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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개요

  

영화상영관1)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법률적 

정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상영관은 돈을 받고 거래되는 상품의 냉혹한 시장이며 영화라는 예술적 

결과물을 관람객들에게 공개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람객이 상영관을 찾는 목

적인 영화 관람이라는 결과적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한 점은 영화제작자가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영상과 음향 등 영화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상영관의 스크린의 크기, 시야각등 물리적 환경

과 영사 품질을 통해 최적의 상태로 구현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복합 상영관의 등장으로 영화를 관람하는데 그치지 않고 외식, 물품 구매 등 관

람 문화의 변화를 고려해야겠지만 2013년 한 해 동안 상영관을 찾은 관람객은 2억명을 넘었으며 

인구 1인당 연평균 영화 관람횟수 4.25회2)로 영화는 공중에게 쉽게 접근가능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놀라운 성장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본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지만 그중 몇 가

지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좋은 영화를 만들려는 제작자들의 노력과 영화를 사랑하는 관람객들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를 상영관에 국한하여 살펴본다면 관람객의 증가로 상영관 수익은 증가되었지만 

그에 걸맞게 관람 환경이 개선되었는지 혹은 관람객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디지털시네마로의 전환이 필름보다 나은 품질을 제공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 조사 목적 

   

위원회 기술지원부는 복합상영관의 양적 팽창과 디지털시네마 도입으로 인해 상영관을 찾는 관

람객의 문화가 변화됨을 주목해 영화기술 표준화사업의 일환으로 필름과 디지털시네마의 국제규격

을 검토하여 상영관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적 요소에 집중한 상영관 관람환경 표준화 사업을 시

작하였다. 20053)년 디지털시네마 도입 초기 전국에 디지털영사기가 설치된 7개 상영관을 시작으

로 2010년에는 본격적인 지원 사업을 시작하기 전 전국 상영관중 지역별로 10개 상영관을 선정하

여 세부적인 표준 측정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총 567개 상영관에 관람환경을 개선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조사는 그 중 최근 

수행한 상영관 관람환경 표준화 사업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디지털시네마로 자리 잡은 상영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위원회 진흥사업 수립에 참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항

2) 2013년 한국영화산업 결산,p11 개관

3) 2005년(7개), 2010년(10개), 2011년(3D 상영관 전수조사), 2011년 ~ 2013년(567개) 상영관 지원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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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 대상 상영관

(1) 국내 상영관 현황4)

2013년 전국 상영관 수는 전년도 314개에서 6.1% 증가한 333개를 기록했다. 2013년 스크린 수

는 최근 10년간 최고 수치인 2,184개로 지난해 대비 4.9% 증가하였다. 2013년 휴․폐관한 상영관은 

9개, 스크린은 68개다. 또한 3D가 상영이 가능한 상영관 수는 2013년 859개관으로 지난해 830개관

보다 3.5%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4D가 상영가능한 관도 25개관으로 지난해 대비 4개관 늘었

는데, 이는 전체 상영관수 대비 40%에 달하는 비중이다. 

<표 1-1> 연도별 전국 상영관, 스크린 수 

연도 총 관객(만 명) 상영관 수(개) 스크린 수(개) 좌석 수(개)

2004 13,517 302 1,451 297,584 

2005 14,552 301 1,648 322,110 

2006 15,341 321 1,880 354,691 

2007 15,877 314 1,975 365,034 

2008 15,083 309 2,004 362,657 

2009 15,696 305 2,055 360,796 

2010 14,681 301 2,003 349,640

2011 15,979 292 1,974 341,905

2012 19,489 314 2,081 358,659

2013 21,332 333 2,184 349,669

4) 2013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전국상영관 및 멀티플렉스 부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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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영관수 스크린수 좌석수

2012 2013

전년 대비

2012 2013

전년 대비

2012 2013

전년 대비

증감수 증감률 증감수 증감률 증감수 증감률

서울 71 74 3 4.2% 460 475 15 3.3% 84,737 81,553 -3,184 -3.8%

부산 25 25 0 0.0% 182 183 1 0.5% 34,038 32,350 -1,688 -5.0%

대구 18 19 1 5.6% 125 131 6 4.8% 21,813 21,224 -589 -2.7%

인천 16 17 1 6.3% 110 111 1 0.9% 18,425 18,327 -98 -0.5%

광주 12 14 2 16.7% 88 107 19 21.6% 16,514 18,151 1,637 9.9%

대전 10 9 -1 -10.0% 69 61 -8 -11.6% 12,791 10,716 -2,075 -16.2%

울산 4 5 1 25.0% 26 36 10 38.5% 3,904 6,009 2,105 53.9%

경기 67 73 6 9.0% 453 486 33 7.3% 74,419 77,729 3,310 4.4%

[그림 1-1] 연도별 전국 상영관, 스크린 수

2013년에 스크린이 늘어난 지역은 울산이 전년대비 38.5%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광주가 21.6% 증가하며 107개의 스크린수를 기록하였다. 또한 충남(73개, 전년대비 

10.6% 증가), 경북(94개, 전년대비 8.0% 증가), 전남, 대구, 서울에 이르기까지 대전(61개, 전년대

비 11.6% 감소)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체 스크린 수 증가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4.9%를 나타냈다. 

 

서울은 15개의 스크린이 늘어 총 스크린 475개로 기록되었다. 이는 전년대비 3.3% 증가한 수치

다. 상영관은 전국적으로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부산과 세종, 강원, 충북·충남만이 변화가 없었

다. 

<표 1-2> 2013년 전국 상영관, 스크린 수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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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영관수 스크린수 좌석수

2012 2013

전년 대비

2012 2013

전년 대비

2012 2013

전년 대비

증감수 증감률 증감수 증감률 증감수 증감률

강원 9 9 0 0.0% 62 62 0 0.0% 9,694 9,703 9 0.1%

충북 9 9 0 0.0% 70 72 2 2.9% 12,099 12,341 242 2.0%

충남 12 12 0 0.0% 66 73 7 10.6% 9,560 10,419 859 9.0%

전북 13 15 2 15.4% 74 77 3 4.1% 12,129 11,904 -225 -1.9%

전남 7 8 1 14.3% 49 52 3 6.1% 7,591 7,426 -165 -2.2%

경북 15 16 1 6.7% 87 94 7 8.0% 15,396 7,835 -7,561 -49.1%

경남 20 21 1 5.0% 125 128 3 2.4% 20,979 21,237 258 1.2%

제주 5 6 1 20.0% 30 31 1 3.3% 3,832 2,007 -1,825 -47.6%

세종 1 1 0 0.0% 5 5 0 0.0% 738 738 0 0.0%

총계 314 333 19 6.1% 2,081 2,184 103 4.9% 358,659 349,669 -8,990 -2.5%

2013년 전국 상영관의 83.5%가 멀티플렉스5) 상영관이다. 지난해 대비 전체 상영관수와 멀티플렉

스 수는 각각 333개, 278개로 증가하였지만 멀티플렉스 상영관 비중은 전년대비 오히려 0.2%p 감소

하였다. 하지만 멀티플렉스의 스크린 수 비중은 94.9%로 지난해의 94.5%보다 0.4%p 올랐다. 지역

별로는 충북, 전남, 세종시가 모든 상영관이 멀티플렉스였다. 충북은 9개 상영관의 72개 스크린이 멀

티플렉스였으며, 전남은 총 8개 상영관 52개 스크린이 멀티플렉스였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독립

적으로 집계된 세종시는 1개 상영관 5개 스크린이 멀티플렉스였다.

 

멀티플렉스의 시장 점유율은 총 관객 수의 98.4%를 보이고 있고, 총매출 점유율도 98.6%에 이른

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체상영관 대비 멀티플렉스의 비중은 가장 낮은 60.0%를 차지했지만 관객 점

유율의 경우는 98.9%로 대부분의 관객이 멀티플렉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지속

적으로 지역상영관의 폐관·휴관 또는 대기업 멀티플렉스 체인으로의 전환이 반영된 현상이며 따라서 

멀티플렉스의 관객 수가 9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5) 영화진흥위원회는 전국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너스, CJ CGV의 직영 및 위탁 경영 지점과 기타 7개관 이상 모든 상영관

을 멀티플렉스로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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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2013년 멀티플렉스 비중

지역

상영관 수 (개) 스크린 수 (개) 관객 수 (천명) 상영관 매출 (천원)

전체 

상영관

수

멀티

플렉스 

상영관

수

멀티

플렉스 

비중

전체 

스크린

수

멀티

플렉스

스크린 수

멀티

플렉스 

비중

전체 

관객 수

멀티플렉스 

관객 수

멀티

플렉스 

비중

전체 상영관 

매출

멀티플렉스 

상영관 매출

멀티

플렉스

비중

서울 74 59 79.7 475 456 96.0 60,089 58,962 98.1 460,370,350 454,036,218 98.6

부산 25 22 88.0 183 178 97.3 17,209 17,065 99.2 122,315,533 121,421,297 99.3

대구 19 17 89.5 131 129 98.5 12,720 12,570 98.8 89,275,774 87,798,406 98.3

인천 17 13 76.5 111 100 90.1 10,610 10,333 97.4 78,009,550 76,422,701 98.0

광주 14 12 85.7 107 105 98.1 8,323 8,293 99.6 57,499,026 57,290,260 99.6

대전 9 6 66.7 61 49 80.3 8,025 7,404 92.3 57,343,638 53,006,794 92.4

울산 5 4 80.0 36 34 94.4 4,216 4,216 100.0 31,170,904 31,170,904 100.0

경기 73 66 90.4 486 471 96.9 46,668 46,297 99.2 338,338,179 336,002,932 99.3

강원 9 8 88.9 62 61 98.4 4,791 4,782 99.8 33,932,676 33,880,619 99.8

충북 9 9 100.0 72 72 100.0 5,369 5,315 99.0 36,781,479 36,429,338 99.0

충남 12 8 66.7 73 61 83.6 6,016 5,833 97.0 42,862,516 41,547,788 96.9

전북 15 9 60.0 77 61 79.2 6,105 6,040 98.9 42,122,475 41,761,931 99.1

전남 8 8 100.0 52 52 100.0 3,625 3,625 100.0 24,644,742 24,644,622 99.9

경북 16 14 87.5 94 92 97.9 6,309 6,289 99.7 44,372,377 44,246,603 99.7

경남 21 17 81.0 128 116 90.6 11,107 10,679 96.1 77,115,572 75,033,637 97.3

제주 6 5 83.3 31 30 96.8 1,840 1,834 99.7 13,084,154 13,052,513 99.8

세종 1 1 100.0 5 5 100.0 302 302 100.0 1,925,777 1,925,777 100.0

합계 333 278 83.5 2,184 2,072 94.9 213,324 209,839 98.4 1,551,164,722
1,529,672,34

0
98.6

* 상영관 수와 스크린 수는 2013년 12월~2014년 1월 16일 영화진흥위원회 자체 조사 근거. 따라서 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상

영관 수치와 다를 수 있음. 

