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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지역 극장 상생 (相生舘)의 역사  

개와 운 상 특질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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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부산의 지역 극장인 상생관은 변천좌의 후신(後身)으로, 활동사진 

상설관을 표방하며 운 되었던 극장이었다. 상생관은 1920년대 부산을 대표하는 

화관으로 성장했으며, 행관(소화관)이나 보래관과 더불어 3대 화관으로 손꼽

히기도 했다. 이러한 상생관의 성향과 위상은 1930년대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부산을 대표하는 극장으로 상당한 명성을 떨친 바 있다. 특히 

상생관은 외관이 아름다운 극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관 너머의 광고 기능에 대해 확장하여 논구하고자 했다. 이러한 외관의 광고 홍

보 기능을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 바는 상생관 경 (방식)

상의 특성이었다. 특히 ‘부산의 극장가( 화가)’가 형성되고, 자체 경쟁이 심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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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상생관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운  전략과 그 의미를 집중적으로 규

명하고자 했다. 그 결과 상생관의 사주 내력, 운  방안, 배급 루트, 해설 방식 등에 

대한 진전된 논의를 도모할 수 있었다.  부산의 극장가에서 오랫동안 상생관이 살

아남고 해방 이후에도 부민관으로 경 될 수 있는 이유도 이러한 극장 경  방식

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상생관, 변천좌, 화관, 지역 극장, 부산, 행관, 보래관

Ⅰ. 서론

일제 강점기 부산(부)에서 위치했던 지역 극장 ‘상생관(相生舘)’은, 

재조선 거주 일본인 만생봉차랑(滿生峰次郞)이 운 했던 극장(명칭)이

다. 이러한 상생관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시행된 바 있는데, 대표적인 

선행 연구자로 홍 철을 들 수 있다. 홍 철은 상생관의 탄생과 역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 바 있다. 

상생관은 연극전용극장인 변천좌(1912년?~1916년)를 미쯔오 미

네지로오가 인수하여 활동사진 상설관으로 개축하여 개관된 곳이다. 

대지 95평, 1,2층 총 건평 165평으로 관객은 1층 350명, 2층 307명, 입

석 148명, 총 805명이 수용되었던 화관으로 상생관의 외형 장식은 

매우 독특했다. 인조석으로 조각을 부각시켜 석조건물과 같은 느낌

을 주도록 표현했으며, 2층 열주는 이오닉 형에 가까운 주두로 적은 

공사비를 투입, 석조집의 모양을 낸 당대 제일의 미장공 솜씨를 뽐낸 

건물이다. 로코코와 바로크, 르네상스풍이 가미된 절충식 건물이라

고 할 수 있어 이런 유형은 대청동의 근대역사관에서 조금 찾아볼 수 

있다.(이형재 건축사무소 대표 고증). 관주 미쯔오(1884년~?)는 후쿠

오카에서 태어나 화계에서 활동 중 1913년 8월 10일 부산에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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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상생관을 경 하면서 텃밭을 다진 후 1936년 오이케 겐지로부터 

초량동 소재 중앙극장을 인수하여 대생좌로 극장 명을 바꾸고 상생

관을 모관으로 근접성이 가까운 잇점을 살려 두 극장을 동시 개봉 방

식으로 경 하여 알찬 내실을 기했다. 그는 사업 역을 대구와 서울

까지 넓혀 대구 신흥관과 서울 용산극장도 경 했다. 상생관의 화 

공급은 1918년 닛카츠, 1923년부터는 쇼치쿠 화를 배급받아 오던 

중 닛카츠가 보래관으로 넘어가는 악재가 있었으나 파테사를 비롯

하여 키스톤, 메트로 등의 외국 화를 상 하며 인기를 끌었다. 상생

관 역시 1917년부터 보래관, 행관과 함께 연속 활극물 상 의 독무

대 다.1)(밑줄:인용자)

홍 철의 기술을 통해, 상생관의 설립 배경과 변모 과정 그리고 설립

자의 면모와 그 상호 관련성이 간략하게는 소개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상생관에 대해서는 규명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은 상태이며, 홍 철의 

선행 연구로 인해 몇 가지 의문이 확장된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한 의문 중에는, 경 상의 근원에 해당하는 ‘변천좌(辨天座)’에 대

해 탐색할 필요성도 포함된다. 

한편, 건물의 외형, 즉 디자인으로서의 건축(미)에 대한 설명도 보강

될 필요가 있다. 홍 철은 상생관을 ‘아름다운 건축물’로서의 극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는 수용 가능한 주장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상생관의 외관에 대한 설명에서 정작 중요한 점은, 이러

한 극장 디자인을 축조하고 적용해야 했던 이유라고 볼 수 있다. 

홍 철 이외에 상생관의 1차 자료를 정리한 문헌으로는 한국향토문

화전자대전속 ‘상생관’에 관한 정리를 들 수 있겠다. 이 글에는 ‘건립 

경위’와 ‘변천’, 그리고 ‘구성’에 대한 약식 소개가 펼쳐져 있는데, 대체

1) 홍 철, 부산극장사, 부산포, 2014,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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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존 지식(통념)을 집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결과 상생관이 변

천좌의 후신이고, 일본활동사진의 특약점이라는 사실이 유용한 정보로 

명시되어 있을 따름이다. 기존 논의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데에 목적

을 둔만큼 새로운 사실 발굴보다는 기존 정보의 취합에 치중한 결과이

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선행 연구와 정보 취합을 통해, 상생관에 대한 1차 자료 

집적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리고 이러한 1차 자료 집적은 

이후의 후속 질문과 연구 역을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된다. 이것은 상생관뿐만 아니라 상생관을 통한 (타)지역 극장 관련 네

트워크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단서와 맥락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Ⅱ. 상생 의 탄생과 경 상의 변모

상생관은 1916년 10월(31일)에 개관하 다.2) 기존 극장이었던 변천

좌를 활동사진 상설관(‘활동상설’로 주로 표기)으로 전용하는 과정에

서, 우선적으로 극장 명칭이 ‘상생관’으로 개칭되었다.3) 이렇게 개관한 

상생관은 활동사진( 화) 상설관으로서 운  방안(방침)을 지향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경  목표의 변경은 이전 극장과 극명한 차이를 불러일

으켰다. 따라서 상생관이 변천좌의 후신(後身)이라는 기존의 주장은 일

정 부분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상생관과 변천좌가 지

닌 근본적인 차이를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도 여전하다고 하겠다.

2) 부산일보 1916. 10. 25. 7면.
3) 부산일보 1916. 10. 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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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극장의 차이점 중 가장 본질적인 지점은 극장의 용도에서 비롯된

다. 변천좌는 초기 일본인 거주자(조계 지역 내 거주 일본인)를 위한 극

장으로 출발하 다. 설립 당시에는 거주자 제한 원칙이 적용되어,4) 해

당 지역에 설립된 극장에는 원칙적으로 일본인의 출입만 허용되었다. 

자연히 조선 내에 거주하는―1910년 이전에는 임시 거주자의 신분으로

―일본인을 위해, 그들의 전통 공연을 재현하는 데에 역점을 둔 극장으

로 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조계 지역 내 극장들은, 조선인을 

제외한 거주 일본인을 위한 특수 목적 극장을 지향할 수밖에 없었다, 그

렇게 해서 설정된 운  목표가 ‘낭화절 상설극장’이었다. 

주지하듯 1910년대에 돌입하면 극장 경 을 둘러싼 환경이 달라지

고, 자연스럽게 조선 내 극장들은 변모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 강점 이

후 조선 내 극장은, 조차(조계) 지역 내 특수 목적 극장이 아니라, 그들

(일본)의 확장된 토 내에 설립된 합법적 극장으로 변모한다. 자연히 

1910년대 극장의 용도 역시 내발적으로 혹은 외재적으로 변화하여, 당

시의 풍조에 따라 활동사진 상설관으로 재탄생했다. 극장 이름이 변화

하는 것보다 이러한 용도의 변경이 더욱 주목되는 까닭은 이러한 변화

의 도정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극장 용도의 확대와 보편성 지향으로 해명될 수 있다. 

