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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울시네마타운은 1958년 종로3가에 건축된 세기극장을 그 기원으로 한다. 

세기극장은 1978년 곽정환이 이끄는 합동 화사가 인수하여 이름을 서울극

장으로 바꾸었고 1989년에는 멀티플렉스 화관인 서울시네마타운으로 재탄

생하 다. 서울시네마타운은 1990년 마땅한 상 공간을 획득하지 못해 어려

움을 겪고 있던 UIP의 직배 화들을 공격적으로 상 하면서 일약 관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화관이 되었다. 

1980년  후반부터 1990년  초반까지 한국 화 제작은 극도로 위축된 상

황이었다. 반면 그간 수입이 제한되어 있던 할리우드 화들이 외화수입자유

화 조치로 인해 물  듯 상 되면서 극장운 자들은 큰 폭의 성장을 기 하

* 이 논문은 2015년 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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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시기 서울시네마타운, 단성사, 피카디리극장이 집한 종로3가는 

UIP직배 화와 주요 한국 화가 서로 경쟁하는 장소로, 더 이상 화제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충무로를 신해 한국 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체되었다.

서울시네마타운을 경 하던 합동 화사는 전국의 필름 유통망을 조직하여 

화배급과 상 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점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감독 강우석이 만든 화제작회사 시네마서비스가 서울시네마타운의 배

급망을 활용하여 큰 성공을 거두면서 1990년  한국 화산업의 가장 큰 

향력을 점하기도 했다. 서울시네마타운의 이러한 역할은 IMF사태 이후 화

계의 지각변동과 CJ, 롯데 등 기업이 전국에 멀티플렉스 화관을 세워 자

체 배급망을 만들어 낼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주제어

서울시네마타운, 곽정환, 합동영화사, UIP, 시네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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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eoul Cinema Town

Han, Sang Eon

Assistant Professor / Hanyang University

The Seoul theater was built in Jongno 3-ga in 1959 and were reborn as a 

Seoul Cinema Town which was a multiplex movie theater in 1989. Seoul 

Cinema Town is the most popular movie theater with its aggressive screening 

of UIP’s directed films, which have been struggling because they can not get 

the right screening space at the time.

The production of Korean films during this period was in a state of 

contraction. Meanwhile, Hollywood movies that had been restricted so far were 

screened out and award sales were expected to grow significantly. At that time, 

Seoul Cinema Town, Danseongsa and Piccadilly Theater were concentrated in 

Jongno 3-ga, which was a place where UIP’s directed films and major Korean 

films competed with each other. Naturally, this area has been replaced by a 

space that symbolizes Korean movies on behalf of Chungmuro, where no more 

movies are produced.

Hap Dong Films which runs Seoul Cinema Town, organizes the film 

distribution network nationwide and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in movie 

distribution and screening. In this situation, Seoul Cinema Town won the 

biggest influence of the Korean film industry in the 1990s, when cinema 

service made by the film director Kang Woo-suk made great success by 

utilizing the distribution network of Seoul Cinema Town. The role of Seoul 

Cinema Town continued until the late 1990s when large companies such as CJ 

and Lotte built multiplex cinemas nationwide to create their own distribution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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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오래전부터 화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즐기는 오락으로 도시 

외곽의 스튜디오에서 제작되어 도시 중심부의 화관에서 상 되었

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화제작 스튜디오들이 집해 있던 로스엔젤

스(Los Angels) 외곽의 할리우드(Hollywood)가 미국 화의 상징 공간

으로 인식되었으며 일본에서는 한때 화관이 즐비하게 늘어서서 신

작 화가 처음 개봉되던 도쿄의 아사쿠사(淺草)나 오사카의 센니치마

에(千日前)와 같은 도시공간이 일본 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인식되

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화를 상징하는 장소로 충무로(忠武路)가 꼽

혔다. 한국 화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1950∼70년  충무로3가 일 는 

화제작과 관련한 각종 회사와 다수의 화 인력들로 활기가 넘쳤

다. 당시 이 일 는 연간 200편을 넘나드는 한국 화를 제작하는, 일

명 “한국 화의 공장”으로 미국의 할리우드와 응하는 장소 다.1) 

충무로가 한국 화와 관련을 갖게 된 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

다. 일제강점기 충무로는 혼마치(本町)이라 불리던 일본인 상권의 중

심지 다. 한성 개시(開 ) 이후 조선으로 건너온 일본인들은 일본

사관이 자리한 남산 밑에 자리를 잡았다. 이곳이 현재 충무로3가 일

이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극장문화가 번성한 탓에 조선에 이주

한 일본인들은 극장을 세워 운 했다. 1900년 전후, 충무로 3가에는 

판본좌(坂本座), 본정좌(本町座), 경성좌(京城座)와 같은 일본인 극장

들이 들어서 있었고 1930년경에는 일본인 흥행업자 와케지마 슈지로

1) 화가 제작되는 공간의 장소적 이미지는 굴뚝 없는 공장으로 상징되었다. 
속칭 “꿈의 공장”이라 불리는 할리우드의 경우 공장들이 즐비한 공단과 비

슷한 이미지로 인식되었던 반면 한국의 충무로는 세한 공장들이 늘어선 

공장거리와 같은 이미지 다. 자연스럽게 충무로는 오래전부터 한국 화의 

소망이던 화산업의 기업화라는 미완의 임무가 남겨진 공간이자 역경을 뚫

고 화가 만들어지는 장소로 인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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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島周次郞)가 세운 화제작소인 경성촬 소(京城撮影所)가 이 일

에서 화제작을 시작하 다. 이때 경성촬 소에서 일하던 조선인들

이 해방 후 이곳에서 화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충무로는 

화 제작의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 경험은 해방이 되고 전쟁을 거

친 후에도 그 로 이어졌다. 특히 1950년  중반 이후 한국 화 제작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충무로는 투자자들이 모여 새로운 화들을 기

획하고, 각종 화제작기재와 자재들을 판매하는 판매소가 늘어서 있

으며, 화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다방과 관객들이 

좋아하는 스카라극장, 명보극장, 한극장 등 꽤 좋은 시설의 화관

까지 갖춘 한국 화를 표하는 장소 다. 