* 멀티플렉스의 관객수와 매출액은 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주요 멀티플렉스 체인은 CJ CGV(이하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6)의 총 3개이다. 전체 상영관 

중 3대 멀티플렉스 체인의 상영관 수는 270개로 81.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2년 

79.6%보다 약 1.5% 상승하였다. 멀티플렉스 상영관의 스크린 수는 2,072개로 전체 2,184개 스크

린 가운데 94.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비중이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체인 

6) 메가박스와 씨너스는 2011년 합병했고, 명칭을 메가박스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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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광역단체 지역단체 상영관명 스크린 수 좌석 수

1 서울시 강남구 메가박스코엑스16 16 3,798

2 서울시 광진구 롯데시네마건대입구11 12 2,143

3 서울시 용산구 CGV용산11 11 2,215

4 경기도 수원시 CGV수원8 8 2,236

5 서울시 성동구 CGV왕십리10 10 1,846

상영관을 제외한 전국 멀티플렉스 상영관은 8개 상영관, 76개 스크린으로 2012년에 이어 지속적

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표 1-4> 2013년 3대 멀티플렉스 (단위 : 개)

구분

2012 2013

상영관

수

스크린

수
좌석수

상영관

수 

증감 

수

전년

대비

증감

(%)

스크린

수

증감 

수

전년

대비

증감

(%)

좌석 수
증감 

수

전년대

비증감

(%)

 운영 형태

직영

상영

관수

직영

비중

위탁

상영

관수

위탁

비중

　

멀티

플렉스

　

　

　

　

3대

멀티

플렉스

CGV 112 858 148,593 116 4 3.6% 901
     

  43 
5.0% 147,725 7,058 -0.6% 71 61% 45 39%

롯데

시네마
84 590 101,404 96 12 14.3% 657 67 11.4% 108,683 7,279 7.2% 64 67% 32 33%

메가

박스
54 403 67,229 58 4 7.4% 438 35 8.7% 70,891 3,662 5.4% 22 38% 36 62%

소계 250  1,851 
 

317,226 
270 20 8.0% 1,996 145 7.8% 327,299 10,073 3.2% 157 58% 113 42%

기타 

멀티플렉스
13 116 23,030 8 -5

-38.5

%
76 -40

-34.5

%
13,751 

-9,27

9 

-40.3

%
- - - -

중계 263  1,967 340,256 278 15 5.7% 2,072 105 5.3% 341,050 794 0.2% - - - -

비 멀티플렉스 51 114 18,403 55 4 7.8% 112 -2 -1.8% 8,619 
-9,78

4  

-53.2

%
- - - -

상영관 총계 314  2,081 358,659 333 19 6.1% 2,184 103 4.9% 349,669 
-8,99

0  
-2.5% - - - -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상영관 상위 10위권은 모두 대기업 멀티플렉스가 차지했다. 서

울 메가박스 코엑스가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CGV가 7개 상영관, 롯데시네마가 2개 상영관

을 순위권에 올렸다. 작년 순위와 비교해보면 1위, 2위의 순위는 변동이 없었으나 롯데시네마노원이 

지난해 3위에서 8위로 5계단 하락했으며 CGV죽전이 첫 10위권에 진입하면서 9위에 랭크되었다. 한

편 지난해 9위였던 멀티플렉스 천안의 야우리시네마는 올해 10위 순위 밖으로 밀려나간 것이 눈에 띈

다. 그러나 대기업체인 멀티플렉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위에 랭크되면서 관객동원력을 인

정받고 있다.  

 

<표 1-5> 2013년 관객 동원 상위 10위권 상영관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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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시 영등포구 CGV영등포11 11 2,364

7 인천시 남동구 CGV인천14 14 3,390

8 서울시 노원구 롯데시네마 노원 10 1,758

9 경기도 용인시 CGV죽전8 8 1,819

10 충청남도 천안시 야우리시네마10 10 1,715

구분 조사대상 수(%)

실시년도

2011년도 102(18.3)

2012년도 256(46.0)

2013년도 199(35.7)

합계 557(100.0)

(2) 조사 대상 상영관

조사 대상 상영관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본 조사는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전국에 위치한 총 567개 상영관중 중복되는 상영관을 제외한 557개의 상영관의 측정 결과값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1년은 102개, 2012년은 256개, 2013년은 199개의 상영관을 대상으

로 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24개(2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울지역이 110개

(19.8%), 부산지역 56개(1.01%), 전남지역 49개(8.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상

영관으로는 메가박스가 203개(3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CJ CGV가 188개(33.8%), 롯

데시네마 108개(19.4%), 기타 58개(10.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6> 조사 대상 상영관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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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서울 110(19.8)

부산 56(10.1)

대구 17(3.1)

인천 16(2.9)

광주 14(2.5)

대전 11(2.0)

울산 4(0.7)

경기도 124(22.3)

강원도 17(3.1)

충북 13(2.3)

충남 30(5.4)

전북 34(6.1)

전남 49(8.8)

경북 24(4.3)

경남 32(5.8)

제주도 5(0.9)

합계 556(100.0)

상영관별

CGV 188(33.8)

롯데시네마 108(19.4)

메가박스 203(36.4)

기타 58(10.4)

합계 557(100.0)

다. 조사 내용 및 범위

본 조사에서는 상영관의 측정 범위를 2011년 3월 연구 완료한「상영관 품질인증 제도 및 

지표개발 연구」에서 인증 기술 분야 지표 15개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 기준을 설정하였다. 주요 

지표와 표준은 아래와 같다. 

(1) 스크린의 밝기 

밝기(휘도, Brightness)란 광원 또는 반사면(스크린)의 단위면적에서 발산하는 빛의 세기를 의

미하며 이는 단위 면적의 광도 또는 빛의 밀도를 의미하는데 단위로는 cd/m²(Candela per square 
metre) 또는 fL(foot lambert)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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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국내표준 항 목

SMPTE & DCI ISO

SMPTE 431-1 

SMPTE RP431-2

DCI Spec 1.2

(14 fL ± 3 fL)

ISO 26431-1

ISO 26431-2

(14 fL ± 3 fL)
KSAISO 26431-1

디지털 스크린 중심부의 밝기 

14 fL (2.39:1, 1.85:1 동일)

(Side, Top Screen Type 동일)

SMPTE EG3

SMPTE 196M

SMPTE RP98

(55  ± 7 cd/m², 
16 fL ± 2 fL)

ISO 2910-2007

(55 ± 10 cd/m²) 
KSAISO 2910

(55 ± 10 cd/m²) 
필름 스크린 중심부의 밝기 

16 fL (2.35:1, 1.85:1)

(Side, Top Screen Type 동일)

국제표준
국내표준 항 목

SMPTE & DCI ISO

SMPTE 431-1 

SMPTE RP431-2

DCI Spec 1.2

스크린 중심부 수치의 

75 ~ 90 %

ISO 26431-1

ISO 26431-2

스크린 중심부 수치의 

75 ~ 90 %

KSAISO 26431-1

디지털 스크린의 밝기 균일도

스크린 중심부 수치의 75 ~ 90%

(2.39:1)

SMPTE EG5

SMPTE 196M

SMPTE RP98

스크린 중심부 수치의 

75 ~ 90 %

ISO 2910-2007

스크린 중심부 수치의 

85 %

KSAISO 2910

스크린 중심부 수치의 

85 %

필름 스크린의 밝기 균일도

스크린 중심부 수치의 85 %

(2.35:1, 1.85:1)

필름을 사용하는 경우 스크린 중심부 밝기는 16fL이며 디지털시네마에서 스크린 중심부 밝기는 

영사기에 필름 미디어가 없는 것을 고려 14fL를 표준으로 한다. 위의 표준은 사이드 스크린과 탑 

스크린 방식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 1-7> 스크린 중심부 밝기의 국내외 표준 비교표

(2) 스크린의 균일도 

밝기가 스크린 전체에 균일하게 전달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스크린 중심부와 모퉁이의 휘도를 

측정 비교하여 스크린 중심부의 75%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표 1-8> 스크린 밝기의 균일도 국내외 표준 비교표

(3) 스크린의 색온도 

색온도(Color Temperature)란 흑체의 온도로 절대 온도인 273℃와 그 흑체의 섭씨온도를 합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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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국내표준 항 목

SMPTE & DCI ISO

SMPTE 431-1 

SMPTE RP431-2

DCI Spec 1.2

6300 K

x=.3140, y=.3510

ISO 26431-1

ISO 26431-2

6300 K

x=.3140, y=.3510

KSAISO 26431-1

디지털 스크린 중심부의 색온도 6300 K 

(2.39:1, 1.85:1 동일)

x=0.3140, y=0.3510

(Side, Top Screen Type 동일)

SMPTE EG3

SMPTE 196M

SMPTE RP98

(5400 +600

-200 K) 

ISO 2910-2007

(5800 ±400 K) 

KSAISO 2910

(5800 ±400 K) 

필름 스크린 중심부의 색온도 

5800 K (x=0.326, y=0.335)

(2.35:1, 1.85:1)

국제표준
국내표준 항 목

SMPTE & DCI ISO

SMPTE 202M

SMPTE RP200

SMPTE EG18

ISO 22234-2002 KSAISO 22234

상영관 내부의 음압 레벨

L, C, R : 85 dB SPL

LS, RS : 82 dB SPL

Sub-Woofer : 89 dB SPL

각각의 ± 0.5 dB이내 

색광의 절대온도를 말하며 표시 단위로 K(Kelvin, 캘빈)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푸른색, 낮아지면 붉은색을 띤다. 필름의 경우 5,800K, 디지털시네마의 색온도는 6,300K 이다.

<표 1-9> 스크린의 색온도 국내외 표준 비교표

(4) 상영관 내부의 음압(dB SPL) 

상영관 내부의 음압은 L, C, R이 85 ±0.5dB SPL, LS, RS가 82 ±0.5dB SPL, Sub-Woofer는 

88~91dB SPL이 되어야 한다. 참고로 Sub-Woofer의 SPL 주파수는 150Hz 대역까지만 사용되므

로 룸의 발진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Screen Channel +10dB로 조정하는 것을 권장하고있다.

<표 1-10> 상영관 내부의 음압 국내외 표준 비교표

(5) 상영관 내부의 음향(X-CURVE) 

상영관 내부의 음향은 25Hz~20kHz 대역이 안정적으로 재생되어야 한다. L, C, R은 

69(-3)~75(+3)dB, LS, RS는 66(-3)~72(+3)dB, Sub-Woofer는 79(-3)~85(+3)dB를 권장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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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국내표준 항 목

SMPTE & DCI ISO

SMPTE 202M

SMPTE RP200

SMPTE EG18

ISO 2969-1987 KSAISO 2969

상영관 내부의 X-Curve 적용성

25Hz에서 20kHz까지 대역에서

L C R (69 ~ 75)

LS RS (66 ~ 72)

Sub-Woofer (79 ~ 85)

<표 1-11> 상영관 내부의 음향 국내외 표준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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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수(%)

Barco 61(11.8)

Christie 203(39.1)

Nec 42(8.1)

Sony 210(40.5)

기타 3(0.6)

계 519(100.0)

2. 실태조사 결과

가. 상영관 기본 정보

(1) 제조사별 영사기 현황 

전체 상영관에 배치되어 있는 영사기 제조사를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Sony가 210대

(40.5%)로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었고, 다음으로 Christie가 203대(39.1%), Barco가 61대

(11.8%), Nec가 42대(8.1), 기타 영사기가 3대(0.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 제조사별 영사기 현황

                        [그림 2-1] 제조사별 영사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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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수(%)

Doremi 45(9.0)

Dolby 9(1.8)

GDC 178(35.7)

Qube 66(13.3)

Sony 200(40.2)

계 498(100.0)

(2) 제조사별 영사기 서버 현황 

상영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영사기 서버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영사기 서버 

중 200대(40.2%)가 Sony의 제품이었고, 그 다음으로 GDC가 178대(35.7%), Qube가 66대

(13.3%), Doremi가 45대(9.0%), Dolby가 9대(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2> 제조사별 영사기 서버 현황 