1900년대 부산의 극장가는 일본인들의 위한 전용 구역의 성격을 띠었

다. 하지만 경술국치 이후 일본인 전용 극장의 한계는 철폐되고 결과적

으로 새로운 관객으로서 조선인 관객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러한 상황에서 일본 관객만을 위한 낭화절 전용 극장으로 운 될 경우, 

해당 콘텐츠에 익숙하지 않은 조선인 관객을 극장 내로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 

4) 박준형, ｢日本 管租界 내 잡거문제와 공간재편 논의의 전개｣, 도시연구 12, 2014, 
1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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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연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화의 보급과 선호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10~20년대 조선인들은 화(활동사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기존의 

장르보다 급속도로 매몰되는 풍조를 보 다. 반면 일본 화에 대한 관

심은 상대적으로 무척 덜한 편이었고, 변사의 해설(외국어)로 인해 자유

로운 접근에도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관람 콘텐츠로

서의 화는 국적과 민족을 넘어서는 보편성을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변천좌는 낭화절 상설극장을 무작정 고수할 수 없

었고, 위기 극복의 방향으로 상생관으로 변모하면서 비로소 보편적인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화상설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렇듯 상생관과 변천좌는 기본적으로 차이를 내재하는 극장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극장의 소유권 이전과 함께 경 상 논리로 가시화되었

고, 결과적으로는 부산 극장가의 대표적인 화상설관 상생관이 탄생하

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1. 상생 의 치와 주변 지역 특성

상생관과 주변 극장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상생관의 지

리적 위치를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아래 지도에서 확인되듯, 상

생관은 부산부청의 남쪽, 그러니까 용두산에서 바다로 향하는 길목인 

본정 1정목(혹은 금평정)에 위치한 극장이었다. 

이곳은 본정(금평정)과 남빈정의 경계 지점이기도 했기 때문에, 주변 

일대가 상당히 번화할 뿐더러 행정 구역으로서 중요한 지역이 아닐 수 

없었다. 가히 당시 부산(행정)의 최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자연스럽게 상생관은 부산 극장가의 극장 중에서도 핵심적인 극장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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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 8년(1919년) 

상생 의 치

 

<그림 2> 1903년 평정과 변천정 일

1919년 지도를 참조한다면, 상생관은 최초에는 금평정에 위치했던 

극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세인과 언론의 인식 속에서, 상생관

의 위치는 처음부터 본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적어도 

1919년 이전에는―행정구역상의 착오나 오기(誤記)에서 연유했다기보

다는, ‘본정’이라는 상징적인 행정구역을 대표하는 극장으로서 그 이미

지가 상생관에 확고하게 부여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1903년 지도에서 부산부청 일대 그러니까 금평정과 변천정이 

속한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변천좌 시절의 극장 건물은 존립 당시에는 

‘변천정’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시간이 흘러 변청정이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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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등의 행정구역이 변모하자 그때에서야 상생관의 주소가 본정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도 전면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어느 

시점에서 금평정의 일부가 본정이 되면서, 또한 상생관의 행정 소속이 

달라졌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행정구역의 명칭 변화보다 근본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상

생관(혹은 이전의 변천좌)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 다. 그러한 위치가 

지니고 있는 의미, 즉 부산부 본정(부청 주변)이라는 중심 구역이 지닌 

상징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상생관은 부산의 정치, 사회, 지

역의 핵심에 속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비록 상권은 용두산 공원

의 서쪽(지도의 좌측)에 위치한 행정 일대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 지만, 

행정 1번지로서의 상징성과 자부심은 변함없었다고 해야 한다. 

그러한 상생관의 주변 약도는 아래와 같다. 아래 지도의 좌측 상단에

는 용두산(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정상 지점에서 우측 하단으로 산세

가 흘러내리면서, 그 경사가 완만해지는 지점(지도의 중앙부)에 부청

이 자리 잡고 있다. 부청은 산을 등지고 바다를 바라보는 위치에 건립

되었는데, 그 전면으로 몇 겹의 도로가 건물을 휘감고 있는 형상으로 

건설되었다. 

우상단으로 수직 상승하는 도로는 ‘부산역’으로 향하는 메인도로

고, 이 도로는 용두산을 감싸면서 현재의 남포동을 지나 송도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도로는 당시  전차가 운행하는 핵심 도로이기도 

했다.

이러한 주변 정황을 볼 때 본정은 부청이 있는 핵심 구역이므로, 지도

에 표기된 본정 일대의 구역은 ‘부산역’으로 이어지는 메인 도로를 끼고 

있는 상황을 특기할 수밖에 없다. 상생관은 부청 아래, 그러니까 부산역

에서 부청으로 이어진 도로가 구부러지는 곡각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

다. 이러한 상생관 도로 건너편으로는 남빈정이 펼쳐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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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 8년(1919년) 본정(1정목)과 남빈정(1정목) 일

이러한 주변 구역 현황(환경)은 상생관이 부산의 극장가에 위치한 극

장 중에서도 메인 극장으로 도약한 이유를 지리적 상징성으로 설명한

다. 현재의 부산 지도를 참조하면, 이 지역은 ‘남포동’이나 ‘자갈치 시

장’ 등으로 흔히 대표되는 구도심의 핵심에 해당한다. 이른바 과거 부산

의 중심이었으며, 오래된 극장이 밀집되어 있는 전통 구역이기도 하다. 

그것은 개항(장) 시절부터 일본인이 이 구역(일본전관거류지(日本 管

居留地))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도심(당시에는) 

조성했기 때문이다. 

이후 남빈정이 더욱 확장되어 바다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자갈치 시

장이 조성되었고, 기존 용두산 끝자락의 공간(틈새)는 대로와 건물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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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여서 결국 구시가지의 조건을 더욱 극명하게 완성할 수 있었다. 이러

한 지형 변화 속에서도 상생관은 부청으로 대변되는 행정구역의 최정점

에 편입된 극장으로, 전반적으로 ‘행정 1번지’의 성격을 고수하며 번화

가의 인구 유동성을 폭넓게 확보한 공연장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러

한 주변 환경과 극장 위상을 감안하여, 홍 철도 상생관 이전 변천좌의 

위치를 “일본 거류지 내 은행가의 중심지”에 위치한 극장이었다고 품평

한 바 있다.5)

이러한 지리적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위의 지도에서 표시되어 있는 상생관 앞 도로에

는 전차가 운행되고 있었다. 상생관 앞을 지나는 대로를 따라 전차가 운

행했는데, 부산부민들은 이러한 전차를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삼은 바 

있다.6) 특히 상생관 앞에는 전차가 교차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핵심 정

거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니 상생관의 업 현황(관객 수)은 결국 

전차 노선 조정에도 관여할 정도로 상생관의 도시(지리) 위상학적 중요

성은 컸다고 해야 할 것이다.7) 

1932년 실질적인 업을 시작하며 개관한 소화관은8) 이러한 메인 

도로의 중요성을 십분 이해한 극장이었다. 1930년대 들어서면 부산의 

극장가는 메인 도로 서쪽으로 차츰 이동하여 보래관, 태평관 등을 낳

았고, 결과적으로는 1930년대 소화관(행관 전소 이후)마저 탄생시켰

는데, 이러한 극장들은 하나 같이 메인 도로―부산역에서 출발하여 본

정을 지나(구부러져서) 행정과 남빈정을 나누며 송도 방면으로 이어

지는 부산 교통의 근간―를 끼고 건립되었고, 이 메인 도로를 중심으

로 부산의 극장가는 서쪽으로 확장되는 추세를 보 다. 

5) 홍 철, 앞의 책, 2014, 85쪽.
6) 동아일보 1934. 11. 17. 5면
7) 동아일보 1934. 11. 15. 5면.
8) 부산일보 1932. 3. 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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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상생  앞 메인 

도로 풍경9)
<그림 5> 과거의 소화  경10)

(1930년  후반 이후 정경으로 추정)

심지어는 소화관 등의 주소가 행정과 남빈정으로 나뉘는 것도 이 도

로를 둘러싼 행정구역상의 혼란에서 기인한다. 그만큼 이 도로는 부산

의 중심가를 관통하며 다양한 향을 행사하는 주요 도로 다.