반면 한국 화산업이 급격한 쇠락을 맞은 1970년  화의 거리 충

무로는 한국 화의 쇠락과 함께 빠른 속도로 화와 멀어졌다. 충무

로의 극장들은 1980년  들어 단성사, 피카디리, 서울극장이 모여 있

는, 소위 “골든트라이앵글”2)이라 불리는 종로3가 지역에 비해 크게 

뒤졌다. 관객들이 몰리는 종로3가는 자연스럽게 한국 화를 표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결정타는 서울극장의 재건축과 멀티플

렉스 화관으로 재탄생이 가져온 것이었다. 멀티플렉스로 재탄생한 

서울시네마타운은 많은 극장업자들이 눈치를 보며 주저하던 할리우드 

직배 화인 <사랑과 혼>을 상 함으로써 한국 화산업에 일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장군의 아들>, <서편제> 등 화제의 한

국 화를 상 하며 한국 화를 표하게 된 단성사와 할리우드직배

화로 표되는 서울시네마타운이 경쟁하는 종로3가 일 는 한국 화

의 새로운 상징공간으로 각인되었다. 

1990년  들어 서울시네마타운은 할리우드 직배 화의 상 을 통해 

2) 1980년  이후 단성사, 피카디리, 서울극장이 모여 있는 종로3가 일 를 

화평론가 오동진은 “골든트라이앵글”이라 칭했다. 오동진, 승부사 강우석, 
랜던하우스중앙, 2004,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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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산업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인기 있는 할리우드 화들

을 지속적으로 상 하면서 향력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벌어드린 수익으로 지방 극장들을 서울시네마타운의 향력 아래에 

집어넣을 수 있었다. 이는 전국적인 배급망의 설립으로 나타났다. 여

기에 화감독 강우석이 설립한 화제작사 시네마서비스가 서울시네

마타운의 배급망을 활용하게 되면서 서울시네마타운은 1990년  한국

화 발전에도 일정한 향을 끼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화산업의 변화가 도시공간에서의 화의 상징적 

장소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1980년  후반 서울시네마타운을 통해 

알아 볼 것이다. 또한 1980년  이후 할리우드직배 화의 공세 속에 

한국 화시장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서울시네마타운과 시

네마서비스의 협력의 과정을 통해 추적할 것이다. 

2. 서울시네마타운의 전사 

현재도 업을 계속하고 있는 현역 화관인 서울시네마타운은 그 

운 주체와 화관 형태의 변화를 기준으로 크게 3기로 나눌 수 있

다. 1기는 세기상사가 운 하던 세기극장 시기, 2기는 합동 화사가 

인수하여 서울극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 한 서울극장 시기, 3기

는 복합상 관으로 탈바꿈한 서울시네마타운 시기이다. 이번 장에서

는 서울시네마타운에 해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전사라 할 수 있는 

세기극장과 서울극장에 관해 알아 볼 것이다. 

1) 세기극장

1957년 10월 31일 설립허가를 얻은 세기극장은 1958년 5월 31일 

종로구 관수동 59-7번지에 설립되었다. 전라남도 담양 출신인 국쾌남

(鞠快男, 1922∼2007)이 운 하던 수출입회사인 세기상사의 자회사 중 

하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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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상사를 세운 국쾌남은 1922년생으로 경성중학을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 학에서 수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 해방 후 무역업에 뛰어

든 그는 선광상사를 운 하다가 6.25전쟁이 터지자 피난지 부산에서 

세기상사를 세워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즈음 화수입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하 다. 1955년 당시 외화수입업자는 동양(東洋), 세

기(世紀), 불이(不二), 수도(首都), 륙(大陸)의 5개 상사에서 수입량

의 부분을 점하고 있었다.4) 이중 세기상사의 자회사인 화배급회

사 세기 화사에서는 1955년에만 <데카메론>과 <추억의 불야성>, 

<카라미티 제인>, <검호 달타니안> 등 다수의 외화들을 수입했으며 

이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백설공주> 등, 흥행이 보증된 할리우

드 작들을 수입하여 큰 수익을 얻었다. 또한 1956년 이후에는 이용

민 감독의 <서울의 휴일>(1956), 이광수 원작의 <그 여자의 일생> 

(1957, 김한일 연출)과 같은 한국 화의 제작과 배급에도 관여하 다. 

1950년  후반 수입 화의 양이 크게 늘게 되자 세기 화사에서는 

안정된 배급처를 마련하기 위해 화관을 신축하게 된다. 가장 먼저 

1958년 종로3가에 세기극장을 신축했다. 1958년 5월 31일 개관한 세

기극장의 개관 프로그램은 제임스 스튜어트(James Stewart)가 주연한 

할리우드 서부 화 <밤길>(Night Passage, 1957)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세기 화사에서는 서 문로터리에 서 문극장(1958)을, 1959년 충무로

에 한극장을 신축했다. 