                         [그림 2-2] 제조사별 영사기 서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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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영관 수(%) M(SD)

1000㎥ 미만 120(21.5)

1874.0

(1720.637)

1000㎥ 이상 2000㎥ 미만 295(52.9)

2000㎥ 이상 3000㎥ 미만 90(16.1)

3000㎥ 이상 4000㎥ 미만 26(4.7)

4000㎥ 이상 5000㎥ 미만 2(0.4)

5000㎥ 이상 6000㎥ 미만 2(0.4)

6000㎥ 이상 7000㎥ 미만 1(0.2)

7000㎥ 이상 8000㎥ 미만 2(0.4)

8000㎥ 이상 9000㎥ 미만 1(0.2)

9000㎥ 이상 18(3.2)

합계 557(100.0)

(3) 상영관 크기(체적)

 

전체 상영관 크기(체적)은 <표 2-3>과 같다. 전체 상영관 크기의 평균은 1,874㎥인 것으로 나

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00㎥ 이상 2000㎥ 미만이 295개(5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

로 1000㎥ 미만이 120개(21.5%), 2000㎥ 이상 3000㎥ 미만이 90개(16.1%), 3000㎥ 이상 4000

㎥ 미만이 26개(4.7%), 9000㎥ 이상이 18개(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상영관 크기(체적)

                          [그림 2-3] 상영관 크기(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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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영관 수(%) M(SD)

100석 미만 69(12.5)

180.54

(114.725)

100석 이상 200석 미만 317(57.4)

200석 이상 300석 미만 139(25.2)

300석 이상 400석 미만 20(3.6)

400석 이상 500석 미만 3(0.5)

700석 이상 800석 미만 2(0.4)

800석 이상 900석 미만 2(0.4)

합계 552(100.0)

(4) 좌석수

전체 상영관을 좌석수에 따라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 전체 상영관의 좌석수 평균은 

180.54석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영관 중 ‘100석 이상 200석 미만’이 317개

(5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0석 이상 300석 미만’이 139개(25.2%), ‘100석 미만’이 

69개(12.5%), ‘300석 이상 400석 미만’이 20개(3.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700석 이상 

800석 미만’과 ‘800석 이상 900석 미만’의 큰 규모의 상영관은 각각 2개(0.4%)로 나타났다.

<표 2-4> 좌석수 현황 

                           [그림 2-4] 좌석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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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영관 수(%) M(SD)

30㎡ 미만 53(10.7)

55.01(21.167)

30㎡ 이상 60㎡ 미만 249(50.2)

60㎡ 이상 90㎡ 미만 157(31.7)

90㎡ 이상 120㎡ 미만 33(6.7)

120㎡ 이상 4(0.8)

합계 496(100.0)

나. 상영관 주요 조사 결과

상영관 주요 조사 결과 분석에는 기타 상영관 59개를 제외한 주요 멀티플렉스 체인인 CGV, 롯데

시네마, 메가박스 3개사의 자료만이 사용되었다. 

(1) 스크린 크기(면적) 

  (가) 스크린 크기(면적)  

대상 상영관의 스크린크기는 30㎡ 이상 60㎡ 미만이 249개(5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60㎡ 이상 90㎡ 미만이 157개(31.7%)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상영관의 평균 스크린크기는 

55.01㎡ 로 나타났다. 

 <표 2-5> 스크린 크기(면적)

                   [그림 2-5] 스크린 크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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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별 스크린 크기(면적) 

스크린 크기의 평균면적은 53.15㎡(가로 10.29m, 세로 5.14m)로 나타났다. 이를 각 지역별 평

균으로 비교해보면, ‘전남지역’이 65.98㎡(가로 11.18m, 세로 5.92m)로 가장 넓었고, 그 다음으로 

‘대구지역’이 63.13㎡(가로 11.44m, 세로 5.31m), ‘광주지역’이 62.54㎡(가로 11.85m, 세로 

5.23m), ‘경북지역’이 62.04㎡(가로 10.91m, 세로 5.40m), ‘서울지역’이 61.63㎡(가로 10.79m, 

세로 5.69m)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 지역별 스크린 평균 크기(면적)

구분 상영관 수(개) 가로 평균(m) 세로 평균(m) 스크린 면적 평균(㎡)

서울 87 10.79 5.69 61.63

부산 36 11.00 5.49 61.00

대구 16 11.44 5.31 63.13

인천 15 10.20 5.27 54.33

광주 13 11.85 5.23 62.54

대전 6 9.67 4.50 41.83

울산 4 10.50 5.25 55.50

경기도 121 9.60 5.10 50.03

강원도 16 9.13 4.31 39.13

충북 13 8.54 3.92 33.46

충남 29 9.48 4.83 46.45

전북 29 9.62 4.93 47.48

전남 49 11.18 5.92 65.98

경북 23 10.91 5.74 62.04

경남 31 10.39 5.29 54.10

제주도 5 10.40 5.40 51.80

합계 493 10.29 5.14 53.15

  

[그림 2-6] 지역별 스크린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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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Side 143(29.2)

Top 347(70.8)

합계 490(100.0)

(2) 스크린 방식

 (가) 스크린 방식

대상 상영관의 스크린방식을 살펴보면 <표 2-7>과 같다. ‘탑’ 방식을 가지고 있는 상영관은 347

개(70.8%)로 ‘사이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상영관인 143개(29.2%)보다 2배 이상 많은 수를 차지하

고 있었다. 

<표 2-7> 상영관 스크린 방식 

                         [그림 2-7] 상영관 스크린 방식

 (나) 지역별 스크린 방식

 스크린 방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2-8>과 같다. Side 방식은 경기도가 27개(18.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이 25개(17.5%), 충북이 11개(7.7%), 대구, 광주가 각각 10개

(7.0%)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Top 방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94개(27.1%)로 가장 많

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서울이 61개(17.6%), 전남이 39개(11.2%), 부산이 29개(8.4%), 충남

과 경남이 각각 23개(6.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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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ide Top 합계

서울 25(17.5) 61(17.6) 86(17.6)

부산 8(5.6) 29(8.4) 37(7.6)

대구 10(7.0) 6(1.7) 16(3.3)

인천 5(3.5) 10(2.9) 15(3.1)

광주 10(7.0) 3(0.9) 13(2.7)

대전 4(2.8) 2(0.6) 6(1.2)

울산 1(0.7) 3(0.9) 4(0.8)

경기도 27(18.9) 94(27.1) 121(24.7)

강원도 9(6.3) 7(2.0) 16(3.3)

충북 11(7.7) 2(0.6) 13(2.7)

충남 6(4.2) 23(6.6) 29(5.9)

전북 7(4.9) 22(6.3) 29(5.9)

전남 8(5.6) 39(11.2) 47(9.6)

경북 4(2.8) 19(5.5) 23(4.7)

경남 8(5.6) 23(6.6) 31(6.3)

제주도 0(0.0) 4(1.2) 4(0.8)

합계 143(29.2) 347(70.8) 490(100.0)

<표 2-8> 지역별 상영관 스크린 방식(단위:  개, %)

                          

                             [그림 2-8] 지역별 상영관 스크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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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n) 백분율(%) M(SD)

수직 시야각 

적정시야각 (35° 미만) 66 13.3

45.31(.340)비적정시야각(35° 초과) 429 86.7

합계 495 100.0

수평 시야각

적정시야각(90° 미만) 393 79.9

84.05(.401)비적정시야각(90° 초과) 99 20.1

합계 492 100.0

(3) 시야각

  (가) 시야각

상영관의 시야각 실태를 살펴보면 <표 2-9>와 같다. 먼저 수직 시야각을 살펴보면, 수직시야

각의 전체평균은 45.31로 적정시야각(35° 미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시

야각 중 적정시야각(35° 미만)을 가진 상영관은 66개(13.3%)에 불과했고 비적정시야각(35° 초
과)을 가진 상영관은 429개(86.7%)로 분석되었다. 반면 수평 시야각은 전체평균이 84.05로 적정

시야각(90° 미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 시야각 중 적정시야각(90° 미만)을 

가진 상영관이 393개(79.9%), 비적정시야각(90° 초과)을 가진 상영관이 99개(20.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9> 시야각(수직, 수평) 현황 

                        [그림 2-9] 수직 시야각                          [그림 2-10] 수평 시야각

                     

(나) 지역별 수직, 수평 시야각

지역별로 수직, 수평 시야각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2-10-1>과 같다. 먼저 수직시야각에 

대해 살펴보면, 적정시야각(35° 미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은 서울이 16개(24.2%)이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가 15개(22.7%), 부산이 10개(15.2%), 전남이 8개(12.1%), 강원도가 5개

(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적정시야각(35° 초과)은 경기도가 105개(24.5)로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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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직 시야각 수평 시야각 M(SD)

적정시야각

(35° 미만)

비적정시야각

(35° 초과)
합계

적정시야각

(90° 미만)

비적정시야각

(90° 초과)
합계 수직시야각 수평시야각

서울 16(24.2) 71(16.6) 87(17.6) 68(18.6) 16(12.7) 84(17.1)
41.83

(8.21)

82.62

(13.78)

부산 10(15.2) 30(7.0) 40(8.1) 36(9.8) 4(3.2) 40(8.1)
54.50

(20.)00

83.60

(8.91)

대구 2(3.0) 14(3.3) 16(3.2) 3(0.8) 13(10.3) 16(3.3)
44.19

(8.87)

86.00

(5.55)

인천 0(0.0) 15(3.5) 15(3.0) 5(1.4) 10(7.9) 15(3.0)
46.53

(5.71)

90.27

(12.2)

광주 1(1.5) 12(2.8) 13(2.6) 10(2.7) 3(2.4) 13(2.6)
49.38

(6.74)

87.31

(3.90)

대전 1(1.5) 5(1.2) 6(1.2) 4(1.1) 2(1.6) 6(1.2)
51.33

(8.15)

82.83

(9.02)

울산 0(0.0) 4(0.9) 4(0.8) 3(0.8) 1(0.8) 4(0.8)
58.75

(18.83)

85.50

(7.23)

경기도 15(22.7) 105(24.5) 120(24.2) 90(24.6) 29(23.0) 119(24.2)
42.45

(7.81)

85.16

(10.23)

강원도 5(7.6) 11(2.6) 16(3.2) 10(2.7) 6(4.8) 16(3.3)
42.06

(8.25)

88.19

(13.15)

충북 2(3.0) 11(2.6) 13(2.6) 12(3.3) 1(0.8) 13(2.6)
54.62

(13.28)

83.54

(9.51)

충남 3(4.5) 26(6.1) 29(5.9) 27(7.4) 2(1.6) 29(5.9)
41.28

(4.19)

81.52

(7.67)

전북 2(3.0) 27(6.3) 29(5.9) 28(7.7) 1(0.8) 29(5.8)
45.55

(11.08)

77.17

(8.34)

전남 8(12.1) 41(9.6) 49(9.9) 41(11.2) 8(6.3) 49(10.0)
45.02

(12.26)

82.96

(7.38)

경북 0(0.0) 22(5.1) 22(4.4) 17(4.6) 6(4.8) 23(4.7)
51.26

(12.94)

85.87

(8.58)

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이 71개(16.6%), 전남이 41개(9.6%), 부산, 경남이 각각 30개(7.0%), 전

북이 27개(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평시야각을 살펴보면, 적정시야각(90° 미만)을 가진 상영관은 경기도가 90개

(2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이 68개(18.6%), 전남이 41개(11.2%), 부산이 36개

(9.8%), 전북이 28개(7.7%), 충북이 27개(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적정시야각(90° 초과)

을 가진 상영관도 경기도가 29개(2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남이 24개(19.0%), 서울

이 16개(12.7%), 대구 13개(10.3%), 인천 10개(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수직과 수평시야각에 대한 조합을 살펴보면, 수직과 수평시야각 모두 적정시야각

으로 판별된 상영관은 부산이 10개(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 개의 시야각이 모두 비적정

시야각으로 판별된 상영관은 서울이 6개(3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1> 지역별 수직, 수평 시야각 비교(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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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15) 30(7.0) 31(6.3) 7(1.9) 24(19.0) 31(6.3)
44.19

(4.13)

86.61

(6.60)

제주도 0(0.0) 5(1.2) 5(1.0) 5(1.4) 0(0.0) 5(1.0)
59.4.

