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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도시상황에 따른 멀티플렉스 구현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최지환

지도교수 백 진

현대사회는 교통 및 정보체계의 발달로 물리적, 시간적 경계가 해체되며 복잡

성, 복합성, 불확정성 등이 나타나는 특징을 지닌다. 도시영역에서 경계의 해체

는 공공공간과 사유공간에 대한 사유를 통해 나타난다. 모호한 경계에서 서로간

의 교차를 통해 기능적 요소가 혼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가변적 공간에서

다양한 행위가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시와 건축의 경계 위에서 위

상적 관계를 설정하는 도시건축이 등장하였으며 펼쳐진 도시상황에 따라 렘 콜

하스의 거대함 개념을 지닌 거대구조물의 형식과 베르나르 츄미의 사건, 렘 콜

하스의 혼돈, 불확정성 개념을 지닌 도시맥락적 구조와 같이 다른 모습으로 구

현되는 특성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상황에 따른 구현방식에서 나타나는 도시건축의 특성에 대

해 고찰하기 위해 멀티플렉스라는 현대시설을 선정하였다. 복합적 행위를 수반

하는 멀티플렉스는 현대도시에서 친숙한 문화시설로 작동하는 도시건축이다. 멀

티플렉스라는 새로운 시설의 등장이후 거대자본을 지닌 대기업이 영화산업에

뛰어들면서 상업기능시설과 결합한 형태의 3대 멀티플렉스가 도시전역에 퍼지

면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한편 원도심을 기반으로 극장가를 형성하고 있던

기존영화관들은 주도권을 잃고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지만 스스로 멀티플렉스

전환을 통해 지역대표영화관으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발견된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3대 멀티플렉스와 멀티플렉스로 전환한 기존영화관에서 발

견되는 차이는 도시상황에 따른 도시건축의 구현방식과 대응한다. 본 연구에서

는 신도심이나 부도심 등 기존 맥락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도시공간의 역할을

대체하려는 거대구조물 형식에 포함된 ‘브랜드 멀티플렉스’, 원도심의 기존 맥락

을 수용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도시맥락적 구조를 지닌 ‘원도심형 멀

티플렉스’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 멀티플렉스에 대

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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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도시의 두 가지 멀티플렉스에 대한 도시건축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공

간구성방식’과 ‘외부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틀을 구축하였다. 멀티플렉스의 내부

공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한 세부지표로서 ‘영역단위구성’, ‘동선체계’, ‘공간의 유

연성’, 도시공간과의 연계방식을 살펴보기 위한 세부지표로서 ‘물리적 개방성’,

‘행위의 연속성’, ‘공유공간의 유무’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대구조물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브랜드 멀티플렉스들과 현재까지 지역의 대표 영화관으로

활약하고 있는 원도심형 멀티플렉스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사례분석을 실

시하였다.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경우 공간구성방식에서는 대기영역이 축소되거나 입장영

역과 혼합 또는 흡수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입장영역과 퇴장영역이 분리되

어 거대구조물의 다양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이러한 공간구성

은 단일한 형태의 순차적인 직선형 동선을 구성하게 되고 사용자와 이용시간에

관계없이 균질한 공간경험이 이뤄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공간의 유연성에서는

상영관의 공간구조에서 나타나는 상영-관람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사회 개최, 복

합문화공간으로의 전환 등이 이뤄졌다. 이 때 앵커시설로 작동하는 브랜드 멀티

플렉스의 내부공간은 상업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대구조물이 성립가능토록

최적화된다.

한편 외부와의 관계에서는 오브제로 인지되는 외관과 불투명한 입면으로 인한

시각적 교류의 차단이 나타났다. 이는 외부와의 물리적 차단을 통해 내부공간에

대한 결속력을 강화하고 소비욕구를 증진하기 위한 전형적인 상업시설의 영업

전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행위의 연속성에서는 거대구

조물의 엄청난 규모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의

흐름이 발견된다. 특히 도시하부구조와 연결될 경우 흐름의 강도는 더욱 강력해

지면서 도시공간과도 연계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하지만 거대구조물이 단독으로

계획될 경우 흐르는 공간은 거대구조물 내부에 속박되고 흐름의 시작과 끝이

결정된 상태로 도시공간과의 연계가 나타나지 못한다. 이는 공공공간으로 제공

될만한 공유공간이 거대구조물 내부에서만 나타나면서 진정한 공공공간으로 작

동하지 못하고 도시연계의 가능성을 지닌 외부광장 또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

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원도심형 멀티플렉스 사례에서는 브랜드 멀티플렉스와 달리 비균질적인 모습

의 공간구성이 드러난다. 대기영역에서 가장 큰 특성이 나타난다는 점은 비슷하

지만 공간단위요소들이 멀티플렉스 내부에 분산되어 영역단위가 해체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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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르며 사례에 따라 해체정도와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또한 멀티플렉스

내부의 수직이동수단 이용에 대한 자유도는 동선을 구성하는데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 다양하고 중첩되는 동선이 나타나지만 공간 이

용에 대한 제약이 생길 경우 브랜드 멀티플렉스와 비슷하게 순차적인 직선형

동선으로 변질되는 모습이 발견된다. 공간의 유연성은 브랜드 멀티플렉스와 마

찬가지로 상영관을 활용한 시사회 개최가 가장 흔히 일어나며 BIFF와 같은 도

시축제와 맞물려 전용상영관으로 기능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외부와의 관계에서는 광장이나 공개공지 등 도시공간과 연결되는 매개공간의

역할이 핵심적임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물리적 개방성은 소광장이나 공개공지

등을 통해 도시공간과의 매끄럽게 연계된다. 또한 투명한 유리를 사용하여 내

외부의 시각적 교류가 나타나면서 브랜드 멀티플렉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

적인 외관을 지니게 된다. 매개공간은 도시공간의 흐름을 멀티플렉스 내부로 끌

어들여 깊숙한 공간까지 연결되도록 유도하면서 행위의 연속성을 이룬다. 거대

구조물 내부에 갇힌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흐름과 달리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에

서는 시작과 끝을 지정할 수 없는 무작위적이고 다양한 강도를 지닌 흐름이 끊

임없이 교차하게 된다. 하지만 내부 공간이용에 통제와 감시가 나타날 경우 외

부와의 연계 또한 단절되는 모습이 포착된다. 이 때 단독 건물로 계획된 원도심

형 멀티플렉스의 경우 외부와의 연계성이 결여되면 내부공간의 폐쇄성이 더욱

심화되었다. 공유공간으로서도 작동하는 매개공간은 도시를 향해 제공되는 공공

공간으로서 도시와 건축의 경계를 흩트리게 된다. 특히 BIFF광장과 같이 도시

를 대표하는 공공장소로서의 광장은 공공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연계

된 멀티플렉스들의 대기공간으로 활용되면서 경우에 따라 사유화되기도 한다.

다양한 경험이 교차하는 흐르는 공간을 지닌 도시건축을 통해 도시와 건축의

경계는 흐려진다. 그러나 건축계획의 과정에서 이러한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물리적 여건을 구성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몇몇 사례에서 드러났듯 공간이용에 대한 제

약이나 오용 등으로 인한 도시건축적 특성의 와해는 도시건축이 단지 건축계획

의 단계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닌 사용자와 관리자의 관리, 운영 단계에서의 노

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게 해준다. 또한 진정한 모습의 도시건축은 도시와 건

축에서 서로를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계 맺음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와 적응을 거듭하는 모습이 요구된다.

주요어 : 도시건축, 멀티플렉스, 구현방식, 공간구성방식, 도시공간연계

학 번 : 2012-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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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도시는 지속적으로 성장과 변화를 거듭한다. 이에 따라 도시 내 주요공간들은

활성화된 시기에 따라 원도심, 신도심 등으로 구분된다. 원도심과 신도심을 이

루는 도시조직이나 공간구조 등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건축물이 입

지하는 도시환경이 달라진다. 즉 원도심과 신도심은 단지 오래되고 새로움에 대

한 개념이 아닌 이질적인 도시환경을 갖는 주요공간으로서 특화된 도시상황을

제공한다.

한편 현대도시는 건축과 도시의 경계가 해체되면서 도시영역의 공공공간과 건

축영역의 사유공간이 혼재하기도 한다. 흐트러진 경계 위에서 위상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도시건축은 현대도시의 유효한 건축형식으로 존재한다. 도시건축은 복

합적인 프로그램들로 구성되며 도시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는 특성

을 지닌다. 결국 도시건축은 동일한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원도심이나 신도심과

같이 다른 도시상황에서는 차이를 보이면서 각자 고유의 방식으로 구현될 것이

므로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멀티플렉스는 이러한 도시건축의 특성을 지닌 시설로서 다수의 상영관과 다양

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복합적인 건축물이다. 2014년 현재 대도시의 주요공간

을 차지하며 멀티플렉스가 분포되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른바 3대 멀티플렉스

가 주축을 이루는 상황이다. 한편 멀티플렉스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존재해온 기

존영화관들은 원도심을 기반으로 도시공간의 주요한 문화적 흐름을 생성하며

극장가를 형성해왔다. 하지만 멀티플렉스라는 새로운 형식의 영화관이 등장하면

서 경쟁력을 잃고 많은 곳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쇠락의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

만 멀티플렉스로 전환하면서 예전의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곳들도 존재한다.

이 때 원도심의 멀티플렉스들은 신도심의 멀티플렉스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두 멀티플렉스 사이에서 발견되는 차이는 다른 성격을 지닌 각각의

도시상황에 대응하는 도시건축의 특성화된 구현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멀티플렉스에 대한 연구들은 도시공간과 연계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보다 건축물

내부의 공간구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어 도시건축의 관점에서 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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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스를 살펴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대도시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형식의 멀티플렉스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도시건축으로서 어떠한 특성

과 차이점을 지니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

1.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멀티플렉스가 등장한 이후 한국 영화시장의 변화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현대도시에서 도시건축으로 작동하고 있는 영화관이 시설로서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고찰한다. 또한 멀티플렉스가 등장할 무렵 한국의 영화시

장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떠한 이유에서 3대 멀티플렉스가 지금과 같은 경쟁

력을 지닐 수 있었는지 알아보고 기존의 영화관들은 어떤 대응방식으로 적응

혹은 변화했는지 고찰해보기로 한다.

둘째, 멀티플렉스가 도시상황에 따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고찰한

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시건축이 도시상황에 따라 어떻게 다른 방식으

로 구현되는지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3대 멀티플렉스와 원도심의 멀티플렉스

에 대해 도시상황에 따른 다른 방식의 멀티플렉스임을 확인한다. 각 멀티플렉스

의 구현방식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해 공간구성방식, 도시공간과의 관계에서 도

시건축으로서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셋째, 멀티플렉스가 도시건축으로서 현대도시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 고찰한다. 3대 멀티플렉스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대도시의 영화관으로서

복합상업시설 내 문화시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또한 원도심과

멀티플렉스라는 시기적으로 상충하는 개념을 가진 두 요소의 만남이 현대의 도

시공간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 때 두 가지 멀티플렉스가 지

니는 도시건축으로서의 가능성 및 가치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현대도시에서 꾸

준히 존재하기 위해 유지 및 보완해야할 부분에 대해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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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주된 시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에 멀티플렉스가 등장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로 한다. 멀티플렉스의 등장이후 영화관의 시설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으며 도시건축으로서 특징을 지니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

이다. 하지만 논의될 대상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그 이전시기의 문헌자료 및 사

진자료 또한 활용하기로 한다.

공간적 범위로는 서울과 부산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역사가 일정기간이상 누적되어야만 원도심이나 신도심과 같

은 도시의 주요공간에 대한 시계열적 구분이 가능하고 현재도 원도심지역과 신

도심지역에 영화관이 들어설 만큼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대도시로서 기

능하고 있어야한다. 둘째, 서울과 부산은 각각 충무로와 종로, 그리고 남포동을

중심으로 한국 영화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도시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원도심을 중심으로 많은 영화관이 들어섰으며 아직도 해당지역에 영화관이 남

아 있는 사실상 유이한 도시이다. 따라서 서울과 부산에 존재하는 멀티플렉스를

중점적으로 도시의 상황에 따른 공간적, 건축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자료조사,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문헌연구는 멀티플렉스와 도시건축에 대한 선행연구 및 개념고찰을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멀티플렉스의 개념 및 등장배경과 도시건축의 개념 등을

정리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몇 가지 개념어들을 도출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두 가지 멀티플렉스를 분석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

구로도 활용하였다.

자료조사는 본 연구에 활용된 사실관계에 대해 정량적 수치로서 뒷받침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특히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들이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영화시장의 현황 및 멀티플

렉스의 지역별 분포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울과 부산에 존재하는 멀티

플렉스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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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분석을 진행했다.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영화관 홈

페이지, 각종 인터넷 자료, 잡지, 단행본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사례별 공간

구성방식 및 특성들을 도출하는데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장조사는 문헌연구와 자료조사를 통해 알아낸 사실을 기준으로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확인 및 비교를 위해 실시하였다. 계획당시와 현재의 건

축물 주변 상황변화 및 건축물 내부 변화를 살펴보는데 주로 활용하였으며 특

히 계획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 모습이 나타나는 사례의 경우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점이 나타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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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 3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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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도시스케일의 가로가

관입된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

<그림 2-2>

선큰공간을 통해

도시와 건축의 경계가 흐려진 코엑스

제 2 장 도시건축으로서의 멀티플렉스

2. 1 도시건축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1 새로운 도시-건축 관계의 출현

현대사회는 교통 및 정보체계의 발달로 인간의 행동양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교통수단의 선택에 따라 같은 거리를 움직이는데도 다른 시간을 소요하면

서 물리적 거리와 시간에 대한 개념이 해체되었으며 도시를 넘어 나라 사이의

경계마저 점차 무의미해졌다. 이러한 개념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끈 것은 컴퓨터

와 통신기술의 발달로서 현대사회는 정보개념을 중요시하는 이른바 정보화 사

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로 변모하였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뚜렷한 경계

를 규정하기가 힘들며 행위와 정보망으로 영역이 형성된다. 때문에 복잡성, 복

합성, 그리고 불확실성 등이 정보화 사회의 주요한 성격이 된다.

한편 도시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모습과 그 성격을 바꾸어

간다.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도시영역에서는 도시와 건축의 관계변화에 대

한 고찰이 요구되었고 이는 곧 사유공간과 공공공간의 경계에 대한 물음으로

논의를 이어가게 되었다. 즉 기능과 개체가 중심이 되던 근대도시에서 인간의

행위와 그 사이의 관계가 더욱 중요시되는 현대도시로 탈바꿈한 것이다. 인간

중심의 사회는 도시공간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근대도시에서는

도시공간에 대해 건물이 들어서고 남은 잉여공간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도시공

간이 인간의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로서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뜻이었으며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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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도시 현대도시

기능, 개체 중심

객체 간 구분 명확

인간의 행위 및 관계 중심

경계 모호, 혼재

[표 2-1] 근대도시와 현대도시

영역과 사적영역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나눠짐으로써 각 공간은 획일적인 기

능공간으로 작동되었다. 반면 현대도시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담기 위한 도시공

간이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도시공간이 건축 내부로 유입되기도 하고 건축과 도

시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밀도의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도시

내부로 유입되는 인구가 점차 늘면서 도시의 과밀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시공간에 들어선 고층빌딩 또한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

향이 나타나게 된다. 수평적인 공간체계에서 벗어나 수직적으로 확장된 공간은

도시공간에서 해결하던 행위들을 내부공간에서 이루어 질 수 있게 함으로써 도

시공간과 내부공간이 담당하던 기능적 요소가 혼재되어 나타나게 된다. 즉 공공

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은 무의미해졌으며 이로 인해 지정된 공간에서 특정행

위를 하기 보다는 가변적 공간에서 다양한 행위가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2.1.2 도시건축의 개념

도시의 변화는 곧 새로운 질서와 건물 유형에 대한 요구를 뜻한다.1) 근대도시

에서 현대도시로의 변화는 특히 도시적 관점에서 나타나며 그 안에서 발견되는

밀도, 관계, 불확정성 등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 ‘도시적2)’인 문

1) 새로운 시대는 항상 그 이전의 건축이 제시한 건물 유형과 질서로는 수용되지 않는

사태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기존의 유형과 질서를 초과하는 그 사태는 새로운 유형과 질

서의 건물이 출현하도록 자극한다.

출처: 장용순, 현대건축의 철학적 모험1, 2010, 48쪽

2) 여기에서 ‘도시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도시적 주거, 도시건축 등은 무슨 의미로

쓰이는 것일까? 도시는 3000년 전부터 존재했는데 갑자기 왜 도시적이라는 말이 건축과

관련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 건축이 도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골이나 전원에 위

치하지 않는다는 것일까? 고밀의 지역 속에 있다는 것인가? 도시적 컨텍스트에 놓인다

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건축이 도시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도시 안에 건축이 위치한다

는 뜻을 넘어서 건축이 관계적이고 위상적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출처: 위의 책, 49쪽

원문에서는 ‘도시적 건축’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도시건축’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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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

마키 후미히코,

도지마 재개발 계획의 운동 다이어그램

<그림 2-3>

루이 칸, 필라델피아 도시 순환 연구

제의식과 고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도시 안에서 출현하는 관계와 구조에 대한 성찰을 의미하며 현대도시의 건축

또한 점차 도시적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도시건축’이란 단지 도시 안에 지어지는 건축이 아니라 도시적 요소로서의

공공공간과 건축적 요소로서의 사유공간이 미결정의 경계에서 관계적이고 위상

학적인 구성을 이루는 건축을 말한다. 도시건축에서는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줄어들면서 도시에서 건축에 이르는 흐름이 유연하게 연결되

고 도시적 맥락이 자연스럽게 건축물 내부까지 이어진다. 도시공간에서 움직이

던 보행자, 자동차, 지하철 등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건물 안으로 흡수되어 순환

하다가 다시 자연스럽게 도시공간으로 빠져나가면서 도시적 순환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건물을 경험하는 동선은 한 가지로 고정되지 않으며 여러 흐름과

강도를 지닌 동선들이 건물 내/외부를 관통하고 가로지르며 건물은 도시를 향

해 투명한 공간이 된다.3)

3) 이러한 동선이 관통하면서부터 건물은 더 이상 그 경계를 정확히 규정할 수 있는 닫

히고 독립적인 단위가 될 수 없다. 건물은 그 경계가 애매해지고 보다 열려 있고 투명하

고 관계적이다. 이런 건물들은 필연적으로 동선과 섞이고, 관통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

들과 섞인다. 건물의 각 부분은 도시적 맥락과 관계를 맺고 건물들은 점점 더 도시와는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게 되면서 도시 자체와 혼동된다. 현대에 <도시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종류의 사유와 연결된 건축일 것이다.

출처: 위의 책, 50쪽



- 9 -

<그림 2-5> 내부적 결속력이 강한 도시건축과 외부와 소통하는 도시건축

2.1.3 도시상황에 따른 도시건축의 구현방식

도시건축에서 나타나는 도시적 순환은 객체 간의 구조, 흐름, 프로그램 등과의 관

계, 비율에 대한 관심을 더욱 커지게 하며 조합과 관계는 고유의 형태 자체보다 더

욱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결국 도시건축은 형태를 통한 객체로 파악되는 것이 아

니라 주변과의 관계, 즉 도시구조 안에서 파악된다. 때문에 도시건축은 단순히 건물

과 도시가 가지는 구조 속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자체가 구조적이고 관계를

가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4)

도시건축은 주어진 도시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현된다. 현대도시는 특정 건

축물 혹은 특정 장소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

적 공간으로 작동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건축물에 대해 분리된 개체로 인식하기

보다는 도시의 장소들과 연계하는 공간 및 도시구조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즉 현대도시에서 도시건축이 구현되는 방식은 건축물 내부의 계획이

나 구성만큼 마주하고 있는 주변의 도시상황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입지한 곳의 주변상황이 고층빌딩이 가득한 폐쇄적인 도시구조로 이뤄져 있다

면 건축물 내부의 결속력이 강한 모습으로 구현될 것이며 도시공간과 유기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도시와 건축이 연계된 공간들로 구성된 곳이라면 기존의 관계

들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외부와 소통하는 모습으로 구현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입지한 도시상황에 따라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시설들이 뒤섞인 모습의 도시건축과 도시공간위에 파편적으로 흩

뿌려진 프로그램들을 통해 도시의 맥락을 수용하는 모습의 도시건축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4) 위의 책,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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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렘 콜하스, Exodus, or the voluntary prisoners of architecture

(1) 거대구조물 형식의 도시건축

렘 콜하스(Rem Koolhaas)의 거대함(Bigness) 개념은 거대구조물 형식의 도시

건축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일정규모 이상을 넘어선 거대한 규모를 가진

건축물을 뜻하는 거대구조물(Mega Structure)에 대해서 렘 콜하스는 자신의 저

서 『정신착란증의 뉴욕(Delirious New York)』을 통해 더 이상 기존의 도시와

는 관계 맺을 수 없고 기존의 컨텍스트에 배타적이며 도시와 경쟁한다고 설명

하고 있다.

첫째, 매스가 임계점의 규모를 넘어서면 빌딩은 거대한 건물이 된다. 단일한 건축

적 의도에 의해 규정짓기 어렵고 조합조차 통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불가능성이 부분

들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둘째, 엘리베이터와 수직동선체계는 고전적인 건축 레퍼토리를 가치 없이 무효화

시켰다. 구성(composition), 스케일(scale), 규모(proportion), 디테일(detail)이 현재

논의의 주제이다. 이제 거대함이란 범주에서 건축의 예술성은 쓸모없다.

셋째, 거대함에서 코어와 외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입면(facade)가 더 이상 내부

를 보여주지 않는다. 건축의 정직함은 사라진다. 건축의 내부와 외부는 별개의 프로

젝트가 되어 한쪽에서는 프로그램(programmatic)과 상징성(iconographic)의 요구를

조율하고 다른 쪽에서는 도시의 오브제를 제공한다. 건축의 거대함은 도시를 확실
성의 합계에서 미스터리의 축적으로 변형시킨다.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넷째, 크기 하나만으로도 선과 악을 넘어 부도덕적 영역으로 들어간다.
 다섯째, 거대함은 더 이상 도시조직의 일부분이 아니며 도시와 공존한다.5)

5) 렘 콜하스, “S M L XL", 5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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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렘 콜하스,

The City of The Captive Globe

<그림 2-7> 렘 콜하스,

Asian City of Tomorrow

렘 콜하스의 거대함은 단지 건축과 도시의 단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와 맞먹는 규모를 통해 도시와 대등한 역할을 하는 거대구조물을 말하고자 한

다. 거대구조물은 도시 안에서 하나의 오브제로 존재하면서 내부에서는 프로그

램 간의 결속력이 더욱 강해져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처럼 기능하게 되어 건축

과 도시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든다. 즉 기존에 나타났던 도시와 건축의 관계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도시와의 관계맺음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렘 콜하스가 저술한 『정신착란증의 뉴욕(Delirious New York)』은 도

시계획에 따라 격자형으로 구성된 도시조직위에 펼쳐진 마천루들로 가득 찬 뉴

욕의 맨해튼을 대상으로 설명한다. 특징 없이 직교로 나눠진 도시 안에서 도시

의 공공영역의 역할까지 담당하며 하나의 집합으로 이뤄진 거대구조물들은 서

로 대등한 관계로서 집합을 이루며 존재한다. 기존도시와의 관계는 사라졌지만

거대구조물 내부에 또 하나의 도시를 구축함으로써 내부의 시설들 간의 관계,

흐름 등을 생성하게 된다. 즉 그가 말하는 거대함과 거대구조물 개념은 복잡하

지만 인공적으로 형성된 거대규모의 도시조직에서 각자가 하나의 도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완결적인 구조를 지닌 건축물이 나타날 때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2) 도시맥락적 구조의 도시건축

도시맥락적 구조의 도시건축은 베르나르 츄미(Bernard Tschumi)의 사건

(Event)개념과 맞닿아 있다. 베르나르 츄미는 그의 저서 『맨해튼 트랜스크립트

(The Manhattan Transcripts)』를 통해 ‘도시와 건축의 공간은 정지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과 사람의 활동에 의해 변화하고 신체의 움직임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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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베르나르 츄미의 라빌레트 공원 계획안

형성되는 공간이다.’라고 공간에 대해 설명하면서 물리적 공간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활동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사건이 도시의 다양성을 만들어

주고 사건과 프로그램을 통해 건축의 사용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라빌레트 공원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공원 위에 배치된 각각의 폴리들은 규정된

사건과 프로그램으로 작동하기보다는 공원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행위에 따라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중첩됨으로써 공간이 형성되는 도시건축으로 계획

되었다.

렘 콜하스의 라빌레트 계획안 또한 도시맥락적 구조를 가지는 도시건축으로서

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미결정 상태의 공간을 제시하고 이 때 나타나는 혼돈과

불확정성에 의해 해당공간이 정의된다. 통제 가능한 영역과 불가능한 영역을 구

분하여 통제 가능한 범위까지만 계획의 단계에서 규정하고 나머지는 자율적 변

화에 맡기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츄미의 사건 개념과는 다르지만 결정되지 않

은 채로 던져진 건축물과 도시상황이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정의

되고 하나의 결과만으로 확정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에서 유사점

을 지닌다. 이 때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은 내부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

부로까지 확장되며 유동적 흐름에 의한 공간의 상호작용이 유발되어 내 외부의

경계가 흐려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츄미와 렘 콜하스의 라빌레트 공원 계획안을 통해 살펴본 도시맥락적 구조의

도시건축은 도시상황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의 맥락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

할 것인가의 문제로 직결된다. 츄미의 경우 라빌레트 공원을 계획할 때 해당 지

역의 도시재생기능을 하나로 묶어주고 연결시키는 중심에 공원을 배치시킴으로

써 기존에 계획된 도시적 맥락을 최대한 해치지 않고 강화시키려 한다. 또한 내

부의 폴리들을 통해 우연한 겹침으로 인한 사건들의 발생, 그리고 사건들 간의

겹침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중첩 등을 만들어낸다. 이는 공원이라는 건축물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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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렘 콜하스의 라빌레트 공원 계획안

공간에서 일어나는 공간들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맥락에 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프로그램을 배치하느냐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위에 의해

프로그램이 결정되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는 것이다. 한편 렘 콜하스의 라빌레

트 공원 계획안에서는 기존의 도시적 맥락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새로운 맥락을

만들기 위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결정되지 않은 공간을 제시하고 이 공간이

어떻게 채워질지에 대해서는 미결정의 상태로 남겨놓음으로써 새로이 구성된

맥락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이 드러나고 이를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지속적으

로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결국 츄미와 렘 콜하스를 통해 살펴본 도시

맥락적 구조를 가지는 도시건축은 기존에 형성된 도시적 흐름이 존재하는 상황

에서 나타난다. 또한 기존의 도시적인 맥락을 수용하고 꾸준히 유지할 것인지

새로운 흐름을 생성해낼 것인지 선택함으로써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3) 구현방식에 따른 도시건축적 특성의 차이

거대구조물 형식으로 구현되는 도시건축과 도시맥락적 구조를 가지며 구현되

는 도시건축은 현대도시에서 다른 특성을 드러내며 존재한다. 결국 본 연구에서

도시건축을 논의함에 있어 이 두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주된 과

제라고 하겠다. 도시차원에서의 계획을 통해 형성된 신생도시조직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거대구조물 형식의 도시건축은 자체적으로 완결된 구조를 지닌다. 따

라서 내부적인 복합적인 공간구성으로 인해 내부공간을 끊임없이 배회하며 움

직이는 모습에 주목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도시공간과는

어떤 관계를 설정하게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기존의 도시적 맥락을 인정

하며 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도시맥락적 구조의 도시건축은 사용자

의 공간활용에 대한 선택에 따라 공간경험이 달라지며 이들이 중첩되고 교차되

면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 집중하면서 도시공간과 어떤 관계가 나타나는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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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해야 할 것이다.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되는 도시건축에 대해 건축물 내부의

공간구성이나 연계가 나타나는 모습과 주변공간과의 관계 맺는 방법을 살펴보

고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구현방식에 따른 도시건축적 특성의 차이에 대

한 고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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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관객수

(만 명)
13,517 14,552 15,341 15,878 15,083 15,696 14,918 15,972 19,489 21,332

증감률(%) - + 7.7 + 5.4 + 3.5 - 5.0 + 4.1 - 5.0 + 7.1 +22.0 +9.5

1인당 관람횟수(회) 2.78 2.98 3.13 3.22 3.04 3.15 2.92 3.15 3.83 4.25

영화

산업

매출

(억 원)

영화관

매출
8,498 8,981 9,257 9,918 9,794 10,941 11,684 12,358 14,551 15,512

부가시장

매출
6,536 5,433 3,900 2,750 2,224 888 1,109 1,709 2,158 2,676

해외수출 638 832 258 267 230 155 462 382 414 651

계 15,672 15,246 13,425 12,935 12,248 11,984 13,255 14,449 17,123 18,839

[표 2-2] 한국 영화산업 주요 통계지표 2004-2013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2013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2. 2 현대도시의 영화관

영화관은 현대도시에서 사람들이 친숙하게 생각하는 문화시설이다. 영화진흥위

원회에서 내놓은 통계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영화 관람횟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4년 2.78회에서 경제상황이 최악이던 2000년대

후반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4.25회를 기록하고 있다. 또

한 매출액에서도 2013년 1조 8,839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액수를 기록하기

도 했는데 이는 영화관 매출의 증가 그리고 부가시장 및 해외수출의 회복세에

따른 결과이다.6) 연 4.25회의 영화 관람횟수는 세계에서도 최고수준으로 영국의

문화콘텐츠산업 조사기관인 「스크린다이제스트」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인구

1인당 연평균 영화관관람횟수는 아이슬랜드가 4.9회, 싱가포르 4회, 미국 3.9회,

6) 2013년 디지털 온라인 시장은 전년대비 24.0%가 증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성장세의 가장 큰 동력인 IPTV 및 디지털케이블(이하 ‘TV VOD')은 전년대비

32.6% 증가하며 1,73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체 시장의 64.9%를 차지하였다. 또한 인

터넷 VOD는 전년대비 18.0% 증가한 729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장세와는 달리 패

키지 상품의 경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8.7%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은 블루레이 매출액 성장으로 인해 지난해(-22.8%)와 비교하였을 때 감소

율이 다소 둔화된 점이다. 전반적으로 부가시장에서도 영화관시장의 한국영화 흥행몰이

가 고스란히 반영된 모양새였다. TV VOD에서 상위 10위권에 랭크된 영화는 모두 한국

영화였으며, 영화관에서는 흥행에 성공한 <아이언맨 3>가 겨우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한

국영화가 강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추세는 인터넷VOD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졌으며, 개인

관람의 행태가 빈번한 매체 특성에 의해 성인 취향의 영화들이 순위에 올라와 있는 것

이 특징이다.