결과적으로 상생관―넓은 의미에서 부산 초기 극장가의 여타 극장들

―은 관공서와 교통의 요지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해야 한다. 이로 인해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유동 인구의 증가와 광고 효과의 증대일 

것이다. 그러니까 상생관은 유동 인구를 유효 관객으로 포섭한 가능성

을 높게 견지하는 이점을 지니고 있었고, 광고 효과가 증가하여 많은 이

들의 접근 가능성을 증대하는 극장으로 남을 수 있었다. 이것은 극장주

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혜택(경쟁상의 이익)이 아닐 수 없었기에, 이후의 

많은 극장주들이 이러한 입지를 어떻게든 활용하려 했던 이유가 될 수

밖에 없었다. 

9) 동아일보 1934. 11. 17. 5면.
10) 홍 철, 앞의 책, 부산포, 2014, 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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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생 의 역사와 운 자의 면모

1) 상생 의 인수자 만생 차랑

‘낭화절 상설극장’이었던 변천좌를 인수하여 운 하는 만생봉차랑

이었다. 만생봉차랑은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업가로, 1942년 

그가 이사로 참여했던 조선상호주택(朝鮮相互住宅)(株) 본점 주소는 

‘부산부 소화통 2정목 5’이었다.11) 후쿠오카 출신 만생봉차랑은 1910

년대에 부산 거주를 결정하면서 순차적으로 극장업에 투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만생봉차랑의 극장(상생관) 운 (권)은 그의 아들로 

이어졌고, 전술한 것처럼 1930년대의 만생 가문은 (부산)중앙극장을 

인수하여 대생좌(1936~1945년)로 개편하고, 기존의 상생관과 공동으

로 운 한 바 있다.

<그림 6> 상생  경12)

11) 中村資良, (朝鮮)銀行 社組合要 , 東亞經濟時報社,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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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좌에서 개칭하여 새롭게 출범한 상생관의 모토(목표)는 화상

설관, 즉 ‘활동(사진)상설(극장)’이었다. 이러한 운  목표는 변천좌의 

개축과 인수 그리고 개칭 과정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 특히 변천

좌의 인수와 개칭 시점부터 1920년대 중반 재축(재단장) 직전까지의 제 

1 운 기(1916~1925년)에서도, 이러한 경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당시 경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세간에 널리 알려진 상생관의 외양은 다음 사진으로 대변되고 있다. 

출입구의 질서정연한 광고판이 돋보이는 이 사진은, 1920년대 중반 개

축된 상생관이 새롭게 획득한 외관으로 보인다.

홍 철은 상생관의 외관이 미학적으로 탁월하다고 상찬한 바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상생관은 ‘아름다운’ 극장이기보다는 ‘기능적인’ 극장

에 가깝다고 해야 한다. 입구의 크기와 좌편 가두 광고판, 그리고 극장 

입구 위로 내걸린 간판(선전)들이 이를 말해준다. 이러한 기능(성)에 대

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대신 이 절에서는 상생

관과 관련된 부산 극장들의 미학적 비교 지점에 주력해 보고자 한다. 

<그림 7> (좌) 정면 좌측에서 본 부산좌 

정경13)

<그림 8> (우) 정면 풍경이 부각된 보래  

정경14)

12)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검색일: 2018.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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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관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 부산의 극장들은 아름다운 건축양식

으로 일찍부터 주목받아왔다. 대표적인 극장 부산좌는 3층의 화려한 외

관과 우아한 건축 양식이 특징적이고,15) 보래관은 1층에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면서도 길모퉁이(전차가 운행하는 메인 도로)를 안정적으로 장

악한 인상이 특징적이다. 부산좌가 높이(상승감)를 부각할 수 있는 건축 

양식을 모색했다면, 보래관은 넓이(확장감과 안정감)의 측면에서 그 효

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야 

상으로 확장된 인상을 주는 보래관은 관련 인파(유동 인구)의 흡수와 관

련 광고 효과의 확대를 건축의 목적으로 상정할 수 있었고, 부산좌는 해

당 공간을 즐기고 완상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데에 일정한 건축미

를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부산의 극장들이 확보한 아름다움은, 자신들이 위치한 

지역(구역)의 특성과 경  목표에 부합하도록 극장의 외관을 다듬고 이

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한 결과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다. 그것은 동시에 부산 화가의 미적 특성과 개성을 더욱 북돋울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따라서 이러

한 외관의 차이와 다양화는 결국 그 뒤에 담겨 있는 경  전략과 운  

정책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극장의 건축미를 감안할 때, 상생관의 증축과 재개장 과정에

서 외적 아름다움이 구현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야 하다. 하지만 이것보

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극장이 지닌 기능성의 확대이다. 여기서의 기

능성은 내적 기능성으로서의 공간 활용도와 관람 편의시설도 해당되겠

지만, 외적 기능성으로서의 광고 효과와 관객 확대 효과도 포함된다고 

13) 부산일보, 2009. 6. 30. 18면.
14) 문화콘텐츠닷컴(http://www.culturecontent.com 검색일: 2018. 6.10.)
15) 김남석, ｢부산의 극장 부산좌(釜山座) 연구―1907년에서 1930년 1차 재건 시점까지｣, 
항도부산 35,  2018, 310~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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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상생관은 이웃의 여러 극장들처럼 외적 미려함에 신경을 쓰면

서도 동시에, 이러한 실질적인 효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방안도 아울러 

고안해야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축과 단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1920년  상생 과 개축 련 정황

이를 상세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1920년대 이루어진 개축 과정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상생관이 개축에 들어선 시점은 1925년으로,16) 개축

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겨냥했다. 하나는 극장의 확대를 꾀한다는 목표

고, 다른 하나는 ‘이상적 민중예술의 전당’을 구축한다는 목표 다. 

이러한 목적들은 기본적으로는 상생관의 극장 시설을 보완하고 운  철

학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이러한 개축은 새로운 형태의 상

생관을 탄생시켰다. 당시 개축된 상생관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공개되

었다. 

상생관은 외관이 매우 아름다운 극장으로 거듭났다. 일반적으로 알

려진 앞의 사진 속 상생관과의 외관이 어느 정도는 이 무렵에 완성된 것

으로 보인다. 새로 단장한 상생관은 단아한 2층 구조에 창이 늘어선 건

축물로 설계되었고, 1층 입구에는 작은 처마가 아담하게 마련되어 있었

던 극장이었다. 가장 주목되는 구조물은 이 처마로, 단순한 디자인으로 

볼 수 없는 기능성 구조 기 때문이다. 처마 위로는 상  예제를 소개할 

수 있는 광고판(을 내걸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어, 한눈에도 공연

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처

마 위 광고’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극장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16) 부산일보 1925. 9. 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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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1920년  개축된 상생  외  풍경(1925년)

1923년에 개관한 함흥극장은17) 상생관의 개축 시기와 비슷한 시기

에 건축을 단행한 경우이다. 우측 사진으로 확인되듯, 극장 입구가 넓고 

그 넓은 극장 입구에는 그 폭만큼의 처마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처마 위 공간은 인물(배우)들의 화보와 화 장면을 설명하는 포스터 등

으로 빼곡하게 들어 차 있다. 

이러한 공간과 처마의 구조, 그리고 그 위에 내걸린 현수막을 비롯한 

화보와 사진의 광고 시안은 당시 극장이 수행해야 했던 중요한 직능을 

시사한다. 극장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여 관객들의 방문을 유도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상연 예제를 소개하고 관련 인물을 소개하

여 관극 욕구를 자극해야 했다. 

17) 동아일보 1925. 1. 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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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좌) 상생  입구와 

처마 상단 고

<그림 11> (우) 함흥 동명극장의 출입구 

상단 고18)

결국 1920년대 이러한 광고 효과를 자각한 극장들은 증개축 시에 이

를 반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주력하게 된다. 그 결과 두 극

장은 모두 광고에 상당한 비중을 둘 수 있는 시설물과 극장 구조를 획득

하게 된다. 이러한 두 극장의 광고판(시설) 비교는 흥미로운 결과를 가

져온다. 

