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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PREFACE

2016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확장된 산업프로그램 B.I.G를 출범하면서 ‘메이드

‘Made in Asia’ was born at the 2016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as it

시아 11개 국가의 2017년 자국 박스오피스 Top 3를 선별해 상영하는 섹션으로, 지난

features 2017’s Box Office Top 3 films from each market of 11 Asian countries, which

인 아시아’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영화제의 특별전인 ‘베스트 오브 아시아'는 아
해 아시아의 관객들이 어떤 영화를 즐겁게 관람했는지, 이웃 나라의 흥행 영화들을 함
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인도 영화에 스포트라이트

를 비추어 인도 3개 지역(발리우드(힌디), 탈리우드(텔루구), 칼리우드(타밀))에서 흥

행 성공을 거둔 3편의 영화 <타이거는 살아있다>(2017), <삼형제>(2017), <메르살
>(2018)을 ‘베스트 오브 아시아’ 부문에서 상영합니다.

한편, ‘아시아 제작자 포럼‘에 Top 3 영화의 제작자를 영화제에 초대하여 아시아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것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논하고 영화관계자들이 협력을 강화하는 네

트워킹 시간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11개국의 영화산업 경향과 주요 제작자들
의 인터뷰로 구성된 자료집이 발간됩니다. 자료집에는 아시아 각 국의 2017년 박스오
피스 Top 10 리스트와 영화산업의 동향을 살펴보는 리포트 및 흥행 1~3위에 오른 자

국영화 제작자와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또한 2017년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차지한
Top 3 영화들의 작품정보를 통해 아시아의 흥행 작품들의 주요 흐름과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영화 관계자들이 영화산업의 현황과 트렌드를 공유하고 그로 인해 실제

적 협력을 끌어내는 데에 ‘메이드 인 아시아’가 훌륭한 발판이 되길 바라며 초대된 제
작자들이 향후에도 시장을 이끌어가는 제작자로서 건승하기를, 그래서 또 다시 BIFAN
에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launched an extended industry program called B.I.G. The special program ‘Best of Asia’
has been a great opportunity to see what movies were most enjoyed by the Asian
audience in the previous year, and to watch the hit movies from neighboring countries
all together. Especially this year, we spot light on the Indian films, featuring three films
from the three regions in India (Bollywood(Hindi), Tollywood(Telugu), Kollywood(Tamil))
during ‘Best of Asia’ program, they are Tiger is Alive(2017), Three Brothers(2017) and
Mersal(2018).
Also, in ‘Asia Forum’, we invite the producers of Top 3 films to discuss about the main
issues while making films in Asia as well as to network with other filmmakers for
enhanced collaboration. In addition, a library will be issued including the Film industry
trends in 11 Asian countries with the interviews of major filmmakers. It includes a
report of 2017 Asia Top 10 Box Office lists, film industry trends and interviews with
the producers of each country whose films ranked Top 1~3 in the Box Office. Lastly, it
features Top 3 Box Office films with information so that we can read the main streams
and the trends of hit movies in Asia.
I wish ‘Made in Asia’ would play a sound role as a base where the stakeholders of
the film industry share the status and develop real collaboration. May all the invited
filmmakers would make a great success to lead the market, therefore come back to
BIFA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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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모든 통계자료는 영화진흥위원회, 『2017년 한국영화산업 결산』에서 인용한 것임

2017년 한국 영화시장 동향

2008-2017년 한국 영화산업 주요 통계지표
연도

1. 개관

장집중도는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으며 흥행작품의 양

개봉

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GDP 성장률이 3.1%인 것을

2017년은 여전히 소수 콘텐츠·미디어 복합기업의 영화

(편)

2017년 전체 한국 영화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4% 증
감안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던 셈이다. 이렇게 규
모 확장은 정체된 상황에서, 배급시장의 경쟁 심화로 시

극화 현상 역시 일부나마 개선되었다. 하지만 달리 보면

제작 주도 경향이 강화된 한 해였다. 독립영화, 예술영
화 진영의 어려움 역시 여전했다.

극장 매출
부가 시장

해외

(억원)

2008

9,794
2,224
230

2009

2010

888

1,109

155

462

10,941 11,684

2011

2012

2013

1,709

2,158

2,676

382

414

651

12,358 14,551 15,513

2014

2015

2,971

3,349

664

628

16,641 17,154

매출
(만불) 2,104
•

계

1,412

4,222

•

3,487

3,782

5,946

6,308

5,550

12,248 11,984 13,255 14,449 17,123 18,840 20,276 21,131

• 1USD = 1,130.84원(2017년 평균 매매기준율 적용) 기준.

2016

17,432
4,125

2017

17,566
4,362

완성작
수출액

509

소계

1,173

1,343

5,720

7,806

기술
서비스
수출액
완성작
수출액
기술
서비스
수출액
소계

664

4,389

460

2011

2014

2015

2016

2017

14,918

15,972

19,489

21,335

21,506

21,729

21,702

21,987

점유율

42.1%

48.7%

46.5%

51.9%

58.8%

59.7%

50.1%

52.0%

53.7%

51.8%

점유율

57.9%

51.3%

53.5%

48.1%

41.2%

40.3%

외국영화
(실질개봉)

272

243

286

289

456

722

외국영화
한국영화
(실질개봉)

6,355
8,728
108

7,641
8,055
118

6,940
7,978
140

8,287
7,685
150

11,461
8,028
175

12,729

10,770

11,293
10,436

10,047

10,597

183

217

232

302
(167)

376
(164)

49.9%

878

48.0%

1,245
(456)

388

417

452

1,974

2,081

2,184

2,281

2,424

1인당 관람횟수(회)

3.04

3.15

2.92

3.15

3.83

4.17

4.19

4.22

-43.5% -13.1%

301

292

-11.0% -16.5%

314

15.9%

333

16.8%

356

7.6%

48.2%

1,218
(411)

2,003

305

46.3%

944

2,055

309

11,390

10,736

2,004

전국 극장수(개)

11,655

8,606

전국 스크린수(개)

4.0%

2,575
4.20

17.6%
(21.8%)

2,766
4.25

4.7%
(8.2%)

• 2017년부터 연간 총 상영횟수 40회차 이상 작품(적어도 1개 상영관에서 일주일간 전일 상영되는 경우 상영 회차가 약 40회)을 실질개봉으로
보아 실질 개봉편수를 별도 집계함.
• • 2011년

이후의 ‘수익률’은 실제 투입된 투자액 대비 거둬들인 수익의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총제작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정하였음. 또한,
2017년 추정수익률의 괄호 안 수치는 상업영화(총제작비 10억 원 이상 또는 100개 관 이상에서 개봉한 작품) 중에서도 좀 더 상업성이 높은 고
상업영화(순제작비 30억 원 이상 또는 300개관 이상에서 개봉한 작품)를 대상으로 산출한 수치임.

4,073

23,271

2. 극장흥행

유율은 감소했다.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신과함께-죄와

장매출액은 1조 7,566억 원으로 나타났다. 극장매출

어 전체 배급사 순위가 지난해 7위에서 5단계 상승한 2

2017년 전체 극장 관객 수는 2억 1,987만 명이며 극
액은 전년 대비 0.8%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이다.

한국영화 관객 수는 전년 1억 1,390만 명, 점유율로는

51.8%를 기록하였다. 외국영화는 전년 대비 5.5% 증가
한 1억 597만 명으로, 외국영화 관객 상승분이 전체 관

객 수의 소폭 상승을 견인한 셈이다. 인구 1인당 연평균
극장관람횟수는 4.25회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
것으로 예상된다.

CJ E&M은 15년째 부동의 배급사 순위 1위를 지키고 있
다. 하지만 여름 성수기와 추석을 겨냥한 <군함도>와 <
남한산성>이 저조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전년 대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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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5,696

하고 있어서, 극장시장은 큰 변화 없이 저성장에 머무를

008

2012

883

10,109 11,879

22,730

2010

15,083

한국영화
수익률 ••

2008-2017년 한국 영화산업 매출
구분

편수

2009

총 관객수

관객수 한국영화
(만명)

2008

벌>, <청년경찰>, <아이 캔 스피크> 등의 흥행에 힘입
위를 차지했다. 2017년에는 메가박스(주)플러스엠의 선
전이 특히 눈에 띈다. <범죄도시>, <박열>, <너의 이름

은.> 등의 흥행으로 배급사 순위 6위를 차지함으로써 중
견 배급사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개별 영화로 보면 2017년 최고 흥행작은 8월 개봉한 텐
트폴 영화 <택시운전사>로 1,218만 명을 동원하여 유일
한 천만 영화가 되었다.

한국영화로는 <신과함께-죄와 벌>, <공조>, <범죄도시>
등이 좋은 성적을 거뒀으며, 외국영화로는 <스파이더맨:

홈 커밍>, <미녀와 야수>, <킹스맨: 골든 서클> 등이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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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7년 한국영화, 외국영화 관객 수, 점유율, 1인당 관람횟수
연도
극장
매출

(억 원)

2008

전체

2009

2010

2011

2012

2016

2017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0.8%

매출액 상위 3개 배급사 점유율 합계(CR3)

53.9%

48.2%

51.4%

43.1%

36.9%

5.5%

-2.7%

매출액 상위 10개 배급사 점유율 합계(CR10)

-2.5%

4.7%

12,358

14,551

15,513

16,641

17,154

17,432

17,566

4,126

5,318

5,125

6,137

8,361

9,099

8,206

8,796

9,279

9,027

6,190

6,414

8,435

8,358

8,153

-16.5

28.9%

-3.6%

19.8%

36.2%

13.9%

-0.8%

16.7%

-5.1%

-0.5%

5,668

11.7%

5,623

6.8%

6,559

5.8%

6,221

17.8%

6.6%

7.3%

8.8%

-9.8%

3.6%

31.5%

3.1%

7.2%

-0.9%

1.6%

8,539

총 관객수

15,083

15,696

14,918

15,972

19,489

21,335

21,506

21,729

21,702

21,987

관객

한국영화

6,355

7,641

6,940

8,287

11,461

12,729

10,770

11,293

11,655

11,390

(만 명)

점유율

59.7%

50.1%

52.0%

53.7%

51.8%

수

증감률

-5.0%

증감률

-20.0%

외국영화

8,728

증감률
점유율

20.2%

-5.0%

-9.2%

7.1%

19.4%

22.0%

38.3%

42.1%

48.7%

46.5%

51.9%

58.8%

9.9%

-7.7%

-1.0%

-3.7%

4.5%

57.9%

1인당 관람횟수(회)

4.1%

3.04

8,055

51.3%
3.15

7,978

53.5%
2.92

7,685

48.1%
3.15

8,028

41.2%
3.83

9.5%

0.8%

11.1%

-15.4%

8,606

10,736

7.2%

40.3%
4.17

24.8%

49.9%
4.19

1.0%

4.9%

10,436
-2.8%

48.0%
4.22

-0.1%
3.2%

10,047
-3.7%

46.3%
4.20

10,597
5.5%

48.2%
4.25

3대

체인

시장구조의 부정적 영향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한국 영화시장의 매출구조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도 있
다. 한국은 전체 영화매출에서 극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로 유달리 높기 때문에 그만큼 극장상영과 관련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OTT로 대변

되는 온라인 채널의 확대, 이와 관련한 관객들의 관람
패턴 변화 등은 필연적이다. 곧 다가올 영화시장의 변화

의 비중이 36.9%로 나타난다. 단 이를 한국영화 배급
시장으로 국한해서 볼 경우 상위 3개사 점유율 합계가

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63.8%로 다소 집중된 시장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상위기업집중률&HHI지수)

구분
2013

2015년

2016년

2017년

2015

롯데시네마

28.4%

28.6%

29.9%

30.1%

30.0%

2016

3대 체인 소계(CR3)

96.1%

96.7%

97.1%

97.1%

97.0%

메가박스

HHI지수

BIFAN INDUSTRY GATHERING 2018

18.1%
3.9%

3,591

50.7%

17.4%
3.3%

3,695

50.6%

16.6%
2.9%

3,732

49.7%

17.3%
2.9%

3,680

1,268

63.3%

55.4%

91.2%

87.9%

1,054

864

48.7%

18.3%
3.0%

2017년 한국영화(조사 대상작 174편 대상)의 편당 평
총제작비는 26.3억 원으로 집계됐다. 제작비 구간별로
보면 2016년에 비해 100억 원 이상의 작품 편수가 증가
하고 70~100억 원 사이인 작품 수가 줄었다.

상업영화에 한정해서 보면 평균 순제작비가 38.2억 원,

마케팅비가 14.6억 원으로 총제작비는 52.9억 원이다.
제작비나 개봉규모가 더 큰 상업영화로 좁혀서 보면 순
제작비는 54.5억 원, 마케팅비는 20.5억 원으로 이를 합
한 총제작비는 75억 원에 달한다.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
로 제작비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2013-2017년 한국 상업영화 평균 제작비

2014년

독립 극장

010

와 관련한 논쟁은 계속되었다.

2013년
49.5%

1,221

94.2%

15.0%

균 순제작비는 19.1억 원, 마케팅비는 7.3억 원,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각종 불공정 행위들이

극장

CGV(CR1)

1,373

89.5%

69.8%

17.0%

-2.3%

배급시장은 그나마 할리우드 직배사들의 참여로 경쟁

2013-2017년 전체영화 상영시장 시장집중도

96.3%

68.5%

22.5%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2017년에도 이

상황이 낫다. 1위 배급사의 매출 비중이 15%, 상위 3사

92%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 기준으로 보면 상위 3사의

HHI지수

77.1%

24.6%

4. 제작비 및 수익률

공고하다. 극장시장을 보면 전극 극장 수는 452개, 스
장 수가 354개, 스크린 수는 2,545개로 전체 스크린의

매출액 상위 5개 배급사 점유율 합계(CR5)

21.2%

상영과 배급시장의 이런 대기업 중심 시장구조로 인해

비중이 9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크린 수는 2,766개인데 이 중 극장체인 상위 3사의 극

매출액 1위 배급사 점유율(CR1)

1.3%

3. 시장구조

한국 영화시장의 대기업 중심 구조는 별다른 변화 없이

(상위기업집중률&HHI지수)

구분

11,684

증감률
증감률

2015

10,941

-1.3%

외국영화

2014

9,794

증감률

한국영화

2013

2013-2017년 전체영화 배급시장 시장집중도

2017

(간이집계)

2014

상업영화

편수
63
67

70

순제작비(a)
평균 순제작비(억 원)

40.9
35.5

37.4

마케팅비(P&A)(b)

비중(%) 평균 마케팅비(억 원) 비중(%) 평균 총제작비(억 원)

69.8

17.7

30.2

58.6

69.9

16.1

30.1

53.5

69.8

15.4

고상업영화

55

45.2

69.7

19.7

고상업영화

57

43.4

71.4

17.4

고상업영화

56

54.5

72.7

20.5

상업영화

상업영화

78
83

33.3
38.2

총제작비(a+b)

71.3
72.3

30.2

30.3

50.9

64.8

13.4

28.7

46.7

14.6

27.7

52.9

28.6

27.3

60.8

75.0

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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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 상업영화의 수익률은 4.7%로 추정되었다.

가 더 좋은 결과를 거두는 현상은 지속 강화되고 있다고

우 추정수익률이 8.2%로 나타난다. 이는 전년도 평균수

다만 제작비 구간별로 보면 중예산 영화의 수익률이 상

제작비나 개봉규모가 더 큰 상업영화(고상업영화)의 경

익률 17.6%, 21.8%에 비해서 많이 하락한 것이다. 상
업영화 83편 중 손익분기점(BEP)을 넘은 작품은 23편
으로 27.7%이며, 고상업영화 56편 중에서는 33.9%인

19편이 BEP를 넘었다. 결국 ‘큰 영화’가 늘고 ‘큰 영화’

Interview

볼 수 있다.

대적으로 호전된 측면은 있다. 이런 중급영화들이 유사
한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자본이 이들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기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해 볼 수
있겠다.

원동연 리얼라이즈픽쳐스 대표

2011-2017년 한국 상업영화 수익률 추이
A군 수익률

B군 수익률

단위 : %

25

21.8

20

15.9

15

16.8

17.6
7.6

10
5
0

8.2
4.7

4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5
-10
-15
-20

-16.5
2011~2016년까지는 실집계금액이며, 2017년은 추정치임.

원동연은 영화 제작자이자 영화사 리얼라이즈픽쳐스(REALIES PICTURES)의 대표이다.

1995년부터 다수의 한국영화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대표작으로는 2006년 <미녀는 괴로
워>, 2012년 <광해, 왕이 된 남자>, 2017년 <대립군>, 2018년 <신과함께-죄와 벌> 등

이 있다. 영화 <신과함께-죄와 벌>로 2017년 천만 관객을 동원하였으며, 한국 박스오피
스 2위를 기록하였다. 2018년 <신과함께-인과 연>을 개봉예정하고 있으며, <자백>, <생
존> 등의 작품을 기획개발중이다.

도동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책연구원 팀장]

2004년 영화진흥위원회에 입사한 후 주로 정책연구팀에서 법률, 제도와 관련한 정책연구업무를 수행
해 오고 있다. 법학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영화산업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을 구체적
인 제도의 모습으로 현실화해 내는 과정에 주된 관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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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작사정도) 제작사의 40%의 수익금에는 배우, 감독, 스탭들의 인센티브나 보너스도 포함되어 있고 많은 경

화 <신과함께-죄와 벌>은 이 중 저승편을 근간으로 영화화되었습니다.

합니다.

네이버에서 연재되어 큰 인기를 끈 웹툰 『신과함께』는 저승편, 이승편, 신화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영
<신과함께-죄와 벌>은 한국에선 최초로 1편과 2편을 동시에 제작한 영화이기도 하며 2017년 12월 20일에
개봉되어 극장관객 1441만 명을 동원하여 역대 한국영화 흥행순위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영화는 평범한 소방관인 김자홍과 그의 저승변호를 맡은 저승 3차사 강림, 해원맥, 덕춘과의 관계를 다룬 영

우 공동제작사가 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투자사와 제작사간의 이익분배율이 7:3 혹은 8:2의 경우도 존재
다행히도 <신과함께-죄와 벌>은 투자사와 제작사 간의 이익분배가 6:4였으며 제작사의 수익금에서 감독과,
배우들, 그리고 스탭의 인센티브,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로 용서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 영화의 트렌드는 무엇이었나요?

영화가 한국 박스오피스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만, 그간 멀티캐스팅(유력배우 3인 이상을 캐스팅하는)과 고예산 블록버스터라고 해서 흥행에 성공한다

대다수의 관객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과 부모 자식관계와 효도, 용서, 구원 등을
한국에서 잘 다루지 않은 판타지장르에 실어서 소구한 것이 관객에게 새로움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또한 대단위 vfx가 가미된 영상이 그간 한국영화에서 잘 보이지 않은바, 관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보편적

이야기를 부담 없이 즐기게 한 것이 관객에게 호감으로 다가간 것으로 생각되며 잘 알려진 배우들이 대거 등
장하는 멀티캐스팅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시즌과 연말연시에 가족영화를 표방한 것이 다양한 관객층을 흡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영화에 투자를 받으셨나요? 한국의 경우 보통 어떠한 과정으로 투자를 받으시나요?

일반적으로 한국영화는 시나리오가 개발되면 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감독, 배우, 예산이 첨부된(패캐징)제
안서를 투자사에 보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고 <신과함께-죄와 벌>은 예산이 워낙 큰 영화

‘한국영화의 트렌드를 무엇이다.’라고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는 불문율은 깨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 캔 스피크>, <청년경찰>, <범죄도시> 등 중예산영화들의 선전이 돋보였으며 다양한 장르의 실험적인
영화들과 <노무현입니다> 등의 시의성 있는 다큐멘터리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 후 메세지가 너무 강한 영화들(정의, 자유, 원칙 등)에 대한 관객들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

고, 영화를 오락적으로 즐기려는 관객들의 요구도 강해지고 있어, 순수 오락 영화들의 등장도 필요하다고 봅
니다.

또한 영화의 쏠림현상은 여전하고 이제 관객이 극장에서 볼 영화와 IPTV나 인터넷 등으로 소비해도 괜찮은

영화를 구분하는 것으로 있어, 극장일변도의 영화기획은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새로운 플랫폼도 영화의 다양성과 유통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었고 2편을 동시에 제작하는 위험부담이 있었던 관계로 투자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최근 한국 영화산업의 힘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게 부담을 경감시켜 투자를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총 제작비 430억에 이르는 역대급 고예산 영화였기에

한계에 이르렀다는 걸 영화산업종사자면 누구나 체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행히 제작사와 공동제작사인 덱스터도 투자에 참여함으로써 메인투자사인 롯데는 물론, 부분투자자들에
투자자들의 결정이 매우 신중했으며 결과적으로는 1편에서 투자비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으나 매우 어렵고
위험한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장르의 영화가 개봉되나요?

이미 전국민당 4.5회 이상의 관람횟수와 점점 줄어드는 출산율은 한국영화의 판로가 이제 국내시장으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산업노조와 제단체들간의 표준계약서 등의 준용으로 영화제작비는 상승할 수 밖에 없

습니다. 한국영화의 해외개척을 필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유관단체가 해외의 공동제작, 배급,
유통 등에 대한 원칙과 시스템을 구축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양한 장르에 영화가 제작되고 있는 나라라고 자부합니다.

한국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르의 영화만 제작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템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장르의 영화가 성공하면 그에 따른 유사장르영화가 다수 제작되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특정장
다만 <신과함께-죄와 벌> 같은 판타지장르의 영화는 매우 희귀한 편입니다. 하지만 멜로나 로맨틱코미디 장

르도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남성중심캐릭터의 영화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현재는 사극의 제작비가 현대극보다 30% 가량 높은바 사극의 제작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합해보건데, 그럼에도 한국은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매년 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수익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영화 <신과함께-죄와 벌>의 경우는 어떠했나요?

일반적으로 영화의 수익은 원금 전액이 회수될 때까지는 수익분배는 없으며(투자원금우선) 이익이 발생하
는 시점부터 투자자가 이익의 60%, 제작사가 40%의 분배율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40%의 수익금을 분배 받는 제작사가 극히 일부이며(성공한 영화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유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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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수준의 스탭의 기술력과 후반작업의 사운드, 시각 효과 등에 있어서 비용대비 아주 훌륭한 시스
즉 촬영단계에서부터 후반작업까지도 높은 수준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에 더욱 더 많은 관심과 협력을 기

원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촬영하는 것이 그저 한국적인 풍경이 아닌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가 담겨있는 한국
과 어울리는 시나리오가 최우선이라는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의 영상위원회가 잘 구비되어 있어 각 지역의 영상위원회나 영화진흥위원회 등을 접촉해서 다양
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 한국 영화 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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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시운전사

2 신과함께-죄와 벌

1980년 5월, 서울 택시운전사.

영화는 사후세계에서 49일 동안 7번의 시험을 겪어야 하는 불교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7개의 지옥문을

“광주? 돈 워리, 돈 워리! 아이 베스트 드라이버”

택시운전사 만섭(송강호)은 외국손님을 태우고 광주에 간다. 통금 전에 돌아오면 밀린 월세를 갚을 수 있는
거금 10만원을 준다는 말에 독일기자 피터(토마스 크레취만)를 태우고 영문도 모른 채 길을 나선다.

자들이 함께한다.

감독
장훈

제작
박은경

개봉일
2017.08.02

흥행 수입
KRW 95,855,737,149

감독
김용화

제작
원동연

개봉일
2017.12.20

흥행 수입
KRW 68,350,496,432

관객수(만 명)
12,186,684

개봉관수
1,906

제작사
더램프㈜

배급사
㈜쇼박스

관객수(만 명)
8,539,495

개봉관수
1,912

제작사
리얼라이즈픽처스㈜

배급사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 장훈

대한민국의 영화 감독이다. 서울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였으며 대학 졸업 후
김기덕 감독에게 메일을 보내 감독의 연출부에 합류했다. 김기덕 감독이 각본을 맡
은 <영화는 영화다>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하였다. 감독한 영화가 김기덕 감독의 모
든 영화의 관객수보다 많은 관객수를 기록하며 대중성이 약한 김기덕 감독을 능가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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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통과한 죄 없는 자만이 환생할 수 있는데 타인을 구하려다 순직한 소방관이 주인공이며 그를 돕는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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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화

데뷔작 <오! 브라더스>(2003)부터 최근작 <국가대표>(2009)까지 웃음과 감동을 동
시에 주는 영리한 상업감독으로 입지를 다졌다. 국내 최초 스펙터클한 3D 스테레오
스코피 촬영과 풀 디지털 캐릭터라는 커다란 목표에 도전한 김용화 감독은, <미스터
고>를 통해 관객들의 마음을 울릴 준비를 마쳤다.

MADE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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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중국 영화시장/산업 동향
중국 박스오피스 흥행 10위
작품명

감독

국가

장르

관객수(만 명)

오경 吳京

중국

액션

15,951

F. 게리 그레이

미국

액션

7,289

특수부대 전랑 2 戰狼 2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수수적철권 羞羞的鐵拳
쿵푸 요가 功夫瑜伽

장 지유 張遲昱,
송양 宋陽
당계례 唐季禮
서극 徐克

서유복요편 西遊伏妖篇

트랜스포머 5: 최후의 기사
당갈
코코

3 공조

방화 芳華

비밀리에 제작된 위조 지폐 동판을 탈취하려는 내부 조직에 의해 작전 중 아내와 동료들을 잃게 된 특수 정
예부대 출신의 북한 형사 림철령(현빈). 동판을 찾아야만 하는 북한은 남한으로 숨어든 조직의 리더 차기성
(김주혁)을 잡기 위해 역사상 최초의 남북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그 적임자로 철령을 서울에 파견한다.

감독
김성훈

제작
윤제균

개봉일
2017.01.18

흥행 수입
KRW 63,783,138,326

관객수(만 명)
7,817,631

개봉관수
976

제작사
㈜제이케이필름

배급사
씨제이이앤엠㈜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마이클 베이

니테쉬 티와리
리 언크리치

대한민국의 영화 감독이자 각본가이다. 2006년 영화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
치는 영향>으로 감독 데뷔하였다.

Beijing Jingxi
Culture&Tourism
Company

Universal Pictures

Universal Pictures

Horgos Taihe Shuyu
Culture Development Co.,Ltd

Beijing Fun Age Pictures

중국

액션

4,597

Sparkle Roll Media

4,237

China Film Group

중국 어드벤처

미국

인도

액션

액션

미국 애니메이션

요아킴 뢴닝,
미국
에스펜 산드베르그

드라마
액션

4,200

Paramount Pictures

4,320

Aamir Khan Productions

3,469

Huayi Brothers Pictures

3,559

3,296

Walt Disney Pictures

Walt Disney Pictures

Tianjin Maoyan
Media Co.,Ltd

Shanghai Tao Piao
Piao Entertainment Co.,Ltd
Paramount Pictures

UTV Motion Pictures

Walt Disney Pictures

Huayi Brothers Pictures
Walt Disney Pictures

단위 : 백만 위안 (CNY)

5,310

특수부대 전랑 2 戰狼 2

2,518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수수적철권 羞羞的鐵拳

서유복요편 西遊伏妖篇
트랜스포머 5
당갈

방화 芳華
BIFAN INDUSTRY GATHERING 2018

Beijing Dongfang
International Cultural
Communications Company

6,619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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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사

코미디

펑 샤오강 馮小剛 중국

극장 입매권 매출

제작사

중국

쿵푸 요가 功夫瑜伽

>> 김성훈

출처 : 중국배급방영협회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2,065
1,650
1,569
1,462
1,199
1,123
1,113
1,105

MADE IN ASIA

019

자국 영화 흥행 10위
작품명

출처 : 중국배급방영협회

감독

장르

관객수(만 명)

특수부대 전랑 2 戰狼 2

오경 吳京

액션

15,951

수수적철권 羞羞的鐵拳

장 지유 張遲昱,
송양 宋陽

코미디

6,619

당계례 唐季禮

액션

서극 徐克

쿵푸 요가 功夫瑜伽
서유복요편 西遊伏妖篇

제작사

배급사

Beijing Dongfang
International Cultural
Communications Company

Beijing Jingxi
Culture&Tourism
Company

4,597

Sparkle Roll Media

어드벤처

4,237

China Film Group

Horgos Taihe Shuyu
Culture Development Co.,Ltd

한한 韓寒

코미디

2,894

곽자건 郭子健

액션

1,938

방화 芳華

펑 샤오강 馮小剛

대요천축 大閙天竺

왕바오창 王寶强

추룡 追龍

제이슨 관 關智耀,
왕정 王晶

승풍파랑 乘風破浪
손오공 悟空傳

정성 情聖

드라마
액션

액션

샤오화이 송 宋曉飛,
코미디
동 쑤 董旭

Beijing Fun Age Pictures

3,469

Huayi Brothers Pictures

2,135

Beijing Enlight Pictures

1,775

Bona Film Group

1,736

Tianjin Maoyan
Media Co.,Ltd

Shanghai Tao Piao
Piao Entertainment Co.,Ltd
Huayi Brothers Pictures

Quidam Studios

Shanghai BONA Media Co.,Ltd

New Classics Media
Corporation

New Classics Media

New Classics Media
Corporation

Beijing Enlight Pictures

Bona Film Group

Xinli Movie Distribution
(tianjin)Co.,Ltd

드라마
1,113

인도 10

중국 2017 영화시장 개괄
2017년은 영화시스템에서 당의 19차 공산당전국대표

년의 492.83억 위안(용역세 포함)에서 13.45% 성장

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 해이다. 국가신문출판광전

산영화(이하 중국영화)의 흥행수입은 전국의 53.84%

대회 정신을 실천하면서 영화산업이 새로운 시대로 발

한 559.11억 위안(용역세 포함)이었고, 그 중 중국 국

총국은 전면적인 『영화산업촉진법』 실시를 계기로 이

인 301.04억 위안이었다. 도시 원선의 관객은 전년도보

해를 '영화 품질 촉진의 해'와 '영화시장 규범화의 해'로

다 18.15% 성장한 16.237억 명이었다. 전국의 신규 스

확정하여, 영화 창작의 '고원'에서 '최고봉'으로 전환을

크린은 9,597개로, 총 스크린 수량은 50,776개에 달해

위해 박차를 가하고, 영화산업 발전과 구조조정, 고도화

또 다시 기록을 경신했고, 세계 최다 스크린 보유국이

를 추진하였다. 전반적으로 2017년은 중국 영화계에서

되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의 영화적 역량이 돋보였는데,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고 양호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였

2017년 말 현재, 이미 20개 국가와 영화 공동제작 계약

으며, 세계 2위 규모의 영화시장으로서 중국의 지위를

을 체결하였다. 중국영화의 해외 흥행수입과 판매수입

한층 공고히 했고, 이미 세계 영화시장 성장의 주요 동

은 전년도의 38.25억 위안보다 11.19% 증가한 42.53

력으로 자리 잡았다.

억 위안에 달했다.

2017년 영화 창작분야에서는 전면적인 명품전략을 실

시했고, 영화 창작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영화관 건

1. 영화 창작 생산과 배급 방영

화관 건설이 크게 발전했다. 영화의 해외 진출, 신기술

2017년 한 해 동안 각종 장르 총 970편의 영화를 제작

설은 줄곧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지방 소도시 영

발전이 더욱 활발해졌다. 전국의 영화 흥행수입은 2016

했으며 그 중 극영화 798편, 애니메이션 32편, 다큐멘터

2011~2017년 전국 영화 흥행수입 및 추이

어드벤처
1,569

.69

0
44

성장율(%)

미국 40

중국 50

코미디
3,561

5

6.6

52

흥행수익(억 위안)
2

7.1

45

9

6.3

액션
8,872

29
9

7.6

5
1.1

.73

21

0

1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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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오피스 국가별 점유율

자국 영화 장르별 수익률

단위 : %

단위 : 백만 위안(C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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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

30.18

27.51

2011

2012

2013

36.15

2014

48.69

2015

3.73

15.21

2016

2017

2016년, 2017년 온라인 용역세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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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44편, 과학교육영화 68편이었다. 극영화와 영화 전

편이었고, 외국영화는 전년도와 동일한 41편이었다. 흥

2017년 중국영화 창작, 생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엽(空天獵)> 등은 시적인 화면과 풍부한 표현 테크닉을

2017년 중국영화의 전국 흥행수입은 301.04억 위안(용

국영화는 5편이었다. 중국영화 <특수부대 전랑 2(戰狼

(1) 중점 주선율 영화, 창작의 새로운 경지 개척

로운 정치이념과 새 사상, 새 전략을 통해 얻은 풍부한

하여 2017년 상영작 중 흥행수입 1위를 차지했고 단일

대회와 건군 90주년을 계기로 '주선율 소재 영화 백 편'

체 수량은 모두 전년보다 26편 증가했다.

행수입 10억 위안을 돌파한 영화는 13편이며 그 중 중

역세 포함)으로 전국 흥행수입 총액의 53.84%를 차지

2)>가 56.83억 위안(용역세 포함)의 흥행 성적을 기록

했다. 2017년에 억대 흥행수입을 올린 영화는 총 92편

이었는데 그 중 중국영화가 전년도보다 6편 늘어난 51

작품으로서 중국영화의 흥행 신기록을 세웠다.

극영화

연도

점 영화 <건군대업(建軍大業)>은 이념의 혁신과 대담
단위 : 편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4

33

29

40

51

49

32

660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745

26

과학교육

76

특수영화

44

67

17

758

798

32

96

23

824

772

38

52

18

893

686

25

121

26

791

618

18

74

5

계

638

15

제작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했다. 건군 90주년 기념 중
한 시도로, 사상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예술성과 감상성

2013-2017년 전체영화 배급시장 시장집중도
장르

2017년 영화 시스템에서는 당의 19차 공산당전국대표

68

24

888

28

944

970

향상에 주력하여 관객에게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 4.03

억 위안의 흥행 수입을 거두었다. 당의 19대 공산당전국

대표대회 중점 헌사영화 <십팔동촌(十八洞村)>, <공천

이용하여 18차 공산당전국대표대회 이래 당 중앙의 새
성과를 보여주었다. 2017년 여름시즌 상영된 중국영화

<특수부대 전랑 2>는 제작 과정에서 더욱 공을 들여 최

고의 특수효과 제작팀을 기용했고 풍부한 시청각적 언
어를 이용하여 애국주의를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이 영

화는 연일 각종 기록을 세우고 또 다시 갈아치웠는데,

영화 관객수는 1.59억을 넘어섰고 흥행수입은 56.83억
위안에 달해 세계 단일시장에서의 관객 수 1위를 차지
했고 세계 영화사상 흥행수입 56위를 차지했다.

2013~2017년 흥행수입 1억 위안 이상 중국영화 및 수입영화 수량
단위: 편
당해 흥행 1억 위안 이상 수입영화
당해 흥행 1억 위안 이상 중국영화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전영국

86
81

41

34

84
41

66

2011~2017년 중국영화와 수입영화 흥행수입 및 중국영화 흥행수입 비율
4

60

30

27

47

.0
01

3

중국영화 수익(억 위안)

.36

1

27

수입영화 수익(억 위안)

3

6.6

26

.07

8
25

33

45

43

36

중국영화 수입비율(%)

16

1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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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

2017

연말연시 상영 영화 불포함

.84

13
.02

90

(2) 더욱 풍부해지고 개선된 중국영화 창작생산 구조

심가치관과 애국주의 정신을 드높였다. <방화(芳華)>,

가 다양해지고 영화 표현형식도 풍부해졌다. 산업기술

수적철권(羞羞的鐵拳)> 등의 영화는 뚜렷한 예술적 특

중국영화 창작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는데, 스토리 장르

60

53.61

2014

4

7.6

12

3

9.3

5
1.5

9

0.4

19

58.65

54.51

2013

2014

61.58

2015

58.56

53.84

수준이 높은 대형 작품 <특수부대 전랑 2>, 중국 공군의

2016

2017

실에 주목하고 사회에 가까이 다가섰으며, 사회주의 핵

역량을 보여준 <공천엽> 등의 작품이 있었다. 영화는 현

<승풍파랑(乘風破浪)>, <쿵푸 요가(功夫瑜伽)>, <수

징을 보여 주었고 독특한 브랜드를 형성하며 관객에게
인정 받았다. 다큐멘터리 영화 <영혼의 순례길(岡仁波
齊)>, <22(二十二)>, <77일(七十七天)> 등은 중국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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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진 마르지 않는 창조의 활력을 보여주었다. 장르 소

'CFDG 중국청년감독지원프로젝트' 및 할리우드 제작사

2016년보다 0.84위안 낮아졌다.

국 140개 도시에 분포되어 있다. CGS스크린은 2012

했으며 시장 주체로서 중국영화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신인 작가, 신인 연기자, 신인 프로듀서, 신인 기술전문

다 3개 증가한 총 39개이고, 흥행수입 총액은 518.789

455편의 영화가 CGS스크린 마스터필름을 제작했고 그

재가 다양화, 다원화 되어 관객의 영화 선택권을 극대화

와의 협력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여 신인 감독,
가들이 점차 영화 창작, 생산의 핵심 인력이 되었고 실
질적 효과를 보면 중국 영화계 새로운 인재의 역할이 뚜

(3) 중국영화, 시장주도적 위치 유지

최근 중국 영화시장의 지속적인 고속성장은 전세계의

렷하게 드러났다.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영화는 계속해서 시장우위 위치

를 유지했다. 2017년 중국영화의 흥행수입은 301.04억

2. 전국 도시 영화 원선 및 영화관 시장

(연말연시 상영영화 1편 포함)이었고, 중국영화 <특수

(1) 도시 영화 원선

으로 동시에 여러 시장기록을 경신하며 중국영화 최고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2017년 도시원선 시장의 3

부대 전랑 2>는 흥행수입 56.83억 위안, 관객 1.59억 명

2017년 말 현재, 전국의 도시 영화 원선은 총 48개이다.

의 성과로 자리잡았다.

개 지표 중 상영 횟수는 예년의 성장추세를 지속 유지했

고 관객 수와 흥행수입의 성장 속도는 두 자리대 숫자
로 돌아왔다. 2017년 상영 횟수는 2016년보다 28.58%

(4) 중국영화 새로운 인재의 부흥

우수한 작품은 우수한 인재에서 나온다. 2012년 이래,

증가한 8,933.72만 회였다. 관객 수는 2016년보다

정부 주무부처는 인재육성을 중요한 위치에 두어 전통

18.15% 늘어난 16.237억 명이었고, 흥행수입은 2016

적 육성시스템을 타파하고 청년 인재의 성장에 집중하

년보다 15.15% 성장한 524.320억 위안이었다. 전국

여 차세대 인재를 형성했다. 청년 극작 지원프로젝트

도시원선 시장의 평균 영화 티켓가격은 32.29위안으로

16

74

1

524.32

8

7
,57

,4

35

131.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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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34

안을 돌파했다. 완다 원선의 흥행수입은 도시원선 흥행

수입의 13.10%인 68.676억 위안으로 9년 연속 도시원

선 흥행수입 1위 자리를 지켰다. 다디원선은 산하에 영
화관 928개, 스크린 5,197개를 보유하여 최다 영화관과

2014

2015

2016

2017

중 중국영화가 230편, 수입영화가 225편이었다. 2014
년 이후 CGS스크린의 상영 횟수는 총 94만 회, 관객은
4,600만 이상이고 흥행수입 총액은 20억 위안을 넘어
섰다.

2017년 신규 CGS스크린 96개가 정식 운영을 시작했고
보급 도시는 50개 증가했다. CGS스크린 총 상영횟수는

39만 회를 넘어섰고 관객은 1,600만 이상, 흥행수입 총
액은 7억 위안을 돌파했다. 97편의 영화가 CGS스크린

마스터필름을 제작했고 그 중 중국영화가 50편, 수입영
화가 47편이다. 영화 <특수부대 전랑 2>는 CGS스크린
을 통해 1억 위안이 넘는 흥행 성적을 거두었다.

2017년 말 현재 전국의 IMAX 스크린은 총 500개이다.
(3) 전국 예술상영연맹

(2) 도시 영화관

화시장의 다양화를 위해 내실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2017년 흥행수입의 통계가 가능한 영화관은 9,293개,
스크린은 총 50,970개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흥행수

현급 영화관 건설도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전국의 현급
스크린 수량은 이미 19,311개로, 전국 스크린 총량의 약
38%을 차지한다.

2016년 10월 시작된 전국예술영화 상영연맹은 중국영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발전연구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말 현재 예술연맹의 커버리지는 이미 95개 도

시, 353개 영화관, 500여 개의 스크린에 달하며 60편의
예술영화를 상영했다. 국내 영화제 또한 예술영화의 상

영 플랫폼이 되었다. 베이징국제영화제, 상하이국제영
화제, 창춘국제영화제, 실크로드국제영화제 등으로 대

표되는 중국 영화제의 특색상영을 통해 문화예술영화
상영의 클라이맥스를 맞이했다.

입 총액은 299.288억 위안으로 도시원선 흥행수입 총액

3. 해외수입 및 영화 공동제작

한 영화관은 2016년보다 36개 줄어든 157개였고 그 흥

2017년 중국영화의 해외 흥행수입과 판매수입은 전년

총액의 11.49%를 차지했다. 흥행수입 5,000만 위안을

화의 세계적 영향력이 부단히 강화되었고 해외시장에서

행수입 총액은 60.236억 위안으로 도시원선 흥행수입

2017년 말 현재 288개 이상의 CGS스크린(China film
2013

년 4월부터 정식으로 상업 운영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스크린을 보유한 원선의 자리를 지켜냈다.

총액의 1.71%을 차지한다.

1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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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중잉싱메이 등 6개 원선의 흥행수입은 30억 위

흥행수입 총액은 8.986억 위안으로 도시 원선 흥행수입

296.39
217.69

2012

2017년 완다, 다디, 상하이롄허, 중영남방신간선, 중영

돌파한 영화관은 2016년보다 14개 줄어든 15개이며 그

400.69

46
75

61.08%에 달하는 320.26억 위안이다.

의 57.08%를 차지했다. 흥행수입 3,000만 위안을 돌파

0

,63

,68

동일한 8개로 이 흥행수입 총액은 도시원선 흥행수입의

2016년보다 167개 증가한 1,638개이며 이들의 흥행수

0

,22

61

다. 흥행수입 20억 위안을 돌파한 도시원선은 2016년과

2017년 흥행수입 1,000만 위안을 돌파한 영화관은

29

,4
37

83

로 2016년과 동일하며 흥행수입 총액은 418.163억 위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약 26개의 스크린이 새로 생겼다.
2,3

관객 수(만 명)

6
12

한다. 그 중 흥행수입 10억 위안을 돌파한 곳은 총 15개

입 통계가 가능한 영화관은 1,441개, 스크린은 9,428개

2011~2017년 전국 도시원선 시장 관객 수 및 흥행수입 추이

흥행 수익(억 위안)

억 위안으로 도시원선 흥행수입 총액의 98.95%를 차지
안으로 도시 원선 흥행수입 총액의 79.75%를 차지한

위안으로 전국 흥행수입 총액의 53.84%를 차지했다.

2017년 흥행수입 5억 위안을 돌파한 중국영화는 12편

2017년 흥행수입 1억 위안을 돌파한 원선은 2016년보

Giant Screen) 상영관이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전

도보다 11.19% 성장한 42.53억 위안에 달했다. 중국영
도 중국과의 영화 공동제작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중
국전영합작제편공사(CFCC)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허가, 입안된 공동제작 극영화는 84편, 협력제작 2편이
고, 심사 통과한 공동제작 영화는 총 60편이다. 2017년
중국 대륙은 21개 국가, 지역과 영화 공동제작을 진행했
MADE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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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존과 다른 점은 중국의 투자가 점차 주도적 위치를

로젝트 <기우지성(奇遇之城)>, 중국-인도네시아 공동

었고 애니메이션은 17편 줄었다.

편(연말연시 상영작 4편 포함)이며 그 중 중국영화

2017년 중국은 덴마크, 그리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브

로젝트 <탈보대사(奪寶大師)> 등이 있다. 이러한 공동

다. 2017년 중국 영화창작 분야에서는 당의 19대 공산

입 총액은 473.775억 위안으로 전국 도시원선 흥행

차지했다는 것이다.

라질, 룩셈부르크 등 6개 국가와 정부간 영화 공동제작

협의를 체결하였다. 2017년 말 현재 중국과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한 국가는 이미 20개에 달하는데 나머지 14

개 국가는 각각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프랑스, 뉴질랜

제작 프로젝트 <납염(蠟染)>, 중국-그리스 공동제작 프
제작 영화 협력 계약 체결의 의미는 중국 영화의 해외진
출 촉진과 실크로드 연선 국가와의 영화 교류와 협력 촉
진에 있다.

4. 영화제작과 배급

'중국영화 전세계 동시상영' 사업은 중국과 세계 여러

(1) 영화 제작 생산

많은 나라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게 되었다. 2017 실

970편이며 그 중 극영화가 798편, 애니메이션 32편, 다

국가의 영화 문화 교류 협력을 위한 플랫폼이 되었고 더

크로드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실크로드 연선 국가에서
온 19명의 영화인 대표와 중국 영화인 대표는 영화 공동

제작 계약과 『실크로드 및 연선 국가 영화산업 거래 플

랫폼 연맹 성명』을 체결했다. 중국-프랑스 공동제작 프

당전국대표대회와 건군 90주년 기념을 계기로 우수한

헌정 영화들을 제작하여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의
통일을 이루고 주선율 영화 창작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

다.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장르, 다양화된 창작 구도가

드, 싱가포르, 벨기에(불어권), 영국, 한국, 인도, 스페인,
몰타,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등이 있다.

'영화창작품질 촉진의 해' 사업은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

더욱 공고해졌다. 중국영화의 창작 수준, 품질, 시장 경

쟁력이 모두 향상되었고 <특수부대 전랑 2>는 흥행수입

2017년 한 해 동안 제작한 각종 장르의 영화는 모두
큐멘터리 44편, 과학교육영화 68편, 특수영화 28편이

다. 전년과 대비하여 극영화는 3.37% 증가했고 다큐멘
터리는 37.5%, 특수영화는 16.67% 증가했으며 총 영
화 생산량은 2.75% 증가했다. 과학교육 영화는 1편 늘

53.104억 위안, 1.6억 명의 관객을 끌어 모으며 여러 시
장 기록을 갈아치우고 중국영화 시장의 가장 큰 성과로

자리잡았다. 중국영화의 새로운 인재가 급부상하여 새
시대로의 중국영화 발전을 촉진했다.
(2) 영화 배급 상영

2017년 전국 도시원선 시장의 상영 영화는 총 200편이

고 흥행수입은 1,000만 위안을 돌파했는데 이는 2016
년보다 13편 늘어난 수치이다. 이 중 중국영화가 2016

년보다 19편 증가한 128편, 수입영화는 2016년보다 6
편 감소한 72편이다. 흥행수입 1,000만 위안 이상 영화

2016~2017년 영화제작 생산량 비교
8

79

의 흥행수입 총액은 516.584억 위안으로 도시원선 흥행

2
77

2017년

68
49
32

극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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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44

수입 총액의 98.52%를 차지했다.

2017년 누적 흥행수입 1억 위안을 돌파한 영화는 88

67

32

다큐멘터리

단위: 편

2016년

28

과학교육영화

24

특수영화

기사ㅣ중국영화배급방영협회(中国电影发行放映协会)

편집ㅣ주정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객원프로그래머

가 47편, 수입영화가 41편이다. 이 88편의 흥행수
수입의 90.36% 수준이다. 그 중 중국영화의 흥행수

입 총액은 244.892억 위안으로 전국 도시원선 흥행

수입의 46.71%를 차지했고 수입영화의 흥행수입 총

액은 228.883억 위안으로 전국 도시원선 흥행수입의
43.65%를 차지했다.

2017년에 흥행수입 5억 위안을 돌파한 영화는 총 31
편이며 그 중 중국영화가 12편(연말연시 상영작 1편 포
함), 수입영화가 19편이다. 5억 돌파 영화의 흥행수입

총액은 340.362억 위안으로 이는 전체 도시원선 흥행수
입의 64.92% 수준이다.

2017년 흥행수입 10억 위안을 돌파한 영화는 총 13편

이며 그 중 중국영화가 5편, 수입영화가 8편이다. 그 흥

행수입 총액은 223.021억 위안으로 전국 도시원선 흥행
수입 총액의 42.54%이다.

중국영화 <특수부대 전랑 2>가 53.104억 위안의 흥행
수입을 올리며 2017년 수입 1위를 차지했고 역대 상영

영화의 흥행기록을 경신했다. 미국의 시리즈 영화 <분
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이 25.188억 위안으로 흥행 2

위, 중국 코미디영화 <수수적철권>이 20.657억 위안으
로 흥행 3위를 차지했다.

Interview

여건민(呂建民)

북경춘추시대영화사(春秋時代影業) 대표
2015년 여건민이 투자, 출품하고 오경(吳京)이
감독, 주연한 영화 <스페셜포스: 특수부대 전랑

1(戰狼)>의 흥행수입이 5억 5천만 위안을 돌파

하며 중국의 밀리터리 액션영화의 공백을 채워

주었고 이 영화는 영화시장에서 센세이션을 일
으킨 '다크호스' 영화로 자리매김했다.

여건민은 영화인생 초기 <맹정(盲井)>, <무산
의 비구름(巫山雲雨)>, <당신은 나의 변함없는

영웅입니다(長大成人)> 등의 영화를 성공적으
로 출품, 배급하면서 중국 6세대 감독과 성공적
인 협업을 진행했다. 2000년 이후 점차 소자본

독립제작에서 메인 상업영화의 개발, 제작으로
전향했다.

그는 2016년 9월 7일 <스페셜포스: 특수부대

전랑 1>으로 2016 화정장 최우수영화제작자상
을 수상했다. 또한 <특수부대 전랑 2(戰狼 2)>

의 제작자 중 한 명으로 이 시리즈 제작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특수부대 전랑 2>는 2017

년 7월 28일 상영을 시작해 중국영화의 각종

흥행기록을 갈아치우며 56억 위안의 흥행 수입

을 올리며 중국 국산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 중국영화로는 유일하게 글로벌 박스오

피스 top 100에 진입했다. 여건민이 출품한 중국 최초로 현대 공군의 공중전을 소재로 한 영
화 <공천엽(空天獵)>은 9월 29일 상영을 시작, 공중전 영화의 시작을 알렸다.

여건민은 다년간 중국 상업영화의 장르적 실험, 시즌 개발, 홍보 마케팅 등 여러 분야에서 의
미 있는 시도를 해왔고 다수의 히트작을 출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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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국영화시장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무엇인가?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장르가 발전했다는 것인데 밀리터리 영화 <'특수부대 전랑 2(戰狼 2)>와 코미디 <수
수적철권(羞羞的鐵拳)>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최근 몇 년간의 중국영화시장 성장으로 볼 때 이미 중국과 글
로벌시장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액션과 코미디 장르는 비교적 항상 환영 받는 장르이다. <22(二十二)> 등
다큐멘터리 작품들도 매우 훌륭했다. 장르가 점점 다원화되고 있다.

중국영화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 스크린 수량이 급증했다. 관객이 점점 성숙해지고 있고 원선 역시 여
러 장르의 우수한 영화를 상영한다. 과거의 환경에서라면 다큐멘터리는 원선에서 상영하기 몹시 어려운 장
르였다.

<특수부대 전랑> 시리즈, <오퍼레이션 레드 씨(紅海行動)>와 같은 밀리터리 액션 소재가 흥행 성공을 거
두었다. 기존 중국의 '홍색경전' 들과 비교해서 이를 하나의 혁신으로 볼 수 있을까?

<특수부대 전랑> 시리즈의 경우 보통 사람들은 이를 주선율 영화라고 보는데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이
영화를 메이저 상업영화라고 생각한다. 나는 늘 "할리우드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 영화가 시작하

자마자 성조기와 국가가 나오는데 왜 이를 주선율 영화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가?" 하고 말한다. 관객들은 이
영화를 메이저 상업영화라고 생각하지 않나.

우리는 현실에서 직접 느껴볼 수 없는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특히 2017년 선보인 <특수부대
전랑 2>, <오퍼레이션 레드 씨>, <공천엽>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스페셜포스: 특수부대 전랑 1>은 처음부터 시리즈 영화로 계획했나?

<스페셜포스: 특수부대 전랑 1>을 시작할 때는 전혀 이렇게 멀리 본 것이 아니라 그저 이런 소재의 영화를
찍고 싶어 창작의 방향을 찾은 것뿐이었다. 하지만 찍고 보니 정말 재미있었고 이 이야기를 좀 더 발전시키
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투자자로서든 출품인으로서든 많이 생각한 부분은 먼

저 시장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페셜포스: 특수부대 전랑 1>편의 마지막 부분에 "<특수부대
전랑 2>가 곧 돌아옵니다" 같은 예고를 넣었는데, 이것은 오경 감독 스스로가 생각한 결말이었다. 다들 이

이야기를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영화 속 인물은 이미 갖춰졌고 몇몇 부분만
손보면 작업하기 쉬웠다. 이 때는 전랑 시리즈가 벌써 IP가 되었다고 느꼈었고, 곧 적절한 시기에 다시 <특
수부대 전랑 3>를 계획할 것이다.

요즘 IP는 중국영화계의 핫이슈이다. 투자와 창작 과정에서 이런 IP영화 또는 시리즈 영화의 특징이 있나?