출처: 위의 논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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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영화관 내의 푸드코트 <그림 2-12> 영화관과 연계된 쇼핑시설

호주 3.7회, 그리고 프랑스가 3.4회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영화 관람횟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7)

또한 현대사회에서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것’은 단지 영화만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영화관 주변에 들어선 다른 시설들에 대한 경험이 동반된다. 영화를 보

기 전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영화를 보고 난 후 식사를 하며 식사가 끝나면

쇼핑을 한 후 귀가하는 모습은 영화관에 대해 생각했을 때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는 풍경이다. 현대도시에서 영화관은 도시공간에서 주변을 둘러싼 시설들

과 연계되어 일상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결국 영화관을 경험하는 방식

은 도시건축을 경험하는 방식과 맞닿아 있다. 즉 영화관이라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영화관 주변을 둘러싼 도시공간내의 시설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기호에 따

라 자신만의 루트를 형성하게 된다. 영화관이 위치하는 건물 혹은 지역은 단일

프로그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프로그램 군으로 형성되는 경우

가 많다. 각 프로그램들은 순차적인 행위를 유도하기도 하고 기호에 따라 다양

한 형태의 동선을 형성하기도 한다. 결국 현대도시의 영화관은 도시공간에서 다

른 프로그램들과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도시건축으로 존재한다.

2.2.1 멀티플렉스의 등장배경

멀티플렉스가 한국에 들어올 무렵인 1990년대 서울 극장가의 모습은 1,000석

이상의 대형 상영관을 갖춘 영화관들과 연극과 영화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소

규모 영화관들이 대부분이었다. 1956년 1,914석을 갖추고 개관한 대한극장, 1957

년 개관하였으나 1984년 개 보수된 명보극장, 1956년 약 1,500석 규모의 상영관

을 갖추고 개관한 국제극장, 1960년 1,296석의 객석을 지니고 개관한 피카디리

7) 위의 논문,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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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1990년대 극장가의 영화관들, 출처: 이형석(2000)

극장이 당시의 대표적인 영화관이었다. 또한 일제강점기부터 존재했던 단성사,

중앙극장, 동양극장 등의 영화관들은 연극과 영화를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의 특

성상 영화관의 규모가 작아 대형영화관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

다.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된 영화관들은 좀 더 현대적이고 큰 시설로 증축 혹은

개축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8)

이들 영화관은 대부분 충무로와 종로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영화를 보기 위

해서는 반드시 이 지역으로 와야만 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을 시작으로 강

남구 지역에 씨네하우스, 브로드웨이 영화관, 영등포구에 영등포극장, 명화극장,

우신극장 등 다수의 상영관을 갖춘 영화관들이 등장9)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

졌다. 이에 따라 관객 유치에 있어 기존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종로와 충무

로의 영화관들은 다시 한 번 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한편 영화산업에 있어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는 개봉영화의 프린트

벌수 제한폐지를 통한 개봉관의 증가였는데 기존에는 수입영화나 국내 제작영

화의 프린트벌수가 14벌로 제한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제한된 편수 이상을 상영

할 수가 없었다.10) 하지만 1994년 프린트벌수 제한이 폐지됨으로써 각 영화관이

더욱 많은 수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시장구도가 형성되었고 추가적인 상영

관 확보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1,000석 이상의 대형 상영관을 기반으로 관

객에 대한 독점력을 지니던 기존영화관들은 상영관을 나누어서라도 다양한 영

화를 상영하는 방식으로 운영전략을 달리하는 모습도 나타났다.11) 이러한 변화

의 움직임은 관객들의 영화관 이용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화 한 편이

서울 시내에서만 10여 개 영화관에서 동시에 개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8) 이형석, 1990년대 이후의 국내 멀티플렉스영화관의 현황 및 건축공간 구성방식에 관

한 연구, 한양대 석론, 2000, 본문 내용 정리

9) 위의 논문, 23쪽

10) 위의 논문, 27쪽

11) 영화진흥위원회, 멀티플렉스 산업 연구, 2005,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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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극장이나 씨네하우스 등 여러 개의 상영관을 가진 영화관들이 호황을 누리

기 시작했고 단성사, 국도극장, 허리우드극장, 중앙극장 등 유서 깊은 영화관의

관객 수는 자꾸 줄게 되었다.12) 대형 상영관에서 하나의 영화만 상영하는데서

발생하는 흥행 실패에 대한 리스크는 중규모 상영관에서 다채로운 영화를 상영

함으로써 줄일 수 있었고 흥행이 잘 되는 영화의 경우에는 상영관의 비중을 높

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결국 여러 장르의 다양한 영화를 개봉

하는 것이 영화관 수익이나 활성화에 더욱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영화관들

은 다수의 상영관을 갖는 방식으로 사업 전략을 선회하게 된다.

1990년대를 지나면서 해외의 영화시장과의 교류 또한 활발해짐에 따라 극장가

의 모습이 달라지는 양상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 헐리웃 영화의 많은 편수

유입과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영화의 국내로의 수입 개방은 결정 당시

에 제기되었던 국내 영화산업의 위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 영화산업

의 중흥기를 맞이하는데 기여했다.13) 불어난 영화 수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영

화시장은 상영관을 늘리는데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영화관

들이 건립되고 기존영화관들이 리노베이션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서울 종로의

서울극장, 부산 남포동의 대영시네마 등이 이 시기에 리노베이션을 시행한 영화

관이며 다수의 상영관을 확보하면서 관객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한국 영화시장

은 흥행가도를 달리게 된다.14)

1996년 CJ를 시작으로 대기업에서 영화산업에 많은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서

건축물의 규모와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CJ, 롯데, 오

리온 등의 대기업이 투자를 시작한 이후 기존의 영세하거나 중규모의 기업체에

서 운영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자본으로 영화관들이 건설되기 시작했

고 시스템의 첨단화와 새로운 영사방식의 도입 등을 통해 영화산업에 많은 영

향을 미치게 된다. 대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멀티플렉스의 등장은 빠른 속도로

한국의 영화시장을 잠식해갔고 기존의 영화관들은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멀티플렉스라는 독특한 형식의 영화관이 등장할 무렵 한국의 영화시장은 내․

외부적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종로와 충무로에만 밀집해

있던 영화관이 강남이나 영등포 등 다른 지역으로의 분화, 해외 영화 수입증가

12) 이형석, 위의 논문, 27쪽

13) 위의 논문, 25쪽

14)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009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총 관객 수는 2,017만 명

이며 1999년 5,472만 명, 2000년 6,169만 명, 2001년 8,936만 명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

를 나타냈고 2008년에는 1억 5,08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10년 사이에 7배가 넘는 관

객 증가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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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프린트벌수 제한폐지에 따른 상영관 수의 증가, 그리고 대형 기업들의 영화

산업에 대한 투자는 한국 영화시장을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게 만들었다. 대형

상영관을 가진 단관 영화관들이 주축이었던 영화시장은 점차 다수의 상영관을

확보한 영화관들이 더욱 큰 수익을 올리게 되면서 멀티플렉스의 등장과 맞물려

상영관 확보에 박차를 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기존과 다른 형식의 영화관의

등장과 빠른 증가는 관객들로 하여금 영화관으로 발길을 이끌게 하면서 한국의

영화산업은 유래 없는 전성기를 맞게 된다.

2.2.2 멀티플렉스의 개념

현재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영화관과 관련된 법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해당 법에서는 ‘멀티플렉스’ 또는 그 번역어인 ‘복

합상영관(영화관)’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멀티플렉스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영화산

업과 관련된 업계에서 각자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구분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가장 널리 쓰이는 기준은 미국에서 활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여 ‘7개 이

상의 상영관을 갖춘 영화관’에 대해 멀티플렉스라고 부르는 것이다.15) 하지만 ‘2

개 이상의 상영관을 가진 영화관으로서 복수 상영관과 단일 매표소를 특징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 멀티플렉스라고 부르기도 하고16) ‘한 건물 안에 10개 이상의

상영관과 부대시설로 대형주차장, 식당, 카페, 쇼핑타운, 각종 전시장 등을 갖추

고 있는 건물’로 다른 시설과 구분하기도 한다.17) 또한 ‘여러 편의 영화를 동시

에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화관이며 식당, 휴게실 등의 복합적인 시설물

을 아울러 갖추고 있다.’18)고 멀티플렉스를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봤을 때 현재까지 멀티플렉스 혹은 복합상영관(영화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친 객관적 정의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단지 많은 상

영관과 좋은 상영시설을 갖춘 대형 영화관, 또는 한 빌딩 안에 쇼핑몰이나 기타

위락시설들이 모여 있는 영화관들에 대해 멀티플렉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멀티플렉스를 규정하는 여러 국가의 기준과 현재 한

15) 영화진흥위원회, 위의 논문, 10쪽

16) 영화사전

17) 두산백과

18) 만화애니메이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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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상영관 수 8개 5개 7~15개 5개

[표 2-3] 해외의 멀티플렉스 기준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멀티플렉스 산업 연구, 본문 내용 정리

국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통해 멀티플렉스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보

고자 한다.

국내에서 ‘멀티플렉스’라는 용어가 가장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CJ가 영화

관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1996년에 언론을 통해서부터이다.19) 당시 동아일

보는 “우리나라와 미국, 동남아에 발판을 구축한 제일제당은 올 연말부터 영화

상영에 들어갈 계획, 내년엔 상영관 16개를 갖춘 멀티플렉스를 신도시에 건립하

기로 했다.”20)라는 내용의 짧은 기사를 실었고, 한국일보는 “스크린이 8개 이상

이나 되고 20~30분 간격으로 영화 관람이 가능한 서구형 복합상영관인 「멀티

플렉스」가 국내에도 본격 도입된다.”21)라는 내용과 함께 멀티플렉스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멀티플렉스의 번역어인 ‘복합상영관’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

기도 했다. 국민일보에서 게재한 1993년 1월 16일 기사에서 ‘한 곳에서 성격이

다른 여러 영화를 상영하는 복합상영관’이라는 내용을 통해 기존과 다른 형식의

영화관을 소개하고 있다. 몇몇 언론을 통해 소개된 멀티플렉스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수의 상영관을 지니고 다수의 영화를 동시 상영하는 영화관’이라

는 공통적인 뜻을 가진다. 이는 곧 한 영화관이 지니는 상영관의 수가 곧 멀티

플렉스에 대한 기준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멀티플렉스라는 용어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사용한 외국에서 규정하는 기준 또

한 상영관의 숫자이다. 프랑스의 경우 1,000명을 수용하는 최소 8개 상영관, 영

국의 경우 최소 5개 정도의 영화관 연합체에 대해 멀티플렉스라고 지칭하고 있

다. 미국의 경우에는 상영관의 숫자에 따라 2~7개 상영관은 ‘미니플렉스’, 8~15

개 상영관은 ‘멀티플렉스’, 16개 이상 상영관은 ‘메가플렉스’로 구분 짓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5개 이상의 상영관을 지닌 영화관에 대

해 멀티플렉스로 부르고 있다.22)

우리나라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작성한 『2013년 전국 영화관 현황』에

19) 위의 논문, 11쪽

20) 동아일보, 1996년 10월 14일자 기사 재인용

21) 한국일보, 1996년 10월 25일자 기사 재인용

22) 위의 논문 내용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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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멀티플렉스의 기준

따르면 현재 한국의 영화관에 대해 ‘멀티플렉스’와 ‘비 멀티플렉스’, 두 가지 종

류로 나누어 집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멀티플렉스의 경우 CGV, 롯데시네마, 메

가박스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영화관은 모두 포함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대기업이 운영하지 않는 영화관의 경우 최소 7개의 상영관을 지닌 영화관

에 대해 ‘기타 멀티플렉스’로 따로 구분하고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영화관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첫째, 대기업이 운영

하는 영화관, 둘째, 상영관의 숫자가 7개 이상인 중소기업 혹은 개인운영 영화

관을 멀티플렉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영화관의 경우 상영관

의 숫자가 7개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멀티플렉스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영화관에 대해 상영관 수에 따라 멀티플렉스와 비 멀티플렉스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멀티플렉스의 개념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분방식을 활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1988년 4개의 상영관을 확보하며 개관하였

던 강남의 씨네하우스는 비 멀티플렉스로 구분되며 1997년 기존의 3개관이던

상영관을 증축하여 7개관으로 재개관한 서울극장이 최초의 멀티플렉스로서 논

의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활용하는 것은 대기업이 영화 사업에 뛰어들면서

나타난 영화시장의 변화양상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 큰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거대 자본을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영화시장은 영화관이 하나도

없던 지역에도 많은 영화관이 들어서게끔 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영화관들도

증 개축을 통한 변화를 시도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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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렉스

비 멀티플렉스 총계3대 멀티플렉스 기타

멀티플렉스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116 96 58 8 55 333

[표 2-4] 2013년 국내 전국 영화관 현황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통계자료 정리

2.2.3 브랜드 멀티플렉스 위주의 영화시장

(1) 멀티플렉스가 지배하는 한국 영화시장

멀티플렉스가 등장한 이후 한국 영화시장이 겪은 변화들 중 가장 영향력이 컸

던 사건은 대기업들의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CJ는 1996년

‘CGV’라는 브랜드를 통해 영화시장에 등장하였으며 롯데의 경우 1999년 ‘롯데

시네마’, 오리온의 경우 2000년 ‘메가박스’라는 브랜드를 통해 후발주자로 사업

에 뛰어들면서 3대 멀티플렉스 구도를 만들게 되었다. 프리머스와 씨너스 등 개

인 혹은 중소기업에서도 투자 및 노력이 있었지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3대 멀티플렉스에 편입되는 등의 상황변화를 겪으면서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영화시장에 존재하는 대기업 운영 멀티플렉스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세 곳뿐이다.23)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국 영화관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2

월 31일 현재 전국의 영화관은 총 333개이다. 이 중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278

개, 비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55개로서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83.5%라는 점유율

을 가지며 압도적인 장악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중에서도 3

대 멀티플렉스는 270개로서 3대 브랜드 영화관이 전체 멀티플렉스 영화관 중에

서 97.1%를 차지하고 있다. 어떠한 배경을 통해 대기업이 운영하는 멀티플렉스

중심의 영화시장이 형성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기업이 영화산업에 등장한

이후 몇 가지 지표들의 변화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영화시장의 현황에 대해 진단

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영화관 수와 상영관 수의 상관관계이다. 앞서 살펴봤

듯 멀티플렉스의 등장은 해외영화 수입증가와 프린트벌수 제한폐지 등 다양한

이유와 맞물려 전국적인 상영관 수요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

많은 수의 멀티플렉스를 건립하게 된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전국의 영화관과

상영관 개체수에 대한 집계를 시작한 것은 1999년부터이다. 그보다 1년 전인

23) 2011년 씨너스에서 메가박스를 인수하였으나 ‘메가박스’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더 높

다는 인식하에 메가박스라는 상호로 통일하여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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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영화관 수(개) 507 373 373 344 309 280 302 301

상영관 수(개) 525 588 720 818 977 1,132 1,545 1,648

영화관 당 상영관 수(개) 1.0 1.6 1.9 2.4 3.2 4.0 5.1 5.5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영화관 수(개) 321 314 322 305 300 292 314 333

상영관 수(개) 1,880 1,975 2,004 2,055 2,003 1,984 2,081 2,184

영화관 당 상영관 수(개) 5.9 6.3 6.2 6.7 6.7 6.8 6.6 6.6

[표 2-5] 연도별 영화관 및 상영관 수 변화 추이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통계자료 정리

<그림 2-15> 연도별 영화관 수와 상영관 수의 상관관계

1998년 전국의 영화관 수는 507개, 상영관 수는 525개이다.24)

이는 곧 ‘영화관 수 = 상영관 수’라는 공식이 거의 적용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99년 전국의 영화관 수는 373개로 234개의 영화관이 줄어든 반

면 상영관 수는 588개로서 63개가 늘어났고 이듬해인 2000년에는 영화관 수는

373개로 동일했지만 상영관 수가 720개로 132개가 늘어나면서 영화관 당 상영

24)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서는 1998년 상영관 수를 509개로 집계하고 있

으나 이는 1998년 이전집계방식이 상영관에 대해 따로 구분하지 않고 영화관 수만 집계

하여 나타난 결과로서 상영관 수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문에서는 1998년 이후 자료에 대해서만 기술하였다. 또한 본문에는 서울극장(1997년)은

7개관, CGV강변(1998년)은 11개관으로서 이미 멀티플렉스 상영관으로서 운영 중이었으므

로 이들을 포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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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상영관 수(개) 525 588 720 818 977 1,132 1,545 1,648

멀티플렉스 상영관 수(개) 18 109 259 396 583 826 1,189 1,269

멀티플렉스 상영관 비율(%) 3.4 18.5 36.0 48.4 59.7 73.0 77.0 77.0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상영관 수(개) 1,880 1,975 2,004 2,055 2,003 1,984 2,081 2,184

멀티플렉스 상영관 수(개) 1,562 1,680 1,776 1,874 1,853 1,857 1,967 2,072

멀티플렉스 상영관 비율(%) 83.1 85.1 88.6 91.2 92.5 93.6 94.5 94.9

[표 2-6] 연도별 전체 상영관 수 대비 멀티플렉스 상영관 수 비중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통계자료 정리

<그림 2-16> 연도별 멀티플렉스 상영관의 비율

관 수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면서

영화관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2003년 280개로 최소치를 기록하고

이후 등락을 반복한다. 이에 반해 상영관 수는 2008년까지 엄청난 속도로 늘어

나다가 과포화 상태에 이르자 안정기를 거치면서 현재의 상황에 도달하게 됐

다.25) 1998년 영화관 수와 상영관 수가 거의 같았던 것에 비해 2013년의 영화관

수는 333개, 상영관 수는 2,184개로서 한 영화관 당 약 6.6개의 상영관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멀티플렉스의 증가 속도가 빨랐음을 알

게 해준다.

또한 1998년 이후 전체 영화관의 상영관 수와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상영관 수

25) 영화관과 상영관의 수가 안정기에 도달했다고 보는 이유는 영화관 당 상영관 수가

6.6개에서 6.8개 사이에서 더 이상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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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수(개) 상영관 수(개) 관객 수(천명) 영화관 매출(천원)

전체 영화관 333 2,184 213,324 1,551,164,722

멀티플렉스 영화관 278 2,072 209,839 1,529,672,340

멀티플렉스 비중(%) 83.5 94.9 98.4 98.6

[표 2-7] 2013년 영화시장에서의 멀티플렉스 비중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2013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개체수와 비중이 빠

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8년 전체 상영관수는 525개이며

멀티플렉스 상영관 수는 18개로 전체 상영관 대비 멀티플렉스 상영관의 비중은

3.4%로 매우 적은 비중이다. 하지만 이는 당시 건립중이거나 계획되고 있던 멀

티플렉스에 대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막 멀티플렉스가 도입되어 변

화가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으로 이듬해부터 멀티플렉스 상영관의 비중은 가파

른 상승세를 그리며 영화시장을 잠식해간다. 2002년에는 59.7%로 과반수를 넘

겼으며 2009년 이후로는 90%가 넘는 장악력을 보이며 2013년 현재는 94.9%로

거의 모든 영화관이 멀티플렉스로 이루어지게 된다.

멀티플렉스의 영화시장 장악력은 단지 개체수의 증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

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영화관을 찾은 관객 수와 영화관 매출에 있어 멀티플

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8.4%, 98.6%로서 거의 모든 수입이 멀티플렉스

에 몰려있다. 개체수의 압도적인 차이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멀티플렉스가 행사하는 거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현재 한국 영화시장에서 나타나는 지표들을 통해 현재 한국의 영화시장은 멀

티플렉스가 지배하고 있으며 이제까지의 상황변화를 볼 때 멀티플렉스의 시장

점유율 및 영향력은 앞으로도 막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주목할 사실은 전체

멀티플렉스 중에서도 97.1%를 보유하고 있는 3대 멀티플렉스가 대부분의 수익

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수많은 멀티플렉스가 다양성

을 가지지 못하고 3대 브랜드가 독과점의 형태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지 알아

보기로 한다.

(2) 대기업 중심으로 영화시장이 형성되는 이유

2014년 현재 한국 영화시장에서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영화관은 CGV, 롯데

시네마, 메가박스이다. 이들은 거대자본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통해 한국의 영화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중소기업 혹은 개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기존의 경쟁체제를 와해시키고 현재의 3대 브랜드

가 장악하는 시장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영화시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되

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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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대기업이 운영하는 멀티플렉스의 첨단상영기법과 음향시설

첫째, 높은 접근성과 화려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영화관을 통해 관객 유치

측면에서 앞서게 된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 영화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영화관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서 위치(48.3%), 접근성

(18.1%), 설비(11.3%) 순으로 나타났다.26) 이는 영화관을 고를 때 가까이 위치

해 있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을 선호한다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시설이 좋은

영화관을 간다는 뜻이다. 3대 멀티플렉스는 주로 도시의 주요지역에서도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며 3D 및 4D, IMAX 등 특수상영관을 갖췄을 뿐 아니라 상

업시설과의 강력한 연계를 통해 관객 유치를 도모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한다.

둘째, 대기업 중심의 배급 및 투자 시스템이다. CGV는 ‘CJ E&M’, 롯데시네마

는 ‘롯데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메가박스는 ‘쇼박스’라는 독자적인 배급사를 지님

으로써 상영관 확보 및 영화 투자에 있어서도 경쟁 우위에 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배급사별 관객점유율 및 순위를 살펴보게 되면 CJ E&M은 꾸준히

1위를 유지하며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 롯데엔터테인먼트의 경우도 안정

적으로 수위권을 형성하고 쇼박스의 경우 2010년 순위권에서 제외된 경우를 제

외하고는 롯데엔터테인먼트와 마찬가지로 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결국 모기업

이 운영하는 배급사를 통한 영화제작과 투자, 그리고 상영관 확보를 통해 계속

26) 해당질문은 다음과 같다.

문13. 귀하께서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극장을 선택하는 기준을 우선 순으로 2가지만 답변

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위치(인접성), 2. 접근성(대중교통, 도로), 3. 설비(화면, 사운드, 좌석 간격 등), 4. 부대/편의시

설(주차, 유아방, 식당, 쇼핑센터 등), 5. 극장 브랜드, 6. 할인 및 마일리지 서비스 적용 여부, 7.

관람하고 싶은 영화를 상영하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다, 8. 기타(기입 요망: )

해당답변 중 본문에 표기된 수치는 1순위만 표기했을 때이며 중복 표기를 인정했을 때

수치는 위치(61.8%), 접근성(45.1%), 설비(26.2%)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2012 영화소비자 조사, 2013,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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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배급사
상영

편수

관객

점유율
배급사

상영

편수

관객

점유율
배급사

상영

편수

관객

점유율
배급사

상영

편수

관객

점유율
배급사

상영

편수

관객

점유율
배급사

상영

편수

관객

점유율

1 CJ 37 35.5 CJ 49 33.1 CJ 44 30.5 CJ 37.5 32.7 CJ 43 27.2 CJ 42 21.4

2 쇼박스 19 11.9 쇼박스 17 17.4 폭스 12 11.9 롯데 30.5 15.4 쇼박스 11 12.8 NEW 21 18.4

3 UPI 13 11.7 롯데 24 13.5 롯데 26 11.7 NEW 21.5 9 롯데 46 12.4 롯데 36.5 14.9

4 롯데 27 9.9 소니 21 9.8 워너 13 10.1 소니 19 8.5 NEW 16.5 12.1 쇼박스 13 13.7

5 소니 15 8 폭스 12 9 소니 22 10.1 쇼박스 15.5 8.3 소니 18 12 소니 18 9.5

기타 300 22.9 기타 300 17.2 기타 358 25.7 기타 396.5 26.1 기타 586.5 23.5 기타 866.5 22.2

계 411 100 계 423 100 계 475 100 계 520.5 100 계 721 100 계 997 100

[표 2-8] 연도별 배급사 관객점유율 및 순위 2008-2013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부, 2013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해서 시장 장악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과점 형식의 배급 투자 방식

은 영화관이 7개 이상의 상영관을 보유하지 않은 영화관도 확실한 배급 및 상

영관 확보를 바탕으로 높은 경쟁력과 관객 점유율을 통해 멀티플렉스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셋째, 각 브랜드가 시행하고 있는 멤버쉽 운용을 통한 할인 및 마일리지 서비

스이다. 2014년 현재 영화 한 편 관람료는 8,000원에서 9,000원(일반 상영관 기

준)으로서 소비자들은 이 가격에 대해 비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27) 이러한

상황에서 3대 멀티플렉스에서는 각기 다른 멤버쉽 제도를 시행하고 통신사 할

인 등과 연계하여 1회 관람 시 1매 평균 할인 금액을 2,031원 정도28)로 형성하

면서 관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또한 모기업에서 운영하는 멤버쉽에 등급을 부

여하고 등급이 올라갈수록 할인 횟수와 정도를 높임으로써 한 번 멤버쉽의 혜

택을 본 관객들은 지속적으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충성도 높은 고객으로 유

지되게끔 만든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멀티플렉스는 ‘입지 및 시설’, ‘배급 및 투자’, ‘멤버쉽 제도’

등의 사업전략 등을 통해 많은 관객을 유치하고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과감한 시설투자와

배급시장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는 이제까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도 영화시장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3대 멀티플렉스의 경쟁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3사간에서도 조금이라도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7) 영화진흥위원회의 『2012 영화소비자조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의 극장 영

화 평균 이용 가격인 편당 8,000원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51.5%는 비싸다고 응답하였고,

비싸다고 응답한 층의 경우 적정 가격으로 평균 5,827원을 제시하였다.

28) 영화진흥위원회, 2012 영화소비자조사, 2013,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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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정의

한국 영화시장에서 나타나는 정량적 지표와 멀티플렉스 등장이후 영화관을 둘

러싼 변화양상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한국 영화시장은 멀티플렉스가 장

악하고 있으며 특히 3대 멀티플렉스가 대부분의 수익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8년 처음 나타난 대기업형 멀티플렉스는 기존의 영화관들과 기타

멀티플렉스를 흡수 통합하며 도시 주요지역에 뿌리내리면서 영화시장에서 압도

적인 점유율을 보인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할 부분은 현재 대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멀티플렉스

가 처음부터 대기업에 의해 지어지거나 운영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혹은 개인이 운영하던 영화관이 흡수 통합의 방식으로 대기업형 멀티플렉스의

상호를 가질 경우 시설의 물리적 구축방식과 공간구성방식 등이 일반적인 대기

업형 멀티플렉스와 다를 수 있으므로 멀티플렉스 중에서도 이들을 구분지어 살

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멀티플렉스 중에서도 물리적 구현방식과 영화관 운영측면

모두 대기업이 주도한 영화관에 대해 ‘브랜드 멀티플렉스’라 명명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브랜드 멀티플렉스는 거대자본을 중심으로 영화관 건립단계부

터 디자인, 운용방식 등을 브랜드화 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화관을 주된 대상으

로 한다. 이 때 대부분의 브랜드 멀티플렉스는 거대한 규모의 복합건축물에 포

함된 모습으로 존재하며 다른 시설들과 연계하여 거대구조물을 형성하는 하나

의 요소로서 기능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결국 현재 한국영화시장에서 나타나는 대기업중심의 시장형성 및 독과점형태

의 배급 등에 대해 ‘브랜드 멀티플렉스’가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진단하고자

한다. 즉 현재의 영화시장이 형성되는데 있어 단순히 멀티플렉스라는 독특한 영

화관이 출현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의 거대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 멀

티플렉스가 전국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영화시장의 기존구도를 뒤집어 버렸다

고 보는 것이다.



- 29 -

2. 3 기존영화관의 대응방식

2.3.1 폐관

대기업 중심의 영화시장구도는 원도심에 자리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시

설로서 역할을 수행하던 기존영화관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3대 멀티플렉

스는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영화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었고 기존영화

관이 이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멀티플렉스가 영화시장을 지배하게 된 요소인 ‘입지 및 접

근성’, ‘최신 설비’, ‘배급 및 투자’, ‘멤버쉽 제도’ 등은 고스란히 기존영화관에게

있어서 단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기존영화관이 경쟁력을 잃게 된 이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입지 및 접근성의 불리’이다. 신도심을 중심으로 들어선 3대 멀티플

렉스의 영향으로 원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영화관들은 입지 및 접근성에서

불리한 상황을 맞이한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도시개발의 중심축이 신

도심으로 옮겨감에 따라 원도심지역은 자연스럽게 쇠락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도심으로서의 중심성을 상실하게 되어 영화관에 대한 접근성이 점차

낮아진 것이다. 영화관을 선택할 때 가장 주요한 요인이 위치와 접근성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는 기존의 영화관이 경쟁체제에서 밀리게 된 핵심적인 이

유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시설의 낙후’를 들 수 있다. 보통 영화관 운영에 있어 시설적인 면

에서의 서비스를 논할 때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벽면이나 환기기설의 청결은

물론 3S(Screen, Sound, Seat)가 가장 중요시된다.29) 기존영화관의 경우 지어진

지 오래된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시설측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또한 기

존의 비 멀티플렉스가 멀티플렉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30)이 소요되

29) 영화진흥위원회, 지역극장 현황과 지원방안, 2013, 11쪽

30) 디지털 영사장비의 경우 1대당 리스비용이 약 200만원 초반대로 구매가는 1억 원을

호가한다. 또한 시설의 개보수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소모된다. 예를 들어 150석

을 기준으로 음향시설을 Dolby 5.1ch로 개보수할 시 대략 4,500~5,000만 원 정도의 비용

이 소요된다. 또한 상영관의 수명은 평균적으로 약 7년 정도 되는데, 이의 교체비용은

상영관만 교체할 경우 실버스크린을 기준으로 하면 제곱미터 당 6만 원 정도이며, 12m

를 기준으로 80㎡를 교체한다고 가정하면 인건비 포함 600만원 수준이 소요된다. 게다가

프레임까지 교체한다고 하면 5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 좌석의 경우 통상 5년을

주기로 교체를 진행하는데 좌석 당 약 20만원이며 설치비는 역시 별도로 지출된다.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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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연평균 매출이 3.9억 원31) 밖에 되지 않는 비 멀티플렉스의 경우 이를 감

당하기 매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서비스의 부족’이다. 3대 멀티플렉스에서 제공하는 멤버쉽 서비스를

통한 혜택에 대해 비 멀티플렉스가 주축인 기존의 영화관들은 독자적으로 대응

하고 있다.32) 하지만 수 백 개에 달하는 지점 간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구축된 3

대 멀티플렉스의 서비스제도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

으므로 주도권을 내주게 된다.