가령 1910년대 건설된 표관은 글자 위주의 광고를 시행하여 입구 위

의 광고판을 중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광고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극장 여건을 갖추고 있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봉래좌 역시 

출입구 위 공간은 광고 역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대신 입구 옆에 입간

판을 별도로 비치하여 상연 예제를 적어 놓은 것으로 광고 효과를 대체

했다. 표관과 봉래좌가 1910년대 건립 운 되었던 극장이었다는 점에

서, 두 극장은 극장 광고의 중요성을 비중 있게 반 한 극장이라고는 평

가하기 힘들 것이다. 

18) 조선일보 1929. 4. 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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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1910년  설립된 표  

입구 고( )

<그림 13> 1914년에 건립된 통  래좌 

고( )19)

반면 1920년대 중반에 건축(개축)된 상생관이나 동명극장은 상연 예

제의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흔적이 

있다. 물론 극장 건축 디자인부터 이러한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

며, 극장 입구에 잠재 관객의 시선이 집중되는 점에 착안하여 해당 공간

을 세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910년대 광고에서 글자가 핵심 전달 수단이었다면, 1920년대 상연 예

제 광고에서는 인물 사진(이미지)이 주안점을 이루고 있다는 차이를 능

동적으로 반 하 다. 

이러한 광고 관련 정황은 아래의 부산좌 광고(판)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상생관을 그저 미관만 아름다운 극장으로 보는 시각

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광고( 역)의 기능은 비슷한 시기에 활

동했던 부산좌나 보래관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다(단, 아래의 사진은 1910년대 부산좌와 보래관의 광고 현황과 관련

이 깊다).

19) 경남도민일보 2015. 6.23., ‘일제 침탈에 다시 눈 뜬 300년 항왜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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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1915년 8월 부산좌 1층 입구 

주변 경20)
<그림 15> 1916년 보래  경

1915년 시점의 부산좌 역시 입구 한 쪽 구석에 광고판을 별도로 설치

하는 방식으로 극장의 상연 예제를 소개하고 있다. 1916년 보래관의 광

고(판) 풍경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상연 예제를 쓴 깃발(일명 ‘노보리’)과 

입간판이 모두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극장 출입구 위의 작은 간판

도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배치를 통해, 부산좌나 보래관으로 대표되는 부산의 대표적

인 극장들이 광고(그것도 효율적인 방식 제고) 효과와 그 파급력을 크게 

증강시키기 위해 상당히 고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비교를 통해 1920년대 극장이 상연 예제의 광고와 관객

의 기호 합에 상당한 공력을 들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더욱더 상생관의 개축을 단지 공간의 확장이라는 단순한 공사 개념으로 

일축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상생관 입구에 도열한 깃발과 군중을 별도

로 집중하여 살펴 볼 필요도 있다. 

20) 부산일보 1915. 8. 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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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 갑시다”
“무슨 구경이 낫오?”
“광고가 바루 굉장합디다 그려 朝鮮新派

劇元朝란 ‘노보리’가 단성사 앞에 즉 늘어

서고 바루 ‘마에게이끼’(前景氣)가 그럴 

듯합니다”
“임성구?”
물로 그(조일제:인용자)와 나(윤백남:인용

자)나 일찍이 듣지 못했던 이름이다.
“신파원조 임성구라고 뚜렷이 ‘소메누끼’
를 하여있던데”21)

<그림 16> 상생  입구 늘어선 

고 깃발(노보리)

<자료 1> 상연 작품 고 에 

한 윤백남의 증언22)

일제 강점기를 통해, 극장(상연) 광고에는 깃발과 악기가 중요한 선

전 도구로 사용되었다. 위 좌측 사진에 나타나는 깃발은 일제 강점기 광

고대에서 흔히 사용하는 ‘노보리(幟)’에 해당하는데, 이 노보리는 ‘폭이 

좁은 깃발’을 의미하며, 흔히 광고대가 들고 ‘마찌마와리’를 할 때 사용

되는 도구를 가리켰다.23) ‘마찌마와리’는 ‘거리’를 뜻하는 정(町, 마찌)

이라는 단어와 ‘돈다’는 뜻의 회(廻, 마와리)라는 단어가 결합하여, 거리

를 돌며 선전을 하는 풍경(당시 광고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 

바 있다. 관객이 될 대중들은 극단이나 극장이 실시하는 마찌마와리를 

구경하면 그 도구로서의 노보리를 읽고 상연 작품 제목과 관련 내용(줄

거리와 관람 포인트 혹은 출연 배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위 좌측 상생관의 입구에서는 이러한 노보리의 도열이 확인되고 있

으며, 마찌마와리를 끝낸 광고대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21) 윤백남, ｢조선연극운동의 20년전을 回顧하며｣, 극예술,  1934.
22) 윤백남, 위의 글.
23) 박진, 세세연년, 세손, 1991, 3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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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재개  단장한 상생 의 변화와 특징24)

이번에는 개관 당시의 상황을 요약한 기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앞에서 말한 건축 외관의 심미적 단장이나 광고 효과의 극대화 방안을 

차치하고도, 극장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잇다. 편의상 1925년 11월 이후를 ‘제 2 운 기’(1925년 개축 이후)로 

지칭할 수 있는데, 제 2 운 기의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개축 단장한 상생관도 ‘활동사진 상설관’의 기조를 견지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상생관(운 )과 그 맥을 함께 하고 있다. 앞에서 살핀 

대로 상생관의 외부 구조는 화 광고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24) 부산일보 1925. 9. 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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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을 심화하려는 의도 역시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경  변화는 없었다는 의미

와도 상통한다. 

당시 상생관은 ‘민중오락의 전당’이라는 모토를 내세우고 있었다. 이

러한 모토는 행관이나 부산좌 등의 이웃 경쟁 극장보다 더 우월한 지위

와 흥행 상의 이익을 겨냥하고 있다. 즉 더욱 경쟁이 치열해진 부산의 

극장가에서도 더 높은 관객 점유율과 극장 인지도 그리고 흥행에 관한 

향력을 도모한 결과라고 하겠다. 

개관하는 상생관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지 않은 변화를 동

반하고 있었다. 관객 수용 규모가 증대되었고, 음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이 확충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각종 편의시설도 

세부적으로 보완되었다. 전반적으로 혁신적인 시설 완비를 목표로 삼았

으며, 상연 레퍼토리 역시 보강하려는 노력도 함께 추구하 다. 이러한 

변화는 극장이 더욱 관객들의 욕구를 증폭시켜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후에도 상생관은 부산의 극장가에서 경쟁 생존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을 시행했고, 크고 작은 변화를 모색했다. 크고 작은 변화 중에서 

두드러지게 상생관 경 의 변화가 대두되는 시점이 1933년 무렵이다. 

이 시기 상생관은 상생관이라는 이름으로 경 된 이후, 가장 심각한 일

탈을 감행한다. 그것은 무대극, 무용, 위안회 등을 시행하고 낭화절(낭

곡)을 직접 공연하는 변화를 가미하는 결과로 확인된다.25) 그렇다고 상

생관이 화상설관으로서의 기존 입지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이전에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던 무대극과 각종 행사를 수용한 전환 

25) 1925년 재개관 이전에 상생관에서 ‘위안대회’류의 행사가 진행된 흔적이 간헐적으로 

남아 있다. 다만 이 행사는 예외적이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조선인 행사

던 것으로 파악된다(시대일보 1925. 7. 6. 3면. 시대일보 1925. 8. 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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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이채롭다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변화는 늘어나는 극장

에도 불구하고 극장 콘텐츠의 보급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자구책과 

보완책으로 강구된 변화라고 판단된다. 

3) 1930년  상생 의 내/외

1930년대 상생관의 외관과 내부 구조에 대해 살펴보자. 상생관의 내

부를 엿볼 수 있는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다음의 사진은 중

요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다음의 사진은 상생관이 무대 공연에 적합

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그림 17> 상생 의 내부 경(1932년)26)

26) 부산일보 1933. 11. 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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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연 사진은 예외적으로 상생관에서 무대 공연을 실시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한 사진이다. 이 사진이 포착한 광경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상생관의 무대 심도는 매우 얕아서 거의 한 사람이 들어설 자리만 허용

되는 협소한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다. 