(6.50)

81.20

(4.86)

합계 66(13.3) 429(86.7) 495(100.0) 366(74.4) 126(25.6) 492(100.0)
45.31

(.340)

84.05

(.401)

구분
수직시야각: 적정 

수평시야각: 적정

수직시야각: 적정 

수평시야각: 비적정 

수직시야각: 비적정

수평시야각: 적정 

수직시야각: 비적정

수평시야각: 비적정 

서울 3(14.3) 5(71.4) 7(24.1) 6(30.0)

부산 10(47.6) 2(28.6) 12(41.4) 3(15.0)

대구 1(4.8) 0(0.0) 2(6.9) 0(0.0)

인천 0(0.0) 0(0.0) 1(3.4) 0(0.0)

광주 1(4.8) 0(0.0) 0(0.0) 1(5.0)

대전 2(9.5) 0(0.0) 0(0.0) 1(5.0)

울산 0(0.0) 0(0.0) 13.4) 1(5.0)

경기도 1(4.8) 0(0.0) 1(3.4) 3(15.0)

강원도 0(0.0) 0(0.0) 0(0.0) 1(5.0)

충북 0(0.0) 0(0.0) 0(0.0) 0(0.0)

충남 1(4.8) 0(0.0) 0(0.0) 1(5.0)

전북 1(4.8) 0(0.0) 2(6.9) 1(5.0)

전남 0(0.0) 0(0.0) 0(0.0) 1(5.0)

경북 1(4.8) 0(0.0) 0(0.0) 0(0.0)

경남 0(0.0) 0(0.0) 3(10.3) 1(5.0)

제주도 0(0.0) 0(0.0) 0(0.0) 0(0.0)

합계 21(100.0) 7(100.0) 29(100.0) 20(100.0)

<표 2-10-2> 지역별 수직, 수평시야각 조합(단위:  개, %) 

(4) 스크린 영사 비율의 일치성(디지털)

  (가) 스크린 영사 비율의 일치성

스크린 영사 비율의 일치성을 <표 2-11>에서 살펴보면, 1.85:1의 비율에서는 

364개관(76.5%)이 ‘손실없음’으로 나타났고, 112개관(23.5%)이 ‘손실있음’으로 나타났다. 

2.39:1의 비율에서는 252개관(53.2%)이 ‘손실없음’으로 나타났고, 222개관(46.8%)이 

‘손실있음’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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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n) 백분율(%)

1.85

손실없음 364 76.5

손실있음 112 23.5

합계 476 100.0

2.39

손실없음 252 53.2

손실있음 222 46.8

합계 474 100.0

<표 2-11> 스크린 영사 비율의 일치성(디지털)

          [그림 2-11] 스크린 영사 비율의 일치성

(나) 지역별 스크린 영사 비율의 일치성

지역별로 스크린 영사 비율의 일치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2-12>와 같다. 먼저 1.85:1에서 

‘손실없음’으로 조사된 지역은 경기도가 81개(2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이 

73개(21.5%), 전남이 39개(11.5%), 부산이 27개(7.4%), 충남이 25개(7.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손실있음’으로 조사된 지역도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33개(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서울이 11개(9.8%), 충북, 전북, 경남이 각각 10개(4.5%)로 높게 

나타났다. 

2.39:1에서 ‘손실없음’으로 조사된 지역은 경기도가 57개(22.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이 50개(19.8%), 전남 28개(11.1%), 경남이 21개(8.3%), 부산이 17개(6.7%)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손실있음’으로 조사된 지역도 경기도가 56개(2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서울이 34개(15.3%), 전남이 21개(9.5%), 부산이 17개(7.7%), 전북이 14개(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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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85:1 2.39:1

손실없음 손실있음 계 손실없음 손실있음 계

서울 73(21.5) 11(9.8) 84(17.6) 50(19.8) 34(15.3) 84(17.7)

부산 27(7.4) 7(6.3) 34(7.1) 17(6.7) 17(7.7) 34(7.2)

대구 15(4.4) 1(0.9) 16(3.4) 4(1.6) 12(5.4) 16(3.4)

인천 6(1.8) 9(8.0) 15(3.2) 1(0.4) 13(5.9) 14(3.0)

광주 8(2.4) 5(4.5) 13(2.7) 2(0.8) 11(5.0) 13(2.7)

대전 5(1.5) 1(0.9) 6(1.3) 5(2.0) 1(10.5) 6(1.3)

울산 1(0.3) 3(2.7) 4(0.8) 1(0.4) 3(1.4) 4(0.8)

경기도 81(23.9) 33(29.5) 11423.9) 57(22.6) 56(25.2) 113(23.8)

강원도 12(3.5) 4(3.6) 16(3.4) 11(4.4) 5(2.3) 16(3.4)

충북 12(3.5) 10(4.5) 13(2.7) 7(2.8) 6(2.7) 13(2.7)

충남 25(7.4) 4(8.9) 29(6.1) 18(7.1) 11(5.0) 29(6.1)

전북 24(7.1) 5(7.1) 29(6.1) 15(6.0) 14(6.3) 29(6.1)

전남 39(11.5) 10(8.9) 49(10.3) 28(11.1) 21(9.5) 49(10.3)

경북 15(4.4) 8(7.1) 23(4.8) 12(4.8) 11(5.0) 23(4.9)

경남 18(5.3) 10(8.9) 28(5.9) 21(8.3) 7(3.2) 28(5.9)

제주도 3(0.9) 0(0.0) 3(0.6) 3(1.2) 0(0.0) 3(0.6)

합계 339(76.5) 112(23.5) 479(100.0) 252(53.2) 222(46.8) 474(100.0)

<표 2-12> 지역별 스크린 영사 비율의 일치성(단위: 개, %)

             

[그림 2-12] 지역별 스크린 영사 비율의 일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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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85:1 2.39:1

손실없음 손실있음 계 손실없음 손실있음 계

서울

Side 21(29.2) 3(27.3) 24(28.9) 13(26.5) 11(32.4) 24(28.9)

Top 51(70.8) 8(72.7) 59(71.1) 36(73.5) 23(67.6) 59(71.1)

합계 72(86.7) 11(13.3) 83(100.0) 49(59.0) 34(41.0) 83(100.0)

구분

스크린 영사비율의 일치성 

손실없음 손실있음 합계

1.85:1

Side 94(26.3) 42(37.5) 136(28.9)

Top 264(73.7) 70(62.5) 334(71.1)

합계 94(100.0) 112(100.0) 206(100.0)

X2=5.244, df=1, p<.05 

2.39:1

Side 64(25.8) 72(32.7) 136(29.1)

Top 184(74.2) 148(67.3) 332(70.9)

합계 94(100.0) 210(100.0) 304(100.0)

X
2
=2.709, df=1, p>.05

(5) 스크린 방식에 따른 스크린 영사 비율의 일치성

  (가) 스크린방식에 따른 스크린 영사 비율 일치성의 차이 

스크린 방식에 따른 스크린 영사 비율의 일치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13>과 같다. 1.85:1인 경우를 살펴보면, 스크린 방식에 따라 스크린 영사 

비율의 일치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5.244, P<.05). 2.39:1인 

경우에는 스크린 방식에 따라 스크린 영사 비율의 일치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스크린방식에 따른 스크린 영사 비율 일치성의 차이(단위:  개, %)

(나) 지역별 스크린방식에 따른 스크린 영사 비율 일치성

지역별로 스크린 방식에 따른 스크린 영사비율의 일치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2-14>와 같다. 

먼저, 1.85:1인 경우에 스크린 방식을 통틀어 스크린 영사 비율의 일치성에 대한 ‘손실없음’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81개)로 나타났고 다음은 서울(72개)로 나타났다. 2.39:1인 경우에도 스크린 

방식을 통틀어 스크린 영사 비율의 일치성에 대한 ‘손실없음’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56개)로 

나타났고 다음은 서울(49개)로 나타났다.

<표 2-14> 지역별 스크린방식에 따른 스크린 영사 비율의 일치성(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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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Side 2(8.0) 3(42.9) 5(15.6) 0(0.0) 5(29.4) 5(15.6)

Top 23(92.0) 4(57.1) 27(84.4) 15(100.0) 12(70.6) 27(84.4)

합계 25(78.1) 7(21.9) 32(100.0) 15(46.9) 17(53.1) 32(100.0)

대구

Side 10(66.7) 0(0.0) 10(62.5) 4(100.0) 6(50.0) 10(62.5)

Top 5(33.3) 1(100.0) 6(37.5) 0(0.0) 6(50.0) 6(37.5)

합계 15(93.8) 1(6.2) 16(100.0) 4(25.0) 12(75.0) 16(100.0)

인천

Side 1(16.7) 4(44.4) 5(33.3) 1(100.0) 4(30.8) 5(35.7)

Top 5(83.3) 5(55.6) 10(66.7) 0(0.0) 9(69.2) 9(64.3)

합계 6(40.0) 9(60.0) 15(100.0) 1(7.1) 13(92.9) 14(100.0)

광주

Side 6(75.0) 4(80.0) 10(76.9) 0(0.0) 10(90.9) 10(76.9)

Top 2(25.0) 1(20.0) 3(23.1) 2(100.0) 1(9.1) 3(23.1)

합계 8(61.5) 5(38.5) 13(100.0) 2(15.4) 11(84.6) 13(100.0)

대전

Side 3(60.0) 1(100.0) 4(66.7) 3(60.0) 1(100.0) 4(66.7)

Top 2(40.0) 0(0.0) 2(33.3) 2(40.0) 0(0.0) 2(33.3)

합계 5(83.3) 1(16.7) 6(100.0) 5(83.3) 1(16.7) 6(100.0)

울산

Side 1(100.0) 0(0.0) 1(25.0) 1(100.0) 0(0.0) 1(25.0)

Top 0(0.0) 3(100.0) 3(75.0) 0(0.0) 3(100.0) 3(75.0)

합계 1(25.0) 3(75.0) 4(100.0) 1(25.0) 3(75.0) 4(100.0)

경기도

Side 14(17.3) 12(36.4) 26(22.8) 11(19.3) 15(26.8) 26(23.0)

Top 67(82.7) 21(63.6) 88(77.2) 46(80.7) 41(73.2) 87(77.0)

합계 81(71.1) 33(28.9) 114(100.0) 57(50.4) 56(49.6) 113(100.0)

강원도

Side 8(66.7) 1(25.0) 9(56.3) 8(72.7) 1(20.0) 9(56.3)

Top 4(33.3) 3(75.0) 7(43.7) 3(27.3) 4(80.0) 7(43.7)

합계 12(75.0) 4(25.0) 16(100.0) 11(68.8) 5(31.2) 16(100.0)