이렇듯 세기상사에서는 세기극장을 비롯한 서 문극장, 한극장 

3) 국쾌남에 관한 정보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구축한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인

물정보를 이용하 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1&itemId=im&synonym=off&chinessChar
=on&position=0&levelId=im_101_30243) 
참고로 한국사데이터 베이스에 이쾌남으로 기록된 인물은 국쾌남과 동일인

물이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1&itemId=im&synonym=off&chinessChar
=on&position=0&levelId=im_108_31253)

4) <告示波動과 外國映畵>, ≪경향신문≫, 19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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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세 곳의 화관을 통해 자신들이 수입, 배급한 할리우드 화들을 

상 하여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여기에 수익을 극 화하기 

위해 탈세를 저지르기도 했는데 1959년에는 세기상사 산하 극장 세 

곳이 탈세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았다.5) 

세기상사의 성공적인 활약으로 표 국쾌남은 정치계에 입문하게 

된다. 1956년 4월 한 화배급협회의 이사에 선출되었고 1958년 국

회의원선거에 전라남도 담양의 자유당 후보로 출마하여 36세의 나이

로 당선되었다.6) 이렇게 형성된 정치적 향력으로 정부의 탈세혐의

에 한 조사를 무마시키는 등 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자 자유당 소속이던 그는 정계를 은퇴하게 되었다. 

<자료1> 세기극장 개관 예정 광고
(≪경향신문≫, 1958.4.20.) 

<자료2> 세기극장 개관 광고
(≪경향신문≫ 1958.5.31.)

세기상사 국쾌남의 이러한 정치적 배경으로 인해 4.19 혁명 직후 

5) <세劇場네名拘束>, ≪동아일보≫, 1959.5.30.
6) <總會서 役員改選 映畵配給協會>, ≪동아일보≫, 1956.4.10. ; <五⋅二總選擧

當選者面貌>, ≪동아일보≫, 19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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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극장은 이승만 정부와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

을 불식할 필요가 있었다. 우선 세기극장을 활극전문개봉관으로 신발

족하며 분위기를 쇄신했다. 그러나 새롭게 들어선 정부에서는 자유당 

시기 무마되었던 세기상사의 생필름 수사건을 재조사했고 여기에 

1960년 7월 6일 발생한 세기극장 화장실에서 단체관람을 온 중학생이 

질식사한 사건은 세기극장의 열악한 시설을 확인하는 계기 다. 이 

사건은 1959년 발전기 1 를 들여놓기로 허가를 맡아 공사하던 중 발

전기 한 를 허가 외로 무리하게 설치하면서 배관이 화장실을 통해 

지나가게 했는데 그곳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

다.7) 이 사건으로 세기극장은 환기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관

처분을 당하게 된다.8) 그러나 열흘간의 정관기간 동안 냉온방시설 개

수 후 세기극장이 재개관을 하게 되자 학생변사 원인이 밝혀지기 전

에 극장 업을 재개하게 한데 해 언론의 원성을 사게 된다.9) 

이처럼 신축한지 2년밖에 안된 세기극장은 열악한 시설로 인해 개

봉관의 위치에 있지 못하고 1959년 개관한 한극장의 보조역할을 했

다. 당시 한극장은 2,000석이 넘는 국내 최  화관으로 개봉관이

었으며 최신의 시설을 자랑했다. 세기극장은 일부 시설을 보강하는 

등 개봉관 승격을 노렸으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65

년 1월 세기극장이 개봉관으로 승격되면서 극장 이름을 메트로극장으

로 변경하여 운 했다. 그러나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는 국산 화제작

과 외국 화수입을 함께 하도록 했다. 세기 화사가 제작한 국산 화

를 상 할 공간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세기상사에서는 같은 해 9월 

메트로극장이라는 이름을 다시 세기극장으로 바꾸어 방화관으로 이용

하 다. 그러나 세기극장의 열악한 시설은 항상 문제여서 얼마 후 개

봉관에서 재개봉관으로 강등되었으며 관객이 줄어들자 연극겸용관으

7) <事故原因은 無許可施設>, ≪경향신문≫, 1960.7.7.
8) <世紀劇場無期停館>, ≪경향신문≫, 1960.7.7.
9) <市民들이 怨聲 世紀劇場 再開館에>, ≪경향신문≫, 19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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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를 꾀하는 등 경 상 어려움을 겪었다.10) 

2) 서울극장

1970년을 정점으로 한국 화산업은 급격하게 쇠퇴하게 된다. 1971

년 전국 717개의 화관이 1980년 447개소로 줄었다. 반면 가구당 텔

레비전 수상기 보급량은 1969년 3.95%에서 1979년 79.10%로 급격히 

늘어났다.11) 

텔레비전의 보급으로 화산업이 급속하게 위축되자 세기상사에서

는 세기극장을 합동 화사에 매각한다. 1978년 세기극장을 인수한 합

동 화사에서는 이름을 서울극장으로 바꾸고 시설을 강화하여 개봉관

으로 승격 후 9월 16일부터 다시 업을 시작한다.12) 

합동 화사를 이끈 인물은 곽정환(1930∼2013)이었다. 1930년 평안

남도 용강에서 태어난 그는 5.16 군사쿠테타 이후 화계에 들어와 

활약하기 시작했다. 한때 화제작자협회 회장직을 역임한 바 있던 

그는 1964년 합동 화사를 만들어 운 하며 이 회사를 표적인 화

제작회사로 키웠다. 곽정환은 합동 화사에서 제작한 화를 안정적

으로 상 할 목적으로 1978년 세기극장을 인수했다. 