더구나 하수 방향 악사들이 자리를 잡고 앉자 무대 위로는 별다른 공

간이 남지 않는다. 즉 연기를 하는 여배우는 악사들 앞으로―무대 전면

이자 객석 방향으로―전진하는 동선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

로 비좁은 공간만 허용 받고 있다. 

상수 방향에 도열한 배우들(일종의 코러스로 여겨짐)도 동일한 상황

이다. 상수 방향 배우들은 서 있는 역할이었는데, 자신들의 공간마저 제

대로 확보하기 힘들 정도로 여유 공간이 없는 형편이다. 전반적인 상황

이 이렇다 보니, 여배우는 무대 중앙의 좁은 면적만을 바탕으로 연기를 

시행해야 했다. 무대를 좌우로 사용하는 움직임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

에 없으며, 상하(깊이) 동선 역시 제한적으로만 구상될 수 있었다. 이러

한 공간상의 문제는 상생관이 화 상 관으로 오랫동안 기능할 수밖에 

없었고, 무대 공연장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던 이유를 물리적으로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상생관은 무대 공연(대표적으로 연극)에는 

적합하지 않은 요건을 오래전부터 갖추고 있었다. 더구나 화관으로

서의 극장 시설마저 만족할 만한 것도 아니었다. 1937년 8월에는 극장 

시설(천정 구조물) 파손으로 인해, 관람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

하기도 했다.27) 천정에서 떨어진 구조물로 인한 이 사고는, 극장 시설

이 오래되어 낙후되었기 때문으로 진단되었다. 사실 1937년부터 3월

부터 상생관을 비롯하여 보래관 등이 재건축(신축) 논의가 활기차게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28) 실제로는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

27) 동아일보 1937. 8. 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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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25년 재건축한 후로 12년 동안 대대적인 수선이 부족했기 때문

으로 풀이된다.

3. 상생 의 공연 제

상생관은 기본적으로 활동사진, 즉 화 상설관으로 운 되었다. 

화상설관을 표방한 극장답게 상연 작품의 선정과 교환(주기)에 민감하

다.29) 여기서는 상생관에서 사 된 화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

보기로 한다. 

우선, 상생관의 제 1 운 기에 상 된 화로는 <전화>(1916년 12

월),30) <증아>(1916년 12월),31) <시비리-시욘[シビリーシヨン]>(2017

년 7월),32) <평화인가 전쟁인가>(2017년 7월),33) <2인 탐정>(2017년 

12월),34) <나라의 빛>(2018년 1월),35) <여걸>(2018년 2월),36) <국적

(國敵)>･<여기질(女氣質)>･<은밀(隱密)>(2018년 10월),37) <전지옥[お

傳地獄]>(1925년 5월),38) <촉루선(髑髏船)>(1925년 9월)39)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 <전지옥[お傳地獄]>의 내용은 경개와 함께 사진이 공개된 

경우이다.

28) 부산일보 1937. 3. 19. 3면. 부산일보 1937. 3. 27. 3면.
29) 부산일보 1917. 11. 3. 4면.
30) 부산일보 1916. 12. 9. 5면.
31) 부산일보 1916. 12. 19. 5면.
32) 부산일보 1917. 7. 4. 4면.
33) 부산일보 1917. 7. 7. 4면.
34) 부산일보 1917. 12. 9. 4면.
35) 부산일보 1918. 1. 17. 4면.
36) 부산일보 1918. 2. 2. 4면.
37) 부산일보 1918. 10. 12. 2면.
38) 부산일보 1925. 5. 18. 7면.
39) 부산일보 1925. 9. 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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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 1 운 기에 상생관에서 공

연된 대표적인 작품으로 가정비극 

<유혹(誘惑)>41)을 들 수 있다. 전반

적으로 화의 상 이 압도적으로 높

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러

한 화 독점 상 은 부산 극장가의 

적지 않은 극장 중에서도 개성과 독

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  전략으로 

판단된다. 상생관은 다른 극장과 달

리 화만을 집중 상 함으로써, 당

시 부산의 극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

한 세 개의 화 상설관 중 하나에 속

할 자격을 갖추었다. 

제 2~3 운 기에도 이러한 경  

기조는 대체로 유지된다. 1925년 개

관 직후부터 상생관은 화 상 에 

매진했다.42) 이 시기 상생관에서 상 된 대표적 화로, <히에로[ビヱ

ロ]>(1926년 10월),43) <삼리중합(三理沖合)(1926년 10월),44) <치아

(稚兒)의 검법(劍法)>(1927년 4월),45) <연모야차(戀慕夜叉>(1927년 

12월),46) <상륙 제1보>(1932년 6월)47), <충신장>(1933년 2월),48) <승

40) 부산일보 1925. 5. 18. 7면.
41) 부산일보 1917. 7. 12. 4면.
42) 부산일보 1925. 11. 19. 7면.  부산일보 1926. 10. 13. 7면.
43) 부산일보 1926. 10. 14. 7면.
44) 부산일보 1926. 10. 21. 11면.
45) 부산일보 1927. 4. 21. 7면. 
46) 부산일보 1927. 12. 13. 4면.
47) 부산일보 1932. 6. 29. 2면.
48) 부산일보 1933. 2. 14. 2면.

<그림 18> 신문에 소개된 

화 련 사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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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선장(船場)의 폭군>(1934년 10월),49) <어머니의 사랑> (1935

년 3월),50) <여자의 마음>(1935년 7월),51) <거문고와 좌조>(1935년 

7월),52) <기적의 처녀>(1936년 3월),53) <초자출세가도(初姿出世街

道)>(1936년 6월),54) <인처춘(人妻椿)>(1936년 12월),55) <사랑의 탄

환>(1936년 12월),56) <황성의 달>･<송평장칠랑(松平長七郞)>(1937년 

3월),57) <최후의 백만장자>･<봄의 여성>(1937년 3월),58) <명월신전제

(明月神田祭)>(1939년 6월),59) <일본의 부인>(1939년 8월),60) <정원

(情怨)>(1940년 2월),61) <봄의 선풍>(1930년 2월),62) <눈물의 책임> 

(1940년 3월),63) <꽃은 거짓을 하지 않아>(1941년 5월),64) <원기로서 

행하자>(1941년 5월)65)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 몇몇 작품은 부산일보를 통해 내용과 장면에 대한 소개

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해당 작품 중 대표적인 작품만 옮겨오도록 하

겠다.  

49) 부산일보 1934. 10. 6. 11면.
50) 부산일보 1935. 3. 26. 7면.
51) 부산일보 1935. 7. 3. 3면.
52) 부산일보 1935. 7. 18. 3면. 부산일보 1935. 7. 20. 3면.
53) 부산일보 1936. 3. 25. 2면.
54) 부산일보 1936. 6. 5. 3면.
55) 부산일보 1936. 12. 2. 2면.
56) 부산일보 1936. 12. 10. 2면
57) 부산일보 1937. 3. 16. 3면.
58) 부산일보 1937. 3. 24. 9면.
59) 부산일보 1939. 6. 5. 2면.
60) 부산일보 1939. 8. 29. 3면.
61) 부산일보 1940. 2. 17. 2면.
62) 부산일보 1940. 2. 25. 2면.  부산일보 1940. 2. 26. 2면.
63) 부산일보 1940. 3. 19. 2면.
64) 부산일보 1941. 5. 17. 3면.
65) 부산일보 1941. 5. 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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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상생관 상  명화 

<히에로[ビヱロ]>

 
1927년 상  

<치아(稚兒)의 검법(劍法)>

<그림 19> 1920년  상  화

1930년대 혹은 1940년대에도 특별한 화들에 대한 광고 겸 선전이 

일부 남아 있다. 이중에서 1930년대 선전된 화에 대한 기록을 먼저 모

아보자.

1935년 상생관 상  <어머니의 사랑>

 

1936년 상생관 상  <인처춘(人妻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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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상생관 상  <황성의 달>

 

1939년 상생관 상  <일본의 부인>

<그림 20> 1930년  상생  상  화

스틸 컷 속의 일본 여인들은 전통적인 일본 복색이나 머리 스타일을 

갖춘 경우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일본적인 성향을 강조하는 스틸 컷이 

전면에 내세워졌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1940년대에 들어서면 이러

한 스틸 것에 나타나는 인상이 달라진다.