<특수부대 전랑 1>과 <특수부대 전랑 2>를 시리즈 영화라고 부르는 것에는 동의하는 편이지만 이 영화를

IP영화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첫째, 입소문도 좋고 흥행성적도 좋지만 반드시 관심이 높아야 이후의 시리

즈를 만들 수 있다. 둘째, 만약 좋은 영화 한 편을 시리즈 영화로 개발할 수 있다면 영화마다 매우 훌륭해야

한다. <007>, <분노의 질주>, <미션 임파서블> 등의 영화는 그 스토리와 캐릭터가 처음부터 관객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관객들은 캐릭터의 미래와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한편 한편 영화를 보려 한다. 관객의 수
요가 있다면 제작자는 생산할 용의가 있다.

<특수부대 전랑 2>에는 아프리카에서 촬영한 부분이 있는데 해외촬영의 문제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나?
해외로 가면 각자의 작업 방식, 가치관이 다 다르고 촬영 과정 조율도 굉장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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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촬영의 문제는 우선 안전이었다. 이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문제인데 게다가 아프리카의 독특한

우리가 처음 공동제작을 하려 했던 목적 중 하나는 세계화를 위해서였고, 둘째는 더 많은 시장에서 영화를

가 된다. 현지의 장비로는 촬영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때로는 필요한 촬영장비를 찾을 수

투입했지만 효과가 좋지 않아 중국시장을 잘 꾸려나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분위기를 담아내기 위해 선택하는 촬영지는 도시도 아니다. 이렇게 미개발된 지역에서는 우선 장비가 문제
도 없다. 그렇게 많은 촬영장비를 가져가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문제였다. 그 외에도 현지인과

우리의 작업방식이 너무 달라서 효율이 낮았고 이를 조율하는 것도 무척 어려웠다. 일부 지역에는 영화산업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제도와 규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컸다.

아프리카에 로케이션 헌팅을 갔을 때 항상 총을 든 경호대와 함께 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촬영할 때는 현지의 치안, 장비 준비를 포함한 현지 기술인력 수준 등이
모두 큰 문제이다.

현재 중국 영화시장의 최대 문제와 도전은 무엇인가?

최근 중국 영화시장이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다. 대량의 자본과 핫머니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자본에게 인질
이 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원선, 전자상거래의 급부상 등 새로운 문제가 많이 발

생하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는 이미 관객의 주요 티켓 구매 플랫폼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절대적 우위
를 가진 플랫폼이기도 하다. 지금의 영화시장은 더 이상 예전처럼 순수하게 좋은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에너
지를 집중하지 않는다. 시장의 이런 치열한 경쟁은 영화 자체에 있어서는 엄청난 손해이다.

사실 전자상거래, 인터넷 분야의 성장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각종 비즈니스 행위가 영화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동시에 관리 측면에서는 정체를 일으킨다. 현재 관리 부문에서 이런 문제를 이미 인식했다.
현재 중국영화 제작 수준과 제작 환경을 어떻게 평가하나?

다들 중국영화가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이러한 격차는 관념적 차이, 아이디어의 차이,
스토리텔링의 차이이지 기술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부 제작기술로 실현 불가능한 부분은 외주
청탁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 중국영화는 2003년에서야 민영기업, 비국유 제작 단체의 영화 제작을 허가했고 지금까
지 고작 십여 년의 시간이 지났을 뿐이다.

기존의 중국-외국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작업하면서 어떤 소회가 있는가? 중국과 공동제작 또는 촬영협력을
진행하고자 하는 외국 영화인에게 충고한다면?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소위 말하는 중국-외국 공동제작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 영화제작분야

배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후 작업 과정에서 다른 시장을 동시에 고려해 노력과 시간을

나도 몇몇 영화제에 참여하고 전세계 몇몇 영화인들과 협력 문제를 타진하기도 한다. 중국영화시장은 방대

하고 곧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이해할 수 있다.
중국시장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우선 중국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외에서 온 몇몇 대본을 보았는데
창작자들이 중국의 역사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거나 논

리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나의 경험으로 보면 단순히 공동제작만을 위한 대본과 프로젝트들은 성공을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공동제작 대본이 만약 중국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일 경우 반드시 중국이라

는 이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이해해야 하고 멋대로 꾸며대서는 안 된다. 반드시 대본작업 단계부터 중국의
스태프가 그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중국의 영화사는 공동제작을 원한다. 공동제작을 통해 다른 나라의 시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원하지 않겠나? 게다가 우리는 세계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두 나라의 관객

이 모두 감동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공동제작만을 위한 공동제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이런 좋은 스토리가 부족하다. 현재 중국과 할리우드의 공동제작에서 진정한 의미의 성공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본다. 모두들 자신의 고급 기술과 기법 그리고 두 나라의 스타를 투입하지만 어째서 아
무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역시 문화와 시스템의 차이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도 공동제작 프로젝트의 쓰라린 경험이 있다. 양측의 작업 시스템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금
을 투입했지만 협력 파트너의 자금은 계속해서 미뤄졌다.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가 점점 커졌고 결국 촬영을
계속할 수 없었다. 이런 경험은 사람을 무너지게 했고 정말 좋은 스토리가 없다면 더 이상 공동제작 프로젝
트를 진행하고 싶지 않다.

지금 우리는 해외에서 좋은 스토리를 보면 이것을 사서 직접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공동

제작에 대한 열의는 이미 많이 낮아진 상태다. 공동제작은 우선 일부 협력 국가의 시장규모가 크지 않아 수
입이 과연 얼마나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작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수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

야 하고 양쪽 모두 더 많은 희생과 타협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최종 효과는 그리 좋지 않다. 중국영화계는 모
두 할리우드처럼 세계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지금 당장 중국 영화계가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것은 현

실성이 낮고 한걸음씩 나아가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스
토리이다.

에는 아직 통일된 세계 표준이 없다. 일본, 할리우드, 유럽과 공동제작을 시도해 보았는데 효과적인 측면에

최근 몇 년간 중국 영화시장에 생긴 새로운 트랜드와 변화라면 어떤 것이 있나?

기본적으로 중국과 외국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영화 투자는 모두 일정 자

영화 원선도 그 충격을 받고 있다. 2~30위안만 내면 월간 이용권을 사서 많은 영화를 집에서 볼 수 있다. 현

서 이 공동제작 프로젝트들 모두 크게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 중 큰 이유는 외국과 협력할 때 가장
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 특히 유럽과 미국은 세계 각국에서 사전판매를 진행하고 사전판매가

순조롭지 않거나 어떤 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프로젝트의 크랭크인이 연기되고 심지어 연기되다가 프로

젝트가 불발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중국에서 영화를 제작할 때는 시즌도 계획을 해야 하므로 이렇게 연기되
면 매우 곤란하다. 두 번째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차이이다. 양측 모두 투자를 하는 경우 분명 각자의 시장
을 모두 고려할 것인데 시장 사이의 환경에 차이가 있다. 이런 요소들이 모두 공동제작 프로젝트 작업을 어
렵게 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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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영화의 거시적 환경은 고속성장 단계에 있지만 이 단계는 조방한 상태이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재 텐센트의 유료 이용자는 이미 7000여 만 명에 달하며 분명 많은 영화 관객을 분담하고 있을 것이다. 앞으
로 원선의 생존은 기술집약적 블록버스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1인당 영화 관람 횟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원선에서는 분명 관객의 수요에 따라 조정할 것이라

고 생각한다. 지금 사람들은 모두 예술영화 원선을 호소하고 있고 어떤 곳은 조금씩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관의 경영 활동은 결국 비즈니스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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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제작자 입장에서 예술영화 프로젝트와 상업영화 프로젝트에 차이가 있는가?

2017년 중국 영화 흥행

쏟는 에너지는 똑같지만 투자금이 많고 적고의 문제이다. 하지만 이 둘 사이의 수입은 분명 다르다. 2년 전

B e st3

우리가 만든 <판타지아(幻想曲)>라는 영화는 2014칸영화제 주목할만한시선에 노미네이트되었다. 최근 투

자한 예술영화 <로메르를 찾아서(尋找羅麥)>도 상영 시기를 결정했고, 전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을 소
재로 한 이야기도 개발 중이다. 내 입장에서는 이런 예술영화를 영화 프로젝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심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우리 주변의 소외된 계층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바라
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의 독립영화들은 10만, 20만 위안이면 영화를 찍을 수도 있었지만 요즘은 천 만 위안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데 어떻게 자금을 회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만 한다. 누구도 오직 상을 타기 위해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관객이 너무 적은 예술영화는 간혹 작가가 개인의 표현만을 쫓다 보니 사회적인 면과 문화적인 면의 연계를
소홀히 하고 너무 소외된 개체를 포착하여 문제를 개성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확대하는 경우가 있다.

1 특수부대 전랑 2 / 戰狼 2

무차별적인 학살을 벌이는 용병들로 인해 폐허가 되는 아프리카의 지역. 그들의 무차별적인 살육에 대항하
기 위해 전직 중국 특수 정보부대원인 울프는 다시금 전장으로 뛰어든다. 역대 중국 흥행 영화 1위, 액션배
우 오경이 스스로 감독과 주연을 맡았다.

류후이(劉卉)

『화어전영시장(華語電影市場)』 영화 기자, 에디터. 근속 4년 동안 중국어 영화의 기획, 인터뷰, 저
술과 편집을 담당해 왔고, 상하이국제영화제 및 베이징국제영화제를 다수 보도했다. 인터뷰 했던 영화
인으로는 지아장커(賈樟柯), 닝하오(寧浩), 임초현(林超賢), 프룻 첸(陳果), 양가휘(梁家輝), 고천락
(古天樂), 천쿤(陳坤), 오언조(吳彦祖) 등이 있고, 집필 기사로는 『베이징국제영화제 스크린 뒤의 이
야기』, 『수입 매단제 영화 연말조사: 이것은 과연 어떤 비즈니스인가?』, 『이것은 개혁-닝하오 인
터뷰』, 『인간과 규범의 전쟁-쉬하오펑(徐浩峰) 인터뷰』 등이 있다.

리천루(李辰璐)

『화어전영시장』 잡지 기자, 에디터, 상무대표. 2016년부터 잡지 칼럼 기획, 인터뷰, 기획기사, 편
집, 프로젝트 기획 및 비즈니스 협력 등을 담당했다. 인터뷰 했던 영화인으로는 장양(張楊), 리우 유린
(劉雨霖), 키스 콜레아(Keith COLLEA), 케빈 가이거(Kevin GEIGER) 등이 있다. 집필, 편집 기사로는
『심용결 - 중어영화 황금시대의 새로운 모범』, 『중국 청춘영화의 기쁨과 근심』, 『VR 기술 - 허구
를 영화 현실로』, 『넷플릭스의 자아혁명과 성공의 길』 등이 있다.

감독
오경 吳京
관객수(만 명)
15,951
		

제작
하이롱 관 关海龙, 여건민 呂建民

개봉일
2017.07.27

흥행 수입
CNY 5,310,410,000

제작사
Beijing Dongfang International
Cultural Communications Company

배급사
Beijing Jingxi Culture&
Tourism Company

>> 오경(吴京)

중국 무술가, 배우 및 감독. 오경은 <태극권 2>, <흑권>, <살파랑>, <특수부대 전랑>
및 그 속편의 Leng Feng 과 같은 다양한 무술 영화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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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국 영화 흥행

2 수수적철권

B e st3

/ 羞羞的鐵拳

남자 UFC 종합격투기 선수가 그의 뇌물수수를 폭로한 여성 기자와 몸이 바뀌게 된다. 이제 그들은 챔피언십
을 놓고 함께 힘을 합쳐야만 하는데…

3 쿵푸 요가 / 功夫瑜伽

저명한 고고학 교수 잭(성룡)은 어느 날, 인도의 아시미타 박사로부터 잃어 버린 고대 보물이 숨겨져 있는 지
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조수 소광(레이)과 함께 최고의 보물 사냥꾼 존스(리즈팅)를 영입해 비밀의

열쇠인 다이아몬드를 찾아나선 잭. 하지만 보물을 노리던 랜달과 그의 부하들에게 기습을 받게 되면서 원정
은 위기를 맞게 되는데…

감독
장 지유 張遲昱, 송양 宋陽

제작
티안 티안 田甜

개봉일
2017.09.30

관객수(만 명)
6,619

제작사
Beijing Fun Age Pictures

배급사
Tianjin Maoyan Media Co.,Ltd

>> 장 지유(張遲昱) / 송양(宋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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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 수입
CNY 2,065,740,000

감독
당계례 唐季禮

제작
성룡 成龍

개봉일
2017.01.28

흥행 수입
CNY 1,650,450,000

관객수(만 명)
4,597

제작사
Sparkle Roll Media

배급사
Horgos Taihe Shuyu Culture Development Co.,Ltd

>> 당계례(唐季禮)

홍콩의 영화감독, 연출가, 무술감독, 시나리오작가 및 사업가이며 박애주의자이다.
당계례는 1979년 홍콩의 영화감독이었던 처남의 독려로 영화계 현장에서 일을 시작,
1991년 자비로 첫 영화 <마역비룡>을 감독했다. 그의 데뷔작은 당시 유명 영화평론
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제작사 골든하베스트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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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홍콩 영화시장/산업 동향
홍콩 박스오피스 흥행 10위
작품명
미녀와 야수

토르: 라그나로크
슈퍼배드 3
원더 우먼

감독

국가

장르

제작사

배급사

빌 콘돈

미국

판타지

Walt Disney Pictures

Walt Disney Pictures

슈퍼히어로

Marvel Entertainment

존 왓츠

스파이더맨: 홈 커밍

출처 : Hong Kong Box Office Ltd.

미국

타이카 와이티티

미국

패티 젠킨스

미국

피에르 코핀, 카일 발다 미국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저스티스 리그

F. 개리 그레이

미국

톰 맥그래스

미국

잭 스나이더

더 보스 베이비

스타워즈: 더 라스트 제다이
로건

라이언 존슨

제임스 맨골드

극장 입매권 매출

슈퍼히어로

Columbia Pictures

Sony Pictures Releasing

애니메이션

Illumination Entertainment

Illumination Entertainment

액션

Universal Pictures

Universal Pictures

애니메이션

DreamWorks Animation

DreamWorks Animation

슈퍼히어로

Marvel Entertainment

Marvel Entertainment

슈퍼히어로

미국

슈퍼히어로

미국

공상과학

미국

Warner Bors.
DC Comics

Walt Disney Pictures

Warner Bors.
DC Comics

Walt Disney Pictures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저스티스 리그

더 보스 베이비

스타워즈: 더 라스트 제다이
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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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제작사

배급사

펑 하오샹 彭浩翔

로맨틱 코미디

Media Asia

구예도 邱禮濤

스릴러

China Film Media Audio
Video Distribution Co.
Star Overseas

Edko

탁탄전가 拆彈專家

서유복요편 西遊伏妖篇

서극 徐克

판타지 어드벤처

웡 춘 黃進

드라마

왕정 王晶, 제이슨 콴 關智耀

추룡 追龍

매드 월드 一念無明

Gala Films

Golden Scene

Golden Scene

나의 서른에게

펭수혜 彭秀慧

드라마

Fox Networks Group

원량타 77차 原諒他77次

구예도 邱禮濤

로맨틱 코미디

Emperor Film Production

싱킹 시티: 캡슐 오딧세이
西謊極落:太爆太子太空艙

스티븐 응 吳漢邦,
네로 응 吳兆麟
엽위신 葉偉信

액션

Alibaba Pictures Group

미국 100

41,599

China 3D Digital
Entertainment
Emperor Films

China 3D Digital
Entertainment
Bravos

액션
7,809

스릴러
25,351

47,720

China 3D Digita
Entertainment

HMV Digital
China Group Ltd

코미디

판타지
어드벤처
23,625

47,798

38,538

Bullet Films

China 3D Digital
Entertainment

49,918

41,833

Universe

코미디

51,568

43,639

드라마

Bona Film Group

로렌스 쳉 鄭丹瑞

사랑과 우정 3
小男人週記3之吾家有喜

65,853

토르: 라그나로크

원더 우먼

러브 오프 더 커프
春嬌救志明

감독

67,267

스파이더맨: 홈 커밍

슈퍼배드 3

출처 : Hong Kong Box Office Ltd.

작품명

패러독스 殺破狼·貪狼

단위 : 천 홍콩 달러(HKD)

미녀와 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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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vel Entertainment

자국 영화 흥행 10위

코미디
26,372

드라마
50,940
로맨틱 코미디
44,502

박스오피스 국가별 점유율

자국 영화 장르별 수익률

단위 : %

단위 : 천 홍콩 달러(H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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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불확실성의 구름
는 대부분 흥행실패를 면치 못한 것이다. 두문택(杜汶

<매드 월드(一念無明)>와 <위즈 온 파이어(點五步)>라

문과 여러 건의 홍콩영화금상장(HKFA) 후보 지명에도

는 두 가지 성공 사례가 나온 것이다. <매드 월드>는 6

개월간의 순회 상영, 지역 영화제 수상, 그리고 입소문
에 힘입어 홍콩 박스오피스에서 1,690 만 HKD(215만
USD)를 벌어들였다. <위즈 온 파이어>는 <매드 월드>

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입을 올렸지만, 2개의 홍콩영
화금상장을 수상했으며 스티브 찬(陳志發) 감독을 주목

해야 할 신인 감독으로 탈바꿈 시켜놓았다. 새로운 인재

들이 주목을 받고 있었고 업계가 새로운 세대에 스포트
라이트를 넘겨 줄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홍콩 영
화 산업 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전체 흥행
수입은 전년 대비 4.81% 감소한 1억 5,000만 HKD(2
억 3,600만 USD)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

갔다. 개봉 건수는 5.16% 감소했고(2016년 349편에서

2017년 331편) 이 중 국산 영화는 62편에서 53편으로
감소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4월 말 개봉 당시 3,030만

HKD(386만 USD)를 기록한 펑 하오 샹(彭浩翔)의 <러
브 오프 더 커프(春嬌救志明)>가 최고의 홍콩 국내 영

화로 자리매김한 이후 다른 홍콩 국내 영화가 이 성적

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반기 출시작 중 왕정
(王晶), 제이슨 콴(關智耀 )의 <추룡(追龍)>, <싱킹 시

티: 캡슐 오딧세이(西謊極落:太爆太子太空艙)>와 엽
위신(葉偉信) 감독의 <패러독스(殺破狼·貪狼)>만이 상
위 10위 영화에 올랐을 뿐이다. 2016년과 마찬가지로
2017년에도 오직 세 편만이 2,000만 HKD(255만 USD)
이상의 성적을 기록했다.

<코드네임: 콜드 워(寒戰2)>와 <미인어(美人魚)> 같

은 대형 히트작 없이 국내 관객을 사로잡으려는 업계
의 노력은 여전히 힘겨워 보였다. 홍콩이 아닌 중국 본
토의 주된 투자 없이 제작된 소위 ‘순수 국내 제작’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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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영화감독들이 계속해서 중국 본토시장에 힘을

歡,你)>는 관객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다.

면서 홍콩 영화 산업의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

리고 진가신(陳可辛) 제작의 로맨틱 코미디 <희환니(喜

2017년 상반기는 홍콩 영화 업계의 호재로 시작되었다.
홍콩 정부의 FFFI(First Feature Film Initiative)에서

遁甲)>, 유위강(劉偉強)의 <건군대업(建軍大業)> 그

澤) 감독의 <더 엠프티 핸즈(空手道)>는 긍정적인 입소

불구하고 220만 HKD(28만 USD)의 성적에 그쳤다. 또
한 FFFI의 최신작인 탐 와이 칭(譚惠貞)의 <인 유어 드

림스(以靑春的名義)>와 장경위(張經緯)의 <쪽빛 하늘
(藍天白雲)>도 관객 몰이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작들처럼 훌륭한 평도 받지 못했다. 풍지강(馮志强) 감
독의 <콘체르토 오브 더 불리(大樂師,爲愛配樂)>(대부
분 국내 캐스팅, 공동 제작)는 홍콩영화금상장(HKFA)

후보에 많이 오르고 입소문을 내기 위해 수개월의 시사

회 상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개봉 당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상영 기간을 늘

리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을 시도했지만 상영 3주 만에
개봉관 수가 4개로 줄어버리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큰 예산을 투자한 홍콩-중국 본토 합

작 영화인 <협도연맹(俠盜聯盟)>(흥행 보증수표인 유
덕화, 서기 주연), 곽자건(郭子健) 감독의 특수효과로

치장한 오락 영화 <손오공(悟空傳)>, 그리고 오우삼(吳

宇森) 감독의 <맨헌트(追捕)>조차도 실망스러운 결과
를 낳았다.

비록 관객들은 <패러독스>, <맨헌트>, <더 브링크(狂

獸)>와 같은 전통적인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를 거부했
지만, 90년대 초반 영화 <여락(五億探長雷洛傳：雷老
虎)>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한 올드한 갱단 영화

인 <추룡>을 보기 위해서는 극장을 찾았다. 유덕화 주연
의 두 영화 <추룡>과 <탁탄전가(拆彈專家)>가 홍콩 자

국 영화의 상위 10위에 오른 것을 감안할 때 홍콩 관객
의 배우 유덕화에 대한 사랑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홍콩 영화 산업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또
한 가지 일관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바로 중국 본토

상업 영화에 대한 혐오감이다. 홍콩 국내 영화 제작자
들에 의해 제작된 진가상(陳嘉上)의 <풍운대전(蕩寇風
雲)>, 원화평(袁和平)과 서극(徐克)의 <기문둔갑(奇門

또한 홍콩 영화 산업은 2017년 상반기의 비평적 성공을

후반기까지 이어가지 못했다. HKFA(Hong Kong Film

Archive)는 전년도에 비해 2편이 모자란 총 66편의 수
상 후보작을 발표했고 이 중 2017년의 가장 강력한 수

상 후보는 허안화(許鞍華) 감독의 <그날은 오리라(明
月幾時有)>(홍콩 출신이 아닌 주연의 홍콩 배경의 드라

마)와 실비아 창(張艾嘉)의 <상애상친(相愛相親)>(중
국 본토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하는 주연의 중국 본토 배
경 가족 영화)이다. <맨헌트>는 진부한 스토리텔링 기법
으로 지역 관객에게 혹평을 받았고, 좀비 코미디 스릴러

인 <홍콩 좀비 히어로(今晚打喪屍)>는 엄청난 좀비 액
션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관객들에게
가혹한 평가를 받았다. (필자가 해당 영화의 영어 자막
번역을 담당했다.)

외국 영화 역시 성적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2012년 이후 처음으로 1억 HKD(1270 만 USD)를 넘
어선 영화가 부재했다. 외국 영화 중 디즈니의 <미녀와

쏟고 있는 동안 신인 감독들의 영화가 흥행을 이어나가
로 보인다.

2017년 홍콩 영화 산업의 승자는 의심할 여지없이 중
국 3D디지털엔터테인먼트였다. <사랑과 우정 3(小男人

週記3之吾家有喜)>(1620만 HKD, 206만 USD), <나
의 서른에게>, <싱킹 시티: 캡슐 오딧세이>와 같은 저예
산 코미디 영화로 박스오피스 흥행 성공을 달성했다. 또

한 모 회사인 HMV 차이나 디지털 그룹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 <나의 소녀시대(我的少女時代)>를 제작한 대만
화롄미디어의 모회사인 밴티지메트로유한회사를 인수

하며 대만으로 영역을 확장하였다. 또한 HMV산하의 주
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HMVOD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 서비스는 홍콩 도시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스
트리밍 서비스 중에서 가장 큰 홍콩 국내 영화 라이브러
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웅본색 4(英雄本色2018)>를
극장 및 스트리밍 판으로 동시 출시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중국의 3D디지털엔터테인먼트는 인기 있는
국내 코미디언인 다요 웡(黃子華)이 출연한 Agent Mr.

야수>가 6720만 HKD로 해외 영화 중 최고의 기록을

Chan(棟篤特工) 으로 대대적인 히트를 기록했다. 이 영

만 HKD(839만 USD)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두 영화 모

어 들였고 2018년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한 영화가 될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6,580

두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가 2016년에 세운 1,130
만 HKD(144만 USD)에 훨씬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둔 것
이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2017년이 홍콩 영화 산

업에 있어 대체적으로 나쁜 해였다는 것에 큰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올해는 몇몇 밝게 전망되는 부
분들도 있었다. <매드 월드>의 놀라운 성공 외에도 펭
수혜(彭秀慧)의 감독 데뷔작인 <나의 서른에게>는 올

해 최고의 수익률을 올린 국내 영화 중 7 위를 차지하며
1520 만 HKD(194만 USD)를 기록했다. 두 신인 감독

의 데뷔작인 <싱킹 시티: 캡슐 오딧세이>도 예상 밖 9위
를 차지하며 1020 만 HKD(130만 USD)를 거두었다. 작

년 28명에 비해 살짝 감소된 수준인 22명의 영화감독들
이 HKFA에서 주는 최우수신인감독상의 자격을 부여 받
았지만 신인 감독의 데뷔는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 또한

화는 음력 설 기간 동안 4200만 HKD(534만 USD)를 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5년 <부산행>으로 홍콩에서 아시아 영화 최고의 흥
행 기록을 깬 홍콩 현지 배급사인 에드코는 <신과함께-

죄와 벌>로 한국 영화의 또 다른 히트작을 만들어냈다.
1월 초(한국 개봉 후 수 주일 이후) 이 판타지 어드벤처
영화는 이미 5천만 HKD(638 만 USD)를 벌어 들였고

마블 스튜디오의 <블랙 팬서>가 나오기까지 올해 최고
의 영화의 위치에 있었다. 독립 배급사 골든씬은 드물게

연장 상영을 이어나가면서 천만 HKD(127만 USD)를 벌
어들인 한국 영화 <택시운전사>를 배급했다. 이 영화의

성공으로 골든씬은 정치 스릴러인 <1987>의 배급 또한

비슷한 중국어 영화 제목으로 정하며 관객에게 홍보하
기도 하였다.

박스오피스 수익 하락 추세에도 국내투자자들이 그들

의 초점을 국내 관람객들에게로 집중하고 해외에서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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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는 관람객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홍콩영화업체

창조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0 억 HKD(1

로드웨이시네마는 최초의 IMAX 영화관을 비롯하여 주

만 이 중 얼마가 영화 산업으로 투입될지는 아직 발표되

들은 계속해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에드코의 브

거 지역 두 곳에 새롭게 확장을 시작했으며 시네마 시티

는 1년 내에 4곳의 새로운 상영관을 열면서 빠르게 확장
되고 있다. 또한 중국 본토에서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엠페러 엔터테인먼트는 홍콩 비즈니스 지구 중심부와

서부의 신 주거 지역에 두 개의 신규 영화관을 지으며
홍콩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한국의 CJ CGV 역시 2018

년 중에 CGV 브랜드의 최초 멀티 플렉스 영화관을 개관
하려고 진행중이다.

한편 홍콩 정부는 현지 영화(First Feature Film

Initiative의 영화 포함) 및 기타 영화 관련 활동에 영화

개발 기금을 통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Interview

억 7200 만 USD)를 추가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지
지 않았다.

홍콩 국내 영화들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공정한 경
쟁을 할 수 있게 하는 한국의 영화보호무역주의와 유사

한 강력 보호 조치들이나 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으로부
터 비교적 자유로운 독립영화들이 제작되지 않는다면,
홍콩 영화업계의 운명은 순수 상업적 가치에 계속 의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젋고 야심찬 영화제작자들이 영

화를 감독할 기회를 더 많이 찾는다고 해도 그들은 국내

시장을 만족시키기 위해 더 적은 예산으로 타협해야 할
지 아니면 중국 본토의 더 큰 시장을 위해 예술적 자율성
을 희생해야 하는지에 관한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있다.

수비 량(制片人)

수비 량은 2011년에 펑하오샹(彭浩翔) 감독과 함께 Making Film Productions을

창립하였고, 히트작 <사랑 시리즈 3부작(志明與春嬌 시리즈)>과 <저속희극(低俗喜

劇)>(2012) 등 펑하오샹 감독이 이후 연출한 모든 작품에 프로듀서로 이름을 올렸다. 최
근에는 부준펑(巫俊鋒)의 <견습생(身後仕)>을 비롯한 국제 공동 제작 영화에 프로듀서
와 책임 프로듀서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제작하신 영화, <러브 오프 더 커프(春嬌救志明)> 소개 부탁드립니다.

시리즈의 세 번째 영화로 <담배 연기 속에 피는 사랑(志明與春嬌)>, <골치아픈 사랑(春嬌與志明)>의 후속
작이며 담배를 피우다 처음 만난 커플의 러브스토리와 그들이 직면하는 여러 문제를 다루는 작품이다. 이번

편에서는 주인공 커플이 전편의 무대였던 베이징을 떠나 다시 홍콩으로 돌아오지만 그들의 관계는 더 어려
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영화이다.

이 영화가 홍콩 박스오피스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시리즈의 앞선 두 영화가 박스오피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세 번째 영화도 자연스럽게 흥

행이 잘 되었다. 또한 최근 홍콩에선 로맨스 영화가 감소했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홍콩 사람들의 일상과 홍콩의 현지 문화를 다루는 이야기도 부족하다. 이 영화는 홍콩과 중국 본토의 공

동 제작으로 만들어졌지만 스타배우 두 명과 감독은 홍콩 사람이다. 그렇기에 이 영화는 홍콩의 현지 분위기
케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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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마는 전 인터넷 판매 업체 YesAsia.com의 영문 편집자이자, 무역 뉴스 웹 사이트 Film Business
Asia의 중화권 특파원이었다.
현재 캐세이패시픽과 캐세이드래곤의 기내 잡지를 발행하는 Cedar Hong Kong의 엔터테인먼트 부
문 편집자이다.
또한 그는 아시아 영화 산업에 대한 포괄적 인 보도를 제공하는 새로운 웹 사이트인 아시아인시네마
(www.asiaincinema.com)의 창립자이자 중화권 영화사 및 기타 문화 기관을 위한 프리랜서 작가,
BIFAN INDUSTRY GATHERING 2018
번역가이기도 하다.

를 아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홍콩 박스오피스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홍콩 관객의 마음 속에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불러일으킬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뭔가 감성적
인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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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영화에 투자를 받으셨나요?

길 원한다. 재관람의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투자사에서 제작을 승인해준 덕분에 작품 제작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투자 측면에서는 크게 신경을

현재 홍콩의 영화산업이 처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입니까?

다른 영화의 경우에는 종종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 하지만 홍콩-본토 공

시간에 걸쳐 악화되고 있는 문제다. 예전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수익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해당

이번 영화의 경우 Media Asia가 첫 번째 작품에 투자했기 때문에 IP(지적 재산권)는 Media Asia에 속한다.
쓸 필요가 없었다.

동 제작을 할 경우에는 본토로 가서 잠재적 투자자들을 만나야 한다. Media Asia가 시리즈에 대한 IP를 소

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토의 파트너는 Media Asia 측에서 결정했다. 우리 회사가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에는 영화의 장르, 확보할 수 있는 배우에 맞춰 잠재적 투자자들과 함께 움직인다.
홍콩에서는 영화에 대한 투자가 어떤 식으로 이뤄집니까?

가장 큰 도전은 홍콩 박스오피스가 홍콩 영화의 예산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이것은 오랜
지역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거의 없다. 대만 시장에서조차 서구 영화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 홍콩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제작 편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

게 되면 기회가 부족해진 탓에 새로운 재능있는 인물의 유입이 줄어들 것이고 영화 산업 종사자도 줄어들 것
이다. 그러면 영화 산업도 전체적으로 위축될 것이다.

요즘 홍콩에서는 영화 제작을 위한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렵다. 특히 영화 제작 예산이 꽤 증가한 상황에서는

요즘 홍콩 영화의 생산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익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증가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하락하였다. 따라서 투자금에 따른 좋은 수익을 돌려

스타나 영화인들이 페이를 적게 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대만에서는 국내 작품을 할 때 페이를 적게 받는

더욱 그러하다. 오늘날 과거에 받았던 예산으로 좋은 홍콩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홍콩 영화의
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설득하기도 더욱 어려워졌다.
홍콩 현지 영화는 어떤 식으로 개봉하나요?

홍콩에는 Media Asia, Emperor Films 등 자체 배급팀이 있는 대규모 회사들이 있다. 따라서 이런 회사들
이 영화 홍보, 극장과의 협의, 기타 개봉 계획까지 맡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이러한 큰 회사들이 지원

하지 않는 영화는 독립 배급사인 Bravos, Golden Scene in Hong Kong 등이 일을 맡아 극장과 접촉하고

제한된 자원으로 최상의 생산 가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홍콩 국내 제작사라는 이유만으로 홍콩의 인기
사람들도 있지만 홍콩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기 어렵다.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홍콩 대신 중국 본토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 그들은 홍콩에서 더 적은

돈을 받으며 박스오피스에서 흥행하지 못할 작품을 위해서 왜 일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
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박스오피스에서 단지 100만 HKD에 불과한 수익을 거둘 작품을 위
해 애쓴다는 것은 꽤 힘 빠지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홍콩에서 촬영을 고려중인 외국 영화인들을 위한 조언이나 팁이 있으신가요?

개봉하는 것이 꼭 좋은 생각이 아닐 때도 있다. 어떤 영화는 영향력을 키우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개봉

은 과정을 거친다. 촬영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찍을 수는 없다. 촬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모든 촬영지에는

홍콩에서는 40개 정도의 극장에서 개봉하는 것이 와이드릴리즈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극장에서
일 성적이 좋지 않으면 극장 측에선 작품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기도 전에 상영을 중단시키려 한다. 그렇기에

좋은 개봉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20개 이하의 극장에서 개봉한 뒤에 천천히 확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
런 점은 전적으로 개봉 전략이 무엇인지에 달렸다.

<담배 연기 속에 피는 사랑>은 개봉 첫날에 11만 달러 수익에 그쳤지만 최종적으로는 개봉일 수익의 20배

를 거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 따라 다른 개봉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영화가 관객을 찾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관객층을 차분히 쌓아야 한다. 프리뷰 상영을 더 많이 제공하고 사람들이 영화에 관
해 이야기하도록 천천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와이드릴리즈로 영화를 개봉했는데 개봉 후 이틀 동안 흥
행 성적이 저조하다면 상영관들은 현실적인 판단으로 상영 횟수를 줄일 것이다. 극장 운영사들도 임대료는
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017년의 시장 동향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코미디 영화를 보고 싶었던 것 같다. 좀 더 진지한 영화도 있었지만 요즘 홍콩 사람들은 코
미디 영화를 굉장히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홍콩과 중국 본토에서 모두 흥행 성적이 좋은 영화들은

어떠한 면에서든 코미디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코미디 영화가 더 잘 통한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비극적인 영화가 정말 좋은 영화라고 하더라도 다시 관람하지 않는다. 극장에 다시 가서 한 번 더 울음을 터

트리길 원하는 관객은 일부이지만 코미디 영화를 본 관객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경험을 다시 한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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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협상과 물류를 지원해줄 현지 제작사를 구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우리가 해외에서 촬영할 때에도 똑같
자체적인 규칙이 있기 마련이다. 심지어 해외에 나가면 그곳의 업무 시간을 따르기도 한다. 이런 문제들을
도와줄 수 있는 현지 제작사를 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2017년 홍콩 영화 흥행

B e st3

1 러브 오프 더 커프 / 春嬌救志明

2 탁탄전가 / 拆彈專

몇 년 간 사귀어온 커플이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

폭발물 해체 전문가 장재산(유덕화)의 잠입 수사로 은행털이 일당이 검거된다. 하지만 정작 사건을 주도한

홍계봉(강무)은 현장을 빠져나가는데 성공한다. 이후 장재산은 잠입 수사의 공로를 인정받아 시상대에 오르
게 되고 여자친구 이가문(송가)을 비롯한 경찰동료들에게 큰 박수를 받는다. 하지만 시상식이 끝난 후 상관
의 차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연이어 도심 곳곳에 폭발물이 설치되면서 장재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감독
펑 하오샹 彭浩翔

제작
수비 량 制片人

개봉일
2017.02.02

제작사
China Film Media Audio Video Distribution Co.		

>> 펑 하오샹(彭浩翔)

잡지 『Muse』의 평론가 페리 램은 펑 하오샹이 ‘매일 삶의 일상 현실 속에서 터무
니없는 것을 볼 줄 아는 카프카스러운 재능을 종종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2012년 3월, 제 36회 홍콩국제영화제 개막작이었던 Love in the Buff는 성공적인 연
작영화인 Love in a Puff의 2편이다. 두 편 모두 미리엄 영 친와, 션 유에 만록이 등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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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 수입
HKD 30,296,015

감독
구예도 邱禮濤

제작
유덕화

배급사
Media Asia

제작사
Bona Film Group		

개봉일
2017.04.20

흥행 수입
HKD 25,351,328

배급사
Universe

>> 구예도 (邱禮濤)

1961년생. 홍콩침례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다. 1991년 첫 장편 <중환
영웅>을 발표한 이래 50편이 넘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
을 펼치고 있다. <팔선반점의 인육만두>(1993), <에볼라 신드롬>(1996), <음양로
>(1997), <반수수특견대>(2002), <흑백도>(2006), <성 공작자 십일담>(2007), <터
닝포인트>(2009) 등의 작품이 있다.

MADE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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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홍콩 영화 흥행

B e st3

2017 대만 영화시장/산업 동향
대만 박스오피스 흥행 10위
작품명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토르: 라그나로크

스파이더맨: 홈커밍
미이라

콩: 스컬 아일랜드
미녀와 야수

삼장법사가 요괴들에 맞서는 여정을 다루고 있다. 각본과 제작을 맡은 주성치의 지휘 아래 서극 감독이 연
출, 중화권 스타 임경신, 크리스가 주연을 맡았다.

제작
주성치, 이치윤

제작사
Star Overseas

배급사
Edko

>> 서극( 徐克)

개봉일
2017.01.28

서극은 베트남 태생의 중국 영화 감독이다. 서극은 13세에 8mm카메라로 실험 영
화를 찍기 시작하였다.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에서 영화를 전공한 후, TV에서 연출을
해오다, 영화 감독으로 데뷔는 1979년 영화 접변으로 하였다.

흥행 수입
HKD 23,62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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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사

F. 게리 그레이

미국

액션

Universal Pictures

Universal Pictures

액션

Twentieth Century Fox

Twentieth Century Fox

액션

Columbia Pictures

Columbia Pictures

타이카 와이티티

미국

액션

알렉스 커츠만

미국

액션

빌 콘돈

미국

로맨스

Walt Disney Pictures

Walt Disney Pictures

재난

Warner Bros.

Warner Bros.

존 왓츠

조던 보트로버츠
폴 앤더슨

딘 데블린

킹스맨: 골든 서클
토르: 라그나로크

스파이더맨: 홈커밍
미이라

콩: 스컬 아일랜드
미녀와 야수

레지던트 이블

미국
미국
미국

액션

미국

공상과학

미국

Warner Bors.

Marvel Entertainment
Universal Pictures
Warner Bros.

Impact Pictures

Warner Bors.

Marvel Entertainment
Universal Pictures
Warner Bros.

Impact Pictures

단위 : 천 타이완 달러(NTD)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지오스톰
046

제작사

매튜 본

극장 입매권 매출

원더 우먼
감독
서극 徐克

장르
액션

지오스톰

독특하면서도 창의적인 CG와 코미디로 다시 찾아온 <서유기: 모험의 시작>의 속편. 전작에 이어 손오공과

국가
미국

레지던트 이블

3 서유복요편 / 西遊伏妖篇

감독
패티 젠킨스

원더 우먼

킹스맨: 골든 서클

출처 : Taiwan Film Institute

650,770
333,170
332,850
313,880
295,060
286,700
256,560
251,330
247,780
241,190
MADE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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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영화 흥행 10위

출처 : Taiwan Film Institute

작품명

감독

장르

제작사

배급사

마신자 2 - 빨간 옷 소녀의 비밀

정위호 程偉豪

공포

CMC Entertainment

Vie Vision Pictures

대담하거나, 타락하거나, 아름다운

양야체 楊雅喆

스릴러

A Really Happy Film

A Really Happy Film

케빈 차이 蔡康永

코미디

HT Entertainment

Atom Cinema

웨이 하오 청 程偉豪
웨이더성 魏德聖

스릴러

뮤지컬

Good Day Films Company

Vie Vision Pictures

몬 몬 몬 몬스터

구파도 九把刀

스릴러

Star Ritz International

Vie Vision Pictures

턴 어라운드 老師,你會不會回來?

진대박 陳大璞

드라마

Fashion Media

ShineTime 2017 星泰娛樂

紅衣小女孩2
血觀音

디디의 꿈 吃吃的愛

차오 리앙 후앙 黃朝亮

행키 팽키 大釣哥
목격자 目擊者

52헤르츠, 아이 러브 유
52赫玆我愛你

報告老師!怪怪怪怪物!
건망촌 健忘村

진옥훈 陳玉勳

신 야오 후앙 黃信堯

대불+ 大佛普拉斯

코미디

풍자

블랙 코미디

Idea Shine

ARS Film Production

Entertainment

Production Film
A-Yao film

Hualien Media

Vie Vision Pictures

Warner Bros.

Applause Pictures

대만 2017 영화산업 개괄
2017년의 대만 영화시장은 2008년의 <하이자오 7번지

정할 수는 없다. <52Hz, 아이 러브 유>와 <건망촌>

갈 수는 없었지만 흥행 성적 면이나 영화적 창의력 면에

<52Hz, 아이 러브 유>는 대만 영화 사상 보기 드문 뮤

(海角七號)> 이후 5년 동안 이어졌던 전성기로 되돌아

선 모두 2016년 보다 향상된 한 해였다. 비록 2017년

한 해 동안 흥행수입 1억 TWD를 돌파한 대만 국산영화
(이하 대만 영화)는 <마신자 2(紅衣小女孩2)> 한 편뿐

이었지만 대만 영화 전체의 흥행 수입은 약 25% 가까이
성장했다. 영화 창작 분야에서는 금마장 시상식에서 대

만 영화가 반 이상의 상을 휩쓸었고 장르도 더욱 다양해
졌다.

2010년 이후 음력 설 시즌은 대만 영화가 한 해를 시작

하는 첫 격전지가 되었다. 설 시즌의 박스오피스 성적은
대만 영화에 대한 관객의 호감도를 보여주고 그 해 영화
시장에 대한 관객 기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었다. 해마

다 설 시즌이면 대만 하세편이 억대 수입을 올리는 일이

풍자
36,610

드라마
3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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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릴러
182,450

공포
105,000

코미디
154,430

愛你)>, <행키 팽키(大釣哥)> 등 세 편의 대만 영화가
개봉했지만 흥행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한때 대만 영화 흥행 보증수표였던 저가량(豬哥亮)의

화 <행키 팽키>는 전작 <더 빅 파워(大顯神威)>의 흥행
성적은 뛰어넘었으나 2016년 같은 시즌 대만 전역에서

1.7억 TWD를 거두어들인 <대미로만 2(大尾鱸鰻2)>

와 비교하면 수입은 1억 TWD 이상 떨어졌다. 기존 영화

마다 억대의 흥행 수입을 벌어들였던 웨이더성(魏德聖)
감독은 로맨틱 뮤지컬 영화 <52Hz, 아이 러브 유>로 영
화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4,627만 TWD를 벌어들이는

데 그쳤다. <요리대전(總舖師)>의 감독 진옥훈(陳玉勳)
은 서기(舒淇), 왕첸웬(王千源) 등 스타들을 앞세운 액

션 코미디 <건망촌>을 내놓았는데, 이는 중국과 대만이

박스오피스 국가별 점유율

자국 영화 장르별 수익률

단위 : %

단위 : 천 타이완 달러(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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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망촌(健忘村)>, <52Hz, 아이 러브 유(52赫玆我

티켓파워는 날로 약해졌다. 그가 주연을 맡은 코미디 영

뮤지컬
46,270
미국 100

블랙 코미디
29,000

종종 있었으나 2017년 설시즌에는 큰 흥행에 실패하였

3억의 제작비를 투입해서 공동 제작한 대작이었지만 대
만에서 3,600만 TWD의 수입을 벌어들이는데 그쳤다.

그러나 대만 영화산업의 성과는 흥행 성적으로만 결

은 현재 대만 영화의 새로운 실험 정신을 보여주었다.
지컬 영화로 새롭게 창작한 노래와 춤을 삽입해 타이베

이 도시의 낭만적인 러브스토리를 그려냈다. <건망촌>
은 정치 풍자적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막대한 비용을 투
자해 고대의 촌락을 재현했고 격투 액션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중국과 대만의 많은 자금과 영화인이 투입된 공

동제작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소재 선정에서부터 관

객의 흥미를 끌지 못하였으며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가
맞물리면서 흥행에 실패했다. 대만 영화는 설 시즌 흥행

에는 참패했으나 다행히 4, 5월에 <후 킬드 콕 로빈(目
擊者)>, <디디의 꿈(吃吃的愛)> 등의 영화가 개봉하면
서 분위기를 역전할 수 있었다.

<후 킬드 콕 로빈>은 최근 2년간 가장 주목받는 신예 감

독 웨이 하오 청(程偉豪)이 연출했는데, 그는 리더십이
좋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사전 작업과 대본 준비를 통해

제한된 예산 내에서 정확하게 상업영화를 완성할 수 있

는 사람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스터리 스릴러 <후 킬드
콕 로빈>을 들 수 있는데 감독은 2010년부터 기획을 시

작하여 대본을 수정하는 동시에 투자자를 찾아 다녔다.
프로듀서 탕차이양(唐在揚)이 자금 확보에 힘을 보탰

지만 본격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첫

영화 <마신자 1(紅衣小女孩)>이 우수한 흥행 성적을
거두고 나서부터이다. <후 킬드 콕 로빈>은 몇 년 전 일

어난 기이한 교통사고의 진상을 추적하며 의혹을 하나
씩 파헤치는 내용으로 영화 내내 빠른 속도감과 거듭된
스토리의 반전을 보여주며 탐욕스러운 인간과 자극적인

미디어의 습성을 비판하였다. 하지만 영화의 어두운 분
위기가 대만의 주류 시장 분위기에 크게 맞지 않아 흥행
수입은 5천만 TWD를 약간 넘어서는데 그쳤다.

<디디의 꿈>과 <건망촌>은 모두 중국과 공동 제작한 작

품이다. <디디의 꿈>의 감독 케빈 차이(蔡康永)는 정

치적인 오명을 쓰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중국과 대
MADE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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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정치, 문화적 분위기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다.

결합했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남학생은

관계를 보여주었다. 두 주인공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나의 소녀시대>의 여주인공 송운화(宋芸樺)를 주연으

Coming(康熙來了)』의 진행자 케빈 차이(蔡康永)와

학생에게 의지하려 하고 그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만

은 십여 년 동안 다큐멘터리를 촬영하였는데 그의 작품

만큼 환영 받지 못했다. 사준의(謝駿毅) 감독이 연출한

<디디의 꿈>은 대만의 인기 예능프로그램 『Kangsi

서희제(徐熙娣)가 의기투합하여 제작한 영화이다. 이
둘은 『Kangsi Coming』이 중국에서 크게 히트하면

서 12년 동안 중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고 이를 발판으
로 영화 산업까지 진출했다. 처음으로 메가폰을 잡은 케
빈 차이는 서희제를 주연으로 세우고 톱스타 린즈링(林

志玲)도 캐스팅해 ‘자매의 성장 스토리와 고군분투’를

그려냈다. 영화 속 예능 스타일의 코믹 연기, 여주인공
들의 연기 대결 모두 대만 관객의 큰 호응을 얻으며 대

만 전역에서 8,500만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는 개봉 첫 주부터 관객들에게 외면받아 극장 스케줄 편
성에서 상영 비율이 급감하여 2,600만 RMB(약 1.2억

TWD)를 벌어들이는데 그쳤다. 이 영화를 통해 양국의
공동제작은 두 시장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고 심지어 모

줄곧 학교의 여신을 짝사랑해온다. 그녀가 임신한 후 남
독심술을 하는 여학생을 만나게 되며 함께 일본에서 진
정한 삶을 찾으면서 비로소 사랑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을 얻는 과정을 그렸다. 영화 전반부에는 투박한 영상과

과장된 스타일로 학원물 영화에 액션의 느낌을 가미했
고 옛 노래를 적절하게 매치해서 정서적 텐션을 더했다.

하지만 억지스러운 스토리 전환과 어수선한 서사구조
등으로 흥행 성적에는 큰 타격을 입었다.

리엔 이치감독은 <올 비커즈 오브 러브>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주제는 가족의 정과 사랑 사이에

서 중심을 잃고 흔들렸으며 순수하고 풋풋한 로맨스를
선호하는 젊은 관객층을 만족시키지 못해 시장성을 잃
었다.

반면 처음부터 3부작으로 기획한 <마신자> 시리즈는

두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는 어려움을 확연히 드러냈다.

탄탄한 대본과 배급 계획을 토대로 여름방학 막바지에

한 <몬 몬 몬 몬스터(報告老師!怪怪怪怪物!)>, <올 비

트로 내세운 2편은 관객층을 확장하며 전편의 성적을

여름방학 시즌이 시작되면서 청소년 관객을 타깃으로
커즈 오브 러브(癡情男子漢)>가 연달아 개봉했다. 두

작품 모두 청춘, 학교를 소재로 한 영화지만 장르도 전
혀 다르고 감독들도 제각각 새로운 시도를 했다.

<몬 몬 몬 몬스터>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那些年,我們一起追的女孩)>의 구파도(九把刀) 감독

이 6년 만에 다시 메가폰을 잡은 작품이다. 그러나 이번

에는 풋풋한 사랑 이야기 대신 위선적 교사, 문제아들에
게 극심한 따돌림을 당하는 왕따 학생 등을 소재로 학교
를 그려냈다. 그 속에서 인간의 추악한 본능이 꿈틀대고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몬스터에 의해 모든 것은 폭력
으로 해결된다. 구파도는 한층 더 성숙해진 편집과 스토

리 구성 그리고 대만의 영화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특수

효과와 특수분장을 선보였다. 그러나 염세적이고 비판
적인 내용은 그의 전작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와 같은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내용을 기대한 관객들에
게 많은 실망감을 주어야만 했다.

<스위트 알리바이(甜蜜殺機)> 이후 리엔 이치(連奕琦)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올 비커즈 오브 러브>는 청춘 학

원물, 판타지 로맨스, 현지 코미디 등의 장르적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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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신자 2>를 선보였다. 전편의 미스터리 해결을 포인

뛰어넘었는데, 2017년에 유일하게 흥행 수입 1억 TWD

를 돌파한 대만영화가 되었다. <마신자 2>의 웨이-하오
청 감독은 기존의 틀을 지키고 그 안에서 공포영화의 공
간, 음향적 효과를 극대화하며 촬영, 특수효과, 음향 후
반작업 등의 기술력을 향상시켰다.

‘09/21 대지진’ 전후를 배경으로 실존 인물의 스토리를
영화화 한 <턴 어라운드(老師你會不會回來)>는 보수

적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 영화의 감독 진대박(陳大璞)
은 ‘학생들의 자신감 회복을 돕는 시골 교사와 이웃사촌

사이의 정’이라는 소재를 정석대로 풀어내면서 약 4천만
TWD라는 손익 분기점을 넘겼다.

10월에 대만영화 시장은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신 야

오 후앙(黃信堯) 작품 <대불+(大佛普拉斯)>은 타이페
이 영화상 주요 5개 부문에서 수상하였고 금마장 10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다. 노미네이트 명단 발표 후 이

여세를 몰아 개봉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하였다. <대불
+>는 신 야오 후앙의 단편 <더 그레이트 부다(大佛)>를

장편화한 작품으로 기존의 흑백영화, 블랙코미디 형식
을 유지하면서 대만의 밑바닥 생활과 지방 정부-기업의

소통하고 영화에는 풍자가 넘쳐난다. 신 야오 후앙 감독
은 대개 전복적이고 혁신적이다. <대불+> 역시 미학적

으로 영상과 음향의 분리를 실험하였는데 소시민의 소
소한 악행과 천박함, 슬픔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동시에

품위 있고 단정하며 숨은 정치인과 기업인의 이면을 폭

로했다. 이 영화는 영화제 수상 홍보 효과와 관객의 입
소문에 힘입어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3천만에 가까운 흥
행 수입을 기록했다.

<대불+> 이후에 개봉한 <대담하거나, 타락하거나, 아름

다운(血觀音)>은 양야체(楊雅喆) 감독이 <여친, 남친
(女朋友, 男朋友)> 이후 5년 만에 내놓은 신작으로, 개

봉 다음날 금마장 시상식에서 최우수영화상, 여우주연
상, 여우조연상 3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빠르게 인지도
를 쌓아 갔다.

<대담하거나, 타락하거나, 아름다운>, <여친, 남친> 두
작품 모두에 대만의 현대사와 정치를 회고하고 반성하
는 감독의 야심이 담겨있는데 <대담하거나, 타락하거나,

아름다운>의 경우 그 비판이 더욱 직접적이며 노골적이

다. <대담하거나, 타락하거나, 아름다운>은 30년 전 대

만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 혜영홍(惠英紅)이 맡은
골동품상은 중간에서 정치인과 사업가들이 서로 이익을
거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마련해준다. 뇌물, 치정, 복

수, 살인 등의 소재로 포장한 서로 속고 속이는 자극적
인 이야기와 영화제 수상의 후광 효과까지 더해지며 엄
숙하고 무거운 작품 주제에도 불구하고 9천만 TWD에

가까운 흥행 성적을 달성했는데 이는 최근 6년간 흥행
성적이 가장 뛰어난 금마장 작품상 수상작이다.