충북

Side 10(83.3) 1(100.0) 11(84.6) 7(100.0) 4(66.7) 11(84.6)

Top 2(16.7) 0(0.0) 2(15.4) 0(0.0) 2(33.3) 2(15.4)

합계 12(92.3) 1(7.7) 13(100.0) 7(53.8) 6(46.2) 13(100.0)

충남

Side 6(24.0) 0(0.0) 6(20.7) 5(27.8) 1(9.1) 6(20.7)

Top 19(76.0) 4(100.0) 23(79.3) 13(72.2) 10(90.9) 23(79.3)

합계 25(86.2) 4(13.8) 29(100.0) 18(62.1) 11(37.9) 29(100.0)

전북

Side 4(16.7) 3(60.0) 7(24.1) 4(26.7) 3(21.4) 7(24.1)

Top 20(83.3) 2(40.0) 22(75.9) 11(73.3) 11(78.6) 22(75.9)

합계 24(82.8) 5(17.2) 29(100.0) 15(51.7) 14(40.3) 29(100.0)

전남

Side 4(10.8) 4(40.0) 8(17.0) 2(7.1) 6(31.6) 8(17.0)

Top 33(89.2) 6(60.0) 39(83.0) 26(92.9) 13(68.4) 39(83.0)

합계 37(78.7) 10(21.3) 47(100.0) 28(59.6) 19(40.4) 47(100.0)

경북

Side 2(13.3) 2(25.0) 4(17.4) 2(16.7) 2(18.2) 4(17.4)

Top 13(86.7) 6(75.0) 19(82.6) 10(83.3) 9(81.8) 19(82.6)

합계 15(65.2) 8(34.8) 23(100.0) 12(52.2) 11(47.8) 2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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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n) 백분율(%)

Silver 213 43.0

White 9 1.8

Pearl, Perlux 274 55.2

합계 496 100.0

경남

Side 2(11.1) 4(40.0) 6(21.4) 3(14.3) 3(42.9) 6(21.4)

Top 16(88.9) 6(60.0) 22(78.6) 18(85.7) 4(57.1) 22(79.6)

합계 18(64.3) 10(35.7) 28(100.0) 21(75.0) 7(25.0) 28(100.0)

제주도

Side 0(0.0) 0(0.0) 0(0.0) 0(0.0) 0(0.0) 0(0.0)

Top 2(100.0) 0(0.0) 2(100.0) 2(100.0) 0(0.0) 2(100.0)

합계 2(100.0) 0(0.0) 2(100.0) 2(100.0) 0(0.0) 2(100.0)

(6) 스크린 재질

  (가) 스크린 재질

상영관별 스크린 재질을 살펴보면 <표 2-15>와 같다. 스크린 재질에 대해서는 Pearl, Perlux의 

스크린을 사용하고 있는 상영관이 274개(5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Silver가 213개

(43.0%), White가 9개(1.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5> 스크린 재질

                    [그림 2-13]  스크린 재질

(나)　지역별 스크린 재질 

지역별로 스크린 재질을 조사한 결과는 <표 2-16>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Silver를 가장 많이 

사용한 지역은 경기도가 46개(2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울이 40개(18.8%),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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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스크린 재질

Silver White Pearl, Perlux 합계

서울 40(18.8) 2(22.2) 45(16.4) 87(17.5)

부산 14(6.6) 0(0.0) 25(9.1) 39(7.9)

대구 9(4.2) 0(0.0) 7(2.6) 16(3.2)

인천 6(2.8) 1(11.1) 8(2.9) 15(3.0)

광주 6(2.8 0(0.0) 7(2.6) 13(2.6)

대전 2(0.9) 0(0.0) 4(1.5) 6(1.2)

울산 3(1.4) 0(0.0) 1(0.4) 4(0.8)

경기도 46(21.6) 5(55.6) 70(25.5) 121(24.4)

강원도 7(3.3) 1(11.1) 8(2.9) 16(3.2)

충북 5(2.3) 0(0.0) 8(2.9) 13(2.6)

충남 21(9.9) 0(0.0) 8(2.9) 29(5.8)

전북 14(6.6) 0(0.0) 15(5.5) 29(5.8)

전남 23(10.8) 0(0.0) 26(9.5) 49(9.9)

경북 7(3.3) 0(0.0) 16(5.8) 23(4.6)

경남 10(4.7) 0(0.0) 21(7.7) 31(6.3)

제주도 0(0.0) 0(0.0) 5(1.8) 5(1.0)

합계 213(42.9) 9(1.9) 274(55.2) 496(100.0)

남이 23개(10.8%), 부산이 14개(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White를 사용한 상영관이 그리 많

지 않으나 경기도에서 5개(55.6%)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영관 중 Pearl, 

Perlux 재질을 사용한 상영관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경기도가 70개(25.5%)로 가

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이 45개(16.4%), 전남이 26개(9.5%), 부산이 25개(9.1%), 경남이 21개

(7.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6> 지역별 스크린 재질(단위: 개, %)

[그림 2-14] 지역별 스크린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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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n) 백분율(%) M(SD)

11-17fL 이내(표준) 155 32.3

10.51(6.919)11-17fL 이외(비표준) 325 67.7

합계 480 100.0

(7) 스크린 밝기

  (가) 스크린 밝기

전체 상영관의 스크린 밝기를 조사한 결과는 <표 2-17>과 같다. 전체 상영관의 스크린 밝기 

평균은 10.51로써 11-17fL 이내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크린 밝기가 11-17fL 

이내(표준)인 상영관은 155개(32.3%)에 불과했고, 그 외(비표준)인 상영관이 325개(67.7%)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7> 스크린 밝기

                    [그림 2-15] 스크린 밝기

  

(나) 지역별 스크린 밝기

지역별로 스크린 밝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2-18>과 같다. 스크린 밝기가 11-17fL 이내

(표준)인 상영관은 경기도가 32개(20.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이 28개(18.1%), 경

남이 23개(14.8%), 부산이 14개(9.0%), 전북과 전남이 각각 11개(7.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또한 스크린 밝기가 11-17fL 이외(비표준)인 상영관도 경기도가 83개(25.5%)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으로 서울이 59개(18.2%), 전남이 38개(11.7%), 부산과 충남이 20개(6.2%), 전북이 

18개(5.5%)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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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스크린 밝기

11-17fL 이외(비표준) 11-17fL 이내(표준) 합계 M(SD)

서울 59(18.2) 28(18.1) 87(18.1) 9.69(4.94)

부산 20(6.2) 14(9.0) 34(7.1) 10.53(4.41)

대구 12(3.7) 4(2.6) 16(3.3) 10.88(6.53)

인천 15(4.6) 0(0.0) 15(3.1) 4.27(2.21)

광주 10(1.5) 3(1.9) 13(2.7) 8.77(3.80)

대전 5(1.5) 1(0.6) 6(0.6) 7.17(3.92)

울산 3(0.9) 1(0.6) 4(0.8) 5.25(4.30)

경기도 83(25.5) 32(20.6) 115(24.0) 10.77(10.20)

강원도 10(3.1) 6(3.9) 16(3.3) 10.81(5.00)

충북 9(2.8) 4(2.6) 13(2.7) 11.77(6.50)

충남 20(6.2) 9(5.8) 29(6.0) 13.72(8.50)

전북 18(5.5) 11(7.1) 29(6.0) 12.90(6.24)

전남 38(11.7) 11(7.1) 49(10.2) 8.71(3.50)

경북 16(4.9) 7(4.5) 23(4.8) 9.91(3.43)

경남 5(1.5) 23(14.8) 28(5.8) 14.32(4.40)

제주도 2(0.6) 1(0.6) 3(0.6) 11.67(2.90)

합계 325(67.7) 155(32.3) 480(100.0) 10.51(6.919)

<표 2-18> 지역별 스크린 밝기(단위: 개, %)

                                             [그림 2-16] 지역별 스크린 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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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n) 백분율(%) M(SD)

표준균일도 10 2.1

68.21(15.30)

표준보다 낮은 균일도 302 63.6

표준보다 높은 균일도 163 34.3

합계 475 100.0

(8) 스크린 밝기 균일도

 

  (가) 스크린 밝기 균일도

스크린 밝기 균일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19>와 같다. 전체상영관의 스크린 밝기 균일도는 

평균은 68.21%로써 표준균일도인 75-9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상영관 중 표준균일도를 가진 상영관은 10개(2.1%)에 불과했고, 표준보다 낮은 

균일도가 302개(63.6%), 표준보다 높은 균일도 163개(34.3%)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9> 스크린 밝기 균일도

                             [그림 2-17] 스크린 밝기 균일도

(나) 지역별 스크린 밝기 균일도

지역별로 스크린 밝기 균일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2-20>과 같다. 스크린 밝기 균일도 중 

표준균일도에 해당하는 상영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4개, 40.0%) 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전라북도가 (2개, 20.0%)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표준보다 낮거나 높은  

균일도에 해당하는 상영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도 경기도(64개, 21.2%/ 46개, 

28.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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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스크린 밝기 균일도

표준균일도 표준보다 낮은 균일도 표준보다 높은 균일도 합계 M(SD)

서울 0(0.0) 48(15.9) 36(22.1) 84(17.7) 70.92(15.70)

부산 1(10.0) 27(8.9) 7(4.3) 35(7.4) 63.54(13.34)

대구 0(0.0) 11(3.6) 4(2.5) 15(3.2) 62.07(20.00)

인천 0(0.0) 9(3.0) 6(3.7) 15(3.2) 68.77(21.11)

광주 0(0.0) 9(3.0) 4(2.5) 13(2.7) 59.54(20.34)

대전 0(0.0) 4(1.3) 2(1.2) 6(1.3) 69.33(15.00)

울산 0(0.0) 4(1.3) 0(0.0) 4(0.8) 32.75(15.65)

경기도 4(40.0) 64(21.2) 46(28.2) 114(24.0) 70.74(15.42)

강원도 1(10.0) 7(2.3) 8(4.9) 16(3.4) 71.88(17.01)

충북 0(0.0) 9(3.0) 4(2.5) 13(2.7) 57.31(19.51)

충남 1(10.0) 24(7.9) 4(2.5) 29(6.1) 66.17(10.26)

전북 2(20.0) 22(7.3) 4(2.5) 28(5.9) 66.71(8.90)

전남 1(10.0) 26(8.6) 22(13.5) 49(10.3) 73.04(12.15)

경북 0(0.0) 21(7.0) 2(1.2) 23(4.8) 62.41(9.71)

경남 0(0.0) 14(4.6) 14(8.6) 28(5.9) 71.41(9.50)

제주도 0(0.0) 3(1.0) 0(0.0) 3(0.6) 60.33(13.60)

합계 10(2.1) 302(63.6) 163(34.3) 475(100.0) 68.21(15.30)

<표 2-20> 지역별 스크린 밝기 균일도

[그림 2-18] 지역별 스크린 밝기 균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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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스크린 재질

Silver White Pearl, Perlux 합계

서울

11-17fL 이외(비표준) 27(45.8) 2(3.4) 30(50.8) 59(67.8)

11-17fL 이내(표준) 13(46.4) 0(0.0) 15(53.6) 28(32.2)

합계 40(46.0) 2(2.3) 45(51.7) 87(100.0)

구분

스크린 밝기 

11-17fL 이외(비표준) 11-17fL 이내(표준) 합계

스크린 재질

Silver 136(41.8) 75(48.4) 211(44.0)

White 3(0.9) 4(2.6) 7(1.5)

Pearl, Perlux 186(57.2) 76(49.0) 262(54.6)

합계 150(100.0) 90(100.0) 218(100.0)

X
2
=4.291, df=2, p<.05

(9) 스크린 재질에 따른 스크린 밝기

(가) 스크린 재질에 따른 스크린 밝기의 차이 

스크린 재질에 따른 스크린 밝기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크린 

재질에 따라 스크린 밝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4.291, 

p<.05). 스크린 재질이 Silver인 상영관 중 스크린 밝기가 비표준인 상영관은 136개이고, 표준인 

상영관은 75개로 나타났다. 스크린 재질이 White인 상영관 중 스크린 밝기가 비표준인 상영관은 

3개, 스크린 밝기가 표준인 상영관은 4개로 나타났으며, Pearl, Perlux 재질의 상영관중 비표준인 

상영관은 186개, 표준인 상영관은 76개로 나타났다. 