네 번째로 비 멀티플렉스에 대한 영화시설과 관련한 법적 제도에 있어 복잡한

영화상영관규제, 영화상영관 입장권부과금, 영화발전기금의 지원 사업부족 등33)

‘규제 및 지원 부족’으로 인해 기존의 영화관이 점점 쇠퇴하면서 3대 멀티플렉

스 위주의 영화시장이 가속화되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대기업이 운영하는 3대 멀티플렉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자본과 단독으

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운영 및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 등으로 기존의 영화관

들은 점차 생존하기 힘들어졌으며 많은 곳들이 폐관을 선택하게 된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매년 집계하는 『전국 영화관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어

느 정도의 영화관이 문을 닫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2005년 이후 폐관된 영

화관에 대해서 집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폐관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휴관34) 및 폐관은 부분 휴관 및 부분 폐관을 포함한 수치이며 둘째,

기존영화관이 3대 멀티플렉스로 변화하거나 3대 멀티플렉스 내 상호변경 또한

폐관영화관에 포함한다.35)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도 정기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게다

가 TMS(Theater Management System)의 기본인 발권이나 매점 시설의 보수 및 운영까지

고려하면 비 멀티플렉스에서 감당하기에는 큰 금액이다.

출처: 위의 논문, 11~12쪽

31) (2013년 총 매출액–멀티플렉스 매출액)[표2-7]/비 멀티플렉스 수(55개) = 비 멀티플렉

스 영화관 1개소 당 매출액(3억 9천 7십7만원)

32) 서울극장, 대영시네마, 대전아카데미는 ‘T.MAX’라는 법인을 통해 연계한 독자적인 멤

버쉽을 구축하였다. 서로 홈페이지에서 ‘패밀리 사이트’로 넘어가게끔 연동해놓고 회원제

로 등록하여 예매 및 이벤트 업무를 진행하며 시사회 초대 등의 멤버쉽 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패밀리 영화관으로 관리하고 있다.

33) 위의 논문, 16~21쪽

34) 휴관의 경우 해당영화관이 언제 재개관하거나 대기업형 멀티플렉스로 전환할지 정확

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35) 2013년 『전국 영화관 현황』의 경우 기존영화관의 3대 멀티플렉스 변경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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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폐관 영화관 수(개) 39 25 37 15 확인불가 34 8 5 15

폐관 상영관 수(개) 80 68 168 55 확인불가 167 42 31 100

[표 2-9] 연도별 폐관된 영화관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통계자료 정리

이러한 기준으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2009년의 상황을 제외하고 매해 폐관

되는 영화관 수치를 살펴보면 2005년 80개 상영관을 가진 39개 영화관이 폐관

되면서 가장 많은 영화관이 사라졌고 2006년에는 25개 영화관과 68개의 상영관

이 사라졌다. 2007년에 가장 많은 상영관이 사라졌는데 37개의 영화관에서 168

개의 상영관이 상영을 멈추게 되었다. 이후에도 꾸준히 폐관되는 영화관이 생겨

나면서 많은 영화관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2013년 현재 전체 영화관 333개 중 비 멀티플렉스는 55개이며 14.7%정도로 그

리 적어보이지 않지만 상영관의 경우 5.1%로서 관객 점유율은 현격히 떨어진다

고 할 수 있으며 매년 그 숫자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

은 영화관들이 폐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영화관의 폐관에 대해 살펴봄에 있어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

국 영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의 대표 영화관들이 폐관되고 있다

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종로 및 충무로의 극장가에 위치했던 단성사, 중앙극장,

스카라 극장 등 유수의 영화관들이 3대 멀티플렉스 등장이후 변화를 모색했으

나 운영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관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36) 서울 못

지않게 영화산업이 활성화된 부산에서도 남포동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었던

영화관들 중 국도극장, 부영극장, 제일극장, 아카데미 부산 등이 부단히 노력했

지만 결국 폐관하게 된다.37)

폐관, 3대 멀티플렉스 내 상호변경에 대해서는 폐관으로 보지 않는 방식으로 구분을 하

고 있으나 2012년까지는 두 사례 모두 폐관으로 처리하고 있다. 자료에 일관성을 부여하

기 위해 2013년 폐관된 수치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2012년 이전기준을 활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2013년의 경우 기존 자료에는 폐관 영화관이 8개, 폐관 상영관 수가 56개로 집계

되지만 3대 멀티플렉스 간 상호변경 건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폐관 영화관은 15개, 폐관

상영관 수는 100개로 변경된다.

36) 단성사는 2011년, 중앙극장은 2010년, 국도극장은 1999년, 스카라극장은 2005년에 폐

관되었다. 스카라극장의 경우 건물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재로 지정 및 보호

를 실시하려고 하자 건축주가 무단으로 철거하면서 허무하게 사라지기도 했다.

37) 국도극장은 2007년, 부영극장은 2000년, 제일극장은 2000년, 아카데미 부산은 2001년

에 폐관되었다. 제일극장의 경우 부산극장에 통합되면서 해당부지에 새로운 영화관이 들

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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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시대별 단성사의 변천모습

개인 혹은 중소기업 차원의 노력으로 지어진 멀티플렉스 또한 3대 멀티플렉스

와의 경쟁에서 사실상 패배하면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3대 멀티플렉

스에 비해 자금력과 인프라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서의 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폐관하는 영화관이 생겨

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멀티플렉스라고 하더라도 3대 멀티플렉스가

아니고서는 살아남기 힘든 현재 영화시장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2.3.2 용도 변경

기존의 영화관들 중 많은 곳은 3대 멀티플렉스와의 경쟁에서 밀려 문을 닫게

되었다. 하지만 폐관의 위기에도 자구책을 마련하여 살아남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 중 한 가지는 물리적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의 용도 변경

을 가하는 방식을 통해 사회적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이다. 용도 변경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를 세분화시켜 살펴

보기로 하겠다.

첫 번째로 상영하는 영화의 장르를 변경하는 것으로 적지 않은 곳이 이 전략

을 취하고 있다. 이 방식은 상업영화를 상영하던 영화관에서 예술영화나 독립영

화 등 특정 장르의 영화, 즉 다양성영화38)를 상영하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종

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인디스페이스와 종로구 낙원동의 허리우드 클래식, 서울

아트시네마가 여기에 해당한다. 인디스페이스는 미로스페이스라는 예전 영화관

을 독립영화전용관으로 전환하여 2012년 재개관하였다. 허리우드 클래식과 서울

아트시네마의 경우 낙원상가에 위치했던 허리우드극장이 폐관되고 들어선 곳으

로 각각 고전 영화와 예술 영화를 전문으로 한다.

두 번째로 영화와 비슷한 공간구조를 가지는 연극상영을 위한 소극장으로 전

38)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다양성영화에 대해 시장점유율 1% 이내 국적과 장르의 영화

를 가리키며, 흔히 상업영화 및 주류 영화가 아닌 모든 영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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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서울아트시네마 <그림 2-20> 명보아트홀

환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명보아트홀’이 있으며 이곳은 1957년

개관한 명보극장이 1994년 5개 상영관을 지니고 명보프라자라는 이름으로 재개

관했다가 문을 닫고 2009년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는 뮤지컬과 연극 전용관, 그

리고 실버극장으로 분할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

익을 창출하며 기존의 명보극장 시절부터 지녀온 장소적 가치를 유지한다.

세 번째는 소비층 변경을 통한 전략이다. 점차 늘어나는 실버세대의 문화욕구

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실버전용영화관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명보아트홀의 경우

실버극장을 따로 운영하면서 여기에도 포함된다. 앞으로 노년층 인구가 지속적

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했을 때 추억의 장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 감상을

하는 새로운 소비 스타일이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실버전용 영화관은 영화시장

내에서 고정적인 소비층을 확보하면서 나름의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용도 변경이라는 방식을 통해 살아남은 기존영화관은 대부분 단관으로 운영된

다.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하는 영화들을 소개하고 상영함으로써 멀티플렉스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유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실

버전용 영화관의 등장은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결과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워낙 소규모로 운영되다보니 관객유치나 수익성

측면에서 결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으나 기존의 영화관들이 상영시설의 기능

을 유지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해당영화관이 가

지고 있는 고유의 장소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

닌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폐관되는 운명을 맞이하는 영화관 또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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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39) 그러나 기존영화관들 중 아직 남아있는 곳들은 특히 역사적인 측면

에서 영화관이라는 시설의 변천사를 알려주는 곳으로 도시관리차원에서 물리적

이든 상징적이든 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관리 및 보호체계가

요구된다. 이화여대의 ‘아트하우스모모’, 고려대의 ‘KU시네마트랩’, 서울 중구 예

장동의 ‘서울애니시네마’ 등은 기존영화관을 개․보수한 사례가 아닌 새로이 생

겨나는 형식의 영화관들로서 단관 혹은 2개관을 운영하며 독립영화나 애니메이

션을 상영하고 있다. 특정 소비층을 겨냥한 이들 영화관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남아있는 비 멀티플렉스들 또한 용도 변경에 대한 확신을 가

지고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3.3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의 등장

(1) 멀티플렉스 전환

멀티플렉스가 등장함으로써 영화시장의 판도가 변했다고 인식한 기존영화관들

은 스스로 멀티플렉스로 거듭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확률이

좀 더 높은 생존전략이라고 여길 수 있다. 물론 이들 중에서도 경쟁에 밀려 폐

관한 경우가 생겨났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여기에서 말하

고자 하는 내용은 멀티플렉스로의 전환을 통해 현재까지 나름의 경쟁력을 유지

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영화관들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화관으로 서울의 서울극장, 대한극장과

부산의 대영시네마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모두 각 지역을 대표하는 영화관이

있던 곳으로 멀티플렉스 형식으로 개축 혹은 신축을 통해 재탄생하였다. 영화관

이 처음 들어선 시기부터 해당지역에서 대표적인 영화관으로서 활발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곳이다.

기존영화관이 멀티플렉스로 변경을 시도한 곳 중 현재까지 운영되거나 문을

닫은 영화관에 대한 분석 자료나 지표가 없어 정량적으로 가늠하긴 힘들다. 하

지만 영화진흥위원회의 집계자료인 『전국 영화관 현황』에 ‘기타 멀티플렉스’

라는 항목이 있으며 2013년의 경우에는 8개 영화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치적

으로 매우 미약한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멀티플렉스, 즉 3대 멀티플렉스와는 구

39) 마지막 단관 영화관으로 알려진 ‘서대문 아트홀’의 경우 2012년 7월 11일부로 개관한

지 48년 만에 폐관되었다. 멀티플렉스의 시대 속에서 시사회 전용영화관으로,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실버 영화관으로 전환하며 끝까지 살아남으려 했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었다.

출처: 위의 논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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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대한극장<그림 2-21> 서울극장

현방식과 배경, 건축적 특성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멀티플렉스로 전환한 곳 중 3대 멀티플렉스로 상호만 변경한 영화관들도 물리

적 측면에서는 3대 멀티플렉스의 모습과 차별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영화관에

대해 다른 형식의 멀티플렉스로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2)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의 정의

기존영화관 중 멀티플렉스로 전환하면서 현재까지 살아남은 곳들은 자본의 힘

을 바탕으로 양산된 것이 아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진행된 변화를 통해 기존

의 영화관이 지니고 있던 장소적, 역사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멀티플

렉스라는 새로운 시설의 형식을 접목시킨 영화시설을 구성함으로써 차별화된

공간구성방식을 지니게 된다. 즉 상영관의 증가와 현대적 시설의 확충 등 도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변화를 도모한

멀티플렉스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멀티플렉스에 대해 ‘원도심형 멀티플렉스’라고 명명함으

로써 브랜드 멀티플렉스와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원도심형 멀티플렉스는 건

물 전체가 영화관으로 작동되고 도시맥락적 구조의 도시건축으로 존재하며 기

존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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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이나 장소들과 연계되어 영화관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본 연구에서 원도심

형 멀티플렉스라고 지칭하는 영화관은 『2013년 전국 영화관 현황』에서 기타

멀티플렉스로 분류된 8개의 영화관40)과 서울과 부산에 존재하는 3대 멀티플렉

스 중 ‘CGV 신촌 아트레온’, ‘CGV 압구정’, ‘CGV 대학로’, ‘롯데시네마 피카디

리’, ‘롯데시네마 브로드웨이’, ‘CGV 부산대’, ‘메가박스 부산극장’, ‘메가박스 오

투’로 모두 16곳이 해당된다.

40) 서울의 ‘서울극장’, ‘대한극장’, 부산의 ‘대영시네마’, 대구의 ‘MMC 만경관’, 경기도 의

정부의 ‘THC9’, 경기도 이천시의 ‘씨네7’, 충청북도 청주시의 ‘SFX시네마’, 충청남도 천안

시의 ‘야우리 멀티플렉스’가 여기에 속한다.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2013년 전국 영화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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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 브랜드 멀티플렉스와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의 개념

제 3 장 분석의 틀 구축 및 분석대상선정

3. 1 두 가지 모습의 멀티플렉스

멀티플렉스 등장이후 한국 영화시장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본 결과 현대도시

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멀티플렉스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즉 원도심을

기반으로 기존영화관의 멀티플렉스 전환을 통해 현재까지 살아남은 원도심형

멀티플렉스,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빠른 속도로 개체수를 늘여온 브랜드 멀티플

렉스로 이분화된 것이다. 브랜드 멀티플렉스와 원도심형 멀티플렉스, 두 가지

형식의 멀티플렉스는 모두 현대도시에 존재하는 영화시설이자 각기 다른 특성

을 지닌 도시건축이다. 도시건축으로서의 영화관을 논의함에 있어 이 두 멀티플

렉스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도시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의 멀티플렉스는 앞서 이론적 고찰을 통

해 살펴봤던 도시건축의 모습과 연동하여 브랜드 멀티플렉스는 거대구조물에

포함된 모습의 도시건축으로, 원도심형 멀티플렉스는 도시맥락적 구조를 가지는

도시건축으로 대응한다. 원도심과 신도심이라는 시기적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의 주요공간에서 나타나는 상황의 다름은 곧 멀티플렉스라는 현대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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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드러나게 한다.

브랜드 멀티플렉스는 대기업 차원에서 거대자본을 중심으로 다른 시설들과 복

합적으로 연계하여 거대구조물 내부에 포함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신도심과 같

이 도시차원에서 계획된 도시조직으로 형성되어 역사적, 장소적 맥락이 부재한

상태에서 멀티플렉스가 구현된 방식이다.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인식되는 거대

구조물 형식의 도시건축이 만들어내는 도시와의 관계설정 및 자기완결적인 모

습을 통해 어떤 맥락을 만들어내는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반면 원도심형 멀티플렉스는 기존의 영화관이 가지고 있던 장소적, 역사적 가

치를 중점으로 건물 전체가 영화관으로 계획되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이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원도심의 맥락이 해당건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거대구조물 내에서 부분으로 존재하는 브랜드 멀티플렉스와 단일건축

물로서 도시맥락적 구조를 지니는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

을 통해 물리적, 공간적 특징과 가치에 대해 분석해본다. 또한 두 가지 형식의

멀티플렉스에서 나타나는 도시와의 관계성, 즉 어떠한 도시상황에서 구현되고

건축물 내․외부에서 나타나는 도시건축으로서의 특성에 대해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건축물 내부의 공간적 특질을 밝혀내기 위한 틀로서 ‘공간구성방식’

에 대해 살펴보고 건축물과 주변을 둘러싼 도시공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외부와의 관계’라는 틀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사

례분석을 통해 브랜드 멀티플렉스가 거대구조물 내부에서 어떻게 결속력을 지

니면서 자기 완결적 구조로 구현되는지에 대해 고찰해보고 원도심형 멀티플렉

스는 단일건물로서 기존의 도시적 맥락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다양한 형태의 사

건과 불확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지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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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분석의 틀

3.2.1 공간구성방식

멀티플렉스가 등장하면서 영화시설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상

영관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건축물 내부의 프로그램이 증가했다는 것이며 이는

곧 프로그램들을 이어주는 연계공간의 출현과 복합적인 공간이 발생한다는 것

이다. 현대의 멀티플렉스 내부에서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며 역할이 크게 달라지

지 않은 상영관은 공간의 질이나 특성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상영관과 또 다른 상영관, 상영관들과 다른 프로그램을 이어주는 관계에서 각

멀티플렉스의 특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결국 계획단계에서 공간구성방식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의 멀티플렉스로 구현된다. 멀티플렉스 내

부의 공간구성에 대해 살펴보고 어떠한 도시건축적 특징이 나타나는지 분석하

기 위해 먼저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영화관의 공간구성방식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적지 않게 진행되어왔다. 특히

멀티플렉스 등장이후 공간구성방식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형석(2000)의 ‘1990년대 이후의 국내 멀티플렉스영화관의 현황 및 건축공간 구

성방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멀티플렉스를 이루는 공간구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

으며 단면배치와 평면배치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박영서

(2008)의 ‘멀티플렉스 유형에 따른 이용 공간 분석에 관한 연구’의 경우에는 이

형석(2000)의 논문을 기본으로 하되 멀티플렉스 내 상영관의 구조와 동선체계에

따른 공간구성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멀티플렉스에 대한 공간구성방식을 분석함에 있어 도시

와 격리된 독립적인 개체로 인식함으로서 도시건축 차원에서 드러나는 멀티플

렉스의 공간구성방식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다. 다시 말해 상영관의 배치방

식이나 입․퇴장 동선 등으로만 한정하여 분석하는 모습을 보인다. 건축물 내부

의 영화관련시설 이외의 다른 공간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

어 건축물 전체의 공간구성방식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경우 거대구조물을 이루며 다양한 시설들과 연계되므로 건축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틀로서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

나라에 영화 관련시설이 도입된 일제강점기부터 존재했던 극장과 초기 멀티플

렉스의 공간구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을 비교함으로써 현대의 멀티플렉스의

공간구성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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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원각사의 평면과 1908년의 전경

출처: 한국컨텐츠진흥원

(1) 전통극장의 공간구성

우리나라에 극장이 들어선 것은 약 100여 년 전인 20세기 초이며 전통극장의

평면구성방식은 매우 단조로운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다. 1914년까지 국립극장으

로 활용되었던 원각사는 비록 영화를 상영한 곳은 아니지만 영화관과 매우 유

사하게 관람석을 가지고 공연을 지켜볼 수 있는 건물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단층형태로 출입구과 관람석, 그리고 무대로 이루어졌으며 무대 뒤

편에 대기실 등이 배치되어 있다. 비록 현대의 영화관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평

면의 모습이지만 입장영역과 관람영역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영화관으로 사용가능한 극장과의 차이라면 스크린이 설치되는 공간이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한편 1907년 개관한 단성사41)의 경우 1910년에 이르러 영화를 상영하기 시작

했으며 1914년 일본인의 손에 의해 전문영화관으로 개축되었다. 낮은 기단을 올

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규모는 작지만 분명한 모습의 로비공간이 있고 위

층으로 향하는 계단과 내부로 들어가는 복도로 연결이 된다. 로비를 지나면 공

연장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내부 복도를 따라 들어가게 되면 화장실이

갖춰져 있다.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공연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배우들의 대기실로 보이는 작은 실들이 구성되어 있다. 관람석

의 경우 2층과 3층에 단을 나누어 복층으로 구성되었으며 3층의 경우 관람석

이외의 별도의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까지 운영되던 영화관 모

41) 1907년에 주승희가 발의하고 안창묵과 이장선이 합작하여 2층 목조 건물로 세웠다.

1909년 이익우가 사장이었으나 한흥석으로 바뀌었고 1910년에는 일본인 후지하라[藤原雄

太郞]에게 넘어갔다. 주로 전통연희를 위한 공연장으로 사용되었다. 1910년 중반 광무대

경영자 박승필이 인수하여 상설 영화관으로 개축하였다.

출처: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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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단성사의 각 층 평면과 1935년 당시 입장권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습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단관 영화관으로 기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다.

원각사와 단성사를 통해 살펴본 전통극장의 모습은 단관으로 구성된 건물이며

입장영역과 퇴장영역에 대한 구분이 없는 공간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건물입

구에서 관람영역까지 수직․수평 동선과 화장실 이외에 다른 공간이 없어 단조

로운 동선으로 구성되므로 영화관람 이외의 다른 행위가 일어나기 어렵다. 하지

만 영화관으로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공간들은 모두 갖

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등장한 영화관인 단성사의 출현이후 거의 100여 년 동안

공간구성에 대한 큰 변화 없이 한 건물에 하나의 상영관을 가지며 대공간에 관

람영역을 두고 입장 및 퇴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대기공간을 가지는 형식이

유지되어 왔다.42) 이 같은 공간구성을 지닌 단성사와 같은 전통적인 극장들은

종로와 충무로를 중심으로 역사성을 지닌 영화관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그러나

멀티플렉스가 등장한 이후 건물이 점차 대형화되고 복잡해지게 되고 자연스럽

게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에서도 이전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2) 현대 영화관의 공간구성요소

영화관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공간구성은 크게 4가지의 영역단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입장영역’, ‘대기영역’, ‘관람영역’, ‘퇴장영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각

영역단위를 이루는 공간단위요소들에 대해 살펴보면 ‘입장영역’은 외부공간과

연결된 입구공간과 매표공간, 내부 로비와 푸드코트 등의 서비스 시설, 계단실

42) 이형석, 1990년대 이후의 국내 멀티플렉스영화관의 현황 및 건축공간 구성방식에 관

한 연구,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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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일반적인 영화관의 공간구성방식

출처: 이형석(2000)의 논문내용 재정리

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복도 등 수직․수평동선, 화장실 등으로 이뤄진

다. ‘대기영역’은 상영관 입장 전의 대기공간과 개표 공간, 화장실, 매점, 로비

및 홀 등으로 구성되며 ‘관람영역’은 관람석, 스크린과 영사실, 기계실 등이 포

함된다. 마지막으로 ‘퇴장영역’은 화장실 등의 서비스 시설과 수직․수평 이동동

선, 그리고 출구 등의 공간이 있다.43)

단성사와 같이 단관 영화관이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는 이러한 공간구성이 여

전히 유효했으나 멀티플렉스의 등장하면서 건물의 규모가 커지고 내부 공간이

복합적으로 변하면서 공간구성방식 또한 달라졌다. CGV 압구정의 전신인 씨네

플러스를 통해 멀티플렉스가 등장한 시기에 나타난 영화관과 전통극장의 공간

구성에 대해 비교해보자.

씨네플러스의 경우 3개관을 지닌 영화관으로 멀티플렉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2006년 CGV 압구정으로 재개관 할 당시 기존 건축물은 그대로 두고 인

접 건물에 상영관을 추가함으로써 씨네플러스의 원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는 씨네플러스의 공간구성이 현대의 멀티플렉스로 운영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씨네플러스의 공간구성을 살펴봄으로써 초기 멀티플렉스의 공간구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전통극장들은 상영관의 입구와 출구가 동일하

여 영화 한 편이 끝나고 다음 상영이 시작될 때 사람들의 동선이 서로 복잡하

게 얽혀 혼잡한 경우가 많았다. 이와 달리 씨네플러스의 경우 입․퇴장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동선이 서로 겹치지 않게 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입구영역을 지나 대기영역과 관람영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단

조로운 구성의 전통극장들과 달리 씨네플러스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계획됨

으로써 영화관을 경험하는데 다양성을 배가시킨다. 부지 내부에 마련된 보이드

공간을 통해 도시공간과 연결되는 흐름이 그대로 유지되고 보이드 공간을 중심

43) 위의 논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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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씨네플러스의 평면

<그림 3-6> 전통극장과 씨네플러스의 공간구성

으로 파생된 9개의 건물 입구를 통해 선택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외부에 마련된 근린생활시설과 전시 공간, 폴리 등과 연계하여 얼마든지 다른

순서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멀티플렉스의 공간구성방식 분석을 위한 지표설정

전통극장과 초기 멀티플렉스의 공간구성방식을 살펴본 후 현대의 멀티플렉스

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영역단위 구성’이다. 원각사와 단성사와 같은 전통극장의 경우 명확

하게 구분 가능한 영역단위들로 이뤄진 공간구성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간구

성방식은 멀티플렉스가 등장하기 직전 단관영화관이 주류를 이루던 극장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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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지표 영역단위 구성 동선체계 공간의 유연성

분석내용
공간단위요소의

영역단위 구성여부

공간연계에 따른

동선의 다양성 및 중첩

상황에 따라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는 공간

[표 3-1] 공간구성방식 분석지표설정

여전히 유효했다. 반면 씨네플러스는 공간단위요소들이 더 이상 영역단위로 구

분되지 않는다. 다른 영역단위에 포함되거나 중복되는 공간단위요소가 생기면서

영역단위의 구분이 모호해지거나 해체되기도 한다. 이는 영역단위로 묶어 공간

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복합적인 프로그램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멀티플렉스를 이루는 공간구성방식에 대해 더욱 정확히 살펴보

기 위해서는 단순히 영역단위에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영역단위를 이루는 공

간단위요소가 연계되는 방식을 분석해야 한다. 영역단위로 구분되느냐 공간단위

요소들이 파편적으로 나뉘어지냐에 따라 멀티플렉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용

방식이 달라진다. 영역단위로 묶여서 작동하는 멀티플렉스의 경우 주어진 공간

에서 정해놓은 행위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파편적으로 나뉜 공간단위요

소들로 이뤄진 멀티플렉스는 영역 간의 중첩에 따라 기대치 않았던 행위들이

촉발될 가능성이 생겨난다.

두 번째는 ‘동선체계’를 통해 멀티플렉스를 이루는 공간단위요소들이 어떤 동

선체계를 가지며 연계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공간단위요소들의 연계방식에 따라

사용자들은 순차적인 동선을 구성하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연계된 동선을 구성

하기도 한다. 이러한 동선체계의 구성은 결국 해당 건축물 전체를 이용하는 방

식으로 귀결되어 사용자가 해당 멀티플렉스를 경험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지표

로 활용된다.

전통극장에서는 공간단위요소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른 단일한 동선으로 이뤄

진 움직임이 나타난다. 반면 씨네플러스의 복합적인 공간연계는 일방향적인 흐

름이 아닌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동선이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

이 만들어진다. 복합적으로 연계된 공간의 경우 선택에 따라 행위의 순서가 뒤

집히기도 하고 중첩될 수 있다. 브랜드 멀티플렉스와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에서

나타나는 공간단위요소들 간의 연계에 따른 동선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그 안에

서 나타날 수 있는 행위의 다양성과 중첩에 대해 분석한다.

세 번째로 ‘공간의 유연성’에 대해 살펴본다. 도시건축에서는 계획을 통해 마련

된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겨나기도 하고 다른

공간과 결합하여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공간의 유연성을 통해 멀

티플렉스 내․외부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도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가진 공간을 대면하게 되면서 다양한 얼굴의 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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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씨네플러스의 전면공지가 바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여덟 개의 입

구가 연결된 전면공지를 통해 공간들 사이의 연계가 일어나면서 전면공지는 만

남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대기공간이 되기도 하며 이벤트 공간으로 탈바꿈하면

서 기능의 전환이 일어난다. 중성적인 성격을 지닌 보이드 공간을 통해 씨네플

러스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양한 장면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도시

건축으로서 도시와 호흡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따라서 브랜드 멀티플렉스

와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에서 유연성을 가진 공간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해당

공간이 연출하는 다양한 장면에 대해 분석한다.

3.2.2 외부와의 관계

도시건축으로 작동하는 멀티플렉스의 외부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통해 어떤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도시건축

의 외부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건축과 도시의 경계의 성립 및 해체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미진(2007)의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건축의 도시화 양상에 관한 연구’에서

는 도시건축에 대해 건축의 도시화라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시각적 경계

와 인식적 경계를 통해 건축과 도시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양상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권도엽(2010)의 ‘소규모 도시건축의 시간적 변화와 관계요소의 조정’

에서는 도시건축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의미의 중첩,

용도의 복합화, 경계의 변화라는 방식으로 적응하는 모습을 통해 외부와의 관계

를 조정하는 양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준화(2009)의 ‘도시건축의 경계

와 영역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대문시장을 대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

는 도시건축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물리적 경계들이 해체되고 재설정

되는 과정을 통해 영역간의 관계변화에 주목하여 기술하고 있다. 세 논문의 경

우 도시와 건축 사이의 경계가 흐트러지는 모습에 대해 고찰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홍지학(2012)의 ‘복합도시건축의 교외성 연구’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도시건축의 외부와의 관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교외라는 도시와 다른 조건

의 환경에서 발현된 쇼핑센터가 복합상업시설의 형태로 다시금 도시공간 내에

유입되면서 나타나는 도시건축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으며 교외에서 형성된 내

향적 체계, 연결성의 소통, 장소의 모사와 같은 건축적 특질들이 도시공간에서

여전히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홍지학의 논문에서 말하는 복합도시건축의

교외성은 거대한 도시건축이 전통적인 도시를 형성하던 장소성의 부재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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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분석대상 키워드
외부와의

관계설정
도시건축의 구현방식

박미진

(2007)

기성 건축가

작품

Ÿ 시각적 경계

Ÿ 인식적 경계

도시와 건축의

경계 허물기

계획기법을 통해 점차

동일시되는 건축과 도시

권도엽

(2010)

홍대지역

소규모건축

Ÿ 의미의 중첩

Ÿ 용도의 복합화

Ÿ 경계의 변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양상을 통한

도시맥락적 구조이준화

(2009)
남대문시장

Ÿ 구조체

Ÿ 외피경계

Ÿ 다층적 프로그램

홍지학

(2012)
복합도시건축

Ÿ 내향적 체계

Ÿ 연결성의 소통

Ÿ 장소의 모사

외부와의 단절 및

극복 방안

전통도시 형성인자 부재

대체하기 위한 가상요소로

형성된 거대구조물 형식

[표 3-2] 도시건축의 외부와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고찰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메우기 위한 장치로서 구현된 것이라고 분

석한다. 교외성을 지닌 복합도시건축은 도시공간에 다시 유입된 이후 기존 맥락

과 연계되기보다는 내부에 가상의 도시공간을 만들어내고 여러 시설들이 연계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시건축의 외부와의 관계는 무엇보다 도시와 건축의 경계에

서 가장 많은 특성들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계를 기점으로 도시

건축의 내부와 외부의 공간들이 연계되거나 단절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기

존연구들은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도시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구현방식

에 대해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는 대상에 따라 적합한 틀로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멀티플렉스의 외부와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살펴

보기 위해서는 각 멀티플렉스의 시설로서의 특성을 수반해야만 한다.