학원 로맨스와 복고풍 소재는 최근 <그 시절, 우리가 좋
아했던 소녀>와 <나의 소녀시대(我的少女時代)>의 흥

행 신화를 창조했다. 하지만 동일한 소재를 채택하고 <

로 기용한 영화 <안녕, 나의 소녀(帶我去月球)>는 생각
<안녕, 나의 소녀>은 타임슬립으로 우연히 20년 전 고

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이다. 꿈을

이루지 못해 좌절하는 현재의 여주인공을 위해 과거에
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야기이다.
이 영화는 1990년대 타이베이를 배경으로 하며 당시 많
은 사랑을 받았던 장위성(張雨生)의 노래도 삽입했지만
장면 구성과 감정 묘사가 허술하고 <올 비커즈 오브 러

브>와 마찬가지로 관객 타겟 설정에 실패하여 흥행 수
입도 1,300~1,400만 TWD 정도에 그쳤다.

2017년의 대만영화는 내용과 주제 면에서 다양한 개발

과 노력을 시도하였다.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에 초청된 진굉일(陳宏一) 감독의 영화 <더 라스트 페인

팅(自畵像)>에서는 한 여대생의 죽음이 정치 섹스스캔
들과 연결되어 젠더 계급의식까지 확장되는 스토리라인
을 가졌다. 왕유린(王育麟)이 각본, 감독을 맡은 <알리
푸, 더 프린스/프린세스(阿莉芙)>는 여성이 되고자 갈

망하는 원주민 소년의 여정을 통해 대만 사회의 성소수

자와 트랜스젠더, 복장도착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보여
주었다. 부산영화제 뉴커런츠 부문, 국제영화평론가 협

회상을 수상한 <하얀 개미(白蟻-慾望謎網)>는 욕망의
표출에 대한 추 시엔저(朱賢哲) 각본, 감독 작품이다. 여

성 속옷 상습 절도범의 절도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촬영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시작되는 이야기이다. 밍

타이 왕(王明台) 각본, 감독의 <클라우디(順雲)>는 모

녀의 갈등을 그려냈을 뿐만 아니라 대만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현실감 있게 포착했다. 이러한

영화들이 시장에서 얻는 수입은 제한적이지만 인간 본
성과 시대를 반영하는 의미가 있으며 또한 대만 영화가
한층 다양하고 풍부해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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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Award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저널리스트 경력
News Mirror Weekly 2016- / United Daily News(聯合報) 1999-2016
Taiwan Daily News(臺灣日報) 1996-1999 / Independent Evening Post(自立晩報) 1993-1996

Interview

증한현(曾瀚賢)

<마신자 2(紅衣小女孩2)>의 프로듀서
증한현은 대만에서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듀서로 널리
알려졌다. 풍부한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제작 경력

을 바탕으로 프리프로덕션에서 포스트프로덕션 마케

팅에 이르는 ‘프로젝트 전략’ 관리에 탁월함을 보인다.
산업 시장에 대한 민감한 감각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하나로 모아 작업을 펼치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작품

으로 <마신자 - 빨간 옷 소녀의 저주(紅衣小女孩)>, <
마신자 2 빨간 옷 소녀의 비밀>이 있으며 두 작품 모두

타이완 박스오피스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텔레비전
드라마 시리즈 『마취풍폭(麻醉風暴)』과 『마취풍

폭 2』는 대만에서 큰 인기를 끄는 한편 저작권으로 큰
수익을 거두었고, 텔레비전용 영화 <천류지도(川流之
島)>로 금마장(金馬奬)과 금종장(金鐘獎) 등 다수의

상을 받았다. 앞으로 더 높은 수준의 프로덕션을 지속
할 계획으로 중국 영화산업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도입

하기 위한 구상 중이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대만에
서 방영한 텔레비전 시리즈 Running Man(逃婚一百

次) 과 방영을 앞둔 The EX-Man(前男友不是人) 을 제
작했다.

<마신자 2>의 성공 요인은? 대만에서의 흥행 성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마신자 2>의 성공은 '마신자' 시리즈의 IP 운영과 관련이 있다. 이 시리즈는 1990년대 말의 귀신 이야기에

서 영감을 얻었는데, 1980~90년대에 태어난 대만인들은 대부분 이 이야기에 대한 인상이 남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학창시절의 기억이라는 점에서 홍보가 효과적이었다.

공포영화는 기본적인 흥행이 보장되는 장르로서 영화시장 불경기에는 주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
는 <마신자> 시리즈의 기획과 제작 이전에 전반적인 영화계 환경이 불경기라는 것을 감안하였고 공포영화
에 착안해서 세 편으로 촬영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시리즈로 제작해야 지속적인 IP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편마다 홍보 포인트가 다른 점도 두 편 모두 좋은 흥행 성적을 거둔 요인일 수 있다. 1편의 경우에는 관객
들이 당시 '빨간 옷 소녀' 귀신 이야기를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 2편에서는 1편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한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 전편에서 설명하지 않고 남겨둔 미스터리를 풀어냈다. 2018년 말 <마신자 3>
가 개봉할 예정이며 이번에도 또 다른 홍보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영화 제작 시 투자자를 어떻게 찾았는가? 일반적으로 대만에서 영화 투자자를 찾는 방법은?

<마신자>의 경우 처음부터 시리즈로 운영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해서 이 영화의 IP를 개발했다. 이런 기획
방식을 통해 공포영화라는 장르 영화의 제작 실력을 축적할 수 있고 투자자의 지속적인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다.

시리즈를 콘셉트로 내세운 요인으로는, 아직은 대만의 영화산업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이고 공포영화는 제작

비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투자 실패 가능성이 적으며 적은 인력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시
리즈를 확정한 후 먼저 극장 라인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Vie vision(威秀), 앰버서더

시어터(國賓), 쇼 타임즈(秀泰) 등의 극장 체인과 접촉해서 영화의 극장 상영을 보장할 수 있었다. 또한 영화

의 해외 판권 거래와 배급을 고려하여 종종 아시아 각국의 공포영화 판권을 거래해 온 스카이 필름(華映)의
투자를 받고 다른 중국 대륙 자본의 배급사도 선택, 대만 이외 지역에서의 배급 기회까지 대비할 수 있었다.

또한 세 편짜리 시리즈 기획을 통한 전략적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투자자들 또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강했다.

일반적으로 대만 영화에서 투자 채널을 찾을 때는 보통 정부의 국산 영화 보조금을 고려한다. 많은 제작사들
은 극장 채널과 문화 창조산업에 관심을 가진 기업을 찾기도 하고 소속 아티스트를 활용하려는 매니지먼트
사가 투자에 참여하기도 한다.

대만 영화의 일반적인 배급 방식은?

독립 제작 성향의 예술영화인 경우 해외 영화제 경험과 판권 판매 경험이 있는 배급사를 찾고 상업영화인 경
우에는 Vie Vision, 앰버서더 시어터, 쇼 타임즈의 삼대 극장 체인과 관련된 배급사와의 협력을 원하는데 이
럴 경우 극장 상영 편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르영화일수록 홍보가 더욱 중요한데 상업영화의 홍보 배급비용이 심지어 제작비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

<마신자 1> 의 경우 제작비가 3,000만 TWD였는데 배급, 홍보비용만 약 1,500만 TWD였다. 더 많은 사람들
이 영화의 소식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대만 영화의 이윤 분배 방식은 어떠한가? <마신자 2>에는 어떻게 적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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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영화는 보통 배급사를 통해 극장에 올리기 때문에 먼저 일정 배급 대행비를 배급사에 지급해야 한다.

2017년 대만 영화 흥행

그리고 나서 극장과 결산을 하는데 대부분 5:5로 배분하고 배분 후의 이윤이 제작사에 돌아온다. 물론 제작

B e st3

사 측에는 DVD, TV 또는 뉴미디어 등의 판권 수입이 있을 수 있다.

<마신자> 시리즈는 극장 체인, 해외 배급사 체인 등 다양한 투자자들이 있어 서로 간의 분업과 협력을 통해

영화 입장권 수입을 얻은 후 그들 간에 우선적으로 이윤을 배분할 수 있다. 영화에서 수익을 거둔 후 각자 투
자한 비용을 제하고 남은 이윤을 자금풀로 전입하여 각각의 투자비율에 따라 이윤을 나눈다. 조금 독특한 것

은 우리 영화의 경우 제작팀 내에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해 감독과 제작진이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하
였다는 것인데, 우리는 연속으로 영화를 세 편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제작진
을 격려하고 더욱 성장하고자 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었다.
2017년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양아체(楊雅喆) 감독의 <대담하거나, 타락하거나, 아름다운(血觀音)>은 시장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이 영화의 시장성에 큰 기대가 없었기에 9천만 TWD나 되는 흥행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는 생각하
지 못했는데 매우 훌륭한 성과였다.

사실 <대담하거나, 타락하거나, 아름다운>의 정치적 소재는 대만인의 생활과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대만
인들은 다른 나라보다 정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매우 정치화 되어 있는데 대만에서 정치뉴스가 엄

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전에는 정치 관련 영화를 찍는 사람이 흔치 않
았다. 미국이나 한국 등지에서는 종종 정치를 소재로 한 영화를 찍고 정치를 현실에 대한 메타포로 삼거나

영화를 통해 정치를 비평하기도 한다. <대담하거나, 타락하거나, 아름다운>은 새로운 시각에서 정치 소재를
찾았고 그전에는 모르던 시장이 생겨났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연 것이다.
현재 대만 영화산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가?

대만 영화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중국, 한국 등 영화산업 선진국과의 강력한 경쟁 압박도 아니고

1 마신자 2 - 빨간 옷 소녀의 비밀 / 紅衣小女孩2
20년간 대만을 공포로 몰아넣은 '빨간 옷 소녀' 괴담 실화, 베일에 싸인 대만 최고의 미스터리 사건. ‘마신자’
란 아이의 형상을 한 귀신을 뜻하며 사람을 유인해 영혼을 빼앗아 뒤바꾼다고 한다. 영화는 임신한 중학생
딸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엄마에서부터 출발한다.

인재나 자금의 부족 혹은 시장 개척도 아닌 바로 ‘자신의 문화 주체성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화 주체성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화 작품과 자신의 포지션을 찾기 어렵고, 만들어진 작품의

중심이 흔들리고 특징이 없어지기 쉽다. 자신의 포지션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적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도 어렵고 정부의 역할 역시 모호해지며 민간기업도 유기적인 게임의 규칙을 정립하기 어렵다.
대만 현지 촬영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조언을 한다면?

감독
정위호 程偉豪

제작
신치 첸, 증한현 曾瀚賢

제작사
CMC Entertainment

배급사
Vie Vision Pictures

개봉일
2017.08.25

흥행 수입
NTD 105,000,000

대만에는 외국영화 공동제작, 제작 위탁을 진행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제작진이 있다. 게다가 대만의 소비

물가는 다른 많은 아시아 지역보다 저렴하고 일부 지방정부는 촬영 협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대만은 교통이 편리하다. 바다나 산 등의 촬영지 모두 차로 30~4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영화 공
동제작에 매우 적합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대만에서 로케이션을 진행하길 바란다.

>> 정위호(程偉豪)

대만 영화 감독이자 각본가이다.
2015년에 Tag-Along이라는 신작으로 데뷔했다. Tag-Along은 도시 전설에 기반한 신
화적인 어린 소녀에 관한 공포영화다. 어린 소녀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유령으로 여겨
진다. Tag-Along은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되었으며 53번째 금마장영화제에서 4개의
후보작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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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담하거나, 타락하거나, 아름다운 / 血觀音

탕여사는 여성만이 있는 집안의 이익을 위해 정부와 사기업들 사이의 담합 및 중재를 담당한다. 한 문제가

계획대로 풀리지 않자 탕여사와 가까운 집안 전체가 섬뜩한 살인의 희생양이 된다. 그러나 야망, 열망, 욕정
은 결국 탕여사와 가족 간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든다.

감독
양야체 楊雅喆

제작
린 시켄

제작사
A Really Happy Film

배급사
A Really Happy Film

>> 양야체(楊雅喆)

개봉일
2017.11.24

타이완의 영화 및 티비감독
양야체는 영화 <여친, 남친>(2012)과 <대담하거나, 타락하거나, 아름다운>(2017)으로
금마장영화제 최우수감독 상에 두 번 노미네이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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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 수입
NTD 88,280,000

3 디디의 꿈 / 吃吃的愛

디디는 슈퍼스타 여동생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고자 노력하는 여배우이다. 춘메이는 국수집을 하는데 좋아해
왔던 남자로부터 차이고 말았다. 이 두 명의 인생이 겹쳐지는 순간, 운명은 이들을 어디로 이끌게 될까?

감독
케빈 차이 蔡康永

제작
준 S. 리우

제작사
HT Entertainment

배급사
Atom Cinema

개봉일
2017.05.27

흥행 수입
NTD 85,200,000

>> 케빈 차이(蔡康永)

타이완의 작가, 텔레비전 쇼호스트,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작가이다.
텔레비전 쇼가 끝난 후 본인의 첫 영화를 쓰고 감독했는데 그것이 <디디의 꿈>이다.
슈가 주연으로 일인이역을 맡았다. 차이는 이 영화가 열정으로 가득한 작품이었으며
차이와 슈의 토크쇼 지지자들을 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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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일본 영화시장/산업 동향
일본 박스오피스 흥행 10위
작품명
미녀와 야수

신비한 동물사전
슈퍼배드 3

명탐정 코난:
진홍의 연가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모아나

씽

로그 원: 스타워즈 스토리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남극 꽁꽁 대모험
라라랜드

출처 : www.eiren.org

감독

국가

장르

제작사

배급사

빌 콘돈

미국

판타지

Walt Disney Pictures

Walt Disney Studios

Illumination Entertainment

Toho-Towa

데이비드 예이츠

영국

어드벤처

피에르 코핀, 카일 발다 미국 애니메이션
시즈노 코분

요아킴 뢴닝,
에스펜 산드베르그

일본 애니메이션

미국

액션

Warner Bros.

Warner Bors.

Proware Multimedia
International

TMS Entertainment

Walt Disney Pictures

Walt Disney Studios Japan
Toho-Towa

론 클레먼츠, 존 머스커 미국 애니메이션 Walt Disney Animation Studios Walt Disney Studios Japan
가스 제닝스

미국 애니메이션

Illumination Entertainment

다카하시 아츠시

일본 애니메이션

ADK

개러스 에드워즈
데이미언 셔젤

미국

미국

액션

음악

Walt Disney Pictures

Walt Disney Studios Japan

Summit Entertainment

Toho Company
GAGA

자국 영화 흥행 10위
작품명
명탐정 코난: 진홍의 연가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남극 꽁꽁 대모험
은혼

극장판 포켓몬스터:
너로 정했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메리와 마녀의 꽃

극장판 요괴워치:

하늘을 나는 고래와 더블세계다냥!

극장판 소드 아트 온라인 -오디널 스케일닌자의 나라

22년 후의 고백

극장 입매권 매출

감독

장르

제작사

시즈노 코분

애니메이션

TMS Entertainment

다카하시 아츠시

애니메이션

ADK

Toho Company

후쿠다 유이치

액션

Plus D

Warner Bros.

유야마 쿠니히코

애니메이션

Oriental Light and Magic

Toho Company

츠키카와 쇼

요네바야 시로마사

드라마

애니메이션

Toho Company
Amuse

Toho Company

Toho Company

우시로 신지

애니메이션

LMYWP2016

Toho Company

이토 토모히코

애니메이션

A-1 Pictures

ANIPLEX

이리에 유

스릴러

나카무라 요시히로

액션

12,400
7,340

신비한 동물사전

6,890

명탐정 코난: 진홍의 연가

모아나
씽

로그 원: 스타워즈 스토리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남극 꽁꽁 대모험

5,110

International

Toho Company
Warner Bros.

스릴러
2,410

액션
6,360

6,710
5,160

Proware Multimedia

Robot Communications

드라마
3,520

7,310

슈퍼배드 3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영국 10

배급사

Toho Company

단위 : 백만 엔(JPY)

미녀와 야수

라라랜드

출처 : www.eiren.org

미국 90

애니메이션
23,940

4,630
4,430
4,420

박스오피스 국가별 점유율

자국 영화 장르별 수익률

단위 : %

단위 : 백만 엔(J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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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7 영화산업 개괄
'올해는 오랜만에 일본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외국영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2017년 일본영화 중 인상에 남을

화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내뱉은 말이었다.

있다.

보다 낮아지는 게 아닌가?’ 이것은 2017년 연말, 일본영

일 년 동안 흥행 영화를 되돌아봤을 때 특별히 인상에
남는 일본영화 히트작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 상반기까지 약 20년간 일본영화
보다 외국영화의 흥행수익이 더 높았다. 그러나 2006년

에 일본영화는 53.2%라는 역사적인 역전을 기록했다.

이후 유일하게 2007년의 27.7%를 제외하고 최근까지
일관되게 외국영화보다 높은 수익점유율을 기록했다. 만

약 2017년의 점유율이 50% 이하를 기록했다면 최근 10
년간의 트렌드에 큰 전환점이 생겼다는 것은 의미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걱정은 단순한 기우로 끝났다.
최종 집계 결과 2017년 일본영화가 1,254억 8,300만
엔, 외국영화가 1,030억 8,900만 엔을 기록하며 각각
54.9%과 45.1%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54.9%라는 숫자는 최근 일본영화가 기록한
가장 낮은 수치다. 다른 해의 기록을 살펴보면 2016

년 63.1%, 2015년 55.4%, 2014년 58.3%, 2013년
60.6%, 2012년 65.7%였다. 2017년 일본영화의 총흥
행수익은 전년 대비 15.6% 감소한데 반해 외국영화의
총흥행수익은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그 이유는 흥행수익 TOP10 리스트를 보면 알 수 있다.

2017년에는 작년에 나온 <너의 이름은.>과 <신 고질

라>와 같은 대히트작이 2017년에는 없었다. 일본영화
최고 히트작은 <명탐정 코난: 진홍의 연가>였지만 그 흥

행수익은 68억 9,000만 엔으로, 이는 <너의 이름은.>의
총 수익인 250억 3,000만 엔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떨어
진 수치다. 게다가 일본영화와 외국영화를 합친 TOP10
중에 4위를 기록했는데, 상위 3개 작품은 모두 미국 영

화로 124억 엔을 기록한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가 1

위를 차지했다. TOP10에 들어간 일본영화는 9위를 기
록한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남극 꽁꽁 대모험> 밖에
없었다.

060

BIFAN INDUSTRY GATHERING 2018

만한 대히트작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2016년의 <너의 이름은.>이나 <신고질라>가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경이적인 히트를 친 데에 반
해 2017년에 개봉한 <명탐정 코난: 진홍의 연가>는 예

상 범위 내의 흥행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원래 <명
탐정 코난>은 매번 개봉할 때마다 히트를 치는 인기 애

니메이션 시리즈다. 이번 개봉작은 21번째 시리즈이며
전작인 <명탐정: 순흑의 악몽>이 기록한 흥행수익은 약

63억 엔이었다. 시리즈물 애니메이션이 아님에도 불구
하고 돌연 등장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너의 이름은.>
이 사람들에게 준 놀라움에 비교하면 68억 엔이라는 흥
행 성적은 일본영화로서 아무리 1위의 자리를 차지했다
고는 하지만 딱히 놀랄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이는 44

억 3,000만 엔을 기록하고 일본영화에서 흥행 성적 2위
를 기록한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남극 꽁꽁 대모험>

도 마찬가지였다. 이 영화도 매년 극장에서 개봉하며 히

트를 거듭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37번째 작품
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일본영화계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심각

한 문제를 더욱 상징적으로 부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영화 잡지인 『키네마 준보(キネ

マ旬報)』는 매년 ‘키네마 준보 BEST 10’을 선정하는
데, 2017년의 경우 영화 평론가 및 저널리스트 66명이

각각 10개 작품을 선정한 후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투
표를 하였다. 그 결과 1위 이시이 유야 감독의 <도쿄의

밤하늘은 항상 가장 짙은 블루>, 2위 오바야시 노부히
코 감독의 <화광>, 3위 기시 요시유키 감독의 <아, 황야

>, 4위 미시마 유키코 감독의 <친애하는 우리 아이>, 5
위 구로사와 키요시 감독의 <산책하는 침략자>, 6위 도

미타 카츠야 감독의 <방콕 나이트>, 7위 히로키 류이치
감독의 <그녀의 인생은 잘못이 없어>, 8위 고레에다 히
로카즈 감독의 <세 번째 살인>, 9위 시라이시 카즈야 감

독의 <이름없는 새>, 10위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그

다면 점유율도 50% 이하로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일본영화 흥행수익 상위 10위와 겹치는 작품이 없다. 한

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가운데, 만약 이 체결에 성

들이 진심으로 엮을 때>였다. 그러나 이 중 어느 한 편도

국에서는 각종 영화상을 받은 작품이 흥행수익 상위 10

위 안에 드는 모습이 종종 보이는데 이는 사뭇 대조적인
광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키네다 준보 BEST 10’에서 <명탐정 코난: 진홍

의 연가>나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남극 꽁꽁 대모험
>의 평가 순위가 어땠을까? 영화 평론가 및 저널리스트

66명이 각기 작성한 BEST 10에 한 번이라도 거론된 적
이 있는 작품은 모두 140편에 이른다. 그러나 놀랍게도

<명탐정 코난: 진홍의 연가>나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
의 남극 꽁꽁 대모험>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지극히 단순하게

이 두 작품의 퀄리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다. 이 두 편의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대단한 흥행 성적
을 거둘 수 있었던 데는 각 시리즈물의 선행 작품군이
항상 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퀄리티를 갖추고 있었

기 때문이다. 선행 작품을 본 관객들이 그 시리즈의 신
작을 보러 다시 영화관으로 향하고 조금씩 새로운 젊은
세대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반복된다. 이것이 <명탐정

코난>이나 <도라에몽> 시리즈가 강력한 관객 동원력을
갖추게 된 바탕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영화 평론가나 저널리스트들로부터 한

표도 얻지 못한 이유는 일본영화계에서 이러한 애니메
이션을 무의식중에 ‘영화’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생
각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키네마 준보』의 투

표자들도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일본영화’ 카테고리에
는 속하지 않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BEST 10에 넣
지 않았거나, 애초에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편이 현실에 부합
하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영화
가 50%의 점유율을 가까스로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

는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는 불편한
상황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2017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장기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에 이러한 작품들을 일본영화 집계대상에서 제외한

중일 정부 간 영화 공동제작협정이 올 5월에 체결될 수

공하면 중국과 공동 제작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이 사라지며 일본영화사는 중국 내 흥행

수익에서 일정한 수익 배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중
국 현지에서도 100억 엔 이상의 흥행수익을 기록한 <도

라에몽: 스탠바이 미>를 포함해 유명한 애니메이션 시
리즈가 일본영화 중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는 것이 확실한 지금, 협정 체결 후 일본영화계가 애니
메이션 시리즈에 기대는 흐름은 더 강해질지도 모른다.

일본영화계의 불건전한 상황은 동시에 오리지널 기획

영화가 히트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흥행수익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것은 앞서 말한 애

니메이션 시리즈 외에 인기 만화나 소설 혹은 TV 드라
마를 영화화한 작품 등이다. 일본영화 히트작 타이틀의
일본어 버전을 살펴보면 ‘영화’나 ‘극장판’이라는 단어

가 포함된 것들이 가끔 눈에 띈다. 2017년 일본영화 흥
행수익 TOP10 중 4개의 작품에 이 두 단어가 들어가 있

다. 즉 이것은 영화나 영화관이 아닌 다른 곳에 본래의
원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흥행수익 TOP10에 오른 실사 일본영화에서 타이틀에

‘영화’, ‘극장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은 작품도 실

제로 살펴보면 영화계가 아닌 다른 곳에 원작이 있으
며 그 인기에 힘입어 영화가 기획된 것들이 있다. 2017
년 실사 영화로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은 2017 부

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폐막작이기도 했던 <은혼>이
다. 이 작품도 만화, 애니메이션, 극장판 애니메이션, 게

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먼저 나온 같은 이름의 성공작이
있었던 시리즈이다. 또 이 실사 영화가 흥행면에서 성공

을 거두면서 2018년 8월에는 제2탄인 <은혼2(가칭)>
가 개봉된다고 한다. 그 외에 실사 영화 흥행 2위를 기록
한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도 스미노 요루가 집필한 인

기 청춘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이후 만화화를 거쳐 실
사 영화화되어 대성공을 거두었다. 2018년 9월에는 애
니메이션도 개봉될 예정이다.

이러한 애니메이션 및 실사 영화의 흥행 성공을 통해 일

본 관객의 극단적인 보수성을 엿볼 수 있다. 오리지널리
MADE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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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를 지닌 새로운 작품에 대한 경계심 혹은 무관심이 다

있지만 <22년 후의 고백>만큼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것은

화화되거나 애니메이션화 되면 기꺼이 보러 간다. 자기

<써니>의 일본판 SUNNY (오네 히토시 감독)도 개봉된다.

른 나라의 관객에 비해 강하며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영
만의 오리지널리티를 갖춘 영화를 만들고 싶은 감독에
게 있어 일본 시장은 상당히 살아남기 힘든 곳임이 틀림
없다.

그러나 작년에 이러한 보수적인 환경 속에서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다. 애니메이션을 포함하는
일본영화에서 흥행성적 10위를 기록한 <22년 후의 고

백>이 그 중 하나다. 사실 이 작품도 이리에 유 감독의

오리지널 기획이 아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원작이 애

니메이션이나 만화가 아니라 정병길 감독의 한국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라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도

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작년에 실사 일

본영화에서 흥행 성적 4위를 기록한 것은 많은 이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건’이었다. 한국영화를 원작으로 하
는 일본영화에는 일본판 <8월의 크리스마스>나 CJ의

글로벌 프로젝트 <수상한 그녀>의 리메이크 버전 등이

Interview

없었다. 올해는 2011년에 한국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둔

외국영화의 흥행성적을 봐도 2017년은 한국영화가 역

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해였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아시아 영화가 3억 엔 이상의 흥행수익을 기록한 적이
없었으나 유일하게 오직 단 한 편만이 3억 엔 이상의 수
익을 기록했다. 그것은 바로 3억 1,000만 엔의 수익을

낸 한국영화 <부산행>이다. 단, 이 작품은 일본에서 <
신칸센: 파이널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으로 개봉한 부분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일본어 타이틀을 ‘새로운 감

염’이라는 뜻의 ‘신칸센(新感染)’으로 하고, 같은 발음인

고속 열차 ‘신칸센(新幹線)’으로도 읽히게 했다. ‘부산’
이라는 지명을 삭제하며 포스터나 광고를 얼핏 봤을 때
이 영화가 한국영화나 아시아영화인지 알 수 없는 타이

틀로 했다. 이 영화를 히트시키기 위해 배급사가 국적을

알 수 없는 타이틀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일본 관
객의 보수성을 고려한 결단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야마우치 아키히로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프로듀서

야마우치 아키히로는 도호필름 영화기획부 부장으로 텔레비전부서와 영화협력부서를 거

쳐 2012년부터 현재 위치에 재직 중이다. 메인 프로듀서로서 작업한 드라마로는 <트릭>
시리즈와 <야베켄조 경감> 시리즈, <마이보스 마이히어로>, <대단한 곳으로 시집 와 버

렸네!> 등이 있다. 영화 작업으로는 <트릭> 시리즈와 <전차남>, <바티스타 수술 팀의 영
광>, <신의 카르테>, <플래티나 데이터>, <진격의 거인>, <오렌지>, <아이 엠 어 히어로
테루오카 소조

아시아영화 전문가로서 도쿄 도립대학, 이케부쿠로 대학의 교수 및 도쿄국제영화제의 아시아영화 수석프로
그래머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 홍콩국제영화제, 대만금마장영화제 등 유수의 국제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
로 활동해왔으며 『키네마준보』와 『피아』 등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현재 오사카아시아영화제의 프로
그램 디렉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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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고질라>,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오쿠다 타미오가 되고싶은 보이와 만나는 남
자 모두를 미치게 만드는 걸>, <아인>을 프로듀싱했다. 연내 개봉 기대작으로는 제2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상영작 <옆자리 괴물군>이 있다.

2017년 일본 국산 영화 흥행 순위에서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2017)가 35.2억 엔(약 359억 원)을 기록
했고 실사 영화 분야에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성공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작 자체도 훌륭한 데다, 고등학교 시절만 다루고 있는 원작 소설과는 다르게 영화는 고등학생이었던 주인

작비가 지닌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좀 더 큰 규모의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공이 성장한 이후의 시간, 즉 현재라는 시간적 축도 함께 진행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젊은 세대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제작위원회에는 광고대행사이나 출판사 등 총 12곳이 참여했습니다.

의) 세대들도 이 ‘어른의 이야기’를 통해 감정 이입을 했던 것이 성공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먹고 싶어>의 경우, 일부러 동종업계의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도록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광고대행사

뿐만 아니라, 최근 ‘반짝이는 청춘물’이라 불리는 일련의 작품들에 관심을 내비치지 않았던 (20대 후반 이상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를 포함하여 야마우치씨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본 영화계를 이끌고 있는 도호
(Toho)에서 많은 히트작을 배출하셨는데요. 기획 개발 단계에서 다른 제작사에는 없는 강점이 있다고 한다

최근 제작위원회방식도 성숙해졌다고 할까요, 매너리즘에 빠진 부분도 다소 있다고 할까요. <너의 췌장을
4곳이 참여하고 있는데 각각 다른 강점을 지닌 기업입니다. 마케팅 영역을 잘 나누면 오히려 더 넓게 커버할
수 있는 데다가 마케팅 방법에 있어서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유입되면 더 활기를 띠게 됩니다.

면 과연 무엇일까요?

한편 제작위원회방식은 기업의 집합체이다 보니 ‘합의제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까지 속도감이 떨어지고

을 빨리 캐치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 어찌어찌 ‘바람을 읽는 법’을 터득했다고 하더라도, 안타깝

예,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완벽한 오해입니다. 제작에 관해

영화 업계는 그야말로 ‘바람을 읽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객이 원하는 것보다 조금 앞서 있는 것

게도 그것이 히트작을 생산해내는 절대적인 방정식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움

직이는 것’, 그리고 ‘보편성+α’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
히 ‘감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섭다’라는 감정이든 ‘슬프다’라는 감정이든, 중요한 것은 이야기

가 클라이막스에 달했을 때 강하게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너의 췌장을 먹

고 싶어>는 원작이 정말 좋다 보니 아무래도 그 점에서 이미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

무난한 기획 밖에 나오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종종 듣습니다.

서 말씀드리면, 간사 회사인 기획제작사가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투자사도 발언

권이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참가사로 인해 기획이 어그러지거나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
는 없습니다. 제작위원회의 멤버들이 모이는 회의체는 기획 회의가 아니라 거의 마케팅 회의라고 보시면 됩
니다.

니다.

일본 영화 대부분이 원작이 따로 있고 영화 자체가 오리지널인 경우는 적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편성을 갖춘 제대로 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시 시대적 ‘바람’에 맞추어 신선한 서

인먼트의 원천은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도 일년에 몇 편은 오리지널 작품으로 제작하려고

저희의 영화 제작 방침은 전국 방방곡곡에 계시는 관객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프라이즈 = α를 가미해야 많은 관객들이 지지하는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
어>에서는 각색이 들어간 ‘어른의 이야기’가 바로 ‘+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일본에서는 영화 제작에 다른 업종의 기업이 여럿 참여하는 제작위원회방식이 스탠다드가 되었는데요. <너

의 췌장을 먹고 싶어>도 위원회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해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이러한 풍토가 영화
업계에 자리잡은 데는 어떤 배경을 있었나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제작위원회방식을 통해 만들어진 최초의 영화는 AKIRA(1988)라고 일컬어

집니다. 당시 여러 회사가 서로 제작비를 내고 권리를 나눠 가졌습니다. 그때가 딱 대형 비디오 대여점이 점
포를 확대하려고 했던 시기였는데, 비디오 패키지가 폭발적으로 팔리며 잘 나가던 비즈니스가 되었지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전반에 해당하는 시기는 일본 영화가 실패를 거듭하여 국산 영화 제작이 리스

크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도호에서도 일년에 고질라 시리즈 1편만 제작할 정도로 제작에서부터 거의
발을 뺀 상태였지요. 그때 조금이라도 이 리스크를 줄여보고자 비디오 제작권, 방송권, 출판권 등과 같은 소위
‘창구권’의 양도를 조건으로 내걸고 다양한 기업이 제작비를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오리지널을 보고 싶다는 관객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저 역시 엔터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화 개봉 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달 반에서 두 달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지

의 상태에서 작품의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영화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려 절정에 달한 상태로 개봉일을 맞이
해야 하는데, 이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미 인지도가 확보된 원작이 있으면 영화에 대한 흥미만

끌어올리면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원작의 판매 부수가 보증 수표로 작용하니 아무래도 원작을 영화화 시
키는 편이 기획 제작으로 가져가기 쉬운 면이 있죠. 또 원작을 영화화시키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할
리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서고금을 통틀어 명작이라고 불리는 많은 작품들은 원작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원작은 유한한 것이고 지금은 그 광맥이 고갈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작

품을 제작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금은 마케팅 수법도 성숙하고 발전
한 상태니만큼 오리지널 작품을 소설화하여 먼저 출시한 다음, 인지도와 관객의 흥미를 탄탄히 확보하여 이
것이 흥행으로 이어지게끔 유도한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과정은 조금 다르지만 <무사 노보우 : 최후

의 결정>(2012)의 경우, 이미 완성된 각본을 먼저 소설화하였고 이후 영화로 제작되어 좋은 흥행 성적을 기
록했습니다.

그런데 <춤추는 대수사선>(1998)이 대히트를 기록하면서 일본 영화가 다시 부흥 궤도에 오르자 이러한 권

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가 된 일본에서는 모든 산업의 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에 의욕적입니다. 향후 해외

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작이 아니라 마케팅 측면에서 바라보면 다른 업종과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 합작으로 영화를 제작하거나 일본에서 성공한 작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리에 대한 쟁탈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제작사 한 곳에서 영화를 만드는 편이 좋
손을 잡는 편이 자기 부담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것보다 마케팅 옵션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게다

가 그 시기는 제휴가 점점 확산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즉, 지금도 제작위원회방식이 주류인 이유는 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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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을 염두에 둔 기획 개발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등의 일은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렇다 할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

는 아무리 스토리성이 뛰어난 작품이라 할지라도 이국적인 분위기, 문화적 이질감, 감성의 차이라는 벽에 부
MADE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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딪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성된 영화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기획 자체를 세일즈

2017년 일본 영화 흥행

하여 현지에서 같이 제작하는 편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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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이름은>(2016)을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하기 위해 저도 제작에 참여하여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

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즈니스적 접근법이 한국 영화계에서는 이미 시도된 바 있는데, <수상한 그녀

>(2013) 같은 경우에 거의 실시간으로 해외에서 리메이크되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지요. 저희가 한국 영화
계에서 배울 점이 크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일본 영화 시장은 최근 20년간 계속 2,000억 엔(약 2조 3백억 원 규모)을 기록하는 등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쇼와 30년대 (1950년대 후반 ~ 1960년대 전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영화관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 첫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기획 개발 단계에서 ‘영화관에서
만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하려고 합니다. 큰 화면에서 봐야 가치가 느껴지는 것, 누군가와 함께

하나의 이벤트로서 즐길 수 있는 것, 등급 설정이 엄격한 텔레비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엣지가 느껴지는
작품 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라는 조용한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

이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바람을 읽어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지금 관
객이 원하는 것을 조금 더 빨리 영상물로 구현해내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 명탐정 코난: 진홍의 연가

갑작스러운 폭발로 대혼란에 빠지고 만 오사카의 한 TV 방송국.

마치 테러와도 같은 사건. 하지만 범인의 정체는 물론 범행 목적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혼란
속에서 코난과 친구들은 헤이지의 약혼자임을 주장하며 당돌하게 대시하는 카루타(일본의 전통 카드 게임)
대회 고교 챔피언 오오카 모미지를 만나 더욱 당황한다.

가와하라 토모코

가와하라 토모코는 영화 배급사인 TOHO-TOWA에서 근무한 후 프리랜서 편집자 겸 작가로 재직 중이며 도
쿄 국제 영화제 사전 선출위원회 멤버이기도 하다(2015-). 그녀는 주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다양한 미디
어에서 일하고 있다. 도쿄 국제 영화제 프로그래밍 부서에서도 근무했다(2001, 200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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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시즈노 코분

제작
아오야마 고쇼

개봉일
2017.04.15

제작사
TMS Entertainment

배급사
Proware Multimedia International

흥행 수입
JPY 6,890,000,000

>> 시즈노 코분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및 TV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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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남극 꽁꽁 대모험
신기한 팔찌의 주인을 찾아 10만 년 전 남극으로 떠나자!

더위를 피해 남극으로 놀러 간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얼음에 묻혀있던 신기한 팔찌를 발견한다. 팔찌가 묻힌
곳은 바로 10만 년 전 남극! 그곳에서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수수께끼를 찾는 소녀 카라와 햣코이 박사를 만
나고 지구가 꽁꽁 얼어버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감독
다카하시 아츠시

제작
마스코 소지로

제작사
ADK

배급사
Toho Company

>> 다카하시 아츠시
1972년 7월 8일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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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일
2017.03.04

흥행 수입
JPY 4,430,000,000

3 은혼

에도 막부 말기, 천인이라 불리는 외계인의 습격으로 지구는 전근대와 미래가 공존하는 세상이 된다. 어느날

긴토키의 옛 동료 ‘코타로’가 행방불명 되고, 불가사의한 의문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 뒤엔 신비
한 힘을 가진 불멸의 검 「홍앵」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데…

감독
후쿠다 유이치

제작
스즈키 다이조

제작사
Plus D

배급사
Warner Bros.

개봉일
2017.07.14

흥행 수입
JPY 3,840,000,000

>> 후쿠다 유이치

1968년 출생. 일본의 극작가, 방송작가, 각본가, 연출가, 영화 감독이다. 그가 연출한 <
은혼 2>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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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태국 영화시장/산업 동향
태국 박스오피스 흥행 10위
작품명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스파이더맨: 홈커밍
토르: 라그나로크

트랜스포머 5: 최후의 기사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2
쥬만지: 새로운 세계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미녀와 야수

저스티스 리그
원더 우먼

극장 입매권 매출

출처 : Filmax Magazine(Thailand)

감독

국가

장르

제작사

배급사

F. 게리 그레이

미국

액션

Universal Pictures

Universal Pictures

타이카 와이티티

미국

액션

Marvel Entertainment

Marvel Entertainment

액션

Marvel Studios

Marvel Studios

존 왓츠

마이클 베이
제임스 건

제이크 카스단

미국

미국

미국

액션

Columbia Pictures

액션

Paramount Pictures

Sony Pictures
Entertainment (SPE)

요아킴 뢴닝,
에스펜 산드베르그

미국

액션

Walt Disney Pictures

Walt Disney Pictures

잭 스나이더

미국

액션

DC Comics

DC Comics

빌 콘돈

패티 젠킨스

미국

판타지

미국

액션

Walt Disney Pictures
Warner Bors.

트랜스포머 5: 최후의 기사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2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원더 우먼

Walt Disney Pictures
Warner Bors.

출처 : Filmax Magazine(Thailand)

작품명
배드 지니어스

이산 러브 스토리

감독

장르

제작사

배급사

나타우트 폰피리야

드라마

GDH 559

GDH 559

부싸라캄 웡캄라오

코미디

소폰 숙다피싯

공포

미스터 허트

이티삭 유순톨놔타나

오직 태국뿐

약속

오버사이즈 캅스
시암 스퀘어

Transformation Films

Transfomation Films

이라사 나디

코미디

Phra Nakorn Film Co.Ltd.

Sahamongkol Film

퓨와닛 폴디, 챠넌 잉옹

코미디

Premsak Ketsrinarong

T Moment

빈 분루에리트

툼디: 부러진 검의 전설
사라네어는 당신을 사랑해

파이라크 쿰완

키아티삭 우돔낙

319,600

코미디

GDH 559

189,700
164,900
142,600
138,400

미국 100

GDH 559
M39

액션

Somsak TECHARATANAPRASERT

코미디

Tech Digital Corporation

공포

Welldone Medium Rare

Shamongkol Film

Sahamongkol Film

Tech Digital Corporation

액션
13,400

공포
44,500

193,900

140,600

M Pictures

코미디

온가르트 침차로엔포른쿨

슬럼 보이

Bang Fai Film

단위 : 천 밧(THB)

토르: 라그나로크

저스티스 리그

Sony Pictures
Entertainment (SPE)

판타지

스파이더맨: 홈커밍

미녀와 야수

Paramount Pictures

미국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쥬만지: 새로운 세계

Columbia Pictures

자국 영화 흥행 10위

드라마
111,100

코미디
215,300

134,900
116,400
115,500

박스오피스 국가별 점유율

자국 영화 장르별 수익률

단위 : %

단위 : 천 밧(T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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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2017 영화산업:
실패하면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푸미폰 국왕의 죽음으로 온 나라가 상실의 슬픔에 빠진

다. 사하몽콜 필름은 8,90년대에 배우로 활약하다 2002

없었다. 영화 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2017년에

툼디: 부러진 검의 전설>로 야심차게 2017년도의 문을

지 1년이 지난 2017년에도 태국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48편의 태국 영화가 개봉했지만 박스오피스 총 수익은

4억 4천 바트로 전체 수익의 10%에 불과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7 박스오피스 수익이 1억 바트
를 넘은 영화는 1억 1110만 바트(350만 USD)를 벌어
들인 GDH 제작 <배드 지니어스>가 유일하다.

개봉일인 5월 3일까지 아무도 <배드 지니어스>가 태국

을 넘어서 아시아 전역에서 흥행하리라고 예측하지 않

았다. 2012년 나타우트 폰피리야의 첫 장편 영화 <카
운트다운>은 GTH사 성적에 오점을 남겼지만 그의 두

번째 장편 영화는 큰 성공을 안겨주었다. 수년 전 한 중
국 학생이 호주와 중국 간의 시차를 악용하여 호주에서
SAT 시험을 치르고 중국으로 답안지를 유출하도록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하여 여타 태국 영
화와는 완전히 다른 영화를 만든 것이 바로 <배드 지니

어스>다. 이 영화는 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크게
흥행하여 4천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었다. 태국 영화가
외국 시장에서 이토록 좋은 성적을 낸 것은 역사상 최초
이다.

<배드 지니어스>가 큰 성공을 안겨주었다면, <라다랜드
>나 <스위머스> 같은 공포영화로 잘 알려진 소폰 숙다

피싯의 최신작 <약속>은 완벽한 실패였다. 주로 브라운

관에서 활동하는 유명 태국 여배우 남팁 총랏뜨위분의
스크린 진출작으로, 죽은 친구와 어린 시절에 했던 약속

으로 인해 친구가 귀신으로 돌아와 주인공과 주인공의
딸을 괴롭히는 내용이다. 총 3460만 바트 (110만 USD)
의 수익을 거두었는데 이는 2018년도의 불황을 감안했

을 때 결코 나쁜 성적은 아니지만 전작들의 흥행에는 한
참 미치지 못한다.

사하몽콜 필름에게도 2017년은 성공적인 해가 아니었

다. 이 제작사에서 배급한 영화는 해외 작품들도 모두
외국 영화 박스오피스 10위 안에도 들지 못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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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영화 제작자의 길을 걷게된 빈 분루에리트의 <
열었다. 2012년 그가 독자적으로 제작하고 연출한 아
동 영화 <판야 레이누>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흥행에 성
공했었다. <툼디: 부러진 검의 전설>는 감독의 첫 액션

영화로, 본인이 출연한 <방라잔>(2000)의 감독 타니트
지트나쿤에게 제작을 맡겼다. 세계적인 무에타이 선수

부아카오 포 프라묵의 첫 데뷔작이자 주연작이기도 하
다. 평단의 호평을 받지는 못했지만 1440만 바트(42만
USD)의 수익은 2017년에 개봉한 다른 태국 영화들과
견주어 보아도 나쁜 성적은 아니다.

이사라 나디 감독의 <오직 태국뿐>이 2490만 바트의 수
익을 올리며 사하몽콜 제작 영화 중 가장 큰 성공한 작
품이 되었다. 파라나콘 필름이 사하몽콜과 처음 손 잡고
제작한 이 영화는 2016년 박스 오피스 흥행작 <농담 재
즈 4G>에 출연한 유명 코미디언 재즈 추안체운이 등장

한다. 하지만 프라나콘 필름이 2016년 잠시 접었던 유
통 사업을 2017년에 다시 재개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번이 사하몽콜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합작으로 예상
된다.

사하몽콜이 색다른 공포 영화를 만들고자 파이라크 쿰
완 감독과 함께 제작한 작품이 바로 <시암 스퀘어>이다.
나와폰 탐롱라타라닛 감독의 성공적인 예술 영화 <36>,
<메리 이즈 해피> 등에서 카메라 감독으로 활약한 파이

라크는 이 장편 데뷔작을 통해 태국 공포 영화 장르에

신선함을 불어넣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박스 오피스 성
적은 990 바트(31만 USD)로 만족해야 했다.

<먹고 기도하고 웃어라>는 파리판 와차라논 감독의 신
작이다. 유명한 성우인 그가 2015년 사하몽콜과 손잡고
제작한 <러브 유 100K>는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

아 국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정작 자국 시장 내
에서는 430만 바트(13만 USD)에 불과한 흥행을 기록했
고 평론가들의 반응도 부정적이었다.

사하몽콜 필름의 소유주 송삭 테카라타나푸라서트의 아

라다완 라탄딜로크차이의 탤런트 1 무비 스튜디오는

는 태국 영화 제작사를 설립했다. 첫 장편작 <사라네어

모두 저조했다. 고예산 영화인 로맨틱 드라마 <더 모멘

들인 아카라폴 테카라타나푸라서트는 테크 타이랜드라
는 당신을 사랑해>는 키아티사크 우돔나크와 윌리 매킨

토시로 이루어진 사라네어 팀의 작품으로, 사하몽콜과
M39 와 함께 각각 <사라네어 하오 펭>, <사라네어 오세

카이>를 연출했다. <사라네어는 당신을 사랑해>는 마리

오 마우러를 비롯한 태국 연예인의 몰래 카메라를 모아
놓은 작품으로 770만 바트(24만 USD)라는 초라한 성적

을 기록했다. 중간 성적을 거둔 <오직 태국뿐> 이후 프

라나콘 필름은 유틀럿 시파팍 감독의 최신작 <재즈 더
독>으로 유통 사업을 재개하였다. <오직 태국뿐>과 마

찬가지로 재즈 차운체운이 출연했지만 630만 바트(19
만 USD)로 전작보다 훨씬 떨어지는 성적에 만족해야
했다.

태국 최대의 멀티플렉스 메이저 시네플렉스 또한 2017

년에 다섯 개의 자회사(M39, M 픽처스, 탤런트1 무비
스튜디오, 트랜스포메이션 필름, CJ 메이저)를 통해 자

체적으로 영화를 제작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
두었다. 2016년에 포이 아논의 <농담 재즈 4G>로 최
고의 흥행을 맛보았던 M 픽처스는 태국 북동 관객을 타

깃으로 하여 북동 사투리로 제작한 <이산 러브 스토리
>도 흥행에 성공했다. <이산 러브 스토리>는 2004년부

터 사하몽콜과 함께 <보디가드>(2004), <헬로 야소손
>(2005) 등의 영화를 제작하고 연출해 온 유명 코미디

언 페치타이 웡캄라오(뭄 조크모크 역)가 사하몽콜의 경

쟁사로 알려진 M 픽처스와 처음 손잡은 작품이다. 딸 부

싸라캄 웡캄라오가 연출하고 본인이 주연을 맡은 이 로
맨틱코미디 작품은 태국 전역을 휩쓸며 7720만 바트

(244만 USD)를 벌어들이고 북동 사투리로 만든 영화도
흥행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 흥행작을 배출해 낸 M39
에게 2016년은 실망적인 해였다. 2017년에는 온가르트

침차로엔포른쿨 감독의 <슬럼 보이> 한 편만을 제작했
다. 자크라왈 닐탐롱 감독의 <배니싱 포인트>와 같은 예

술 영화에 출연한 경력이 있음에도 온가르트는 주로 코

미디 프로그램과 영화만 연출했는데 그 중 하나인 <슬
럼 보이>는 1890만 바트(59만 USD)의 수익에 그쳤다.

2018년에 총 세 작품을 제작했으나 흥행 성적은 세 편

트>가 660만 바트(20만 USD)를 기록했다. 그 해 8월
에는 로맨틱코미디 청춘물 <유앤미 XXX>와, 자체 제작

하고 논따왓 눔벤차뽈이 연출하였으며 2017 부산국제

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아트하우스 영화 <#BKKY>

두 편이 개봉되었다. <유앤미 XXX>는 20만 바트(6천

USD)를, <#BKKY>는 12만 바트(3천 USD)를 벌어들이

며 제작사 역사상 최악의 성적을 거두었고, 결국 탤런트
1 무비 스튜디오는 문을 닫게 되었다.

상가 찻차이룽루앙의 트랜스포메이션 필름 또한 2018

년에 두 작품을 내놓았다. GDH 소속 배우 서니 수완메

타논트 주연의 코미디 영화 <미스터 허트>는 7150만 바
트(226만 USD)를 벌어들이며 2014년 제작사 설립 이

래 최고의 성적을 기록한다. 하지만 두 번째 작품 <프레
미카>가 5400 바트 (17만 USD)라는 초라한 흥행으로
2017년을 용두사미로 마무리하게 된다.

CJ 메이저는 2017년에 개봉한 작품이 없지만 TVC 감독
수라퐁 플로엔상의 <미인의 초상>이라는 새로운 프로

젝트가 있다. 우디네 극동영화제의 포커스 아시아에서
첫 소개된 이 작품은 곧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사 오성 프로덕션은 2017년

에 단 한 편의 작품만 내놓았다. <파와디: 저주받은 교
실>은 560만 바트(18만 USD)의 수익을 기록했고 성룡
주연의 <블리딩 스틸>로 30년 만에 최초로 해외 영화를

배급하였다. 말레이시아의 아스트로 부와 공동 제작한
<새벽 세 시 방콕 귀신 이야기>의 총 13개 에피소드 중

세 편을 선정한 <새벽 세 시 Part 3>를 내놓기도 하였
다. 박스오피스 성적은 570만 바트(18만 USD)로 최악

은 면했지만 태국 공포 영화계와 마찬가지로 오성 프로

덕션도 전성기를 되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 GTH 이사 비수트 푼와타루크가 차린 제작사 T 모멘

트와 모노 테크놀로지가 야심차게 내놓은 첫 작품 <오
버사이즈 캅스>는 1570만 바트를 벌어들이는 데에 그

쳤다. 2018년에는 핑 룸프라플레릉 감독이 연출하는 드
라마-코미디 영화와 공포 영화 등 여러 작품을 내놓을
MADE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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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다.

한 태국 영화 중 가장 흥행한 <농담 재즈 4G>의 감독 포

한 영화들이 수두룩하다. 상영관이 방콕에서 30개 이상

다는 질타를 받았다. 2017년에 메이저 시네플렉스와

2017년에는 100만 바트(3만 USD) 이하의 흥행에 불과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중 많은 영화들이 극장

판 상영 이후 DVD도 출시되지 못하고 사라질 운명에 처

해있다. 태국의 홈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은 탓이다. GDH사와 같은 큰 기업들도 <약속>을 시

작으로 DVD를 더 이상 출시하지 않고 있어 <약속>을 보
려면 스트리밍 웹사이트에서 따로 구매해야 한다.

태국 영화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영화는 언제
나 그렇듯 할리우드 영화이다. 2017년 태국 박스오피스

의 규모는 총 42억 8700만 바트(135억 USD)였다. 이

중 할리우드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36억 9700만 바트
(116억 USD)로 전체의 86%에 달한다. 같은 금액이면

태국 영화보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는 편이 낫다고 생각

하는 관객들이 많은 탓이다. 최근 사례로 <어벤져스: 인
피니티 워>가 있는데 2018년 4월 25일에 개봉하여 사

흘 만에 1억 바트를 벌어들였다. (2018년 5월 1일을 기
준으로 벌써 2억 바트를 넘겼다)

인터넷은 태국 영화계에 큰 영향력이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영화 홍보에 적극 활용된다. 11월에 나와폰 탐
롱라타라닛은 최신작 <다이 투모로우>를 고작 10개 상

영관에 자체 배급했다. 페이스북으로만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바트(15만 USD)라는 큰 수익을 올리며
3개월 동안 상영되었다. <레전드 오브 무에타이: 9 사트

라> 또한 네티즌의 입소문 덕에 성공한 작품이다. 엑스

포맷 필름이 연출하고 M 픽처스가 배급한 이 애니메이
션 영화는 2018년 1월에 개봉하여 네티즌들의 찬사를

받았다. 제작비가 워낙 높아 손익분기점을 넘기지는 못
했지만 총 5300만 바트(1억 6천 USD)의 수익은 최근의
불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큰 피해를 본 영화도 있다. 2016년에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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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논은 늘 영화 비평가와 네티즌에게 영화 수준이 낮
손 잡고 연출한 <좀비 파이터>(포이 소유의 제작사 무
비 히어로가 제작하고 M39이 배급하였다)를 내놓았으

나 평론가와 네티즌들의 악평 속에서 170만 바트(5만
USD)를 벌어들이는 데에 그쳤다. 2018년에는 <농담 재

즈 4G> 후속작 <농담 재즈 5G>(무비 히어로 제작, M39
배급)를 연출하였으나 이번에는 개봉하기 전부터 네티

즌들의 혹독한 비판에 시달리다 겨우 1838만 바트(58

만 USD)라는 성적을 거둔다. 이는 2016년 <농담 재즈

4G>가 올린 1억6600만 바트의 수익에 비할 바 없이 초
라한 성적이다.