<표 2-21> 스크린 재질에 따른 스크린 밝기(단위: 개)

(나) 지역별 스크린 재질에 따른 스크린 밝기

지역별로 스크린 재질에 따른 스크린 밝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2-22>와 같다. Silver 가운데 

스크린 밝기가 표준이내에 들어온 상영관 수는 경기도가 15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White 

가운데 스크린 밝기가 표준이내에 들어온 상영관 수도 경기도가 3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Pearl과 Perlux 가운데 스크린 밝기가 표준이내에 들어온 상영관 수는 경남이 17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 지역별 스크린 재질에 따른 스크린 밝기(단위:  개, %)



34

부산

11-17fL 이외(비표준) 8(40.0) 0(0.0) 12(60.0) 20(58.8)

11-17fL 이내(표준) 5(35.7) 0(0.0) 9(41.2) 14(41.2)

합계 13(38.2) 0(0.0) 21(61.8) 34(100.0)

대구

11-17fL 이외(비표준) 7(58.3) 0(0.0) 5(41.7) 12(75.0)

11-17fL 이내(표준) 2(50.0) 0(0.0) 2(50.0) 4(25.0)

합계 9(56.3) 0(0.0) 7(43.8) 16(100.0)

인천

11-17fL 이외(비표준) 6(40.0) 1(6.7) 8(53.3) 15(100.0)

11-17fL 이내(표준) 0(0.0) 0(0.0) 0(0.0) 0(0.0)

합계 6(40.0) 1(6.7) 8(53.3) 15(100.0)

광주

11-17fL 이외(비표준) 3(30.0) 0(0.0) 7(70.0) 10(76.9)

11-17fL 이내(표준) 3(100.0) 0(0.0) 0(0.0) 3(23.1)

합계 6(46.2) 0(0.0) 7(53.8) 13(100.0)

대전

11-17fL 이외(비표준) 2(40.0) 0(0.0) 3(60.0) 5(83.3)

11-17fL 이내(표준) 0(0.0) 0(0.0) 1(100.0) 1(16.7)

합계 2(33.3) 0(0.0) 4(66.7) 6(100.0)

울산

11-17fL 이외(비표준) 3 0(0.0) 0(0.0) 3(75.0)

11-17fL 이내(표준) 0(0.0) 0(0.0) 1(100.0) 1(100.0)

합계 3(75.0) 0(0.0) 1(25.0) 4(100.0)

경기도

11-17fL 이외(비표준) 31(37.3) 0(0.0) 52(62.7) 83(72.2)

11-17fL 이내(표준) 15(46.9) 3(9.4) 14(43.8) 32(27.8)

합계 46(40.0) 3(2.6) 66(57.4) 115(100.0)

강원도

11-17fL 이외(비표준) 4(40.0) 0(0.0) 6(60.0) 10(62.5)

11-17fL 이내(표준) 3(50.0) 1(16.7) 2(33.3) 6(37.5)

합계 7((43.8) 1(6.3) 8(50.0) 16(100.0)

충북

11-17fL 이외(비표준) 3(33.3) 0(0.0) 6(66.7) 9(69.2)

11-17fL 이내(표준) 2(50.0) 0(0.0) 2(50.0) 4(30.8)

합계 5(38.5) 0(0.0) 8(61.5) 13(100.0)

충남

11-17fL 이외(비표준) 13(65.0) 0(0.0) 7(35.0) 20(69.0)

11-17fL 이내(표준) 8(88.9) 0(0.0) 1(11.1) 9(31.0)

합계 21(72.4) 0(0.0) 8(27.6) 29(100.0)

전북

11-17fL 이외(비표준) 7(38.9) 0(0.0) 11(61.1) 18(62.1)

11-17fL 이내(표준) 7(63.6) 0(0.0) 4(36.4) 11(37.9)

합계 14(48.3) 0(0.0) 15(51.7) 2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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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스크린 밝기

합계

11-17fL 이외(비표준) 11-17fL 이내(표준) 

스크린 균일도

표준 균일도 4(1.3) 6(3.9) 10(2.1)

표준보다 낮은 균일도 200(62.5) 101(65.6) 301(63.5)

표준보다 높은 균일도 116(36.3) 47(30.5) 163(34.4)

합계 320(67.5) 154(32.5) 474(100.0)

X2=4.599, df=2, p>.05

전남

11-17fL 이외(비표준) 16(42.1) 0(0.0) 22(57.9) 38(77.6)

11-17fL 이내(표준) 7(63.6) 0(0.0) 4(36.4) 11(22.4)

합계 23(46.9) 0(0.0) 26(53.1) 49(100.0)

경북

11-17fL 이외(비표준) 3(18.8) 0(0.0) 13(81.3) 16(69.6)

11-17fL 이내(표준) 4(57.1) 0(0.0) 3(42.9) 7(30.4)

합계 7(30.4) 0(0.0) 16(69.6) 23(100.0)

경남

11-17fL 이외(비표준) 3(60.0) 0(0.0) 2(40.0) 5(17.9)

11-17fL 이내(표준) 6(26.1) 0(0.0) 17(73.9) 23(82.1)

합계 9(32.1) 0(0.0) 19(67.9) 28(100.0)

제주도

11-17fL 이외(비표준) 0(0.0) 0(0.0) 2(100.0) 2(66.7)

11-17fL 이내(표준) 0(0.0) 0(0.0) 1(100.0) 1(33.3)

합계 0(0.0) 0(0.0) 3(100.0) 3(100.0)

(10) 스크린 균일도에 따른 스크린 밝기의 차이 

  (가) 스크린 균일도에 따른 스크린 밝기의 차이 

 스크린 균일도에 따른 스크린 밝기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2-23>과 같다. 균일도는 ‘표
준, 표준보다 낮음, 표준보다 높음’으로 구분하고 스크린 밝기는 표준과 비표준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균일도가 표준일 때, 스크린 밝기가 비표준인 상영관은 4개이고 표준인 상영관은 6개로 

나타났다. 균일도가 표준보다 낮은 경우, 스크린 밝기가 표준인 상영관은 101개, 균일도가 표준보

다 높은 경우, 스크린 밝기가 표준인 상영관이 47개로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균일도에 따른 스

크린 밝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3>  스크린 균일도에 따른 스크린 밝기(단위: 개)

(나) 지역별 스크린 균일도에 따른 스크린 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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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스크린 밝기

11-17fL 이외(비표준) 11-17fL 이내(표준) 합계

서울

표준 균일도 0(0.0) 0(0.0) 0(0.0)

표준보다 낮은 균일도 32(56.1) 16(59.3) 48(57.1)

표준보다 높은 균일도 25(43.9) 11(40.7) 36(42.9)

합계 57(67.9) 27(32.1) 84(100.0)

부산

표준 균일도 0(0.0) 1(7.1) 1(2.9)

표준보다 낮은 균일도 15(75.0) 11(78.6) 26(76.5)

표준보다 높은 균일도 5(25.0) 2(14.3) 7(20.6)

합계 20(58.8) 14(41.2) 34(100.0)

대구

표준 균일도 0(0.0) 0(0.0) 0(0.0)

표준보다 낮은 균일도 8(72.7) 3(75.0) 11(73.3)

표준보다 높은 균일도 3(27.3) 1(25.0) 4(26.7)

합계 11(73.3) 4(26.7) 15(100.0)

인천

표준 균일도 0(0.0) 0(0.0) 0(0.0)

표준보다 낮은 균일도 9(60.0) 0(0.0) 9(60.0)

표준보다 높은 균일도 6(40.0) 0(0.0) 6(40.0)

합계 15(100.0) 0(0.0) 15(100.0)

광주

표준 균일도 0(0.0) 0(0.0) 0(0.0)

표준보다 낮은 균일도 6(60.0) 3(100.0) 9(69.2)

표준보다 높은 균일도 4(40.0) 0(0.0) 4(30.8)

합계 10(76.9) 3(23.1) 13(100.0)

대전

표준 균일도 0(0.0) 0(0.0) 0(0.0)

표준보다 낮은 균일도 4(80.0) 0(0.0) 4(66.7)

표준보다 높은 균일도 1(20.0) 1(100.0) 2(33.3)

합계 5(83.3) 1(16.7) 6(100.0)

울산

표준 균일도 0(0.0) 0(0.0) 0(0.0)

표준보다 낮은 균일도 3(100.0) 1(100.0) 4(100.0)

표준보다 높은 균일도 0(0.0) 0(0.0) 0(0.0)

합계 3(75.0) 1(25.0) 4(100.0)

지역별로 스크린 균일도에 따른 스크린 밝기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 2-24>와 같다. 우선 

균일도가 표준일 때, 스크린 밝기가 표준인 상영관은 경기도가 4개로 가장 많았다. 또한 균일도가 

표준보다 낮은 경우에 스크린 밝기가 표준인 상영관은 서울이 16개로 가장 많았고, 균일도가 표준

보다 높은 경우에는 스크린 밝기가 표준인 상영관은 경기도가 1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4> 지역별 스크린 균일도에 따른 스크린 밝기(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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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표준 균일도 0(0.0) 4(12.5) 4(3.5)

표준보다 낮은 균일도 49(59.8) 15(47.0) 64(56.1)

표준보다 높은 균일도 33(40.2) 13(40.5) 46(40.3)

합계 82(71.9) 32(20.1) 114(100.0)

강원도

표준 균일도 1(10.0) 0(0.0) 1(6.3)

표준보다 낮은 균일도 2(20.0) 5(83.3) 7(43.7)

표준보다 높은 균일도 7(70.0) 1(16.7) 8(50.0)

합계 10(62.5) 6(37.5) 16(100.0)

충북

표준 균일도 0(0.0) 0(0.0) 0(0.0)

표준보다 낮은 균일도 5(55.6) 4(100.0) 9(69.2)

표준보다 높은 균일도 4(44.4) 0(0.0) 4(30.8)

합계 9(69.2) 4(30.8) 13(100.0)

충남

표준 균일도 0(0.0) 1(11.1) 1(3.4)

표준보다 낮은 균일도 19(95.0) 5(55.6) 24(82.8)

표준보다 높은 균일도 1(5.0) 3(33.3) 4(13.8)

합계 20(69.0) 9(31.0) 29(100.0)

전북

표준 균일도 2(11.8) 0(0.0) 2(7.1)

표준보다 낮은 균일도 11(64.7) 11(100.0) 22(78.6)

표준보다 높은 균일도 4(23.5) 0(0.0) 4(14.3)

합계 17(60.7) 11(39.3) 28(100.0)

전남

표준 균일도 1(2.6) 0(0.0) 1(2.0)