앞서 한국 영화시장의 변천과정을 통해 도시상황에 따라 멀티플렉스가 거대구

조물의 한 부분으로 구현되기도 하고 도시맥락적 구조를 띄는 단일 건물로 구

현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멀티플렉스

의 ‘외부’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현대도시의 멀티플렉스에서는 단순히 외부가 도시공간이라는 인식으로 접근해

서는 안 된다.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의 경우 도시공간에 직접적으로 맞닿은 건축

물로서 멀티플렉스의 외부가 곧 도시공간이라고 설정할 수 있지만 브랜드 멀티

플렉스의 경우 거대한 건축물 내부시설 중 하나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멀티플렉

스 자체는 도시공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힘든 모습을 보인다. 때문에 브랜드

멀티플렉스에서 외부란 단순히 도시공간이 아닌 거대구조물 내부에서 멀티플렉

스 주변을 이루고 있는 시설과 공간들을 포함한 모두를 이른다.

즉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의 외부와의 관계는 도시공간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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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와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외부개념

분석지표 물리적 개방성 행위의 연속성 공유공간의 유무

분석내용
외관의 재료

개구부의 개방 정도

매개공간

도시하부구조와의 연계

프로그램의 연동

내․외부공간 시퀀스 형성

[표 3-3] 외부와의 관계 분석지표설정

서 발생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외부와의 관계는 일

차적으로 거대구조물 내부에서 다른 시설과 연계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장면

을 관찰하는 것이 되고 이차적으로는 도시공간까지 확장하여 이러한 연계가 지

속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된다.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 얼마나 도시와 소통하며

열린 공간으로 작동하는지가 도시건축적 가치를 판가름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분석기준들을 종합하고 두 멀티플렉스의 외부개념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부와의 관계 분석을 위한 틀을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도시건축의 경

계에 대해 주된 분석기준으로 삼았던 선행연구들의 기본적인 관점은 유지하고

‘물리적 개방성’, ‘행위의 연속성’, ‘공유공간의 유무’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물

리적 개방성은 외부와 맞닿아 있는 외관의 재료, 개구부의 열린 정도 등으로 형

성되는 경계를 말한다. 투명한 재료를 통해 외부와 내부의 시선이 교차하게 만

들고 개방감 있는 진입부를 형성함으로서 접근성을 높이는 물리적 경계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행위의 연속성은 멀티플렉스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내․

외부에서 이뤄지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내부와 외

부를 이어주는 매개공간의 유무를 통한 판의 연속이나 지하철역과 같은 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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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구조와의 연결을 통한 도시의 흐름을 수용하려는 모습 등을 분석한다. 마지

막으로 공유공간의 유무에서는 도시와 건축 사이에서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이

교차하는 모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건축물 내부의 프로그램이

외부와 연동하여 작동하는지, 외부공간이 내부공간과 이어져 멀티플렉스를 이용

하는 과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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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분석대상선정

3.3.1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분석대상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분석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먼저 현재 서울과 부산에 위

치하는 멀티플렉스들의 입지현황과 결합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리

한 후 거대구조물 형식의 도시건축으로서 특징이 좀 더 잘 나타날 수 있는 대

상들을 가려내고자 하였다.

(1) 입지현황

브랜드 멀티플렉스가 원도심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기반으로 증가한 것은 부

지확보정책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브랜드 멀티플렉스인 ‘CGV 강변’이

들어설 무렵인 1990년대 중반 영화관으로서 최적의 부지는 유동인구가 많고 상

권이 발달한 종로와 같은 기존 극장가를 손꼽을 수 있었지만 CGV 개발과 관련

된 실무자들은 첫 번째 대상지로 기존의 도심지역이 아닌 새로이 주목받고 있

는 지역에 세울 것을 고집했다고 한다.

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제안으로서 CJ엔터테인먼트로서는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CGV 강변은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연 3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동원하는 CGV를 대표하는 영화관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내 멀티플렉스의 부도

심 중심의 부지확보정책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이것은 영화관부

지 선정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44) 다시 말해 전통적인

극장가인 종로와 충무로 지역에서 기존에 밀집해 있던 영화관들을 대체하거나

개선하려는 모습이 아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도전이었다고 볼 수 있

으며 결과적으로 대성공을 이뤄냈다.

현재 서울과 부산의 브랜드 멀티플렉스 분포현황을 통해 CGV 강변이 들어설

때의 입지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기로 한다. 서울과 부산에 존재하는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현황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전국 영화관

현황』을 바탕으로 [표 3-4]와 [표 3-5]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CGV가 23개, 롯데시네마가 19개, 메가박스가 10개로 총 52개의 브랜드 멀티플

렉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산은 CGV가 8개, 롯데시네마가 6개, 메가박스가 4개

로 총 18개45)의 브랜드 멀티플렉스를 보유하고 있다.

44) 영화진흥위원회, 멀티플렉스 산업 연구, 125~126쪽

45)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에 해당하는 ‘CGV 대학로’, ‘CGV 압구정’, ‘CGV 신촌 아트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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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영화관명 소재지

CGV

CGV 강남 강남구 역삼동 814-6 스타플렉스

CGV 청담 씨네시티 강남구 신사동 651-21

CGV 강동 강동구 성내동 549-1

CGV 미아 강북구 미아동 35-4 트레지오 쇼핑몰 9층

CGV 김포공항 강서구 방화2동 712-1 스카이시티몰 3층 영상관

CGV 강변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 10층

CGV 군자 광진구 군자동 477-12

CGV 구로 구로구 구로동 573 애경백화점 5층

CGV 프라임신도림 구로구 구로동 3-25번지 테크노 마트 12층

CGV 독산 금천구 독산동 291-5

CGV 중계 노원구 중계동 509-2

CGV 하계 노원구 중계동 506-1 건영백화점 지하1층

CGV 상암 마포구 성산동 515 월드컵쇼핑몰1층

CGV 왕십리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 민자역사 4층~6층

CGV 성신여대입구 성북구 동선동 1가 1-2 10층~12층

CGV 송파 송파구 장지동 201-27 가든파이브 라이프영관 10층

CGV 목동 양천구 목동 916 현대백화점 지하2층

CGV 여의도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10

CGV 영등포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1-10번지 경방 타임스퀘어 4~7층

CGV 용산 용산구 한강로 3가 40-1 용산민자역사 6층

CGV 불광 은평구 대조동 14-24 팜스퀘어 11층

CGV 명동역 중구 충무로2가 65-9 하이해리엇10,11층

CGV 명동 중구 명동2가 83-5번지 눈스퀘어 8층

롯데

시네마

롯데시네마 씨티 강남구 역삼동 816-7

롯데시네마 강동 강동구 성내동 44-1

롯데시네마 김포공항 강서구 방화동 하늘길 38

롯데시네마 신도림 구로구 신도림동 692 디큐브시티제타워동 7~8층

롯데시네마 가산하이힐 금천구 가산동 디지털로 10길 9

롯데시네마 서울대입구 관악구 봉천동 862-1 에그옐로우 10층

롯데시네마 신림 관악구 신림동 1641-2 포도몰 10층-15층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광진구 자양동 227-7번지 스타시티 2층

롯데시네마 노원 노원구 상계동 713

롯데시네마 장안 동대문구 장안동 368-1 바우하우스 11층

롯데시네마 청량리 동대문구 전농동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마포구 동교동166-6번지 스타피카소 8~11층

롯데시네마 누리꿈 마포구 상암동 1605 누리꿈스퀘어빌딩 디지털파빌리온 4층

롯데시네마 합정 마포구 합정동 481-1 메세나폴리스 2층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송파구 잠실동 40-1

롯데시네마 영등포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롯데시네마 에비뉴엘 중구 소공동 에비뉴엘 6층,7층

롯데시네마 황학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배니치아 1층

롯데시네마 용산 용산구 한강로 3가 16-9 용산전자랜드 4~5층

메가박스 코엑스 강남구 삼성동 159

메가박스 수유 강북구 수유동 168-12

[표 3-4] 서울특별시 소재 브랜드 멀티플렉스 현황

출처: 2013년 전국 영화관 현황

‘롯데시네마 브로드웨이’, ‘롯데시네마 피카디리’ ‘메가박스 부산극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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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박스

메가박스 이수 동작구 사당1동 147-53번지 골드시네마 타워 7층

메가박스 신촌 서대문구 신촌동 74-12 밀리오레 5층

메가박스 센트럴 서초구 반포동 19-3 센트럴시티 지하1층

메가박스 강남 서초구 서초동 1317-20 8층

메가박스 목동 양천구 목동 917-6 행복한세상 백화점 6층

메가박스 은평 은평구 불광2동 304-2번지 파레제페빌딩 5층

메가박스 동대문 중구 을지로 6가 21번지 굿모닝시티9층

메가박스 상봉 중랑구 상봉동 130-3번지

브랜드 영화관명 소재지

CGV

CGV 대연 남구 대연동 73-15번지 스파크 5층

CGV 동래 동래구 온천동 153-8 SK허브스카이 6층

CGV 대한 부산진구 부전동 199 대한프라자 4층

CGV 서면 부산진구 전포동 892-20 지오플레이스 6층

CGV 아시아드 연제구 거제2동 1208번지 홈플러스

CGV 남포 중구 남포동 6가 92-1 국도타운 6층

CGV 센텀시티 해운대구 우동 1495번지 신세계센텀시티 7층

CGV 화명 북구 화명동 2275-1 센추리빌딩

롯데

시네마

롯데시네마 동래 동래구 롯데시네마

롯데시네마 부산본점 부산진구 부전동 503-15

롯데시네마 서면 부산진구 전포동 668-1번지

롯데시네마 사상 사상구 괘법동 533-1 부산서부버스터미널 3~5층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1496번지 롯데백화점 8층

롯데시네마 해운대 해운대구 해운대로 802

메가

박스

메가박스 서면 부산진구 부전동 521-1 효성엑센시티 ㈜유진텍코퍼레이션

메가박스 해운대 해운대구 우1동 587-1

메가박스 장산 해운대구 좌동 1467-4 8층

메가박스 덕천 북구 만덕대로 23

[표 3-5] 부산광역시 소재 브랜드 멀티플렉스 현황

출처: 2013년 전국 영화관 현황

이를 바탕으로 70개의 브랜드 멀티플렉스가 도시 어느 지역에 분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부산의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

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각 도시의 원도심과 신도심 등 주요지역에 대해 구분

했다.

서울의 경우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으로

도시를 개편하여 발전시켜 나갈 구상을 하고 있다. 이 때 3도심에 해당하는 지

역은 ‘한양도성(세계적 역사문화중심지)’, ‘강남(국제업무중심지)’, ‘영등포․여의

도(국제금융중심지)’이며 7광역중심에 해당하는 지역은 ‘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이다. 또한 12지역에 해당

하는 지역으로 ‘동대문’, ‘성수’, ‘망우’, ‘미아’, ‘연신내․불광’, ‘신촌’, ‘마포․공

덕’, ‘목동’, ‘봉천’, ‘사당․이수’, ‘수서․문정’, ‘천호․길동’이 포함된다. 서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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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멀티플렉스 분포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기준으로 ‘원도심-신도심-부도심

-외곽’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원도심에 대응하는 지역은 ‘한양도성’이며 ‘강남’과

‘영등포․여의도’는 신도심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7광역중심을 부도심의 지위에

해당시키고 12지역중심에 속하거나 이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외곽

으로 분류하였다.

부산의 경우 ‘2030 부산 도시기본계획’에서 2도심 6부도심 4지역중심체제로 편

성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때 2도심의 경우 ‘광복동(구도심)’, ‘서

면(신도심)’이 해당되며 6부도심은 ‘해운대’, ‘동래’, ‘덕천’, ‘사상’, ‘하단’, ‘강서’가

포함된다. 또한 4지역중심으로 ‘기장’, ‘가덕․녹산’, ‘금정’, ‘장안’을 대상으로 한

다. 부산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원도심-신도심-부도심-외곽’의 위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원도심에는 ‘광복동’지역이 해당하며 신도심으로 ‘서면’ 일대, 부도

심은 6부도심을 대상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원도심, 신도

심, 부도심지역을 지도에 표시하고 각 도시의 브랜드 멀티플렉스가 분포하고 있

는 현황까지 표현해보면 <그림 3-8>과 같이 나타난다. 서울의 경우 원도심인

한양도성 지역에 3개, 신도심인 강남지역과 영등포․여의도지역에 8개, 그리고

부도심지역에는 모두 13개의 브랜드 멀티플렉스가 분포하고 있다. 도시 전역에

펼쳐져 있는 총 52개의 브랜드 멀티플렉스 중 21개가 신도심과 부도심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가 여기에 포함된다. 나머지 28개의

외곽지역에 위치하는 브랜드 멀티플렉스 또한 신도심과 부도심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진 않더라도 인접하여 위치하며 12지역중심에는 모두 포함되고 있다. 서

울에서 나타나는 입지현황을 통해 여전히 브랜드 멀티플렉스가 도시 내 주요지

역에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에서도 서울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면서 신도심과 부도심지역으로의 밀

집현상이 두드러진다. 원도심인 광복동지역에는 1개, 신도심인 서면지역에는 5

개, 부도심지역에 총 7개의 브랜드 멀티플렉스가 존재하며 부도심지역 중 하단

과 강서에는 아직 브랜드 멀티플렉스가 들어서지 않았다.46) 서울보다 좀 더 높

은 비율인 18개의 브랜드 멀티플렉스 중 12개가 신도심-부도심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해당지역의 인근에 배치됨은 물론 4지역 중심에 포함되는 모

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 부산에서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신도심과

부도심을 중심으로 한 부지확보를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6) 강서의 경우 주거지역으로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영화관이 들어설만한 여건이

아니고 하단의 경우 현재 하나의 브랜드 멀티플렉스가 계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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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서울과 부산의 브랜드 멀티플렉스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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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시설
단독

건물

상업기능포함시설

비고
상업

근린

생활

주상

복합
역사 공항 기타

CGV 3 20 3 1 1 1 2 축구장, 국제금융센터

롯데시네마 1 15 2 2 2 1 2 전시관, 놀이공원

메가박스 1 8 5 0 0 0 0

총계(개) 5 43 10 3 3 2 4

비율(%) 7.1
61.4 14.3 4.3 4.3 2.9 5.7

92.9

[표 3-6] 브랜드 멀티플렉스와 결합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

(2) 결합시설

CGV 강변의 성공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부지확보정책은 쇼핑

몰, 백화점 등과 같은 대형 상업시설들과 연계하여 입점하기에 적합한 것이었

다. 브랜드 멀티플렉스가 합쳐진 거대구조물은 해당시설의 활성화는 물론 부도

심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 개발을 진행해 나가는데 주요한 인자

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후 부도심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이

들어서는 시설에 브랜드 멀티플렉스가 함께 계획되는 것이 공식처럼 여겨지게

된다. 이는 멀티플렉스라는 진입장벽이 낮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을

통해 수월하게 관객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들을 잠재적인 상업 수요로 전환함으

로써 해당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기인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의 브랜드 멀티플렉스를 대상으로 어떠한 시

설과 결합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총 70개의 브랜드

멀티플렉스 중 가장 많은 수인 43개의 브랜드 멀티플렉스가 일반상업시설인 쇼

핑몰이나 백화점 등과 결합하고 있었으며 근린생활시설이 10개로서 그 뒤를 이

었다. 건물 전체가 영화관으로 구성된 경우도 5개가 있었으며 주상복합건물에

입지한 경우와 지하철 혹은 기차역사와 연결된 경우가 각각 3개씩 존재했다. 이

외에도 공항과 결합된 곳이 2곳이 있었으며 축구장, 국제금융센터, 전시관, 놀이

공원 등과 결합된 곳이 각각 1곳씩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울과 부산의 브랜드 멀티플렉스 중 61.4%가 상업시설과 연계되어 작동하고

있다. 또한 상업시설이 아니더라도 단독건물로 형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업성을 포함한 복합기능을 지닌 시설들로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모든 브랜드

멀티플렉스가 상업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들과 결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복합기능은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관객을 상업시설에 대한 잠재고객으로

전환하면서 수익을 높이게 된다. 최근 들어 주상복합건물과 결합된 브랜드 멀티

플렉스도 나타나는데 이는 관객들로 하여금 영화를 보러가기 위해 움직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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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득이며 영화관의 입장에서는 대규모 단지의

주민들을 고정 소비자로 만들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다 만족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대부분의 브랜드 멀티플렉스는

상업시설과 결합하여 해당건축물에서 앵커시설47)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브랜드 멀티플렉스가 최초로 생겨날 당시 기존의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부도심지역에 건립하면서 많은 수익을 창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입지

전략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이 가장 활성

화된 현재의 도심 지역이 아닌 부도심이나 지역중심의 생활권과 밀착한 입지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주로 상업기능을 하는 시설들과 결합하여 해

당지역의 잠재성을 성장시키면서 해당 지역의 상업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

는 것이다.

(3)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분석대상선정

서울과 부산에 위치하는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입지현황과 결합시설을 통해

신도심과 부도심을 중심으로 한 부지확보정책이 현재까지 유효하게 펼쳐지면서

도시 주요지역에 분포된 모습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업기능을 포함한 시설들과

결합하여 거대구조물을 이루면서 앵커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하지만 모든 브랜드 멀티플렉스가 거대구조물에 포함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대구조물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대상을 선정

하여 도시건축적 특성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브랜드 멀티플렉스 중에

서도 거대구조물의 형식을 이루고 있는 대상들은 주로 공항, 지하철역, 복합상

업시설 등과 연계되어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주로 신도심과 부도심에 위치하면

서 해당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자리하고 있는 브랜드 멀티플렉스들을 분석대상으

로 삼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서울의 경우 용산역과 연결된 아이파크몰의 ‘CGV 용산’, 오목교역과

이어진 현대백화점 목동점의 ‘CGV 목동’, 김포공항과 연계된 롯데몰의 ‘롯데시

네마 김포공항’, 코엑스몰 내부에 위치한 ‘메가박스 코엑스’를 선정하였고 부산

의 경우 세계 최대의 쇼핑시설인 신세계 센텀시티에 위치한 ‘CGV 센텀시티’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47) 복합상업시설 내에서 집객성이 강한 시설을 일컫는다. 문화집회시설인 멀티플렉스,

공연장, 전시장 등과 위락시설인 게임센터, 어뮤즈센터, 카지노 등, 운동시설인 경기장,

레포츠 시설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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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영화관명 소재지

서울

서울극장 종로구 관수동 59-7

대한극장 중구 충무로 4가 125-18

CGV 신촌 아트레온 서대문구 창천동 20-25

CGV 압구정 강남구 신사동 603-2

CGV 대학로 종로구 명륜동 2가 41-9

롯데시네마 피카디리 종로구 돈의동 137

롯데시네마 브로드웨이 강남구 논현동 3-5

부산

대영시네마 중구 비프광장로 37

CGV 부산대 금정구 장전동 292-4

메가박스 부산극장 중구 비프광장로 36

메가박스 오투 금정구 부곡 2동 298번지

[표 3-7] 서울과 부산의 원도심형 멀티플렉스 현황

출처: 2013년 전국 영화관 현황

3.3.2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의 분석대상

앞서 기존영화관이 멀티플렉스로 전환한 사례 중 현재까지 물리적인 변형 없

이 유지된 곳을 대상으로 분류된 원도심형 멀티플렉스는 총 16개이다. 이 중 서

울과 부산에 위치한 원도심형 멀티플렉스는 11개로 [표3-7]과 같다. 이 목록을

바탕으로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입지현황에서 살펴봤듯이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의 분포현황에 대해 표현해보면 <그림 3-9>와 같이 나타

난다.

서울의 경우 모두 7개의 원도심형 멀티플렉스가 존재하며 현재 원도심인 한양

도성 주변으로 4곳이 입지하고 신촌지역에 1곳, 강남지역에 2곳이 입지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촌지역의 경우 원도심만큼 영향력이 큰 지역은 아니지

만 예전부터 서울의 부심(副心)으로 자리해 온 곳으로서 원도심과 비슷한 도시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므로 구현방식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강남의 경우는 원도심이라고 할 만큼 역사를 가지진 못했고 도시조직 또

한 다른 모습을 가지지만 멀티플렉스가 생겨날 당시 종로와 충무로보다 먼저

다수 상영관을 확보한 영화관들이 생겨나면서 비슷한 모습으로 구현되는 양상

을 보였다. 당시 모습을 현재까지 간직한 채 운영되는 멀티플렉스들이 있어 원

도심형 멀티플렉스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한편 부산의 경우는 4개의 원도심형 멀티플렉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2곳이 현

재의 원도심인 광복동 지역에 분포하고 나머지 2곳은 동래지역에 입지한다. 동

래지역은 부산의 태동 당시부터 광복동 지역과 함께 주요지역으로 성장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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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서울과 부산의 원도심형 멀티플렉스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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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으로 근대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는 오히려 광복동보다 더욱 주요한 지

역이었다. 따라서 동래지역은 현재 부도심으로 분류되지만 도시조직구성 등을

고려할 때 원도심으로 분류해도 손색이 없다.

이 중에서도 현재까지 지역의 대표 영화관으로서 꾸준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

는 곳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서울의 경우 종로의 ‘서울극장’,

충무로의 ‘대한극장’, 신촌의 ‘CGV 신촌 아트레온’ 분석대상으로, 부산의 경우

남포동의 ‘메가박스 부산극장’과 ‘대영시네마’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사례분

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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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용산 아이파크몰의 전체매장가이드

출처: 아이파크몰 홈페이지

제 4 장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도시건축적 특성

4. 1 사례분석

브랜드 멀티플렉스는 거대구조물에 포함된 모습으로 구현된다. 거대구조물의

형식을 이루기 위해 결합하고 있는 시설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방식으

로 연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도시공간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기 어려운

구조로 형성된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외부라고 할 수 있는 거대구조물 내부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성방식과 외부와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4.1.1 CGV 용산: 아이파크몰

(1) 개요

CGV 용산은 용산구 한강로 3가의 아이파크몰에 속한 멀티플렉스이며 아이파

크몰은 연면적 240,110m²의 초거대 복합쇼핑몰이다. ktx역인 용산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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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CGV 용산의 평면도

<그림 4-3>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구분되지만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6층의 홀과 7층의 대기공간

백화점, 디지털전문점, 전문식당가 등으로 이루어지며 여러 동으로 나뉜 건물들

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거대구조물이다. 2004년 오픈했던 전자 및 의류전문상

가 스페이스9이 겪었던 영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미국식 쇼핑몰을 모델로

2006년 리모델링하여 아이파크몰이란 이름을 걸고 다시 개관하였다. CGV 용산

은 아이파크몰 내부에서 이벤트 파크와 문화센터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11개의 상영관을 지니면서 두 개 층에 걸쳐 계획되었다.

(2) 공간구성방식

① 영역단위 구성

CGV 용산의 내부공간구성은 기본적인 영역단위들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는

공간단위요소들이 하나의 완결적인 공간세트를 이루면서 멀티플렉스로 형성되

기 때문이다. 홀을 중심으로 매표소, 화장실 등이 입장영역으로 구성되고 에스

컬레이터를 따라 한 층을 올라가면 넓게 마련된 대기공간이 대기영역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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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CGV 용산의 공간구성

6층의 홀과 7층의 대기공간은 비록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구분되긴 하지만 비슷

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CGV 용산은 입장영역과 대기영역이 혼합하여 나

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입장영역과 다른 방향으로 형성된 퇴장로는 퇴장영

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게 한다. CGV 용산에서 영역단위들은 기본적

으로 구분되긴 하지만 대기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단위요소가 입장영역과

대기영역에서 동시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② 동선체계

공간단위요소들에 의해 구분된 영역단위들은 순차적인 행위들로 이어지는 단

일동선체계를 구성된다. 특히 입장영역과 퇴장영역이 별도로 구성된다는 점 때

문에 관람영역에 들어선 순간 입장영역으로는 회귀할 수 없는 직선구조의 동선

이 형성된다. 이에 따라 CGV 용산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순차적으로 구성된 동

선에 따라 수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다양한 동선이 형성되거나 겹칠만한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경험은 사용자와 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모

습으로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③ 공간의 유연성

아이파크몰이 워낙 방대하고 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CGV

용산 내부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많지 않다. 그렇

지만 상영관의 공간특성을 살릴 수 있는 축구경기 응원전을 열어 공간의 활용

도를 높이거나 시사회를 개최하여 관객과 제작자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6층 홀의 넓은 공간을 통해 영화와 관련된 이벤

트를 제공하면서 관객들에게 다양한 모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이

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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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오브제로 인식되는 외관과 내부를 보여주지 않는 입구의 모습

<그림 4-5> 아이파크몰 내부에 형성된 야외공간인 이벤트파크

(3) 외부와의 관계

① 물리적 개방성

아이파크몰이라는 거대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동의 건물들은 외부공간

과 내부공간에 대한 경험을 교차시키며 아이파크몰을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인

식하게 만든다. CGV 용산 또한 아이파크몰이라는 가상의 도시를 형성하기 위

한 하나의 요소로서 존재한다.

이 때 CGV 용산은 외부를 향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단지 솔리드한 외관

에 설치된 간판을 통해 멀티플렉스의 존재를 인지시키면서 하나의 오브제처럼

여겨진다. 이벤트파크에서 이어진 진입공간에서도 개구부 주변만 열려있을 뿐

멀티플렉스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 드러내지 않으면서 내․외부공간의

시각적인 교류는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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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백화점에서 이어지는 입구와 복도를 따라 형성된 각종 음식점

<그림 4-8> 시기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이벤트파크

② 행위의 연속성

아이파크몰에서 CGV 용산으로 진입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야외의 이벤트파크

를 통하거나 백화점 중 하나인 패션관과 연결된 복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벤

트파크를 통한 진입방식은 물리적 개방성에서 살펴봤듯 시각적 교류가 나타나

지 않고 많은 계단을 이용함으로써 공간이 단절되어 프로그램 간 연계가 잘 일

어나지 않는다. 반면 패션관에서 이어지는 진입공간은 CGV 용산으로 이어진

복도를 따라 형성된 음식점들이 매개프로그램으로 작동되면서 ‘쇼핑-식사-영화

관람’이라는 소비행위간의 연계가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③ 공유공간의 유무

이벤트파크는 아이파크몰의 건물들 사이에 위치하면서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

습을 갖춘 공간으로 변형된다. 평소에는 동관과 서관, 용산역과 CGV 용산을 이

어주는 내부광장이자 이벤트가 열리는 행사장으로 이용되지만 계절에 맞춰 워

터파크나 아이스링크로 변신하면서 다채로운 모습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모

습이 공공공간으로 인식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벤트파크는 아이파크몰의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어 도시공간에서는 인지할 수 없으며 다른 쇼핑시설과 연

계된 또 다른 상업공간으로서 작동한다. 오히려 가설 프로그램들이 용산역 앞에

위치한 아이파크몰 광장에 형성되었다면 도시민에게 좀 더 열린 공간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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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현대백화점 목동점(좌)과 쇼핑시설과 연결된 CGV 목동(우)

출처: 현대백화점 홈페이지

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공공공간으로서 작동했을 것이다.

4.1.2 CGV 목동: 현대백화점 목동점

(1) 개요

서울 양천구 목1동 916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목동점은 주상복합인 현대 하이

페리온과 지하철 5호선인 오목교역이 연결된 복합상업시설이다. 2002년 개점하

여 목동지역의 대표적인 상업시설로 기능하고 있는 CGV 목동은 지하6층에서

지상7층으로 구성된 현대백화점의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다. 백화점과 연계된

멀티플렉스의 경우 대부분 최상층에 입지하기 마련인데 CGV 목동은 특이하게

지하철과 연계된 지하공간에 존재한다. 총 8개관 1,366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쇼

핑공간과 이어져 1개 층에 모든 시설이 계획되었다.

(2) 공간구성방식

① 영역단위 구성

CGV 목동의 로비는 현대백화점의 상점들과 이어져 있으며 별도의 구분을 위

한 물리적 장치가 없다. 때문에 입장영역이 여타 멀티플렉스보다 좀 더 복합적

인 모습으로 구성된다. 매표소, 매점, 로비 등과 함께 연계된 상점공간들은 입장

영역의 외연을 확장시켜 좀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별도의 대

기공간이나 휴게시설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입장영역에서 대기영역의 역할까지



- 65 -

<그림 4-11> 백화점 지하와 연결된 로비공간(좌)과 상영관으로 향하는 연결통로(우)

<그림 4-10> CGV 목동의 공간구성

담당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② 동선체계

복합적인 모습을 가진 입장영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CGV 목동의 동선체계는

매우 단순명료하다. 로비에서 상영관으로 이어지는 연결통로를 지나 영화 관람

이 이뤄지고 영화 관람 후에는 지하 3층의 매장으로 곧장 연결된다. 결국 백화

점의 상점에서 시작된 동선은 CGV 목동을 경험한 후 다시 상업공간으로 이어

지는 체계를 가진다. 때문에 항상 예상가능한 행위만 펼쳐지면서 CGV 목동 자

체가 현대백화점에 귀속된 문화공간처럼 작동하게 된다.

③ 공간의 유연성

멀티플렉스를 구성하는 공간단위요소 중 유연성을 지닐 수 있는 로비공간은

이미 상업공간과 연계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할 경우 공간

자체가 과도하게 복잡해지므로 기본적인 역할만 충실히 수행한다. 또한 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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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지하철, 백화점과 연결되어 흘러 다니는 공간

를 개최하면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상영관을 제외하면 별다른 공간단위요

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기능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외부와의 관계

① 물리적 개방성

앞서 공간구성방식에서 살펴봤듯 CGV 목동은 현대백화점에 삽입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별도의 입구나 진입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도시공

간과 시각적인 소통을 이룰만한 여지가 없다. 다만 백화점으로부터 연계된 로비

공간이 입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막힘없는 모습으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② 행위의 연속성

물리적 장벽이 없는 CGV 목동은 현대백화점 내부에서 비장소48)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백화점과 멀티플렉스, 지하철, 푸드코트 등을 끊임없이 흘러 다니면서

각 프로그램들은 연결되고 서로의 존재를 인식한다. 지하철에서부터 시작된 흐

름은 백화점의 상점에서 멀티플렉스로 이어지고 멀티플렉스에서 다시 상점 또

는 푸드코트로 연결되며 건물 내부의 맥락을 만들어낸다. 현대백화점 내부의 프

로그램들은 서로의 경계를 허물며 각자의 공간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존재한

다고 할 수 있다.