2014년 우텐 스리리위와 인나파트 라다라트의 <푸 바

오 타이 반>이 흥행한 이후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영화

가 유행하고 있는데, 특히 북동쪽 지역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17년 수라삭 퐁손의 <타이 반 더 시리즈>의 제

작비는 200만 바트에 불과했지만 북동 지역에서 흥행에

성공하고 태국의 거의 모든 영화제에서 대상 후보에 올
랐다. 이와 같은 성공사례가 흥미로운 이유는 대부분이
독립 영화인데다 MVP와 같은 북동 영화관 체인의 지원

을 받았기 때문이다. 2017년에는 M 픽처스를 비롯한 대
형 제작사들이 <이산 러브 스토리>를 통해 북동 영화 시
장을 공략해 그 해 개봉한 태국 영화 중 두 번째로 흥행

한 사례가 돋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2018년에도 이어져

용유스 통콘툰

우텐 스리리위가 <푸 바오 타이 반 3>를, 수라삭 퐁손이

<타이 반 더 시리즈 2>를 연출하였고 이 외에도 다른 제
작자들이 <푸 사오 카 로>(수크지 나린트르 감독)나 <컨

트리 무비>(모라코트 카에우타니 감독)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타이 반 더> 시리즈와 <푸 사오

용유스 통콘툰은 1967년 태국 출생이다. 출랄롱코른대학교에서 의학과 커뮤니케이션을

다는 점이다.

로 이루어진 배구단이 태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이름을 떨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

카 로>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성적을 거두지 못하였

돈사론 꼬빗바닛차는 『The Nation Donsaron』과 같은 태국 잡지와 신문에서 시나리오 작가, 평론가,
기자로 활동 중이다. 태국 문화부와 Federation of Motion Pictures and Contents Association가 주
최하는 방콕 아세안영화제의 프로그래밍 컨설턴트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열리
는 시네마시아영화제에서 태국 영화 담당 컨설턴트로 일했으며, 2017 로테르담국제영화제와 2016 브졸국
제아시아영화제에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았다. 독립 영화 프로듀서로서 제작한 <마릴라: 이별의 꽃>은 2017
BIFAN INDUSTRY GATHERING
2018
부산영화제에서
김지석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전공했다. 그가 타이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연출한 <아이언레이디>(2000)는 동성애자들
용유스는 또한 2004년에 GMM 픽처스, 타이 엔터테인먼트와 합병되어 GTH로 명치이 바

뀐 Hub Ho Hin Films에서 영화 감독 겸 프로듀서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후 GTH와 함
께 <메이드 첩보대작전>(2004), <메트로섹슈얼>(2006), <포비아>(2008), <연애절정기
>(2008) 등을 연출하였다. 창립 때부터 GTH의 국제업무 대표직을 맡았으며 현재 GDH
에서 같은 직을 수행하고 있다.

GDH사와 태국 영화계의 숨은 천재들
2015년에 GTH사가 합병되고 2016년에 GDH사가 새롭게 설립된 이후 GDH사는 벌써 4 편의 영화를 제작

제작 비용은 우리가 부담한다. 영화 제작자들이 모여 GMM Grammy와 GDH를 설립하고 50퍼센트의 지분
을 나누어 가졌다. 영화 제작 비용은 전부 자체 예산이다.

하였다. 첫 작품 <원 데이>의 성공은 2013년 <피막>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이 영화로 제작사의 실력을 신뢰

일반적으로 스폰서를 구하는가?

흥행에 성공했다.

서와 협력할 가능성을 따져보기는 하지만, 절대 스폰서로 인해 프로젝트가 시작되거나 스폰서가 특정 제품

하는 자국 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2017년 개봉작 <배드 지니어스>는 태국은 물론 홍콩, 대만, 중국에서도
용유스 통콘툰은 GTH의 창립 멤버이다. <아이언 레이디>(2001), <메이드 첩보대작전>(2004),
<4BIA>(2008), <연애절정기>(2008) 등 흥행작을 다수 연출했다. 이후 10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으

며 현재 GDH의 해외사업 부문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 영화 제작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것도 물론 그의 일이
다. 그가 승인한 영화 중 하나인 <배드 지니어스>는 제작자들조차 그 성공을 예측하지 못했으나 자국 내 흥

PPL 광고나 미디어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자금으로 프로젝트를 개시한 뒤의 일이다. 후에 스폰

의 협찬을 좌지우지하게 하지는 않는다. 보통 우리 영화가 스폰서들의 관심을 살만한 요인이 있는지 확인한
뒤 우리 쪽에서 먼저 접근해 특정 제품이 영화에 어떻게 보여질지 설명한다. 스폰서를 구할 수 있다고 확신
하는 영화는 여태껏 한 편도 없었다. 그러니 우리의 자금력과 수익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행은 물론 중국에서 가장 흥행한 태국 영화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다.

태국 영화는 보통 어떤 방법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가?

감독님의 작품들이 태국에서 큰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를 기획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와 연계되지 않은 감독의 제안은 받지 않는다. 외부 제작사에 프로젝트를 제안

프로젝트 기획 당시 신선한 작품을 만들자고 생각했다. 태국 관객들은 아직 청춘 영화, 코미디, 로맨스, 공포

영화를 선호하지만 그렇다고 늘 같은 영화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프로듀서 지라 말리굴과 지나 오소트

슬립이 중국 학생들이 SAT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읽고 아이디어를 냈다. 그래서 <카운트다운

>을 연출한 나타우트 폰피리야에게 이 아이디어를 영화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액션 장면 없이 액션 영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제작사로 찾아가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하지만 GDH사는 자체적으로 프로젝트
하는 감독들은 보통 충분한 제작비를 받는 데 실패해 결국 스스로 자금을 대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앞으로

는 제작사와 감독이 함께 영화 제작에 투자해 영화의 판권을 나누는 투자 모델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태국에도
영화 제작을 위한 기금이 있기는 하지만 연구와 각본만 지원할뿐 영화를 완성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화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시험을 주제로 영화를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관객들이 지루하면 안 되니깐

3 개나 5개의 상영관에서만 개봉되는 영화도 있는데, 감독의 영화는 언제나 전국 100개 상영관에서 개봉

각했다. 고심 끝에 프로젝트를 승인하긴 했지만 위험 부담이 크니 제작비를 최소화하자는 조건이 붙었다. 신

우리는 대중적인 영화를 만든다. 따라서 영화관에서 우리 영화는 돈이 된다고 예측하는 것이다. 신뢰의 문제

말이다. 마침내 대본을 읽어보았을 때 재밌기는 하지만 태국 관객에게 생소한만큼 큰 모험이 될 거라고 생
중하게 준비 작업을 해야 하는데 감독이 아주 잘 해줬다. 1차 편집본 역시 마음에 들었지만 신인 배우들로만

이루어진데다 태국 관객들에게 익숙한 요소가 없는 만큼 다른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어필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예고편을 공개하자마자 반응이 왔다. 대학 시험은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어본 경험이고 그래서
다들 쉽게 공감했던 것 같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반응이 좋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흥행이었나?

되었다.

이다. 영화관이 제작사를 신뢰하면 많은 상영관을 배정받는다. 종종 예상했던 것보다 적기도 하지만 첫 날

관객수가 높으면 다음 날 더 많은 상영관을 배정 받는다. 예술 영화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난 영화관이 예전

보다 훨씬 더 개방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몇몇 제작자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하겠지만, 과
거에는 개봉조차 못 했을 영화들이 최근에는 상영관을 배정받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영화관의 신뢰를 얻
는 것이다.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스토리와 연기력이 탄탄하면 어느 정도 흥행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예상을

태국 영화의 이익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시아 사람들은 문화가 비슷하지 않은가? 특히 대학 시험은 어딜 가든 중요하니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

영화가 아니라면 말이다. 태국의 경우 50대 50으로 나뉘는데 1 주씩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작자들에

훨씬 뛰어넘었다. 태국에서만 1억 1000만 바트를 벌었는데 외국에 진출하자 더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다. 아
한다.

영화관이 제작사보다 더 많은 비율을 가져간다. 할리우드를 포함해 거의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한다. 특수한
게 이익이다. 영화관 측에서는 3, 4주차부터 비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원래 아이디어는 스튜디오에서 나왔는데 나타우트 폰피리야에게 연출을 맡긴 이유는?

2017년 태국 영화 시장 트렌드는?

개성이 강하다. 다양한 인생 경험을 쌓은 분이다. 뉴욕에서 6,7년간 살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

되지 않는다. 우리도 2017년에 개봉한 영화 한 편으로 손해를 봤다. 이익을 본 10편 중에는 <배드 지니어스>

기획 단계에서부터 염두해두고 있었다. 우리와 함께 일한 감독들은 각자의 스타일이 뚜렷하다. 나타우트도
다고 했다. 또한 시각적 스타일도 독특하다. 무엇보다 연기자를 지도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은 신인 배우
들만 등장하는 이 영화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여 기용했다.
투자자 유치는 어떻게 하는가?

076

BIFAN INDUSTRY GATHERING 2018

작년에는 총 50편의 영화가 개봉했다. 그 중 30 편이 독립 영화이다.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는 10편 밖에

같은 영화도 있지만 북동 사투리로 제작된 코미디 영화 <이산 러브 스토리>도 있어서 전반적인 추세가 어떻
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수익을 올린 영화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독립 영화의 경우 저예산 공포 영화
나 LGBT 영화도 있어서 꽤 다양하다. 하지만 <이산 러브 스토리>처럼 사투리로 상영되는 작품들이 흥행하
면서 2018년에는 비슷한 작품들이 더 많이 나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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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국 영화계에서 가장 힘든 점은?

2017년 태국 영화 흥행

과거에 비해 영화 만들기가 쉬워졌고 스트리밍 웹사이트에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기도 하지만 영화관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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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자 했을 때 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자금이 가장 문제이다. 관객들 또한 여가시간에 영화 대신 인
터넷 게임을 즐기기도 한다. 관객 수가 줄어든다는 말이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보려고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다. 불법 다운로드가 아직 성행하니까 말이다.

태국에서 영화를 촬영하고자 하는 해외 감독들을 위한 팁이 있다면?

태국은 해외 영화 제작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요새는 더 많은 룰이 생겼다. 룰을 따라주면 좋겠
다. 태국은 실력 있는 제작진과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있다. 태국에서 영화를 만든다면 돈이 아깝지 않은 수

준 높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와야 한다. 태국 영화 사무소는 언제나 협조적
이다.

1 배드 지니어스

웬만한 문제는 껌으로 푸는 천재 고등학생 소녀 린은 독창적인 시험 컨닝 방법을 고안해 내어 학우들에게 답

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 소문난 그녀의 비즈니스에 거액의 의뢰가 들어온다. 그것은 바로 해외에서 SAT
답을 시간차를 이용해 국내로 빼돌리는 것이다!

감독
나타우트 폰피리야

제작
지라 말리굴

제작사
GDH 559

배급사
GDH 559

개봉일
2017.05.03

흥행 수입
THB 111,100,000

>> 나타우트 폰피리야

태국의 감독. 텔레비전 광고 및 뮤직 비디오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다. 스릴러
영화 <카운트 다운>과 <배드 지니어스>로 유명하다.

078

BIFAN INDUSTRY GATHERING 2018

MADE IN ASIA

079

2017년 태국 영화 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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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산 러브 스토리

시안은 잘생긴 이산(태국의 북동부) 출신으로,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고향과 여자친구를 사랑한다. 그는 여
자친구 솜이 방콕에서 돌아와 함께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어머니가 그의 작은 가게에서 풍속초 요
리를 파는 것을 돕는다.

감독
부싸라캄 웡캄라오

제작
폰차이 웡스리우돈폰

제작사
Bang Fai Film

배급사
M Pictures

>> 부싸라캄 웡캄라오

080

BIFAN INDUSTRY GATHERING 2018

개봉일
2017.08.31

흥행 수입
THB 77,200,000

3 미스터 허트

완벽한 세계 테니스 챔피언인 돈 스리 창(써니 수완메타논트)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돌이다. 운동에서뿐
아니라 연애에서도 행운이 따라 여자친구는 슈퍼스타이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락스타와 데이트를 위해 그의
청혼을 거절한다.

감독
이티삭 유순톨놔타나

제작
상가르 찻차이룽루앙

제작사
Transformation Films

배급사
Transfomation Films

개봉일
2017.02.02

흥행 수입
THB 71,500,000

>> 이티삭 유순톨놔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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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필리핀 영화시장/산업 동향
필리핀 박스오피스 흥행 10위
작품명
미녀와 야수

장르

제작사

배급사

빌 콘돈

미국

판타지

Walt Disney Pictures

Press Play Pictures

미국

액션

Warner Bors.

ABS-CBN Film Productions

미국

액션

Marvel Entertainment

Press Play Pictures

캐시 가르시아 몰리나

필리핀

로맨틱 코미디

Star Cinema

Star Cinema

제임스 건

미국

액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너를 보는 나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어

F. 게리 그레이
존 왓츠

시그리드 안드레아
베르나르도

극장 입매권 매출

매 크사리나
크루즈 알비어

미국

미국

액션

Star Cinema/
Viva Entertainment

타이카 와이티티

패티 젠킨스

토르: 라그나로크

스파이더맨: 홈커밍

국가

필리핀

원더 우먼

마이 엑스 앤 와이즈

감독

조이스 베르날

복수 원정대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출처 : Filpino box-office researcher, analyst Alan Gaw, Boy Vilasanta

액션

Universal Pictures

액션

Columbia Pictures

필리핀

로맨틱 코미디

필리핀

로맨틱 코미디

Spring Films/
Viva Entertainment

Marvel Studios

Columbia Pictures

Columbia Pictures

Press Play Pictures

Star Cinema

Viva Films

Star Cinema

출처 : Filpino box-office researcher, analyst Alan Gaw, Boy Vilasanta

작품명

감독

장르

조이스 베르날

액션

캐시 가르시아 몰리나

로맨틱 코미디

복수 원정대
마이 엑스 앤 와이즈

시그리드 안드레아

너를 보는 나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어
앙 판데이

마침내 당신을 찾았어
일곱 번의 일요일

100 튤라 파라 케이 스텔라

Star Cinema/

로맨틱 코미디

Viva Entertainment
Star Cinema

Spring Films/

Viva Entertainment

로맨틱 코미디

테오도르 보보롤

로맨스

Viva Entertainment

로맨틱 코미디

Star Cinema

코코 마틴

액션

캐시 가르시아 몰리나

패밀리 드라마

앙트와넷 자다온

로맨스

제이슨 폴 랙사마나

706,291

로맨스

Star Cinema

517,894

원더 우먼

토르: 라그나로크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마이 엑스 앤 와이즈
스파이더맨: 홈커밍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어

ABS-CBN Film Productions
Star Cinema
Viva Films
Star Cinema

CCM Productions

ABS-CBN Film Productions

Star Cinema

Star Cinema

Star Cinema

Star Cinema

Star Cinema

Star Cinema

Viva Films

로맨스
402

571,000

복수 원정대

배급사

매 크사리나 크루즈 알비어

캐시 가르시아 몰리나

뜻밖의 사랑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베르나르도

제작사

단위 : 천 페소(PHP)

미녀와 야수

너를 보는 나

Warner Bros. F.E.

자국 영화 흥행 10위

Viva Films

패밀리 드라마
180

로맨틱
코미디
1,177

436,679
401,526
400,000
393,576

미국 100

액션 775

330,454
320,000
300,000

박스오피스 국가별 점유율

자국 영화 장르별 수익률

단위 : %

단위 : 백만 페소(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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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필리핀 영화 시장 동향
국내 시장에 대한 인식이 비약적으로 진전하면서 2017

기 위해 크리스틴 레예스, 엔리케 길과 같은 젊은 세대

하고 국내 영화가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경로를 뚫었다

피디아 상의 자료에 따르면 이 영화는 2억 7천만 Php의

년 필리핀 영화 시장은 할리우드 영화의 우세에도 불구
고 할 수 있다.

박스오피스에서 큰 수익을 거둔 작품으로는 스프링필름
에서 비교적 크지 않은 예산으로 제작한 <너를 보는 나

>가 있으며, 일본에 사는 필리핀 여성 투어 가이드에게
사랑에 빠진 필리핀 남성의 로맨틱코미디 영화이다. 몇
편의 장편 영화를 감독한 경험을 가진 신인 감독 시그리
드 안드레아 베르나도가 메가폰을 잡았다.

피올로 파스쿠알, 조이스 베르날, 에릭손 레이몬드가 프

로듀서를 맡아 1,000만 Php의 작은 규모 예산으로 촬

영을 시작했다. 높은 인지도, 여러 스케쥴과 수상 경력
이 있지만 박스오피스와는 거리가 먼 영화를 통해 알려

진 알렉산드라 드 로지가 유일하게 중량감이 있는 출연
진이었고 이 작품은 소규모 영화로 예산 규모도 크지 않

았다. 알렉산드라 드 로지는 다양한 독립 영화에서 경험

을 쌓은 베테랑이었지만 엠포이 마르케즈를 비롯한 다
른 출연진들은 텔레비전 광고 출연 경력자와 신인배우
로 구성되어 대형 스크린에서는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이들이었다.

이 영화는 시각적인 호소력과 깊은 감정을 담아내는데
성공하였고 비바엔터테인먼트의 지원을 받아 마케팅과
광고, 홍보를 진행했음에도 여전히 도박에 가까운 프로

젝트였다. 하지만 2주간의 개봉 기간 동안 영화는 계속

흥행을 이어 나갔으며 프로듀서인 에릭손 레이몬드에
따르면 총 수익은 놀랄 만큼 큰 액수인 3억 2천만 Php
를 기록했다.

스타시네마가 제작한 <일곱 번의 일요일>은 한 아버지
가 남은 여생을 아이들과 보내기 위해 펼치는 노력을 담
은 영화로 캐시 가르시아 몰리나가 메가폰을 잡았다. 극

장을 찾는 관객, 다수에게 호소할 수 있는 로맨틱코미

디 출연진 대신 노련한 연기를 펼칠 로날도 발데즈, 아
가 뮬라크, 딩동 단테스를 캐스팅했다. 이들을 뒷받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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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우들 또한 기용했다. 놀랍게도 스타시네마와 위키
수익을 거두었다.

안타깝게도 필리핀에는 공식적인 박스오피스 수치를 공

식적으로 집계하고 이를 연구해 배포하는 독립적 기관
이 없다. 특히 국가에서 관리하거나 민영으로 운영되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화 제작사가 제공하

는 정보,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소셜미디어 상에서 수
집할 수 있는 업계 관련 정보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스타시네마의 레지 산델은 <너를 보는 나>가 흥행
Top 2에 속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 했다. 그는 자신

의 제작사가 만든 영화의 지역 극장 박스오피스 수치를
확인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시네마에서 제작한 또 다른 영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는 젊은 시절의 사랑에서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감정과 즐거움을 다룬 작품으로, 앙트와넷 자다온이 출

연진을 이끌고 격정적인 10대 커플로 줄리아 바레토와
조슈아 가르시아가 출연했다. 이들이 함께 연기를 펼친

것은 두 번째였지만 1억 200만 Php의 흥행을 기록하며
성공을 거두었다.

비바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100 튤라 파라 케이 스텔

라>는 제이슨 폴 랙사마나가 메가폰을 잡은 작품으로

시인과 열정적인 록 뮤지션, 이들과 사랑에 빠지는 팬이

펼치는 낯선 이야기를 펼친다. 박스오피스에서는 흥행
을 거두지 못했던 훌륭한 두 배우 벨라 파딜라와 JC 산

토스가 출연했으며 공식 상영 기간 동안 1억 Php의 수
익을 거두었다.

물론 흥행 Top 10에 이름을 올린 감독 중에는 블록버스
터를 감독한 이들도 있다. 2017년 개봉작 중 최대 흥행

을 거둔 <복수 원정대>이며 액션 어드벤처 형식의 코미
디 영화다. 트랜스젠더 슈퍼 히어로가 악에 맞서 싸우는
이 영화는 Bb. 조이스 베르날이 감독을 맡았다(이름 앞

에 붙은 ‘Bb.’는 그가 항상 사용하는 애칭으로 아가씨를

뜻하는 필리핀어 “binibini”의 줄임말이다). 필리핀 최

한편 필리핀 영화계를 이끄는 삼두마차라 할 수 있는 비

니엘 파딜라, 2015년 미스 유니버스 출신인 피아 워츠

진행해 <더 블랙스미스>의 제작이 이뤄졌다. 정의를 추

고의 인기 가수인 바이스 간다와 10대에게 인기있는 다
바흐가 주인공을 맡았다. 2017년 메트로 마닐라 영화제

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MMFF, 스타시네마, 위키피디

아에 따르면 5억 7,100만 Php에 달하는 흥행 성적을 거
두었다.

<마이 엑스 앤 와이즈>는 필리핀의 밀레니얼 세대인 리
자 소베라노와 엔리케 길이 손을 잡고 만든 달콤하고 진

실한 러브 스토리다. 사랑하는 두 연인이 서로에 대한
헌신을 시험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이 작품은 왕성한 활

동을 펼치는 감독 캐시 가르시아 몰리나의 작품으로 리
자와 엔리케 두 사람을 따르는 팬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

시 한 번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팬들은
Liza와 Enrique를 줄여 LizeQuen이라고 부른다). 레지

산델이 보낸 스타시네마 공식 박스오피스 성적에 따르
면 전 세계에서 4억 Php에 달하는 흥행 성적을 거두었
다고 한다. 하지만 위키피디아, ESEAP 컨퍼런스 등 다

른 정보 출처에 의하면 필리핀 개봉 수익으로 3억 Php
를 벌어 들였을 뿐이라고 한다. 위키피디아에 올라와 있

는 또 다른 정보에는 이 영화의 흥행 수익이 4억 1천만
Php라고 말하기도 한다. 사실 이 영화가 국내 개봉을
통해 얼마만큼의 수익을 거두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거나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산델조차 자신들의 국내

개봉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

문이다. 스타시네마의 또 다른 영화 <사랑에 빠지지 않

을 수 없어>는 연인과의 결혼을 취소한 신부의 이야기

다. 그녀는 가장 특이한 방식으로 이미 결혼을 한 상태
였기에 다시 결혼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영화에는
Kathniel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다니엘 파딜라와 캐

서린 베르나도가 함께 출연한다. 감독은 매 크라시나 크
루즈 알비어이며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2억4천만 Php

으로 기록된 국내 흥행을 거두며 또 다른 기록을 만들
었다. 또한 스타시네마가 보낸 자료에 따르면 이 영화는
국제 시장에서 3억 Php의 수익을 냈고 여전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산델 역시 이 영화에 대한 별도
의 국내 판매 보고서를 제공해줄 수 없었는데 관련 자료
는 기밀에 속하기 때문이었다.

바필름, CCM 프로덕션, 스타시네마가 공동으로 투자를

구하는 양철공이 초자연적 힘을 사용해 악당에 맞서 싸
우는 시리즈 영화로, 앞서 개봉한 시리즈에 뒤이어 개봉

했다. 코코 마틴이 감독을 맡았는데 그는 코코 마틴이라

는 예명으로 영화의 주연을 맡기도 했다. Panday 시리

즈의 주연은 필리핀 영화의 황제라 할 수 있는 고(故) 페
르난도 포 2세가 액션 스타 봉 레빌라를 맡아 열연한 바
있다.

위키피디아에 영화 정보와 별도로 개제된 페이지에 따
르면 이 영화는 국제 시장에서의 매출액을 포함해 3

억 7,900만 Php의 수익을 올렸다. 한편 위키피디아,
ESEAP 컨퍼런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흥행 성적표에 따

르면 필리핀 국내 상영으로만 2억 400만 Php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한다.

스타시네마와 비바필름이 공동으로 투자한 <마침내 당

신을 찾았어> 또한 2017년에 가장 큰 수익을 거둔 영화
로 기록되었다. 이 영화는 결혼식에서 신랑에게 거절당

한 신부를 찍은 영상이 인터넷에서 큰 화제를 모으게 되
고 신부의 아버지는 딸이 정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즉시 PR 회사의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는 내용을 다룬

다. 테오도르 보보롤이 메가폰을 잡았고 존 로이드 크루
즈와 사라 헤로니모의 변치 않는 파트너십을 보여준 이
영화는 국내 흥행 수익 3억 Php를 거두었다.

높은 흥행 수익을 거둔 영화 가운데 스타시네마에서 제
작한 또 다른 작품으로 <뜻밖의 사랑>이 있다. 이 영화

는 쉽사리 어울리지 않을 법한 커플이 여러 상황에 시험

을 당하며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지며 사랑을 이루게 된

다는 내용을 다룬다. 여러 영화에 커플로 출연한 샤론
쿠네타와 로빈 파딜라에 더해 젊은 인기 스타 바레토와

가르시아가 출연했다. 캐시 가르시아 몰리나가 메가폰
을 잡았고 국내 흥행 수익 2억 5천만 Php를 기록했다.

<복수 원정대>와 <앙 판데이> 모두 2017 메트로 마닐

라 영화제에서 공개되었다. 이 시기는 판타지와 코미디

장르를 좋아하는 어린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필리핀
영화들이 가장 좋은 흥행 성적을 거두는 때다.

일반적 영화의 공식을 따르지 않는 <너를 보는 나>의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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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은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커플이 아닌 두 사람이 주인
공으로 등장하고, 필리핀 디아스포라를 배경으로 하며,

Possession of) Leah de la Cruz 를 제작하기도 하였

럼 여러 차원을 지닌 주제와 인물이 등장하고, 비선형적

에 가까운 회사이며, 비바필름의 경쟁사인 리걸 필름의

사랑하는 이의 부정을 목격한 뒤 시력을 잃은 주인공처
스토리텔링 방식을 취하는 등 기존의 영화제작 문법을
넘어선 작품이었다.

<100 튤라 파라 케이 스텔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이
야기를 선보였으며 2017년 8월에는 탄탄한 관객층을

가지고 있어 흥행 성적에 도움이 되는 필리핀 영화제에
서 소개되었다. 한편 앙트와넷 자다온이 감독한 Never

Not Love You 는 대담하고 새로운 영화적 시작을 보여
주었다.

좋은 흥행 성적을 거둔 열 편의 영화는 영화 언어의 진
보를 보여주었고, “hugot 대사들(hugot은 필리핀 고유
의 문화로, 감정이나 정서를 이끌어내기 위해 하는 말이

나 행동을 뜻함)”을 열정적으로 활용했다. 강력한 감정
을 끌어내거나 고도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마치 시의 한

구절처럼 멋져보이고, 충격적이며, 상징적인 문장들을
활용한 것이다. 국제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것이 비평적
성공과 상업적 성공을 모두 보여주는 기준이라면 <너

를 보는 나>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는 2017년과
2018년 오사카아시안영화제에서 상영되어 다른 영화들
보다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할 수 있다.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을 다양하게 시험하는 시
기인 오늘날, 큰 예산을 보유한 제작사들도 독립 제작사

와 손을 잡는다. 비바필름은 저돌적인 신생 제작사인 씨
네 프로덕션과 합작해 The Spiritualist Sir Kepweng

을 제작했다. 스타시네마는 리걸 엔터테인먼트, Spring

Films과 파트너십을 맺고 <오로라: 사랑의 여정>을 제
작했다. 이 영화는 뉴질랜드에 사는 변덕스런 여인을 만
나기 위해 필리핀에 두고 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을 다룬다. 비바필름은 리얼리티 엔터테인먼트와 공동
Boy VILLA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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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진행하여 장르 영화인 Ang Pagsanibkay(The

다. 리얼리티 엔터테인먼트는 상대적으로 독립 제작사
자회사이기도 하다. 스타시네마와 스프링필름은 신생
제작사인 N2 프로덕션과 함께 낙담한 한 남자가 곤궁에

처한 여자를 만난다는 내용의 영화인 <라스트 나잇>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2017년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인디 영화가 많이 제

작되었고 국제 영화제와 필리핀 국내 영화제에서 다양
한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80여번

피올로 파스콸 프로듀서

의 1~2개의 제작사의 공동제작이 시도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일반 상영관에서 개봉하거나 메트로 마닐라 영
화제, 시네말라야 독립영화제, 퀘존시티 국제 영화제,
ToFarm 영화제 등 전국적으로 알려진 영화제에서 소개

피올로 파스콸은 지난 10년 동안 작업을 지속한 영화사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는 104편에 이른다.

Spring Films에 속한 프로듀서이다. Spring Films이

장편 외에 단편 영화와 다큐멘터리 또한 관객들을 추가

처음으로 제작한 영화는 쌍둥이 자매가 주인공인 코미

적으로 유인할 수 있었다.

디 영화 Kimidora 였는데, 코미디언 유진 도밍고가 1인

필리핀의 국내 영화 산업은 영화 제작의 부수적인 산업

2역을 맡아 좋은 역과 악역을 동시에 연기한 이 영화는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흥미롭다. 여러 포맷

의 다양한 영화제작 행사가 연중에 걸쳐 학교, 공동체,

박스오피스에서 수익을 거두었다. 2017년 제작한 <라

마을, 기업 사무실에서 벌어지며 교회에서도 이런 행사

스트 나잇>에는 파스콸과 오랫동안 함께 영화 작업을 한

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동성애 영화 역시 여전히 활기를

토니 곤사가도 출연했다. Spring Films은 2018년 1/4

띠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중심가의 쇼핑몰에 있는

분기에 비바 필름과 Meet Me at St. Gallen 을 공동 제

극장 마닐라 시내와 퀘존시티의 오로라 불러바드에 자
리한 단관 극장들에서 상영하는 남성과 남성, 헤테로-

작했다. 피올로 파스콸에 따르면 이 영화는 수익을 거두

호모 영화는 정기적으로 관람하는 관객층이 존재한다.

었고 연장 상영이 이뤄졌다. 파스콸은 ABS-CBN의 자회사인 스타매직 소속 배우로 매니

감독이 찍은 성(性) 영화는 매주 상영이 되고 있다.

Spring Films은 2017년에 민다나오 섬 남부의 마라위 시에서 ISIS의 점령으로 벌어진

Jigz RECTO, Ga VILLAFUERTE, Boy PILAPIL 등의
동성애 영화는 LGBT의 정치경제와 하위문화를 지배하

는 원천으로써 번성하고 있다. 이것은 필리핀 영화의 다
양성에도 기여하는 일이다.

Boy VILLASANTA(Julianito V. VILLASANTA)는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저널리스트이자 TV 및 다큐멘
터리 영화 프로듀서로 여러 수상 경력이 있다. 최근에는 필리핀 퀘존시티 시립 도서관을 위해 필리핀계 영
국 감독인 조위 모렐이 이끈 다큐멘터리영화 The History of Quezon City (2018)를 제작했으며 2010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ASEAN 사진-르포르타주-다큐멘터리 영화 축제에서 필리핀 토착민에 관한 다큐멘
터리 Dumaga t의 감독으로 수상했다. 매체 연구에 관한 책을 저술했으며, 행사 기획자로 일하는 한편 필
리핀의 방송과 신문에 기고한다. 이외에 OpinYon Free, Diyaryo Pinoy, The Market Monitor, Pinoy
Weekly 온라인 등 여러 신문에서 연예 소식 담당 에디터와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이메일 연락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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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villasanta18@gmail.com, boyvillasanta@hotmail.com이다.

지먼트를 받고 있으며 영화와 텔레비전 분야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배우이기도 하다. 현재

전투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제도 차원에서 그곳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

는지를 다루는 영화를 제작 중이다. 또한 2018년에는 가능한 많은 영화 프로젝트를 만들
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영화 <너를 보는 나>에 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을 거둬들일 기회이기도 하다. 이것은 여전히 위험 요소다. 하지만 어떤 사업에 관여하든 위험은 존재한다고

신의 친구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눈이 멀고 결국 쓰러져 바닥을 치게 된다. 일시적인 시각 상실로

절대 알 수 없다.

<너를 보는 나>는 일본 삿포로에 사는 필리핀 여성 여행 가이드인 Lea의 이야기다. 일본인 남자 친구가 자
집에서 혼자 살게 된 Lea에겐 항상 Tonyo라는 이름의 필리핀 이주 노동자 동료가 찾아온다. Lea와 친해지

본다. 지금은 제대로 된 소재와 인기 스타 출연, 좋은 개봉 날짜를 확보하더라도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인지

려는 끈질긴 노력 끝에 Tonyo는 친절함과 재치, 유머로 그녀의 마음을 얻어낸다. 두 사람이 평생을 약속하

필리핀에서는 영화에 대한 투자가 어떤 식으로 이뤄집니까?

편지를 통해 그녀는 Tonyo가 항상 자신의 곁에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다. 그녀에겐 아름다운 관계에

의 이점을 논의하게 된다. 우리의 경우 <너를 보는 나>의 성공이 잠재적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어떤 경우

려고 할 때 Tonyo가 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다. Tonyo가 죽고 난 뒤 Lea는 그의 집에서 편지를 발견한다. 이
대한 기억만 남을 뿐이다.

글쎄, 언제든 잠재적 투자자와 일정을 잡아서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런 뒤 프로젝트
에는 투자에 대한 추천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도 한다.

무엇이 Spring Films이 제작한 영화가 성공을 거두게 했습니까?

필리핀 현지 영화는 어떤 식으로 개봉하나요?

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또한 옳지 않을 것이다. <너를 보는 나>의 흥행 직후 성공의 원인을 평가하려 애썼는

보는 걸 좋아한다. 극장주들에게 필리핀 영화는 돈을 벌어주지 못하며 사업에 좋지 않기 때문에 외국 영화

영화를 성공으로 이끄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영화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
데, 그때 바로 이 영화가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이 영화를 즐겼던 것이
다. 영화가 정말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등장 인물들에 이입할 수 있었다. 평범한 영화였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제공했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 영화는 단순했다. 하지만 영화의 이야기는 정말로 필리
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일본에 많은 필리핀 이주 노동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의 호기심이 영

화에 호의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정말로 그들의 삶을 다루었더니 그들이 일으킨 입소문이 산불처럼 퍼져
나갔다. 알다시피 이 영화는 제12회 오사카 아시안 영화제에서 프리미어 상영을 했고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영화를 봤다. 다른 사람들도 다들 이 영화에 흥미를 느꼈다. 영화가 일으킨 관심이 일본을 넘어 필
리핀 본국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영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조직이 없었다. 마케팅을 할 자금도 없었다. 입

소문에 기댈 뿐이었다. 그저 관객의 취향에 맞는 영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 영화의 성공에 관해 묻는다면,

한 가지 요령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영화의 내용에 관해 아주 많은 포커스 그룹 토론을 진행했다는 것이

다. 그에 따라 이 영화를 수 차례 편집했다. 영화를 잘 편집하도록 2017년 메트로 마닐라 영화제에서 출품을

오! 샥스(*두려움을 나타내는 감탄사)! 이 소리는 전투를 위해 지르는 함성이다. 필리핀 사람들은 외국 영화

를 우선시한다. 이런 점이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이것은 단지 사업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우리의 재
능을 보여주는 것 또한 원하는 바인데 흥행 가능성이 있는 외국 영화가 들어올 땐 극장주들에게 당신이 만든

영화가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득하기가 몹시 어렵다. 당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경쟁에 도움이 되는 무언
가를 제안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었다. 영화 제작이 더 쉽고 빠르고 저렴해졌다. 하지
만 세계 시장에서의 디지털화 또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심한 경쟁을 느낄 수 있다. 필리핀에 유입되는
외국 영화가 예전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났다. 경쟁을 위해 애쓰는 만큼 대개 외국 영화가 차지하는 극장의
공간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정부에서 아니면 이런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필리핀 영화에 다시 우선순위를 부여하길 바랄 뿐이며, 필리핀
사람들이 자국 제품을 지지할 수 있게 극장에서 우리의 존재감이 있길 희망한다. 어려운 일이지만 작품 배급
이 평등하게 이뤄지기 위한 큰 발걸음이라 하겠다.

취소하기도 했다. 우리는 포커스 그룹을 초청해 영화를 관람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필리핀에서는 수익 공유가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필리핀 박스오피스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게 여러 번 이야기했다. 그들에게 직접 가서 쇼핑몰에 있는 극장에 있는 상영관 1~2곳을 제공하도록 설득하

박스오피스용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다. 영화계에서 20년을 보냈지만 많은 흥행과 실
패가 있었다. 어떤 유형의 관객이 당신이 만든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지는 절대 확신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위험 요소다. 흥행은 관객에게 전에 보지 못한 영화나 배우가 누구든지 간에 자신과 관련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지에 달렸다. 요즘은 사람들의 주의 지속 시간이 짧다. 영화의 처음 몇 분 동안 관객을 붙들지

못하면 관객은 상영관을 떠난다. 관객이 영화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흥행은 물 건너간 셈이다. <너를 보

는 나>가 성공을 거둔 것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관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화를 보러 가라고 말하
기 시작하면서였다고도 본다.

영화에 투자를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pring Films이 처음 만든 영화 Kimidora 에서 수익 공유를 시도했다. 수익 공유에 대해서 많은 극장주에

기도 했다. 하지만 <어너 다이 파더>처럼 결국 상영 이후 흥행을 거둔 경우도 있다. 당신이 제작한 영화가 흥
행할 것이라는 점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 극장주들은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과 논쟁을 벌일 수는 없

는 노릇이다. 최소한 거기에서부터 일을 진행해야 한다. 이익 공유는 매우 드물다. 얼마만큼의 비율로 수익
을 나눌지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당신의 무기는 대체 무엇인가?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너를 보는 나>처럼 입소문의 영향력이 크도록 하길 권한다. 필리핀의 배우이자 프
로듀서인 존 로이드 크루즈가 성공을 거둔 뒤에는 외국 영화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너를 보는
나>는 이와 동시에 박스오피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제 필리핀 박스오피스에서는 자국 영화 한두
편이 아니라 여러 편이 동시에 외국 영화와 경쟁한다.

특히 <너를 보는 나>가 작은 예산으로 성공을 거둔 뒤 영화에 투자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 투자가 쉽다고

당신이 제작한 영화는 어떤 식으로 이뤄졌습니까?

점이다. 지금으로선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투자자들에게는 자신의 돈을 되찾고 더 많은 돈

자로 시작했다. 하지만 쉐인 사르트는 자신의 광고 작업으로 바빴다. 우리는 비용을 나누고 수익도 나눴다.

생각한 것이다. 현재의 영화 산업이 좋은 점은 작은 규모의 자본을 가지고도 투자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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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하게 분배한 것이다. 이것은 누가 더 많은 투자를 원하는지에 달렸다. 한 바구니에 모든 알을 넣고 싶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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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기 때문에 투자자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투자자들을 위해 영화를 제작한다. 특히 지금은 여러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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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작 중이고 박스오피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원하기 때문이다. Spring Films은 내년에 10주년을 맞

이한다. 기복은 있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다. 제작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일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
으로만 매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익 공유 측면에서는 모든 프로젝트가 직전에 진행한 프로젝트와 다르
다. 우리는 각 프로젝트를 서로 분리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2017년의 시장 동향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광고와 마케팅 면에서 잘 갖춘 영화라 해도 영화가 작품 그 자체로 말하게 해야 한다. 사람들이 흥미
로운 입소문을 퍼뜨리면 더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보러 오게 된다.
요즘 필리핀의 영화 산업에 있어서 가장 힘든 도전은 무엇입니까?

요즘 많은 영화 제작자들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는 바로 마케팅이다. 광고와 홍보에 비용이 정말 많이 들기

때문이다. 마케팅과 홍보 예산에 제한이 있는 경우 프로덕션의 일부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 텔레비전 광
고의 요금이 꽤 높기에 홍보에 쓸 돈이 충분치 않은 경우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당신이

이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좋은 영화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보다 강력한 입소

문을 효과적 마케팅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서 난점은 어떻게 좋은 영화를 가지고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
으킬까 하는 것이다. 필리핀 영화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불법 복제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확

산이다. <너를 보는 나>를 몇 달간 극장에서 상영한 이후에 영화가 유튜브에 올라오는 일이 생겼고 그 일에
큰 영향을 받았다. 우리는 조치를 해야만 했고 결국 그렇게 했다.

필리핀에서 촬영을 고려 중인 외국 영화인들을 위한 조언이나 팁이 있으신가요?

필리핀 국내 제작사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촬영을 원하는 외국 감독들을 경쟁적으로 찾고 있

1 복수 원정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슈퍼히어로 파워를 쓸 수 있는 나이가 된 치노. 그의 엄마는 아들이 평범한 은행원이
되길 바라지만 치노는 군인이 되길 희망한다. 필리핀 특유의 코미디와 비비드한 키치함이 넘치는 이 영화는
슈퍼히어로의 가면을 쓴 가족 영화에 가깝다.

다. 가장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규모가 큰 스튜디오와 경쟁이 안 된다. 국제 영화제에 진출

하는 것처럼 독립적인 방식으로 움직여야만 하는 것이다. 나 역시 베를린영화제 참석차 베를린에 들렀다가
막 필리핀에 도착했다. 베를린에서는 라브 디아즈와 함께 있었다. Panahonng Halimaw(Season of the

감독
조이스 베르날

촬영을 진행할 때 우리를 파트너로 삼을 외국 감독들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다.

제작사
Star Cinema/Viva Entertainment

Devil) 로 경쟁부문에 참여하고 돌아왔다. 이런 국제 영화제야말로 우리와 함께 일을 꾸리거나 필리핀에서

제작
빈센트 G. 델 로사리오 3세

개봉일
2017.12.25

흥행 수입
PHP 571,000,000

배급사
ABS-CBN Film Productions

>> 조이스 베르날

1994년 비바 영화의 영화 편집자로 시작한 필리핀 영화 감독이다. 1998년 영화 <미
안해요, 내 사랑>으로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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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 엑스 앤 와이즈

이 영화는 블로거 칼리의 이야기이다. 칼리는 “버킷 리스트” 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그녀의 옛 남친 지오
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녀에게 돌아온다.

시각장애를 가진 여인이 친절하고 유머러스한 남자를 만나며 사랑에 빠지게 된다.

감독

제작

개봉일

흥행 수입

감독

제작

개봉일

흥행 수입

캐시 가르시아 몰리나

샤르메인 센슨

2017.02.15

PHP 400,000,000

시그리드 안드레아 베르나르도

어윈 블랑코

2017.07.19

PHP 320,000,000

제작사
Star Cinema

배급사
Star Cinema

제작사
Spring Films/Viva Entertainment

배급사
Viva Films

>> 캐시 가르시아 몰리나

필리핀 영화 및 티비감독이다.
캐시는 스타 시네마가 배급하는 거의 모든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을 제작해왔다. 여러
TV 시리즈를 감독했으며, ABS-CBN 채널을 통해 방영되었다. 필리핀 최다 관객 동원
영화 리스트에 7편의 작품을 올리며, 필리핀의 박스오피스 감독으로 여겨진다.

092

3 너를 보는 나

BIFAN INDUSTRY GATHERING 2018

>> 시그리드 안드레아 베르나르도

MADE IN ASIA

093

2017 베트남 영화시장/산업 동향
베트남 박스오피스 흥행 10위
작품명
불량소녀

감독

국가

장르

제작사

배급사

르탄손

베트남

로맨틱

Chanh Phuong Phim

CGV

F. 개리 그레이

미국

액션

Walt Disney Pictures

톰 맥그래스

미국

D.J. 카루소

콩: 스컬 아일랜드

조던 보그트 로버츠

Warner Bros.

CGV

애나벨: 크리에이션

데이비드 샌드버그

애니메이션

Atomic Monster

DreamWorks Animation

Galaxy

미국

스릴러

One Race Films

CGV

피에르 코핀, 카일 발다

미국

애니메이션

Illumination Entertainment

CGV

판 지아 냣 린

베트남

뉴에이지

CJ Entertainment

CJ E&M VN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보스 베이비

트리플 엑스:

샌더 케이지의 귀환
슈퍼배드 3

토르: 라그나로크

출처 : CGV Estimation

걸프롬예스터데이

타이카 와이티티

서유복요편

극장 입매권 매출

서극

미국

어드벤처

미국

미스터리

미국

중국, 홍콩

액션

Marvel Entertainment

판타지

China Film Group

154,607
100,394

애나벨: 크리에이션

트리플 엑스: 샌더 케이지의 귀환

토르: 라그나로크

걸프롬예스터데이
서유복요편

Galaxy

169,666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출처 : CGV Estimation

작품명
불량소녀

걸프롬예스터데이
디자이너
시어머니

리틀 선샤인2(낭2)

감독

장르

제작사

배급사

레탄선

로맨틱 코미디

Chanh Phuong Phim

CGV

케이 응구옌, 트란 부 록

판타지

Vietnam Artist Agency

코미디

Galaxy

판 지아 냣 린
리민탕

동 지아오

뉴에이지
드라마

CJ Entertainment

CJ E&M VN

Live On

CGV

CGV

172,677

콩: 스컬 아일랜드

슈퍼배드 3

Galaxy

단위 : 백만 동(VND)

불량소녀

보스 베이비

CGV

자국 영화 흥행 5위

BHD

Galaxy

코미디
40,157

중국 10

드라마
42,165

베트남
20
미국 70

로맨틱
코미디
172,677

판타지
60,236

뉴에이지
69,271

99,390
84,331
75,295

박스오피스 국가별 점유율

자국 영화 장르별 수익률

단위 : %

단위 : 백만 동(VND)

73,287
69,271
6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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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네마 2017: 우먼 파워로 신기록 수립

대부분 캐나다에서 촬영하여 비용을 많이 쓴 Midnight

꾸어 놓았다. 다른 국산 영화 및 외화는 <분노의 질주>

국 손해를 봤다.

량소녀>는 이들과 다르게 위험을 감수했고 오직 시사회

Drum Causing Longing For Absent Husband 은 결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위 영화들과 5월에 출시된

리메이크: 새로운 트렌드

2015년에 <스위트 20>이 대성공을 거둔 후 많은 국내

스튜디오에서 외국 영화를 리메이크하기로 결정했다.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며 박스오피스의 강자로 자리매
김한다.

태국의 <ATM>의 리메이크작인 my girlfriend is the

외국 영화와 국산 영화의 경쟁

이크 작인 <키스 앤 스펠>(스테판 거져 감독), 인도네시

은 베트남 영화계의 성적이 부진한 해였다. 음력 설 시

boss (트란 햄 감독), 한국 영화 <오싹한 연애>의 리메
아 영화 Get Married 의 리메이크작인 Tomorrow Mai

Will Get Married 가 잇달아 출시되면서 리메이크는
2017년 트렌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위 세 편의 영화

는 상당한 실적을 내며 박스오피스의 손익분기점을 달
성했다. 그러나 모든 리메이크가 상업적 성공을 거두거
나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많은 저급 영화와 처참한 실패작으로 점철된 2016년

즌인 2017년 초반까지도 <ATM>의 로맨틱코미디 리메
이크 My girl friend is the boss (트란 햄 감독)를 포함

한 4편의 국산 영화가 해당 주말 상위 3개 영화에 포함
되지 못했다. 당시 할리우드의 <트리플 엑스: 샌더 케이

지의 귀환>, 중국 블록버스터 영화인 <서유복요편>, 성
룡의 <쿵푸 요가>가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My girl

2017년 가장 처절하게 실패한 영화 중 하나는 한국의

friend is the boss 를 제외한 다른 국산 영화들은 제작

Cân 였다. 불행히도 한국 제작자들이 감독에게 원작을

제작했다. 훨씬 더 세련되고 정교한 해외 출시작과 경쟁

히트작 <미녀는 괴로워>의 리메이크인 Sắc Đẹp Ngàn

프레임 단위로 동일하게 만들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베

트남 리메이크 버전은 훌륭한 생산 가치를 지니고 있
음에도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다수의 평가와 더불어 미

흡한 박스오피스 수익을 거두었다. 이러한 부진 속에
서도 한국 영화의 리메이크가 지속될 예정인데, 2018
년에는 강형철의 <써니>와 <과속 스캔들>, 곽재용의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정용주의 <네버 엔딩 스
토리> 등 적어도 4편의 한국 영화 리메이크작이 개봉
될 예정이다.

가치가 적고 저렴한 슬랩스틱 스타일의 코미디 영화를
할 묘수가 없었다.

2017년 3월 코미디 이외의 흥미로운 국산 영화들이 출
시되었다. Lottery Traveling Troup (드라마, 복권 티켓

판매를 위해 시골 곳곳을 여행하는 트랜스젠더 그룹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영감을 얻음, 후인 투안 안 감독
의 데뷔작), Rebellious Hot Boys 2(Lost in Paradise

의 속편, 사이공 거리에서 전 남자 친구를 찾고 있는 성

소수자 길거리 매춘부에 관한 부 응옥 당 감독의 드라
마)와 Midnight Drum Causing Longing For Absent

CJ E&M 베트남과 HK Films은 <내가 니 할매다

Husband (유명한 연극의 각색작, 해외에서 생활하는

러 편의 공동 제작 영화를 성공시킨 후 CJHK 엔터테인

예이다. 이 영화들은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고 관객들

>(2015), <하녀>(2016), <키스 앤 스펠>(2017) 등 여

먼트를 설립하여 더 좋은 베트남 국산 영화를 제작하기
로 한다. 이 합작투자 회사는 2018년 3월에 개봉한 <언

니가 간다>(한국 영화 <써니>의 리메이크, 쿠앙 둥 뉴
엔 감독)를 통해 베트남 최고의 리메이크 스튜디오임을

증명하였는데, 이 영화는 개봉 즉시 관객과 평론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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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Under Rain And Sunshine (살인 혐의로 도

주한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에 대한 드라마, MAI Thế
Hiệp과 Bình NGUYỄN 감독의 데뷔작)이 좋은 드라마

일 뿐만 아니라 과거 극장에서 공연한 이력을 가진 50
년이 넘는 업계 베테랑 배우들의 주연작이라는 것이다.

베트남 영화 관객의 대다수가 매우 젊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배우가 주연한 영화가 성공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
물다.

3월에는 베트남에서 <콩: 스컬 아일랜드>가 개봉하며
1,690억 VND(744만 USD)를 벌어들여 역대 최고의 흥
행 수입을 기록했다. <콩> 이전에는,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이 1,450억 VND(6백38만 USD)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콩>은 2015년 닌빈, 할롱만, 꽝빈성과 같은 아

름다운 베트남의 로케이션에서 촬영되었던 것이 흥행에
도움이 되었다. 베트남 관객들은 큰 화면을 통해 할리우

드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자국을 볼 수 있음을 자랑스럽
게 여겼다. 이러한 열광적인 반응과 엄청난 성공은 베트

남 정부로 하여금 <콩>의 감독인 조던 보트로버츠를 베
트남의 관광 홍보 대사로 임명하기까지 했다.

한 달 후 <분노의 질주>의 여덟 번째 시리즈인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은 1,540억 VND(678만 USD)의 수
익을 올리며 베트남 역대 흥행작 중 TOP 2에 랭크됐다.
4월말까지 <콩>과 <분노의 질주>와 같은 외국 영화가

현지 박스오피스를 지배했다. 연초만 하더라도 업계에
서 이를 예상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두 베트남 노인에 대한 이야기, 쿠앙 둥 응웬 감독)가 그

우먼 파워

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얻었지만 <로건>, <미녀와 야

영화는 2015년에 1,020억 VND(448만 USD)를 벌어들

수>, <보스 베이비> 그리고 특히 <콩: 스컬 아일랜드>

와 같은 대규모 할리우드 영화에 밀려 여전히 수익을 내
기 힘들었다. 저예산 영화인 Lottery Traveling Troup

와 Rebellious Hot Boys 2 는 손익 분기점을 넘겼지만

2017년 4월까지 역대 가장 높은 총 수익을 올린 국내
인 <스위트 20>(한국 <수상한 그녀>의 리메이크)였는
데 이는 <콩> 과 <분노의 질주> 시리즈와 같은 외화의

뒤를 잇는 성적이다. 그러나 <분노의 질주> 개봉 1주일
후에 출시된 로맨틱 코미디 <불량소녀>가 모든 것을 바

에서 최대한 거리를 둔 채 개봉하려고 노력했지만 <불
만으로 130억 VND(571,000 USD)를 달성하는 등 인상
적인 오프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 영화는

저명한 감독인 찰리 응우옌에 의해 제작되었고 (그는 <
판타스틱>으로 2016 년에 큰 실패를 맛본 후 일선에서
물러났다.), 데뷔작 Clash 이후 7년 만에 돌아온 레 탄

선이 감독을 맡았다. <불량소녀>에는 키에루 민 투안이
라는 신인 여배우가 등장하는데, 그녀는 영화에서 17세

의 여고생 역을 맡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플레이
보이(키에루 민 투안의 첫 주연)의 섹스 테이프로 그를

협박하는 역할을 맡았다. 다른 여자 때문에 자신을 차버
린 전 남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에게 마치 자신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연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 영

화는 특히 여성 관객의 마음을 잘 읽어냈다. 플레이보이

를 통제하고 싶은 심리 혹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
여성의 심리가 핵심 요소였다.