1970년  말은 화산업의 극심한 침체와 더불어 한국 화에 한 

인기가 급감한 상황이었다. 1980년  이후 외국 화에 한 수입제한 

조치가 완화되자 합동 화사에서는 인기가 적은 국산 화의 제작 보

다는 외화수입과 상 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관객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극장의 증축을 서두르게 된다. 1980년 4개

월간의 공사 끝에 서울극장은 기존 660석이던 좌석을 1천석으로 늘리

고 옥외주차장을 신설했으며 70㎜ 사기를 설치하여 이전보다 쾌적

한 관람환경을 만들었다.13) 세기극장 시 부터 문제되던 위생과 환경 

10) <｢世紀劇場｣을 演劇兼用劇場으로>, ≪동아일보≫, 1977.1.31.
11) 한상언, ｢1980년  초반, 소극장 등장과 그 배경에 관한 연구｣, 현 화

연구 24권, 2016, 82∼83쪽.
12) <舊세기극장 새단장 서울劇場으로 改名>, ≪동아일보≫, 19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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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등을 집중 개선한 것이다.14) 또한 1982년 1월 5일부로 통행금지

가 해제되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심야극장을 도입하고 전화예약제를 

실시하는 등 보다 세련되고 저돌적인 방식의 업 방법을 채용하

다.15) 그 결과 서울극장은 1983년 1백만 5천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가

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극장이 되었다. 이는 2류극장이라는 그간의 

선입견을 깨는 성과 다.16) 

짧은 시간 안에 이룩한 서울극장의 성과는 곽정환의 사업가로서의 

수완이 가져온 것이었다. 합동 화사가 서울극장을 인수하여 극장협

회에 가입하게 되자 합동 화사의 곽정환은 1981년 4월, 2년 임기의 

서울극장협회장 겸 전국극장연합회장에 선출되었다.17) 이어 1988년 

13) <서울극장 再開館 증축공사 끝마쳐>, ≪매일경제≫, 1981.7.26.
14) 극장 위생 문제에 한 곽정환의 집착은 인터뷰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맥스

무비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이를 직접 인용해 보면, 
“3가지가 중요해야 돼. 첫째 깨끗하고, 두 번째가 친절, 세 번째가 화야. 
요새 애들은 상당히 분위기를 좋아하잖아. 그런데 더러우면 무슨 분위기야. 
내가 이 기자한테 자랑 하나 하지. 나 출근하면 아무 변소간이나 열고 들어

가서 청소가 잘 됐나 안 됐나 그것부터 봐. 극장에 냄새가 다 빠졌나 안 빠

졌나 봐서 조금이라도 더러우면 그 날 난리가 나는 거야. 나는 서울극장을 

롯데호텔이나 신라호텔처럼 느끼게 하고 싶다고. 다음에는 이유가 없어 무

조건 친절이야. 고의적으로 불친절하게 하는 직원이야 있겠어? 그래도 조금

만 직원이 얼굴 찡그리면 다음 날 인터넷으로 막 올라와. 그런데 이런 거 기

분 나빠하면 안돼. 얼마나 고마워. 자기 싫으면 안 오면 그만인데, 자기가 또 

올 장소니까 이렇게 시간 들여서 쓰는 거란 말이야. 다른 건 몰라도 손님에 

관해서는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 나한테 아주 혼나. 새로 직원 들어오면 내가 

직접 두 시간씩 강의한다구. 그렇게 교육시켜서 부산이고, 구고 다 내려 

보내지.” 
http://www.ak5.co.kr/info/info_news_read.asp?mi_id=MI0099834605&G

otoPage=217&num=25102&search_flag=&search_string=

15) < 화가 ｢深夜극장｣첫선 ｢애마부인｣ 子正관객 “滿員”>, ≪동아일보≫, 
1982.3.29. ; <매표電話 예약제실시 서울劇場서 처음으로>, ≪경향신문≫, 
1982.9.1.

16) 1983년 서울 개봉관의 관객동원 순위는 1위 서울극장(1백만5천명), 2위 명보

극장(94만7천명), 3위 피카디리극장(92만9천명), 4위 국제극장(91만8천명), 5위 

중앙극장(83만9천명)이었다. <관객1위 ｢서울극장｣ 지난해 百萬5千명>, ≪경

향신문≫, 198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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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서울극장협회장에 선임되었다. 전국극장연합회에서 탈퇴한 서울

극장협회를 맡은 그는 독자적인 노선을 천명하게 된다. 이는 서울극

장을 중심으로 한 할리우드 직배 화의 상 과 관련된 행동으로 극

장주들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3. 서울시네마타운의 설립과 그 영향

19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나자 서울극장은 재건축을 기획했다. 단관

극장인 서울극장을 지하3층, 지상9층의 3개관으로 재건축했다. 화관

의 이름도 서울극장에서 서울시네마타운으로 바꾸었다. 신축한 서울

시네마타운은 70㎜ 형 화를 상 할 수 있는 1천2백석의 형 화

관 2개관(서울1:칸느, 서울2:아카데미)과 600석의 중형 스크린 1개관

(서울3:베니스)의 총 3개관으로 구성되었다. 개관은 1989년 7월 29일

이었으며 개관프로그램은 한국 화 <미스 코뿔소, 미스터 코란도>, 

할리우드 화 <메이저리그>, 홍콩 화 <첩혈쌍웅>으로, 관객의 기호

에 맞추어 화를 선택할 수 있게 배분하 다. 