48) 프랑스 인류학자인 Marc Auge에 의하면 ‘비장소(non place)’란 ‘장소’라고 여겨질 만

큰 의미를 내재하지는 않으면서 철저히 기능적인 목적을 지니고, 순간적인 현상이 반복

되는 공간인 슈퍼마켓, 공항, 자동차도로, 호텔, 쇼핑센터와 같은 곳을 일컫는다. 비장소

는 ‘머무는 공간’보다는 ‘흐르는 공간’으로서의 장소성을 지니며 이러한 공간에서 펼쳐지

는 장소적 특징이 현대사회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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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롯데몰의 전경

출처: http://blog.naver.com/imck81

③ 공유공간의 유무

공간구성방식의 공간의 유연성을 살펴보면서 언급했듯 CGV 목동은 영화 관람

을 위한 필요최소의 공간만으로 이뤄져 있다. 때문에 공공공간으로 제공될만한

물리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며 인접한 공공공간이 CGV 목동의 사유공간으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4.1.3 롯데시네마 김포공항: 롯데몰

(1) 개요

김포공항이 자리하고 있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6에 들어선 롯데몰은 롯데

백화점, 시티호텔, 롯데마트, 쇼핑몰, 롯데시네마로 구성된 거대구조물이다. 국내

선 건물과 국제선 건물을 양 옆으로 두고 2011년 개관한 롯데몰은 개관 1년 만

에 3천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김포공항의 명소이다. 롯데시네마 김포공항

은 롯데몰의 한 부분으로서 10개의 상영관과 2,134석을 보유한 멀티플렉스로 총

3개 층으로 구성되었으며 롯데백화점과 연결되어 있다.

(2) 공간구성방식

① 영역단위 구성

롯데시네마 김포공항의 내부공간은 입장영역과 대기영역이 혼재된 로비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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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롯데몰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는 롯데시네마 김포공항

출처: http://www.samsamstory.com/861

<그림 4-15> 로비공간의 모습과 상영관으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관람영역, 퇴장영역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구성을 이룬다. 이는 CGV 용

산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입장영역과 대기영역에 해당하는 공간단위요소들인

매표시스템, 매점, 카페 등이 1층 로비를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롯데시네마 김포

공항에 들어선 관객들은 한 공간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롯데시네마 김포공

항의 특이점으로는 매표시스템이 완전한 무인시스템으로서 자율적인 발권 및

상영관까지의 이동이 이뤄지게 된다.

② 동선체계

롯데몰은 엄청나게 큰 규모의 복합쇼핑시설이다 보니 복도를 따라 마련된 표

지판에 의지하다보면 길을 헤매기 쉽다. 하지만 롯데시네마 김포공항 내부에서

는 매우 간결한 공간이용이 나타난다. 입장/대기영역에서 행위를 마친 관객들은

로비 가운데에 자리한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위층의 상영관으로 이동한다. 다른

이동수단은 없기 때문에 모든 관객들은 정해진 동선에 따라 움직이게 되며 이

러한 수동적인 움직임은 영화 관람 후 퇴장에 이르기까지 지속된다. 영화 관람

이 끝나면 상영관 출구 쪽으로 마련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롯데몰의 다른 공간

즉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티호텔 중에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이

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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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롯데시네마 김포공항의 공간구성

<그림 4-17> 롯데시네마 김포공항의 외관과 입구의 모습

③ 공간의 유연성

아이파크몰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규모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유한 롯데몰이

기 때문에 롯데시네마 김포공항 내부의 공간들은 다양성을 지닐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상영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사회가 가끔 개최될

뿐 별다른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외부와의 관계

① 물리적 개방성

롯데시네마 김포공항의 외부를 향해 열린 모습은 아이파크몰의 CGV 용산과

매우 흡사하다. 도시방향으로 무겁고 불투명한 재료로 구성된 외벽 위에 새겨진

간판을 통해 오브제로 인식되며 멀티플렉스의 존재만을 알린다. 롯데몰 내부에

서 이어진 진입공간의 모습 또한 황금색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솔리드 벽체로

막힌 모습으로 나타난다. 외부를 향해 조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롯데시네마

김포공항의 입구는 결국 롯데몰 내부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롯데시네마 김포공항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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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롯데몰 내부의 공연모습과 외부의 휴게공간

<그림 4-18> 롯데몰의 시설들을 이어주는 에스컬레이터와 복도

② 행위의 연속성

롯데몰을 이루는 복합적인 시설들은 자연스럽게 엄청난 양의 에스컬레이터와

복도 등이 계획되게 만든다. 이러한 이동수단들을 통해 롯데몰의 여러 프로그램

들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거대구조물 내부의 흐름을 생성시킨다. CGV 목동에

서 나타났던 흐르는 공간은 롯데몰 내부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사용

자들은 롯데몰이라는 거대한 매스 내부를 끊임없이 배회하며 모호한 경계를 지

닌 시설들을 경험하게 된다.

③ 공유공간의 유무

흐르는 공간으로 가득 찬 롯데몰은 경우에 따라 넓은 복도를 공연장으로 변모

시켜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 거대구조물 내부의 흐름은 가변적인 공간에서 순간

적으로 나타나는 강도의 변화에 따라 응집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이파크몰의 이

벤트파크와 같이 롯데몰의 복도를 활용한 공연장 또한 공공공간으로 작동하기

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이는 도시공간과 건축 사이의 공간이 아닌 거대한 건

축물 내부에서 벌어진 이벤트로서 결국 롯데몰 내부에서 생성된 흐름을 동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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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2014년 현재 리노베이션 중인 코엑스몰의 조감도

출처: 무역협회

야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롯데몰이 자리하고 있는 부지에 같은 공

연장을 설치하고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시도를 기울인다면 공공공간으로 거듭

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4.1.4 메가박스 코엑스: 코엑스몰

(1) 개요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24에 위치하고 있는 코엑스몰은 아시아 최대의 지하

쇼핑공간으로 상업시설 연면적이 총 119,000m²에 달하는 거대구조물이다. 코엑

스몰의 내부는 460여개의 임대 상업공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쿠아리움과 멀

티플렉스를 앵커시설로 둔 복합상업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지하철 2호선인 삼

성역과 연결되어 2000년 개장하였으나 2013년부터 전시공간을 비롯하여 전면

리노베이션에 들어간 상태이다. 메가박스 코엑스는 16개의 상영관을 보유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상영관을 지녔으며 관람석 또한 4,242석이라는 어마어

마한 숫자를 자랑한다. 코엑스몰의 앵커시설답게 삼성역 출구에서부터 가장 멀

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걸쳐 계획되었다.

(2) 공간구성방식

① 영역단위 구성

메가박스 코엑스의 공간단위요소들은 매우 명료한 모습으로 영역단위가 구분

된다. 지하1층의 홀과 무인발권시스템, 지하2층의 매표소, 카페, VIP Lounge 등

으로 이뤄진 입장영역을 가지며 매표소 우측으로 정방형의 대기공간이 나타나

고 매점, 화장실 등과 함께 대기영역을 구성한다. 16개의 상영관으로 구성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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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메가박스 코엑스의 평면

<그림 4-22> 지하1,2층이 연결된 모습과 지하1층에서 내려다본 지하2층의 모습

람영역, 상영관 출구를 따라 형성된 퇴장영역으로 구분된다.

② 동선체계

코엑스몰의 상점들을 따라 내부 깊숙이 형성된 홀에서부터 시작하는 메가박스

코엑스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2층으로 내려온 후 발권을 하고 대기시간에

따라 다시 상업공간으로 회귀하거나 지하2층의 홀과 맞닿은 대기공간, 카페,

VIP 라운지 등을 이용한다. 대기영역을 지나 영화를 관람하고 출구를 통해 나

오면 지하1층의 홀로 다시 연결된다. 결국 명확하게 나뉜 영역단위들은 순차적

이고 단조로우면서 순환적인 동선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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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이 확장되는 상영관(좌),

갤러리로 전환되는 내부공간(중), 다양한 컨텐츠를 소개하는 홀(우)

<그림 4-23> 메가박스 코엑스의 공간구성

③ 공간의 유연성

메가박스는 멀티플렉스의 상영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확장하려는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상영관은 공간 구조를 적극 활용하여 공연문화에 노출

빈도가 낮은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발레공연을 시연하며 친숙하게 접근하기도

하고 해외유명 오케스트라 공연을 실황 중계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다각화된

공간 활용의 모습을 보인다. 또한 VIP Lounge의 일부공간을 활용하여 갤러리로

구성하면서 임시적인 전시공간으로 변형하기도 하며 1층 로비공간을 활용하여

게임과 같은 다양한 컨텐츠와 관련된 모형 등을 전시하기도 한다.

이는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다른 사례들이 멀티플렉스로서 필요최소의 공간단

위요소만을 가지며 상영관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 유연성을 띄지 못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멀티플렉스의 공간전체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모기업

의 전략과 노력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진 영화관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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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도시공간에서 인지할 수 없는 메가박스 코엑스(좌)와 진입공간의 모습(우)

<그림 4-26>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과 연계된 코엑스몰(좌)과

리노베이션 후 내부 전경 조감도(우)

(3) 외부와의 관계

① 물리적 개방성

지하공간에 입지하고 있는 메가박스 코엑스는 도시공간에서는 전혀 인지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면서 도시공간과는 시각적인 교류가 전혀 형성되지 않는다.

CGV 목동과 같이 지하공간에 파묻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외부를 향해 드러

낼만한 요소가 없다. 이는 CGV 용산과 롯데시네마 김포공항에서 사인을 통해

도시공간으로 멀티플렉스의 존재를 인지시켰던 것과는 구별되는 모습이다.

② 행위의 연속성

흐르는 공간에서 나타나는 비장소성은 메가박스 코엑스에서도 나타난다. 지하

철역부터 시작된 흐름은 끊김 없이 코엑스몰 내부로 흘러들어와 아케이드형식

으로 구성된 각종 상업시설들을 경험하고 멀티플렉스와 아쿠아리움으로 연결된

다. 특히 도시공간과 격리된 지하공간에 계획되었다는 점은 코엑스몰의 내부적

흐름을 더욱 강력하게 만든다. 2014년 현재 리노베이션 중인 코엑스몰은 지하철

9호선인 봉은사역이 기존의 삼성역의 반대편에 직접 연결됨으로써 도시하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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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신세계 센텀시티의 전경

조와 직접 연결된 양끝 공간을 지닌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삼성역에서만 뿜

어져 나오던 흐름의 강도가 반대편에서도 흘러나와 서로 충돌하게 되고 교차하

면서 내부공간은 더욱 풍부하고 복합적인 흐름으로 가득할 것이다.

③ 공유공간의 유무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다른 사례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듯이 메가박스 코엑스

내부에서도 공공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거대구

조물 내부의 복합적인 프로그램 구성과 방대한 규모 덕분에 나타나는 공공공간

에 대한 필요성 부재가 만들어내는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오히려

외부의 도로와 코엑스몰을 연결시켜주는 지상광장과, 지하선큰광장이 공공공간

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4.1.5 CGV 센텀시티: 신세계 센텀시티

(1) 개요

세계 최대의 규모를 지닌 백화점으로 기네스북에까지 오른 신세계 센텀시티는

백화점, 아이스링크, 멀티플렉스, 아쿠아랜드 등이 갖춰진 동양 최대의 복합쇼핑

시설이다.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에 입지한 신세계 센텀시티는 2009년

개관하였으며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였다. 신세계 센텀시티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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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백화점과 바로 이어진 입장/대기영역

<그림 4-29> CGV 센텀시티의 공간구성

함된 CGV 센텀시티는 10관으로 구성된 멀티플렉스로 2,141석을 보유하고 있으

며 5층부터 8층까지 차지하고 있다.

(2) 공간구성방식

① 영역단위 구성

CGV 센텀시티는 신세계 백화점 내부에서 직접 이어지는 방식으로 CGV 목동

과 비슷한 모습의 공간구성을 보인다. 로비에 매표소, 매점, 카페, 대기공간이

한 자리에 모여 있어 입장영역과 대기영역이 구분되지 않고 혼재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CGV 목동의 경우 상점공간으로 이어진 복도를 따라 형성된 로비였

기 때문에 그리 큰 공간이 아니었지만 CGV 센텀시티의 경우 워낙 넓은 공간에

계획되었기 때문에 많은 공간단위요소가 있음에도 여유 공간이 많이 남는다. 퇴

장영역 또한 다른 브랜드 멀티플렉스 사례들과 비슷하게 입장영역과 다른 방향

으로 구성되어 구분되는 모습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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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BIFF 개최시 신세계 백화점의 입구(좌)와

BIFF용 임시매표소로 활용되는 CGV 센텀시티의 매표소(우)

② 동선체계

CGV 센텀시티의 동선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은 상영관 입구가 두 개 층으로 나

눠지는데 매표소가 상부 층인 7층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저층에서 수직이동수단

을 통해 7층으로 이동 후 5층의 상영관을 이용할 때는 올라올 때 이용했던 에

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외에는 다

른 브랜드 멀티플렉스들과 마찬가지로 순차적인 동선을 따라 퇴장로까지 이어

지는 일직선적인 구조를 보이게 된다.

③ 공간의 유연성

CGV 센텀시티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유연성은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상영관

을 이용한 시사회 개최를 통해 공간의 활용성을 확보하기도 하지만 영화제 개

최를 통해 더욱 두드러진다. 엄청난 스케일의 스크린을 자랑하는 스타리움관은

BIFF의 공식적인 상영관으로 지정되어 BIFF가 열리게 되면 영화제를 위한 공

간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공간적 특징을 유지하기 위해 CGV 센텀시티는 스타

리움관을 활용한 스타디움 영화제라는 독자적인 영화제를 개최하기도 한다. 이

영화제는 지난 상영 작품들 가운데 앙코르 요청이 많은 영화들을 선정하여 상

영하는 영화제로 CGV 센텀시티에서만 즐길 수 있다.

(3) 외부와의 관계

① 물리적 개방성

CGV 센텀시티 또한 다른 거대구조물에 포함된 브랜드 멀티플렉스와 마찬가지

로 외부를 향해서는 인지성만 부여하고 내부는 장벽 없는 진입공간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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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내부를 드러내지 않는 외관과 다른 시설과 막힘없이 열린 내부 진입공간

<그림 4-32> 신세계 센텀시티의 내부 흐름을 생성하는 에스컬레이터와 중정공간

또한 CGV 목동에서와 같이 내부공간에서 영화관임을 인지시키는 표식인 간판

이나 출입구조차 없어 완전히 열린 공간으로 느껴지게 된다.

② 행위의 연속성

신세계 센텀시티의 내부공간에서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장면은 가운데의 수

직으로 뚫린 타원형의 중정공간을 중심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나

타난다. 수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다른 층의 프로그램들을 시각

적으로 공유하고 에스컬레이터라는 운송수단의 특성상 언제든지 원하는 층에

내려 필요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중정공간 가까이에 다가서면 아래층

과 위층의 모습들이 서로 교차하며 지속적인 간섭이 일어난다. 별도의 출입구가

없는 CGV 센텀시티 또한 신세계 센텀시티의 다른 시설들과 동등한 하나의 프

로그램으로 인식되어 유기적으로 연계된 모습이 나타난다. 신세계 센텀시티에서

도 흐르는 공간을 통해 행위의 다양화와 복합적인 중첩이 생성된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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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신세계 센텀시티 정문의 광장과 후문의 분수광장

③ 공유공간의 유무

신세계 센텀시티는 멀티플렉스 외에도 아이스링크, 체험공원 등을 통한 문화시

설을 계획하여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상업

시설과 연계되어 공공공간의 기능보다는 사유공간의 성격을 좀 더 드러내게 된

다. 또한 1층 내부에 센텀광장을 마련하여 각종 행사와 공연 등을 제공하지만

이는 결국 신세계 센텀시티를 향한 고객 유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서 진

정한 의미의 광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신세계 센텀시티에서 공공공간으로 제공

되는 장소는 지하철역과 연계된 산호광장과 외부의 광장이다. 도시공간과 직접

연계되어 도시민들의 자유로운 보행이 가능하고 필요에 의해 가변적인 모습을

통해 지속적인 이벤트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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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CGV 용산 CGV 목동

롯데시네마

김포공항
메가박스 코엑스 CGV 센텀시티

분석

내용

Ÿ 영역단위 구분가능

Ÿ 입장영역/대기영역

일부혼합

Ÿ 입장영역과

퇴장영역 분리

Ÿ 입장영역의

대기영역 병행

Ÿ 입장영역과

퇴장영역 분리

Ÿ 입장영역/대기영역

혼합

Ÿ 입장영역과

퇴장영역 분리

Ÿ 영역단위 구분

명확

Ÿ 입장영역과

퇴장영역 분리

Ÿ 입장영역/대기영역

혼합

Ÿ 입장영역과

퇴장영역 분리

[표 4-1]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영역단위 구성 분석내용

4. 2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구현방식

4.2.1 공간구성방식

(1) 영역단위 구성: 대기영역의 축소와 입․퇴장영역의 분리

사례를 통해 살펴본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영역단위 구성은 주로 대기영역에서

특성이 드러났다. CGV 목동, 롯데시네마 김포공항, CGV 센텀시티는 별도의 대

기영역이 없거나 작게 형성되어 입장영역에 흡수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CGV 용산과 메가박스 코엑스의 경우 대기공간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영역과 대기영역의 구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도 CGV 용산은 입장영

역의 홀과 대기영역의 대기공간이 사실상 별 차이가 없는 역할을 수행해 구분

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거대구조물 내부공간에서 시작되어 또 다른 내부공간으로 이어지는 브랜드 멀

티플렉스에서는 구지 대기영역의 역할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영역의 축

소 또는 흡수가 나타나게 된다. 거대구조물 내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역단위구성의 또 다른 모습은 입장영역과 퇴장영역이 분리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푸드코트에서 시작한 멀티플렉스가 의류매장으로 이어지면서

입장할 때와 퇴장할 때 다른 거대구조물 내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경험하

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기본적으로 상업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대구조물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관객들의 대기시간을 활용해 조금이라도 소비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

록 멀티플렉스의 대기영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입장영역과 퇴장영역을

분리시킴으로써 원활한 퇴장동선이 형성되는 효과도 있지만 거대구조물의 다른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거대구조물 내부에 머물도록 유도하

는 것이다. 결국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영역단위 구성은 자신이 포함된 거대구조

물 내부에서의 소비행위와 맞물려 멀티플렉스에서 영화관람 이외에는 최소한의

시간을 소비하도록 계획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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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CGV 용산 CGV 목동

롯데시네마

김포공항
메가박스 코엑스 CGV 센텀시티

분석

내용

Ÿ 순차적인 직선형

Ÿ 사용자, 시간 무관

Ÿ 선택적 내부순환

Ÿ 순차적인 직선형

Ÿ 사용자, 시간 무관

Ÿ 강제적 내부순환

Ÿ 순차적인 직선형

Ÿ 사용자, 시간 무관

Ÿ 선택적 내부순환

Ÿ 순차적인 직선형

Ÿ 사용자, 시간 무관

Ÿ 선택적 내부순환

Ÿ 순차적인 직선형

Ÿ 사용자, 시간 무관

Ÿ 선택적 내부순환

[표 4-2]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동선체계 분석내용

<그림 4-34> 거대구조물의 내부순환과 쇼핑의 상관관계

출처: Mutations, Rem Koolhaas, Stefano Boeri, Actar, 2001, 137~139쪽

(2) 동선체계: 순차적인 직선형 동선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동선체계는 대부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입장영역

과 대기영역이 혼재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공간의 이용방식에는 별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동선체계는 입장영역-대기영역-관람영역-퇴장영역으로 곧장 이어

지는 순차적인 직선구조로 형성된다. 단일한 형식의 동선구성은 사용자와 이용

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어떤 브랜드 멀티플렉스를 경험하

든 비슷한 공간을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은 바로 이러한 동선체계에서 비롯된

다고 할 수 있다.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동선체계는 수동적인 움직임을 통한 거대구조물에서 내

부순환적인 공간이용을 유도하게 된다. 거대구조물 내부에서 시작하는 멀티플렉

스는 결국 거대구조물 내부로 귀착되는 모습을 가지며 멀티플렉스의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거대구조물의 다른 프로그램들을 경험하게 된다. 다른 사례들의 경

우 퇴장로를 따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순환동선의 성립여부가 선택적이

지만 CGV 목동은 관객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적인 순환구조가 나타난다.

백화점의 상점공간에서 시작하는 멀티플렉스의 퇴장로를 따라가면 무조건 상점

들을 지나야만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다. 내부순환적인 동선의 형성 또한 결국

은 거대구조물 내부경험에 대한 지속시간에 대한 증가를 통한 소비욕구 증진으

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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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CGV 용산 CGV 목동

롯데시네마

김포공항
메가박스 코엑스 CGV 센텀시티

분석

내용

Ÿ 시사회 개최

Ÿ 축구경기 응원전

Ÿ 영화관련 이벤트

Ÿ 시사회 개최 Ÿ 시사회 개최

Ÿ 시사회 개최

Ÿ 복합문화공간 전환

Ÿ 로비공간 전시,

갤러리화

Ÿ 시사회 개최

Ÿ BIFF 전용상영관

Ÿ 자체 영화제 개최

[표 4-3]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공간의 유연성 분석내용

(3) 공간의 유연성: 상영관의 공간 활용 증대

브랜드 멀티플렉스에서 나타나는 상황에 따른 공간의 가변적인 모습은 대부분

상영관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시사회를 개최하여

관객과 제작자 사이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방식은 일정규모 이상의 상영관과 시

설을 갖춘 멀티플렉스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례에서 나타났

다. 또한 상영관의 규모가 좀 더 커지게 되면 축구경기 응원전을 펼치는 장소로

변신하거나 영화이외에 문화컨텐츠를 제공하는 장소로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브랜드 멀티플렉스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유연성은 기능적 전환으로 제한되며

공간적인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던지 도시공간이나 거대구조물 내부공간의 변화

와 호환하는 상황성을 드러내주지 못한다. BIFF 전용상영관으로 활용되는 CGV

센텀시티의 경우도 단순히 영화제를 위해 상영관을 대여하는 것일 뿐 공간적

경험이 달라지거나 다른 시설과의 연계 혹은 도시공간과의 교류가 일어나지 않

는다.

또한 거대구조물은 이미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시설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멀티

플렉스 내부공간이 다양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필요성이 적어지는 측면도 있다.

거대구조물에서 단지 하나의 요소에 지나지 않는 브랜드 멀티플렉스가 과도하

게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공간 이용에 대한 다른 시설들과의 균형이

무너진다. 오히려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거대구조물 전

체의 공간이용을 균등하게 분배하면서 상업기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4.2.2 외부와의 관계

(1) 물리적 개방성: 오브제로 인지되는 외관과 시각적 교류의 차단

외부를 향해 얼마나 열린 모습으로 입구와 외관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

펴본 물리적 개방성에서는 대체적으로 폐쇄적인 외관형태와 제한적인 시각적

교류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앵커시설로 기능하는 브랜드 멀티플렉스들은 거

대구조물 내부 깊숙한 곳에 계획되는 경우가 많아 외부를 향해 내부공간을 노

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백화점과 같은 상업시설에서 나타나는 외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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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CGV 용산 CGV 목동

롯데시네마

김포공항
메가박스 코엑스 CGV 센텀시티

분석

내용

Ÿ 도시공간에서

오브제로 인지

Ÿ 폐쇄적인 외부

진입 공간

Ÿ 개방적인 내부

진입로

Ÿ 도시공간에

인지되지 않음

Ÿ 개방적인 내부

진입로

Ÿ 도시공간에서

오브제로 인지

Ÿ 반폐쇄적인 내부

진입로

Ÿ 도시공간에

인지되지 않음

Ÿ 개방적인 내부

진입로

Ÿ 도시공간에서

오브제로 인지

Ÿ 개방적인 내부

진입로

[표 4-4]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물리적 개방성 분석내용

분석

대상
CGV 용산 CGV 목동

롯데시네마

김포공항
메가박스 코엑스 CGV 센텀시티

분석

내용

Ÿ 단편적 행위

나타나는 외부

공간 측 진입로

Ÿ 매개공간

존재(푸드코트)

Ÿ 거대구조물 내부

흐름 생성

Ÿ 매개공간

존재(상점)

Ÿ 지하철과 연계

Ÿ 도시공간 연계된

흐름 생성

Ÿ 매개공간 부재

Ÿ 거대구조물 내부

흐름 생성

Ÿ 매개공간

존재(상점)

Ÿ 지하철과 연계

Ÿ 도시공간 연계된

흐름 생성

Ÿ 매개공간

존재(상점)

Ÿ 지하철과 연계

Ÿ 거대구조물 내부

흐름 생성

[표 4-5]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행위의 연속성 분석내용

과의 단절을 통한 내부공간에 대한 집중과 소비행위 증진에 대한 모습이 거대

구조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하면서 전반적으로 솔리드한 외벽을 지닌 닫힌 모

습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거대구조물 내부로 유입된 관객들은 외부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부공간을 부유하게 된다.

오히려 이런 공간의 특성을 통해 내부에서의 진입방식에서는 상대적인 개방성

을 지니게 된다. 대부분의 브랜드 멀티플렉스들은 내부공간을 통한 진입공간에

서 출입문이나 입구를 별도로 계획하지 않는다. 복도나 로비 등의 공간 등을 통

해 통과하는 느낌으로 진입이 이루어지며 다른 프로그램과의 공간경험에 대한

차별성을 주지 않는다. 상점에 들어가서 옷을 살피고 구매하는 행위와 같은 방

식으로 멀티플렉스에 대한 접근이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2) 행위의 연속성: 거대구조물 내부의 흐르는 공간

견고하게 형성되지 않은 진입공간은 거대구조물의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

속적인 경험이 끊어지지 않고 멀티플렉스 내부로 흘러들어오게 만든다. 푸드코

트나 상점 등은 몰과 같은 방식으로 나열되어 거대구조물 내부를 전체적으로

흐르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행위들의 연속적인 흐름이 단절되지 않고 거

대구조물 내부를 가득 채우며 비장소적인 특성들을 나타낸다. 어떤 지점도 중심

공간이 되지 않으며 무엇을 먼저 경험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신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내부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공간의

흐름이 내부에서 시작해 내부에서 끝난다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흐름은 도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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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CGV 용산 CGV 목동

롯데시네마

김포공항
메가박스 코엑스 CGV 센텀시티

분석

내용

Ÿ 다변화하는

내부광장

(공공공간 아님)

Ÿ 아이파크몰 광장

Ÿ 없음

Ÿ 가변적인 이동로

(공공공간 아님)

Ÿ 롯데몰 선큰광장

Ÿ 다변화하는

내부광장

(공공공간 아님)

Ÿ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

Ÿ 다변화하는

내부광장

(공공공간 아님)

Ÿ 산호광장

Ÿ 백화점 앞 광장

Ÿ 분수광장

[표 4-6]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공유공간의 유무 분석내용

간에서 생성되지 않으며 거대구조물에 진입한 이후에 발현된다. 때문에 거대구

조물 내부에서 프로그램들 간의 연계는 복합적으로 구성되지만 어디까지나 내

부에 갇힌 흐름으로서 도시공간까지 빠져나오지는 못한다.

하지만 도시하부구조인 지하철과 연계될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CGV 목

동이나 메가박스 코엑스와 같이 지하철역에서 직접 진입하는 거대구조물이라면

이러한 흐름이 도시공간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 특히 메가박스 코엑스는 현재

삼성역에서 시작한 흐름이 다시 삼성역으로 들어가는 자기순환적인 흐름을 지

니지만 리노베이션 후 봉은사역이 완공되고 나면 삼성역-코엑스몰-봉은사역이

라는 강력한 도시공간의 연계가 나타날 것이다. 이는 거대구조물이 가지는 폐쇄

적인 공간의 흐름을 도시공간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로서 코엑스몰

내 외부공간이 흐름으로 가득 찬 도시건축으로 작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공유공간의 유무: 내부광장의 가변성와 외부광장의 무용성

브랜드 멀티플렉스가 포함된 거대구조물은 작은 도시로 인식될 정도로 규모가

크다. 때문에 야외공간이 거대구조물 내부에 형성되기도 하고 내부공간에서도

무대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폭을 지닌 이동로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들

은 마치 거대구조물 내부에서 광장처럼 기능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한다. 각

종 이벤트, 공연 등이 펼쳐지며 특히 CGV 용산이 있는 아이파크몰의 이벤트

파크는 계절에 따라 아이스링크와 워터파크로 변신하며 관객들에게 언제나 새

로운 모습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내부광장의 다변화된 모습은 진정한 의미의

공공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들은 철저히 거대구조물 내부에 속해 있기 때문

에 언제나 거대구조물로의 진입이라는 행위가 선재되어야 한다. 즉 거대구조물

의 상업공간이나 멀티플렉스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이

들을 끌어들여 내부공간에 머무는 시간을 증대시키면서 소비행위가 이뤄지게

유도하는 것이다.