이 영화는 또한 베트남 젊은 세대에게 호소력 있고 익
숙한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특징으로 한다. 많은 젊

은 베트남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

가며 사랑과 섹스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이를 지

지하는 부모도 있다. 이는 한 세대 이전만 하더라도 상
상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불량소녀>는 이처럼 변화하
는 사회 환경을 성공적으로 포착했다. 이 영화는 1,710

만 VND(751만 USD)를 벌어들이며 <콩: 스컬 아일랜드
>가 한 달 전에 세운 기록을 경신하고 베트남에서 최고

의 히트작이 되었으며 골든 로터스 어워드에서 최우수
작품상, 베트남영화제에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했
다. 그리고 대중이 뽑은 상으로는 위초이스 어워드와 골
든 애프리콧 어워드가 있다.

이러한 성공케이스는 많은 영화사들로 하여금 2016년

의 흥행 실패로 인해 미루어두었던 다수의 국내 영화 제

작을 다시 착수하도록 만들었다. <불량소녀>의 성공은
또한 2017년 베트남 영화의 또 다른 유행을 낳았는데,
바로 여성 중심의 스토리라인이다.

2017년에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국내 영화 중 상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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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불량소녀>, <걸프롬예스터데이>(판씨네 감독, 이

걸프롬예스터데이>가 이 정책의 첫 '피해자'가 되었다.

액션 장면이 있고 베트남 영화 역사상 첫 번째 영웅물 가

감독)과 Father And Son (루옹 딘 둥 감독 데뷔작) 두

부 록 감독의 데뷔작, Veronia NGÔ Thanh Vân제작),

USD) 매출을 올린다. 이는 2015년 <스위트 20>이 백만

2017년의 베트남 영화는 많은 주류 상업영화들이 성공

의 영광을 안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영화 모두 주

전 작 <스위트 20>), <디자이너>(케이 응우옌과 트란
<시어머니>(리 민 탕 감독), 그리고 She’s the Boss 이

다: <불량소녀>는 현대 여고생에 관한 이야기, <걸프롬
예스터데이>는 90년대 고등학생들과 그들의 순수한 첫
사랑에 관한 이야기, <디자이너>는 60 년대 패션 디자

이너가 전통 ‘아오다이’ 드레스에 대한 수업을 듣기 위
해 현대 사이공으로 시간 여행을 하는 영화이고, <시어

머니>는 50년대 시대극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들간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이며, She’s the Boss 는 승진을 두

고 남자 친구와 경쟁하는 직장 여성에 관한 영화이다.
젊은 여성들이 영화 관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외

에도 이 여성 중심적 트렌드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재

능 있는 젊은 여배우가 남자 배우보다 많다는 데에 있
다. 예를 들면 미우 레(<스위트 20>, She’s the Boss ,
<걸프롬예스터데이>), Veronia NGÔ(<천하대전: 왕좌

의 전쟁>, <디자이너>, <스타워즈: 더 라스트 제다이>),
타인항(<시어머니>, <네이키드 웨폰스>, <아워 레이디

오브 더 어쌔신>) 또는 차세대 스타 닌 두옹 란 응옥(<
천하대전: 왕좌의 전쟁>, <디자이너>) 그리고 새로 데

뷔한 신인 Kaity NGUYỄN(<불량소녀>), Hoàng Yến
Chibi(<걸프롬예스터데이>, <언니가 간다>- 한국영화

<써니>의 리메이크작으로 2018년 3월에 갓 출시) 등은
혼자서도 전체 영화를 흡입력 있게 끌고 갈 능력이 있는
여배우들이다.

새로운 도전 과제

베트남 영화 제작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는 티켓 가격 하락이다. 2017년 7월 중순께부터 베

트남에서 가장 큰 시네마 체인인 CGV 영화관은 티켓 프

로모션 캠페인을 벌이며 티켓 가격 정책을 변경하기로
했다. 평균 티켓 가격은 특정 극장의 특정 시간대에 약

100,000VND(4.4 USD)에서 45,000VND(1.98 USD)
로 감소했다. 이와 경쟁하기 위해 갤럭시, BHD, 롯데와

같은 다른 영화 체인도 평균 80,000VND(3.5 USD)에
서 35,000VND(1.5 USD)로 티켓 가격을 인하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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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백만 관객을 달성하고 약 550억 VND(2 42만

관객을 유치했을 당시 약 900억 VND(395만 USD)의 흥
행 수입을 거두었던 것과 비교되는 수치이다. 결국 <걸
프롬예스터데이>는 박스오피스에서 680억 VND(300만

운데 하나이지만 관객과의 소통에는 여전히 실패했다.

했지만, 예술 및 독립 영화는 여전히 관객을 모으기 위
해 고군분투했다. The Way Station (안홍 여배우 출신

영화 모두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
요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것은 아니다.

1 USD = 22,700 VND

USD)의 견실한 수익을 냈지만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이 영화가 만일 단 1년 전에라도 출시되었다면 훨씬 더
큰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디자이너> 또한 새로운 티켓 가격 책정 정책의 '피해
자'였는데, 2016년에 Veronia NGÔ Thanh Vân은 자

신의 영화 <천하대전: 왕좌의 전쟁>의 기자 회견에서 울

기도 했다. 이는 CGV가 이익 분담 비율에 동의할 수 없

다는 이유로 영화를 상영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
었는데 금번 CGV는 영화의 상영에는 합의했지만 CGV
의 새로운 티켓 가격으로 말미암아 <디자이너>는 <천

하대전: 왕좌의 전쟁> 보다 더 많은 150만 관객을 동원
했음에도 <천하대전: 왕좌의 전쟁>의 700억 VND(370

만 USD)에 비해 적은 600억 VND(263만 USD)의 매출

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일부 저예산 영화들도 적지만 수

익을 냈다. Alley of Love (호안 투앙 컹 감독 데뷔작, 작
은 집에서 함께 살며 가난과 편견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맞서 분투하는 동성애자 집단에 관한 코믹 연극의 각색
작), <리틀 선샤인 2>(동요 감독, 정신병이 있는 복권 판

매 소녀와 여성 택시 운전사를 납치한 죄수가 그들로 하

여금 그 자신을 강제로 병원에 데려다 주도록 협박하
는 이야기), 그리고 Get Married 같은 영화들이다. 다
른 저예산 영화의 대부분은 낮은 품질로 국내 영화 관람

객에게 자국 영화에 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다. 그
러나 유명 감독 Victor VŨ(<초록 들판의 노란 꽃들>,
<스캔들>, Vengeful Heart )와 할리우드 액션 안무가
Vincent Wang(<닥터 스트레인지>, <그레이트 월>)이
함께 만든 Lôi Báo 같은 대형 영화조차도 흥행에 실패

했다. 이 고차원적 액션 영화는 암을 앓고 있는 만화 작

가가 주인공인데 그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뇌
를 다른 사람의 몸으로 이식하는 과정에서 슈퍼 영웅이
된다는 내용이다. 이 영화는 높은 제작 가치와 인상적인

판 지아 냣 린

판 지아 냣 린은 지난 20년간 필명을 통해 영화 리뷰 필자로 활동하는 한편 베트남 영화산업을 분석하며 온
라인상에서 존재감을 쌓아왔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온라인 영화제인 YxineFF를 만들어 베트남 영화
계에서 재능 있는 새로운 이들을 발굴했다. 2015년 장편 영화 Em La Ba Noi Cua Anh (<스위트 20>)을
통해 감독으로 입봉했고 영화는 2015년 베트남 박스오피스에서 가장 큰 수익을 거둔 작품으로 남았다. 가
장 최근에 감독을 맡은 <걸프롬예스터데이>는 2017년 베트남 현지 박스오피스에서 두 번째로 큰 수익을
거두었다. 판 지아 냣 린은 현재 베트남에서 자신의 세 번째 작품이자 처음으로 시도하는 장편 애니메이션
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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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찰리 응웬

지미 팜

로듀서로 다양한 장편 영화, TV 프로그램, 뮤직비디오, 시

의 제작 총괄 및 크리에이티브 디렉션을

찰리 뉴엔은 베트남계 미국인 영화 감독, 시나리오 작가, 프
트콤,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였다. UCLA 영화 전문 과
정을 수료한 뒤 그가 1992년 독자적으로 차린 영화 제작

사 씨네마 픽처스는 훗날 베트남의 유명 제작사 중 하나인
Chanh Phuong Films이 되었다. 필모그래피는 King

Hung Vuong (1994, 감독/각본), Chances Are (2002,
감독/각본), Finding Madison (2005, 공동프로듀서), <
마이가 결정할게>(2009, 감독), 와인스틴 컴퍼티에서 유

통한 영화제 수상작 <더 레블 - 영웅의 피>(2007, 공동각
본/공동프로듀서/감독), The Prince and the Pagoda

Boy (2010, 각본), 베트남 박스오피스 순위작 <빅 보스

>(2011, 감독), <사랑의 퍼즐>(2012, 각본/감독), <리

틀 테오>(2013, 각본/감독), 베트남에서 상영 금지된 무
협 갱스터 영화 <촐롱>(2013, 각본/감독), <뱀파이어 다이

어리>(2014, 보조 액션 감독), <마이가 결정할게 2>(2014, 공동각본/감독), <와호장룡

2>(2015, 프로듀서), <판타스틱>(2016, 각본/감독), <불량소녀>(2017, 공동각본/프로
듀서)가 있다. 현재 Daddy’s Issues (2018, 공동각본/감독)와 My Mr. Wife (2018, 공동
각본/감독)가 제작 준비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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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팜은 현재 Chánh Phương Films
맡고 있다. 팜은 1990년대 초 연예산

업에서 경력을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주

립대학교 롱비치 캠퍼스에서 영화 연출
로 학사 학위를 받은 뒤 씨네마 픽쳐스

에 입사했고 뮤직비디오, 시트콤, 전세

계에서 열린 콘서트 실황 영상 여러 편에서 감독과 제작을 맡았다.

베트남 영화 산업에서 큰 시장 잠재력을 알아차리면서 베트남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고,
2004년에는 Chánh Phương Films를 설립했다. Chánh Phương Films는 사이공에
본사를 둔 종합 영화 제작사로, 베트남에서 현지 촬영을 진행하는 영화를 위한 자원을 제
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레블: 영웅의 피>, <러블리 로즈>, 14 Days, <사이공 일

렉트릭>, <클래쉬>, The Prince and the Pagoda Boy, <사랑의 퍼즐>, Bụi Đời Chợ
Lớn, <리틀 테오>, <호이가 결정할게>, Bộ Ba Rắc Rối, <판타스틱> 등의 영화로 베트

남 국내와 국외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최근에는 <불량소녀>를 통해 베트남 박스오피스 사
상 최대의 수익을 거두며 국제 시장에 진출했다. 현재 CJHK 엔터테인먼트와 공동 제작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 My Mr. Wife의 후반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치아이 켄 감독과 코미디
영화 Daddy Issues의 프리프로덕션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타이 호아가 주연을 맡은 액

션 코미디 The Hitman과 2018 년 말 베트남에서 촬영할 <불량소녀>의 후편을 비롯해
여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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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성공 요인은 무엇입니까? 베트남 박스오피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2017년 베트남 영화 흥행

저는 영화의 성공에 기여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강렬한 스토리텔링, 참신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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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새롭고 잘 만들어진 캐릭터, 성공적인 캐스팅이 있는데 특히 두 주연 배우의 캐스팅이 탁월했습니다.
제 경험상 사랑이나 가족 테마를 가진 좋은 코미디는 일반적으로 다른 장르와 비교하여 실적이 더 좋습니다.
영화 투자는 어떻게 받으십니까? 베트남에서 영화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받습니까?

저희가 베트남에서 영화를 만들기 위해 처음 도착했을 당시 처음에는 개인 투자자, 친척 그리고 저희 자신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동 제작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Viet Film Fund라는
자체 영화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영화를 공동 제작할 때에는 다른 제작사로부터도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영화는 어떤 종류의 출시를 합니까?

저희 영화는 베트남 내의 모든 극장에서 개봉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국가에서 수익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당신의 영화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다른 시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불량소녀>의 경우 극장과 제작 회사 간에 약 50/50으로 배분하였습니다.
2017년의 시장 동향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출시한 몇몇 영화가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영화들이 매우 ‘다른’ 영화들이기 때문에 추세를 이야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편적인 주제와 기분 좋은 결말을 가진 높은 상업적 가치를 가진 영
화들이 대세입니다.

요즘 국내 산업에서 가장 힘든 과제는 무엇입니까?

최근에 입장료 가격이 약 40%나 떨어져서 고액 예산 프로젝트의 경우 매우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영화 제작자가 귀하의 국가에서 촬영하고자 할 때 조언이 있습니까?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하십시오. 적절한 실적과 기록을 보유한 개인 또는 제작 회사와 협력하십시오.

1 불량소녀

30대 바람둥이 남자가 있다. 고급 자동차, 자택과 화려한 외모와 직업을 무기로 그는 ‘원나잇 스탠드는 해도
절대 여자친구는 만들지 않는다’를 모토로 삼고 있다. 그런 그의 인생관에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여
자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녀는 성인이 아닌 17살 소녀라는 사실.

감독
레탄선

제작
찰리 응웬

제작사
Chanh Phuong Phim

배급사
CGV

개봉일
2017.04.28

흥행 수입
VND 172,677,938,736

>> 레 탄 선

MADE IN ASIA

103

2017년 베트남 영화 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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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걸프롬예스터데이

날마다 말썽만 피우던 고등학생이 전학 온 여학생을 짝사랑한다. 아무 관심 없는 것 같았던 여학생이 언젠가

부터 그에게 점점 다가온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린 시절 짝사랑했지만 마음조차 전하지 못한 채 떠나버린 첫
사랑이 있었다. (2017년 제2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감독
판 지아 낫 린

제작
부퀸하

제작사
CJ Entertainment 	

배급사
CJ E&M VN

>> 판 지아 냣 린

개봉일
2017.07.21

영화 산업의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테랑 감독. 데뷔작 <스위트 20>(2016)이
2016 부천영화제 베스트오브아시아 섹션에서 상영되었다.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걸프롬예스터데이>(2016)는 그의 두 번째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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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 수입
VND 69,271,955,315

3 디자이너

롱드레스 제정으로 1960년대는 베트남 전통복장의 전성기로 여겨진다. 영화는 스타일리시한 그 당시 변화
와, 현대적 ‘아오다이‘ 스타일을 미스바의 이야기로 풀어낸다.

감독
케이 응구옌, 트란 부 록

제작
트란 부 록

제작사
Vietnam Artist Agency

배급사
BHD

개봉일
2017.11.10

흥행 수입
VND 60,236,475,947

>> 케이 응구옌, 트란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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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도네시아 영화시장/산업 동향
인도네시아 박스오피스 흥행 10위
작품명

감독

출처 : http://jakartaglobe.id / http://filmindonesia.or.id

국가

장르

관객수(만 명)

제작사

배급사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F. 게리 그레이

미국

액션

5,492,000

Walt Disney Pictures

제이크 카스단

미국

판타지

United International
Pictures (UIP)

타이카 와이티티

미국

액션

쥬만지: 새로운 세계

존 왓츠

스파이더맨: 홈커밍
토르: 라그나로크
트랜스포머 5:
최후의 기사

마이클 베이

조코 안와르

사탄의 숭배자

Warkop DKI의 부활:
장크릭 보스! 2
저스티스 리그

애나벨: 인형의 주인

친타에게 무슨 일이 2

미국

미국

인도네시아

액션

액션

공포

3,716,000

Sony Pictures
Entertainment (SPE)

Sony Pictures
Entertainment (SPE)

3,356,000

Marvel Entertainment

Marvel Entertainment

4,206,103

Rapi Films

Brentwood Home Video

DC Comics

DC Comics

3,467,000

3,280,000

Columbia Pictures

Paramount Pictures

앙기 움바라

인도네시아

코미디

4,083,190

Falcon Pictures

다비드 F. 산드베리

미국

공포

2,749,000

Atomic Monster

잭 스나이더

미국

군터 소하르잔토 인도네시아

극장 입매권 매출

액션

드라마

3,079,000

2,840,159

182,205
172,898

스파이더맨: 홈커밍

164,646

토르: 라그나로크

164,173

트랜스포머 5: 최후의 기사

162,016

사탄의 숭배자

Warkop DKI의 부활: 장크릭 보스! 2

친타에게 무슨 일이 2

Falcon Pictures

Warner Bros. Pictures
MD Pictures

작품명
사탄의 숭배자

감독

장르

관객수(만 명)

제작사

배급사

조코 안와르

공포

4,206,103

Rapi Films

Brentwood Home Video

드라마

2,840,159

MD Pictures

MD Pictures

앙기 움바라

4,083,190

Falcon Pictures

2,736,157

Pichouse Films

공포

2,550,271

Screenplay Films

어니스트 프라카사

코미디

2,172,512

하눙 브라만티오

드라마

1,637,472

MD Entertainment

록키 소라야

공포

1,226,864

Hitmaker Studios

Warkop DKI의 부활: 장크릭 보스!2

군터 소하르잔토

친타에게 무슨 일이 2

아위 수리야디

다누르: 유령이 보여요

리잘 만토바니,

자일랑쿵

호세 포에르노모

수사 신얄
수르가 양 탁

록키 소라야

마타 바틴
인형 2

루디 아리안토

수랏 신타 운툭 스탈라

270,936

쥬만지: 새로운 세계

애나벨: 인형의 주인

United International
Pictures (UIP)

출처 : http://jakartaglobe.id / http://filmindonesia.or.id

코미디
공포

공포

드라마

1,282,557

1,218,317

Falcon Pictures
MD Pictures

Screenplay Films

Kharisma Starvision Kharisma Starvision
Plus PT

Plus PT

MD Pictures

Hitmaker Studios

Hitmaker Studios

Screenplay Films

Screenplay Films

Hitmaker Studios

단위 : 백만 루피아(IDR)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저스티스 리그

MD Pictures

Columbia Pictures

자국 영화 흥행 10위

인도네시아
30
미국 70

드라마
220,406

코미디
241,819

공포
466,458

158,612
151,382
137,365

박스오피스 국가별 점유율

자국 영화 장르별 수익률

단위 : %

단위 : 백만 루피아(IDR)

10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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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러 스토리: 2017 인도네시아 영화
2017년 인도네시아 공포 영화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사탄의 숭배자>(2017)가 흥행에서 거둔 승리는 인도

화는 오랫동안 동남아시아 군도에서 영화 제작의 주춧

대한 관심을 보였던 연장선에서의 빛나는 업적이었

복귀했고 영화 산업계에 약간의 위안을 주었다. 장르 영

돌 중 하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탈하는 영화들의 황
금기로부터 자국 영화 수출의 화룡점정- 지난 몇 년간

공포 영화는 그 빛을 잃어왔다. 꾸준히 진행된 너무 많

네시아 관객들이 이미 등골이 오싹한 장르 영화에 지
다. 3월 말 성공적인 소설을 기반으로 한 아위 수리아
디의 <다누르: 유령이 보여요>가 270 만 명의 관객

을 끌어 모았다. <자일랑쿵>(2001)과 3부작 시리즈

은 매출 하락은 공포 영화 제작 편수의 현저한 감소로

Kuntilanak (2006-08)을 만들면서 "밀레니엄의 새벽의

장르 영화를 버리는 것처럼 보였다.

니가 호세 포이르노모와 공동 연출한 <자일랑쿵>의 리

이어지는 듯했다. 낮은 제작 가치로 인해 결국 관객들이

그러나 장르 영화의 지역 전통에서 영감을 얻으려는 결

정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작 가치와 창조적 야심의 상승

은 장르 영화의 복귀를 위한 탄탄한 토대를 제공했다.

장르 영화의 컴백은 우디네영화제의 열렬한 사랑을 받
은 단골 조코 안와르의 새로운 영화인 <사탄의 숭배자
>(2017)의 전례 없는 성공에 힘입은 것이다. 1978년

돈 코스카렐리 감독의 <환타즘>(1979)에서 영감을 받
은 시스우로 가우타마 푸트라가 감독한 1980년대 초

의 <사탄의 숭배자>와 같은 제목을 가진 리메이크작 <
사탄의 숭배자>(2017)는 조코 안와르 감독이 수년 동
안 작업한 프로젝트다. 감독의 전작 A Copy of My

Mind (2015)가 베니스영화제와 토론토영화제에서 성

공을 거둔 후 드디어 리메이크의 허가가 떨어졌다. 원작

과 같이 라피 필름이 제작한 조코 안와르의 영화는 지
난 9월 개봉되어 순식간에 히트를 쳤다. <사탄의 숭배자
>(2017)는 4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으며 올해 인도네

시아 자국영화로는 최대 흥행작일 뿐 아니라 역대 최고
로 흥행한 인도네시아 공포 영화가 되었다.

조코 안와르가 지금까지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성공
한 스토리를 만들어 내고 자국의 제작 가치에 있어 새로
운 최고 기록을 세우는데 기여했던 확실한 요소는 야망

과 디테일에 대한 집중이었다. <사탄의 숭배자>(2017)
는 말레이시아 인근의 인도네시아 영화에 대한 이전 기
록을 깨고 전 지역에서 환영 받으며 심지어 국경 너머에
서도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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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라는 하위 장르를 다시 새로이 선보인 리잘 만토바

부트 영화는 6월 250만 장의 티켓을 판매했다. 지난 7
월 로키 소리야 감독의 <인형 2>는 120만 명이 넘는 관
객을 극장으로 끌어 모았고 11월 말에 배급된 영화 <마

타 바틴>도 비슷한 규모의 관객 수를 기록했다. 위에 언

진 로맨스 드라마 <친타에게 무슨 일이 2>와 하눙 브라

타나고 있다.

공적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었다.

포 외에 웹 사이트 filmindonesia.or.id에 의한 심층 연

만티오와 메이사 펠라로즈의 <수르가 양 탁>는 모두 성
우리는 일종의 진화를 목격하는 중이지만, 이제 국내 영
화 산업의 표준 -무자비한 진보를 계속하는 쇼핑몰 문

화의 일종이 된- 을 따라가는 피할 수 없는 게임을 해야
한다. 한국 사업자들이 영화관 소유권을 가지기 시작하

면서 인도네시아 영화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졌고
2017년 인도네시아의 상영관 수는 263개가 늘어나 총

1,412개가 되었다. 이는 2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
는 나라치고 낮은 수치이다. 그리고 지난 수 년간 이미

언급했듯이 스크린의 70%가 Java섬에만 몰려있기 때
문에 영화관과 스크린의 분포는 전체 영토를 고려할 때
고르지 않다. 자카르타의 부유한 지역에는 주거 단지를

기반으로 단 몇 십여 석 정도의 객석이 있는 상영관에서
신작을 상영하는 '미니 영화관'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

스크린의 부족과 국내에서의 고르지 않은 상영관의 분
구는 인도네시아 영화 산업의 부진에 대한 또 다른 이
유인 터무니없는 티켓 가격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었

다. 이 연구는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평균 임금과 영화
티켓의 평균 비용을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관객
이 영화 티켓을 구입하려면 평균 38분을 일해야 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는 44분, 태국에서는 113분으로 치솟는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무려 197분이 넘는 시간을 기
록했는데 이는 3시간 이상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대

상 국가들의 박스오피스 상황과 부인할 수 없는 상관관
계가 있다.

불행하게도 인도네시아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보다 극장
에 가는 것이 소수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치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급한 모든 영화들은 2017년 연말 상위 10위권 안에 드
는 영화들이며 10편 중 공포영화가 5편이나 된다는 엄
청난 사실을 의미한다!

2017년 인도네시아에서 성공한 이 공포 영화의 표본

은 이전 해에 이미 지적한 시장의 트렌드를 대변하는 것
이며 인도네시아와 세계의 제작 전략 및 소비자 관행과

일치한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서 멀티

플렉스에서 대부분의 객석을 채우는 영화 상영 이벤트
는 이미 시도되고 검증된 자격을 기반으로 한다. <인형
2>와 같은 시리즈 영화들은 영화의 역사적 기준점이 이
미 영화예술적인 <사탄의 숭배자>와 <자일라쿵>과 같

은 리메이크 작품들과 리부트 작품들만큼 흥행한다. <
다누르: 유령이 보여요>의 경우와 같이 베스트셀러를

각색한 작품도 있다. 이러한 역할은 아낭기 움바라의 4

백만 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 모은 <Warkop DKI의 부
활: 장크릭 보스! 2>와 같은 올해 가장 성공적인 영화 목
록을 구성하는 다른 영화들에 의해 입증된다. 이 영화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도네시아 영화계에서 가장
성공했던 코미디 트리오에 대한 작품의 리메이크(제목

에 따르면 "부활")였던 2016년의 블록버스터 영화의 후
속편이었다. 한편 군터 소하르잔토의 종교적 배경을 가

파올로 베르톨린

파올로 베르톨린은 영화평론가, 프로듀서 및 아시아 영화전문가로서, 2008년부터 베니스국제영화제 아시
아지역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있으며 로테르담, 베이징, 뭄바이, 도하, 우디네 영화제 등 많은 영화제들과
아시아 컨설팅으로 협력해오고 있다.

Interview

캐스트를 어떻게 선택했나? 특히 이 작품에서 말레이시아 배우 브론트 팔라레와 함께 처음으로 일했다. 인
도네시아와 인접한 말레이시아 시장의 잠재성에 대한 구체적 크로스오버를 염두에 둔 것인가?

브론트 팔라레를 제외한 모든 캐스트가 스크린 테스트 후 선택되었다. 그 역할을 위해 약 50명의 배우를 오

디션 했지만 적당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그 때 브론트에게 50세의 아버지 역할로 캐스팅할 만한 말레이

시아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브론트는 당시 34세였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나라에서도 아무도 찾을 수 없

조코 안와르 감독

조코 안와르는 작가와 감독으로써 상업적 성공과 평단의 호평
을 받았다. <내 마음의 복제>(2015)는 2015 베니스영화제와
토론토영화제 수상 후보에 올랐고, <사탄의 숭배자>는 인도

네시아 공포 영화 중 역대 최고의 수입을 올리며 약 42개국에
판권이 팔렸다.

었다. 그래서 결국 브론트에게 아버지 역할을 요청했다. 그를 훨씬 더 늙어 보이게 하는 분장 작업은 먹혔고,
그는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환상적인 배우였다.

공포영화는 언제나 인도네시아 영화의 주요 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간 상업적 관련성이 줄어

들어 왔다. <사탄의 숭배자>가 이 장르를 전에 없던 최고 수준으로 다시 정립했다. 무엇이 그런 엄청난 성

공을 거두게 했나. 당신의 의견은 무엇인가? 그리고 당신은 이 승리가 공포 장르가 돌아오는 신호가 될 거라
생각하나?

나는 관객이 등장 캐릭터들과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캐스트의 훌륭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 유

령 캐릭터조차 사랑받는 아이콘이 되었다. 그리고 또한 인도네시아 관객이 공포를 사랑하며 제대로 된 공포
영화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그렇다. 우리는 운이 좋았다.

<사탄의 숭배자>가 평단과 흥행에서 성공을 거둔 후, 인도네시아 영화 산업 안에서 당신의 입지를 어떻게

생각하나? 향후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좀 더 탄탄한 위치에 있을 것 같다고 느끼나? 다음 작품을 위해 당신
이 고려하고 있는 옵션에는 무엇이 있나?

솔직히 이 작품이 영화제작과 나의 재능을 보는 관점을 바꾸지 않았다. 나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계속할 것이다. 때때로 나는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때로는 질문하기 위해, 때로는 단순히 즐기기 위해 이야

기를 꺼낸다. 이제 프로젝트에 녹색 불을 켜기가 더 쉬워진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어 내는 고된 일이
항상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웃음].
<사탄의 숭배자>를 리메이크할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원작을 좋아했나?

어렸을 때 원작을 좋아했다. 7살 때 영화관 환풍구를 통해 원작을 처음 봤다. 그 후 티켓을 사서 다시 봤다.

영화가 멋지고 무섭다고 생각했다. 호러 장르는 내 마음 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고 언제나 완전한 공포영
화를 만들고 싶었다. <사탄의 숭배자>가 공포영화를 만들기 좋은 시발점이 될 거라 생각했다.

리메이크 작업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했나? 보존하고 싶었던 요소는 무엇이었고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느
꼈던 요소는 무엇이었나?

원작의 제작자들을 설득하여 원작을 리부트하려 노력해왔다. 마침내 그들이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수년간
요청했다. 나는 오늘날의 감각을 충족시키려면 이야기와 공포 요소들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
었다. 원작은 재미있지만 심각하게 올드했다(베개로 악마들과 싸우는 캐릭터를 포함하여). 하지만 원작의
분위기는 여전히 유지된다. 그래서 새로운 버전의 무서운 분위기를 재창조했다. 원작의 스토리가 너무 단

순하기 때문에 실제 리메이크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야기의 우주를 다시 만들기로 결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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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도네시아 영화 흥행

B e st3

1 사탄의 숭배자

원인불명의 병으로 어머니는 죽음을 맞이하고,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아 잠시 집을 비운다. 덩그러니 4명의
아이들이 남겨진 집에 이미 떠난 어머니가 방문한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아이들은 어머니가 자신들을 어
딘가로 데려가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는데...

감독
조코 안와르

제작
고프 T. 삼타니, 수닐 G. 삼타니

개봉일
2017.09.20

관객수(만 명)
4,206,103

제작사
Rapi Films

배급사
Brentwood Home Video

>> 조코 안와르

그는 1998년 대학 시절에 썼던 로맨틱 코미디 <조니의 약속>(2005)이라는 장편 영화
를 연출했다. 이 장편 데뷔작은 그 해 인도네시아에서 1 위를 차지했으며, 2005 MTV
인도네시아 영화 어워즈에서 "최고의 영화" 부분을 수상하였다. <조니의 약속>은 시
드니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 등 여러 유명 국제 영화제에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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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 수입
IDR 162,016,147,116

2 Warkop DKI의 부활: 장크릭 보스! 2

<Warkop DKI의 부활: 장크릭 보스! 2>는 도노(아비마나 아리야사티야), 카시노(비노 지 바스티안)와 인드
로(토라 수디로)가 빚을 갚아 감옥행을 면하기 위해 보물을 찾아가는 모험을 담고 있다. 인접국가 말레이시
아가 이 영화의 첫 목적지이다.

감독
앙기 움바라

제작
프레데리카

개봉일
2017.08.31

관객수(만 명)
4,083,190

제작사
Falcon Pictures

배급사
Falcon Pictures

흥행 수입
IDR 158,612,825,178

>> 앙기 움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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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도네시아 영화 흥행

B e st3

2017 말레이시아 영화시장/산업 동향
자국 영화 흥행 10위
작품명

감독

장르

제작사

배급사

시아픽 유소프

코미디

Skop Productions Sdn.Bhd.

Astro Shaw

제이 레볼루시

줄카나인 아즈하르

액션

Infinitus Production

Primeworks Distribution

핀잠칸 하티쿠

오스만 알리

Nuansa Sdn.

Empire Film Solution

공포

Lomo Pictures Sdn.Bhd.

Lomo Pictures Sdn.Bhd.

코미디

Mig Pictures Sdn.Bhd.

Metrowealth Pictures

파딜 형님 2

톰비루오: 피눙구 림바
잊기 전에

비식 파다 랑깃
귀신들린 호텔

당신은 나의 모든 것
캄풍에서 온 사랑
너를 위한 김치

3 친타에게 무슨 일이 2

파리(Fahri)는 에딘버러에 살며 에딘버러 대학에서 강의까지 하고 있으나, 일상은 외롭기만 하다. 그는 아이
샤 없는 삶을 터키인 가정도우미인 훌루시 삼촌과 함께 지낸다.

출처 : www.finas.gov.my

극장 입매권 매출

세스 라니

액션

제스 테옹

드라마

Three Pictures Sdn.Bhd.

카비르 바티아

드라마

Nusantara Seni Karya

소텡힌

드라마

드라마

라이언 리
실버 청

마이클 앙

로맨스

제작
담무 펀자비

개봉일
2017.12.21

관객수(만 명)
2,840,159

제작사
MD Pictures

배급사
MD Pictures

흥행 수입
IDR 108,746,720,042

>> 군터 소하르잔토

4,515
2,688

핀잠칸 하티쿠

캄풍에서 온 사랑
너를 위한 김치

Astro Shaw Sdn.Bhd.

Good Move Media

Astro Shaw

Astro Shaw

로맨스
873

7,139

잊기 전에

당신은 나의 모든 것

Astro Shaw

7,972

제이 레볼루시

귀신들린 호텔

Three Production

18,150

톰비루오: 피눙구 림바

비식 파다 랑깃

Astro Shaw

단위 : 천 링깃(MYR)

파딜 형님 2

감독
군터 소하르잔토

Ideate Media

2,446
1,295
1,292
1,051
873

공포
1,295
드라마
10,943

코미디
19,201
액션
15,112

자국 영화 장르별 수익률
단위 : 천 링깃(MYR)

114

BIFAN INDUSTRY GATHERING 2018

MADE IN ASIA

115

불균형한: 2017 말레이시아 영화

결론적으로 우리는 2016년에 보인 할리우드 제작 영화

된 영화보다 더 나은 매출을 기록했다.

화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영화 산업은 2017년 엄청

깃 (7.33백만 유로 혹은 9.09백만 달러)에 비해 43% 하

2017년 시아픽 유소프의 <파딜 형님 2>(2017)는 18

는 것을 감안하면 상황은 더욱 불안해 보인다.

백만 링깃(154.53백만 유로 또는 191.7 백만 달러)로,

러) 벌어들이며 사상 최고의 매출을 올린 말레이시

가 증가했다는 사실로부터 변변찮은 위안을 받을 수 있

백만 링깃이 넘게(약 3.76백만 유로 혹은 4.67백만 달
아 영화가 되었다. 이 영화는 2014년 제작되었던 액

션 스릴러의 속편으로, 이전 박스오피스 히트작이었던

KL Gangster (2011)의 스핀오프 작품이다. 이 영화는
2015년 17.47백만 링깃(3.65백만 유로 혹은 4.53백만
달러)을 벌어들인 이전 챔피언 Polis EVO (2015)의 매출

을 앞질렀다. Polis EVO (2015)와 마찬가지로 <파딜 형
님 2>(2017)는 전체 말레이시아 영화 산업 매출의 약 3
분의 1을 차지했다.

일단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기관인 FINAS가 공표
한 2017년 자료 분석으로 시작해보자. 지난해 말레이시

아 영화관은 144개관에서 151개로 늘어(4.86% 증가)
1,094개의 상영관(10.39% 증가)과 185,997개 좌석 수
(8.08% 증가)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71.63 백만

장이었던 티켓 매출은 그와 비례하지 않고 불과 1.69%
오르는데 그쳐 총 72.84백만 장이 팔렸다. 티켓 가격 인
상은 전반적인 매출 증가에 기여했는데, 2016년 915.3

백만(191 백만 유로 혹은 237백만 달러)이었던 데 비해
티켓 매출은 7.47% 증가한 9억 8364만 링깃(205백만
유로 또는 255백만 달러)이 되었다.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국 영화는 2016

년 84.48백만 링깃(17.64백만 유로 혹은 21.89백만 달
러)에 비해 거의 32%가 감소한 57.57백만 링깃(12백만
유로 또는 14.9백만 달러)만을 차지했다. 백분율로 따

지면 말레이시아 자국 영화의 매출은 2016년의 9.22%

와 2015년의 6.10%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2017년 전
체 매출의 5.85%만을 책임지고 있는 면에서 말레이시

아 영화 산업의 끔찍한 해로 정의된다. 티켓 가격 인상
을 고려하지 않은 FINAS가 공표한 전체 관객 수 자료는
더욱 우려스럽다. 자국 제작 작품의 관객 수는 4.52백만
명으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위에 언급된 57

백만 링깃의 18.15%가 한 편의 영화에서 찍힌 수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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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비, 영화 한 편당 평균 매출 추산액과 관객 수
다. 2015년에는 80편의 작품이 그들 몫의 수익 배분을

요청했고, 2017년에는 59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

지만 2016년에는 편수가 46편으로 줄어 매출액이 3분
의 1가량 줄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왜 2017년 수치가 근

10년간의 두 번째로 나쁜 수치로 여겨지는지 알 수 있
다. 지난해로부터의 고무적인 결과에 이어 제작비 거품

은 질을 저하시키고 순이익률을 떨어뜨리면서 다시 커

들이 절대 최고치를 기록하지 못했다는 고무적인 다변
난 좌절을 겪었다고 보고해야 한다. 총매출액은 739.99

영어 영화는 2017년 말레이시아 영화시장의 75.23%를

차지했다. 중국어 영화 매출은 2016년 100.35 백만 링
깃(20.96 백만 유로 혹은 25 백만 달러)에서 89.3 백만

링깃(18.65 백만 유로 혹은 23.14 백만 달러)으로 11%
격감했고, 인도어 영화 매출은 2016년 71.44 백만 링깃
(20.96 백만 유로 혹은 26 백만 달러)에서 65.02 백만

링깃(13.58 백만 유로 혹은 16.84 백만 달러)으로 예년
보다 9% 하락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국 언어로

다른 언어로 된 영화들도 또한 2016년의 35.11백만 링
락한 19.88백만 링깃(4.15백만 유로 또는 5.15백만 달

러)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이 분
야에서 지난 10년 동안 두 번째로 많은 매출의 해였다.

인도네시아 영화는 2016년 6.59백만 링깃(1.38백만 유

로 혹은 1.17백만 달러)에 비해 80% 상승한 11.88백만

링깃(2.48백만 유로 또는 3.08백만 달러)로 매출이 제
고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레이시아 역사상 가장 높은 흥

행수익을 올린 인도네시아 블록버스터 영화 조코 안와
르의 <사탄의 숭배자>(2017)가 거둔 6백만 링깃의 매
출액에 기인한다.

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패스트푸드' 제작 영화의 대다수
는 영화관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 TV 판

권의 판매로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부분의 영화들을 영화관 개봉 후 몇 주 동안 상영하
는 현지 영화사인 Astro의 케이스를 예로 들 수 있다).

그 전작의 성취로 이은 <파딜 형님 2>(2017)의 대성공

은 주목할 만한 제작 가치, 뮤직 비디오 미학, 힙합 사운
드 트랙 및 막대한 비용의 광고 캠페인뿐만 아니라 지역

영화치고 보통보다 확대된 개봉관 편성(130개관)은 말
레이시아 영화 시스템이 전체 시장을 독점하는 '할리우
드 관례'의 답습과 '영화 이벤트' 생성에 더욱 부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것은 한 편의 영화 이벤트가
전체 국가 시장을 휩쓸어 갈 위험을 무릅쓰는 바람직하
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실제로 2016년 세 편의 영화의 박스오피스 매출이 10

백만 링깃 이상을 벌어 들였지만 2017년에 <파딜 형
님 2>(2017)의 뒤를 쫓아 두 번째로 많은 매출액을 벌

어들인 어드벤처 영화 <툼비루오: 피눙구 림바>(2017)
는 8백만 링깃 이하의 매출을 올렸다. 백만 링깃의 장벽

(209,000유로 또는 259,000달러)을 돌파한 타이틀 목
록에 포함되어 있는 소 테옹 힌의 <당신은 나의 모든 것

>(2017)은 초기 투자비를 쉽게 회수하며 작가주의 영화

에 다소 불리한 맥락에 있는 드라마로써는 품위 있는 성
공을 거두었다.

파올로 베르톨린

파올로 베르톨린은 영화평론가, 프로듀서 및 아시아 영화전문가로서, 2008년부터 베니스국제영화제 아시
아지역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있으며 로테르담, 베이징, 뭄바이, 도하, 우디네 영화제 등 많은 영화제들과
아시아 컨설팅으로 협력해오고 있다.

Interview

샤민 유소프

샤민 유소프는 다툭 유소프 하스람의 자녀로 2016년 후 제작자로서 데뷔

했다. Skop Productions Sdn Bhd.의 제작자 및 매니징 디렉터로 시
작하여 현재까지 여러 티비 시리즈 및 오리지널 시리즈, 세 편의 영화를

제작했다. 그녀는 본사가 제작, 배급하는 모든 영화의 광고 및 프로모션
을 책임지고 있다.

알리아 바스타맘 디렉터, 스택 앤 코 디렉터,

패션 캠페인 비디오 프리랜서 디렉터, 영화/드라마/광고 제작 및 캐스팅
프리랜서 디렉터, 전시/기업 경영 컨설팅 프리랜서

무엇이 당신의 영화를 성공하게 했는가? 말레이시아에서 박스오피스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
인가?

어떤 스튜디오도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스튜디오)는 좋은 감독,
좋은 스토리 라인, 매력적인 캐스트를 선택하는 것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 생각한다. 박스오피스에 성공하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우리 생각은 먼저 관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장르의 영화가 좀 더 사람들을
끌어 모아 영화를 보러 오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영화를 위한 투자는 어떻게 받는가? 말레이시아에서 보통 영화는 어떻게 투자를 받는가?

우리는 우리가 제작하는 영화를 펀딩하는 것에서 출발했고 제작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가 더 많이 필
요해졌다. 말레이시아 영화 산업에서의 전반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았던 우리에게 몇몇 투자자들의 접촉이

있었던 점은 행운이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TV 방송국부터 영화 배급사들까지 모두 엔터테인먼트에 관
계된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전적으로 확실히 잘 모르지만, 정부기관인 FINAS(말레이시

아 커뮤니케이션 및 멀티미디어 정부 부처)는 인센티브를 주고 허가되고 승인되어 온 영화 지원 사업에 영화
기금을 주었다. 몇 명의 프로듀서들은 프라임워크나 아스트로 같은 TV 방송국에서 영화를 만들기 위해 종종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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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화는 어떤 종류로 개봉이 되는가?

시네마에 관해서라면 보통 우리는 코미디, 호러 그리고 액션 영화를 만든다.
말레이시아에서 수익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당신의 영화의 경우는 어땠나?

내 생각에 말레이시아 수익 분배는 다른 나라와 같다. 영화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영화로부터 파생한 모든 컬
렉션들에 대해 보통 공정한 수익분배를 이제껏 해왔다.
2017년의 영화 시장의 트렌드는 무엇이라 보는가?

말레이시아에서는 2017년은 호러와 액션 코미디 영화가 제작된 좋은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최근 자국 영화 산업의 최대 고비는 무엇인가?

우리는 요 근래 몇 해간 제작비가 엄청나게 올랐고 좋은 캐스트(배역)와 찾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한
다. 국제적 영화 산업에 제한된 자원으로 따라잡기가 더 어려워졌다.

말레이시아에서 촬영을 하려는 외국영화제작자들을 위한 팁이 있다면?

말레이시아 자국 제작팀과 협력하고 일해라. 말레이시아는 아름다운 촬영지와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기회를 최대화해라.

2017년 말레이시아 영화 흥행

B e st3

1 파딜 형님 2

파딜은 ‘타이거’라고 불리우는 전문 킬러로 오인을 받고 마피아의 세계에 부름을 받는다. 고급 아파트, 자동

차, 무기들을 제공받는 파딜은 과거의 자신을 지우고 ‘타이거’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결심한다. 화려
한 액션과 카 체이싱 씬이 볼거리를 제공한다.

감독
시아픽 유소프

제작
유소프 하슬람, 샤민 유소프

제작사
Skop Productions Sdn.Bhd.

배급사
Astro Shaw

>> 시아픽 유소프

개봉일
2017.08.24

말레이시아 배우, 영화 감독, 대본 작가, 영화 제작자. 그는 수상 경력이 있는 배우 시
엄술 유소프의 남동생이며 베테랑 배우 유소프 하슬람의 아들이다. 2012년 단편 영
화 SAM : Saya Amat Mencintaimu 로 데뷔했으며 이후 6편의 영화를 연출했고 모
두 상업적으로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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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 수입
MYR 18,150,223

2 톰비루오: 피눙구 림바

톰비루오는 곤경에 빠진 불구의 성실한 청년으로, 권력의 부담에도 굳건한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그러던 그
가 비극적인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복수하고 그들을 처단하길 꿈꾼다.

감독
세스 라니

제작
취리나 모드 람리

제작사
Ideate Media

배급사
Astro Shaw

개봉일
2017.10.12

흥행 수입
MYR 7,972,886

>> 세스 라니

MADE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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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도 영화시장/산업 동향
(발리우드, 탈리우드, 칼리우드)

인도 수입 영화 박스오피스 흥행 10위
작품명

스파이더맨: 홈커밍
쥬만지

저스티스 리그

3 제이 레볼루시

제이 줄카르나인은 UTK(Unit Tindakhas)로 알려진 말레이시아의 엘리트 죽음의 특수부대 조직의 돌격대

장이다. 그와 그의 팀조직은 모든 테러리스트의 두려움 대상이다. 그러나 수상한 테러리스트가 조직대원의
살인자로 제이를 지목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고, 비밀요원인 그의 여동생 디앤을 생포한다.

감독
줄카나인 아즈하르

제작
가야트리 수 린 필라이

제작사
Infinitus Production

배급사
Primeworks Distribution

개봉일
2017.03.02

흥행 수입
MYR 7,139,625

존 왓츠

미국

액션

제이크 카스단

미국

판타지

잭 스나이더

미국

액션

D.J. 카루소

미국

미국

미국
미국

제임스 맨골드

로건

콩: 스컬 아일랜드

장르

다비드 F. 산드베리

애나벨: 인형의 주인

캐리비안의 해적 5

국가

타이카 와이티티

토르: 라그나로크

트리플 엑스:
샌더케이지의 귀환

감독

F. 게리 그레이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요아킴 뢴닝, 에스펜 산드베르그

극장 입매권 매출

Baradwaj Rangan, Chief Consultant Programming,
Mumbai Film Festival (MAMI)

조던 복트-로버츠

액션

Marvel Entertainment

Marvel Entertainment

공포

Atomic Monster

Atomic Monster

BIFAN INDUSTRY GATHERING 2018

Sony Pictures
Entertainment (SPE)
DC Comics

Sony Pictures
Entertainment (SPE)
DC Comics

미국

슈퍼히어로

Marvel Entertainment

Marvel Entertainment

미국

액션

Walt Disney Pictures

Walt Disney Pictures

미국

스릴러
액션

One Race Films
Warner Bros.

Paramount Pictures
Warner Bros.

862
599

스파이더맨: 홈커밍

587

토르: 라그나로크

519

쥬만지

495
411

저스티스 리그귀환

352

로건

콩: 스컬 아일랜드

Universal Pictures

Columbia Pictures

단위 : 백만 루피(INR)

트리플 엑스: 샌더케이지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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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ictures

Columbia Pictures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캐리비안의 해적 5

배급사

액션

애나벨: 인형의 주인

>> 줄카나인 아즈하르

제작사

310
265
225
MADE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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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우드(힌디) 자국 영화 흥행 10위
작품명
바후발리 2: 폭풍의 신
타이거는 살아있다
골말 어게인

감독

장르

제작사

배급사

SS 라자몰리

액션

Arka Mediaworks

Dharma Productions

로힛 쉐티

액션

Mangal Murti Films

Relance Entertainment

데이빗 다원

코미디

Apple & Orange Pictures

Fox STAR Studios

샤산크 카이탄

코미디

Dharma Productions

수바시 카푸르

코미디

Fox STAR Studios

알리 압바스 자파르

부자들

라울 돌라키아

토일렛

슈리 나라얀 싱

트윈 2

바드리나트 키 둘하니아
졸리 LLB 2

액션

코미디
전쟁

산제이 굽타

카빌

극장 입매권 매출

액션

카비르 칸

튜브라이트

Baradwaj Rangan, Chief Consultant Programming,
Mumbai Film Festival (MAMI)

액션

Yash Raj Films

Excel Entertainment

Eros International

Plan C Studios

Relance Entertainment

Kabir Khan Films

Yash Raj Films

Film Kraft

Fox STAR Studios

Fox STAR Studios

B4U Motion Pictures

7,809
4,284

타이거는 살아있다
골말 어게인
부자들
트윈 2

토일렛

바드리나트 키 둘하니아
튜브라이트

졸리 LLB 2
카빌

BIFAN INDUSTRY GATHERING 2018

2,641
1,766
1,693
1,680
1,585
1,563
1,495
1,199

작품명

Baradwaj Rangan, Chief Consultant Programming,
Mumbai Film Festival (MAMI)

감독

장르

제작사

배급사

바후발리 2: 폭풍의 신

S.S 라자몰리

액션

Arka Mediaworks

Dharma Productions

삼형제

K.S. 라빈드라

NTR Arts

NTR Arts

카이디 150번
디제이

스파이더

카타마라유두
피다아

액션

Konidela Production Company

하리쉬 산카르

액션

Sri Venkateswara Creations

Sri Venkateswara Creations

액션

North Star Entertainments

North Star Entertainments

가우타미뿌뜨라 사타카르나

세카르 캄뮬라

드라마

Sri Venkateshwara Creations

Sri Venkateshwara Creations

크리쉬 자할라무디

사극

First Frame Entertainment

First Frame Entertainment

베누 스리 람

코미디

트리낫하 라오 나키나

드라마

Lyca Productions

Lyca Productions

공상과학

Sri Venkateswara Creations

Sri Venkateswara Creations

Lyca Productions

Sri Venkateshwara Creations

Sri Venkateshwara Creations

단위 : 백만 루피(INR)

바후발리 2: 폭풍의 신
카이디 150번
삼형제
디제이

스파이더

카타마라유두
피다아

MCA 미들 클래스 아바이

가우타미뿌뜨라 사타카르나
네누 로컬

액션

키쇼르 쿠마르 파르다사니

MCA 미들 클래스 아바이
네누 로컬

V.V. 비나약

A.R. 무루가도스

극장 입매권 매출

단위 : 백만 루피(INR)

바후발리 2: 폭풍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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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sh Raj Films

탈리우드(텔루구) 자국 영화 흥행 10위

13,416
1,371
1,079
1,026
909
819
783
636
634
481

MADE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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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우드(타밀) 자국 영화 흥행 10위

Baradwaj Rangan, Chief Consultant Programming,
Mumbai Film Festival (MAMI)

작품명

감독

장르

제작사

배급사

메르살

아틀리 쿠마르

액션

Sri Thenandal Films

AP International

액션

Vijaya Productions Pvt. Ltd.

Sri Green Productions

액션

24AM Studios

24AM Studios

액션

Dream Warrior Pictures

Reliance Entertainment

공포

Trident Arts

AP International

비베감
신감 3

액션

H. 비노트

액션

사운다리아 라지니칸트

액션

비크람 베다

시발링가

하리

모한 라자

벨라이카란

벨라이 일라 파타드하리 2

액션

바라탄

바이라바

테란 아드가 람 온 드루

시바

가야트리, 푸쉬카르
P. 바수

마니 라트남

카아트루 벨리이다이

Sathya Jyothi Films
Aadnah Arts
Think Mucis
V. Creations

로맨스

Madras Talkies

발리우드(힌디) 시네마
2017년 국내 영화 시장/업계 현황 보고서

Sun TV

2017년 2편의 영화가 발리우드(힌디어) 시네마를 지배

Pen Movies

<당갈>이었다. 이 영화는 발리우드(힌디어) 영화 역사

AP International

AP International

AP International

했다. 하나는 2016년 후반에 발표된 아미르 칸 주연의

Mangal Savdhan (발기 부전에 관련), <사친>(인도

상 최고 수익을 거둔 영화가 되었으며 중국으로 넘어가,

<부르카 속의 립스틱>(여성 문제), 자가 자주스(야심

블록버스터 영화로 크게 흥행하였다. 두 번째 영화는 SS

1,740

메르살

880

비베감

830

바이라바

800

신감 3

640

벨라이카란

480

비크람 베다

430

테란 아드가 람 온 드루

벨라이 일라 파타드하리 2
시발링가

카아트루 벨리이다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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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340
220

찬 실패작이었지만, 뮤지컬 모험으로 드문 시도였다.),

Trapped (도시 소외 문제 관련), <뉴턴>(민주주의에 대

안에 발리우드(힌디어) 영화 역사상 최고 수익을 거둔

에 공식과도 같이 대형 스타들의 영화들(<트윈 2>, <타

긴장감있는 결말 부분에서 이어지며 굉장히 짧은 시간
두 번째 영화가 되었다. 순수한 숫자면에서 <바후발리
2: 폭풍의 신>은 <당갈>을 손쉽게 이겼다. 후자는 발리

우드 작품이었지만 전자는 탈리우드(텔루구어) 영화 산
디어 영화라고 할 수는 없다.)

단위 : 백만 루피(INR)

의 스타 크리켓 선수 Sachin TENDULKAR의 전기),

라자몰리 감독의 <바후발리 2: 폭풍의 신>으로, 전편의

업의 작품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실제 힌

극장 입매권 매출

육 경쟁에 관련), <토일렛>(여성 위생에 관련), Shubh

한 풍자)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또한, 동시
이거는 살아있다>, <골말 어게인>) 역시, 매우 좋은 성
과를 거두었다.

새롭게 나타난 트렌드로는 상업 중심지인 뭄바이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메인 촬영지로 삼은 영화들이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영화 <뉴턴>, <부르카 속의 립스틱>,

이 두 영화를 제외하고는 올해의 영화 시장은 예측하기

Shubh Mangal Savdhan , <시크릿 슈퍼스타>, <핑크>,

연하는 영화, 샤룩 칸 주연의 <더 링>, 살만 칸 주연의 <

>는 모두 작은 마을을 메인 촬영지로 삼았으며, 극단적

힘들었으며, 굉장히 중구난방이었다. 유명배우들이 출
튜브라이트> 등은 흥행에 부진했다. 하지만 같은 배우
들이 출연한 영화, <부자들>과 <타이거는 살아있다> 두

편은 흥행에 성공한 것이다. 또한, 여성주의 영화인 비
드야 발란 주연의 <베굼 잔>은 흥행에 실패하였지만, 또

다른 여성주의 영화인 비드야 발란 주연의 <툼하리 술

루>는 흥행에 성공했다. 독특하고 양질의 컨텐츠의 영
화들 즉 <바라나시>(죽음에 관련), <힌디 미디엄>(교

<토일렛>, Bareilly ki Barfi , <바드리나트 키 둘하니아
으로 도시화된 발리우드(힌디어) 시네마에서 잊혀졌던

다양한 힌디어 사투리들을 영화 속에서 선보였다. 그 중

단연 돋보였던 영화는 <힌디 미디엄>으로, 인도인들의
영어 강박 관념을 호되게 비판하였다. 이 영화는 중국에

서 예기치 못하게 블록버스터가 되었는데, 과열된 경쟁
사회에서의 부모 문제가 관객들의 공감을 산 것으로 예
상된다.