다음으로 1940년대 화에 대해 살펴보자.

1940년 상생관 상  

<눈물의 책임>

 
1941년 상생관 상  

<꽃은 거짓을 하지 않아>

<그림 21> 1940년  상생  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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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상생관 상  화 중 남아 있는 스틸 컷(혹은 광고용 사진)

에서는 다수의 인물이 등장하는 점이 특색이고, 여성들의 머리와 복색

이 현대적(서구적)이라는 점도 차이로 드러나고 있다. 화 작품의 구체

적인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러한 1930년대와 1940년대의 차

이는 문화적/환경적 차이를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서구

화가 일본 화와 함께 상 되던 1930년대와 달리, 1940년대에는 서구

화에 대한 금수 조치가 강해지고 상  불가 방침이 확대되었다. 그 결

과 조선 민중들도 평소에 관람하기를 꺼리던 일본 화를 보아야 하는 

상황에 불가피하게 처하곤 하는데, 관련 화들의 선전 광고 스틸 컷이 

서구식 복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은 이와 관련하여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해야 한다. 

상생관의 입장에서 보면, 화 상 이 지니는 고유한 일본 이미지를 

과감하게 벗어나서 보다 보편적인(국제적인) 관람 조건을 조성하는 데

에 일조하고자 한다는 의도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상생관은 일본인 극

장에서 점차 다른 종족과 민족의 극장으로 거듭나는 변화를 수용하고자 

했다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문화 환경으로 볼 때, 이러한 상생관의 광고 효과는 부산 지역민들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부산 지역민들

은 부산의 화가(映畵街) 소식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보도하는 부산일보사 역시 이를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부산일보는 지면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극장가의 소식

을 일상적이고 주요한 기사(소식)로 다루었다. 그중에서 행관이나 보

래관 혹은 상생관에 대한 관심은 매우 컸으며, 소화관이나 대생좌 내

지는 부산극장에 대한 관심도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증가하기 시작

했다. 

이러한 기사화 과정에서, 신문 단신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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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사를 집중하여 독자(잠재 관객)

이 관련 정보를 수월하고 종합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한 측면도 발

견된다. 넓은 의미에서 선전 광고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언

론과 화계는 상호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부산 화계에서 

내로라하는 실력자인 만생 가분의 상생관은 그 중심에 있었던 극장이었

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4. 상생 의 인력과 운  방식

1) 변사의 운 과 그 면면

상생관에는 일본인 변사가 기용되어 있었다. 상생관의 변사로 일본

인 ‘서촌’66)을 꼽을 수 있다. 더구나 상생관에는 여변사67) 내지는 여

형변사(女形辯士)도68) 존재했다. 무성 화를 해설하는 변사가 초기 

극장에는 필수적이었는데, 상생관은 차별적인 형태의 변사를 기용한 

것이다.

더구나 상생관은 조선인 변사를 특별히 기용하기도 했다. 위의 우측 

자료를 통해, 서상호가 상생관에 초빙되어 조선어로 화 해석을 시행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69) 일본인 극장이었지만, 조선인 관객을 

위한 화 관람 서비스를 시행에 적극적이었던 사례로 꼽힐 수 있겠다. 

이밖에도 상생관에서는 1920년대에 이미 악수( 手), 즉 악사를 두어 

극장의 분위기를 조절한 바 있다.70) 

66) 부산일보 1918. 9. 13. 2면.
67) 부산일보 1918. 9. 13. 2면.
68) 부산일보 1917. 2. 5. 3면.
69) 부산일보 1917. 9. 30. 6면.
70) 매일신보 1921. 4. 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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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작 화의 경쟁  유치와 ‘송죽 직계’ 화 으로 부상

제 2 운 기에 접어들면서, 상생관은 초특작 화의 사(수용) 비중

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1927년 연말 흥행에서 이러한 징후는 강하게 드

러나고 있다.71) 이러한 현상은 화 관람과 관련된 일련의 변화를 가하

려는 극장 측의 움직임(경 상의 동향)과도 부합되고 있다.72) 그리고 

상생관은 이러한 변화를 발판으로 연일 매진을 기록하는 등 관객 성장

세를 보인다.73)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생관은 송죽(쇼치쿠) 화사(배급망)로부

터 화를 공급받는 비중을 더욱 확대했다.74) 이러한 현상은 1930년대 

초반 계속 이어졌으며,75) 1940년대까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상생관은 ‘송죽 화 봉절관’으로 호칭되기도 했다.76) 

송죽(松竹) 즉 쇼치쿠 계열의 극장으로 상생관이 자리 잡았던 이유는 

당시 부산의 극장 판도와 관련이 깊다. 우선 경쟁 극장이었던 보래관은 

일활(日活, 니카츠) 계열의 극장으로 운 되었고(작품 공급), 1931년 12

월에 개관하여 역시 유력한 경쟁 극장으로 부상한 소화관은 동보(東宝

株式会社) 계열의 극장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비록 소화관은 1920년대에 등장하는 극장은 아니었지만, 장래에 세 

극장이 부산 극장가에서 수위를 다투는 관객 동원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 할 때, 상생관 역시 화 콘텐츠의 공급을 위해서 특정 계열의 배급

사( 화회사)와 긴밀한 협약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 사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71) 부산일보 1927. 12. 15. 4면.
72) 부산일보 1927. 12. 11. 4면.
73) 부산일보 1927. 12. 17. 4면.
74) 부산일보 1930. 7. 4. 4면.
75) 부산일보 1933. 2. 14. 2면.
76) 부산일보 1933. 10. 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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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충신장>

당시 상생관은 ‘송죽 직계(松竹 直系)’ 극장으로 선전되었고, 물론 대

중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공인되고 있었다.77) 위의 작품 관련 기사는 

1930년대 상생관과 보래관 그리고 소화관의 경쟁이 가속화되던 시점에

서 상생관이 송죽의 대표작을 상 하고 해당 화사로부터 작품 배급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자 홍보에 해당한다. 

정리하면, 이러한 움직임과 변화 징후는 가중되는 극장 간 경쟁과 생

존 위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부산의 화가는 그 규모가 커지

고 있었고 그에 따라 해당 극장 수 역시 증가하 다. 반면 관객 계층은 

종족별/성별/계층별/지적 수준별로 복합적으로 분류될 수 있었고, 일본

인 관객뿐만 아니라 조선인 관객을 위한 경 상의 변모도 더욱 필요해

졌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곧 부산 화가 내에서 상생관의 향력과 인

지도 그리고 흥행력을 제고해야 하는 이유로 작용했다. 상생관은 송죽 

직계 극장으로서의 향력을 확보하고 이러한 경쟁과 생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부산 극장(들) 내에서도 높은 인지

77) 부산일보 1933. 11. 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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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견지하고자 했으며, 결과적으로는 흥행력 제고를 위한 내실을 갖

추고자 했다. 