표준보다 낮은 균일도 17(44.7) 9(81.8) 26(53.0)

표준보다 높은 균일도 20(52.6) 2(18.2) 22(45.0)

합계 38(77.6) 11(22.4) 49(100.0)

경북

표준 균일도 0(0.0) 0(0.0) 0(0.0)

표준보다 낮은 균일도 15(93.8) 6(85.7) 21(91.3)

표준보다 높은 균일도 1(6.2) 1(14.3) 2(8.7)

합계 16(69.6) 7(30.4) 23(100.0)

경남

표준 균일도 0(0.0) 0(0.0) 0(0.0)

표준보다 낮은 균일도 3(60.0) 11(47.8) 14(50.0)

표준보다 높은 균일도 2(40.0) 12(52.2) 14(50.0)

합계 5(17.9) 23(82.1)) 28(100.0)

제주도

표준 균일도 0(0.0) 0(0.0) 0(0.0)

표준보다 낮은 균일도 2(100.0) 1(100.0) 3(100.0)

표준보다 높은 균일도 0(0.0) 0(0.0) 0(0.0)

합계 2(66.7) 1(33.3) 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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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n) 백분율(%) M(SD)

기준(6300 K〫〫〫〫〫〫 〬 )보다 낮음 320 67.4

6110.1(563.67)기준(6300 K〫〫〫〫〫〫 〬 )보다 높음 155 32.6

합계 475 100.0

(11) 색온도

  (가) 상영관 색온도

색온도 기준에 대한 결과는 <표 2-25>와 같다. 상영관의 색온도가 기준(6300 K〫)〫〫〫〫〫〫〫〫〫〫〬 〬 보다 낮은 

상영관은 320개(67.4%)로, 기준보다 높은 상영관 155개(32.6%) 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 2-25> 주요 3사 상영관 색온도

                 [그림 2-19] 상영관 색온도

(나) 지역별 상영관 색온도

지역별 상영관 색온도에 관한 조사결과는 <표 2-26>과 같다. 전체적으로, 색온도의 기준보다 

낮은 곳이 320개(67.44%)로 기준보다 높은 155개(32.6%)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기준보다 낮은 색온도를 지닌 상영관은 경기도가 73개(22.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이 59개(18.4%), 전남이 26개(8.1%), 부산과 충남이 24개(7.5%), 

경북이 19개(5.9%), 전북 17개(5.3%), 경남 15개(4.7%), 대구 14개(4.4%), 인천과 광주가 각각 

10개(3.1%)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기준보다 높은 색온도를 지난 상영관은 역시 경기도가 

42개(27.1%)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6개(16.8%), 전남이 23개(14.8%)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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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색온도

기준보다 낮음(0) 기준보다 높음(1) 합계 M(SD)

서울 59(18.4) 26(16.8) 85(17.9) 6127.2(472.7)

부산 24(7.5) 8(5.2) 32(6.7) 5864.8(617.7)

대구 14(4.4) 2(1.3) 16(3.4) 6159.7(505.5)

인천 10(3.1) 5(3.2) 15(3.2) 6025.1(481.4)

광주 10(3.1) 2(1.3) 12(2.5) 6087.8(253.4)

대전 3(0.9) 3(1.9) 6(1.3) 6006.8(342.6)

울산 4(1.3) 0(0.) 4(0.8) 5601.0(354.9)

경기도 73(22.8) 42(27.1) 115(24.2) 6018.2(791.0)

강원도 12(3.8) 4(2.6) 16(3.4) 6178.8(170.7)

충북 8(2.5) 5(3.2) 13(2.7) 6147.5(311.7)

충남 24(7.5) 5(3.2) 29(6.1) 6095.4(359.8)

전북 17(5.3) 12(7.7) 29(6.1) 6306.0(585.9)

전남 26(8.1) 23(14.8) 49(10.3) 6229.5(398.3)

경북 19(5.9) 4(2.6) 23(4.8) 6062.1(353.5)

경남 15(4.7) 13(8.4) 28(5.9) 6398.3(488.8)

제주도 2(0.6) 1(0.6) 3(0.6) 6023.7(332.1)

합계 320(67.4) 155(32.6) 475(100.0) 6110.1(563.67)

<표 2-26> 지역별 상영관 색온도

                                                

 [그림 2-20] 지역별 주요 3사 상영관 색온도

(12) 음압재생력(상영관 내부의 음압)

  (가) 음압재생력 L, C, R, Ls, Rs, Lfe

음압재생력을 L, C, R, Ls, Rs, Lfe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2-27>과 같다. 먼저 음압재생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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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초과 또는 미만 표준 합계

음압재생력

L 66(86.7) 430(13.3) 496(100.0)

C 60(12.1) 439(87.9) 499(100.0)

R 75(15.1) 421(84.9) 496(100.0)

Ls 87(17.5) 409(82.5) 496(100.0)

Rs 86(17.3) 410(82.7) 496(100.0)

Lfe 76(15.9) 403(84.1) 479(100.0)

표준인 경우를 살펴보면, 음압재생력 L은 430개(86.7%), 음압재생력 C는 439개(87.9%), 

음압재생력 R은 421개(84.9%), 음압재생력 Ls는 409개(82.5%), 음압재생력 Rs는 

410개(82.7%), 음압재생력 Lfe는 403개(84.1%)로 나타났다. 또한 음압재생력이 표준을 

초과하거나 표준 미만인 경우를 살펴보면, 음압재생력 L은 66개(13.3%), 음압재생력 C는 

60개(12.1%), 음압재생력 R은 75개(15.1%), 음압재생력 Ls는 87개(17.5%), 음압재생력 Rs는 

86개(17.3%), 음압재생력 Lfe는 76개(15.%)로 나타났다.

<표 2-27> 음압재생력 L, C, R, Ls, Rs, Lfe (단위:  개, %)

             [그림 2-21] 음압재생력 L, C, R, Ls, Rs, Lfe 

(13)  x- 커브(상영관 내부의 음향)

 (가)  X-커브 L, C, R, Ls, 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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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준(27개 미만) 표준(27개 이상) 합계

L 248(50.3) 245(49.7) 493(100.0)

C 256(51.9) 237(48.1) 493(100.0)

R 262(53.3) 230(46.7) 498(100.0)

Ls 370(79.1) 98(20.9) 468(100.0)

Rs 363(77.7) 104(22.3) 467(100.0)

X-커브의 L, C, R, Ls, Rs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2-28>과 같다. X-커브 L은 표준인 상영관

이 245개(49.7%), 비표준인 상영관이 248개(50.3%)로 나타났고, X-커브 C는 표준인 상영관이 

237개(48.1%), 비표준인 상영관이 256개(51.9%)로 나타났다. X-커브 R은 표준인 상영관이 230

개(46.7%), 비표준인 상영관이 262개(53.3%)로 나타났으며, X-커브 Ls는 표준상영관이 98개

(20.9%), 비표준인 상영관이 370개(79.1%)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X-커브 Rs는 표준인 상영

관이 104개(22.3%), 비표준인 상영관이 363개(77.7%)로 나타났다. 

<표 2-28> 상영관 X-커브 L, C, R, Ls, Rs(단위:  개, %)

                            [그림 2-22] X-커브 L, C, R, Ls, Rs

(14) 음압재생력에 따른 x- 커브의 차이  

음압재생력에 따른 X-커브의 차이를 교차분석 한 결과는 <표 2-29>와 같다. 먼저 음압재생력 

L을 살펴보면, X-커브 중 Rs를 제외한 L, C, R, Ls 모두 표준과 비표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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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x-커브

L C R Ls Rs

비표준 표준 합계 비표준 표준 합계 비표준 표준 합계 비표준 표준 합계 비표준 표준 합계

L

초과 

또는

미만

47

(19.0)

19

(7.8)

66

(13.4)

44

(17.2)

22

(9.3)

66

(13.4)

45

(17.2)

20

(8.7)

65

(13.2)

44

(11.9)

9

(9.2)

53

(11.3)

40

(11.0)

11

(10.6)

51

(10.9)

표준
201

(81.0)

226

(92.2)

427

(86.6)

212

(82.8)

215

(90.7)

427

(86.6)

217

(82.8)

210

(91.3)

427

(86.8)

326

(88.1)

89

(90.8)

415

(88.7)

323

(89.0)

93

(89.4)

416

(89.1)

합계
248

(50.3)

245

(49.7)

493

(100.0)

256

(51.9)

237

(48.1)

493

(100.0)

262

(53.3)

230

(46.7)

492

(100.0)

370

(79.0)

98

(21.0)

468

(100.0)

363

(77.7)

104

(22.3)

467

(100.0)

X2=13.325, df=1

p<.001

X2=6.632, df=1

p<.01

X2=7.681, df=1

p<.01

X2=6.632, df=1

p<.01
X
2
=.566, df=1

C

초과 

또는

미만

41

(16.5)

17

(6.9)

58

(11.8)

40

(15.6)

18

(7.6)

58

(11.8)

41

(15.6)

16

(7.0)

57(11.6

)

37

(10.0)

10

(10.2)

47

(10.0)

33

(9.1)

13

(12.5)

46

(9.9)

표준
207

(83.5)

228

(93.1)

435

(88.2)

216

(84.4)

219

(92.4)

435

(88.2)

221

(84.4)

214

(93.0)

435

(88.4)

333

(90.0)

88

(89.8)

421

(90.0)

330

(90.9)

91

(87.5)

421

(90.1)

합계
43

(50.3)

17

(49.7)

60

(100.0)

42

(51.9)

18

(48.1)

60

(100.0)

43

(53.3)

16

(46.7)

59

(100.0)

39

(79.1)

10

(20.9)

49

(100.0)

35

(77.7)

13

(22.3)

48

(100.0)

X
2
=10.927, df=1

p<.001

X
2
=7.645, df=1

p<.01

X
2
=9.034, df=1

p<.01
X
2
=.004, df=1 X

2
=.1.058, df=1

R

초과 

또는

미만

42

(16.6)

32

(13.3)

74

(15.0)

45

(17.6)

29

(12.2)

74

(15.0)

48

(18.3)

25

(10.9)

73

(14.8)

48

(13.0)

9

(9.2)

57

(12.2)

44

(12.1)

12

(11.5)

56

(12.0)

표준
211

(83.4)

208

(86.7)

419

(85.0)

211

(82.4)

208

(87.8)

419

(85.0)

214

(81.7)

205

(89.1)

419

(85.2)

322

(87.0)

89

(90.8)

411

(87.8)

319

(87.9)

92

(88.5)

411

(88.0)

합계
45

(51.3)

17

(48.7)

62

(100.0)

44

(51.9)

18

(48.1)

62

(100.0)

45

(53.3)

16

(46.7)

61

(100.0)

41

(79.1)

10

(20.9)

51

(100.0)

37

(77.7)

13

(22.3)

50

(100.0)

X
2
=1.450, df=1 X

2
=2.753, df=1

X
2
=5.381, df=1

p<.05
X
2
=1.040, df=1 X

2
=.026, df=1

타났다. 다음으로 음압재생력 C를 살펴보면, X-커브 중 Ls와 Rs를 제외한 L, C, R에서 표준과 비

표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음압재생력 R을 살펴보면 X-커브 중 R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압재생력 Ls를 살펴보면 X-커브 중 Rs에서만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음압재생력 Rs에서는 X-커브 중 R에서만 표준과 비표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29> 음압재생력에 따른 x커브의 차이(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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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초과 

또는

미만

43

(17.3)

43

(17.6)

86

(17.4)