바라드와즈 랑간

바라드와즈 랑간은 『Film Companion』지의 인도 남부지역판 에디터이다.
2005년에는 내셔널어워드에서 최고영화비평가상인 황금연꽃상을 수상했다. 『The Caravan』, 『Arts
Illustrated』, 『Open』, 『Tehelka』, 『Biblio』, 『Outlook』, 『The Cricket Monthly』 등에 영화, 음
악, 미술, 책, 여행, 유머에 관한 글을 기고한 바있다. 배우 비크람에 관해 길게 쓴 글은 『The Caravan Book of
Profiles』 에서 ‘결정적 프로필 12선’으로 꼽혔다. 타밀어 로맨틱코미디 Khadal 2 Kalyanam 의 각본작가로 활
약하며. 타밀어 단편영화 Kalki 의 각본을 담당했고 댄스 드라마 Krishna 와 Meghadootam 에서는 대사와 내러
티브를 작성했다. 그가 쓴 단편소설 『The Call』은 문예지 『Indian Quarterly』 에 실렸고, 현재 첸나이에 있는 아시아 저널리즘 학
교에서 영화에 대한 강의를 맡아 진행 중이다. 내셔널필름어워드의 심사위원으로 일했고, 지오MAMI뭄바이영화제에서는 국제부문선정
위원을 맡았다. 『Subramaniyapuram: The Tamil Film in English』에 실은 에세이와 『Behind the Scenes: Contemporary
Bollywood Directors and Cinema』 에 실은 영화 RajkumarHirani 에 대한 분석 등 여러 권의 선집에 글을 실었으며, 랑간이 쓴 첫 단
행본인『Conversations with Mani Ratnam』은 2012년 펭귄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다. 두 번째 책인 『Dispatches From the Wall
Corner』는 웨스트랜드출판사가 2014년에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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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따하트 로이 카푸르

시덴함 대학에서 무역학사 학위, 잠날랄 바자즈 기관에서 경영
대학원 과정을 마친 시따하트는 Procter & Gamble 뭄바이

지사에서 브랜드 경영관리 부문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그
리고 나서 시따하트는 STAR TV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그는

STAR 홍콩 본사에서 핵심 마케팅 및 크리에이티브 서비스팀을
이끌었다.

이후 그는 2005년 뭄바이 UTV의 그룹 마케팅 & 커뮤니케이션

부서에 수석 부사장으로 합류했으며, Hungama TV가 시장에
서 선두를 점할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활동을 주도했다. 또한,

그는 BAFTA(영국 영화 및 텔레비전 예술상) 후보작으로 선정된
블록버스터 <랑 데 바산티>와 같은 혁신적인 영화들의 마케팅
을 담당했다.

2008 년 1월 시따하트는 UTV Motion Pictures의 CEO로 취
임했고, 2012년에 UTV와 월트 디즈니사(인도 지사) 통합 후에

는 스튜디오 상무이사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시따하트는

2014년 1월에 인도 디즈니사의 전무이사로 승진하였다. 그의
리더십 하에, 디즈니사는 인도의 대표적인 미디어/엔터테인먼

트 기업으로 부상했다. 이 영화사는 인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익

을 거둔 영화와 두 번째로 높은 영화(<당갈>과 <피케이: 별에서 온 얼간이>)를 제작했을

무엇이 당신의 영화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만들었는가? 당신의 나라에서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당갈>(2016년 말 개봉)은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휴먼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가족에 대한
것은 만국공통으로 동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아들이여야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자

신의 딸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며 주는 메세지는 강력했다.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영화가 성공하기 위
한 주춧돌은 탄탄한 스토리에 그 기반을 둔다. 일단 탄탄한 스토리가 뒷받침하게 되면 영화가 잘못되기는 쉽
지 않다.

영화 투자는 어떻게 받는가? 당신의 나라에서는 영화 투자가 대개의 경우 어떻게 일어나는가?

영화 기금, 인도에 거점을 갖고 있는 글로벌 스튜디오 등 소스는 많다. 때때로 프로듀서 자신이 영화에 투자

하기도 한다. 그리고 순자산이 높은 개인투자자들과 같은 정형적이지 않은 공급원들도 있다. 펀딩은 결코 문
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화를 제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와 연결되길
원한다.

현지 영화는 어떤 식으로 개봉을 하는가?

스크린 성장은 8,000에서 10,000선을 넘지 못했다. 그래서 스케일이 큰 영화들은 4,000-4,500 스크린을 갖
게 된다. 중간규모가 1000-2000 스크린을 할당받는다. 작은 것들은 100-1,000개의 스크린을 갖게 된다.
당신의 나라에서는 수익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당신의 영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가장 센스있는 모델은 서로 합의하는 것이다. 스타들이 낮은 고정 금액을 취하게 되면 기본 비용이 낮아진
다. 그런 후에 <당갈>과 같이 영화가 대히트하면 모두가 수익을 얻게 된다.
2017년에 당신이 예의주시한 시장 동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데이터 속도의 증가와 데이터 비용의 감소로 인한 디지털 시청률의 증가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이것은 제

작되고 있는 영화들의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몇 년 안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점점
큰 블록버스터 작품이나 하이 컨셉트 작품을 보러 올 것이다. 몇몇 예외가 있겠지만, 나머지는 그 틈새로 떨
어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인도 역사상 최고의 흥행 수익을 올린 할리우드 영화인 <정글북>을 개봉시

요즘 국내 업계에서 가장 힘든 요인은 무엇인가?

2017년 1월부터 시따하트는 디즈니사에서 나와 모든 스케일과 모든 장르의 영화 및 디지

제본이 영화가 개봉한지 얼마 안되어 제공되고 있다. 게다가 구조적 경제까지 위축되고 있다. 우리는 28%

키기도 하였다.

털 비디오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자신의 회사 로이 카푸르 필름을 설립하게 된다. 현재
시따하트는 인도 영화 및 TV제작자 조합의 회장이자, 뭄바이 영화아카데미(MAMI)의 신
탁관리자이고, 국제인도영화페시티벌(IFFI)의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다. 그는 버라이어티

사의 ‘2018 전세계 엔터테인먼트 업계 가장 영향력있는 500인’중에 한 명으로 선정되었
으며, 인도 경제 타임즈에서 선정한 ‘40살 이하의 인도 경제 톱 리더 40인’과 할리우드 리
포터에서 선정한 ‘아시아 차세대 지도자층’으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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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스크린 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이건 중요한 쟁점이다. 불법 복제도 횡행하고 있다. 고퀄리티의 복
의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데 이는 담배 산업과 같은 "악덕업체"에 대한 세율과 동일하다.
당신의 나라에서 촬영하기를 원하는 외국 영화 제작자들을 위한 팁이 있는가?

인도는 쉽게 영화를 제작하기 좋은 나라는 아니지만, 정부차원에서 단일 창구 정리 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몇몇 주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모든 일을 처리 할 수 있
는 훌륭한 라인 프로듀서를 찾는 것이다.

2017년 인도 발리우드(힌디) 영화 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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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후발리 2: 폭풍의 신

바후발리의 아들 시바가 그의 유산에 대해 알게 되자 해답을 찾기 시작한다. 그의 이야기는 지난 마히쉬마티
제국의 과거 사건들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출신 간호사들이 이라크에서 테러 단체에 의해 인질로 잡혀있을 때, 한 비밀 요원이 그들을
구하기 위한 잠입을 시도한다

감독

제작

개봉일

흥행 수입

감독

제작

개봉일

흥행 수입

SS 라자몰리

프라사드 데빈니

2017.04.28

INR 7,089,900,000

알리 압바스 자파르

아딧야 초프라

2017.12.22

INR 4,284,300,000

제작사
Arka Mediaworks

배급사
Dharma Productions

제작사
Yash Raj Films

배급사
Yash Raj Films

>> SS 라자몰리

인도의 영화감독이자 극작가로, 텔레구 시네마의 작업으로 주로 알려져있다.
<마가드히라>(2009), <이가>(2012), 브뤼셀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바후발리: 더
비기닝>(2015), 영국영화기관 British Film Institute에서 상영된 <바후발리 2: 폭풍
의 신>(2017) 등 고예산 영화를 감독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인도 다국어 영화 역사
상 전무후무하게 가장 많은 수입을 벌어들인 프랜차이즈 영화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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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 압바스 자파

인도의 영화 연출자이자 시나리오 작가이다. 알리 압바스 자파르는 데뷔작인 로맨틱
코미디 영화, Mere Brother Ki Dulhan (2011)로 나쁘지 않은 성공을 거둔 후, 액션
드라마인 Gunday (2014)를 연출한다. 그는 스포츠 드라마 영화, Sultan (2016)으로
폭넓은 인지도를 얻는 데 성공하는데, 이 영화는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두어 들인 인도
영화로 기록 되었다. 이 후 그는 액션 스릴러물인 <타이거는 살아있다>(2017)로 더
욱 더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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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도 발리우드(힌디) 영화 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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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리우드(텔루구) 시네마
2017년 국내 영화 시장/업계 현황 보고서
2017년은 <카이디 150번>(9년 넘게 공백기를 갖고 있

Khakee - The Power of Police 와 같은 영화는 영화관

아>, <사타마남 바바티>,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개의 언

시작했다.

던 특급스타 치란지비의 컴백작품으로 각인됨), <피다
어(타밀어, 힌디어)로 개봉하며 인도 역대 최고흥행수

익작(물가상승률 비조정 기준)으로 기록된 <바후발리

2: 폭풍의 신>과 같은 블록버스터들로 텔루구어 시네마

에게는 대단한 해였다. 기록은 도중에 실패했다. 첫번째

힌디어버전 영화로 50억 루피를 돌파한 영화가 되었고,
전세계 박스오피스에서 160억 루피 이상을 벌어들이면

서 이 영화는 사람들이 텔루구어 영화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었다. 이전에는 힌디어 TV채널들만이 '형
편없게' (그렇지만 유쾌하게) 더빙된 버전의 판권을 얻

3 골말 어게인

어가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마존이나 핫스타와 같은

거대 스트리밍 기업들이 텔루구어 시네마에 거액을 걸

한 그룹의 친구무리가 정령체들과 맞닥뜨리게 되어 그들이 자란 ‘잠나다스 고아원’의 진실에 대해 알게 된다.

면서 영화제작자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찾을 수 있게 해

제작
로히트 쉐티

제작사
Mangal Murti Films

배급사
Relance Entertainment

개봉일
2017.10.20

흥행 수입
INR 2,641,800,000

대스타들에 경우, Mahesh BABU의 <스파이더>는 실
패했지만, 발키(100 번째 영화 <가우타미뿌뜨라 사타카

르나>), 알루 아르준(<디제이>), NTR Jr.(<삼형제>)와
Naga CHAITANYA(Rarandoi Veduka Choodham )은

순항했다. 라자세크하르 박사는 기존 텔루구어 영화와
는 확연히 다른 프레이빈 사타루 감독의 첨단 스릴러 영
화 PSV Garuda Vega 로 2 년 만에 영화계에 복귀했다.

또 다른 독특한 스릴러는 라나 닥구바티가 출연한 상칼
프 레디 감독의 Ghazi 로 실제 잠수함 임무를 각색한 영

화였다. 하지만 그 중 한 해의 특징을 잡아준 것은 계속

해서 고만고만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영화들에
있었다. Vijay DEVARAKONDA가 주연을 맡은 Arjun

방시켜주고 있다.

Reddy 는 불안과 반란에 대한 무용담을 만들기 위해 데

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아마존 프라임은 수쿠마르 감

깔았다. 또다른 흥행작들로는 <니누 코리>(남자와 기혼

이것은 때때로 높은 생산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제작자
독, 램 차란 주연의 Rangasthalam (2018) 제작자들에

감독
로힛 쉐티

에서의 상영이 끝나기도 전에 온라인으로 스트리밍되기

게 영화의 디지털 판권을 따기 위해 거의 2억 루피를 쏟

아부었다. 스트리밍 포털과 묶인 다른 영화들로는 사이
다람 테지의 Jawaan 과 Winner , 나니의 Middle Class

Abbayi , 바룬 테지의 <미스터>가 있다. 더욱 놀랍게도
Arjun Reddy , Raja the Great , Raju Gari Gadhi 2 ,

브다스(역주: 비통해하는 남자 애인을 뜻함) 이야기를

의 전여친의 이야기), Mental Madhilo (우유부단한 남

자와 자신감 가득한 여자 이야기) 그리고 세카르 캄물라

감독의 흥행작 <피다아>(시골여인과 재외동포 인도인
남자 사이의 복잡한 로맨스)가 있다. 신선한 주제, 그리

고 신인에 대한 받아들임이 여지없이 올해의 가장 고무
적인 추세였다.

바라드와즈 랑간

>> 로힛 쉐티

인도의 영화감독이자 제작자이다. 영화 <골말>, <골말 리턴>, <골말 3>, Singham ,
Bol Bachchan, Singham Returns , Dilwale 을 연출했고, Chennai Express 로는 필
름페어 어워드, 최우수감독상에 노미네이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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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드와즈 랑간은 『Film Companion』지의 인도 남부지역판 에디터이다.
2005년에는 내셔널어워드에서 최고영화비평가상인 황금연꽃상을 수상했다. 『The Caravan』, 『Arts
Illustrated』, 『Open』, 『Tehelka』, 『Biblio』, 『Outlook』, 『The Cricket Monthly』 등에 영화, 음
악, 미술, 책, 여행, 유머에 관한 글을 기고한 바있다. 배우 비크람에 관해 길게 쓴 글은 『The Caravan Book of
Profiles』 에서 ‘결정적 프로필 12선’으로 꼽혔다. 타밀어 로맨틱코미디 Khadal 2 Kalyanam 의 각본작가로 활
약하며. 타밀어 단편영화 Kalki 의 각본을 담당했고 댄스 드라마 Krishna 와 Meghadootam 에서는 대사와 내러
티브를 작성했다. 그가 쓴 단편소설 『The Call』은 문예지 『Indian Quarterly』 에 실렸고, 현재 첸나이에 있는 아시아 저널리즘 학
교에서 영화에 대한 강의를 맡아 진행 중이다. 내셔널필름어워드의 심사위원으로 일했고, 지오MAMI뭄바이영화제에서는 국제부문선정
위원을 맡았다. 『Subramaniyapuram: The Tamil Film in English』에 실은 에세이와 『Behind the Scenes: Contemporary
Bollywood Directors and Cinema』 에 실은 영화 RajkumarHirani 에 대한 분석 등 여러 권의 선집에 글을 실었으며, 랑간이 쓴 첫 단
행본인『Conversations with Mani Ratnam』은 2012년 펭귄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다. 두 번째 책인 『Dispatches From the Wall
Corner』는 웨스트랜드출판사가 2014년에 펴냈다.
MADE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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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딜’ 라쥬

하이데라바드에 기반을 둔 ‘딜’ 라주(본명은
V. 벤카타 라마나 레드이지만 그의 첫작품 <
딜>이 히트작이 된 이후 개명을 했다)는 탈리
우드(텔루구어)영화계에서 가장 유명한 주요
제작자이면서 유통 업자 중 하나다. 그는 니

자마바드 근처 무닥팔리에서 고등학교를 졸

업하고 니자마드에서 중학교를 다녔다. 그는
자신이 살던 마을에 VHS테이프로 영화가 상

영되던 9학년 때부터 영화에 관심을 가졌다

고 언급했었다. 그는 하이데라바드로 옮겨가
서 형제들이 시작한 자동차 사업에서 일을 시

작했다. 이 지역은 영화 배급소로 유명했는데, 그곳 직원들이 자동차 가게에 자주 드나들
었다. 그는 오디오 사업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의 형제들과 친분이 있던 배급업자 마헨더

레디가 만류했다. 레디를 통해 '딜' 라주는 영화 배급업계에 진출하게 된다. 그들은 1995
년 치란지비 주연의 흥행작 Alluda Majaka 를 공동배급했다.

그후에 나온 몇 작품은 흥행에 실패했지만, Pelli Pandiri (1997)를 통해 전환점을 거치

게 된다. 199년 '딜' 라주는 자신의 회사 스리 벤카테스와라 배급사를 설립했고, 3편의 블
록 버스터 영화 Oke Okkadu (타밀어 더빙 히트 Mudhalvan ), Nuvvu Vastavani , 그
리고 Sakhi (타밀어 더빙 히트 영화 Alaipaayuthey , 한국명 <물결>)를 배출했다. 뒤이

어 Dil (2003), Arya (2004), Bhadra (2005)와 같은 더 많은 블록 버스터 영화들이 뒤따

랐고, 회사가 확실하게 자리잡으면서 ‘딜’ 라쥬는 탈리우드(텔루구어) 영화계에서 강력
한 존재가 되었다. 사람들이 그의 성공 비결에 대해 물었을 때, '딜' 라쥬는 자신의 뛰어난
이야기 감각을 비결이라고 했다. 그의 후속 히트작으로는 Bommarillu , Seethamma

Vakitlo Sirimalle Chettu , 그리고 명망있는 네셔널 필름 어워드에서 2017년 ‘건전한

놀이문화를 이끈 최우수 대중영화’로 선정된 Shathamanam Bhavati 가 있다. 대중영화
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안드라 프라데시 지역 정부로부터 나기 레드차크라파니 네셔널
어워드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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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당신의 영화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만들었는가? 당신의 나라에서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팀워크이다. 모든 영화에서 내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콘텐츠이다. 콘텐츠가 풍부하면 다른 모든 것들도 자
연스럽게 제 자리를 찾아간다. 박스오피스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양질의 스타 캐스팅과 재능있는 기술자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같이 노력을 해야만 한다.

영화 투자는 어떻게 받는가? 당신의 나라에서는 영화 투자가 보통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는 초기에 생산 비용을 직접 관리하고 우리 금융가들에게 의존한다. 차후 단계들에서 극장과 위성방송

판권을 구매자들에게 판매해서 돈을 마련한다. 최근 몇 년간은 많은 은행들이 우리 회사를 재정적으로 돕겠
다고 나섰다.

현지 영화는 어떤 식으로 개봉을 하는가?

그것은 출연배우들과 프로덕션 하우스에 따라 다르다. 유명스타의 영화는 대략 1000개의 극장에서 개봉될
것이고 적당한 예산의 영화는 약 450개의 상영관에서 상영될 것이다.

당신의 나라에서는 수익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당신의 영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내 프로덕션 하우스에서는 수익 분배의 개념을 시도해 본 적이 없다.
2017년 당신이 예의주시한 시장 동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017년은 탈리우드(텔루구어) 시네마에게 매우 특별한 해였다. <바후발리 2: 폭풍의 신>은 인도 영화에서
가장 큰 블록버스터가 되었다. <피다아>와 Arjun Reddy 같은 저예산 영화들의 티켓 판매도 척척 일어났다.
전반적으로 탈리우드(텔루구어) 시네마에게 환상적인 해였다.
요즘 국내 업계에서 가장 힘든 요인은 무엇인가?

좋은 콘텐츠를 찾는 것과 저작권 침해와의 전쟁과 싸우는 것. 영화가 100일, 150일 동안 상영되던 시대는
지났다. 오늘날 관객들을 즐겁게 해 주고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데 주어지는 시간은 2-3주 정도가 전부이다.
따라서 우리는 콘텐츠에 대해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당신의 나라에서 촬영하기를 원하는 외국 영화 제작자들을 위한 팁이 있는가?
이 주제에 대해 딱히 해줄 말이 없다.

2017년 인도 탈리우드(텔루구) 영화 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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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후발리 2: 폭풍의 신

바후발리의 아들 시바가 그의 유산에 대해 알게 되자 해답을 찾기 시작한다. 그의 이야기는 지난 마히쉬마티
제국의 과거 사건들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

감독
SS 라자몰리

제작
프라사드 데빈니

제작사
Arka Mediaworks

배급사
Dharma Productions

>> SS 라자몰리

개봉일
2017.04.28

인도의 영화감독이자 극작가로, 텔레구 시네마의 작업으로 주로 알려져있다.
<마가드히라>(2009), <이가>(2012), 브뤼셀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바후발리: 더
비기닝>(2015), 영국영화기관 British Film Institute에서 상영된 <바후발리 2: 폭풍
의 신>(2017) 등 고예산 영화를 감독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인도 다국어 영화 역사
상 전무후무하게 가장 많은 수입을 벌어들인 프랜차이즈 영화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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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 수입
INR 7,089,900,000

2 카이디 150번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한 남자(치란지비)가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곤경에 처한 농부들로부터 감동 받다.

감독
V.V. 비나약

제작
램 차란

제작사
Konidela Production Company

배급사
Lyca Productions

개봉일
2017.01.11

흥행 수입
INR 1,371,100,000

>> V.V. 비나약

인도의 영화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로, 텔루구 시네마에서만 작업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비나약은 2002년에 멜로드라마 Aadi (NTR Jr.주연)로 데뷔했는데 개봉 당
시 호평을 받으며 박스오피스 히트를 기록했다

MADE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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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도 탈리우드(텔루구) 영화 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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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우드(타밀) 시네마
2017년 국내 영화 시장/업계 현황 보고서
칼리우드 시네마는 200편 이상의 개봉작이라는 혀를 내

인해 영화관을 찾는 발길 마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 가장 큰 흥행작은 인기배우 비제이 주연, 블록 버스

싼 출연료는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다.

두를 정도로 많은 양의 영화들을 배출했고 그 중에서 올
터 영화 감독 애틀리 쿠마르의 영화인 <메르살>이다. 이

영화를 둘러싼 논란 또한 도움이 되었으며 이 영화의 성
공은 비제이의 올해 또 다른 영화 <바이라바>에서의 연

기 혹평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유명배우

아지트의 운은 좋지 못했다. 그의 유일한 개봉작 <비베

감>은 평론가들의 많은 혹평을 받았고, 흥행 성적도 실

망스러운 수준이였다. <바후발리 2: 폭풍의 신>은 엄밀
히 말해 탈리우드(텔루구어) 지방 영화계의 작품이지

만, 칼리우드(타밀어) 지방에서 또 하나의 큰 성공을 거

3 삼형제

둔 올해의 작품이었다. <바후발리 2: 폭풍의 신>과 <메

르살>은 발리우드(힌디어) 영화만이 해외 블록버스터가

세 쌍둥이의 맏이가 말더듬이 장애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부터 소외된 후 그의 두 동생에 대한 증오심을 키
운다. 성인으로 다시 만나 그들의 삶에 혼란을 일으키는데..

된다는 신화를 깨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놀랄 만한 성

제작
칼얀 램

제작사
NTR Arts

배급사
NTR Arts

개봉일
2017.09.21

흥행 수입
INR 1,079,400,000

라빈드라는 인도 군투르의 바샴 고등학교에서 수학했다. 그의 직업상 경력은 다사라
드, 고피찬드 마리네니 같은 감독과 연관된다. 그는 아디나라야나의 영화 Political
Rowdy 에서 연출부로 일했고 영화 Don Seenu , Mr. Perfect , Bodyguard 의 시나리
오를 썼다. 그는 또한 고피찬드 마리네니와 라비 테자의 공동 연출작 Balupu (2013)
의 극작가이기도 하다. 라빈드라와 코나 벤카트는 다수의 시나리오를 공동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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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아트루 벨리이다이>는 관객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

지만, 램 감독의 <타라마니>는 많은 관객들에게 선택을
받았다. 하지만 2017년이 칼리우드(타밀어) 영화계에

있어 주목할만한 해였던 진짜 이유는 관객들이 아주 색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하는 신인 감독들의 저예
산 영화를 환영했으며, 대거 수용한 데에 있다.

이런 움직임은 2016년 12월에 개봉한 엽기적인 범
죄 스릴러 16 Extremes 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Monkey Doll (미스터리한 가방

을 둘러싼 뒤섞인 타임라인의 스릴러), Aval (최고
급 음향 효과로 승부하는 뛰어난 공포 영화), Mercy

Petition of a Scapegoat (염소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

복불가 수준의 높은 제작비가 들었던 수리야 주연의

독의 <들개>에서 시작되었다.), Waterfalls (언론계와

유명 스타가 출연하는 영화임에도 관객은 평범함(회

마), 8 Bullets (훔친 총에 대한 이야기로 구로사와 감
인간성에 대한 신랄한 풍자), The Deer That Does

Adangadhavan 을 거부하고, 특별함(마드하반 & 비제

Not Graze (굉장히 색다른 로맨틱 코미디) 그리고

Brave - Chapter One , 비샬 주연의 Thupparivaalan ,

졌다.

이 세투파티의 출연작 <비크람 베다>, 카르티의 출연작
시바 카르티케얀 출연작 Velaikaran , 비제이 세투파티

출연작 <카반>, 다누쉬 주연의 Pa Paandi , 지오티카 주
연의 Magalir Mattum )을 선택했다. 다른 여러 종류의
유흥거리(예를 들어 극장 외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로

>> K.S. 라빈드라

마니 라트남 감독, 카르티 주연으로 많은 기대를 받았던

공을 거두기도 하였다.

<신감 3>, 심부 주연의 Anbanavan Asaradhavan

감독
K.S. 라빈드라

영화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스타 배우들의 비

바라드와즈 랑간

Maanagaram (밤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 등으로 이어
저예산이면서 우수한 영화, 더 신선한 콘텐츠에 많은
관객들이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

년은 이 새로운 유형의 영화제작자들의 해가 될 것으
로 보인다.

바라드와즈 랑간은 『Film Companion』지의 인도 남부지역판 에디터이다.
2005년에는 내셔널어워드에서 최고영화비평가상인 황금연꽃상을 수상했다. 『The Caravan』, 『Arts
Illustrated』, 『Open』, 『Tehelka』, 『Biblio』, 『Outlook』, 『The Cricket Monthly』 등에 영화, 음
악, 미술, 책, 여행, 유머에 관한 글을 기고한 바있다. 배우 비크람에 관해 길게 쓴 글은 『The Caravan Book of
Profiles』 에서 ‘결정적 프로필 12선’으로 꼽혔다. 타밀어 로맨틱코미디 Khadal 2 Kalyanam 의 각본작가로 활
약하며. 타밀어 단편영화 Kalki 의 각본을 담당했고 댄스 드라마 Krishna 와 Meghadootam 에서는 대사와 내러
티브를 작성했다. 그가 쓴 단편소설 『The Call』은 문예지 『Indian Quarterly』 에 실렸고, 현재 첸나이에 있는 아시아 저널리즘 학
교에서 영화에 대한 강의를 맡아 진행 중이다. 내셔널필름어워드의 심사위원으로 일했고, 지오MAMI뭄바이영화제에서는 국제부문선정
위원을 맡았다. 『Subramaniyapuram: The Tamil Film in English』에 실은 에세이와 『Behind the Scenes: Contemporary
Bollywood Directors and Cinema』 에 실은 영화 RajkumarHirani 에 대한 분석 등 여러 권의 선집에 글을 실었으며, 랑간이 쓴 첫 단
행본인『Conversations with Mani Ratnam』은 2012년 펭귄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다. 두 번째 책인 『Dispatches From the Wall
Corner』는 웨스트랜드출판사가 2014년에 펴냈다.

Interview

무엇이 영화 <메르살>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만들었는가? 당신의 나라에서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
이 필요한가?

이 영화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인도 전역에서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의료비 급등 및 의료

헤마 루크마니

헤마 루크마니는 마두라이 지역 레이디 도크 컬리지에서 영문학
학사를 받았으며 마두라이 카마라지 대학(MKU)에서 저널리즘

& 대중 전달학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 이후 그녀는 마두라이 카

과실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어 왔다. 이런 컨셉과 인기 있는 슈퍼스타가 주연을 맡고, 인상 깊은 음악, 팽팽
한 시나리오와 효과적인 마케팅 같은 뛰어난 상업적 요소들에 힘입어 우리 영화 <메르살>은 크게 성공했다.
영화 투자는 어떻게 받는가? 당신의 나라에서는 영화 투자가 대개의 경우 어떻게 일어나는가?

제작자는 어떤 영화이던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이다. 대게 제작자는 제작사의 능력, 프로젝트의 타임라인
및 영화의 성공 가능성에 따라 이 영화에 대한 자금을 투자가들에게서 마련한다. 특정 지역을 위한 프로젝트

판권을 구입하는 유통 업체도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이익과 위험에 감수하는 투자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 주는 영화계 금융업자들 또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다.

마라지 대학에서 영문학으로 석사 학위를 다시 또 한번 받았다.

현지 영화는 어떤 식으로 개봉을 하는가?

의 대상이 되는 방대한 양과 다양한 언어의 영화 컬렉션을 가진

에 비해 부족하다. 영화 제작사의 신용도와 영화의 개봉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극장 소유주들의 신뢰를 얻는

몇몇 마케팅 업체와 일을 해본 해마는 이후, 많은 사람에게 선망
무비클럽이라는 DVD 도서관을 열었다. 이후 그녀는 오래된 DVD

도서관 RIC까지 사들였으며 두 도서관들을 11년간 운영했다. 이
두 도서관은 양질의 영화에 대한 그녀의 관심과 지식을 키우게 된

극장은 영화 생태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극장과 스크린의 수는 개봉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영화의 수

것이 중요하다. 상영 시간이나 황금 시간대 상영 횟수는 상영 전 자체적 기준으로 평가되며, 정해진 영화의
가치에 따라 배분된다. 또한 영화 개봉 전 탄탄한 마케팅 전략과 홍보도 많은 스크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영향을 미친다.

출발점이 된 것이다.

당신의 나라에서는 수익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당신의 영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력의 영화사 테난달 스튜디오(1976년 제작자겸 감독 라마 나라

이 하지 않고, 직접 영화를 개봉하기도 한다. 엮여있는 관계가 길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이익 분배가 발생하

그 후 헤마는 인도 전역에 750편 이상의 영화를 배급한 40년 경

야난에 의해 설립됨)에 합류하였으며 다양한 영화 제작과정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회사는 이후 라마 나라얀난의 아들(그

리고 루크마니의 남편)인 무랄리 라마사미가 이끌게 되었으며 헤
마를 회사의 CEO로 승진시키는 등 회사를 적극적으로 개편하였

다. 이후 테난달 스튜디오는 그들의 100번째 영화이자 작년 가장

큰 블록버스터였던 <메르살>과 같은 영화를 제작하면서 칼리우드(타밀어) 영화계의 핵심

회사 중 하나가 되었다. 현재 그들의 개봉 예정작 중에서도 흥행 가능성이 높은 영화들이
포진해있다.

영화에 참여하는 일반적인 네트워크는 제작사-배급사-극장으로 되어있다. 때때로 제작자들은 배급사와 같
기 때문이다. 우리는 후자를 선택하였다.

2017년 당신이 예의주시한 시장 동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파라노말 영화는 스타 캐스팅이나 영화의 질과 상관 없이 항상 보고자 하는 수요를 찾을 수 있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비평적으로나 흥행 면 모두에서 여성 중심의 영화들이 호평을 받았다. 어두운 코미디 영화도
꽤 선방했다. 스타 캐스팅을 등에 업은 영화들도 컨텐츠가 강한 경우에만 성공을 거두었다. 찬사를 받은 좋
은 영화와 흥행 성공에 있어서 언어는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요즘 국내 업계에서 가장 힘든 요인은 무엇인가?

불법 복제가 단연코 가장 큰 요인이다. 조속히 기술적, 법적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 및 영화

관 동시 개봉과 같은 방법은 더 많은 이익을 발생시키고, 불법 복제를 막는 해답이 될 수 있다. 규제된 티켓
가격 제약 또한 우리가 더 나은 산업으로 발전하고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신의 나라에서 촬영하기를 원하는 외국 영화 제작자들을 위한 팁이 있는가?

인도는 영화 제작을 위한 원스톱 상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계절에 상관 없이, 수려한 경관의 로케이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실력이 출중한 아티스트들, 낮은 제작비와 유연한 노동 시간은 이 나라를 항상 다른 곳
보다 더 좋은 옵션으로 만든다. 크루의 안전과 손쉬운 촬영 허가는 추가적인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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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도 칼리우드(타밀) 영화 흥행

B e st3

1 메르살

특정 의료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행방불명된 후, 한 명의 남자가 용의자로 체포되었다.
용의자에게 동기와 이유에 대해 심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의료 산업의 더러운 비즈니스, 커넥

2 비베감

한 인터폴 요원이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데, 그는 비밀요원을 위해 일하는 친구들에게 복수를 감행한다.

션들이 점차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감독
아틀리 쿠마르

제작
H. 무랄리, 헤마 루크마니

제작사
Sri Thenandal Films

배급사
AP International

>> 아틀리 쿠마르

개봉일
2017.10.18

주로 타밀 영화로 활동하는 인도 영화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 그는 그의 감독 데뷔
작 Raja Rani (2013)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비제이 어워즈에서 최우수 데뷔 디렉
터로 선정되었다. 그는 <로봇>(2011) 및 <난반>(2012) 영화를 위해 고 예산 영화 제
작자 S.샹카르의 조감독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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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 수입
INR 1,740,000,000

감독
시바

제작
아루준 티야라얀

제작사
Sathya Jyothi Films

배급사
Sun TV

개봉일
2017.08.24

흥행 수입
INR 880,000,000

>> 시바

타밀 시네마와 텔루구 시네마에서 연출자, 촬영 감독, 배우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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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FAN
INDUSTRY
GATHERING
2018

[메이드 인 아시아]

3 바이라바

정중한 빚 수금 대행업자인 바이라바는 교육계의 자선가로 위장한 난폭한 범죄자와 대적한다.

감독
바라탄

제작
B. 바라티 레디

제작사
Vijaya Productions Pvt. Ltd.

배급사
Sri Green Productions

>> 바라탄

개봉일
2017.01.12

인도의 영화감독이자 예술가, 아트디렉터인 바라탄은 말라야람 시네마의 새로운 영
화 학교의 창립자로 유명하다. 1980년대에 파드마라자난드 K.G 조지와 함께 설립한
이 학교는 비평적으로 호평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진 영화
를 만들었다.

144

BIFAN INDUSTRY GATHERING 2018

흥행 수입
INR 830,000,000

KOREAN FILM MARKET/INDUSTRY IN 2017
FIGURES OF TOP 10 FILMS IN KOREAN BOX OFFICE
TITLE

DIRECTOR

A Taxi Driver

JANG Hun

COUNTRY GENRE
Korea

SOURCE : www.kobis.or.kr

PRODUCTION

DISTRIBUTION

TITLE

DIRECTOR

GENRE

AUDIENCE

PRODUCTION

DISTRIBUTION

12,186,684

THE LAMP Co,.LTD

Showbox Corp

A Taxi Driver

JANG Hun

Drama

12,186,684

THE LAMP Co,.LTD

Showbox Corp

Lotte shopping

Along With the Gods:

Drama

KIM Yonghwa
Korea Fantasy
8,539,495
Realies Pictures, Inc.
The Two Worlds						
KIM Sunghoon

Korea

Action

7,817,631

JK Film

Spider-Man: Homecoming
Jon WATTS
USA
Action
7,258,678
Columbia Pictures
							
The Outlaws
The Battleship Island

CJ E&M Corp.
Sony Pictures Releasing
International

Korea

Crime

6,879,841

Hong Film

Megabox Plus M

RYOO Seungwan

Korea

Action

6,592,151

Filmmaker R&K

CJ E&M Corp.
Lotte shopping
Lotte Entertainment Co.,Ltd

HAN Jaerim

Korea

Crime

5,317,383

WOOJOO Film

Next Entertainment World

Bill CONDON

USA

Romance

5,138,330

Walt Disney Pictures

The Walt Disney Company Korea

Matthew VAUGHN

USA

Action

4,945,484

Twentieth Century Fox

Twentieth Century Fox

Beauty and the Beast
Kingsman: The Golden Circle

Lotte Entertainment Co.,Ltd

KANG Yunsung

Midnight Runners
KIM Jason
Korea
Action
5,653,270
Movie Rock
							
The King

SOURCE : www.kobis.or.kr

AUDIENCE

Along With the Gods:

Confidential Assignment

FIGURES OF TOP 10 FILMS IN DOMESTIC BOX OFFICE

KIM Yonghwa
Fantasy
8,539,495
Realies Pictures, Inc.
The Two Worlds					

Lotte shopping
Lotte Entertainment Co.,Ltd

Confidential Assignment

KIM Sunghoon

Action

7,817,631

JK Film

CJ E&M Corp.

The Outlaws

KANG Yunsung

Crime

6,879,841

Hong Film

Megabox Plus M

RYOO Seungwan

Action

6,592,151

Filmmaker R&K

CJ E&M Corp.

The Battleship Island

Lotte shopping Lotte 		

Midnight Runners
KIM Jason
Action
5,653,270
Movie Rock
						
The King
The Swindlers
Steel Rain
The Fortress

Entertainment Co.,Ltd

HAN Jaerim

Crime

5,317,383

WOOJOO Film

Next Entertainment World

JANG Changwon

Crime

4,018,035

Film Company Doodoong

Showbox Corp

YANG Woosuk

Action

4,014,293

Whyworks Entertainment

Next Entertainment World

HWANG Donghyuk

History

3,849,087

Sirenpictures

CJ E&M Corp.

GROSS BOX OFFICE UNIT : Million WON(KRW)
A Taxi Driver

68,350

Along With the Gods: The Two Worlds

63,783

Confidential Assignment

The Battleship Island
Midnight Runners
The King
Beauty and the Beast
Kingsman: The Golden Circle

USA
30

Fantasy
68,350

59,125

Spider-Man: Homecoming
The Outlaws

History
31,225

95,855

Action
190,669

56,318

Drama
95,855

50,510
44,381

Korea 70

43,487
42,133
40,987

Crime
131,117

BOX OFFICE SHARE BY COUNTRY

DOMESTIC MOVIE YIELD BY GENRE

UNIT : %

UNIT : Million WON(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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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he statistics in this article are cited from “The Annual Report of Korean Movie Industry 2017”
published by the Korean Film Council.

The Korean Film Market: 2017

for foreign movies was 105,970,000 with the 5.5%

anticipated that the box office will not see many

increase over the previous year. This shows that

changes and stay in the low grow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audience for foreign

CJ E&M has been the top distributor in the Korean

movies contributed to the small increase in the

film market for consecutive 15 years. However, due

1. Introduction

concentration ratio was lowered. The polarization

total number of audience. The average number

to the underperformance of The Battleship Island

The total market size of Korean movies increased

of box office hits was also improved partially.

of visits to movie theaters counts 4.25, and it is

and The Fortress, which were released for summer

2.4% over the previous year. However, considering

However, seen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2017

already one of the highest in the world. Thus, it is

peak season and Chuseok(Korean Thanksgiving)

the 3.1% growth of the country’s GDP during the

was another year that saw a small number of

same period, it is possible to say that the Korean

corporations that possess content and media

film market made virtually no progress. Although

channels led movie productions. Independent

the growth of the market was in stagnation, the

films and arthouse movies also suffered difficulties.

Key statistics of Korean film market 2008-2017
Year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Total
15,083 15,696 14,918 15,972 19,489 21,335 21,506 21,729 21,702 21,987
number

Korean film market sales 2008-2017
Market

2008

Theater

9,794

Additional
Market

2,224

KRW

230

2009

2010

2011

2012

Audience
number

2013

2014

2015

10,941 11,684 12,358 14,551 15,513 16,641 17,154
888

1,109

155

462

1,709

382

2,158

414

2,676

651

2,971

664

3,349

628

Overseas
USD

2,104

1,412

4,222

3,487

3,782

5,946

6,308

5,550

•

2016

2017

17,432

17,566

4,125

4,362

Theater
Release
Rights

509

460

Technical
services
exports

664

883

Total

1,173

1,343

Theater
Release
Rights

4,389

4,073

Technical
services
exports

5,720

Total

Total

12,248 11,984 13,255 14,449 17,123 18,840 20,276 21,131

7,806

10,109 11,879

22,730

23,271

• Unit: 1 billion KRW / 10,000 USD with the exchange rate of 1USD = 1,130.84KRW (market average rate of 2017)

(Unit:
10,000)

Korean
number

6,355

7,641

6,940

8,287

11,461 12,729 10,770 11,293 11,655 11,390

Share

42.1%

48.7%

46.5%

51.9%

58.8%

59.7%

50.1%

Foreign
number

8,728

8,055

7,978

7,685

8,028

8,606

10,736 10,436 10,047 10,597

Share

57.9%

51.3%

53.5%

48.1%

41.2%

40.3%

49.9%

previous year, which made 2017 the year with

The total number of audience in 2017 counted

the biggest ticket sales. The number of audience

219,870,000 with the ticket sales of 1.756 trillion

for Korean movies was 113,900,000 with the

KRW. The ticket sales increased 0.8% over the

market share of 51.8%. The number of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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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8.2%

Korean
movies
302
108
118
140
150
175
183
217
232
(actual 									
(167)
Number
release)

376
(164)

Korean
movies
1,218
272
243
286
289
456
722
878
944
(actual									
(411)
release)

1,245
(456)

of movies
released

48.0%

53.7%

46.3%

•

Number of screens
2,004
nationwide

2,055

2,003

1,974

2,081

2,184

2,281

2,424

2,575

2,766

Number of screens
nationwide

309

305

301

292

314

333

356

388

417

452

Number of visits to
movie theaters

3.04

3.15

2.92

3.15

3.83

4.17

4.19

4.22

4.20

4.25

Earning rate of
17.6%
-43.5% -13.1% -11.0% -16.5% 15.9% 16.8%
7.6%
4.0%
Korean movies									
(21.8%)
••

2. Box Office Counts

52.0%

4.7%
(8.2%)

• Since 2017, KOFIC has been counting the number of movies released under two categories: actual and perfunctory. If a
movie is shown for more than 40 times, which is an average number of screenings for a movie to be shown on one screen
throughout a week, it counts as actual release.
•
• The ‘earning rate’ after year 2011 was corrected by using ‘total production cost’ as a standard in order to calculate the
proportion of return on investment. In addition, the calculated figures in parentheses are based on highly-commercial
movies (with the net production cost higher than 3 billion KRW or released on more than 300 screens) among commercial
movies (with the net production cost higher than one billion KRW or released on more than 100 scre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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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ence numbers for Korean movies and foreign movies, market shares,
annual movie theater attendance 2008-2017
Year
Sales of movie theaters

2008

2009

Total

9,794

10,941

Change rate

-1.3%

11.7%

6.8%

5.8%

17.8%

6.6%

7.3%

3.1%

1.6%

0.8%

Korean movies 4,126

5,318

5,125

6,137

8,361

9,099

8,206

8,796

9,279

9,027

-16.5

28.9%

-3.6%

19.8%

36.2%

8.8%

-9.8%

7.2%

5.5%

-2.7%

Foreign movies 5,668

5,623

6,559

6,221

6,190

6,414

8,435

8,358

8,153

8,539

13.9%

-0.8%

16.7%

-5.1%

-0.5%

3.6%

31.5%

-0.9%

-2.5%

4.7%

Change rate

Change rate

Total nubmer
15,083 15,696
of audience

2010

2011

11,684 12,358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4,551 15,513 16,641 17,154 17,432

14,918 15,972

19,489 21,335 21,506 21,729 21,702
0.8%

1.0%

-0.1%

Audience number

-5.0%

4.1%

-5.0%

7.1%

22.0%

Change rate

6,355

7,641

6,940

8,287

11,461 12,729 10,770 11,293 11,655

11,390

Change rate

-20.0%

20.2%

-9.2%

19.4%

38.3%

11.1%

-15.4%

4.9%

3.2%

-2.3%

Change rate

42.1%

48.7%

46.5%

51.9%

58.8%

59.7%

50.1%

52.0%

53.7%

51.8%

Change rate

8,728

8,055

7,978

7,685

8,028

8,606

10,736 10,436 10,047

10,597

Change rate

9.9%

-7.7%

-1.0%

-3.7%

4.5%

7.2%

24.8%

-2.8%

-3.7%

5.5%

Change rate

57.9%

51.3%

53.5%

48.1%

41.2%

40.3%

49.9%

48.0%

46.3%

48.2%

3.04

3.15

2.92

3.15

3.83

4.17

4.19

4.22

4.20

4.25

Movie theaters

2013

2014

2015

2016

2017

CGV(CR1)

49.5%

50.7%

50.6%

49.7%

48.7%

Lotte Cinema

28.4%

28.6%

29.9%

30.1%

30.0%

Megabox

18.1%

17.4%

16.6%

17.3%

18.3%

Sum of top three
chains(CR3)

96.1%

96.7%

97.1%

97.1%

97.0%

3.9%

3.3%

2.9%

2.9%

3.0%

HHI

2013

2014

2015

2016

2017

Market share of the top distributor in
terms of sales figures (CR1)

21.2%

24.6%

22.5%

17.0%

15.0%

Aggregate market share of top three
distributors in terms of sales figures (CR3)

53.9%

48.2%

51.4%

43.1%

36.9%

Aggregate market share of top five
distributors in terms of sales figures (CR5)

77.1%

68.5%

69.8%

63.3%

55.4%

Aggregate market share of top ten
distributors in terms of sales figures (CR10)

96.3%

89.5%

94.2%

91.2%

87.9%

HHI

1,373

1,221

1,268

1,054

864

Average Production Cost of Korean Commercial Movies 2013-2017
Net production cost (a)
Marketing cost(P&A)(b)
				
Number

3,591

3,695

3,732

3,680

3,610

Total production
cost (a + b)

Category

of
movies

2013

63

40.9

69.8

17.7

30.2

58.6

2014

67

35.5

69.8

15.4

30.2

50.9

70

37.4

69.9

16.1

30.1

53.5

55

45.2

69.7

19.7

30.3

64.8

78

33.3

71.3

13.4

28.7

46.7

57

43.4

71.4

17.4

28.6

60.8

83

38.2

72.3

14.6

27.7

52.9

56

54.5

72.7

20.5

27.3

75.0

Average total
Average net production Proportion Average marketing Proportion
production cost
(%)
(%)
cost (billion KRW)
cost (billion KRW)
							
(billion KRW)

Commercial movie
2015
		
Highly commercial
		
movie

(concentration rate and HHI of top-tier companies)

Independent movie theaters

Category

1.3%

Concentration rate of movie screening market 2013-2017

Top
three
chains

(concentration rate and HHI of top-tier companies)

21,987

Change rate

Movie theater
attendance
(number of times)

9.5%

17,566

Concentration rate of movie distribution market 2013-2017

Commercial movie
2016
		
Highly commercial
		
movie
2017 Commercial movie
(Tentative
		
figure)

		

Highly commercial
movie

holidays, CJ E&M’s market share over the previous

a good performance. Thanks to the box office

year was decreased. Lotte Entertainment moved

success of The Outlaws, Anarchist from Colony, and

up five ranks over the previous year, becoming the

Your Name, the company ranked the 6th among the

second biggest distributor thanks to Along With

distributors, becoming an established medium-

the Gods: The Two Worlds, Midnight Runners, and

sized distributor.

I Can Speak. In 2017, Megabox Plus M deli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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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 rate of Korean commercial movies 2011-2017
Group A Profit Rate

Group B Profit Rate

Unit : %

25

21.8

20

15.9

15

16.8

This shows that there was a general increase in

ensuing change in the viewing pattern. There is a

the production cost of movies.

need for an active preparation of the changes to

The profit rate of Korean commercial movies in

happen in the film market.

2017 is estimated as 4.7%. The estimated profit

17.6
7.6

10

expansion of online channels such as OTT and the

5

rate of commercial movies with bigger production
8.2
4.7

4

4. Production Cost and Profit

budget and wider release is 8.2%. The figures

The average net production cost in 2017 (among

show a considerable decrease, compared to the

174 movies examined) was 1.91 billion KRW and

average profit rates of 17.6% and 21.8% in the

-5

marketing cost was 730,000,000 KRW. Thus, the

previous year. Among 83 movies that have been

-10

average total production cost was 2.63 billion

counted as commercial movies, 23 movies (27.7%)

KRW. In terms of budget, there was an increase of

were past the BEP (break-even point). Among 56

movies with the budget exceeding 10 billion KRW.

highly commercial movies, 19 movies (33.9%) were

The number of movies with the budget between 7

past the BEP. This ultimately shows that there

to 10 billion was decreased.

was a continued increase of ‘big movies,’ which

Commercial movies had the average total

reinforced the phenomenon that such ‘big movies’

0

-15
-2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6.5
The profit rate of 2017 is based on the tentative figures.

production cost of 5.29 billion KRW, consisting

made good results.

The biggest box office hit in 2017 was A Taxi Driver,

concentration thanks to the participation of

of 3.82 billion KRW net production cost and 1.46

What should be noted is that the profit rate of

a tentpole movie released in August. The movie

Hollywood’s major film studios. The top distributor

billion KRW marketing cost. Among commercial

movies with moderate budget was relatively

attracted 12,180,000 audiences and was the only

takes up 15% of the market while the top three

movies with bigger production budget and wider

improved. If movies with moderate budget sustain

movie that had more than 10 million audiences in

makes 36.9%. What should be noted is that

release, the average total production cost was

such a growth rate, it would even be possible to

2017. Among Korean movies, Along With the Gods:

the aggregate market share of the top three

7.5 billion KRW, consisting of 5.45 billion KRW net

have positive anticipation that the investors will

The Two Worlds, Confidential Assignment, and The

distributors makes 63.8% of the total distribution

production cost and 2.05 billion marketing cost.

not avoid putting the capital in such movies.

Outlaws made good numbers in the box office.

of Korean movies.

Among foreign movies, Spider-Man: Homecoming,

There has been repeated criticism that the

Beauty and the Beast, and Kingsman: The Golden

concentration of conglomerates in screening

Circle attracted a large number of Korean

and distribution markets induced unfair business

audience.

practices against small and mid-sized businesses
and individuals.

3. Market Structure

Discussions around this issue continued in 2017.

The Korean film market has been led by

In addition to efforts to improve the negative effect

conglomerates, and there have been little changes

of the existing market structure, there is also a

made to this structure. According to the statistics,

need to change the sales structure of the Korean

there are 452 movie theaters and 2,766 screens

film market. In Korea, the sales made by movie

throughout Korea. Among them, the top three

theaters takes up 75% of the total movie sales,

movie theater chains own 354 movie theaters and

which is exceptionally higher than film markets in

2,545 screens, which is 92% of all screens. In terms

other countries. This inevitably leads to a serious

of sales figures, the top three chains take up 97%.

conflict of interest with regards to the screening of

The distribution market has less market

movies at movie theaters. Also inevitable a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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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Dongjun / Manager, KOFIC Policy Research Department at the Korean
Film Council
DO Dongjun has been working for the Korean Film Council since 2004. Working primarily
with the KOFIC Policy Research Department, DO has been mainly focusing on researching law
and policy regarding the movie industry. DO completed the Ph.D. course in law. His research
interest lies in the process of realizing diverse policy suggestions arising from the movie
industry in specific and regulatory measures.

Interview

Please introduce the film.
Along with the Gods: The Two Worlds, was a webcomic that gained a lot popularity on Naver,
consists of the Afterlife, This Life, and Myth episodes, of which the part about the afterlife was the
basis for the movie adaptation. Part 1 and Part 2 of Along With the Gods was filmed simultaneously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drew 14.41 million people to the theaters since it was released on

WON Dongyeon

December 20, 2017, making it the second highest grossing Korean film of all time.
The plot involves an ordinary fireman called Jahong KIM and his relationship with his three
defense lawyers in the afterlife named Ganglim, Haewonmak, and Deokchoon and tells the story
of forgiveness and salvation.

What made your film so successful? What does it take to succeed at the box office
in your country?
I think taking the thoughts of the majority of the audience about the afterlif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filial duty, forgiveness and salvation and utilizing them in a
fantasy genre which is uncommon in Korea came across as something new.
Also, I believe the unusual amount of VFX added to the images provided new attractions for the
audience to see along with a universal story which was appealing, aided by a multi-casting strategy
involving an extensive, star-studded cast.
I also think that promoting a family film around the Christmas/New Year holiday season brought in
a wide variety of viewers.

How do you go about getting investment for films? How does a film usually get
investment in your country?
For Korean films usually, a script is developed and then a packaged proposal with a recommended
director, cast and budget is sent to an investor for review and then investment is secured. Since

WON Dongyeon is a film producer and CEO of REALIES PICTURES.

Along With the Gods was such a big scale film with 2 parts of the story being filmed at the same

He has taken part in various Korean films since 1995 and his major

time, it was very difficult to secure funding. Fortunately, the production company and its co-

projects include The 200 Pound Beauty(2006), Masquerade(2012), Warriors
of the Dawn(2017), Along With the Gods: The Two Worlds(2018). Along With
the Gods: The Two Worlds drew over 10 million viewers to the box office in
2017 and became the second highest grossing Korean film of all time.

production company Dexter Studios invested in part of the project, which took the burden off
Lotte, the main investor, as well as other partial investors. As a film with an unprecedented budget
of KRW43 billion, the investors were extremely cautious in reaching their decisions. As a result,
the investment funds for the entire project were recouped by the revenue from the first film but it
was an tremendously difficult and risky project.