3) 상생  상  화의 선  경

1920~30년대 상생관은 부산일보의 기사(단신)을 통해, 자신들의 

상연 프로그램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해왔다.78) 부산일보의 2~3면 

하단에는 ‘상생관’을 비롯하여 ‘행관’이나 ‘보래관’ 혹은 ‘소화관’ 관련 

기사들과 어울려 이른바 부산 화가(映畵街) 관련 소식란을 은연중에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례화된 기사 처리는 신문 하단의 특정 구역

을 일정 부분 점유하여 상당한 광고 효과를 창출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79) 게다가 특별한 화는 그 개요를 상세하게 게재하고,80) 

관련 사진(일종의 컷)까지 수록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광고 선전을 대

행하기도 했다.81)

한편, 1920년대 발굴된 상생관 개장 사진(극장 전면)을 통해서는, 극

장 전면(출입구 광고판)을 통해 상당한 광고 효과를 겨냥했다는 물증도 

찾을 수 있었다.82) 더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변천좌 시절 ‘길전운우

위문(吉田雲右衛門) 방문’ 사례에서는 가두 행진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

을 선전 광고했다는 간접적인 근거도 이끌어낼 수 있다. 더구나 극장

(주) 측에서는 이러한 길거리 선전 내용을 다시 신문에 게재하여(기사

화하여). 이중 광고 효과를 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83)

78) 부산일보의 5면 8~10단에 주로 상생관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79) 변천좌 시절부터 보림관과는 광고 혹은 단신 상의 일정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부산일보 1915. 5. 30. 5면).
80) 예나 지금이나 특정 작품의 광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해당 작품의 줄거리(개요)를 소

개하는 관습은 여전히 효과적인 것으로 공인되고 있다. 
81) 예를 들어, 변천좌 시절 기사가 그러한 역할을 했다. 
82) 부산일보 1925. 11. 15. 7면.
83) 부산일보 1915. 7. 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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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광고 선전 효과는 통신 수단이 미흡했던 시절에 극장의 프로

그램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더 많은 관객을 확보하기 위한 절박한 수단 

가운데 하나 다. 이와 관련하여 상생관이 수행했던 특화된 선전 광경

이 있어 주목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3>( )/<자료 4>(아래) 1930년  상생 의 

화 선  장면과 련 기사

위의 기사에서 주목되는 사항은 사진 중앙에 놓여 있는 상생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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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이다. 이 광고는 <하레야까[はれやか]> 상 에 관객(대중)을 초

대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특히 집중해서 보아야 할 점은 당시 상생관

(측)이 작품 선전(상  광고)을 위해 실제로 극장 바깥으로 나가 활동

(옥외 광고)을 벌 다는 점이다. 

광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은 사실 면밀하게 알려진 바 없다. 다만 

당시에 게재된 다음 같은 기사를 통해, 일제 강점기와 그 이후 한 동안 

극장 측이 가두 행진, 일종의 ‘마찌마와리’의 형태로84) 광고를 주도했

다는 사실은 확인될 수 있다.85)

초저녁 남성사 앞이다. 극장 정면에는 가로 된 커다란 틀의 간판이 붙

었는데, 바탕은 백로지에 굵은 모필로 ‘혁신단 창립 동행’이라 썼고, 문턱

에는 그 날 상연할 예제(藝題)를 백로지 작은 간판에 다음과 같이 씌어 있

었다. 

광고

혁신단 일행                          來演

藝題  <불효천벌>  七幕

밤―八時開演

그리고 좁은 골목 안에는 기름한 ‘혁신단 일행’이란 깃발이 날렸고, 손

님을 부르는 날라리 소리가 큰 행길 밖으로 새어나갔다. 당시는 호적(胡

笛)을 통칭 ‘날라리’라 불렀다.

<자료 4> 1910년  극단 신단 공연 시 고 행렬86)

84) 박진, 앞의 책,  1991, 32～34쪽.
85) 일제 강점기 극단(극장)의 광고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책에서 관련 사항을 기본적으

로 참조했다(김남석, 기억된 미래, 보고사, 2006).
86) 안종화, 신극사 이야기, 진문관, 1955, 9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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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1930년  신문에 게재된 

일반  가두선  행렬이 모습

혁신단 시절부터 광고 선전은 극단이나 극장의 주요 관심사 다. 위 

좌측 구절은 안종화가 증언하는 가두선전에 관한 증언(회고) 내용이고, 

우측은 이와 유사한 광경을 담은 신문 기사(사진)이다. 비록 우측 가두

선전은 상업극단이나 극장의 선전 행렬은 아니지만, 안종화가 말하는 

광고 행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87)

극장(홍보)와 관련하여 두 상황을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결합했을 뿐

이지, 내용상의 관련성이 전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1910년대 광고 방

식이 여전히 1930년대에도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는 

될 수 있다. 

다시 상생관의 상황을 돌아가 보자. 상생관의 마찌마와리의 실체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전술한 대로 1925년 개

관 당시의 노보리의 행렬이나 1935년 <하레야까[はれやか]> 애용자 초

대 이벤트 등에서 이러한 선전/광고/홍보 효과를 노리는 상생관의 홍보 

전략은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자료는 과거 부산 극장의 숨겨진 면모를 

87) 안종화, 앞의 책, 1955, 127～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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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는 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조선 지역 극장의 중요한 특징을 

드러내는 역할도 겸할 것으로 여겨진다. 

극장의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단기간 내에서 해당 지역의 유료 관객

에게 호소력을 지닌 광고로 전달되어야 한다. 극장을 이용한 광고, 입간

판과 출입문 처마 광고, 옥외 광고판 설치, 신문 광고(기사의 광고화)까

지 이러한 효과는 상생관에서도 두루 확인된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뿐

만 아니라 현재 극장 측의 고민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들-상생관 경

자들의 모색은 주목된다. 아울러 조선의 지역 극장들이 처했던 문제적 

지점에 대한 간접적인 암시를 전해주기도 한다. 

Ⅲ. 결론 : 상생 의 시기별 경  방식과 

그 특징  면모

18세기 후반 일본에 조차되어 부산에 조성된 일본전관거류지(日本

管居留地)에는 일찍부터 일본(인) 극장이 들어섰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밝혀진 최초의 건립 시점은 1903년(행좌)이지만, 그 이전부터 일

본 거류민을 위한 극장(가)이 마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변천좌

는 1910년대에 건립된 극장으로, 그 당시에는 일본전관거류지가 아닌 

식민지 조선에 건립된 경우이다. 

1912년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변천좌는 낭화절 활동상설(극장)

으로 운 되다가, 1916년 활동(사진)상설(극장)으로 개조되는 과정에서 

만생봉차랑에 의해 인수되어 상생관(相生舘)이라는 극장으로 변모하

다. 당시 정황으로 볼 때, 만생봉차랑은 낭화절 활동상설로서는 확대일

로에 있었던 부산 극장가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경

상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상생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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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전용관으로 운 하겠다는 경  방침을 확립할 수 있었다. 이렇게 

탄생한 상생관은 부산 화가에서도 손꼽히는 주요 극장으로 부상하면

서, 새로운 경 자인 만생봉차랑을 부산 극장계의 유력 인사로 등장시

켰다. 

1910~1920년대 상생관은 보래관이나 행관과 함께, 그리고 1930년대 

이후에는 보래관이나 소화관과 함께 부산 극장가를 대표하는 3대 극장

으로 흔히 인지되었다. 그 일례로 1939년 극장 관객 수 통계에서 소화관

은 4만 3000명, 상생관이 2만 8000명을 기록했고, 1940년 극장 관객 수 

통계에서는 보래관이 4만 명, 소화관이 3만 3000명, 그리고 상생관이 2

만 6000명을 기록하 다. 이러한 수치(들)는 세 극장이 선두 경쟁을 펼

치면서 부산 극장가의 관객을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점유하 으며, 가

히 독점했다시피 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상생관이 선전할 수 있었던 요인은 여러 가지로 판단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찍부터 화 개봉관(송죽 계열)으로 대중들의 인

식에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작품 공급(송죽 계열)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20~30년대 조선 지역 극장들이 화 상 뿐만 아니라 연극, 무용, 

음악, 강연, 만담, 집회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극장의 기능을 활용했

던 것에 비해, 상생관은 비교적 화 상 과 콘텐츠 공급에 집중한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분명하게 밝혀야 할 점

은 상생관 역시 다목적 극장으로의 활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

다는 사실이다).