진정한 모습의 공공공간은 해당공간을 경험하는데 아무런 진입장벽이 없어야

하며 어떤 부가적인 의도가 내포되지 않았을 때 성립된다. 중성적인 성격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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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CGV의 특별관 이미지들

출처: CGV 홈페이지

닌 광장을 통해 우연하게 지나치는 사람들이 감각에 의해 자극을 느끼고 자연

스럽게 모여드는 공간이어야만 한다. 철저히 계획된 모습으로 의도된 공간을 제

공하며 이미 행위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어 있다면 공공공간으로 작동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거대구조물은 공공공간으로 작동할만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아이파크몰의 아이파크몰광장, 롯데몰의 선큰광장, 코엑스몰의 밀레니엄광장, 신

세계 센텀시티의 전면광장과 산호광장, 분수광장은 물리적으로 공공공간으로 제

공되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거대구조물에서 거의 모든 이

벤트 성격의 행위들은 철저히 내부에서 벌어져 공공성이 감소하게 된다. 결국

거대구조물에서 공공공간이 제공되지 못하는 것은 계획적 측면에서 물리적 조

건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운영 및 관리 차원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2.3 차별화전략

각 브랜드는 자사의 브랜드 멀티플렉스를 차별화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도

입하고 있다. 차별화전략을 통해 공간구성방식의 측면에서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로 상영관의 특수화이다. 상영관은 브랜드 멀티플렉스에서도 가장 핵심

적인 시설로서 관객들의 영화 관람과 직결되는 물리적 요인인 3S, 즉 스크린

(Screen), 음향(Sound), 좌석(Seat)을 내포하고 있다. 각 브랜드는 특수 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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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명

(지명 앞에

‘CGV’ 생략)

특별관

4DX IMAX
GOLD

CLASS

Cine

de

Chef

Starium
Private

Cinema

beats

by

dr.dre

Sweet

Box

VEAT

BOX

Screen

X

Sound

X

Cine

Kids

무비

꼴라쥬

강남 ○ ○ ○

강동

강변 ○ ○ ○ ○ ○

구로 ○ ○ ○ ○

군자

김포공항 ○ ○

독산

명동 ○ ○

명동역 ○ ○

목동 ○ ○ ○

미아 ○ ○

불광 ○

상암 ○ ○ ○ ○ ○ ○ ○

성신여대입구 ○

송파 ○ ○ ○ ○

여의도 ○ ○ ○ ○ ○

영등포 ○ ○ ○ ○ ○ ○ ○

왕십리 ○ ○ ○ ○ ○ ○

용산 ○ ○ ○ ○ ○ ○

중계

청담씨네시티 ○ ○ ○ ○ ○ ○ ○

프라임신도림 ○

하계 ○

남포

대연 ○ ○

대한 ○

동래 ○ ○

서면 ○ ○ ○

센텀시티 ○ ○ ○ ○ ○ ○ ○

아시아드 ○

화명

[표 4-7] CGV 특별관 운영 현황

및 상영기법을 활용한 특별관을 운영 중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CGV의 경우 모두 13가지 특별관을 운영한다. 각 특별관은 음향, 스크린,

좌석 등에 대한 부가적 서비스를 통해 좀 더 고급화된 환경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한다. 이 중 스크린 효과를 극대화한 곳으로 ‘IMAX’, ‘STARIUM’,

‘SCREEN X’가 있고 음향시설을 개선한 특별관은 ‘SOUND X’, ‘VEAT BOX’,

‘beats by dr.dre’이다. 또한 좌석이나 분위기를 색다르게 연출한 곳으로 ‘4DX’,

‘GOLD CLASS’, ‘Cine de Chef’, ‘The Private Cinema’, ‘SWEET BOX’, ‘CINE

KIDS’가 있다. 이외에도 다양성영화를 제공하는 ‘무비꼴라쥬’를 운영하면서 관

객의 선택 폭을 넓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객들은 일반 상영관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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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명

(지명 앞에

‘롯데시네마’ 생략)

특별관

샤롯데
SOUND

EXTREME
프레스티지 아르떼

4D

EXTREME

VIBE

EXTREME

와인/시네마

트레인
KTX 시네마

가산하이힐 ○ ○

서울-영동

간 운행

경부선

(광명-밀양)

호남선

(광명-정읍)

강동

건대입구 ○ ○

김포공항 ○ ○

노원 ○

누리꿈

롯데월드

서울대입구

신도림 ○ ○

신림

씨티

에비뉴엘 ○

영등포

용산

장안

청량리 ○

합정

홍대입구

황학

동래 ○

부산본점 ○

서면

사상

센텀시티 ○ ○

해운대

[표 4-8] 롯데시네마 특별관 운영 현황

<그림 4-36> 롯데시네마의 특별관 이미지들

출처: 롯데시네마 홈페이지

체험을 경험함으로써 건물의 물리적 형태나 공간구성방식에서 느끼지 못했던

차별성에 대해 상영관 내부에서 영화 관람을 하는 동안 경험함으로써 해당브랜

드 멀티플렉스에 대한 지속적인 이용이 이뤄지게 된다.

롯데시네마의 경우 총 8가지의 특별관을 운영 중이다. 역시 스크린, 음향, 좌석

에 대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기차를 활용한 ‘와인/시네마 트레인’, ‘KTX

시네마’ 등을 운영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샤롯데’, ‘프레스티지’,

‘4D Extreme’ 등이 좌석을 고급화한 경우이며, ‘Sound Extreme’, ‘V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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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명

(지명 앞에

‘메가박스’ 생략)

특별관

M M2 Premium Table M The First Club 아트나인

강남

동대문 ○

목동 ○ ○

상봉

센트럴

수유

신촌 ○

은평

이수 ○

코엑스 ○ ○

덕천

서면

장산

해운대

[표 4-9] 메가박스 특별관 운영 현황

Extreme’이 음향시설을 극대화한 특별관이다. 또한 ‘아르떼’관의 경우 예술영화

를 상영하는 곳으로 다양성영화의 상영을 통한 관객 저변 확대를 기대하고 있

는 모습이다.

메가박스는 특별관에 대한 차별성이 가장 떨어지는 브랜드이다. ‘M’, ‘M2’,

‘Premium’, ‘Table M’, ‘The First Club’, ‘아트나인’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The First Club’관은 CGV의 ‘GOLD CLASS’나 롯데시네마의 ‘샤롯데’와 마찬

가지로 고급화된 시설에 서빙 시스템을 도입하여 영화관람시 식사와 휴식을 함

께 하는 특별관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경기지역인 고양시에 위

치하며 서울과 부산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머지 특별관의 경우 모두

좌석을 고급화하여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한 곳이라

고 할 수 있다. ‘아트나인’의 경우 메가박스 이수점에 위치한 특별관으로 예술영

화를 상영하는 곳이며 매표시설이 메가박스 이수의 다른 상영관과 매표 및 이

용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메가박스의 경우 좌석 이외에

음향이나 스크린에 대한 부가적인 투자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3대 멀티플렉스에서 운영 중인 특별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다양성영화를 위

한 상영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특별관은 시설의 고급화를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좀 더 높은 수준의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거대자본이라는 특장

점을 지닌 브랜드 멀티플렉스에서 가장 활발하고 용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차

별화전략이다. 하지만 결국 자본에 의해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영화설비의

개선 및 상영관 이용 등급제 등으로 제한된다. 시설의 측면에서 공간들 사이에

서 차별성이 나타난다거나 도시건축으로서 도시공간과의 관계성이 개선되는 등

의 모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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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CGV 천안 펜타포트의 CGV 갤러리

출처: http://screenx.co.kr/cgv

두 번째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차별화전략은 대기공간에 부가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다. 많은 멀티플렉스는 게임센터, 타로점과 같이 짧은 시간을 보

낼 수 있는 간이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관객들의 대기시간이 무료하지 않도록 하

고 있다. 대기공간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조금이라도 많은 시간을 건물 내에

머물도록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고 있다. CGV 천안펜타포트의 경우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간적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색다른 형식의 복합문화공

간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천안-아산 지역에 자리한

CGV 천안 펜타포트는 영화관과 갤러리를 결합한 컨셉으로 지어졌다. 영화관

로비와 상영관 복도, 퇴장로 등의 공간을 모두 갤러리로 꾸며 다양한 작품 전시

가 가능하도록 한 곳으로 이를 통해 영화관을 찾는 고객들에게 또 다른 문화

체험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한편, 예술학도들의 창작활동을 독려하고자 한다. 지

역대학인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예술․디자인 대학

학생과 교수들의 다양한 작품을 주기적으로 전시하게 된다.49) CGV 천안 펜타

포트와 같이 로비 및 대기공간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공공영역이 거대구조물 내

부로 들어온 모습으로 브랜드 멀티플렉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기공간에 삽입되는 부가 프

로그램들이 결국 거대구조물 내부에서 소비욕구를 자극시키기 위한 도구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거대구조물의 내부화 및 도시공간과의 단절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49)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16일자 기사, ‘CGV 영화관-갤러리 결합, 색다른 복합문화공

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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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공간구성방식

영역단위의 구성 동선체계 공간의 유연성

CGV 용산

Ÿ 영역단위 구분가능

Ÿ 입장영역/대기영역 일부혼합

Ÿ 입장영역과 퇴장영역 분리

Ÿ 순차적인 직선형 동선

Ÿ 사용자, 시간 무관

Ÿ 선택적 내부순환 동선

Ÿ 시사회 개최

Ÿ 축구경기 응원전

Ÿ 영화관련 이벤트 개최

CGV 목동
Ÿ 입장영역의 대기영역 병행

Ÿ 입장영역과 퇴장영역 분리

Ÿ 순차적인 직선형 동선

Ÿ 사용자, 시간 무관

Ÿ 강제적 내부순환 동선

Ÿ 시사회 개최

롯데시네마

김포공항

Ÿ 입장영역/대기영역 혼합

Ÿ 입장영역과 퇴장영역 분리

Ÿ 순차적인 직선형 동선

Ÿ 사용자, 시간 무관

Ÿ 선택적 내부순환 동선

Ÿ 시사회 개최

메가박스

코엑스

Ÿ 영역단위 구분 명확

Ÿ 입장영역과 퇴장영역 분리

Ÿ 순차적인 직선형 동선

Ÿ 사용자, 시간 무관

Ÿ 선택적 내부순환 동선

Ÿ 시사회 개최

Ÿ 복합문화공간 기능 상영관

(공연 상영, 실황중계 등)

Ÿ 로비공간 전시공간, 갤러리화

CGV

센텀시티

Ÿ 입장영역/대기영역 혼합

Ÿ 입장영역과 퇴장영역 분리

Ÿ 순차적인 직선형 동선

Ÿ 사용자, 시간 무관

Ÿ 선택적 내부순환 동선

Ÿ 시사회 개최

Ÿ BIFF 전용상영관

Ÿ 자체 영화제 개최

(스타리움 영화제)

[표 4-10]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공간구성방식 분석내용

4. 3 소결

브랜드 멀티플렉스에서 나타나는 도시건축적 특성은 거대구조물 내부에서 강

력한 흐름을 통해 타 시설과의 끊임없는 교류가 펼쳐지고 흐르는 공간으로서

유기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입지한 곳의 도시조직이 맥락이 부재한

상황에서 거대구조물 내부에서 시설 간의 연계를 만들어내고 이들이 복합적으

로 교차하는 모습들이 발생한다. 이 때 앵커시설로 작동하는 브랜드 멀티플렉스

는 대체적으로 최종목적지의 역할을 수행하며 거대구조물에 진입한 관객들에게

다양한 상업시설들과 연계된 복합적인 공간경험을 제공한다. 입장영역과 퇴장영

역이 분리되어 자연스럽게 거대구조물의 내부공간을 두루 경험할 수 있으며 대

기영역의 축소를 통해 멀티플렉스 내부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거대구조

물 내부공간에 대한 경험을 상대적으로 높여준다.

하지만 이는 철저히 상업공간으로 기능하는 거대구조물의 성립을 위한 도구적

시설로 기능하는 모습이다. 지속적인 상업시설과의 조우는 자연스럽게 소비욕구

를 자극한다. 또한 거대구조물의 유기적인 흐름은 도시하부구조인 지하철역과

같은 시설과 연계될 경우 더욱 강력한 강도를 지니며 도시와 건축이 관통된 흐

름을 생성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거대구조물 외부까지 확장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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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외부와의 관계

물리적 개방성 행위의 연속성 공유공간의 유무

CGV 용산

Ÿ 도시공간에서 오브제로 인지

Ÿ 폐쇄적인 외부 진입 공간

Ÿ 개방적인 내부 진입로

Ÿ 단편적 행위 나타나는 외부

공간 측 진입로

Ÿ 매개공간 존재(푸드코트)

Ÿ 거대구조물 내부 흐름 생성

Ÿ 다변화하는 내부광장

(공공공간 아님)

Ÿ 아이파크몰 광장

CGV 목동
Ÿ 도시공간에 인지되지 않음

Ÿ 개방적인 내부 진입로

Ÿ 매개공간 존재(상점)

Ÿ 지하철과 연계

Ÿ 도시공간 연계된 흐름 생성

Ÿ 없음

롯데시네마

김포공항

Ÿ 도시공간에서 오브제로 인지

Ÿ 폐쇄적인 내부 진입로

Ÿ 매개공간 부재

Ÿ 거대구조물 내부 흐름 생성

Ÿ 가변적인 이동로

(공공공간 아님)

Ÿ 롯데몰 선큰광장

메가박스

코엑스

Ÿ 도시공간에 인지되지 않음

Ÿ 개방적인 내부 진입로

Ÿ 매개공간 존재(상점)

Ÿ 지하철과 연계

Ÿ 도시공간 연계된 흐름 생성

Ÿ 다변화하는 내부광장

(공공공간 아님)

Ÿ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

CGV

센텀시티

Ÿ 도시공간에서 오브제로 인지

Ÿ 개방적인 내부 진입로

Ÿ 매개공간 존재(상점)

Ÿ 지하철과 연계

Ÿ 거대구조물 내부 흐름 생성

Ÿ 다변화하는 내부광장

(공공공간 아님)

Ÿ 산호광장

Ÿ 백화점 앞 광장

Ÿ 분수광장

[표 4-11]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외부와의 관계 분석내용

못하면서 도시공간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도시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물리적 장치인 광장들이 외부에 형성되어 있

지만 이들은 내부광장에 지위를 빼앗기며 공공공간으로 제공될 기회를 상실하

고 이는 곧 내부광장의 활성화를 통한 내적 완결성을 가속화한다. 가상의 공공

공간은 궁극적으로 상업시설로 기능하며 ‘소비-관람-소비’라는 방식으로 펼쳐지

는 행위의 연속성은 거대구조물에 머무는 시간이 지속될수록 소비욕구를 가중

시킨다. 또한 내부 모습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는 전형적인 상업시설의 전략이

그대로 적용되어 내부의 스펙터클을 더욱 강화시킨다. 균질화된 브랜드 멀티플

렉스는 어떤 지점을 가든 비슷한 공간경험을 제공하므로 경험자체도 소비되어

해당공간에 대한 기억들마저 결국 소멸해버리고 만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브랜드 멀티플렉스는 결국 거대구조물 내부에서 항상 비

슷한 경험들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지점 간, 브랜드 간의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거대구조물 외부의 도시상황의 변화유무에 대

해 인지할 수 없도록 폐쇄된 구조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도시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 내부공간의 모습은 고착화된다. 도시건축으로서 도시공간과 연계된 흐

름을 지니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하부구조와의 연계 및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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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마련된 광장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접촉의 노력이 요구된다.

브랜드 멀티플렉스가 포함된 거대구조물이 입지한 곳에서 포착되는 기존의 도

시적 맥락과 장소적 가치의 부재는 도시공간과 건축을 연계하는데 있어 많은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한다. 거대구조물이라는 가상의 도시공간을 통해 새로운

형식의 맥락을 제공하면서 부족한 도시구성요소를 대체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브랜드 멀티플렉스가 포함된 거대구조물 형식의 도시건축은 현대도시에서 유효

한 구현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공간과의 극단적인 단절과 흐름의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실제와 유리된 가상공간으로 머무는 한계를 실감

하게 한다. 제대로 된 도시건축으로 작동하기 위한 거대구조물로 존재하기 위해

서는 거대구조물 내 외부의 공간들이 서로 직접적인 연계 및 교차가 끊임없이

일어나 외부에서 발생하는 도시상황에 기민하게 반응하여 지속적인 변형이 이

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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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1차 리모델링(1997~2003, 좌) 시기와

2차 리모델링(2003~현재, 우) 이후의 서울극장

제 5 장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의 도시건축적 특성

5. 1 사례분석

원도심형 멀티플렉스는 기존영화관이 멀티플렉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출현했

다. 그러므로 어떤 과정을 통해 멀티플렉스로 전환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당시에

나타난 공간구성방식과 외부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현재 모습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전환당시모습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비교해본다.

5.1.1 서울극장

(1) 개요 및 멀티플렉스 전환과정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 59-7에 위치한 서울극장은 1978년 ㈜합동영화가 세기극

장을 인수한 뒤 서울극장으로 상호를 바꾸어 개관하였으며 2014년 현재 11개의

상영관을 보유한 멀티플렉스이다. 단성사, 피카디리극장과 함께 서울의 3대 영

화관으로 각광을 받았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기를 누렸던 영화관으로

종로를 대표해왔다. 입지한 곳은 종로3가역 근처이며 주변지역은 아크릴, 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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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서울극장의 입구에 설치된 안내도(위)와

1층 평면(아래, 좌), 4층 평면(아래, 우)

속 등 자재를 판매하는 상점들이 주로 입점한 상업지구이다.

서울극장의 멀티플렉스 전환은 1997년과 2003년 두 번에 걸쳐 일어났다. 단관

으로 시작해서 1997년 첫 번째 리모델링을 통해 4개의 상영관을 추가로 개관하

여 우리나라 최초의 멀티플렉스로 자리매김하였고 2003년 ㈜카텍디자인에 의해

다시 한 번 리모델링을 거쳐 4개관을 추가로 증축하면서 총 11개의 상영관을

가진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두 번째 리모델링의 컨셉은 ‘Back to the

Basic–1930’s Hollywood’로서 전통 극장가의 풍경을 재현하고 있다. ㈜카텍디

자인 관계자는 서울극장을 1930년대 헐리우드의 차이니스 극장 같은 전통성이

가미된 명소로 남기고 싶은 마음으로 미래지향적 멀티플렉스와는 차별화하는

극장가의 풍경을 담고자 했다고 설명한다.50)

50) 월간 빌딩문화, ‘영화! 완전정복’을 위해 준비된 최상의 공간 서울극장, 2003년 11월



- 95 -

<그림 5-3> 1층에 마련된 매표시설과 매점, 그리고 대기공간

(2) 공간구성방식

① 영역단위 구성

서울극장은 계획당시 건물 전체가 유연하게 연계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대기영역이 해체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1층에 매표소, 매점, 대기공간, 음식점,

카페 등을 계획하면서 입장영역과 대기영역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집결시켜놓긴

했지만 다른 곳에도 분산하여 배치하였다. 특히 4층에는 플레이스테이션II 게임

존과 휴게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면서 대기영역이 건물 곳곳에 흩어진 모습으로

형성된다. 해체된 모습의 대기영역을 통해 영화상영시간과 관계없이 1층과 4층

의 공간을 옮겨가며 대기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한편 현재의 서울극장 내부공간은 플레이스테이션II 게임존이 폐쇄되었고 휴게

공간은 영화상영 10분 전이 되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계단과 엘리베이터 또한

직원에 의해 사용에 제약을 받으면서 건물이용에 대한 자유도가 떨어지게 되었

고 결국 실질적인 대기영역은 1층 대기공간만으로 위축되었다.

② 동선체계

건물을 이용하는 동선 또한 계획당시와 현재가 다른 모습을 보인다. 계획당시

1층 로비와 연계된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엘리베이터는 상영관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만들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는 건물 중앙에 배치되어 관

객들의 이동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

하게 하는 장치로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1층에서 매표를 하고 4층의 휴게공간

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1층의 대기공간으로 되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가까이에

있는 음식점이나 매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공간의 활용이 일어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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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리모델링 당시와 현재의 서울극장 공간구성

<그림 5-4> 이용에 제한을 둔 수직이동수단

는 건물 전체에 대한 이용도를 높이면서 서울극장이 단지 영화 관람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다채로운 경험이 가능한 멀티플렉스로 작동하게 된다.

현재에는 에스컬레이터의 운용이 멈추고 엘리베이터와 계단에 대한 이용에도

제한을 두면서 건물 내부의 동선이 매우 단조롭고 수동적인 형태로 변하게 되

었다. 직원의 통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특정 공간만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서

울극장의 내부공간은 공간 활용의 다양성 및 중첩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물리적인 공간을 다채롭게 구축했다 하더라도 운영 및 관리 측면

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공간이 가진 잠재력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장면이다.

③ 공간의 유연성

서울극장의 경우 상영관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공간의 유연성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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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서울극장 앞 소광장

<그림 5-6>

서울극장의 대지 상황

타난다. 1,000석 가까운 좌석을 보유했던 1관과 2관은 관람환경의 개선을 위해

절반 가까운 좌석을 줄이고 좌석의 폭, 간격을 넓히는 노력을 통해 현재는 580

여석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여전히 대형 상영관에 속하기 때문에 시사회를 개최

하는 공간으로 병용되기도 한다. 시사회를 통해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조우하

고 대화를 이루면서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공간을 제공한 서울극장은 문

화를 소비할 뿐 아니라 문화를 매개로 한 만남의 장소로 인식되었다. 현재에는

1관의 경우 외부공연업체인 ‘Painters’에게 대여하면서 조금이라도 다양한 모습

을 갖춘 시설로 기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외부와의 관계

① 물리적 개방성

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계획당시와 달리 변화된 현재상황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리모델링 당시 서울극장 부지 전면에 상가건물이 입지하여 입면 일부가

가려지게 되었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시를 향해 열린 공간을 마련하고자 작게

나마 광장을 계획하여 보이드 공간을 형성하고 영화관으로 들어가는 동선을 따

라 건물 외부에 매표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시설을 마련하여 협소한 대지상황을 극복하려했

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불리한 대지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공간을 향해 개

방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외부에 설치되었던 매표소가 더 이상 운용되지 않고 소광

장 또한 진입공간의 역할보다는 주차공간으로 활용되면서 도로로부터 후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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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주차장 역할을 하는 소광장 주변 공간

<그림 5-8>

더 이상 운용하지 않는 매표소

건물의 입지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개방적인 입구의 모습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들을 상실하면서 입구 전체가 닫혀있는 인상을 주게 된다.

② 행위의 연속성

서울극장에서 소광장의 활용여부와 건물내부 이동수단의 이용방식은 도시공간

에서 건축물 내부로 부드럽게 연결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계획당시에는 소

광장에서 도시의 흐름을 건물 입구까지 끌어들이면서 자연스럽게 건물 내부까

지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었고 내부에 진입한 후에도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상

영관이나 휴게공간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흐름이 유지되었다.

지금은 공간구성방식에서 살펴봤듯 건축물 내부의 이동수단이 통제에 의해 제

한되고 소광장 또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각 공간에서 이뤄지는 행위

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획일적인 기능공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③ 공유공간의 유무

4층에 마련되었던 플레이스테이션II 게임존은 서울극장이 멀티플렉스로 전환할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젊은 관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했지만 무

엇보다 무료로 개방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플레이스테이션II 게임존은 단순히 대기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내기 위한 장소

가 아니라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울극장이 도시를 향해 열려

있음을 알려주는 상징과도 같은 장소였다.

그러나 지금은 평범한 휴게공간으로 전환되면서 공간적 특색을 잃어버리게 되

었고 공간자체에 대한 이용도 제한이 생겼다. 건축물 내부에 공공공간을 계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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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1980년대 대한극장의 모습과 현재의 대한극장

며 도시를 향해 열린 공간으로 작동되었던 서울극장이었지만 이제는 도시맥락

적인 모습을 상실하고 닫힌 공간으로 이뤄진 폐쇄적인 멀티플렉스가 되어버렸

다.

5.1.2 대한극장

(1) 개요 및 멀티플렉스 전환과정

1956년 1,914석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상영관을 지니고 개관한 대한극장은 서울

시 중구 충무로 4가 125-18에 위치한 멀티플렉스로서 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앞에 입지하고 있다. 상영관은 모두 11개로서 2,746석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으

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영화관이다. 주변은 일반적인 상업지역으로 8차

선 대로 건너편에는 세운 6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과거 영화산업의 메카였

던 충무로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며 극동극장이 있던 자리에는 간판을 포함한

터만 남아 그 흔적만 추측가능하다.

건립 당시 20세기 폭스사가 설계한 우리나라 최초의 무창 건물로 유명했던 대

한극장은 2001년 250억 원을 들여 한건축의 설계로 8개관을 지닌 멀티플렉스로

탈바꿈하였다. 리노베이션 당시 한건축의 설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건물을 최대한 후퇴시켜 공개공지를 최대한 확보해 지하철역세권이라는 다소 복잡

한 상황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게 하고 전체적으로 무채색 계열의 재료를 선택함으

로써, 도시경관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자 하였다.

공개공지의 기하학적인 노출콘크리트구조물은 처음에는 대지의 경계라는 의도로서

시작했지만 결국 경계의 의미보다는 서로 대화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바닥의 조명이나 전면그릴에 부착된 포스터들, 다

양한 변화를 연출하는 조명의 효과는 다소 침체될 수 있는 공개공지의 느낌에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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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영화관 중앙에 마련된 에스컬레이터와 넓은 대기공간

을 주도록 의도되었고, 여타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달리 좁은 대지상황으로 인해 건

물이 육중해질 수밖에 없어 전면 커튼월의 멀리언 간격을 줄임으로써 날렵함과 세

련된 효과를 노렸다.51)

대한극장은 리노베이션 당시 도시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최대한 도시공간과

대화할 수 있는 계획을 통해 현재까지도 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영화관

으로 유지되면서 2013년에는 국가고객만족도(NCSI)에서 영화관 부문 1위를 차

지했다.

(2) 공간구성방식

① 영역단위 구성

계획당시의 대한극장은 건물 전체에 걸쳐 잘게 나뉜 공간단위요소들이 고르게

분산된 모습이다. 대기공간과 매점, 화장실 등은 상영관 입구와 연계하여 1, 3,

5, 7층에 동일한 방식으로 계획되어 상영관을 중심으로 한 작은 단위의 입장영

역-대기영역-관람영역-퇴장영역의 연계가 이뤄진다. 다시 말해 영역단위가 건

물전체를 기준으로 나뉘는 것이 아닌 상영관의 입구와 출구가 존재하는 두 개

층을 단위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각 층의 대기영역이 반드시 해당

층의 상영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기

때문에 영역단위가 하나의 유닛처럼 구성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자유롭게 건물

전체를 활보하면서 어느 층의 매점, 대기공간, 화장실을 활용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영역단위 구성은 이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 결국 대한극장의 영역단위는 획일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

51) 월간 건축문화, 오래된 기억, 새로운 즐거움 - 대한극장, 200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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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리노베이션 당시 대한극장의 도면

<그림 5-13> 더 이상 운용하지 않는 매점

라 다른 모습으로 형성되는 특징을 지니면서 건물 전체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

현재는 몇몇 대기공간들이 소형 상영관이나 이벤트홀로 변형되면서 대기영역

이 축소되었다. 이는 대기공간과 연계된 매점 운영에 차질을 주어 현재에는 1층

의 매점을 제외하고 모두 운용하지 않는 모습이다. 일부 공간들이 기능의 축소

나 상실이 일어나지만 여전히 대한극장은 해체된 영역단위의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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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하늘공원의 모습과 로즈가든 축제모습

<그림 5-14> 리노베이션 당시와 현재의 대한극장 공간구성

② 동선체계

건물 중앙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지하철과 이어진 지하1층에서부터 최상층

까지 건물 전체에 퍼져 있는 공간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5층의 상영관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도 3층이나 7층에 마련된 대기공간에서

기다리다가 상영시간에 맞춰 입장할 수 있으며 영화가 끝난 다음에도 혼잡한

화장실을 피해 다른 층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입․퇴장동선 또한 다양하게 구성된다. 지하철역에서 바로 이어진 지하 진입공

간과 지상의 공개공지를 통한 진입동선은 이용하는 교통편에 따라 다른 모습의

입장동선이 형성될 수 있게 한다. 영화상영이 끝난 이후에도 외부로 직접 이어

지는 계단, 지하철과 이어진 에스컬레이터 중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퇴장동선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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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건물 전면에 마련된 공개공지

<그림 5-17>

지하철역에서 바로 연계되는 지하출입구

③ 공간의 유연성

대한극장은 서울극장과 마찬가지로 시사회를 개최하면서 영화관의 공간활용도

를 높이고 있다. 브랜드 멀티플렉스와 달리 배급과 상영에 있어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영화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진다. 또한 옥상공원의 경우 6

월마다 로즈가든을 구성하여 복잡한 도심 속에서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단순히 공원만으로 구성된 공간이 아니라 이벤트공간으로서

특색 있는 장소를 제공하면서 대한극장의 장소적 가치를 높인다.

(3) 외부와의 관계

① 물리적 개방성

대한극장은 영화관 전면에 공개공지를 제공하면서 복잡한 상업지구 및 대로변

에 입지한 부지의 약점을 극복한다. 공개공지는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부

지 깊숙한 곳까지 끌어들이면서 개방적인 진입공간을 형성하며 빽빽하게 들어

선 주변 건물과 대비되어 더욱 열린 느낌을 준다. 또한 건물 전체에 걸쳐 투명

유리를 사용하여 가벼운 느낌을 더한다. 입면에 형성된 투명성은 내부에 마련된

대기공간과 7층의 테라스와 연동하여 도시공간과의 시각적인 교류가 가능하다.

② 행위의 연속성

충무로역과 바로 이어진 대한극장은 지상과 지하에서 모두 진입이 가능하다.

대한극장을 찾기 위해 이용했던 자가용이나 지하철과 같은 도시의 흐름을 깨지

않고 그대로 건물 내부까지 끌어들이면서 매끄럽게 연결된 동선이 구성된다. 도

시의 하부구조와 연결된 진 출입동선은 대한극장이 도시공간과 별개로 나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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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건물 내부와 외부가 소통할 수 있는 테라스(좌)와

옥상공원에서 내려다본 도시전경(우)

객체가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도시와 건축 사이에서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지니게 만든다. 또한 내부에서도 중앙의 에스컬레이터를 중심

으로 카페, 옥상공원, 대기공간, 테라스 등의 공간들과 함께 끊임없이 연결되며

흐르는 공간으로 작동하면서 연속적인 행위가 나타난다.

③ 공유공간의 유무

건물 전면에 계획된 공개공지, 옥상에 마련된 하늘공원, 건물 내부의 대기공간

및 테라스는 도시를 향해 열려있는 공유공간이다. 대한극장을 찾아온 사람들은

영화를 관람하지 않더라도 휴식을 위해 공개공지나 대기공간,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삭막한 도시공간에서 벗어나 자연환경을 느끼며 쉴 수 있는 하늘공

원을 찾아 여유를 찾을 수 있다. 건축물 내․외부에 마련된 공공공간들을 통해

대한극장은 도시를 향해 열려 있는 도시맥락적 구조를 구성하는 특징을 보인다.

5.1.3 CGV 신촌 아트레온

(1) 개요 및 멀티플렉스 전환과정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20-25번지에 자리한 ‘CGV 신촌 아트레온’은 신촌을

대표하던 신영극장이 있던 자리에 들어선 멀티플렉스이다. 2000년 공모를 거쳐

건축가 김준성의 설계로 ‘아트레온’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고 2013년 CGV에

인수되어 현재는 ‘CGV 신촌 아트레온’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아트레온

이라는 명칭은 ‘art(예술과 인공), recreation(오락과 휴식), theatron(구경하는

곳)의 합성어이며 영화관, 오픈극장, 갤러리, 오프라인 모임공간을 갖춘 종합문

화공간52)을 표방하고 있다. 9개의 상영관을 보유하였으며 입지한 곳은 신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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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도시의 흐름을 끌어들이는 내부의 놀이마당

출처: 건축과 환경, Culture Facility, 2005, 190쪽, 191쪽

상업지구로서 번화한 지역이다.