Along With the Gods: The Last 49 Days is set to be released in 2018 and he
is also developing projects such as Confession and Survival.

What kind of releases do local films get?
I’m confident in saying that Korea produces films in a wide variety of genres.
When one type of film does well, then multiple films in a similar genre get made of course but that
does not mean films in only a certain genre are being p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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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it is rare that a fantasy film like Along With the Gods is produced and there aren’t that

birthrate continues to decline, so everyone in the film industry is aware that the domestic market

many melodramas or romantic comedies being made either. Also, there are too many male

for Korean cinema has reached its limit.

character-driven films and it’s difficult to get period films made because their production budget

The revised labor law and industry unions as well as the implement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is about 30% higher than a modern drama piece.

between organizations has led to an increase in production costs and the current structure

All in all, I still believe that Korean films are made in a wide assortment of genres.

cannot bring more people to the theaters, so it’s crucial that Korean films break into the overseas
market. We are waiting for the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to establish principles and a

How does profit-sharing work in your country? How did it work for Your film?

system for international co-production and distribution.

Generally, there’s no profit-sharing until the initial investment amount is recouped (priority given
to investment principal) and profit is divided 60:40 between the investor and the production

Do you have any tips for foreign filmmakers looking to shoot in your country?

company.

Korea has a world-class, cost-effective system in terms of skilled crew, post-production sound and

Unfortunately, very few production companies receive 40% of the profit (even prominent

visual effects.

production companies with a track record of successful films) and this amount also includes the

Consequently, I hope to see more interest and cooperation since high quality work can be done

incentives or bonuses for the director, cast and crew, so there’s usually a co-production partner

at the filming phase and the post-production phase. But I would like to say that a script which

and sometimes a 70:30 or 80:20 profit sharing rate between the investor and the production

contains the sentimentality and culture of Koreans and goes well with Korea is the top priority

company is set from the beginning.

rather than simply filming in Korea just for the Korean landscape.

Along With the Gods had a profit-sharing rate of 60:40 between the investor and production

Also, the Korean Film Commissions and Industry Network is well established, so you can get a

company though and the production company’s share includes incentives or bonuses for the

wide range of support through the various regional film commissions or the Korean Film Council.

director, cast and crew.

What are some of the market trends you saw in 2017?
I think it would be difficult to state with certainty that there is a trend in Korean cinema but one
thing has become evident; the unwritten rule that a high budget blockbuster with a star-studded
cast (of 3 or more A-listers) guarantees success has been proven wrong.
Films with a medium-sized budget like I can Speak, Midnight Runners, and The Outlaws did very
well and experimental films in diverse genres as well as contemporary documentaries like Our
President also did quite well.
Since the new government came into power, films with messages that were too strong (justice,
freedom, principle & etc.) seemed to weigh down the audience and there appears to be an
increasing demand for films as a form of entertainment, so there is a need for purely entertaining
films.
Certain films still take over the majority of screens, and now the audience is categorizing films into
those worth watching in a theater and those that are okay to be viewed on IPTV or the Internet,
so it’s expected that strategies for films shown in theaters will definitely become more diversified
while new platforms spearheaded by Netflix will bring about big changes to diversity in films and
distribution.

What’s the toughest challenge for the domestic industry these days?
Each person in Korea already watches movies at an average of more than 4.5 time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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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 st3 KOREAN FILMS IN 2017

1 A Taxi Driver

2 Along With the Gods: The Two Worlds

A widowed father and taxi driver who drives a German reporter from Seoul to Gwangju to cover

A firefighter Jahong dies trying to save a girl and is taken to the purgatory by 3 Afterlife guardians.

the 1980 uprising, soon finds himself regretting his decision after being caught in the violence

He must go through 7 trials to be reincarnated. Having died begrudgingly, his brother Suhong

around him.

turns into a vengeful spirit to block the trials.

Director
JANG Hun

Producer
PARK Eunkyung

Release
2017.08.02

Gross Box Office
KRW 95,855,737,149

Audience
12,186,684

No. of Screens
1,906

Production
THE LANP Co,.LTD

Distribution
Showbox Cop

>> JANG Hun
A film maker in Korea. Graduated from Department of Design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 He sent a letter to film maker, KIM
Kiduk to join his production team. His devut as a film director was Rough Cut
Film, with a scenario written by KIM Kiduk. He was said to excel KIM Kiduk in
popularity, as his one film’s box office outcounted the accumulated number
of all of KIM Kiduk’s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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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KIM Yonghwa

Producer
WON Dongyeon

Release
2017.12.20

Audience
No. of Screens
Production
8,539,495
1,912
Realies Pictures, Inc.
				

Gross Box Office
KRW 68,350,496,432
Distribution
Lotte shopping
Lotte Entertainment Co.,Ltd

>> KIM Yonghwa

Debut Oh! Brothers(2003) to his latest work Take Off(2009), he has
established himself as a clever commercial director who gives both laughter
and emotion. Director KIM Yongwha, who has challenged the big goal of
being the first spatter-sized 3D stereoscopic shooting in Korea and a full
digital character, is ready to ring audiences through Mr.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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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 st3

CHINESE FILM MARKET/INDUSTRY IN 2017

KOREAN FILMS IN 2017

FIGURES OF TOP 10 FILMS IN CHINESE BOX OFFICE
TITLE

DIRECTOR

COUNTRY GENRE AUDIENCE

SOURCE : China Film Organization
AUDIENCE UNIT : 10 Thousand

PRODUCTION

				
Beijing Dongfang
Wolf Warriors 2
WU Jing
China
Action
15,951
Internationa Cultural
						
Communications Company
Fast and Furious 8
Never Say Die

DISTRIBUTION
Beijing Jingxi Culture&
Tourism Company

F. Gary GRAY

USA

Action

7,289

Universal Pictures

Universal Pictures

Chiyu ZHANG, Yang SONG

China

Comedy

6,619

Beijing Fun Age Pictures

Tianjin Maoyan Media Co.,Ltd

Horgos Taihe Shuyu Culture
Kung Fu Yoga
Stanley TONG
China
Action
4,597
Sparkle Roll Media
							 Development Co.,Ltd
Journey to the West:
Shanghai Tao Piao Piao
Hark TSUI
China Adventure
4,237
China Film Group
The Demons Strike Back						Entertainment Co.,Ltd
Transformers: The Last Knight

3 Confidential Assignment

Michael BAY

USA

Action

4,200

Paramount Pictures

Paramount Pictures

Dangal

Nitesh TIWARI

India

Action

4,320

Aamir Khan Productions

UTV Motion Pictures

Coco

Lee UNKRICH

USA

Animation

3,559

Walt Disney Pictures

Walt Disney Pictures

Youth

Feng XIAOGANG

China

Drama

3,469

Huayi Brothers Pictures

Huayi Brothers Pictures

Joachim RONNING,
Espen SANDBERG

USA

Action

3,296

Walt Disney Pictures

Walt Disney Pictures

Pirates of the Caribbean:
Dead Men Tell No Tales

When a crime organization from North Korea crosses borders and enters South Korean soil,
a South Korean detective must cooperate with a North Korean detective to investigate their
whereabouts.

GROSS BOX OFFICE UNIT : Million (CNY)

5,310

Wolf Warriors 2
Director
KIM Sunghoon

Producer
JK YOUN

Release
2017.01.18

Gross Box Office
KRW 63,783,138,326

Fast and Furious 8

Audience
7,817,631

No. of Screens
976

Production
JK Film

Distribution
CJ E&M Corp.

Never Say Die
Kung Fu Yoga
Journey to the West: The Demons Strike Back

>> KIM Sunghoon

Transformers: The Last Knight

He is a film director and screenwriter in South Korea. In 2006 he made his
directorial debut with the film How The Lack Of Love Affects Two Men.

Dangal
Coco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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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rates of the Caribbean:
Dead Men Tell No Tales

2,518
2,065
1,650
1,569
1,462
1,199
1,123
1,1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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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S OF TOP 10 FILMS IN DOMESTIC BOX OFFICE
TITLE

DIRECTOR

GENRE

AUDIENCE

			
Wolf Warriors 2
WU Jing
Action
15,951
					
Never Say Die

Chiyu ZHANG, Yang SONG

Comedy

6,619

SOURCE : China Film Organization
AUDIENCE UNIT : 10 Thousand

PRODUCTION

DISTRIBUTION

Beijing Dongfang
International Cultural
Communications Company

Beijing Jingxi Culture&
Tourism Company

Beijing Fun Age Pictures

Tianjin Maoyan Media Co.,Ltd

Kung Fu Yoga
Stanley TONG
Action
4,597
Sparkle Roll Media
						

Horgos Taihe Shuyu Culture
Development Co.,Ltd

Journey to the West:
Hark TSUI
Adventure
4,237
China Film Group
The Demons Strike Back					

Shanghai Tao Piao Piao
Entertainment Co.,Ltd

Youth
Duckweed
Buddies in India
Wu Kong
Chasing the Dragon

Feng XIAOGANG

Drama

3,469

Huayi Brothers Pictures

Huayi Brothers Pictures

Han HAN

Comedy

2,894

Quidam Studios

Shanghai BONA Media Co.,Ltd

Baoqiang WANG

Action

2,135

Beijing Enlight Pictures

Beijing Enlight Pictures

Chi-kin KWOK

Action

1,938

New Classics Media Corporation

New Classics Media

Jason KWAN, Jing WONG

Action

1,775

Bona Film Group

Bona Film Group

Some Like It Hot
Xiaofei SONG, Xu DONG
Comedy
1,736 New Classics Media Corporation
						

Xinli Movie Distribution
(tianjin) Co.,Ltd

Drama
1,113
India 10

Adventure
1,569

The Chinese Film Market: 2017
In 2017, China began spurring the development

achieved substantial results in 2017, maintained

of the film industry into a new era with the film

favorable development shifts, consolidated its foot

system practicing the spirit of the 19th National

as the world's second-largest film market, and has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now become a major driving force in the global

SAPPRFT(The State Administration of Press,

film market.

Publication, Radio, Film and Television of the

In 2017, in the film creation·production, China

People's Republic of China(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committed to a full-scale luxury strategy, and

implemented Film Industry Promotion Law of the

the level of creativity has greatly improve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

construction of the movie theater has been steadily

业促进法 ) in full force and determined to make

growing fast, and that of the provincial town has

2017 the year of promotion of film creation quality

greatly increased. 'Overseas expansion' and new

and the year of film market standardization.

technology development has become more active.

Furthermore, it accelerated to raise the film

The total revenue of the national box office in

creation from “Plateau” to “Peak”, and proceeded

2017 was 55.911 billion yuan(including service tax),

with the development and restructuring of the

which increased by 13.45% from 49.283 billion

film industry and its enhancement. Overall, China

yuan(including service tax) in 2016. The revenue

2011-2017 Box Office Revenue and Tendency

China
50

USA
40

.69

0
44

Tendency(%)

Comedy
3,561

5

6.6

52

Box Office

Action
8,872

2

7.1

45

9

6.3

29
9

7.6

5
1.1

.73

21

0

17

13

BOX OFFICE SHARE BY COUNTRY

DOMESTIC MOVIE YIELD BY GENRE

UNIT : %

UNIT : Million (CNY)

28.93

30.18

27.51

2011

2012

2013

36.15

2014

48.69

2015

3.73

15.21

2016

2017

Excluding online service tax in 2016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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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Chinese domestic films (hereinafter Chinese

screens nationwide, the total number of screens

it has already made film co-production contracts

Chinese films was 30.104 billion yuan(including

films) were 30.104 billion yuan, which is 53.84% of

reached 50,776, which broke the record again

with 20 countries. Overseas box office revenue

service tax), which accounted for 53.84% of the

the national box office. The number of audience

and China now has more screens than other

and sales revenue of Chinese films reached 4.2453

total national box office revenue. In the same year,

of city theater chains was 1.6237 billion, increased

country. China's cinematic capabilities have been

billion yuan increased by 11.19% from 3.825 yuan

there were a total of 92 Films with hundreds of

by 18.15% from the previous year. With 9,597 new

highlighted in the world, and as of the end of 2017,

billion in the previous year.

millions of yuan revenue. Among them, there were

There were 970 films of all genres produced in

51 Chinese films, increased by 6 from the previous

2017, including 798 feature films, 32 animations,

year, and 41 foreign films which were the same as

44 documentaries, 68 science education films. The

the previous year. 13 films exceeded 1 billion yuan

number of feature films and the total number of

in box office revenue, and 5 of them were Chinese

Year 2011-2017 Film Production Status
Year

Genre
		

Unit : Piece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Feature Film

660

745

638

618

686

772

798

Animation

24

33

29

40

51

49

32

Documentary

26

15

18

25

38

32

44

Science Education Film

76

74

121

52

96

67

68

Specialty Film

5

26

18

23

17

24

28

Total

791

893

824

758

888

944

970

films both increased by 26 from the previous year.
In 2017, the national box office revenue of the

films. The Chinese film, Wolf Warriors 2(战狼 2) hit
a box office record of 5.683 billion yuan(including

Over 1 billion Box office gross films
Unit : Piece
Chinese Film

86
81

Imported Film

Source: SAPPRFT(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41

34

84
41

66
60

2011-2017 Market share of Domestic & Imported Film

30

27

4

47

.0
01

3

Chinese Film(100 million yuan)

.36

1

27

Imported Film(100 million yuan)

3

6.6

26

.07

33

8
25

45

43

36

Chinese Film rate(%)

16

16
7

.31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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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7
82

2013

48.46

2011

2012

1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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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6

2017

excluding screened at the year-end and New Year holidays

90

58.65

2015

.84

60

53.61

2014

4

7.6

12

3

9.3

5
1.5

9

0.4

19

54.51

2014

61.58

2015

58.56

2016

53.84

2017

service tax) and took 1st place in box office

(1) Major Chinese Leitmotif Films pioneer new

revenue out of the all screenings in 2017. It set a

ground of creation

new box-office record of Chinese films as a single

In 2017, the film industry steadily promoted the

film.

production of 100 leitmotif films taking the 19th

The main features of creation, production of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ese film in 2017 are as follows.

China and the 9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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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armed forces. The film, titled The Founding

them again. The number of audience surpassed

of an Army(建军大业) , aimed to improve artistry

159 million and the box office revenue reached

and appreciation maintaining the ideology by

5.683 billion yuan hitting number one in a single

ideological innovations and bold attempts, which

market in the world and it took the 56th in the

reached closer to the audience to earn more

world box office revenue history.

than 403 million yuan in box office revenue.
Tribute films of the 19th National Congress of

(2) Chinese film production structure: Richer and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such as Hold Your

improved

Hands(十八洞村) and Sky Hunter(空天獵) , using the

audience as a unique brand. Documentary films

such as Mountain Kailash(冈仁波齐) , 22(二十二) , and

Seventy-seven days(七十七天) showed the vitality

2. Nationwide city theater chain and
movie theater market

of the unfailing creation Chinese films have. The

(1) City Theater Chain

diverse and plural genre materials have maximized

As of the end of 2017, there are 48 city theater

the audience's film choices and strengthened the

chains in the country. Compared to the same

status of Chinese film as a major market player.

period last year 2016, the number of screenings,
which is one of the three indicators of a City

The Chinese film production level has greatly

(3) Chinese film keep leading market position

Theatre Chain, maintained the yearly growth

poetic screen and rich expression technique,

improved, and the story genre has become more

Recently, the steady and rapid growth of the

basis, and the number of viewers and box office

showed the abundant results of new political

diverse, and ways of expression have become

Chinese film market has attracted worldwide

revenue growth came back in double figures. The

attention. Chinese film continues maintaining

number of screenings in 2017 increased 28.58%

market dominance. In 2017, the national box office

to 8,933,720 screenings, the number of audiences

revenue of the Chinese films was 301.04 billion

increased 18.15% to 1,623.7 million, and box office

Chinese Air Force. Films have focused on reality,

yuan, which accounted for 53.84% of the total

revenues increased 15.15% to 52,432,000,000

approached society, and raised the core values of

national revenue. 12 Chinese films(including one

yuan. The average movie ticket price in the

screened at the year-end and New Year holidays)

nationwide City Theatre Chain was 32.29 yuan,

exceeded 500 million yuan in box office revenue,

down 0.84 yuan from 2016.

more abundant. Wolf Warrior 2(战狼2) was a large-

ideology, ideas and strategies having been
obtained since the 18th National Congress of the

scale film with a high level of industrial technology,
Sky Hunter(空天獵) showed the capabilities of the

Communist Party.

Wolf Warrior 2(战狼2) which was released in the
summer of 2017 put more efforts during the

socialism and patriotism. Films such as Youth(芳

process of film production hiring the best special

华) , Duckweed(乘風破浪) , Kung Fu Yoga(功夫瑜伽)

effects team and expressed patriotism vividly using

and Never say Die(羞羞的铁拳) showed distinctive

the rich visual and auditory languages. The film set
up various records on a daily base and changed

artistic characteristics and were recognized by the

and Wolf Warrior 2(战狼2) reached 5,683 million

yuan and the audience was 159 million. It became

in box office revenue in 2017, increased by 3 from

the best performance Chinese film renewing

2016, and the total revenue of box office was

multiple market records.

51.8789 billion yuan, which accounts for 98.95% of

2011-2017 Number of audience in the city theater chains

the total revenue of the city theatre chain. 15 city

market and the trend of box office revenue
74

2,3

16

Audience(10,000)

29

,4
37

1

Box Offoce(100 million)
0

,22

6
12

0

,63

83

524.32

8

,68

7
,57

61

,4

35

131.15

2011

166

455.34
400.69

46
75

296.39

theater chains exceeded 1 billion yuan in revenue,

Excellent works come from excellent talent. Since

the same as in 2016 and their total revenue of

2012, government departments have focused

box-office is 41.816 billion yuan, accounting for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have

79.75% of the total revenue of the city theatre

nurtured next-generation talent by breaking down

chain. 8 city theater chains exceeded 2 billion

the traditional training system and focusing on

yuan, the same as in 2016 and the total revenue

the growth of young talent. Through the diverse

of these chains is 32.0262 billion yuan, which is

methods such as ‘Youth Dramatic Support Project’,

61.08% of the total revenue of the city theatre

‘CFDG Chinese Young Directors Support Project’

chains.

and cooperative education with Hollywood

The top six theatre chains in 2017 are Wanda,

production companies, new directors, writers,

Dadi, Shanghai United Cinema Circuit, Zhong

been increasingly core people in the film creation

1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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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vival of New Talent in Chinese Film

actors, producers, and technical experts have

217.69

2012

and production. Actual effects have shown a clear
2013

2014

2015

2016

39 city theater chains exceeded 100 million yuan

2017

role for new talent in Chinese film industry.

Ying Nan Fang (中影南方电影新干线) , Zhong Ying
Shu Zi(中影集团数字电影院线), Stella Theatre Chain
and they all of them exceeded over 3 billion

yuan in revenue. Wanda Theatre Chain's box

MADE IN ASIA

167

office revenue is 13.10% of the city theater chain

steadily progressing, and the number of county

from 2016. The total revenue of the theaters was

domestic film festival has also become a screening

revenue, reaching 6.8676 billion yuan. It kept the

theater screens in the whole country is already

899.6 million yuan, which accounts for 1.71% of

platform for art films. The screening of cultural and

first place in the city theatre chain revenue for 9

19,311, accounting for about 38% of the total

the total revenue of the city theater chains.

artistic films climaxed through feature screenings

consecutive years. Dadi Theater Chain possessed

screens of the whole country.

As of the end of 2017, there are more than 288

at the major film festivals in China such as Beijing

the largest number of theaters and screens with

In 2017, the number of movie theaters that

CGS screens(China film Giant Screen) which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hanghai International

928 movie theaters and 5,197 screens which made

exceeded 10 million yuan in revenue was 1,638,

officially started the operation in April 2012 and

Film Festival, Changchu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t still keep the top spot.

increased by 167 from 2016, and the revenue

they are distributed in 140 cities nationwide. So

and Silk Road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f these theaters totaled 29.9288 billion yuan,

far, 455 films have produced CGS screen master

(2) City Movie Theater

accounting for 57.08% of the total revenue of the

films with 230 Chinese films and 225 imported

3. Overseas import and film co-production

By 2017, there are 9,293 movie theaters that can

city theater chains. The number of movie theaters

films. Since 2014, CGS screens have screened

In 2017, China's overseas box office and sales

be counted as box office, and 50,970 screens.

exceeding 30 million yuan in revenue was 157,

940,000 times in total with more than 46 million

revenue increased by 11.19% year-on-year to 4.253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1,441 movie

decreased by 36 from 2016. The total revenue of

audiences, and total box-office revenue has

billion yuan. The global influence of Chinese films

theaters and 9,428 screens that can be counted

the theaters was 6.2063 billion yuan, accounting

exceeded 2 billion yuan.

has been steadily strengthened, and overseas

as box office were newly built and on average,

for 11.49% of the total revenue of the city theater

In 2017, 96 new CGS screens were officially

markets are also seeking opportunities for co-

about 26 new screens were added each day.

chains. The number of movie theaters exceeding

launched and the number cities with CGS

production of films with China. According to CFCC

Construction of county movie theaters has been

50 million yuan in revenue is 15, decreased by 14

screens has increased by 50. The total number

statistics, in 2017, 84 feature film co-productions

of screenings of CGS screens surpassed 390,000,

and 2 associate productions were approved

the audiences exceeded more than 16 million and

and planned and 60 co-productions passed

the total amount of box office revenue exceeded

the examination. In 2017, China continually co-

700 million yuan. 97 films produced CGS screen

produced with 21 countries and regions and unlike

master films, of which 50 are Chinese and 47 are

the existing co-productions, China's investment

2016-2017 Film Production Comparison
8

79

2
77

2017

Unit : Piece

2016

imported films. The movie Wolf Warrior 2(战狼2)

has gradually taken its leading position.

had a box office record of more than 100 million

In 2017, China concluded intergovernmental film

yuan from CGS screens.

co-production consultations with 6 countries,

As of the end of 2017, there are 500 IMAX screens

including Denmark, Greece, Kazakhstan, Russia,

in the whole country.

Brazil and Luxembourg. As of the end of 2017,
20 countries have already signed co-production

(3) The National Art Film Screening Federation

The National Art Film Screening Federation(全国

艺术电影放映联盟), launched in October 2016, took

68
49
32

44

67

32

Feature Film
Animation
Documentary
Science
				
Education Film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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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4

Specialty Film

contracts with China and the remaining 14
countries are Canada, Italy, Australia, France, New
Zealand, Singapore, Belgium(French-speaking),

the first step toward the diversity development

Korea, India, Spain, Malta, the Netherlands and

in the Chinese film market. According to State

Estonia.

Administration of Press, Publication, Radio, film

Chinese films’ worldwide releasing project has

and Televi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ecome a platform for film culture exchange and

development research center, as of the end of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other countries

2017, the National Art Film Screening Federation,

in the world, and it has become able to embrace

covering 95 cities with 353 art cinemas and more

more countries and people. During the Silk

than 500 screens, screened 60 art films. The

Road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2017, 19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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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战狼2) reached 5.3104 billion yuan in the box

There were 13 films that exceeded 1 billion yuan

in box office revenue, ranking first in revenue

office revenue, drew 160 million viewers and

in revenue in 2017, of which 5 were Chinese films

in 2017, and has renewed the box office record

replaced several market records, and became the

and 8 were imported movies. Its total amount

of previous screening films. American franchise

Road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film industry

biggest achievement of the Chinese film market.

of the box-office revenue was 22.3021 billion

action films Fast Furious 8 held the second rank

trade platform federation statement』. China-

New talent in Chinese film emerged and promoted

yuan, which is 42.54% of the total revenue of the

with 25.188 billion yuan and the Chinese comedy

the development of Chinese film to a new era.

nationwide city theater chains. The Chinese film,

representatives from the Silk Road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Chinese film representative
signed a film co-production contract and a 『Silk
France co-production project Dream City(奇遇之

城) , China-Indonesia co-production Batik(蜡染)

and China-Greece co-production project Stealing

room master(夺室大师) are included. The meaning

(2) Film distribution Screening

Wolf Warrior 2(战狼2) reached 5.3104 billion yuan

film Never say Die(羞羞的铁拳) won the third place
with 20.657 billion yuan.

In 2017, the total number of films screened at the

of signing the co-production film cooperation

city theater chains is 200, and box office revenue

agreement is in promoting Chinese film ‘overseas

surpassed 10 million yuan, increased by 13 from

expansion' and film exchange and cooperation

2016. The number of Chinese films increased by

with the Silk Road neighboring country.

19 from 2016 to 128, while the imported films
decreased by 6 from 2016 to 72. The total amount

4. Film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movies with the revenue of more than 10 million
yuan is 51.6584 billion yuan, which accounted for

(1) Film production

98.52% of the total amount of city theater chains’

There were 970 films of all genres produced in

box office revenues.

2017, including 798 feature films, 32 animations,

There were 88 films(including four screened at the

32 documentaries, 68 science education films

year-end and New Year holidays) that exceeded

and 28 specialty films. Feature films increased

100 million yuan in cumulative box office revenue

by 3.37%, documentaries increased by 37.5%,

in 2017, including 47 Chinese films and 41

specialty films increased by 16.67%, and total

imported movies. The total revenue of the box

film production increased by 2.75%. Science

office from the 88 films was 47.3777 billion yuan,

education movies increased by one, and

which was 90.36% of the total revenue of the city

animations decreased by 17.

theater chains. Among them, the total amount of

The 'Year of Promotion of Film Creation Quality'

box office revenue in Chinese films was 24.4892

project has achieved substantial results. In 2017, in

billion yuan, accounting for 46.71% of the national

the film creation field, the production of excellent

revenue, and imported films totaled 22.8883

tribute films resulted in the unification of social

billion yuan, accounting for 43.65%.

and economic effects and the new standard of

In 2017, there were 31 films that exceeded 500

Leitmotif Film creation taking the 19th National

million yuan in revenue, including 12 Chinese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films(including one screened at the year-end and

the 9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armed

New Year holidays) and 19 imported films. The

forces. Diverse materials, genres and creative

total box-office revenue of the films exceeding

structures have further strengthened. The levels

500 million won was 340,362 billion yuan, which

Report / China Film Organization

of creation, quality and market competitiveness of

is 64.92% of the total revenue of the city theater

Edited by / JOO Junghyun, Guest Programmer, BIFAN

Chinese film have all improved and Wolf Warrior

ch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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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What are the noteworthy changes in the Chinese film industry in 2017?
The most noticeable one is the growing diversity in genres. A war movie, Wolf Warrior 2 and a

LV Jianmin
Senior Filmmaker, Producer and the President of Spring Era Films

comedy film Never Say Die would be good examples. Because the Chinese film market saw a
great growth over last few years,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Chinese and the global
film market. The action and comedy films are relatively well-received genres. There were good
documentary films, too, such as Twenty Two. The industry is becoming more and more diversified.
The Chinese film industry has been growing fast; especially, the number of the screens has
soared. The audience is more matured. The cinema chains screen great films in different genres.

In 2015, as the producer of Wolf
Warrior, the first Chinese military action

In the past, it was hard to find documentaries in cinema chains.

RMB box office(Mainland China), a dark

Military action films such as Wolf Warrior series and Operation Red Sea achieved
great market success. Do you consider it as an innovation, compared to China’s
previous ‘Red Classics’?

horse and phenomenal works of the

Many people consider Wolf Warrior series as a propaganda film, but I disagree. I rather think

film market.

of it as major commercial films. I have always wondered why no one calls Saving Private Ryan a

In 2016, he produced A Chinese Odyssey:

propaganda film when the movie starts with the national flag and anthem. Doesn’t the audience

blockbuster, which won 550 million

part three and it hit the box office of 360
million RMB.
In 2017, Mr. LV worked as the producer
of Wolf Warrior 2, a successful sequel of

consider it a commercial film?
Through movies, we gain knowledge of things that we can’t experience ourselves in reality.
The films released in 2017, such as Wolf Warrior 2, Operation Red Sea, and Sky Hunter are great
examples.

Wolf Warrior. It keeps breaking records

Did you plan Wolf Warrior as a series from the beginning?

and it has brought a box office over 5.6

I just wanted to make a film on the subject when I first started Wolf Warrior. I didn’t plan the

billion RMB and become the No.1 box

project in long-term. I loved it while working on it, and thought if we develop the story further,

office winner of Chinese film history
ever.
Meanwhile, Sky Hunter, the first antiterrorism action film, a close depiction
of Chinese Air Force has been released

there would be more opportunities for it. Therefore, as an investor and exhibitor, I focused on
preparing the market. That is why we put “Wolf Warrior 2 will be back soon” at the end of Wolf
Warrior. Jing WU came up with the ending himself. Everyone thought the story had a potential to
be developed in different directions. It was easy to work on it since the characters were already
there that we just needed to modify few things. It was only then that I realized that Wolf Warrior
has already become an IP film. I plan to work on the third series when the time is right.

in September 29, 2017.
Over the years, in the domestic commercial film type to try and schedule
development and marketing made many useful explorations, and too much
hot style movie.

IP(Intellectual Property) is a hot issue in the Chinese film industry. Is there any
difference when investing or creating IP film or series?
I agree to call Wolf Warrior and Wolf Warrior 2 as a series, but I don’t consider them IP films. First,
viral and box office aside, the interest for the film must be high to make a sequel. Second, each
film of the series has to be excellent on its own if we were to create a series. 007, Fast and
Furious 8, Mission Impossible were all possible because the stories and characters were beloved by
the audience from the beginning. The viewers go and watch each movie with interes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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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the film.

What are your thoughts on co-production projects between China and other
countries based on your experience? Do you have any advice for foreign
filmmakers who wish to co-produce or collaborate with Chinese production?

Some shots of Wolf Warrior 2 were shot in Africa. Were there any difficulties?

Personally, I think it is too early to consider so-called co-production with other countries. There

When we film abroad, how they work and what they value are all very different. It’s tough to

aren’t any unified standards in filmmaking. I have tried co-producing with Japan, Hollywood, and

coordinate the production process, too.

European countries, but I don’t think they were a great success regarding efficiency. The biggest

Safety was the biggest concern when shooting in Africa. Also, we chose not to shoot in the city

reason is that the business models of China and other countries are different. For example, to

because we wanted to capture the unique atmosphere of Africa. In such undeveloped areas,

invest in a film in China, one has to prepare a certain amount of money in advance. However, in

equipment becomes an urgent problem. The local equipment is far from sufficient to meet the

foreign countries, especially European countries and the US, they sell the films to different nations

demands of the production. Sometimes, it is even impossible to find the necessary equipment.

first. If the presales do not go well or if a problem occurs in a particular region, the filming can be

We couldn’t bring all of our shooting equipment ourselves because there were too many. Also,

postponed, or sometimes the whole project can be canceled. Because we have to think about the

the locals' workflow was different from ours, which lowered the efficiency. Mediating the different

series in China, the cancellation of a project can be a significant problem. The second reason is

situations was hard. The filming industry was not fully established in some areas, so they didn’t

the difference in culture and language. If both countries are investing, they have to consider both

follow systems or rules, increasing the level of the uncertainty.

markets, but the market environment cannot be the same. These are the reasons that make co-

When we were doing location scouting in Africa, armed guards accompanied us at all times

production projects difficult.

because we didn’t know what would happen. When shooting abroad, the security of the country,

The first reason for us to do co-production was globalization and the second reason was to

preparation of equipment, and the level of expertise of the local staff become a big problem.

distribute the films in more markets. Though we invested time and efforts considering the other

and destiny of the characters. If there is a demand from an audience, the producer is willing to

markets, it was not effective. We realized that it is better to focus and do well in the Chinese

What is the biggest problem and challenge that the Chinese film industry faces
today?

market.

Recently, the Chinese film market is growing too fast.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a time when

the world. I believe that the Chinese film market is enormous and that it will become the largest

we become the hostage of large capital and hot money. New issues have emerged today such as

market in the world very soon. So I can understand the interest in our market. In order to succeed

the rapid rise of cinema chains and electronic commerce. The electronic commerce has already

in the Chinese market, I think people need to understand China first. I’ve read several scripts from

become a significant platform for the audience to purchase tickets and is a platform with superior

abroad and realized that they didn't understand the history and reality of China. Some were even

advantages. The film industry no longer focuses its energy on creating good films. The fierce

against common sense or didn’t make logical sense. Based on my experience, co-production

competition in the market is a significant loss for the film itself.

scripts and projects for the sake of co-production are hard to succeed. If the script is set in China,

In fact, the fast growth of e-commerce and internet propelled the development of the film industry

one has to understand the Chinese society, and do not make things up as one pleases. A Chinese

in terms of business, but it creates stagnation in terms of management. The management has

staff must participate from the scriptwriting stage.

already realized the problem.

Honestly, Chinese film companies want to do co-production. Why wouldn’t we if we can enter

I’ve been to several film festivals and talked about collaboration with some filmmakers around

other countries’ markets? Moreover, we want to make an international film. But the problem is

What do you think of the production quality and environment of current Chinese
films?

that we have to tell a story that will touch the hearts of both countries’ audiences. It cannot be a

People say that the Chinese film has not reached the international level, but I believe the gap lies

think there was any truly successful co-production project between China and Hollywood. Why

in concepts, ideas, and storytelling, not technology. If there is a part where we can’t accomplish

couldn’t we succeed when we put in our cutting-edge technology and advanced skills with stars of

tech-wise, outsourcing can be an option.

each country? I also believe it is because of the different culture and system.

Strictly speaking, it was only in 2003 that private companies and non-state production groups

I had a bitter experience with a co-production project myself. Because two countries had different

were allowed to make films, so it has only been about ten years.

working systems, we continued to invest our money while the partner’s funding continued to

co-produced project for the sake of co-production. What we lack are these great stories. I don’t

postpone. Therefore, our risk grew bigger to a point where we could no longer shoot the film.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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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a devastating experience. I do not want to do co-production projects anymore unless it has a
terrific story.
Now, when we see a good story overseas, we think of buying it and making it ourselves. The
interest in co-production project has decreased. It's because we have to think of the partner
country’s demand constantly while we are not sure about the profit as their market is not as big.
Both sides have to sacrifice and make compromises while the outcome is not really bright. Like
Hollywood, the Chinese film industry considers the global market, but it is impractical to set it as
our goals. We have to enter the international market one step at a time. The first thing we need is
a story that will touch people’s hearts.

What is the new trend and change in Chinese film market recently?
Macroscopically, the Chinese film industry is rapidly growing, but it is in the state of flux.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has impacted on the cinema chains. With only 20-30 CNY a month,
people can watch various movies at home. The number of users of Tencent has already reached
70 million people, probably holding a lot of cinema-going audiences. I think the survival of cinema
chains depends on tech-heavy blockbusters.
However, when a number of movies seen in a theater person reach a certain level, I believe the
cinema chains will change according to the demand of the audience. People are asking for art
film cinema chains right now, which are tried by some. In the end, however, the management of a
movie theater is about business.

As an exhibitor and producer, do you think there’s a difference between art film
and commercial film?
The energy put into each project is the same while the amount of investment varies. However, the
profits that each film makes are surely different. We produced Fantasia two years ago, and it was
nominated for Un Certain Regard section at Cannes Film Festival in 2014. The release date for

LIU Hui

Looking for Rohmer, the film we’ve recently invested, has finalized. We are also developing a story

A journalist, an editor, her work has covered Chinese language film plannings, interviews,
writings and edittings. She wrote several reports on Shangh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Beiji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e interviewed JIA Zhang Ke, NING Hao, Dante
Lam, Fruit Chan, Tony Leung Ka Fai, Louis Koo, CHEN Kun, Daniel Wu, etc. He wrote the
reports of 『A story behind the screen of Beiji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nual
report on the imported films through sales agents: What kind of business is this?』, 『This
is evolution - An interview with NING Hao』, 『A war between humans and principles - An
interview with SHUI Hao Feng』

about people with trauma from wars. For me, I see art films not just as a film project, but as a
hope to understand the marginalized people around us through the medium called film.
The budget for an independent film used to be 100,000 or 200,000 CNY, but nowadays it's over
10 million CNY. Therefore, we need to find ways to make a payback because we can’t invest just to
get awards.
Sometimes, an art film with small audience tends to be occupied too much with the artist’s
expression, neglecting its connection to society and culture. It sometimes considers the extremely
marginalized person as unique entity and exaggerate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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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Chenlu
A journalist, an editor, representative of the magazine『The Chinese Film Market』. She
has been in charge of columns, interviews, special articles, edittings, project plannings and
business partnerships. She interviewed ZHANG Yang, LIU Yurin, Keith Collea, Kevin Geiger,
etc. The articles he wrote and edited include of 『Mojin: The Last Legend - New standards
of the golden age of Chinese language films』, 『The pleasures and the worries of Chinese
films for youth market』, 『VR technologies - Make fiction into movie reality』, 『Netflix’s
self evolution and succes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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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lf Warriors Ⅱ

2 Never Say Die

China's deadliest special forces operative settles into a quiet life on the sea. When sadistic

A male UFC boxer switches bodies with the female reporter who exposed his bribes. Now they

mercenaries begin targeting nearby civilians, he must leave his newfound peace behind and

must help each other win the championship.

return to his duties as a soldier and protector.

AUDIENCE UNIT : 10 Thousand

Director
WU Jing
Audience
15,951
		

Producer
Halong GUAN, LV Jianmin

Release
2017.07.27

Gross Box Office
CNY 5,310,410,000

Production
Distribution
Beijing Dongfang International
Beijing Jingxi Culture&Tourism Company
Cultural Communications Company

>> WU Jing

AUDIENCE UNIT : 10 Thousand

Director
Chiyu ZHANG, Yang SONG
Audience
6,619

Producer
Tian TIAN

Production
Beijing Fun Age Pictures

Release
2017.09.30

Gross Box Office
CNY 2,065,740,000

Distribution
Tianjin Maoyan Media Co.,Ltd

>> Chiyu ZHANG, Yang SONG

A Chinese martial artist, actor and director. WU is best known for his roles
in various martial arts films such as Tai Chi Boxer, Fatal Contact, the SPL films,
and as Leng Feng in Wolf Warrior and its seq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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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FILMS IN 2017

FIGURES OF TOP 10 FILMS IN HONG KONG BOX OFFICE
TITLE

DIRECTOR

COUNTRY

GENRE

PRODUCTION

DISTRIBUTION

Bill CONDON

USA

Fantasy

Walt Disney Pictures

Walt Disney Pictures

Jon WATTS

USA

Superhero

Columbia Pictures

Sony Pictures Releasing

Thor: Ragnarok

Taika WAITITI

USA

Superhero

Marvel Entertainment

Marvel Entertainment

Despicable Me 3

Pierre COFFIN, Kyle BALDA

USA

Animation

Illumination Entertainment

Illumination Entertainment

Wonder Woman

Patty JENKINS

USA

Superhero

Warner Bors.

Warner Bors.

Fast and Furious 8

F. Gary GRAY

USA

Action

Universal Pictures

Universal Pictures

Beauty and the Beast
Spider-Man: Homecoming

Justice League

Zack SNYDER

USA

Superhero

DC Comics

DC Comics

The Boss Baby

Tom MCGRATH

USA

Animation

DreamWorks Animation

DreamWorks Animation

Rian JONSON

USA

SF

Walt Disney Pictures

Walt Disney Pictures

James MANGOLD

USA

Superhero

Marvel Entertainment

Marvel Entertainment

Star Wars: The Last Jedi
Logan

3 Kung Fu Yoga
Two professors team up to locate a lost treasure and embark on an adventure that takes them

SOURCE : Hong Kong Box Office Ltd.

GROSS BOX OFFICE UNIT : Thousand (HDK)

from a Tibetan ice cave to Dubai to a mountain temple in India.

67,267

Beauty and the Beast
AUDIENCE UNIT : 10 Thousand

Director
Stanley TONG

Producer
Jackie CHAN

Release
2017.01.28

Gross Box Office
CNY 1,650,450,000

Audience
4,597

Production
Sparkle Roll Media

Distribution
Horgos Taihe Shuyu Culture Development Co.,Ltd

A Hong Kong film director, producer, action choreographer, screenwriter,
entrepreneur and philanthropist.
Encouraged by his brother-in-law in Hong Kong, who was a filmmaker,
TONG started his film career there in 1979 by working behind the scenes. In
1991, TONG directed his first film, the self-funded The Stone Age Warriors(魔
域飞龙) . The film received high praises from some famous film critics, which
attracted the attention of Golden Har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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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68

Thor: Ragnarok
Despicable Me 3
Wonder Woman

>> Stanley TONG

65,853

Spider-Man: Homecoming

Fast and Furious 8
Justice League
The Boss Baby
Star Wars: The Last Jedi
Logan

49,918
47,798
47,720
43,639
41,833
41,599
3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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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S OF TOP 10 FILMS IN DOMESTIC BOX OFFICE
TITLE

DIRECTOR

GENRE

Love Off the Cuff
Hocheung PANG
Romantic comedy
				

SOURCE : Hong Kong Box Office Ltd.

PRODUCTION

DISTRIBUTION

China Film Media Audio Video
Distribution Co.

Media Asia

Hong Kong: A Cloud of Uncertainty

Herman YAU

Thriller

Bona Film Group

Universe

The first half of 2017 started with great news for

the HK$20 million(US$2.55 million) mark in 2017.

TSUI Hark

Fantasy adventure

Star Overseas

Edko

the Hong Kong film industry: Things were looking

Without runaway hits like Cold War 2 and Mermaid,

bright as the Hong Kong government’s First

the industry’s efforts to capture local audiences

Wong JING, Jason KWAN

Drama

Bullet Films

Gala Films

Feature Film Initiative bore two success cases: Mad

remains as elusive as ever. Most so-called “purely

Wong CHUN

Drama

Golden Scene

Golden Scene

World and Weeds on Fire. The former, buoyed by a

local productions” – films made without any

Lawrence CHENG

Comedy

China 3D Digital Entertainment

China 3D Digital Entertainment

six-month run on the festival circuit, film awards

investment from outside Hong Kong, primarily

29+1

Kearen PANG

Drama

Fox Networks Group

China 3D Digital Entertainment

in the region and positive word-of-mouth, earned

mainland China – flopped. Chapman TO’s The Empty

77 Heartbreaks

Herman YAU

Romantic comedy

Emperor Film Production

Emperor Films

HK$16.9 million(US$2.15 million) at the Hong Kong

Hands made only HK$2.2 million(US$280,000),

Stephen NG, Nero NG

Comedy

HMV Digital China Group Ltd

China 3D Digital Entertainment

box office. The latter, while only making about one-

despite positive word-of-mouth and multiple Hong

Wilson YIP

Action

Alibaba Pictures Group

Bravos

third of Mad World’s gross, won two Hong Kong

Kong Film Award nominations. Meanwhile, the

Film Awards and turned director Steve CHAN into

First Film Initiative’s latest films – TAM Wai-Ching’s

a new talent to watch. New talents were taking

In Your Dreams and CHEUNG King-wai’s Somewhere

the spotlight, and it seemed like the industry was

Beyond the Mist – were box office disappointments

ready to hand the torch to the new generation.

and ultimately failed to score the critical acclaim of

However, the momentum did not last. According

their predecessors. Despite receiving a number of

to figures from the Hong Kong Motion Picture

HKFA nominations and several months of preview

Industry Association, total box office revenue for

screenings to build word-of-mouth, FUNG Chi-

the year was at HK$1.85 billion(US$236 million)

chiang’s Concerto of the Bully(a co-production with

for a year-on-year decrease of 4.81%, continuing

almost an entirely local cast) had one of the lowest-

a downward trend that began the previous year.

grossing wide openings of 2018 when it opened

The number of releases was down by 5.16%(from

in March of this year. An online campaign began

349 films in 2016 to 331 films in 2017), with the

in an attempt to convince cinemas to extend its

number of local releases falling from 62 films to 53

theatrical run, but the film was down to only four

films.

screenings a day by its third week in cinemas.

Worse yet, no local film managed to dethrone

However, even big-budget Hong Kong-mainland

PANG Ho-cheung’s Love off the Cuff after it became

China co-productions such as The Adventurers(with

the highest-grossing local film of the year with

usual box office guarantee Andy LAU and Shu QI),

HK$30.3 million(US$3.86 million) when it opened

Derek KWOK’s special effects extravaganza Wukong

in late April. In fact, only three local releases from

and John WOO’s Manhunt yielded disappointing

the second half of the year – Wong JING and

results. Even though audiences rejected traditional

Shock Wave
Journey to the West:
The Demons Strike Back
Chasing the Dragon
Mad World
The Yuppie Fantasia 3

The Sinking City:
Capsule Odyssey
Paradox

Fantasy
adventure
23,625

Thriller
25,351
USA 100
Comedy
26,372

182

Action
7,809

Drama
50,940

Romantic
comedy
44,502

BOX OFFICE SHARE BY COUNTRY

DOMESTIC MOVIE YIELD BY GENRE

Jason KWAN’s Chasing the Dragon, The Sinking City:

blockbuster formula action films like Paradox,

UNIT : %

UNIT : Thousand (HKD)

Capsule Odyssey and Wilson YIP’s Paradox – made

Manhunt and The Brink, they showed up to Chasing

the top ten list for the highest grossing local films

the Dragon, an old-fashioned gangland epic that

of the year. Like 2016, only three films surpassed

saw LAU reprising the very same role that he t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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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in the early 1990s with Lee Rock. With that and

a bad year for Hong Kong film industry on most

during the Lunar New Year holiday and will likely

also entered the local exhibition market with

Shock Wave both in the top ten local films list, it

fronts.

hold the spot for the highest grossing film of 2018.

two new cinemas – one in the heart of the

appears that Hong Kong film viewers’ love for Andy

Nevertheless, there were sporadic bright spots

After smashing the box office record for an Asian

city’s business district and one in a residential

LAU has not subsided.

in the year as well. In addition to the surprise

film in Hong Kong with Train to Busan in 2015, local

neighborhood in western New Territories. South

Nevertheless, one thing remains consistent: The

success of Mad World, Kearen PANG’s directorial

distributor Edko scored another Korean-language

Korea’s CJ CGV is still on track to open its first

aversion to mainland China-shot commercial films.

debut, 29+1, also managed a solid HK$15.2

hit locally with Along with the Gods: The Two Worlds.

multiplex under the CGV brand some time in 2018.

Despite being made by local filmmakers, Gordon

million(US$1.94 million) as the seventh-highest

Opening in early January (just weeks after its

Meanwhile, Hong Kong’s government continues to

CHAN’s God of War, YUEN Woo-ping and Tsui

grossing local film of the year. The Sinking City –

opening in South Korea), the fantasy adventure has

subsidize local productions (including films under

HARK’s The Thousand Faces of Dunjia, Andrew LAU’s

also by a pair of first-time directors – did better

already made over HK$50 million(US$6.38 million)

the First Film Initiative) and other film-related

Founding of an Army and Peter CHAN-produced

than expected as well with HK$10.2 million(US$1.3

and was the highest-grossing film of the year

activities through its Film Development Fund.

romcom This is Not What I Expected! were generally

milion) for ninth place. The continuing surge of

until Marvel Studios’ Black Panther. Independent

While the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that

ignored by local audiences.

new directors – 22 filmmakers were eligible for

distributor Golden Scene also had its own Korean-

it will pour another HK$1 billion(US$127 million)

The local film industry also failed to replicate the

the Best New Director award at the HKFA this

language hit with A Taxi Driver, which broke the

to strengthen support for the creative industries,

critical success it had in the first half of 2017.

year, only slightly down from 28 from the previous

HK$10 million(US$1.27 million) in a rare extended

it has yet to announce about how much of that

Despite the HKFA reporting a total of 66 films

year – and the relative success of their films in

theatrical run. Its success even prompted the

money will be spent on the film industry. Without

eligible for the awards in 2017 – only down by two

2017 show that the handing of the torch is still

distributor to market political thriller 1987: When

solid protectionist measures similar to the ones in

films from the previous year – the frontrunner

happening as veteran filmmakers continue to

the Day Comes with a similar Chinese title to attract

South Korea to ensure that local films get fair play

of this year’s HKFA are Ann HUI’s Our Time Will

focus their efforts on the Mainland market.

audiences.

against the domination of Hollywood blockbusters

Come – a Hong Kong-set war drama with two non-

The local winner of 2017 was undoubtedly China

Despite the downward trend in box office revenue,

or a sizable independent film sector free from

local leads – and Sylvia CHANG’s Love Education, a

3D Digital Entertainment. Not only did it achieve

Hong Kong exhibitors continue to expand as local

commercial interests of corporations, the fate

family drama that’s entirely filmed in the Mainland

box office success with modestly budgeted local

developers try to compensate the decrease in

of Hong Kong cinema as a viable film industry

with a Mandarin-speaking cast. Manhunt was

comedies The Yuppie Fantasia 3(HK$16.2 million,

cross-border shoppers by returning their focus

continues to depend on purely commercial value.

largely criticized for its old-fashioned storytelling

US$2.06 million), 29+1 and The Sinking City, its

to local shoppers. Edko’s Broadway Cinemas

Even as young aspiring filmmakers find more

techniques, while local zombie comedy-thriller

parent company, HMV China Digital Group, also

expanded to two new locations in residential

opportunities to direct, they face uncertainty as

Zombiology: Enjoy Yourself Tonight received some

expanded its operations to Taiwan with the

neighborhoods, including its first IMAX cinema.

to whether they must compromise with a lower

of the most scathing reviews by audiences this

acquisition of Vantage Metro Limited, the parent

Cinema City expanded rapidly by opening four new

budget to please the local market or sacrifice

year for failing to deliver on its promise of zombie

company of Hualien Media, who produced hit

locations within a year. Emperor Entertainment,

artistic autonomy for the larger market up north in

action. (Full disclosure: This writer was the English

romantic comedy Our Times. It also operates

which already operate cinemas in the Mainland,

the Mainland.

subtitles translator of the film).

HMVOD, a video-on-demand service under the

Things were not much better on the foreign film

label of retailer HMV. The service holds the largest

front. For the first time since 2012, no film crossed

library of local films among all the streaming

the HK$100 million mark(US$12.7 million), with

services available in the city and attempted a day-

Disney’s Beauty and the Beast taking the top spot

and-date theatrical and streaming release for A

with HK$67.2 grosser Spider-Man: Homecoming

Better Tomorrow 2018

grossing HK$65.8 million(US$8.39 million) – a

Furthermore, the company also scored a major

far cry from the HK$113 million(US$14.4 million)

hit earlier this year with Agent Mr. Chan, starring

that Captain America: Civil War delivered in 2016.

popular local comedian Dayo WONG. The film

In other words, most would agree that 2017 was

grossed over HK$42 million(US$5.34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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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MA
Kevin MA was formerly an English editor at internet retailer YesAsia.com and the Greater
China correspondent for trade news website Film Business Asia. He is currently an
entertainment editor at Cedar Hong Kong, which publishes Cathay Pacific and Cathay Dragon’s
inflight magazines. In addition, he is the founder of Asia in Cinema (www.asiaincinema.com),
a new website that provides comprehensive coverage of the Asian film industry, as well as a
freelance writer/translator for film companies and other cultural institutions in the Greater
China region.

Interview

to them. We were able to start once we got the green light from them. So I didn’t have to put in
much effort in this aspect for this film.
For our other films, we have partners that we often collaborate with, so there’s not much difficulty

Subi LIANG
After establishing Making Film Productions with PANG Ho-cheung in
2011, Subi LIANG has produced all subsequent PANG Ho-cheung films,

there. However, if we’re doing a Hong Kong-mainland China co-production, we would have to
go to the Mainland and meet potential investors. Since Media Asia owns the IP on this series,
they decided on who they want to partner with in the Mainland. On projects that our company
develops, we would group together potential investors depending on the genre and the cast we
can secure.

including the hit Love trilogy and Vulgaria(2012). In recent years, LIANG

How does a film usually get investment in Hong Kong?

has participated as producer and executive producer on international co-

It’s very difficult to find funding for films in Hong Kong nowadays, especially when budgets for films

productions, including BOO Junfeng’s Apprentice.

in the region have gone up by quite a bit. It would be impossible to make a good Hong Kong film
with production quality these days on the budgets that we used to get. Unfortunately, total box
office revenue in Hong Kong hasn’t caught up with this inflation. In fact, it’s deflated. So it’s hard to
convince investors that they’ll be able to make a return on their investments.

What kind of releases do local films get?
Hong Kong has big companies – such as Media Asia and Emperor Films – that have their own

Please tell us about your film, Love Off the Cuff.

distribution teams. So it’s natural for them to also handle promotion, negotiation with cinemas

This is the third film in a series(Note: following Love in a Puff and Love in the Buff). The series is a

and the rest of the release plan. But if the film isn’t backed by a big company, we would go to

love story about a couple who first met while smoking and the various problems they encounter.

independent distributors – such as Bravos and Golden Scene in Hong Kong – and have them

In this third film, the story brings the couple back to Hong Kong – the previous film was set in

contact the cinemas and come up with marketing strategies. It’s not too different from other

Beijing – where they run into tougher problems in their relationship.

countries.
In Hong Kong, opening a film in 40 or so cinemas is considered a very wide release. But

What do you think made this film so successful at the Hong Kong box office?

sometimes a wide release like that isn’t the best idea. Some films take time to grow. If you have a

First of all, the first two films did very well at the box office, so the third film would naturally do

bad opening day, cinemas are eager to kick you out even before word-of-mouth can reach people.

well, too. Also, I think Hong Kong needs films like this nowadays because there’s been a decrease

So you need a good release strategy. Perhaps a film can open in less than 20 cinemas and then

of Hong Kong romance films like this in recent years. There’s also been a lack of stories about

slowly expand. It all depends on what the release strategy is.

everyday Hongkongers and local culture. Our film is a co-production(between Hong Kong and

On Love in a Puff, we’d made only $110,000 on our first day, but we ended up making 20 times

mainland China), but the two stars and the director are Hongkongers. So the film has a very

that. That’s why different films can have different release strategies. When you know that a film

strong local flavor.

may need time to find its audience, you have to build it; hold more preview screenings and slowly
wait for people to talk about it. If you put out a film on wide release and it does badly on the

What does it take to succeed at the box office in Hong Kong?

first two days, cinemas are going to be realistic and reduce the number of screenings. Cinema

I think a film needs something that will evoke certain sentiments or feelings in the hearts of Hong

operators have to pay rent, too.