그 밖의 요인으로는 극장 외관의 화려함, 일정한 시기마다 진행된 증

개축(리모델링) 사업, 다양한 광고/홍보 방식의 활용, 부산일보를 비

롯한 언론의 협조 등이며, 훗날에는 부산중앙극장을 인수하여 공동 경

 방식을 도입한 점도 이러한 요인으로 꼽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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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관의 운 상 특징을 세분하여 살피기 위해서는, 운  시기별 고

찰이 필요하다. 본론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서 그 의미

에 대해 살펴보겠다. 전술한 대로, 상생관의 운  시기는 크게 세 시기

로 대분된다. 상생관 창립부터 1945년 해방 이전 시점만을 정리하면, 

1916년부터 개축이 단행된 1925년까지를 제 1 운 기, 재개장한 1925

년부터 만생봉차랑 가문이 부산중앙극장을 인수한 1935년까지를 제 2 

운 기, 그리고 1935년부터 대생좌(부산중앙극장의 개칭 극장)를 함께 

운 하여 1945년에 이르는 제 3 운 기가 그것이다. 이러한 ‘세 운  시

기’에, 변천좌 시절의 ‘이전 운 기’를 덧붙이면, 총 네 운  시기를 구

획할 수 있다(이전 운 기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ⅰ) 이전 운 기 : 1912~1916년 변천좌 시절 낭화절 상설관으로 운

되었던 시기

ⅱ) 제 1 운 기 : 1916년 상생관 인수에서 1925년 재개장 직전 활동

상설관 시기

ⅲ) 제 2 운 기 : 1925년 재개장에서 1935년 (부산) 중앙극장 인수 

직전까지 시기

ⅳ) 제 3 운 기 : 1935년 대생좌를 인수하여 상생관과 함께 (공동) 경

하던 시기

‘이전 운 기’는 엄밀한 의미에서 변천좌 시절에 해당하므로 상생관

과는 별개의 운 기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상생관 탄생의 전사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상생관의 경  역사(적 전개)와 아예 무관하다고도 할 

수 없다. 이 시기는 낭화절 중심(극장 공연) 중심의 일본 작품들이 주로 

공연되면서 일본인 관객을 위주로 운 되던 시기 다.

반면, 상생관으로 변모한 첫 번째 시기인 ‘제 1 운 기’는 무성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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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의 필름(활동사진)을 상 하던 ‘활동상설’극장으로 변모하 다. 기

본적으로 상생관은 일본전관거류지에 형성된 부산 극장가에,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 자리 잡은 극장이었다. 지금까지 변천좌가 1910년 이

전에 건립되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생관은 애초

부터 일본인 관객뿐만 아니라 조선인 관객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

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극장들도 동일했다.

상생관은 이러한 부산 극장가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고, 이를 적극

적으로 타개하려는 경  방식을 선택했다. 이 시기 상생관이 내보인 두

드러진 경 상의 특징은, 일본 관객뿐만 아니라 조선인 관객을 위한 정

책도 병행했다는 점이다. 상생관에는 일본인 변사뿐만 아니라 조선인 

변사도 기용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여변사도 활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사들의 활동상은 일본인 위주의 관극장에 얽매이지 않고, 관객층을 

확대하여 남성과 여성 그리고 조선인 관객을 염두에 둔 극장으로의 변

화를 시도했다는 증거에 해당한다. 

상생관의 주요한 장점 중 하나는 본정에 위치했다는 점이다. 실제 행

정구역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언론이나 일반인의 기억 

속에는 본정에 위치한 대표적인 극장으로 상생관을 꼽고 있다(현재 부

산 중구). 이른바 가장 번화한 거리에 자리 잡은 대표적인 극장이었고, 

또 그렇게 알려진 극장이었다. 본정(변천정과 금평정 포함)은 일본인 거

주 지역의 핵심 거리 고, 전차가 주 통행로로 운행하는 번화가 다. 도

로는 넓어 신속하게 이동하기에 편리했다. 당연히 유동 인구도 많았다. 

근처의 부청은 이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이기도 했다. 이

러한 지리적 이점은 상생관이 지닌 상징성과 광고성을 극대화하는 효과

를 자연스럽게 안겨주었다. 

제 2 운 기에도 상생관이 활동사진 위주의 화 관람 극장으로 운

된 점은 동일하다. 하지만 상생관은 1925년 재개관 시점부터 다소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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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운  방식을 선보 다. 일단 제 2 운 기 상생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송죽(쇼치쿠) 화 체인에 귀속된 점이다. 상생관은 송죽 화 

체인망에 속한다는 점을 계속적으로 부각하여 ‘송죽 직계’ 상생관으로 

대변되곤 했다.

실제 상  레퍼토리를 보면, 송죽 체인에서 배급한 작품이 초특작으

로 포장되어 상생관 예제로 수용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성향은 제 3 운 기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송죽 배

급(망)은 상생관의 장기 경 상의 특징으로 분류해도 무방하다. 보래관

이나 행관 혹은 소화관 등과 함께 관객 확보 경쟁에 나서지 않을 입장에

서는 안정적인 작품 공급은 여러 모로 유리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

었다. 부산 극장가에서 상생관은 ‘활동상설’ 극장에서 ‘송죽 직계’ 극장

으로 더욱 특화된 셈이다. 

1825년 개장 시점과 1930년대 일부 자료들을 보면, 상생관은 옥외 광

고 즉 ‘가두 광고(마짜마와리)’와 ‘극장 광고(노보리를 결부한 광고)’에 

상당히 고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생관의 이러한 모습은 미학적으

로 정돈된 외관에서도, 일정 부분 그 의도를 찾을 수 있다. 지금도 그렇

지만 당시 극장은 그 자체로 관객들의 흥미를 끌고 관극 욕구를 불러일

으킬 수 있어야 했다. 더구나 부산의 극장(들)은 전반적으로 미학적으로 

완성된 외관(건축미)을 중시했는데, 부산좌와 함께 상생관 역시 아름다

운 건축 양식이 돋보이는 극장으로 손꼽히고 있었다. 또한 1920~30년

대 전국 곳곳에서 극장 시설의 낙후성과 불결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할 때, 상생관은 이러한 비난과 오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

는 방안을 재개장과 단장에서 찾았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대안(들)은 관객들의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경  전

략의 일환으로 규정할 수 있다. 상생관은 아름다운 외관과 강화된 홍보 

전략으로, 더욱 많은 관객들을 창출하겠다는 극장 경 자의 의도가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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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난 대표적 사례 다. 

앞에서 검토했던 변사의 다양한 기용 역시 그러했다. 특히 부산의 인

구 특성상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 관객을 향한 수요 창출에도 역점

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1935년 만생봉차랑 가문이 인수한 부산중앙극장은, 부산의 중심인 

본정에서 다소 떨어진 초량에 위치한 극장이었다. 더구나 당시 부산의 

대표적인 극장주들은 2개 이상의 극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었으며, 극

장들을 결합하여 경 하는 방식에 익숙한 상황이었다. 박간방태랑(迫

間房太郞)은 행좌(행관)와 국제관을, 대지충조(大池忠助)는 부산좌와 

유락관 그리고 초기 부산중앙극장을 경 했다. 만생봉차랑은 대지 가문

으로부터 부산중앙극장을 인수하고 이를 대생관으로 탈바꿈하여 기존 

상생관과 함께 경 하여, 이러한 경 상의 흐름에 동참하 다. 이러한 

이중 경  양상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규명해 나

가야 하겠으나, 보편적으로 이러한 경  양상은 부산의 화가에서 극

장 경 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상기시키는 데에 부

족함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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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Sangsaenggwan as 

a Local Theater in Busan

Kim Nam-Seok

Sangsaenggwan as a local theater in Bus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a successor to Byeoncheonjwa, and was a theater that 

acted as a movie theater. Sangsaenggwan grew into a representative 

movie theater in Busan in the 1920s, and became one of the three major 

cinemas along with Haenggwan and Boraegwan. Since the trend of 

Sangsaenggwan did not change much in the 1930s, Sangsaenggwan holds 

a considerable reputation as a theater representing Bus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Especially Sangsaenggwan was widely known 

as a beautiful theater with a beautiful appearance. Through this study, 

advertising functions beyond these appearances were emphasize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ngsaenggwan management system. Especially ‘Streets of Busan 

Theaters’ were formed, and their own competition was intensified, and so 

Sangsaenggwan tried to intensively identify the strategies and meaning 

that they chose to overcome this competition. As a result, advanced 

research results on the history, the dual management, the distribution 

route and the commentary method of Sangsaenggwan could be derived. 

The reason why Sangsaenggwan survived for a long time in the 

competition of ‘Streets of Busan Theaters’ and why it can be run as 

Bumingwan even after 8.15 Liberation can be found in this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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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style.

Key words:  Sangsaenggwan, Byeoncheonjwa, movie theater, local theater, 

Busan, Haenggwan, Boraegw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