1980년 부터 서울시네마타운이 들어선 종로3가는 충무로를 신하

여 새로운 화의 거리로 떠올랐다. 1980년  초반 서울극장이 공격

적인 마케팅으로 관객을 불러 모으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인데, 멀

티플렉스 화관인 서울시네마타운이 들어서고 1990년부터 서울시네마

타운이 할리우드 직배 화를 상 하게 되면서 이곳은 한국 화와 할

리우드 화가 맞붙는 장소라는 상징적 의미를 띠게 되었다. 

1) 상징 공간의 이동 : 충무로에서 종로로

서울시네마타운의 전신인 세기극장이 개관할 당시 종로3가 일 는 

암흑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지역이었다. 

일제시 부터 종로3가 일 에는 속칭 “종삼”이라 불리던 사창가가 있

17) <새會長에 郭貞煥씨 劇場聯 임원개선>, ≪매일경제≫, 1981.4.30.



54    기획논문

현대영화연구 Vol. 28 2017

었고 1950년  종로에는 캬바레 백운장, 무란루-쥬, 국일관, 세기극장, 

화신 화관, 우미관 등 유흥업소들이 즐비했다. 깡패들은 유흥업소의 

이권을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여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세기극장은 깡패들의 세력 다툼을 촉발시킨 장소 다. 1958년 

세기극장이 개관하자 극장의 경비 이권을 두고 깡패들의 주도권 쟁탈

전이 벌여 깡패 15명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18) 자유당과 접한 

관련을 가진 동 문파가 종로진입의 교두보로 세기극장으로 삼은 것

이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세기극장의 표인 국쾌남이 자유당 

소속 국회의원이었기에 자유당과 접한 관련을 가진 동 문파는 세

기극장을 자기 세력권에 두고 싶어 했고 종로파에서는 동 문파와 라

이벌인 명동파와 손을 잡고 이에 항했던 것이다. 이렇듯 세기극장

에 관한 이권은 깡패들 사이의 초미의 관심 상이었으며 이곳을 중

심으로 깡패들의 세력다툼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유흥지역으로서의 이미지는 장시간에 걸친 도심지 재개발로 

인해 큰 변화를 갖게 된다. 첫 번째 가시적인 변화는 종삼이라 불리

는 사창가의 정비 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1968년 서울시장 김현옥의 

주도로 종로3가 일 의 사창가를 공권력을 이용해 없애 버렸다. 종로

3가 일 의 사창가는 청량리와 미아리와 같은 변두리로 이전되었으며 

사창가가 사라진 종로3가의 퇴폐적 분위기는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

다. 이와 함께 이 지역의 땅값도 급등하게 되면서 낡은 한옥들이 있

던 자리에 빌딩이 신축되는 등 주변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19) 

또한 종로의 도로 확장과 지하철의 개통으로 도심의 접근성이 편리

해진 것이 종로3가 일 의 쾌적한 환경이 조성된 두 번째 이유 다. 

서울의 인구폭등으로 인해 서울의 중심지인 종로는 교통체증으로 언

제나 혼잡했다. 그러던 것이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던 전

차를 없애 버리고 이를 신하여 지하철을 개통한 것이다. 여기에 종

18) <서울의 깡패 생태>, ≪동아일보≫, 1958.9.21.
19) <40年 뿌리박은 ｢妖花｣ 果敢히 일소>, ≪매일경제≫, 196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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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도로확장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시 외곽에서 종로로 진입하는 교

통은 한결 편리해 졌다. 이러한 교통환경의 변화로 인해 종로3가 일

는 퇴폐적인 공간에서 학생으로 표되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보

다 건전한 공간으로 탈바꿈 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도심 재정비 사업의 향으로 종로3가 일 가 점차 젊은이

들의 거리로 변화되었던 반면 화제작이 이루어지던 한국의 할리우

드 충무로는 1970년  들어 깊은 침체상태에 빠지게 된다. 1973년 

화법 개정 이후 14∼20개로 줄어든 화사는 충무로를 떠났고 기존 

20개의 화사 중 2∼3개사 밖에 남지 않았다. 한국 화의 제작이 급

격히 줄어들자 화제작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수가 충무로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80년  들면 충무로는 뒤떨어진 한국 화를 상

징하는 단어처럼 사용되었다.20) 또한 충무로 일 의 화관들도 마찬

가지 다. 1934년 개관 당시 외관을 그 로를 유지한 스카라극장이나 

1950년  낡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명보극장(1994년 신축)은 신축

한 서울시네마타운과 비교되었다. 화가 만들어지지 않은 화의 거

리 충무로는 금방 퇴색되었다. 

충무로가 과거의 한국 화의 화를 상징했다면 종로3가는 당시 한

국 화계의 활기를 의미했다. 충무로를 신하여 종로3가가 화의 

거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피카리디 극장 앞에 “스타의 광장”을 

조성한 향도 있었다. 월간 잡지 스크린의 표 조태형이 스크린 창

간 2주년을 맞아 기획한 “스타의 광장”은 한국 화인들의 핸드프린팅

과 사인을 구히 보존하기 위해 종로3가 피카디리극장 앞 광장에 이

를 설치한 것이다.21) 이러한 기획이 쇠락한 충무로와 활기 넘치는 종

로3가의 이미지를 불러 넣었음은 물론이다. 