46

(18.0)

40

(16.9)

86

(17.4)

51

(19.5)

34

(14.8)

85

(17.3)

56

(15.1)

17

(17.3)

73

(15.6)

49

(13.5)

23

(22.1)

72

(15.4)

표준
205

(82.7)

202

(82.4)

407

(82.6)

210

(82.0)

197

(83.1)

407

(82.6)

211

(80.5)

196

(85.2)

407

(82.7)

314

(84.9)

81

(82.7)

395

(84.4)

314

(86.5)

81

(77.9)

395

(84.6)

합계
256

(50.3)

225

(49.7)

481

(100.0)

255

(51.9)

226

(48.1)

481

(100.0)

259

(53.3)

221

(46.7)

480

(100.0)

363

(79.1)

99

(20.9)

462

(100.0)

356

(77.7)

105

(22.3)

461

(100.0)

X
2
=.004, df=1 X

2
=.102, df=1 X

2
=1.879, df=1 X

2
=.288, df=1

X2=4.603, df=1

p<.05

Rs

초과 

또는

미만

50

(20.2)

36

(14.7)

86

(17.4)

50

(19.5)

36

(15.2)

86

(17.4)

54

(20.6)

31

(13.5)

85

(17.3)

56

(15.1)

14

(14.3)

70

(15.0)

57

(15.6)

11

(10.6)

68

(14.5)

표준
198

(79.8)

209

(85.3)

407

(82.6)

206

(80.5)

201

(84.8)

407

(82.6)

208

(79.4)

199

(86.5)

407

(82.7)

314

(84.9)

84

(85.7)

398

(85.0)

309

(84.4)

93

(89.4)

402

(85.5)

합계
248

(50.3)

245

(49.7)

493

(100.0)

256

(51.9)

237

(48.1)

493

(100.0)

262

(53.3)

230

(46.7)

492

(100.0)

370

(79.1)

98

(20.9)

468

(100.0)

363

(77.9)

104

(22.1)

467

(100.0)

X2=2.558, df=1 X2=1.611, df=1
X
2
=4.360, df=1

p<.05
X2=.044, df=1 X2=1.707, 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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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제언

  가. 주요 결과 요약

본 조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조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에 위치한 

총 567개 상영관 중 중복된 상영관을 제외한 557개의 상영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도

별로는 2011년 102개, 2012년 256개, 2013년 199개의 상영관으로 구성되었고,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124개(22.3%), 서울지역이 110개(19.8%), 부산지역이 56개(1.01%)로 구성되어 있다. 전

체 557개 상영관을 대상으로는 기본적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의 3개 

상영관만을 중심으로 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은 2011년 연구 완료한 「상영관 

품질인증 제도 및 지표개발 연구」에서 제시한 인증 기술 분야 지표 15개 항목을 중심으로 실시하

였다.   

전체 557개 상영관에 대한 분석 결과, 상영관에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는 영사기는 Christie가  

203대(39.1%)로 가장 많았고 영사기 서버는 Sony가 200대(40.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상영관의 크기(체적)는 1,000㎥ 이상 2,000㎥ 미만이 295개(52.9%)로 가장 많았고, 전체 

상영관의 평균은 1,874㎥로 나타났다. 상영관의 좌석수는 ‘100석 이상 200석 미만’이 317개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좌석수의 평균은 180.5로 나타났다. 

기타 상영관 59개를 제외한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의 3개 상영관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상영관의 스크린크기를 살펴보면 30㎡ 이상 60㎡ 미만이 

249개(5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60㎡ 이상 90㎡ 미만이 157개(31.7%)로 높게 나타났

다. 전체 상영관의 평균 스크린크기는 55.01㎡ 로 나타났다. 상영관의 스크린 방식은 탑 방식을 많

이 사용하고 있는데(70.8%) 이는 90°를 넘지 않게 수평 시야각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방식이다. 그

러나 스크린 높이가 높은 탑 방식의 경우 맨 앞 열의 좌석에 앉아 스크린을 바라볼 때 시선 각도가 

35°를 초과(86.7%)하게 된다. 이는 앞좌석에 앉아 영화를 보는 관람객의 경우 고개를 조금은 들고 

보게 되어 다소 불편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스크린에 제작자가 의도한 영상이 잘리지 않고 구현되는 영사 비율의 일치성을 보면 손실 있음

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상영관의 스크린 방식은 2가지의 화면비(1.85:1,2.39:1)를 하나의 

상영관에서 구현하기 위해 검정 커튼으로 스크린을 가리는 것으로 탑 방식의 경우 2.39:1 화면비

의 영화를 상영하기위해 커튼을 아래로 내리게 되는데 맨 앞줄의 의자와 영사막과의 평균거리를 

스크린 너비의 2분의 1 이상을 것을 규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보다 많은 관람석을 확보하기 위

해 국내 상영관이 탑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상 상영관의 스크린 밝기 평균은 10.51로써 표준인 11-17fL 이내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스크린 밝기가 11-17fL 이내(표준)인 상영관은 155개(32.3%)에 불과했고, 그 외(비표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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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지역 상영관명 스크린 측정년도

1 부산시 CGV 센텀 3관 2011

2 경상남도 롯데시네마 양산 5관 2012

3 경기도 CGV 동백 7관 2012

4 경상남도 CGV 거제 3관 2013

상영관이 325개(67.7%)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 상영관의 스크린 밝기 균일도는 

평균은 68.21%로써 표준균일도인 75-9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상영관 중 표준균일도를 가진 상영관은 10개(2.1%)에 불과했고, 표준보다 낮은 균일도가 

302개(63.6%), 표준보다 높은 균일도 163개(34.3%)로 높게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 스크린 재질의 비율을 보면 편광 방식의 입체영화 상영을 위한 실버 스크린과 펄 

스크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버 스크린은 관람자가 앉아 있는 좌석 위치에 따라 스크린 

중심부에 주변부보다 밝은 원형(hot spot)이 형성되어 밝기와 균일도에 영향을 준다. 재질에 따른 

밝기의 비율을 보더라도 스크린 중심부의 밝기 기준(14fL ± 3 fL)에 포함된 실버 스크린 

상영관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심부만 밝고 주변부의 밝기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 전체적인 균일도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이 조사에서도 스크린 균일도에 따른 스크린 

밝기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균일도에 따른 스크린 밝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크린 재질 한 가지만 놓고 보는 것 보다는 밝기와 균일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스크린과 영사기가 일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지와 상영관의 

건축학적면도 함께 고려해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스크린 중심부의 색온도는 6300k로 매우 정밀한 값을 요구하고 있다. 기준값보다 낮은 상영관

(67.4%)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화이트 패턴을 영사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띤 스크

린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는 스크린, 렌즈, 영사창 등의 외부적인 요인과 영사기의 내부 반

사경, 프리즘 등의 열화를 들 수 있다. 

실내 공간이라는 한정된 재생 환경을 전제로 하는 상영관의 음향은 전기적인 재생음과 현실감을 

일치시키기 위해 적정 음압 재생력과 X-커브를 사용하여 관람객들이 거부감 없이 사실적인 음향

을 들을 수 있도록 측정되고 있다. 조사된 상영관의 결과 값인 음압 재생력과 X-커브 많은 상영관

이 표준에 부합하지만 복합 상영관으로 변화됨에 따라 협소함과 인접성에 기인하는 소음기준의 만

족, 옆 상영관에서의 유입음, 체적(공간의 크기)를 고려해 좀 더 세부적인 실험과 연구가 수반되어 

정리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관람환경 표준화 도달율 상위 10위권 상영관을 조사한 결과는 <표 3-1>

과 같다. 관람환경 표준화 도달율 1위부터 3위를 살펴보면 1위는 부산시에 있는 CGV 센텀 3관, 2

위는 경상남도 롯데시네마 양산 5관, 3위는 경기도 CGV 동백 7관으로 나타났다. 

<표 3-1> 2011년-2013년 관람환경 표준화 도달율 상위 10위권 상영관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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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도 CGV 동백 6관 2013

6 충청남도 롯데시네마 서산 3관 2013

7 충청남도 롯데시네마 서산 4관 2013

8 서울시 메가박스 센트럴 4관 2013

9 전라남도 메가박스 여수 9관 2013

10 전라남도 메가박스 첨단 6관 2013

나. 제언

  매년 실시하는 영화소비자조사에 의하면 관람객이 상영관을 선택하는 요인 중 위치와 접근성 

다음으로 화면의 밝기, 음향 등 상영관의 설비가 23.5%7)로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관람객은 영화를 선택할 때 상영관과 연계해 생각할 수 있는 시설(교통의 편의성, 상영관 근처 

편의시설 등)뿐 아니라 그 영화가 상영되는 상영관의 시설(스크린의 크기, 음향, 화질, 의자, 

주차장, 이벤트 개최 등)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이다. 

본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의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영관의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국내 상영관의 대부분은 상영을 목적으로 한 건축 설계가 아닌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한 시설이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 자체에 제약이 있고, 이는 영사 품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많은 상영관들이 자금 및 투자부족(12.5%)8)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스크린과 

램프를 교체해야 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람객들이 상영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상영관 시설의 품질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상영관 품질 향상을 위한 

비용 지출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상영관 차원에서 관람환경 표준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상영관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관람환경 표준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이지만, 이는 많은 시간과 예산을 필요로 한다. 물론 상영관에서 스크린의 밝기, 색온도, 음압 재생

력 등을 조정 관리하기 위해 측정 장비를 구입하여 스스로 관람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측정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모든 상영관에서 이를 구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

서 상영관에서 관람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위원회에서 측정장비를 대여하고 영사기사를 

재교육함으로써 각 상영관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상영관의 관람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관람객에게 영화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상영관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좋
은’상영관에 대한 기준은 관람객마다 다르겠지만, 현재는 관람객이 생각하는 ‘좋은’ 영화를 항상 그

들이 원하는 ‘좋은’조건에서 관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람객은 영화를 직접 관람하기 전에는 

상영관의 특성을 알 수 없고 관람한 후에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다. 만약 상영관에 대해 불만족한 

관람객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영화를 관람했다고 할지라도 최적의 관람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관

7) 2013년 영화소비자조사 결과보고서, 상영관 선택기준 중복응답 결과

8) 2012 한국영화산업 실태조사와 한국영화 투자 수익성 분석, p100 경영상의 애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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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객이 겪는 실망감은 매우 클 수 있다. 따라서 관람객에게 영화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상영관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장기적으로는 상영관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향후 본 조사에서 제외된 기타 상영관(단관, 독립, 예술, 작은)

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복합상영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관람환경을 가지고 

있는 상영관에 대한 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2013년 한 해 동안 상영관을 찾은 관람객 수가 2억명을 돌파하였으며 인구 1인당 연평균 관람

횟수는 4.25회로 영화 관람은 문화 향유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로 잡고 있다. 영화 티켓을 구매하는 

소비자로서의 관람객은 영화를 제대로 된 환경에서 볼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영화제작자가 

의도한 영상, 음향 등이 관람객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제반적인 기술 환경을 조성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영관은 이미 필름에서 디지털시네마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같은 콘텐츠를 

관람함에도 불구하고 상영관의 영상과 음향시설의 차이로 인해 관람객이 상이한 품질서비스를 제공

받는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상영관의 질적 개선을 위해 위원회 관람환경 표준

화 지원사업을 비롯해 산업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영화를 관람하는 창구가 IPTV, 온라

인 등 다양화 되고 있고 UHD 등 거실의 시청환경과도 차별화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최적의 디지털 

영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상영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