-

utopia; Lotte World Tower as the digital panorama; Lotte World 

Adventure as the mega-event space; Lotte Castle Gold as the middle-

class aspiration; Jamsil Metro Station as the passage; and public 

artworks as the mediated spectacle. Then, the study analyz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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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and cultural documents relevant to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the complex, as well as its social media 

representations.  

The study found that the different components of the Jamsil Lotte 

complex constitutes the spectacle of consumer culture, closely 

interconnected by communication technologies – in contrast to its 

early days when each component was physically connected. In these 

digital media-saturated spaces, the physical and the virtual spaces are 

intertwined and the tactile distraction serves as the main corporeal 

experience of the spectacle. While Benjamin had hoped for a ‘profane 

illumination,’ or an awakening from the dream world of commodity, this 

study argues that the media-space experiences offered by the Jamsil 

Lotte complex reinforce the phantasmagoria of the capitalist consumer 

culture. 

This study attempted to contribute to the decolonization of media 

and cultural studies by critically appropriating Benjamin’s unique – yet 

historically conditioned – thoughts within the contemporary social and 

cultural context of South Korea. Not only that, but the dissertation also 

shows the need for critical media and cultural studies on city spaces 

to engage with issues of gender, coloniality, and hybridity. It is hoped 

that the observations and arguments herein offer some theoretical 

implications that will guide urban and media studies to examine the 

interplays between media, space, and consumer experience in a more 

systematic way in the future.  

 

Keywords: Jamsil Lotte Complex, Walter Benjamin, Passagenwerk, 

Phantasmagoria, urban spectacle, media-space 

Student Number: 2018-2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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