피카디리극장 앞 광장에 들어선 스타의 광장은 한국 화와 관련한 

종로3가의 역사성을 반추하게 했다. 일제강점기 나운규가 만든 화 

20) <충무로 옛 화 “레디고”>, ≪매일경제≫, 1989.1.21.
21) <스타廣場 마련한 趙泰衡씨>, ≪경향신문≫, 198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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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을 비롯해 많은 수의 한국 화가 개봉된 곳이 피카디리극장 

건너편에 위치한 단성사 다. 해방 이후 단성사는 서양 화를 주로 

상 했지만 1980년  후반에서 1990년  초반 <장군의 아들> 시리즈

와 <서편제>를 상 하며 흥행에 성공하게 되면서 단성사는 한국 화

를 상징하는 장소로 다시금 주목받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련된 서울시네마타운, 스타의광장을 품은 피카디리극

장, 한국 화의 역사를 상징하는 단성사가 모여 있는 종로3가는 충무

로를 신해 자연스럽게 한국 화를 상징하는 장소로 주목받게 된다. 

2) 한국영화와 헐리우드영화의 대결

1985년 타결된 한미 화협상으로 인해 미국 화에 한 전면적인 

개방이 시행되자 1988년 4개 할리우드 메이저 화회사(MGM, 유나

이티드 아티스트, 유니버설, 파라마운트)는 해외배급을 위해 공동설립

한 다국적 기업인 UIP를 통해 국내에 할리우드 화 직배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 화계에서는 할리우드 화 직배가 한국의 화산업을 고

사시킨다는 명분을 들어 직배반  투쟁에 돌입했다.22) 화제작업에 

종사하는 화인들을 중심으로 한 직배반  움직임에 해 극장소유

주들의 생각은 달랐다. 관객을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는 할리우드

화를 상 하는 편이 극장의 수익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

다. 그럼에도 반미감정으로 인한 일시적 손해를 감수하기는 쉽지 않

았다. 이러한 극장업자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에 1988년 서울시극

장협회장에 선출된 서울극장의 곽정환은 직배 화 상 의 물고를 트

는데 앞장선다. 

최초의 UIP직배 화인 <위험한정사>가 500석 정도의 중형극장인 

신 극장과 코리아극장에서 1988년 9월 24일 상 되자 화인들은 이

22) 1980년  중반 이후 화시장 개방과 화산업의 변화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김동호 외, 한국 화 정책사, 나남출판, 2005. ; 정태수 외, 
21세기 한국 화, 국학자료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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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발하 다. 화감독들이 농성을 시작했고 서울시내의 극장들이 

하루 동안 문을 닫는 등 큰 반발을 했다. 당시 서울극장을 멀티플렉

스 화관으로 신축하기로 한 합동 화사측에서는 필름 수급을 위해 

UIP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할리우드 직배 화를 상 하기로 소문이 

난 상태 다. 그러나 예상보다 직배 화에 한 반발이 심각해지자 

합동 화사에서는 서울시네마타운 개관 이후에도 직배 화 상 하지 

않았다. 이 뿐 아니라 곽정환은 각 화단체들을 규합한 화단체협

의회를 주도하며 UIP직배 화 반  투쟁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다. 그

러던 중 20세기폭스사의 <다이하드 2>를 미니멈게런티 방식으로 계

약한 태흥 화사가 이 화를 단성사에서 개봉하자 합동 화사 측에

서는 사실상 직배 화 상 과 마찬가지라며 1990년 12월 1일 전격적

으로 UIP직배 화인 <사랑과 혼>을 서울시네마타운에서 상 하기

로 결정했다. 당시 곽정환은 “서울시극장협회장의 자격으로 상 을 

결정했다.”고 선언했는데 이 말은 사실상 서울의 모든 극장에서 직배

화가 상 될 수 있는 물고를 튼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23) 

<다이하드2>를 수입한 태흥 화사는 단성사를 통해 화를 개봉해 

왔다. <다이하드2>가 개봉되던 1990년 태흥 화사는 5월 <장군의 아

들>을 단성사에서 개봉하 는데 176일 동안 68만명의 관객을 동원하

여 한국 화 사상 최고의 흥행기록을 세운 상황이었다.24) 태흥 화사

의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합동 화사 측에서는 UIP 화의 상 을 

선택함으로써 단성사와 서울극장을 사이에 둔 한국 화와 할리우드직

배 화의 결 양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25) 

23) <｢시네마타운｣ UIP 화상  결정>, ≪경향신문≫, 1990.12.3.
24) <되돌아본 90년 喜悲쌍곡선이 교차한 1年>, ≪매일경제≫, 1990.12.27.
25) 태흥 화사의 이태원과 합동 화사의 곽정환의 라이벌 관계는 2000년  초

반까지 이어졌다. 화평론가 오동진은 다음과 같은 말로 이 둘의 관계를 설

명했다. “이태원 사장은 곽정환 회장을 보통 ‘꽉꽉이’라고 부른다. 건건마다 

꽉꽉댄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골이 깊은 관계다. 그렇다고 해서 

사이가 좋다라든가 혹은 서로가 개와 고양이라든가 등의 말로 일도양단할 

수는 없는 관계다.” 오동진, 앞의 책,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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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태흥 화사에서는 <장군의 아들2>와 <경마장 가는 길>을 

제작하 던데 비해 합동 화사에서는 서울시네마타운을 통해 직배

화상 에 앞장섰다. 서울시네마타운에서 개봉된 UIP직배 화인 <사랑

과 혼>은 98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반면 태흥 화사는 계속하여 

<장군의 아들3>, <화엄경>, <태백산맥>, <서편제> 등을 제작하는 등 

한국 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강화했다. 자연스럽게 태흥 화사의 

화들이 상 되는 단성사와 할리우드 직배 화들이 상 되는 서울시네

마타운이 자리한 종로3가는 한국 화와 할리우드 화의 결투가 벌어

지는 장소와 같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 

4. 전국적 배급망의 구축

서울시네마타운은 <사랑과 혼>을 시작으로 직배 화 상 을 지

속했다. 1990년  초반 할리우드 화의 배급은 서울시네마타운에서, 

한국 화는 피카디리에서 상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속설이 돌았

다.26) 태흥 화사에서 제작하는 화들을 주로 상 했던 단성사와 달

리 피카디리에서는 흥행성 있는 한국 화들을 골고루 상 하고 있었다. 