(2) 공간구성방식

① 영역단위 구성

CGV 신촌 아트레온은 서울극장과 마찬가지로 계획당시와 현재의 모습이 판이

하다. 더욱이 CGV 신촌 아트레온의 경우 2013년 CGV로 인수되면서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트레온 시절 공간구성은 대한극장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잘게 나뉜 공간

단위요소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직이동수단을 중심으로 건물 전체에

분산되어 배치되었다. 대기공간과 화장실 등이 상영관 입구가 있는 층마다 배치

되고 옥상에 갤러리와 카페를 계획하면서 대기영역이 해체된다. 현재는 옥상의

공간들이 모두 폐쇄되고 상영관과 이어진 대기공간만 활성화되면서 대기영역에

해당하는 공간들이 축소된 모습이다.

52) 조숙경, 멀티플렉스상영관 비주얼 디자인 아이덴티티의 비교연구,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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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아트레온 시절 도면

출처: 건축과 환경, Culture Facility, 2005, 189쪽, 198쪽



- 107 -

<그림 5-21> 아트레온과 CGV 신촌 아트레온의 공간구성

② 동선체계

종합문화공간을 표방한 아트레온은 가로에서부터 놀이마당, 내부 대기공간, 옥

상의 카페 등과 연계하여 모든 공간이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구조였

다. 2층 로비에서 매표 후 대기시간을 활용함에 있어 매점과 이어진 대기공간을

이용하거나 놀이마당으로 내려가 공연 등을 구경한 후 영화를 관람할 수 있었

다. 영화 관람이 끝나더라도 바로 퇴장하여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

라 옥상이나 지하로 이동하여 다른 공간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행위가 나타날

뿐 아니라 수시로 중첩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공간구성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공간들이 폐쇄되거나 이용에 제한을 받으면서 다양한

행위를 일으킬만한 요소들은 사라지고 철저히 영화 상영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

버렸으며 대기공간은 현재의 서울극장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에 의해 관리 및 통

제를 받으면서 공간의 활용도가 낮아졌다. 그나마 5층에 복층으로 계획된 박물

관을 신설하여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은 위안이 될 만한 부분이다.

③ 공간의 유연성

아트레온의 놀이마당은 다양한 모습으로 탈바꿈하며 공간을 풍부하게 만든다.

공연장, 강연장, 행사장 등 다양한 얼굴을 통해 공간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뿐

아니라 건축물 자체가 도시를 향해 열려 있음으로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들 수 있는 광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가로에 직접 접촉하여 협소한 부지의

단점을 극복하고 오히려 과감하게 비움을 통해 만들어낸 놀이마당은 문화적 키

워드들로 가득 찬 도시맥락적 공간으로 작동하였다. 하지만 놀이마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서 아트레온 시절 지녔던 도시건축으로서의 강점을 상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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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허락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내부공간

<그림 5-23>

건축물 중간층에 마련된 우석 전각 뮤지엄

다. 이는 곧 CGV 신촌 아트레온은 아트레온과는 전혀 다른 멀티플렉스로 변모

하였음을 의미한다. 도시공간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유기적인 공간구성을 이루

던 아트레온은 CGV에 편입되면서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내부화된 공간구성이

심화되고 공간 활용의 측면에서도 자율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인다.

(3) 외부와의 관계

① 물리적 개방성

아트레온의 설계를 담당했던 김준성은 아트레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영상을 맺기 위해 필요한 ‘이미지의 분사’와 ‘스크린’이 영화를 상징하는 빈 블랙박

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건물전체의 어휘로서 출발되었다. 대로와 경계에

있는 건물의 입면자체가 도시를 향한 스크린으로서, 투과되고 맺히는 영상의 왜곡

을 위해 굽이쳐 건물의 내부로 삽입하게 된다. 그리고 이 입면스크린과 또 다른 각

자의 내부 스크린들과 그 사이에 영사실을 담아야할 수직의 코발트블루의 스터코

벽이 위치함으로, 전면 스크린의 투명 반투명한 유리의 조합과 어우러져 낮과 밤에

다른 풍경을 만들어낸다.

지상1층을 대중을 위한 열린 놀이마당의 장소로 비워놓아 장소의 특수성과 스크린

의 가벼움을 강조하였고, 최상부에 복층의 갤러리와 옥상정원을 두어 복합문화시설

로 계획되었다. 후면의 메탈패널, 노출된 덕트, 투명한 콘트리트 바닥 및 벽체...... 이

모든 재료들은 전면부의 유리 커튼월과 어울려 첨단 기술과 원시가 공존하는 공간

으로 연출되었다.53)

53) 건축과 환경, Culture Facility, 2005,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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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투명 유리패널을 통해 투과되는 내부와 외부의 모습

출처: 건축과 환경, Culture Facility, 2005, 185쪽, 195쪽

건축가는 아트레온을 계획하며 건물 자체에 영화적 이미지를 대입한다. 투명한

유리패널을 통해 투과된 장면들은 내부와 외부가 서로를 인식하게 하는 소통의

창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유입된 외부의 이미지들이 건물 내부에까지 이어져 아

트레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건물 어디를 경험하든 도시공간을 인식하게 된다.

때문에 아트레온은 도시를 향해 열려있는 영화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놀이

마당과 연계된 건물의 입구는 협소한 대지상황을 극복할 뿐 아니라 주변 어느

건축물보다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에스컬레이터로만 형성된 현재의 입구는 예전만큼의 개방감을 주진 못하면서

CGV 신촌 아트레온은 일반적인 상업건물로서 인식된다. 입면의 투명성을 통한

내․외부공간의 소통은 아직까지 유지되긴 하지만 내부공간이 제한적으로 사용

되면서 축소된다고 할 수 있다.

② 행위의 연속성

도시공간에서부터 아트레온으로의 진입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1층의 놀

이마당을 거칠 경우 건물 내부의 엘리베이터를 통해 바로 상영관이 있는 층으

로 연결되며 에스컬레이터를 활용할 경우는 영화관의 홀로 이어져 매표 및 매

점시설을 먼저 마주하게 된다. 놀이마당이라는 매개공간을 통해 도시와 건축의

경계가 흐려지게 되고 아트레온은 흐르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놀이마당의 폐쇄되면서 도시공간과 이어지는 모습은 사라지게 되었으며 내부공

간에서의 순환만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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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좁아진 정면모습(좌)과 에스컬레이터로만 형성된 입구(우)

③ 공유공간의 유무

아트레온의 공간들은 도시를 향해 열려 있는 공공공간의 역할을 수행했다. 놀

이마당이 광장의 역할을 수행했고, 로비공간이 도시공간에서부터 이어진 카페와

같은 공간으로 이용되었으며 옥상정원 또한 누구나 찾아와 쉴 수 있는 휴식공

간으로 작동하였다. CGV에 인수되기 전까지 아트레온의 공공공간으로서의 역

할은 원도심형 멀티플렉스 중에서도 매우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공공공간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건물 내 모든 공

간은 영화 관람권을 지닌 관객들, 즉 자격을 얻은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공간으

로서 계획당시 드러났던 건축적 특성들을 상실한 채 철저히 상업시설로 기능하

는 멀티플렉스가 되어버렸다. 특히 도시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제공하던 놀이

마당의 삭제는 도시맥락적 구조를 형성하는 도시건축으로 작동하던 아트레온을

폐쇄적인 모습의 멀티플렉스로 바꿔놓았다. 이러한 모습은 공간계획단계에서 도

시맥락적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

하는지에 따라 공간의 성격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5.1.4 메가박스 부산극장

(1) 개요 및 멀티플렉스 전환과정

메가박스 부산극장은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영화관으로 1934년

당시 최대 규모인 1,011석을 지니고 개관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중구 비프광장로

36에 위치하고 있다. 1950년부터 이듬해인 1951년까지 임시국회로 사용된 독특

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2000년 씨너스에서 인수하였다가 2013년 메가박스로

상호명을 바꾸면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다. 남포동의 극장가에 위치한 영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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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1972년 부산극장(좌)과 1980년대 후반 제일극장(우)

<그림 5-27> 메가박스 부산극장의 멀티플렉스 전환과정

들 중 아직까지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BIFF(부산국제영화제)의 상영관으

로도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메가박스 부산극장은 건립 시기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증축 및 개축 등을 거쳤

다. 1955년 대규모 증축공사를 통해 1,279석까지 좌석을 늘렸으며 1983년에는

부산 최초로 복수의 상영관을 지닌 영화관으로 발돋움하면서 현재 건물의 외관

이 갖춰졌다. 이후 1993년 내부 구조를 변경하면서 부산극장 본관이 지금과 같

은 모습으로 자리 잡았고 당시 상영관은 3개관으로 모두 2,265석을 지닌 대형

영화관이었다. 2000년 인접해있던 제일극장이 문을 닫고 이 건물을 인수하여 재

축을 통해 5개관을 추가하면서 총 8개관을 지닌 멀티플렉스로 자리매김하게 된

다. 이 때 메가박스(당시 씨너스)라는 브랜드로 전환했음에도 건축물의 물리적

인 변형은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원도심형 멀티플렉스로 구분된다. 여타 원도심

형 멀티플렉스처럼 기존의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영화관을 지은 것

이 아니라 지속적인 증축을 통해 멀티플렉스로 거듭 났다는 점이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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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메가박스 부산극장의 공간구성

(2) 공간구성방식

① 영역단위 구성

공간구성방식에 있어 메가박스 부산극장의 가장 특이한 점은 공간단위요소들

이 여러 동에 나눠져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거대구조물에 관입된 형

식의 멀티플렉스와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1관, 2관, 3관은 본관에, 4관부터 8관

까지는 신관에 위치하며 주차장은 또 다른 건물동에 위치하고 있어 하나의 영

화관이 3개의 건물을 활용하는 기이한 방식을 취한다. 본관의 경우 지하1층을

지닌 4층 건물이며 지하의 근린생활시설과 1층의 맥도날드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화관련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신관은 1층에는 작은 상점들이 나열되어 있고 2

층은 식당으로 쓰이며 3층부터 4층까지 영화관련요소들이 배치된다.

메가박스 부산극장은 본관과 신관이 별도로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활용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작동되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 본관 1층 로비에 마련된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신관에서 관람을 하거나 반대로 신관의 대기공간에서 휴

식을 취하다가 본관으로 이동하여 영화를 관람하기도 한다. 때문에 본관, 신관,

주차장은 건물전면에 형성된 BIFF광장과 맞물려 하나의 멀티플렉스로 작동하

는 것이다. 또한 메가박스 부산극장의 공간구성요소들은 명확하게 영역단위로

구분할 수 없다. 이는 입․퇴장영역은 이미 건물이 나눠지면서 해체되고 대기영

역 또한 본관과 신관에 분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영역단위로 묶어서 구분하기

힘들다.

② 동선체계

동선체계 또한 매우 복합적으로 이뤄진다. 상영관이 두 관에 나뉘어져 있어 경

우에 따라 다른 건물을 활용하게 되며 도시공간과 연계하여 행위가 벌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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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 메가박스 부산극장의 대기공간이자 휴게공간으로 활용되는 BIFF광장

때문에 언제든지 내․외부공간의 경험이 교차하며 지속적인 중첩이 일어난다.

즉 영화 관람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도중에도 자연스럽게 도시공간으로 빠져나

와 거리를 경험하고 주변의 상업시설, 거리음식 등을 이용하는 동선이 나타나는

것이다. 때문에 메가박스 부산극장은 건물 내부에 큰 대기공간이 요구되지 않는

다. 필요최소의 대기공간만을 마련함으로써 관객들은 건축물 내부가 아닌 도시

공간 위에서 대기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게 된다. 도시와 건축을 경험하며 나타

나는 행위의 다양성을 통해 흐트러진 경계위에 펼쳐지는 도시맥락적 장면이 펼

쳐지게 된다.

메가박스 부산극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공간적 특징은 영화관 앞으로 형성된

BIFF광장이 있기에 실현가능하다. BIFF(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된 1996년부터

줄곧 영화의 컨셉을 지니고 지역명소로 역할을 수행해온 남포동의 BIFF광장은

메가박스 부산극장을 이용하는 관객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시

의 장소로 기능한다. 역사성을 지닌 장소를 통해 영화관은 건축물 내부의 시설

이 아닌 도시공간 위에 펼쳐진 시설들과 교류하고 대화한다. 결국 BIFF광장은

메가박스 부산극장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거리 혹은 외부 공간이 아니라 영화관

을 찾은 관객들의 대기공간이자 휴게공간으로 활용되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BIFF광장을 가운데 두고 맞은편에 위치한 ‘대영시네마’와 서로 대응하는 구성을

띄면서 멀티플렉스와 도시공간이 영화라는 정체성을 지닌 장소로서 존재하게

된다.

③ 공간의 유연성

메가박스의 실질적인 대기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BIFF광장은 영화제가 치러

질 때면 축제의 장으로 변모한다. 평소에는 길거리 음식들을 판매하면서 상업적

공간으로 작동되지만 BIFF가 개최될 때면 영화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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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0> BIFF광장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도시의 장소

레드카펫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인다. 때문에 남포동을 찾는 사람들은 시기에

따라 다른 얼굴의 모습을 한 도시를 목격할 수 있다. 건물 내부에서도 BIFF가

열릴 때면 일반 상영관이 아닌 영화제를 위한 상영관이 되면서 도시와 더욱 밀

접한 관련을 맺는다. 영화제를 찾은 수많은 사람들은 BIFF광장을 따라 축제의

분위기를 형성하며 광장-거리-건물 내부에 이르는 흐름을 생성시킨다. 영화제

기간 동안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붐비게 되면서 건축

과 도시는 더 이상 구분되지 않고 동일시된다.

(3) 외부와의 관계

① 물리적 개방성

메가박스 부산극장에서 나타나는 개방성은 본관의 1층 로비에서 잘 나타난다.

거리와 직접 연계되어 흐르는 공간으로서 매표소, 맥도날드, 상영관을 연결해주

는 중요한 공간이다. 바닥의 재료를 통해 가로와 구분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로와 함께 외부공간으로 이용되며 사람들도 이 공간을 단순한 로비공간이 아

닌 만남의 장소로 인식한다. 신관의 입구는 CGV 신촌 아트레온의 현재모습과

같이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진입하게 되는데 건물의 스케일상 비슷한 공간구조

임에도 개방적인 느낌을 준다. 한편 메가박스 부산극장의 외관은 본관과 신관

모두 전면이 솔리드한 외벽으로 구성되어 시각적인 교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 행위의 연속성

BIFF광장의 존재는 메가박스 부산극장을 경험하는 방식에 대해 전체적인 유

기성을 만들어낸다. 본관-BIFF광장-주차장-신관을 경험하는 데에 있어 어디에

서도 단절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사이에는 유리문도 없고, 담장도 없다. 끊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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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 공공공간으로 작동하는 메가박스 부산극장의 대기공간

<그림 5-31> 도시공간과 맞닿아 있는 로비

이 흘러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작동하면서 여러 동으로 구성된 메가박스 부산

극장을 마치 하나의 시설인 것처럼 여겨지게 만든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본관

과 신관 사이에 배치된 다른 상업시설들 또한 멀티플렉스와 격리된 시설이 아

닌 연속된 공간처럼 인식되게 만든다. BIFF광장이라는 강력한 도시공간이 매개

공간으로 작동하면서 메가박스 부산극장은 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면서도

여러 개의 건물들이 마치 하나의 건축물처럼 연계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

③ 공유공간의 유무

메가박스 부산극장은 상영관을 제외한 모든 공간이 공공공간과 마찬가지다. 어

디에 배치된 대기공간이든 마음껏 활용할 수 있어 거리를 걷다 지친 사람들에

게 휴식공간으로 제공된다. 2000년 멀티플렉스로 거듭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물리적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 메가박스

부산극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특성은 BIFF광장이 영화관련 공간단위요

소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는 도시공간 위에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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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 1990년 대영극장 전경(좌)과 현재의 대영시네마(우)

<그림 5-33> BIFF 개최시 BIFF광장의 모습

출처: 부산시 공식블로그 쿨부산

지만 메가박스 부산극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계획공간보다 뛰어난 대기공간이

된다. 다른 원도심형 멀티플렉스 사례에서는 내부공간이 공공공간의 역할을 수

행하는 모습이 많이 발견되지만 메가박스 부산극장의 경우 외부공간이 사유공

간이 되는 독특한 모습이 나타난다.

5.1.5 대영시네마

(1) 개요 및 멀티플렉스 전환과정

부산시 중구 비프광장로37에 입지한 대영시네마는 메가박스 부산극장과 마주

하고 있는 영화관으로 과거 대영극장을 대체하여 1999년 신축의 형식으로 등장

한 멀티플렉스이다. 메가박스 부산극장과 함께 현재 남포동의 극장가를 대표하

는 영화관이며 8개의 상영관과 1,802석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다. 브랜드 멀티플

렉스의 파도 속에서도 흡수되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부산 유일의 멀티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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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5> 리노베이션 당시와 현재의 대영시네마 공간구성

이며 현재에도 많은 관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서울극장의 모기업인 ㈜합동

영화사에서 소유한 영화관으로 서울극장과 함께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1999년 대영극장을 허물고 같은 자리에 건립된 대영시네마는 당시 6개의 상영

관을 운영하여 본 연구에서 기준으로 하는 7개관보다 한 관 모자라는 실정이었

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대형 상영관인 1관을 중 소형 상영관 3개관으로 나누

면서 8개관으로 바뀌면서 멀티플렉스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영관의

분관 이외에 별 다른 물리적 변화는 없었으므로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에 포함된

다.

(2) 공간구성방식

① 영역단위 구성

서울극장과 같은 모기업인 ㈜합동영화사에서 운영을 맡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계획당시보다는 현재의 서울극장과 많이 닮아있다고

할 수 있다. 대영시네마의 공간구성은 비교적 명확한 영역단위로 구분된다. 건

물 외부에 계획된 매표소에서 매표를 한 후 입장한 후 4층의 매점, 대기공간을

이용하여 대기시간을 보내다가 영화 관람을 하고 입구와 별도로 마련된 퇴장동

선을 따라 나오는 구조이다.

다른 원도심형 멀티플렉스 사례에서는 계획당시 대부분 대기영역이 분산되어

계획된 것에 비해 대영시네마에서는 계획당시에도 대기영역은 4층으로 한정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만 상영관 입구에 조그맣게 매점시설을 형성하여 팝콘을

판매하면서 대기공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입장하는 관객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지면서 대기영역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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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6> 영화관람 후 출구레벨에서 입구레벨로 올라와 퇴장하는 동선

② 동선체계

대영시네마의 내부공간이용방식은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해 4층의 대기공

간으로 이동한 후 직원의 통제에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상영관으로 진입하

고 퇴장은 별도의 계단과 엘리베이터로 이뤄진다. 또한 이러한 공간 시퀀스는

대영시네마를 경험하는 유일한 동선이며 일방향적인 형태로 구성된다.

이 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대부분의 멀티플렉스는 상영관

의 층고가 높아 입구와 출구가 다른 층에서 형성되고 입․퇴장동선이 겹치지

않게끔 한다. 하지만 대영시네마는 입구와 출구가 다른 레벨에서 형성되긴 하지

만 출구에서 나와 입구레벨까지 다시 올라와 퇴장하는 동선을 가진다. 입구와

출구가 분리된 상영관임에도 불구하고 입장할 때 이용했던 복도와 화장실을 반

복해서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퇴장 시 입장했던 방향으로 되돌아가거나 별

도의 퇴장로를 따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면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선택

적인 동선이 형성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층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입구 쪽

엘리베이터가 현재에는 4층까지만 운행하면서 퇴장 시에 상영관 출구와 이어

진 엘리베이터만 사용하게 되어 강제성을 지닌 단일동선이 더욱 뚜렷해진다.

③ 공간의 유연성

현재의 서울극장과 비슷한 공간구성을 지닌 대영시네마 역시 시사회를 통해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지만 별도의 이벤트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건물 내부에

서는 유동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메가박스

부산극장과 마주한 대영시네마는 BIFF광장이라는 강력한 연계공간의 존재를

통해 다양한 모습의 도시공간을 공유하게 된다. 앞서 메가박스 부산극장에서 살

펴봤듯이 BIFF광장은 영화관의 대기공간으로 활용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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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7> 전면 휴게공간에서 바라본 BIFF광장과 메가박스 부산극장의 모습

특징은 대영시네마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나타나게 된다.

또한 건물 전면에 마련된 소광장은 BIFF광장과 연계하여 도시와 건축의 경계

로서 작용한다. 경우에 따라 대영시네마 이용객을 위한 만남의 장소이자 발코니

역할을 하기도 하며 BIFF광장과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광장에 포함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역할의 구분은 BIFF라는 축제기간 동안 거

리의 길거리음식을 판매하는 좌판이 한쪽으로 물러나면서 생겨나며 외부공간만

놓고 봤을 때 BIFF광장과의 연계는 메가박스 부산극장보다 좀 더 활발하게 나

타난다고 할 수 있다. 내부공간구성에 있어서는 현격한 모습의 닫힌 공간구조를

지닌 대영시네마지만 소광장과 BIFF광장의 연계를 통해 도시와 소통하는 모습

을 보이기 때문에 도시맥락적 구조를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3) 외부와의 관계

① 물리적 개방성

대영시네마의 개방성은 소광장에서 잘 나타난다. 깨끗한 보이드 공간을 통해

도시의 맥락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도시공간이 연장된 휴식공간이자 대영시

네마의 진입공간으로 작동한다. 또한 소광장과 연계된 매표소 역시 개방성을 지

닌 입면을 구성하는데 일조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옆으로 작게나마 공개공지를

구성하여 거리의 움직임을 받아들이고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열린 구조의

건물 전면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계획 이후 약간의 변형이 가해

지긴 했으나 전반적인 공간의 관계와 역할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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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9> 이용도가 낮은 대영시네마의 대기공간

<그림 5-38> BIFF광장을 향해 열린 전면 소광장

② 행위의 연속성

앞서 공간구성방식에서 살펴봤듯 대영시네마의 내부공간은 정해진 동선에 따

라 움직여야 하는 수동적 공간구조이다. 따라서 도시에서 흘러들어오던 흐름은

입구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도달하면 멈추게 된다. 도시공간에서 유기적이

고 활발한 모습으로 벌어지던 행위들도 자율적인 움직임이 보장되지 않는 내부

공간에서는 단편적인 형태로 변형된다. 행위에 대한 자율성 상실은 공간이 연속

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철저히 단순기능만 수행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③ 공유공간의 유무

대영시네마는 건물 전면의 소광장과 공개공지는 물론 4층의 대기공간 또한 영

화 관람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 내부의 폐쇄

적인 공간이용방식 때문에 공공공간으로 인식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 동일

하게 BIFF광장과 연계된 메가박스 부산극장의 대기공간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

비지만 대영시네마의 대기공간은 영화가 시작하기 직전 해당 영화의 관객들 이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잘 이용하지 않는다. 이는 서울극장과 CGV 신촌 아트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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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들과 마찬가지로 공공공간으로 제공될만한 내부 공간이 있다 할지라도

공간이용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해당공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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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서울극장 대한극장
CGV 신촌

아트레온

메가박스

부산극장
대영시네마

분석

내용

계획

당시

Ÿ 대기영역 해체

Ÿ 입․퇴장영역

동일

Ÿ 영역단위 구분 불가

Ÿ 공간단위요소

분산배치

Ÿ 입․퇴장영역 동일

Ÿ 대기영역 해체

Ÿ 입․퇴장영역

동일

Ÿ 영역단위 구분

불가능

Ÿ 공간단위요소

분산배치

Ÿ 영역단위 구분

명확

Ÿ 입․퇴장영역

동일

변경

내용

Ÿ 영역단위 구분

명확
Ÿ 대기공간 일부 축소

Ÿ 대기공간 일부

축소
Ÿ 없음 Ÿ 없음

[표 5-1]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의 영역단위 구성 분석내용

5. 2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의 구현방식

5.2.1 공간구성방식

(1) 영역단위 구성: 분산된 공간단위요소와 대기영역의 해체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의 영역단위 구성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브랜드 멀티플

렉스와 마찬가지로 대기영역이다. 브랜드 멀티플렉스에서는 대기영역이 축소되

면서 입장영역에 포함되기도 하고 혼합되는 모습이었지만 원도심형 멀티플렉스

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원도심형 멀티플렉스 사례들은 계획당시 대기영역에 해당하는 공간

단위요소가 건물 전반에 걸쳐 분산되어 영역단위가 해체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메가박스 부산극장이나 대한극장의 경우는 대기영역 외에도 모든 공간단

위요소가 파편적으로 분산되어 입장영역, 관람영역 또한 해체되면서 영역단위의

구성이 불가능한 모습이었다. 반면 대영시네마는 각 영역단위를 이루는 공간단

위요소들이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명확한 영역단위의 구분이 이뤄졌다.

한편 2014년 현재 특정부분에서 브랜드 멀티플렉스와 닮아가는 모습이 발견된

다. 서울극장에서는 대기공간이 사라지거나 공간이용에 대한 제약이 생기면서

일정공간으로 대기영역이 한정되면서 공고한 영역단위로 구분된다. CGV 신촌

아트레온과 대한극장의 경우는 여전히 해체된 공간단위요소들로 이뤄지지만 대

기공간이 폐쇄되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면서 일부 축소되는 모습이 나

타났다.

결국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의 공간구성은 대기공간이 어떻게 계획되느냐에 따

라 영역단위가 해체되기도 하고 명확해지기도 한다.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공간

구성들은 정해진 규율에 따라 어느 정도 공통적인 모습을 지녔다면 원도심형

멀티플렉스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 공간단위요소의 규모, 숫자, 배치 등이 다르

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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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서울극장 대한극장
CGV 신촌

아트레온

메가박스

부산극장
대영시네마

분석

내용

계획

당시

Ÿ 수직이동수단

선택에 따른

다양한 동선

Ÿ 행위 간 중첩

발생

Ÿ 사용자, 시간에

따라 차이

Ÿ 수직이동수단

선택에 따른

다양한 동선

Ÿ 행위 간 중첩

발생

Ÿ 사용자, 시간에

따라 차이

Ÿ 수직이동수단

선택에 따른

다양한 동선

Ÿ 행위 간 중첩

발생

Ÿ 사용자, 시간에

따라 차이

Ÿ 수직이동수단

선택 및 광장

이용에 따른

다양한 동선

Ÿ 행위 간 중첩

발생

Ÿ 사용자, 시간에

따라 차이

Ÿ 일부 선택적

직선형 동선

(퇴장방식 선택

가능)

Ÿ 사용자, 시간

무관

변경

내용

Ÿ 수직이동수단

이용 제한

Ÿ 순차적인 직선형

동선

Ÿ 사용자, 시간

무관

Ÿ 없음

Ÿ 순차적인 직선형

동선

Ÿ 사용자, 시간

무관

Ÿ 없음

Ÿ 수직이동수단

이용 제한

Ÿ 순차적 직선형

동선

[표 5-2]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의 동선체계 분석내용

(2) 동선체계: 수직이동수단에 좌우되는 동선

단일 건물로 형성된 원도심형 멀티플렉스는 입장영역과 퇴장영역이 결국에는

일치하게 되므로 자기 순환적인 공간구성이 펼쳐진다. 이 때 원도심형 멀티플렉

스의 동선체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공간단위요소는 수직이동수단인 엘리베이

터, 에스컬레이터, 계단이다. 수직이동수단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은 멀티플렉스

내부 공간이용의 다양성을 생성해내고 이들이 무작위로 중첩되면서 항상 다른

형태의 공간경험이 나타나게 된다. 선호하는 수직이동수단을 선택하여 상영관으

로 진입하고 대기시간을 활용할 때에도 선택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소

비하게 된다. 결국 사용자와 이용시간에 따라 멀티플렉스에 대한 공간 활용이

차이나는 것이다.

계획당시의 원도심형 멀티플렉스는 대부분이 수직이동수단 이용에 대한 자유

로운 모습이 나타났다. 여러 층에 흩어져 있는 대기공간, 매점 등을 이용하며

단순히 영화 관람을 위한 공간 활용이 아닌 멀티플렉스라는 복합건축물 전체를

경험하기 위한 동선들이 구성된다. 이들이 겹치고 교차하면서 만들어지는 풍경

은 츄미가 말하는 사건 개념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물리적인 구성

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닌 이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더욱 중요한 변

수로 작용하여 끊임없는 행위의 중첩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메가박스 부산극장

과 대영시네마의 경우 외부공간인 BIFF광장을 대기공간으로 활용하는 독특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내부 대기공간의 최소화가 이뤄지고 도시공

간과 끊임없이 교차하는 동선이 형성된다.

서울극장과 대영시네마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멀티플렉스를 둘러싼 주변

상황이 쇠락함에 따라 외부와의 접촉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수직이동

수단 이용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관객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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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서울극장 대한극장
CGV 신촌

아트레온

메가박스

부산극장
대영시네마

분석

내용

계획

당시
Ÿ 시사회 개최 Ÿ 시사회 개최

Ÿ 시사회 개최

Ÿ 놀이마당 다변화

Ÿ BIFF 전용

상영관 전환

Ÿ BIFF광장 다변화

Ÿ 시사회 개최

Ÿ 소광장 변화

Ÿ BIFF광장 다변화

변경

내용

Ÿ 상영관 공연업체

대여

Ÿ 옥상공원

로즈가든 축제
Ÿ 놀이마당 폐쇄 Ÿ 없음 Ÿ 없음

[표 5-3]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의 공간의 유연성 분석내용

간에 있어야 하며 직원들의 허락에 따라 이동이 가능해진다. 수동적으로 변해버

린 동선은 멀티플렉스 내부에서 나타났던 행위의 교차나 중첩들이 사라지게 되

면서 단조로운 구성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이라는 현대도시의 주요

요소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효율성과 경제성으로 인해 나타난다. 좀 더 효율적인

공간의 활용을 위해 기능을 규정하고 이를 통제, 감시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하

지만 사례를 경험하는 관객들의 자율성을 떨어뜨림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브랜드

멀티플렉스와 같이 균질한 공간 경험이 이뤄지게 된다. 결국 건축물을 활용하는

방식은 단지 물리적인 구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공간을 어떻게 관

리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공간의 유연성: 상영관의 공간 활용 증대와 도시이벤트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유연성은 기본적으로 브랜드 멀티

플렉스와 마찬가지로 상영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나타난다. 메가박

스 부산극장의 경우 BIFF 개최 시 전용상영관으로 지정되며 나머지 사례들에

서는 시사회를 개최하면서 상영관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서울극장의

경우는 1관을 공연전문업체에 대여하면서 상영관의 공간구조를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CGV 신촌 아트레온의 놀이마당은 공연장, 강연장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

환하면서 도시공간과 아트레온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놀이마당이 폐쇄되어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장면이 되어버렸다. 대한극장의

옥상공원은 매년 6월 이벤트를 열어 해당공간을 찾는 사람들에게 특색 있는 공

간을 제공한다. 메가박스 부산극장과 대영시네마의 대기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

는 BIFF광장은 다양한 얼굴을 통해 멀티플렉스와 도시공간을 연결한다. 이 때

메가박스 부산극장과 대영시네마의 경계는 사라지고 도시와 건축이 동일시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멀티플렉스의 이용객들뿐만 아니라 남포동을 찾는 모든 사람

들에게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 전체가 하나의 공간세트로 인식되면서 유희공간

으로 제공된다. 비록 멀티플렉스 내부의 공간은 아니지만 공간단위요소 중 하나

로 활용되면서 멀티플렉스의 일부로 작동하는 BIFF광장의 모습을 통해 도시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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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서울극장 대한극장
CGV 신촌

아트레온

메가박스

부산극장
대영시네마

분석

내용

계획

당시

Ÿ 소광장, 매표시설

외부 계획

Ÿ 불투명한 외관

Ÿ 공개공지

Ÿ 투명한 외관

Ÿ 놀이마당 통한

열린 입구

Ÿ 투명한 외관

Ÿ 진입공간 경계

없음

Ÿ 불투명한 외관

Ÿ 소광장 외부 계획

Ÿ 매표소 외부 계획

Ÿ 일부 투명한 외관

변경

내용

Ÿ 소광장 기능 축소

Ÿ 매표소 폐쇄
Ÿ 없음

Ÿ 놀이마당 폐쇄로

진입공간 축소
Ÿ 없음 Ÿ 없음

[표 5-4]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의 물리적 개방성 분석내용

락적인 장면이 연출된다.

