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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문화부·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홍정훈 간사 010-2059-1886 min@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불공정행위 금지 촉구 1인시위

날 짜 2016. 9. 8. (총 2 쪽)

보 도 협 조 요 청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불공정행위 금지 촉구 1인시위
영화 시작시간 넘겨 무단 광고 상영해, 연 2000억 광고 수익 올려
3사 담합해 황금시간대 티켓가격 인상, 팝콘가격 원가의 9배로 책정
1인당 연간 영화 관람 횟수 4.2회, 문화상품 소비비용은 날로 증가
일시 및 장소 : 9월 8일(목), 오후 12시(정오), CGV 신촌 앞

1. 취지와 목적

- 영화관을 방문하는 관객이 연간 2억 명을 돌파하며, CGV·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사의 매출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율

(스크린 또는 좌석) 합계가 2015년을 기준으로 92%를 넘은 CGV·롯데시

네마·메가박스,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

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과 함께 영화 상영 시간 내 

무단 광고, 영화관 티켓 가격 담합, 팝콘 가격 폭리, 스크린 독과점 등의 

영화관의 각종 불공정한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캠페인, 공

정위 신고, 공익소송, 입법청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참여연대는 추석 연휴를 앞둔 9/8(목) 오후12시 

CGV 신촌 앞(1차), 9/12(월) 오후12시 CGV 명동 앞(2차)에서, CGV·롯데

시네마·메가박스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할 계획입니다.

2. 1인 시위 개요

○ 제목: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독과점 횡포와 불공정 행위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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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

○ 일시·장소: 1차 - 9월8일(목) 오후12시 CGV 신촌 앞

2차 - 9월12일(월) 오후12시 CGV 명동 앞

○ 주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기자 브리핑: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의: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010-2059-1886, min@pspd.org)

3. 기자 브리핑 개요

: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활동

- 2015.02.09.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상영시간 내 무단 광고, 팝콘 등 스낵 가격 폭리, 3D 안경 끼워팔기,

시네마포인트 주말 사용 불가(메가박스)

- 2015.02.11. 영화 관객 불만‘WORST 10’ 발표

: 무단 광고 상영, 팝콘 등 스낵 가격 폭리, 시네마포인트 주말 사용불가,

스크린 독과점, 3D 안경 끼워팔기 등

- 2015.03.30. 영화 관객 불만사항 전달을 위한 롯데시네마 항의방문

- 2015.04.08. 영화 관객 불만사항 전달을 위한 CGV 항의방문

- 2015.10.22. 업계 1위 CGV의 무단광고 상영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

료청구 소송(청년원고 26명, 1인당 5,200원 청구)

- 2016.01.27. 공정거래위원회, 멀티플렉스 3사의 무단 광고 무혐의 처분

- 2016.02.18. 19대 국회, ‘영비법’ 개정안 입법청원

: 무단 광고 금지, 스크린 독과점 개선, 저예산 영화 지원 확대, 

- 2016.03.~ 멀티플렉스 3사의 가격차등화 정책 철회 요구

- 2016.07.11. CGV 무단광고상영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원고 주장 기각에 곧바로 항소

- 2016.08.25.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영화 티켓, 팝콘 가격 담합 혐

의 공정위 신고

- 2016.09. 20대 국회, ‘영비법’ 개정안 발의 준비 중

4.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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