할리우드 직배 화의 본산과 같은 위치 던 서울시네마타운의 표

자 곽정환은 직배 화 상 으로 번 돈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1996년 ≪한겨레신문≫에 실린 아래의 글은 당시 곽정환의 한국 화

계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곽정환(66)씨를 빼고 90년  한국영화산업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90년 12

월 곽씨는 바로 전해에 서울 종로2가에 스크린 3개를 갖춰 다시 문을 연 복

합극장 서울시네마타운에서 미국영화 직배사 UIP와 손잡고 <사랑과 영혼>을 

개봉했다.

64년 합동영화사를 설립하고, 78년 서울극장의 표가 되어 영화업과 극

장업 양쪽에서 이미 실력자의 위치에 올라 있던 곽씨의 영향력 확 는 이를 

26) 위의 책, 122∼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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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으로 가속화 했다.

UIP와 연을 끊은 다음에도 워너 브러더스나 월트 디즈니, 20세기 폭스 등 

미국직배사들의 영화로 전국 극장배급망의 커다란 부분을 좌지우지 할 수 

있었던 것. 이번에 문제가 된 씨네하우스의 방화사건도 이 같은 직배영화 

확보를 위한 경쟁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크린은 서울씨네마타운 외에 애경씨네마, 그

랑프리, 의정부, 부산의 은아 등 전국 10여개. 여기에 현재 준비 중인 서울

씨네마타운 증축과 구의 극장신축사업까지 끝나면 국내에서 스크린이 제

일 많은 극장업자가 될 참이었다. 

그 사이 사업의 중심도 영화제작업에서 극장업으로 옮겨 왔고, 곽씨는 스

크린쿼터 축소 등 극장 쪽의 요구를 앞장 서 확성해 왔다. 검열 철폐를 요

구하던 영화계의 의견에 공연윤리위원회 고수로, 완전등급제 심의 주장에 

등급외극장 불가론으로 맞선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27)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곽정환의 향력은 전국에 걸친 그의 극

장망에서 나왔다. 곽정환은 서울시네마타운을 비롯해 애경시네마, 그

랑프리극장 외에 경기, 부산 등 전국에 10개의 극장을 소유하고 있었

으며 1996년 현재 전국 각지에 극장을 신설하고 있었다. 1994년 외화 

프린트벌수 제한이 완전 폐지되기 이전까지 화의 프린트는 16벌만 

만들 수 있었다. 아무리 인기 있는 화라도 16곳의 극장에서만 상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곽정환의 합동 화사를 통해 화를 배

급하면 동시에 전국 16곳의 극장에서 화가 상 될 수 있었다. 직배

화상 으로 지탄을 받던 곽정환은 그가 가진 화배급망으로 불과 

몇 년 만에 한국 화계에 가장 향력 있는 거물로 꼽히게 된 것이다. 

전국적 배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한국 화가 

성장일로에 있던 1967년 세기 화사의 국쾌남은 화배급사인 신흥기

업을 세워 전국적 배급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같은 시기 부산 극장을 중심으로 한 동양 화사가 부산을 기점으

로 전국적인 배급망을 만들려고 했으나 이 역시 실패로 끝났다. 신 

각 지역별로 구분된 흥행계보가 만들어져 지역별 배급망을 유지했을 

27) <곽정환씨는 누구인가>, ≪한겨레신문≫ 199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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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28) 이러한 오래된 배급 관행은 화산업의 침체와 맞물려 별

다른 변화 없이 고착되었다. 그러던 상황에서 외화수입개방에 따른 

화법 개정으로 프린트 벌수제한이 폐지되자 화 배급 역시 급변하

다. 이때 합동 화사의 곽정환은 직배 화상 이라는 당근으로 전

국적 배급망을 구축할 수 있었고, 이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어냈다. 

1995년부터 곽정환은 <미스터 맘마>(1992)와 <마누라 죽이기>(1994)

를 통해 코미디 화에 두각을 보인 강우석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곽정환의 사업적 수완에서 나온 것이었다. 직배 화 위주로 

화를 상 한 서울시네마타운의 배급망에 상업적으로 우수한 한국 화

를 배급하기 시작하면서 서울시네마타운은 더 큰 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스크린쿼터제로 인해 모든 화관은 의무적

으로 한국 화를 상 해야했는데 극장주의 입장에서 어차피 의무적으

로 한국 화를 상 해야 한다면 이왕 수익이 될 화를 상 해야겠다

는 계획을 밑에 깔아 둔 것이다. 

곽정환은 강우석에게 만들고 싶은 시나리오를 가져오면 자기가 지

방의 극장주들에게 돈을 모아서 모두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옴니버스 화인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7가지 이유>(1996)를 시작으

로 강우석의 시네마서비스를 통해 한국 화에 한 투자와 배급을 맡

게 된다. 곽정환은 이 화에서 각각의 에피소드를 연출한 강우석, 정

지 , 박철수, 장길수, 박종원, 장현수, 김유진 등 당시 한국 화계의 

표적 신진감독군을 자신의 향 하에 둘 수 있었다.29) 

곽정환과 강우석의 협력관계는 1999년까지 이어졌다. 서울시네마타

운을 통해 투자되어 시네마서비스에서 제작한 화는 강우석 연출의 

<투캅스2>(1996)를 시작으로 <초록물고기>(이창동, 1997), <홀리데이 

인 서울>(김의석, 1997), <넘버3>(송능한, 1997), <올가미>(김성홍, 

1997), <투캅스3>(김상진, 1998), <여고괴담>(박기형, 1998), <생과부 

28) 朴鳳熙 編, 映畵.演藝年鑑, 國際映畵社, 1969, 203쪽.