결국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유연성은 도시공간과 연계하

여 도시와 건축의 경계를 허무는 장치로 작용하며 이러한 설정을 통해 도시맥

락적인 구조가 더욱 강화된다. 도시건축으로서 BIFF광장이나 놀이마당과 같이

도시공간과 인접하여 다채로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의 존재유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시와 건축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유연성을 지닌 모습들은 외부와의 관

계에서 공유공간의 유무라는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의 도시맥락적 구조에서 드러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멀티플렉스 내부의 유연성을 지닌 공간들이 도시공간과 결부되어 공유공간으로

도 활용된다. BIFF광장이나 놀이마당 등은 멀티플렉스의 공간단위요소 중 하나

로서 다양한 모습을 지니면서도 공공공간의 기능을 수행하는 양의적인 모습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5.2.2 외부와의 관계

(1) 물리적 개방성: 사례별로 개별화된 열린 공간의 모습

단일건물의 모습으로 형성되는 원도심형 멀티플렉스는 사례에 따라 도시공간

을 향해 드러나는 정도와 방식이 다르다. 하지만 대부분 입지조건에서 나타나는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을 통해 구현되는 모습이며 나름대로 성공적인

전략으로 인해 해당지역에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사이의 시각적 교차를 발생시키는 투명성 또한

구분 가능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 사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

으며 투명성을 지닌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에서는 확실히 개방감을 더 드러낸다

고 할 수 있다.

대지가 협소한 CGV 신촌 아트레온의 경우 과감하게 건축물의 일부를 개방적

인 형태로 계획하였고 서울극장, 대한극장, 대영시네마는 공개공지 혹은 소광장

을 통해 도시공간과 연계된 진입공간의 형성을 통해 개방적인 모습의 진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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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서울극장 대한극장
CGV 신촌

아트레온

메가박스

부산극장
대영시네마

분석

내용

계획

당시

Ÿ 소광장 통한

유기적인 흐름

Ÿ 지하철역과 연계

Ÿ 공개공지 통해

유기적 흐름

Ÿ 놀이마당 통해

유기적 흐름

Ÿ BIFF광장 통해

유기적 흐름

Ÿ 외부공간과

끊임없는 교차

Ÿ BIFF광장,

소광장 통해

유기적 흐름

변경

내용

Ÿ 소광장 기능축소

및 내부공간이용

제한

Ÿ 없음
Ÿ 놀이마당 폐쇄로

단편적 행위발생
Ÿ 없음

Ÿ 시설 이용

제한으로 흐름

차단

[표 5-5]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의 행위의 연속성 분석내용

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메가박스 부산극장의 본관은 도시공간과 맞닿아 있는

로비공간에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지 않고 뚫린 공간으로 형성하여 건축물 내

외부공간 사이의 막힘없는 보행이 가능케 한다.

서울극장과 CGV 신촌 아트레온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조건의 변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간의 폐쇄성은 해당 멀티플렉스를 좀 더 객체화된 모습으로 인식하

게 한다. 이 경우 외부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외관의 화려함이나 간판의 크

기 등 이미지를 통한 방식으로 건축물과 도시공간이 이질화되어 나타나는 결과

를 낳게 된다. 결국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의 물리적 개방성은 균등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른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거대구조물에서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개방성을 규정했던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사례들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2) 행위의 연속성: 규정할 수 없는 흐름의 시작과 끝

도시맥락적 구조를 지닌 도시건축으로 작동하는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의 특징

은 공간의 흐름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표출된다. 이는 각 사례별로 도시공간과

연계되는 매개공간을 지니면서 나타나는데 소광장, 지하철역, 공개공지 등 입지

한 지역, 주변 교통여건 등 도시상황에 가장 적합한 요소가 들어서게 된다.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에서 나타나는 흐르는 공간의 특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브랜드 멀티플렉스와 다르다. 첫 번째, 공간 흐름의 시작과 끝을 설정할 수 없

다. 거대구조물에 포함된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경우 거대구조물에 드나들면서

흐름의 단절을 경험할 수 있으나 원도심형 멀티플렉스는 그 흐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어떻게 끝날지 예측할 수 없으며 불확정적이다. 이는 통제된 공

간 내에서만 펼쳐지던 거대구조물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면서 내

외부공간들을 흘러 다닌다. 두 번째,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연속적인 흐름은 거

대구조물 내부에 속박되는 모습이었으나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의 공간 흐름은

도시외부와 건축물 경계 사이에서 가장 강력하게 발생한다. 도시공간에서의 흐

름은 매개공간을 통해 멀티플렉스 내부로 연계되며 유연한 공간구성을 취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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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멀티플렉스들은 흐름을 깨트리지 않고 건물 내부에서도 원활하게 흐르

는 공간이 형성되도록 계획되었다.

이를 가장 잘 경험하게 해주는 공간이 메가박스 부산극장의 BIFF광장과의 연

계모습이다. 여러 동으로 구성된 메가박스 부산극장의 이용 시 어떠한 흐름의

단절도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관객의 성향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모습으로

구현된다. 또한 대한극장의 지하철역과의 직접연결 또한 도시의 흐름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유기적인 공간 연계가 이뤄질 수 있는 매개공간으로 활용된다.

반면 흐름의 단절이 발생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대영시네마와 CGV

신촌 아트레온을 들 수 있다. 메가박스 부산극장과 마찬가지로 대영시네마에서

도 BIFF광장이라는 강력한 도시의 장소를 공유한다. 하지만 강도 높은 흐름을

형성하며 도시공간을 흘러 다니던 흐름은 자연스럽게 대영시네마의 소광장과

매표소를 지나 입구 앞에 들어서게 되면 갑작스럽게 단절된다. 이는 내부 공간

이용에 대한 제약에 의해 건물 내부의 강력한 흐름마저도 수동적이며 단조로운

동선으로 이어진다. CGV 신촌 아트레온 또한 매개공간의 역할을 수행했던 놀

이마당의 폐쇄로 인해 유일한 진입방식이 되어버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

가면 로비공간이 나타난다. 아트레온 시절 누구에게나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활

보할 수 있던 로비공간은 이제 직원들의 감시와 통제에 따라 구속받는 공간으

로서 도시와는 차단된 공간으로 인지되어 흐름을 깨트려 버린다.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에서 매개공간의 존재유무는 결국 도시흐름의 연계를 결

정짓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 된다. 외부의 흐름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내부의 결속력이 뛰어나 원활한 흐름이 발현된다고 하더라도 건축과 도시를 이

어주는 매개공간에서의 연결이 없다면 흐름은 각자의 영역에서 멈출 수밖에 없

다.

(3) 공유공간의 유무: 공공영역과 사유영역의 교차

앞서 공간의 유연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의 공간들은 다

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공공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각 사례들은 이

제껏 살폈던 공간구성 및 물리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공공공간을 제

공하게 된다.

멀티플렉스의 내부 공간 혹은 도시공간과 연계된 매개공간들을 공공에 내어주

며 해당멀티플렉스가 더욱 열린 공간으로 인식되게 만든다. 또한 항상 활성화된

내부의 공간을 통해 단순히 영화 상영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도시공간과 호흡

하고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공간의 성격이 규정되는 다층적인 모습을 가진 시

설로 작동하게 된다. 사유공간이 공공공간으로 제공되는 모습은 대기공간,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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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서울극장 대한극장
CGV 신촌

아트레온

메가박스

부산극장
대영시네마

분석

내용

계획

당시

Ÿ 플레이스테이션II 게임존

Ÿ 소광장

Ÿ 휴게공간

Ÿ 공개공지

Ÿ 하늘공원

Ÿ 대기공간

Ÿ 테라스

Ÿ 놀이마당

Ÿ 옥상공원

Ÿ 로비

Ÿ BIFF광장

Ÿ 대기공간

Ÿ BIFF광장

Ÿ 소광장

Ÿ 대기공간

변경

내용

Ÿ 게임존 폐쇄

Ÿ 소광장 기능 축소

Ÿ 휴게공간 이용 제한

Ÿ 없음

Ÿ 놀이마당 및

옥상공원 폐쇄

Ÿ 로비 이용 제한

Ÿ 없음

Ÿ 내부공간

이용제한으로

공공성 축소

[표 5-6]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의 공유공간의 유무 분석내용

공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나타난다. 한편 메가박스 부산극장과 대영시네마

의 경우 공공공간인 BIFF광장이 각 멀티플렉스의 대기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사

유공간으로 전환된다.

BIFF광장은 공공공간으로서 멀티플렉스의 사유공간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위

에서 살폈듯 다양한 모습을 갖춘 공간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

유는 BIFF라는 국제규모의 영화제를 통한 이미지 형성과 역사성을 지닌 도시

조직이 결합된 도시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130년 넘게 부산이라는 도시의 원도

심으로 역할을 수행한 남포동 지역이 가지는 역사적, 장소적 가치라는 토대위에

BIFF라는 아시아 최대 영화제가 펼쳐지면서 발생하는 시너지는 실로 엄청나다

고 할 수 있다. 서면이나 해운대 일대로 도시개발의 주도권을 빼앗기며 상권이

위축되고 인구수도 많이 줄었던 남포동 지역은 BIFF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심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모습이다. 이후

BIFF광장 주변으로 가로를 정비하고 주변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차원의

노력이 수반되면서 해당공간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었다.

진정한 도시의 광장이란 크기와 형태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광장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시설들, 그리고 이를 활용하게 될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동반되어야 좋은 광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BIFF광장의 경우 주변지역이 이미

영화라는 컨텐츠를 지닌 공간이며 상업적 기능을 주력으로 하던 곳임을 인지하

였다. 여기에 도시와 건축을 아우르는 정비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활기찬 가로

환경을 구성하려 노력하였고 지역 상인들과 기존 방문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

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개선과 프로그램 구축이 이뤄졌다. 또한 BIFF라는

거대한 축제를 이 공간에 펼쳐놓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촉

매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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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공간구성방식

영역단위의 구성 동선체계 공간의 유연성

서울극장

계획

당시

Ÿ 대기영역 해체

Ÿ 입장영역 퇴장영역 동일

Ÿ 수직이동수단 선택에 따른

다양한 동선

Ÿ 행위 간 중첩 발생

Ÿ 사용자, 시간에 따라 차이

Ÿ 시사회 개최

변경

내용

Ÿ 대기영역 공간단위요소

폐쇄로 영역단위 구분 명확

Ÿ 수직이동수단 이용 제한

Ÿ 순차적인 직선형 동선

Ÿ 사용자, 시간 무관

Ÿ 상영관 전문공연업체 대여

대한극장

계획

당시

Ÿ 영역단위 구분 불가능

Ÿ 모든 공간단위요소

건물전체에 분산배치

Ÿ 수직이동수단 선택에 따른

다양한 동선

Ÿ 행위 간 중첩 발생

Ÿ 사용자, 시간에 따라 차이

Ÿ 시사회 개최

변경

내용
Ÿ 대기공간 일부 축소 Ÿ 없음 Ÿ 옥상공원 로즈가든 축제

CGV 신촌

아트레온

계획

당시

Ÿ 대기영역 해체

Ÿ 입장영역 퇴장영역 동일

Ÿ 수직이동수단 선택에 따른

다양한 동선

Ÿ 행위 간 중첩 발생

Ÿ 사용자, 시간에 따라 차이

Ÿ 시사회 개최

Ÿ 놀이마당 다변화

변경

내용
Ÿ 대기공간 일부 축소

Ÿ 순차적인 직선형 동선

Ÿ 사용자, 시간 무관
Ÿ 놀이마당 폐쇄

메가박스

부산극장

계획

당시

Ÿ 영역단위 구분 불가능

Ÿ 모든 공간단위요소 건축물

내외에 분산 배치

Ÿ 수직이동수단 선택에 따른

다양한 동선

Ÿ 행위 간 중첩 발생

Ÿ 사용자, 시간에 따라 차이

Ÿ BIFF광장 다변화

Ÿ BIFF 전용상영관

변경

내용
Ÿ 없음 Ÿ 없음 Ÿ 없음

대영시네마

계획

당시

Ÿ 영역단위 구분 명확

Ÿ 입장영역 퇴장영역 동일

Ÿ 일부 선택적 직선형 동선

(퇴장방식 선택 가능)

Ÿ 사용자, 시간 무관

Ÿ 시사회 개최

Ÿ BIFF광장 다변화

Ÿ 전면 소광장 다변화

변경

내용
Ÿ 없음

Ÿ 수직이동수단 이용 제한

Ÿ 순차적 직선형 동선
Ÿ 없음

[표 5-7]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의 공간구성방식 분석내용

5. 3 소결

기존영화관의 멀티플렉스 전환을 통해 도시맥락적인 구조를 지닌 모습의 도시

건축으로 출현한 원도심형 멀티플렉스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보다는 개별

적으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른 공간적 특징들을 나타낸다. 입지한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하는 방식은 물론 내부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내부의 공간들은 파편적으로 흩어진 공간단위요소들을 통한 자유롭고 선택적인

동선이 형성되면서 유기적인 공간연계가 나타나고 외부와 맞닿은 경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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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외부와의 관계

물리적 개방성 행위의 연속성 공유공간의 유무

서울극장

계획

당시

Ÿ 소광장, 매표소, 주차장

외부 계획

Ÿ 불투명한 외관

Ÿ 소광장을 통한 유기적인

흐름 생성

Ÿ 플레이스테이션II 게임존

Ÿ 소광장

Ÿ 휴게공간

변경

내용

Ÿ 소광장 기능 축소

Ÿ 매표소 폐쇄

Ÿ 소광장 기능 축소 및

내부공간 이용제한으로

흐름 차단

Ÿ 게임존 폐쇄

Ÿ 소광장 기능 축소

Ÿ 휴게공간 이용 제한

대한극장

계획

당시

Ÿ 공개공지

Ÿ 투명한 외관

Ÿ 지하철역과 연계

Ÿ 공개공지를 통한 유기적

흐름 생성

Ÿ 공개공지

Ÿ 하늘공원

Ÿ 대기공간

Ÿ 테라스

변경

내용
Ÿ 없음 Ÿ 없음 Ÿ 없음

CGV 신촌

아트레온

계획

당시

Ÿ 놀이마당, 에스컬레이터

입구

Ÿ 투명한 외관

Ÿ 놀이마당 통해 유기적 흐름

생성

Ÿ 놀이마당

Ÿ 옥상공원

Ÿ 로비

변경

내용

Ÿ 놀이마당 폐쇄로 진입공간

축소

Ÿ 놀이마당 폐쇄로 단편적

행위 발생

Ÿ 놀이마당 폐쇄

Ÿ 옥상공원 폐쇄

Ÿ 로비 이용제한

메가박스

부산극장

계획

당시

Ÿ 진입공간 경계 없음

Ÿ 불투명한 외관

Ÿ BIFF광장을 통해 유기적

흐름 생성

Ÿ 공간단위요소 여러 동에

분산배치

Ÿ BIFF광장

Ÿ 대기공간

변경

내용
Ÿ 없음 Ÿ 없음 Ÿ 없음

대영시네마

계획

당시

Ÿ 소광장 외부 계획

Ÿ 일부 투명한 외관

Ÿ BIFF광장, 소광장을 통해

유기적 흐름 생성

Ÿ BIFF광장

Ÿ 대기공간

변경

내용
Ÿ 없음

Ÿ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으로

입구에서 차단

Ÿ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으로

공공기능 축소

[표 5-8]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의 외부와의 관계 분석내용

소광장 등과 같은 매개공간을 통해 내부의 흐름이 도시공간으로 자연스럽게 흘

러나올 수 있도록 구성된다.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거대구조물 내부의 상업기능 활성화를 위한 의도된 흐름

형성과는 다른 다의적이고 선택적인 도시적 맥락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물리적

인 장치만으로는 구축될 수 없다. 해당공간을 활용하는 관객 및 이용객, 해당멀

티플렉스를 관리하는 운영주체가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운용방식을 취하느냐

에 따라 정의되고 변화하는 것이다. 이는 공간의 성격과 활용방식이 정해놓은

틀에 맞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용도와 방식으로 전용할 수 있

음을 뜻한다.

이 때 광장과 같은 매개공간의 존재유무는 도시공간과 건물 내부의 연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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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0> 만남과 소통의 장소로 작동하는 광장의 모습. 영화 「접속」의 한 장면

해 흐름을 이어줄 뿐만 아니라 중성적인 보이드 공간을 통해 다양한 경험들이

펼쳐질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연출된 장면에 의한

인위적인 만남과 행위의 중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행위들이

나타나고 이들이 미결정된 건축과 도시의 경계위에 펼쳐지면서 다양한 이야기

들이 펼쳐지는 것이다.

원도심에서 신도심 중심으로 도시개발의 축이 옮겨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원도

심지역은 쇠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도심형 멀티플렉스가 입지한 지역의 상권

및 주요시설 또한 경쟁력을 상실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

속에서 각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대처방식의 차이는 곧 도시맥락적 구조의 유지

및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메가박스 부산극장의 경우 BIFF라는 도시규모의 축

제와 정비사업을 통해 예전에 지니던 장소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더욱 고취

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공간이용에 있어서도 어느 사례보다 열려있는 동선과

다양한 사건들을 생산해내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서울극장과 CGV 신촌 아트

레온의 경우 주변 상황의 변화 혹은 브랜드로의 편입이라는 상황의 변화에 따

라 폐쇄적인 모습으로 변질되면서 도시맥락적 특성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단순히 멀티플렉스를 둘러싼 외부적인 변화에서만 기인하는 것

이 아니다. 기존영화관들이 멀티플렉스로 전환한 이후 관리 및 운영측면에서 내

부공간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나타나고 매개공간이 축소 혹은 상실되는 모습들

도 발견된다. 효율성 및 경제성이라는 자본의 성격으로 인해 브랜드 멀티플렉스

의 내부적 결속력을 지닌 공간구성을 닮아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

지는 않다. 거대구조물의 경우 내부에서도 충분한 흐름이 생성되고 다양한 행위

들이 펼쳐지면서 도시공간과 단절되지만 복합적인 건축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단일 건물로 존재하는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의 경우 도시공간과의 연

계성이 약해지는 순간 도시와 건축의 경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며 내부공간의 폐

쇄성은 극단적으로 높아지면서 단편적인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즉 원도심형 멀티플렉스는 건축물 자체만으로는 완결될 수 없으며 도시공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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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되었을 경우에만 도시건축으로서 작동하는 물리적 실체로 존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을 대함에 있어 계획 및 시공단계에서 관심과 주의를 기

울일 것이 아니라 이후 유지 및 관리단계에서도 끊임없이 도시건축으로서 활발

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도시와 건축

이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를 인지하고 끊임없는 교류를 통한 위상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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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연구는 현대도시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의 멀티플렉스를 통해 도시상

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구현되는 도시건축의 특성을 밝혀내고자 했다. 거대자

본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설들과 함께 거대구조물을 이루는 브랜드 멀티플렉스

는 내적 완결성을 지니며 상업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내부의 흐름

을 생성해내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앵커시설의 모습으로 구현된다. 한편 원도심

형 멀티플렉스는 광장과 같은 중성적인 성격을 지닌 매개공간을 활용하여 도시

공간의 흐름을 수용하고 이를 최대한 건물 내부 깊숙이 끌어들이기 위해 내부

공간을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도시와 건축의 경계는 사라지고 도시 속으로 용

해되는 도시맥락적인 구조로 구현된다.

두 가지 멀티플렉스는 현대도시에서 공존하는 유효한 구현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성격의 건축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브랜드 멀티플렉스는

도시적 맥락이 부재한 상황에서 건축물 내부에 흐르는 공간을 연출함으로써 자

체적인 맥락을 생성한다. 내적인 공간의 스펙터클을 통해 원활하고 유기적인 내

부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반면 원도심형 멀티플렉스는 기존의 도시적 맥락과

기존영화관의 장소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도시공간과의 접촉을 유도

한다. 흐트러진 경계위에서 끊임없이 교차하는 도시와 건축의 모습을 통해 도시

공간과 연계된 공간의 흐름이 발생한다. 즉 두 가지 멀티플렉스는 현대도시에서

‘새로운 창출을 통한 부재한 가치의 대체’, ‘유지 보완을 통한 기존가치의 보존

및 지속’라는 모습의 가치를 각각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두 가지 구현방식에서는 한계점도 드러난다. 브랜드 멀티플렉스에서는

전반적으로 균질한 모습의 공간들이 연출되며 사용자와 이용시간과 무관한 공

간경험이 반복된다. 또한 도시공간과 격리된 내부공간에서의 흐름은 도시하부구

조와 연계되지 않는 한 외부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흐름의 시작과 끝이 거대

구조물 내부에서 완결된다. 이는 도시공간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

면서 실제와 유리된 모습의 비실제적인 건축물로 작동하는 결과를 낳는다. 도시

공간은 건축물이 펼쳐지는 배경으로서 여전히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

로 거대구조물 내부의 흐름을 외부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거

대구조물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가변적인 공간들이 나타나면서 진정한 의미의

공공공간이 나타나지 못한다. 외부의 광장과 도시하부구조를 활용하여 진입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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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도시의 공공공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본이 지닌 성격인 경제성과

효율성으로 인해 공공공간이 축소되고 내부공간이용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모

습이 나타난다. 이는 멀티플렉스의 동선체계가 단조로워질 뿐 아니라 도시공간

과의 연계가 사라지면서 단편적인 행위가 분절되어 나타난다. 원도심형 멀티플

렉스의 경우 단일 건물로 계획되기 때문에 도시공간과 건축물 내부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으면 더욱 폐쇄적인 시설로 변모하여 도시건축으로서 작동하지 못

한다. 도시와의 연계를 위한 공간의 작동방식을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내

외부공간에 대한 운영 및 관리가 수반되어야만 진정한 모습의 도시건축으로 작

동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구현방식을 지닌 현대도시의 멀티플렉스는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도 다르게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 브랜드 멀티플렉스의 경우 거

대구조물 내부에서 흐름의 시작과 끝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의 상황에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는 곧 도시상황의 변화에도 별다른 대처 혹은 적응을

할 수 없게 되어 내 외부공간의 상호교차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한편 원도심형

멀티플렉스의 경우 계획 당시에는 주변의 도시상황에 대응하여 최대한 기존 맥

락을 활용하고 활성화시키려는 모습이 발견되지만 원도심의 쇠락과 맞물려 멀

티플렉스가 영향을 발휘하는 영역 또한 줄어들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도시차원

에서 지원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예전보다 더욱 활성화된 모습으로 도시의 장소

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지역의 명소로서 작동할 수 있다.

도시건축은 도시와 건축의 경계위에서 둘 사이의 관계를 성립하게 할 뿐 아니

라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 따라서 어떤 계획기

법과 운영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차별화된 구현방식이 나타난다. 멀

티플렉스라는 복합적인 행위가 수반되는 도시건축은 주어진 대로 공간을 활용

하는 방식보다는 자유로운 선택을 통한 다양한 경험이 요구된다. 일상적인 도시

위의 공간에서 특화된 건축 내부의 공간까지 유기적이고 매끄러운 연결이 이뤄

져야만 진정한 모습의 도시건축으로 거듭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영역과 건축영

역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인식하고 관계 맺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 실감하고 변

화와 적응을 거듭하는 모습을 가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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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society is characterized by the development of traffic and

information system. Physical and temporal boundaries are dismantled and

complexity, complexity, and uncertainty appeared. Dismantling of boundaries

are displayed through the grounds of private space and public space in the

urban area. Using the crossing each other ambiguous boundaries, situation is

generated that the functional elements are mixed and various acts is

perfomed at the variable area. Against this background, urban architecture

appeared to establish a topological relationship on the boundary of the

architecture and the urban depends on the urban situation. Urban

architecture is embodied megastructure with the concept of the “Bigness” of

Rem Koolhaas or urban contextual structure with the concept of the “Event”

of Bernard Tschumi and the “Chaos”, “Uncertainty” of Rem Koolhaas.

In order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architectures that appear in

a method of implementation according to the urban situation, multiplex,

modern facilities, is treated. Multiplex with a complex behavior is a urban

architecture that functions as a cultural facility familiar with the

contemporary city. Since the advent of multiplex large companies, with huge



- 140 -

capital, started film industry and have seized the initiative in the form bound

to the commercial function facilities citywide. On the other hand, cinemas

which was existed based on historic urban cores tend to lose the initiative,

disappears gradually, but maintain reputation as a representative cinema area

through the conversion itself.

Operated by three large company style multiplex and multiplex switched

from old style teather have differences between the existing situation in the

city and the city corresponds to the implementation of construction. Appear

in two different ways for the multiplex, etc. In this study, the concept was

defined to separate two different types of multiplex. ‘Band Multiplex’,

contained in megastructure, exist in the new downtown or suburban, the

absence of an urban context, to replace roles typical urban space. ‘Historic

Urban Core type Multiplex’ with urban contextual structure is placed on

historic urban core fabric and it effort to accommodate the existing context

as much as possible.

To analyze the urban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for two types of

multiplex, on the ba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ternal space’ and

‘the method of space composition.’ As a detailed index to display to see the

internal space of the multiplex, ‘set of area unit’, ‘circulation system’,

‘flexibility of the space’ and the cooperation method of the urban space,

‘physical openness’, ‘continuity of the activity’,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shared space’. On the basis of this, case study is accomplished with the

representative of region and performed well characteristics multiplex.

In the cases of Brand Multiplex, the method of space composition shows

specially at the waiting section. The waiting section is lessen, absorbed or

mixed with entrance section. Further, it is planned to be able to experience

various spaces of megastructure cause of entrance section and exit section

are separated. Spatial composition of these, showing that could be formed

single flow line of linear continuous form, regardless of the usage time of

the user, a uniform spatial experience is to be performed could be. In

flexibility of the space giving a preview or transforming multi-use spac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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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by using screen system. At this time, the internal spaces of the Brand

Multiplex, functions as an anchor facility, has been optimized megastructure

which primary purpose is commercial function to be the possible

establishment.

On the other ha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ternal space, exterior

recognized as object and opaque elevation make block of visual interchange.

It is typical strategy of commercial facilities to strengthen the cohesion of

the internal space through the physical block with the outside and to

promote consumer desire appears intact. Huge scale and variety programs of

megastructure construct organic and complex flows of space in continuity of

the activity. Especially in the case of multiplex connecting with urban

infrastructure likes subway, station the strength of flows becomes more

powerful and conjunct with urban space appears. However, when the

megastructure was planned by itself the flow of space is bound to the

inside of the megastructure, the start and end is determined, collaboration

with urban space is not displayed. It can interpreted that open spaces are

not operate properly because shared space is only shown inside of

megastructure and external plaza, has possibility of cooperation with urban

space, has no chance to operate.

Under Historic Urban Core type Multiplex case, unlike Brand Multiplex,

spatial composition of heterogeneous appearance is evident. There are largest

characteristics appear at waiting section also but different from Brand

Multiplex. Section unit is demolished as space unit elements are diffused

internal space of multiplex and it has differences in the manner and extent

depend on case. Also, the degree of freedom of using the vertical mobilities,

contains elevator, escalator, stairs, in the multiplex acts as an important

component of circulation system. Free using of vertical mobilities makes

diverse and nested circulations but the limitation of them transforms into

continuous linear flow as Brand Multiplex. The flexibility of the space,

holding preview utilizing the screening system as well as Brand multiplex

occurs most commonly, it overlaps with the festival of the city such as

BIFF, how to function in dedicated theaters also revealed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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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ternal space, it is certain that the role of

parameter space, such as plaza or public open space, is essential. First, it

offers the appearance opened toward the urban space and makes visual

connection between outside and inside space through transparent glass in

physical openness. And also, it induces the urban flows bring into multiplex

and connected with internal spaces. Unlike the flow of the Brand Multiplex

trapped inside megastructure, under Historic Urban Core type Multiplex the

flows having a random intensity which does not possible to specify the start

and end cross constantly. It is certain that the maintenance is important as

much as planning because the connection with external spaces is broken by

appearing the control and monitor in the use of internal spaces. Parameter

space that also functions as a shared space is knock disturbed the

boundaries of architecture and urban as a public space to be provided

towards the urban space. Sometimes at the same time as performing the

role of public space as a place of the urban on behalf of Busan, BIFF

Square is used as a waiting section of Daeyoung-cinema and

Megabox-Busan theater, it is privatized from time to time in particular.

The boundaries of architecture and urban are faded through urban

architecture which has spaces of flow with exchange of variety experiences.

However, it is useless without efforts for maintaining and operating the

system of urban architecture which has physical conditions, is set to make

these events, in the course of planning. It shows that the efforts of users

and administrators in the course of operation management handle the

completion of urban architecture as revealed in some cases, misuse or

limitations of internal, external spaces collapse urban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urban architecture demands constant adaptation

and change through recognizing each other and realizing the need for

ongoing relationship.

keywords : Urban Architecture, Multiplex, Implementation Method,

Method of Space Composition, The Spatial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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