29) 오동진,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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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소송>(강우석, 1998), <미술관 옆 동물원>(이정향, 1998), 

<연풍연가>(박 , 1998), <마요네즈>(윤인호, 1999), <간첩 리철진>

(장진, 1999) 등 이 시기를 표하는 화들로 가득 찼다.30) 곽정환과 

서울시네마타운의 전성기 다. 

그러나 서울시네마타운의 전성기는 외환위기 직후 빠르게 사그라지

기 시작했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화에 투자한 자금이 줄어들자 

정부에서는 벤처투자자금을 이용해 화제작을 하는 것을 장려했다. 

화계에 돈이 넘쳤다. 이 뿐 아니라 CJ와 같은 재벌은 도리어 투자

를 늘렸는데 전국에 극장체인망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1999년 곽

정환의 합동 화사로부터 독립을 꾀하고 있던 강우석의 시네마서비스

는 투자사 워버그 핀커스로부터 300억을 투자받으면서 곽정환과의 협

력관계를 청산했다. 여기에 최초의 본격적인 멀티플렉스 화관인 CJ 

CGV 강변점이 1998년 개장하면서 서울시네마타운의 위상은 급격하

게 사그라졌다. 이는 골든트라이앵글이라 불리던 종로3가 일  세 곳

의 극장이 동시에 몰락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5. 나오는 말

한국 화를 통상 “충무로”라 통칭한다. 이처럼 화의 제작과 상

에 관련된 도시의 특정 지역이나 거리가 그 도시에서 화를 상징하

는 공간으로 기억되거나 기념되는 것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화가 탄생할 때부터 도시와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

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 내의 기능변화는 각 지역의 기능을 크게 

바꾸어 놓기도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도시 속 상징공간의 변화를 가

져오게 된다.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와 같은 전국적 단위의 멀티플렉스

화관이 전국의 극장망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 종로3가를 화의 거

30) 위의 책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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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1990년  후반에 들어서기 시작

한 자본의 멀티플렉스 화관은 여러 편의시설들이 구비된 빌딩 안

에 설치되었다. 관객들은 종적으로 구획된 공간에서 화와 화 관

람 전후의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다. 이는 단관극장을 중심으로 여러 

편의시설이 횡적으로 늘어져 있던 기존의 관람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

왔다. 세 곳의 개봉관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퍼져 형성된 종로3가의 

화거리는 멀티플렉스 화관이 세로 자리 잡은 이후 다른 활력을 

찾아야 했다. 결국 종로3가 일 의 화관이 급격하게 쇠퇴하면서 

화의 거리라는 인식 또한 사라지게 되었다. 

1990년  골든트라이앵글이라 불렸던 종로3가 지역의 광을 기억

해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가장 역사가 오랜 화관

이어서 한국 화사의 역사적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장군의 아

들> 시리즈와 <서편제>와 같은 한국 화사의 금자탑으로 기록되는 

화를 상 한 단성사를 통해 이해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아니면 1990년  주요한 한국 화들이 상 되었던 피카디리극장을 통

해 이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1987년부터 1997

년까지의 기간에서 가장 문제적인 극장으로 서울시네마타운을 선택하

여 서울시네마타운을 운 했던 합동 화사와 합동 화사의 표 곽정

환을 통해 이 시기 한국 화계를 살펴보았다. 

1987년에서 1997년까지의 시기 동안 한국 화는 급격한 변화의 한

가운데에 위치했다. 오랫동안 화산업에 한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

와 간섭의 근거가 되었던 화법은 한미 화협정을 통해 개정되었다. 

화법 개정으로 한국 화계는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

다. 가장 큰 변화는 외국자본의 직접투자와 화업 진출 허가이다. 이

는 할리우드의 거  화회사가 한국에 지사를 세워 화를 직접 배

급하여 그 수익을 그 로 가져간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제작비에 

있어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할리우드 화와 한국 화가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직접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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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가장 문제적인 화관은 서울시네마타운이었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서울시네마타운에서는 수익을 극 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분의 화인들이 반 하고 있는 할리우드 직배 화를 전격적으로 

상 했으며 이를 기회로 전국에 서울시네마타운의 화를 상 하는 

배급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향력을 발판으로 강우석

의 시네마서비스에 자금을 투입하여 한국 화제작계의 큰 손으로 군

림하기도 했다. 이러한 서울시네마타운의 황금기는 IMF사태로 인한 

산업의 변화로 인해 급격하게 막을 내렸지만 2000년  한국 화의 화

려한 성공을 이행시킨 매개 회사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서울시네마타운의 화려한 등장과 급격한 몰락을 통해 작

게는 한때 화의 거리로 인식되었던 종로3가 지역의 역사성을 추적

하고 크게는 한국 화사의 한 시 를 미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

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사실들은 서울시네마타운을 중심으로 한 

1990년  한국 화계는 화려한 성장의 꽃을 피운 2000년  한국 화

의 전사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골든트라이앵글”이라 불리던 

“종로3가”는 “충무로”로만 기억되는 한국 화의 한 시 를 기억하게 

만드는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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