Kong audiences. Something emotional.

What are some of market trends you saw in 2017?
How do you go about getting investments for films?

I think that people really wanted to watch comedies. There were films that are a bit more serious,

For this specific film, Media Asia invested in the first film, so the IP(Intellectual Property) belongs

but I think today’s Hongkongers really need comedies. You can see that many films that do well

186

BIFAN INDUSTRY GATHERING 2018

MADE IN ASIA

187

in both Hong Kong and mainland China nowadays are comedic in some ways. I think it’s easier to
sell. People don’t re-watch tragic films. Even if it’s really good, it just means some people may want

B e st3 HONG KONG FILMS IN 2017

to go to the cinema and cry for a second time. When people come out of a comedy, they’ll want
to go back with a different group of friends to experience it again. There’s bigger potential for rewatching.

What are the toughest challenges facing the Hong Kong film industry these days?
The biggest challenge is that Hong Kong’s box office can’t support the budgets of Hong Kong films.
It’s a problem that’s gotten worse over the years. Back in the days, there was still some revenue
from Singapore and Malaysia, but there’s very little money from those areas now. Even the Taiwan
market has been dominated by western films. I think that’s where we’re headed. When investors
can’t make their money back, there will be fewer productions. That will lead to fewer new talents
and fewer film professionals because of a lack of opportunities. Then the whole industry gradually
shrinks.

What do you think of Hong Kong production values these days?
It’s not easy to get the best production value in such limited resources. We can’t expect Hong
Kong stars or certain film professionals to lower their rates just because we’re a local production.

1 Love Off the Cuff

Some people in Taiwan actually charge a lower salary if they’re working on a local film, but these

A mother goes in search of her missing teenage daughter after her sudden disappearance. She is

people are hard to find in Hong Kong. A lot of people are driven by money, so they would just

told that her daughter was last seen in the company of a girl in red, leading the mother to attempt

rather work in mainland China instead. They wonder why they should accept less money just to

to unravel the mystery behind the girl.

work in Hong Kong on a film that will do badly at the box office. People also want to do something
that makes them happy. Working hard on films that will only make HK$1 million at the box office
can really make one feel discouraged.

Do you have any advice or tips for foreign filmmakers looking to shoot in Hong
Kong?
I guess I would say get a local production house to help with production negotiations and the

Director
Hocheung PANG

Producer
Subi LIANG

Production
China Film Media Audio Video Distribution Co.

Release
2017.02.02

Gross Box Office
HKD 30,296,015

Distribution
Media Asia

logistics. We do the same when we film abroad. We can’t just start filming whenever we want;
we need to apply for permits. Every location comes with its own set of rules. Even when we go
abroad, we follow their working hours. So it’s perfectly normal to get a local production house to
assist with these things.

>> Hocheung PANG
Muse Magazine film critic Perry LAM has praised PANG for often
demonstrat[ing] a Kafkaesque talent for seeing the absurd in the mundane
realities of everyday life.
His feature film Love in the Buff opened the 36th Hong Ko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March 2012. The film is a sequel to the successful romance
Love in a Puff. Both star Miriam YEUNG Chin-wah and Shawn YUE Man-l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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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hock Wave

3 Journey to the West: The Demons Strike Back

When a terrorist who specializes in explosives takes hold of an underground tunnel, he threatens

After killing Miss Duan in Journey to the West: The Demons Strike Back, Monkey King is now tamed by

to kill hostages if his demands are not met.

TANG Sanzang and has become one of his disciples. TANG continues his journey to the West with
Monkey King, Sandy and Pigsy.

Director
Herman YAU

Producer
Andy LAU

Production
Bona Film Group

Distribution
Universe

Release
2017.04.20

>> Herman Y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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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 Box Office
HKD 25,351,328

Director
TSUI Hark

Producer
Stephen CHOW, YI Chiyun

Production
Star Overseas

Distribution
Edko

Release
2017.01.28

>> TSUI Hark

A Hong Kong film director, screenwriter and cinematographer.

A Vietnam-born Chinese film director, producer and screenwriter. TSUI

YAU has produced and directed over 70 movies, which include The Untold
Story, The Untold Story III, War of the Underworld, Walk In, Ebola Syndrome,
Master Q 2001, From the Queen to the Chief Executive and the Troublesome
Night series.

has produced & also directed several influential Hong Kong films such as A
Better Tomorrow, A Chinese Ghost Story, The Killer, The Wicked City, Once Upon
a Time in China, and most recently, blockbusters such as Detective Dee and
the Mystery of the Phantom Flame, Flying Swords of Dragon Gate and Young
Detective Dee: Rise of the Sea Dragon. He is viewed as a major figure in the
Golden Age of Hong Kong cinema and has been regarded by critics as "one
of the masters of Asian cinema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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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 Box Office
HKD 23,62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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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ESE FILM MARKET/INDUSTRY IN 2017
FIGURES OF TOP 10 FILMS IN TAIWANESE BOX OFFICE
TITLE

SOURCE : Taiwan Film Institute

DIRECTOR

COUNTRY

GENRE

PRODUCTION

DISTRIBUTION

Fast and Furious 8

F. Gary GRAY

USA

Action

Universal Pictures

Universal Pictures

Wonder Woman

Patty JENKINS

USA

Action

Warner Bors.

Warner Bors.

Matthew VAUGHN

USA

Action

Twentieth Century Fox

Twentieth Century Fox

Taika WAITITI

USA

Action

Marvel Entertainment

Marvel Entertainment

Jon WATTS

USA

Action

Columbia Pictures

Columbia Pictures

Alex KURTZMAN

USA

Action

Universal Pictures

Universal Pictures

Jordan VOGTROBERTS

USA

Action

Warner Bros.

Warner Bros.

Kingsman: The Golden Circle
Thor: Ragnarok
Spider-Man: Homecoming
The Mummy
Kong: Skull Island
Beauty and the Beast
Resident Evil
Geostorm

Bill CONDON

USA

Romance

Walt Disney Pictures

Walt Disney Pictures

Paul W.S. ANDERSON

USA

SF

Impact Pictures

Impact Pictures

Dean DEVLIN

USA

Disaster

Warner Bros.

Warner Bros.

FIGURES OF TOP 10 FILMS IN DOMESTIC BOX OFFICE
TITLE

SOURCE : Taiwan Film Institute

DIRECTOR

GENRE

PRODUCTION

DISTRIBUTION

Wei-Hao CHENG

Horror

CMC Entertainment

Vie Vision Pictures

Ya-che YANG

Thriller

A Really Happy Film

A Really Happy Film

DiDi's Dream

Kevin TSAI

Comedy

HT Entertainment

Atom Cinema

Hanky Panky

Chao-liang HUANG

Comedy

Idea Shine

Hualien Media

Wei-Hao CHENG

Thriller

Good Day Films Company

Vie Vision Pictures

The Tag-Along 2
The Bold, the Corrupt and
the Beautiful

Who Killed Cock Robin
52Hz, I Love You

Te-sheng WEI

Musical

ARS Film Production

Vie Vision Pictures

Mon Mon Mon Monsters

Giddens KO

Thriller

Star Ritz International Entertainment

Vie Vision Pictures

Turn Around

CHEN Ta-pu

Drama

Fashion Media

ShineTime 2017 星泰娛樂

CHEN Yu-hsun

Satire

Production Film

Warner Bros.

Hsin-Yao HUANG

Black comedy

A-Yao film

Applause Pictures

The Village of No Return
The Great Buddha+

GROSS BOX OFFICE UNIT : Thousand (NTD)
Fast and Furious 8
Wonder Woman
Kingsman: The Golden Circle
Thor: Ragnarok
Spider-Man: Homecoming
The Mummy
Kong: Skull Island
Beauty and the Beast
Resident Evil
Geost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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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re
36,610

650,770
333,170

Drama
38,874

332,850

Musical
46,270

313,880
295,060
286,700
256,560

USA 100

251,330
247,780
241,190

Black comedy
29,000

Horror
105,000

Thriller
182,450

Comedy
154,430

BOX OFFICE SHARE BY COUNTRY

DOMESTIC MOVIE YIELD BY GENRE

UNIT : %

UNIT : Thousand (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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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aiwanese Film Market: 2017

he planned the movie starting from year 2010

With summer season kicking off teenage movies

and while revising the screenplay he looked for

Mon Mon Mon Monsters and All Because of Love,

investors simultaneously. Producer TANG Tsai-

were released one after another. While both

yang aided him to secure investments but what

films talk about teenagers and their school life,

really kept the funds coming in was when his first

each movie is entirely different from another in

No Return starring movie stars such as Shu Qi and

movie The Tag-Along did well at the box office.

genre and there were new attempts made by the

No. 7(2008), but in box office ticket sales or in

Qianyuan WANG, which was a Mainland China-

Who Killed Cock Robin tries to reveal the truth of a

directors.

movie creativity wise it did much better than 2016.

Taiwan co-production with a staggering 300 million

mysterious car accident one layer after another

Mon Mon Monsters is the work of Giddens KO,

Though The Tag-Along 2 was the only homegrown

budget but it only made 36 million TWD at the

with speedy development and plot twists and

You Are the Apple of My Eye director who started

movie that exceeded TWD 100 million in 2017, the

Taiwanese box office.

criticizes human greed and provocative journalism.

directing again after six years. Instead of young

overall Taiwan movie box office profit grew nearly

However, ticket sales alone cannot define the

However, its dreary ambiance did not go well

love, KO conjured up a school with hypocritical

25%. In the movie creativity sector more than

success of the Taiwanese film industry. 52Hz,

received in the mainstream market, making box

teachers and bullied outcasts. In this realm the

half of the Golden Horse Awards were won by

I love you and The Village of No Return showed

office profit just over 50 million TWD.

ugly instinct of mankind is transfixed and a cruel

Taiwanese movies and its genres has diversified.

the experimental side of the current Taiwanese

DiDi’s Dream and The Village of No Return were

blood-seeking monster solves everything with

Since 2010 the lunar new year holiday season

movies. 52Hz, I love you is rare Taiwanese musical

both Mainland China-Taiwan coproduction. DiDi’s

violence. Director KO showed a more matured

has become the first fierce battlefield that start

movie that depicts a romantic love story in Taipei

Dream director Kevin TSAI did not get his political

impeccable editing, story composition, and proves

off the year. The new year holidays box office

with newly created songs and dances. The Village

reputation tarnished but could not escape the

Taiwanese film techniques level with special

records showed Taiwanese movie appeal to

of No Return is full of political satire which spend

political and cultural friction between China

effects and special effect makeup. However, the

moviegoers and became an indicator that showed

considerable amount of the budget to create

and Taiwan. DiDi’s Dream was the collaboration

pessimistic critical storyline was disappointing

the audiences' expectation for the year. Every new

the ancient village and to slaved over action

between Kevin TSAI and Dee HSU, the hosts of

to the audience who expected a heartwarming

year’s holiday season some blockbuster would

scenes. Even though The Village of No Return was

Kangsi Coming one of the most popular variety

humorous content like his previous movie You Are

earn hundreds of millions but 2017 new year’s

a Mainland China-Taiwan joint production using

shows in Taiwan. They both gained huge popularity

the Apple of My Eye.

season failed to do so. Three Taiwanese movie The

considerable amount of capital and movie people,

in Mainland China for the last 12 years and their

All Because of Love, directed by LIEN Yi-chi after Sweet

the selected material failed to draw audience

fame enabled them to advance into the movie

Alibis, combines genres such as school life, fantasy

attention from the get-go and interlocking sensitive

industry. The first time director Kevin Tsai cast

romance and local comedy. A boy who grew up in

their box office record was below expectations.

political issues brought poor business in the box

Dee Hsu as a leading role and A-list celebrity LIN

his grandfather's hands since childhood has always

ZHU Ge Liang once a Taiwanese box-office

office.

Chi-ling revealing sisters growing up and their

loved the school goddess. After she get pregnant,

guarantee is losing his touch. In the comedy Hanky

The lunar new year season was a disastrous defeat

struggles. Variety show-styled comic acting and

she tries to rely on the boy and the boy is willing

Panky where he played the lead role and did

for Taiwanese movies but with the release of Who

rivalry between the female leads drew much

to even accepted this, but when he meets a mind-

better than his previous movie The Big Power but

Killed Cock Robin and DiDi’s Dream in April and May

attention in Taiwan bringing in 85 million TWD

reading girl, he finally finds a new realization of love

comparing 2016 the same season movie David

brought back the trust of the audience. Who Killed

at the box office across the country. However

while searching for the meaning of true life in Japan.

Loman 2 which grossed 170 million TWD, sales

Cock Robin was directed by the most noteworthy

the movie was ignored from the first week of its

In the first half of the movie, Lien added a touch

dropped more than 100 million TWD. Director WEI

rookie for the last 2 years called CHENG Wei-hao

release leading to a rapid decrease in showtimes

of action to this teenage movie with crude scenes

Te-Sheng, who produced blockbusters that earn

who is known for his good leadership, impeccable

in Mainland China resulting on making only 26

and exaggerated styles. And topping it off with

hundreds of millions dived into the film market

groundwork, screenplay preparation and known

million RMB(120 million TWD). The movie clearly

appropriately matched old songs it enhanced the

with his romantic musical, 52Hz, I love you but

to be a perfect commercial movie maker who

confirms that joint production between the two

emotional tension. However, box office performance

made only 46.2 million TWD. Director Yu-Hsun

can create one precisely within a limited budget.

countries cannot satisfy both markets and could

has been hit hard due to the impellent story

CHEN known for movie Zone Pro Site: The Moveable

Who Killed Cock Robin is a typical example where

go as far as being denied by both parties.

transitions and cluttered narrative structure.

2017 Taiwan film industry didn’t reach the glory
days that came over a span of five years after Cape

Village of No Return(健忘村) , 52Hz, I Love You(52赫玆

我愛你) and Hanky Panky(大釣哥) was released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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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st(總舖師) released action comedy, The Villa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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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LIEN Yi-chi made a new attempt through

through a car black box, while the movie is full of

much of their success to teenage romance and

of a death of a college girl and its connection with

All Because of Love. However, the theme was off-

satire. Director HUANG Hsin-Yao has been filming

retrospective elements. However, Take Me to the

a political sex scandal where the story line that

balance and shaken between family affection and

documentaries for a decade and his works are

Moon, which adopted the same material and

extends to the sense of gender class. WANG Yu-

love. Also it lost its young audience marketability

famous for revolution and innovation. The Great

starred Our Times heroine Vivian SUNG, was not

lin as the scriptwriter and director, Alifu, The Prince/

who preferred the young sweet love stories.

Buddha+, too, aesthetically tested separation of

as welcome as expected. Take Me to the Moon

ss, showed the problems faced by sexual minority,

Meanwhile, The Tag Along series, which was

images and sound, vividly defining the misdeeds,

directed by HSIEH Chun-yi, is a time slip story of a

transgenders and transvestites in Taiwanese

originally planned as a trilogy, based on flawless

shallowness and grief of the petit bourgeois,

man who accidentally returned to high school 20

society through the journey of an indigenous boy

script and well-planned distribution strategy

while disclosing the hypocrisy and deception of

years ago. This is a story of a man trying to prevent

who craves to be a woman. The White Ant is the

introduced The Tag Along 2 at the end of summer

politicians and businessmen who pretend to be

the current heroine participating in a singing

work of screenwriter and director CHU Hsien-Che,

vacation. The second movie, which is based on

elegant. The film was a sensation, earning nearly

contest for she is frustrated because she failed to

which depicted the desire of an outsider winning

solving the mystery from the previous movie,

30 million TWD in box office revenue, thanks to its

fulfill her dream.

the New Current Award from Busan International

has expanded the audiences and surpassed the

award winning promotional effects and the word-

Though the movie was set in 1990s Taipei and

Film Festival and the FIPRESCI award. The chaos

previous record becoming the only Taiwanese film

of-mouth of viewers.

contained hit songs of CHANG Yu-sheng, the poor

begins when the theft of the habitual women's

to exceed 100 million TWD in 2017. The Tag Along

The Bold, the corrupt, and the Beautiful, which was

scene plot, vague emotional acting and the failure

underwear thief is filmed by another person.

2 director CHENG Wei-hao maintained the existing

released after The Great Buddha+, is the new film

to set target audience like All Because of Love,

Cloudy directed and written by WANG Ming-Tai not

framework while maximizing the space and sound

released by director YANG Ya-che in five years

the ticket sales reached somewhere between 13

only captured the conflict between a mother and a

effect of the horror movie within it, and improved

after Girlfriend, Boyfriend. This movie was quickly

million - 14 million TWD.

daughter but depicted the difficulties of the aged

the technical skills in filming, special effects and

recognized by the audience when it won three

In 2017, Taiwanese movies attempted various

society in Taiwan in a realistic way. Although the

post-production of sound.

categories in Golden Horse Awards for winning

development efforts in content and subject

amount of revenue these films earn in the market

The Turn Around, based on the real person story

the Best Film Award, Best Actress Award and Best

matter. The Last Painting directed by CHEN Hung-I

is limited but their true meaning lies in reflection

around ‘921 earthquake’, took a more conservative

Supporting Actress on the next day of the release.

and invited to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n human nature and time while it also enriches

line, director CHEN Ta-pu portrayed “The student

Both The Bold, the corrupt, and the Beautiful and

Rotterdam Feature Film Competition tells a story

Taiwanese film industry to the next level.

confidence boosting rural teacher and neighborly

Girlfriend, Boyfriend contain the director's ambition

affection” by the book exceeding the break-even

to reflect on contemporary history and politics of

point of roughly 40 million TWD.

Taiwan where in the case of The Bold, the corrupt,

In October, Taiwanese film market was very

and the Beautiful is more direct and outspoken. In

successful. The HUANG Hsin-Yao film The Great

the film The Bold, the corrupt, and the Beautiful set

Buddha+ won five major awards in Taipei Film

in 30-years-ago-Taiwan, Kara WAI who plays the

Awards and received 10 nominations in the Golden

antique dealer creates a beneficial network for

Horse Awards. Following the announcement

politicians and businessmen. Despite the serious

of the nomination list, the movie was released

and heavy theme of the movie, along with the

strategically so that it can gain momentum. The

provocative story of bribery, passion, revenge and

Great Buddha+ is a featured version of HUANG’s

murder, adding the halo effect of winning at the

short film, The Great Buddha which shows the

movie festival enabled the film to take in close

Yi-Fei HSIANG

relations of the underprivileged and government-

to 90 million TWD at the box office, becoming

businesses relationship while maintaining its black

the highest grossing and Golden Horse Awards

Yi-Fei HSIANG has worked as the film journalist over 20 years in Taiwan and now works for
Mirror Weekly as the journalist and the film critics. She was invited as the jury member of
Taipei Film Festival's Press Award in 2009, 2010, 2011, and 2016.

and white film and black comedy format. The two

winning film in the last 6 years.

principal agent interact and overlap each other

You are The Apple of My Eye and Our Times o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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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Journalist
Mirror Weekly 2016- / United Daily News 1999-2016
Taiwan Daily News 1996-1999 / Independent Evening Post 1993-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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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What is your secret to the success with The Tag Along 2? What have you done to
succeed at the box office in Taiwan?
The movie’s success stems from The Tag-Along series IP managing. These series were inspired by

TSENG Han-hsien
Producer from The Tag-Along 2
Han-hsien ‘Hank’ TSENG is a renowned
Taiwanese film and TV producer. With many

ghost stories widely told in the late 90s which most Taiwanese who were born in the 80s-90s have
memories about and their collective school years recollection made marketing effective.
Horror films are basic guarantee at the box office and during an economic downturn they
sometimes turnout to be mainstream. Prior to planning and producing The Tag Along, we took
into account that the economy was going through slow period and decided to make a horror film
trilogy. We did this because producing a film in a series helps manage continuous IP.
Each movie has different selling points and this may have been a contributing factor for its box

years of experience in producing movies

office success. For the first movie The Tag Along, the focusing ghost story was ‘the girl in the red

and television dramas, Hank excels in the

dress.’ In The Tag Along 2, we tried to invoke curiosity regarding hidden storyline in the previous

management of Project Strategy, ranging

movie and unravel the mystery left behind. The Tag Along 3 is expected to be released end of 2018

from pre-production to post-production

and it will also have another key point of view.

marketing. Combining both his sensitivity
towards the industry market and his concern
for the society, his exemplary works often
encompass both market value and emotions

How did you find investors when producing the movie? What are general ways to
find investors?
In order to create The Tag Along trilogy we established a company and developed IP of the movie
from the get-go. This way, we can build up know-hows and expertise to produce horror films and

while reflecting on society phenomenon.

engage investors’ continuous participation.

Some of his works include the films The Tag-

Taiwan movie industry still lacks proper system and horror films requires a relatively low budget

Along 1 and The Tag-Along 2, where both

with a small staff making investments less likely to fail and succeed significantly. These are

films had emerged as the champion of the
Taiwanese box office; the television drama
series Wake Up and Wake Up 2 which was a
hit in Taiwan and had celebrated high sales

the reason why we created movie series as our strategy. After finalizing the series, we tried to
attract theater investors and reached out to theater chains like Vie vision, Ambassador Theater,
Show Times and etc., securing the movie theatre release. Considering cross-border licenses
and overseas distribution, we received investment from Sky Film which occasionally purchased
copyrights of horror films made in other Asian countries. We also struck a deal with a Chinese-

of copyright; the telemovie The Island That All

funded distributor which made it possible to prepare distribution outside of Taiwan. Since we had

Flows, by which had won numerous awards,

a strategic plan to make a trilogy, investors participated in our project more actively.

including both the Golden Horse Awards

Generally, filmmakers turn to government subsidies for homegrown movies. Many production

and Golden Bell Awards. As Hank continues

companies look for companies with interest in theater channels and creative cultural industry.

in his work to produce more high-quality
productions in the future, he looks forward
to bringing new possibilities to the Chinese
film industry in the future. For 2017 and 2018,

Some entertainment companies invest in production in order to utilize their affiliated artists.

How are Taiwanese movies distributed?
For independent fine art films, they search for distributors that has experiences attendi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and those who dealt with selling publication rights. The Taiwan

Hank produced 2 more TV series Running Man

distribution scale is quite small. For Commercial films, they try to cooperate with distributors who

and The EX-Man.

work with the 3 major theater chains, Vie Vision, Ambassador Theater and Show Times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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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guarantee their films being released at the theatres.

The lack of cultural identity makes it difficult to position one’s stance unravels the core of the

Advertisement is crucial to genre movies. For commercial films, sometimes the cost for promotion

film making it lack distinction. This uncertain positioning makes it problematic to focus industrial

and distribution can be close to the cost of production. The production cost for The Tag Along 1

capabilities and thus, making the government’s role ambiguous. Private enterprises cannot

was 30 million TWD when distribution and promotion cost roughly 15 million TWD. We hoped that

establish an systematic rule either.

the movie was advertised as much as possible.

What is your advice for foreigners who want to shoot films in Taiwan?
How do Taiwanese movie share profits? How did this apply to The Tag Along 2?

Taiwan has competent production crew who can deal with foreign movie co-production and

For most movies in Taiwan, they are shown in the theatres by distributors. Therefore, production

consigned sale. Taiwan’s consumer sales is a lot lower than other Asian countries and some

companies have to pay distributors a portion of the distribution cost in advance. We usually divide

local governments provides cooperative assistance as well. Additionally, Taiwan has convenient

the profit with the theatres 50:50 and the rest of the profit after the division comes back to the

transportation. The mountains and seas filming sites are nearby and each site takes only 30-40

production. Of course apart from this, production companies can make more profits through

minutes by car making it very suitable for movie co-production. I hope many film on location in

selling DVD, TV and new media outlets copyrights.

Taiwan.

The Tag Along trilogy has various investors including theater chains and foreign distributors. After
making profits in ticket sales based on cooperation among entities, they may split the profit on
preferential basis. After making profits with the movie each party deduct their investment costs
and then the remaining profit becomes a pool and allocate it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investment. What is slightly unique for The Tag Along series is that we created an incentive system
so that the director and the production team can share the profit. We created this virtuous cycle
in order to inspire the staff and encourage growth since we had to make three consecutive
movies.

What’s your opinion on the new industry trend of 2017?
Director YANG Ya-che’s The Bold, the corrupt, and the Beautiful brings new perspective to the
industry. I initially had low expectation for this movie’s marketability and was impressed when the
movie grossed 90 million TWD at the box office. This was a great achievement.
In fact, the political topic in The Bold, the corrupt, and the Beautiful is closely related to our daily
life. Taiwanese are politicized and pay more attention to politics than other countries, which can
be seen in the staggering influence the Taiwanese political news has. However, there were only a
few who directed movies on political issues before. The United States and Korea created political
movies time to time, using politics as a metaphor of the reality or criticizing politics through
movies.
The Bold, the corrupt, and the Beautiful gives a new perspective in political issues and unlocked a
new market. It opened the new opportunity for the future.

What is the biggest challenge for Taiwan’s film industry?
The biggest problem Taiwan film industry is facing is not the strong competition with film
powerhous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Korea. It is not the lack of talent, funds or new
market but the fact that we lack imagination regarding Taiwan’s own cultural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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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Tag-Along 2

2 The Bold, the Corrupt and the Beautiful

A mother goes in search of her missing teenage daughter after her sudden disappearance. She is

Madame Tang colludes and mediat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businesses for

told that her daughter was last seen in the company of a girl in red, leading the mother to attempt

the benefits of her all-female family. One case does not go according to plan, and an entire family

to unravel the mystery behind the girl.

close to Madame Tang fall victim to a gruesome murder. Ambition, desire and lust eventually
change Tang's relationships with her own family forever.

Director
Wei-Hao CHENG

Producer
Shin-Chi CHEN, TSENG Han-hsien

Production
CMC Entertainment

Distribution
Vie Vision Pictures

Release
2017.08.25

>> Wei-hao CHENG
A Taiwanese film director and screenwriter
In 2015, Cheng made his feature debut with The Tag-Along, a horror film
based on an urban legend about a mysterious young girl in red following
a group of hikers; the young girl is believed to be a mountain ghost who
curses people. The Tag-Along played at several festivals and received four
nominations at the 53rd Golden Horse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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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 Box Office
NTD 105,000,000

Director
Ya-che YANG

Producer
Shih-Ken LIN

Production
A Really Happy Film

Distribution
A Really Happy Film

Release
2017.11.24

Gross Box Office
NTD 88,280,000

>> Ya-che YANG

A Taiwanese film and television director.
He was nominated for Golden Horse Award for Best Director two times, for
Girlfriend, Boyfriend(2012) and The Bold, the Corrupt, and the Beautiful(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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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FILM MARKET/INDUSTRY IN 2017

TAIWANESE FILMS IN 2017

FIGURES OF TOP 10 FILMS IN JAPANESE BOX OFFICE
TITLE

DIRECTOR

USA

Fantasy

Walt Disney Pictures

Walt Disney Studios

Fantastic Beasts and
Where to Find Them

David YATES

UK

Adventure

Warner Bros.

Warner Bors.

Pierre COFFIN, Kyle BALDA

USA

Animation

Illumination Entertainment

Toho-Towa

SHIZUNO Kobun

JP

Animation

TMS Entertainment

Proware Multimedia International

Joachim RONNING,
Espen SANDBERG

USA

Action

Walt Disney Pictures

Walt Disney Studios Japan

Pirates of the Caribbean:
Dead Men Tell No Tales
Moana

Ron CLEMENTS, John MUSKER USA

Sing

Animation Walt Disey Animation Studios

Walt Disney Studios Japan

Garth JENNINGS

USA

Animation

Illumination Entertainment

Toho-Towa

Gareth EDWARDS

USA

Action

Walt Disney Pictures

Walt Disney Studios Japan

Doraemon: Nobita and the
Great Adventure in
the Antarctic Kachi Kochi

TAKAHASHI Atsushi

JP

Animation

ADK

Toho Company

La La Land

Damien CHAZELLE

USA

Music

Summit Entertainment

GAGA

Rogue One: A Star Wars Story

shop and got dumped by the boy she had fancied forever.When these two distinct lives cross

DISTRIBUTION

Bill CONDON

Detective Conan:
Crimson Love Letter

Didi is an actress trying to prove herself before her superstar sister, while Chunmei owns a noodle

PRODUCTION

Beauty and the Beast

Despicable Me 3

3 DiDi's Dream

COUNTRY GENRE

SOURCE : www.eiren.org

GROSS BOX OFFICE UNIT : Million (JPY)

path, where would fate take them?

12,400

Beauty and the Beast

Director
Kevin TSAI

Producer
Jun LIU

Production
HT Entertainment

Distribution
Atom Cinema

Release
2017.05.27

Gross Box Office
NTD 85,200,000

A Taiwanese writer, television host, film director and screenwriter.
After the show ended, TSAI wrote and directed his first feature film, DiDi's
Dream, with Hsu as the lead in a dual role. TSAI said the film was a passion
project and made for supporters of his and Hsu's talk show.

Moana
Sing
Rogue One: A Star Wars Story

La La Land
BIFAN INDUSTRY GATHERING 2018

6,890

Detective Conan: Crimson Love Letter

Doraemon: Nobita and the Great Adventure
in the Antarctic Kachi Kochi

204

7,310

Despicable Me 3

Pirates of the Caribbean: Dead Men Tell No Tales

>> Kevin TSAI

7,340

Fantastic Beasts and Where to Find Them

6,710
5,160
5,110
4,630
4,430
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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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panese Film Market: 2017
FIGURES OF TOP 10 FILMS IN DOMESTIC BOX OFFICE
TITLE

DIRECTOR

GENRE

SOURCE : www.eiren.org

PRODUCTION

Detective Conan:
SHIZUNO Kobun
Animation
TMS Entertainment
Crimson Love Letter				
Doraemon: Nobita and the Great
Adventure in the Antarctic Kachi Kochi

DISTRIBUTION
Proware Multimedia
International

‘Will the market share of Japanese films be lower

Your Name. Moreover, it only came 4th in the Top

than that of foreign films this year(2017)? This

10 list of Japanese and foreign films where the top

was a question that many in the Japanese movie

3 were all American films with Beauty and the Beast

industry were asking out of concern. The reason

topping the list with a profit of JPY12,400,000,000.

was that there were no memorable Japanese hits

Doraemon: Nobita and the Great Adventure in the

TAKAHASHI Atsushi

Animation

ADK

Toho Company

FUKUDA Yuichi

Action

Plus D

Warner Bros.

YUYAMA Kunihiko

Animation

Oriental Light and Magic

Toho Company

among films that did well throughout that year.

Antarctic Kachi Kochi was the only Japanese film in

LET ME EAT YOUR PANCREAS

TSUKIKAWA Sho

Drama

Toho Company

Toho Company

For 20 years up to the early 2000s, Japanese films

the Top 10 and it came in ninth.

Mary and The Witch's Flower

YONEBAYASHI Hiromasa

Animation

Amuse

Toho Company

raked in more profit than foreign films. However,

There are two reasons why I stated above that there

Japanese films even showed a record turnaround

were no memorable big Japanese hits in 2017.

Gintama
Pokemon the Movie: I Choose You!

YO-KAI WATCH The Movie:
A Whale of Two Worlds

USHIRO Shinji

Animation

LMYWP2016

Toho Company

SWORD ART ONLINE THE MOVIE
-Ordinal Scale-

of 53.2% in 2006. Since then, Japanese films have

The first is that while Your Name and Shin Godzilla

ITO Tomohiko

Animation

A-1 Pictures

ANIPLEX

had a bigger profit share than foreign films until

were remarkable hits that exceeded people’s

NAKAMURA Yoshihiro

Action

Toho Company

Toho Company

recently, with the exception of 27.8% in 2007. If

expectations, Detective Conan: Crimson Love Letter,

Warner Bros.

the market share had dropped below 50% in 2017,

which opened in theaters in 2017, did only as

then it would have meant there is a great turning

much as was expected. Detective Conan is a popular

point in the trends of the past decade.

animation series that is a hit every time it is

Fortunately, this concern turned out to be

released in theaters. This one was the 21st of the

unfounded. The final total showed that Japanese

series and the previous edition of Detective Conan:

films earned JPY125,483,000,000 while foreign

The Darkest Nightmare brought in JPY6,300,000,000.

films brought in JPY103,089,000,000 with a ratio

Compared to the surprise of Your Name, which

of 54.9% to 45.1%. The figure of 54.9%, however,

came out of nowhere and succeeded even

is the lowest that Japanese films have recorded

though it was not an animation series, a profit of

recently. Figures from other years show 63.1%

JPY6,800,000,000 was not an impressive amount

in 2016, 55.4% in 2015, 58.3% in 2014, 60.6%

despite the fact that it was the highest grossing

in 2013, and 65.7% in 2012. Gross box office

Japanese film with JPY6,800,000,000. This was the

profit for Japanese films in 2017 dropped 15.6%

same for Doraemon: Nobita and the Great Adventur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while the gross box

in the Antarctic Kachi Kochi which was the second

office profit for foreign films in 2017 increased by

highest grossing Japanese film at JPY4,430,000,000.

8.6% from the previous year.

This is the 37th edition of an animation series with

The reason for this is evident in the Top 10 list.

hits each year in theaters.

There were no big hits in 2017 like Your Name and

Another reason may be a symbolic highlighting of

Shin Godzilla from 2016. The greatest Japanese

a more serious problem that hasn’t surfaced yet.

hit was Detective Conan: Crimson Love Letter with

Kinema Junpo, the most famous movie magazine in

earnings of JPY 6,890,000,000, which is a big drop

Japan, announces the Kinema Junpo BEST 10 list of

from the gross profit of JPY 25,030,000,000 for

films every year. For the year 2017, 66 film critics

MUMON
Confession of Murder

IRIE Yu

Thriller

Robot Communications

Thriller
2,410

UK 10

Drama
3,520

Action
6,360
USA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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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tion
23,940

BOX OFFICE SHARE BY COUNTRY

DOMESTIC MOVIE YIELD BY GENRE

UNIT : %

UNIT : Million (J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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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journalists chose 10 films each and then voted

The reason neither of these two films got any votes

before the movie hit the screen.

not an original idea of director IRIE Yu either.

for the best one. In first place was Tokyo Night

from film critics or journalists is because there are

Even live action Japanese films that made the

However, it is an unprecedented challenge

Sky Is Always the Densest Shade of Blue by director

many people in the Japanese movie industry who

Top 10 list and don’t contain the words ‘screen

because the original story was not an animation or

ISHII Yuya, second was Hanagatami by OBYASHI

subconsciously consider animations different from

adaptation’ existed in another form previously and

manga and was actually the Korean film Confession

Nobuhiko, third was Wilderness by KISHI Yoshiyuki,

‘movies’. Kinema Junpo investors may have left

gained popularity before they became movies.

of Murder by JUNG Byung-gil. The fact that this film

fourth was Dear Etranger by MISHIMA Yukiko, fifth

out animations from the ‘Japanese Film’ category

The biggest live action hit of 2017 was Gintama,

was the 4th highest grossing Japanese live action

was Before We Vanish by KUROSAWA Kiyoshi, sixth

altogether because of this perception or they

which was the closing film for the 2017 Bucheon

film was truly an ‘incident’ that no one expected.

was Bangkok Nites by TOMITA Katsuya, seventh

didn’t even watch such animations in the first place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This was

Other Japanese films based on Korean films

was Side Job by HIROKI Ryuichi, eighth was The

and therefore did not vote on them. However,

also a part of a previously successful series of the

include the Japanese version of Christmas in August

Third Murder by KOREEDA Hirokazu, ninth was

the uncomfortable truth that the role of animation

same name in various fields like games. With the

and the remake of Miss Granny, a global remake

Birds without Names by SHIRAISHI Kazuya, and the

series was instrumental in ensuring that Japanese

success of this live action film, Gintama 2(working

project by CJ, but none were as commercially

tenth was Close-Knit by OGIGAMI Naoko. Not one

films came close to taking 50% of the market share

title) is expected to be released in August, 2018.

successful as Memoirs of a Murderer. This year,

of them was in the top 10 grossing Japanese films.

still exists. This phenomenon is not limited to

Let Me Eat Your Pancreas, which came second

the Japanese version of Sunny (by director ONE

This is quite different from Korea where many

2017 only and is a long term trend. If animations

out of live action films, was based on the novel

Hitoshi) is scheduled for theatrical release based

films that win awards at various film awards are

like these were to be set aside from the statics of

by SUMINORU Yoru. It was made into a manga

on the hugely successful Korean film, Sunny, from

also among the list of top 10 grossing films.

Japanese cinema, then the market share would

before becoming a huge success on the screen.

2011.

Then how did Detective Conan: Crimson Love Letter

drop greatly to under 50%.

The animation version is scheduled to open in

Korean films played an important historical role

and Doraemon: Nobita and the Great Adventure in

There are talks that a co-production agreement

theaters in September, 2018.

in 2017 in terms of the success of foreign films,

the Antarctic Kachi Kochi do? There were 140 films

between the Chinese and Japanese governments

The success of such animations and live action

too. Asian films have never grossed more than

that were mentioned at least once in the BEST 10

could be signed in May. If so, there would be no

films shows the extreme conservatism of the

JPY300 million in Japan, but one film did. It was

list drawn up by the 66 film critics and journalists

restrictions for the export of co-production films

Japanese audience. They are more wary of or

the Korean film Train to Busan which earned

respectively. However, neither Detective Conan:

with China and the Japanese production partner

indifferent to new films with originality compared

JPY310 mill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film

Crimson Love Letter nor Doraemon: Nobita and the

would also secure a part of the profit earned

to moviegoers in other countries and are eager

was released in Japan under the title Shinkansen:

Great Adventure in the Antarctic Kachi Kochi was in

within China. Since animation series like Stand

to go see screen adaptations of animations of

any of them.

by Me Doraemon, which earned over JPY10 billion

something they are familiar with. For directors

What does this tell us? You could simply say the

in China, are highly popular among Japanese

who want to make films with originality, the

the same pronunciation of the name for the bullet

two films were lacking in quality, but I do not

films, the Japanese film industry’s dependence on

Japanese market is an extremely difficult place to

train. Erasing the location name of ‘Busan’ made

believe that assumption to be right. The reason

animation series could increase.

survive in.

it difficult to identify this film as a Korean film or

that these two animations did so well is because

The unhealthy status of the Japanese film industry

There are, however, some notable incidents

an Asian film just by looking at the poster or an

the previous editions in the series were of good

can also be confirmed by the fact original films do

last year under this conservative environment.

ad. The distribution company’s decision to use

quality that never disappointed fans. People who

not become hits. Films ranking high in profit are

Memoirs of a Murderer, which was the 10th

a title that was not country specific to make the

saw previous editions returned to the theaters

animation series as mentioned above or screen

highest grossing film Japanese film including

film a hit can only be out of consideration for the

to see the new film and a good cycle of a gradual

adaptations of popular manga, novels, or TV

animations, was one of them. This film is actually

conservative mindset of the Japanese audience.

increase in the new, younger generation was

dramas.

repeated. That is the reason behind the ability

It is common to see the term ‘screen adaptation’

of Detective Conan: Crimson Love Letter and

on many of them. Out of the Top 10 highest

Doraemon: Nobita and the Great Adventure in the

grossing Japanese films of 2017, 4 films contain

Antarctic Kachi Kochi to bring in crowds.

this term. In other words, the originals ex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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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Express(新感染ファイナル・エクスプレス) . This
Japanese title means ‘a new infection’ and is also

TERUOKA Sozo
He is a lecturer in Asian Films at Nihon University and Ikebukuro Community College, and
worked as the programming director for the Toky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02-2006),
Hong Kong Film Festival (2007), Taiwan Film Festival(2007) and others. As the film critic, he
is writing for the Kinema Jumpo, PIA and others. He is currently a programming director of
Osaka Asian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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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In 2017, Let Me Eat Your Pancreas(2017) earned 3.5 billion yen (32 million dollars)
in Japanese box office for domestic films, and ranked second among live action
films. What reasons are behind its success?
We had a great story to begin with. On top of that, the novel the film is based on only follows the
characters through their high school years, while the film concurrently shows their adulthood
(present). Thanks to the adulthood part of the story, the film resonated with not only the youth

YAMAUCHI Akihiro
Producer of Let Me Eat Your Pancreas
YAMAUCHI Akihiro, The Director of Movie
Planning Department of TOHO Films.
After joining the television department
and movie adjusting department, he
started his current position in 2012. As for
the main works, in drama part, Trick all
series, Keibuho Kenzo Yabe series, My Boss

but also the older generation (those in their late 20s or older) that have been dismissive towards
what we call “sparkling teen films” these days.

Including Let Me Eat Your Pancreas, you have directed many films for Toho, a
production company that’s still leading the Japanese film industry. What would
you say is your unique strength when it comes to the planning and developing a
film?
The film industry is all but “reading the wind (trend)”. You need to know what the audience wants
before they do. But even if you somehow manage to learn how to “read the wind” through
experience, it is not an absolute formula for producing a box office hit. That said, I am always
mindful of “ways to move the audience” and “universality +α”. By “moving the audience”, I don’t
mean just making them cry. Whether it is fear or sadnes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a story

My Hero, I married to the elusive place!.

is to speak strongly to the audience during the climax. Let Me Eat Your Pancreas had a wonderful

In the movie Trick, all series, A true Love

novel to start with, so we already had a “moving” story in hand.

Story, A Glorious Team Batista series, In His

Our philosophy is to provide entertainment for people of all ages and genders, regardless of

Chart series, Platinum Data, Attack of Titan,

where they are from. I believe that in order to create a work with a wide appeal, we must start with

Orange, I Am A Hero, Shin Godzilla, I want
to eat your pancreas, Girl who makes every
boy she meets crazy and Boy who wants to
be Okuda Tamio, Ajin and more. Waiting
for release within this year is My Little
Monster(BIFAN 2018)

a solid, universal story, and add an extra-something (“α”) that is new, surprising, and in accordance
with the “wind” of the time. For Let Me Eat Your Pancreas, the “α” was the story of the characters’
adulthood that was added to the original novel.

In Japan, it is standard for companies from different industries to form a
production committee when producing a movie. Let Me Eat Your Pancreas was
made in such a way. What is the background behind this practice, which is unique
to Japan?
I am not sure, but it is generally known that the first movie ever to be made
by a production committee is AKIRA(1988). At the time, multiple companies invested in the film
and shared the rights. That was also when large video rental businesses were looking to expand,
and became successful thanks to high demand. From late 80s to early 90s, domestic films kept
flopping and were considered too risky to produce. Toho was also practically done producing
films, to the point where they only produced one film a year, which was part of the Godzilla series.
To minimize risk, the industry came up with a system where various companies could invest in a
film and obtain the rights to video production, broadcasting, publication, etc., which we now cal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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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of secondary rights”.

finite number of them, and it seems that we are scraping the bottom of the barrel. So I do feel the

However, when Bayside Shakedown(1998) turned out to be a great hit, and the film industry was

need to try harder and produce original films. Since modern marketing tactics are so advanced

on the rise again, we began to see more competition over these rights. It’s quite clear that it’s

and sophisticated, there have been cases where they turned a film into a novel, published it,

better for a film to be made by a single company, even from the business perspective. But if we

and secured public interest, which led to the success of the film. In the case of The Floating

look at the marketing side, you get a lot more options and opportunities for marketing by working

Castle(2012), which is slightly different from what I just described, they turned the existing script

with companies from different industries rather than having one company deal with everything. It

into a novel before the film was even made, which became a hit.

was also when corporate sponsorships were just becoming popular. The reason why many films
are still made by production committees is not because of the financial risk, but because of the
benefit of partnerships that enable large-scale marketing.

Japan, with its decreasing population as a serious social issue, is very interested
in the overseas market for all industries. What are your thoughts on planning and
developing films that appeal to the foreign audience in the future?

The production committee for Let Me Eat Your Pancreas involved a total of 12
companies, including marketing agencies and publishing houses.

We have already worked with the foreign film industries by co-producing films with another

The whole practice has become quite sophisticated. You can even say it has turned a little stale.

the unfamiliar atmosphere and sensitivity of Japanese films and other cultural barriers are the

Let Me Eat Your Pancreas encouraged participation from many companies from the same industry.

cause, no matter how great the plot might be. This is why, instead of selling finished products, we

For instance, we have four marketing agencies, all with distinct strengths. You can actually cover

first bring ideas only and produce the film on site with the foreign crews. It has more potential

more marketing bases by dividing-and-conquering, and the whole process can be vitalized by

that way. For example, I have been involved in the production and ongoing discussions for the

innovative inputs from different companies.

Hollywood remake of Your name(2016). A wildly different business approach to the process has

country or selling domestic hits overseas. But there has not been a notable success. I believe

been attempted by South Korea, when the Hollywood remake of Miss Granny(2013) was filmed

On the other hand, production committees receive occasional criticisms for
taking longer to reach a decision and lacking innovation in their ideas, due to
their nature as a collection of businesses.

almost simultaneously in a foreign location and drew attention. I think we have a lot to learn from

Yes, I am well aware of those criticisms. But they are completely false. When it comes to producing

past twenty years, maintaining the size of 200 billion yen (1.8 billion USD). Whether it is a good

a film, the production company that acts as the head of the committee calls most of the shots. Of

thing or not, the industry has become established in the domestic market. Therefore, to enter

course, legally speaking, other investors have a say and can raise objections; but realistically, they

the overseas market, it is important to discuss how to bring up the quality of the films to what

can never delay a decision or scrap a whole plan. The committee meetings for its members are

it used to be in the late 50s and early 60s. We need to bring more young people to the cinema.

mostly about marketing, not planning and development of a film.

Aside from what I said in the beginning of this interview, we are going to focus on “cinema-only

them.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film market has been neither expanding nor shrinking for the

experiences” in the planning and developing stage: scenes you must see on a large screen to

Some say that most Japanese films are based on other works, and very few are
originals themselves.

appreciate them fully, an event you can enjoy with others, something with an edge that are rarely

I am aware of the audience’s demand for original films, and I agree that original works are the

wishes of the majority, but I see it as my mission to continuously try to “read the wind” and turn

best source of entertainment. In fact, we try to make at least a few original films per year. But

the audience’s wants into a visual product just a little more quickly than before.

broadcasted on TV due to age restrictions, etc. It is not easy to listen to and reflect the quiet

we usually have a month and a half to two months on average before a release. It’s not an easy
task to raise a film’s profile from scratch and garner as much public interest as we can in such a
short time. If we already have a well-known original work, all we have to do is to pique interest
on the film. From the investors’ point of you, the popularity of the original work guarantees that
of the film, so it’s easier to get them on board in the planning and developing stage. The thing
is, there is nothing bad about making a movie out of an existing work. Look at Hollywood. Many
cinematic masterpieces from all over the world are based on original works. But there are onl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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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WAHARA Tomoko
KAWAHARA Tomoko is a freelance editor & writer after working in a film distribution
company TOHO-TOWA, and also a member of pre-selection committee for the Tokyo
International Film Festival(2015-). She is working for the various media in the field
of mainly entertainment. She worked at a programming department for the Tokyo
International Film Festival(2001, 2003-2004).

B e st3 JAPANESE FILMS IN 2017

1 Detective Conan: Crimson Love Letter

and the Great Adventure
2 Doraemon: Nobita
in the Antarctic Kachi Kochi

A bombing case at Nichiuri TV in autumn. The Satsuki Cup, which crowns the winner of Japan's

Unable to endure the midsummer heat, Doraemon transports Nobita and his friends to a huge

Hyakunin Isshu, is currently being filmed inside the facility. The incident results in a big commotion

iceberg floating in the South Pacific. While creating an amusement parks with the secret tool "Ice-

and, while the building is burning to ashes, the only people left inside are Hattori and Toyama

working Iron" the group finds a mysterious golden ring in the ice. Upon closer examination, they

Kazuha.

determine that the ring was buried in Antarctica 100,000 years ago - before people could have
lived there.

Director
SHIZUNO Kobun

Producer
AOYAMA Gosho

Production
TMS Entertainment

Distribution
Proware Multimedia International

>> SHIZUNO Kobun

Release
2017.04.15

Gross Box Office
JPY 6,890,000,000

Director
TAKAHASHI Atsushi

Producer
MASUKO Sojiro

Production
ADK

Distribution
Toho Company

Release
2017.03.04

Gross Box Office
JPY 4,430,000,000

>> TAKAHASHI Atsushi

A Japanese anime film and television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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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 st3

THAI FILM MARKET/INDUSTRY IN 2017

JAPANESE FILMS IN 2017

FIGURES OF TOP 10 FILMS IN THAI BOX OFFICE
TITLE

SOURCE : Filmax Magazine(Thailand)

DIRECTOR

COUNTRY

GENRE

PRODUCTION

DISTRIBUTION

F. Gary GRAY

USA

Action

Universal Pictures

Universal Pictures

Jon WATTS

USA

Action

Columbia Pictures

Columbia Pictures

Thor: Ragnarok

Taika WAITITI

USA

Action

Marvel Entertainment

Marvel Entertainment

Transformers: Last Knight

Michael BAY

USA

Action

Paramount Pictures

Paramount Pictures

Guardians of Galaxy Vol.2

James GUNN

USA

Action

Marvel Studios

Marvel Studios

Sony Pictures
Entertainment (SPE)

Sony Pictures
Entertainment (SPE)

Fast and Furious 8
Spider-man Homecoming

Jumanji: Welcome to Jungle
Jake KASDAN
USA
Fantasy
					
Pirates of the Caribbean:
Dead Men Tell No Tales

3 Gintama
In an era where aliens have invaded and taken over feudal Tokyo, an unemployed samurai finds

Joachim RONNING,
Espen SANDBERG

USA

Action

Walt Disney Pictures

Walt Disney Pictures

Beauty and the Beast

Bill CONDON

USA

Fantasy

Walt Disney Pictures

Walt Disney Pictures

Justice League

Zack SNYDER

USA

Action

DC Comics

DC Comics

Wonder Woman

Patty JENKINS

USA

Action

Warner Bors.

Warner Bors.

GROSS BOX OFFICE UNIT : Thousand (THB)

work however he can.

319,600

Fast and Furious 8

193,900

Spider-man Homecoming
Director
FUKUDA Yuichi

Producer
SUZUKI Daizo

Production
Plus D

Distribution
Warner Bros.

Release
2017.07.14

Gross Box Office
JPY 3,840,000,000

Thor: Ragnarok
Transformers: Last Knight
Guardians of Galaxy Vol.2

>> FUKUDA Yuichi

Jumanji: Welcome to Jungle

Born in 1968, he is a Japanese playwright, broadcasting writer, director, and

Pirates of the Caribbean:
Dead Men Tell No Tales

film director. He directed the movie Gintama 2: Okite wa Yaburu tame ni koso
Aru ahead of the release.

Beauty and the Beast
Justice League
Wonder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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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00
164,900
142,600
140,600
138,400
134,900
116,400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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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 Cinema 2017: More Flops,
and Few Ones on Top Spot
FIGURES OF TOP 10 FILMS IN DOMESTIC BOX OFFICE
TITLE
Bad Genius
E-San Love Story
Mr. Hurt
The Promise

DIRECTOR

GENRE

PRODUCTION

DISTRIBUTION

From 2016, which was the year that Thailand

came back with his latest horror The Promise,

Nattawut POONPIRIYA

Drama

GDH 559

GDH 559

experience the great loss from the death of King

but this time it is a flop. Famous Thai television

Bussarakam WONGKAMLAO

Comedy

Bang Fai Film

M Pictures

Bhumipol, the economy of Thailand in 2017 didn’t

actress Bee Namthip JONGRACHATAWIBOON

Ittisak EUSUNTHORNWATTANA

Comedy

Transformation Films

Transfomation Films

improve much from the previous year. leaving

had her film debut in the role of a mother who

Sophon SUKDAPHISIT

Horror

GDH 559

GDH 559

the figure of the whole film industry even lower.

had to save her daughter and herself from the

Isara NADEE

Comedy

Phra Nakorn Film Co.Ltd.

Sahamongkol Film

In 2017, 48 Thai films released in cinemas, but

ghost of her childhood friend that comes back

M39

total box office gross for Thai films in 2017 is only

to ask for the promise they made together in the

T Moment

440 million Baht, which is 10% of total market,

past. The film earned 34.6 million Baht(1.1 million

the lowest figure in 10 years for box office of Thai

USD), which is not a bad performance for 2018,

Thailand Only
Slum Boy
Oversize Cops

SOURCE : Filmax Magazine(Thailand)

Ongart CHEAMCHAROENPORNKUL
Phuwanit PHOLDEE, Chanon YINGYONG

Legend of the Broken

Comedy		
Comedy

Premsak Ketsrinarong

Bhin BUNLUERIT

Action

Somsak TECHARATANAPRASERT

Shamongkol Film

films. In 2017, there is only one Thai film that box

but is a disappointment considering Sophon’s

Siam Square

Pairach KHUMWAN

Horror

Welldone Medium Rare

Sahamongkol Film

office gross surpassed 100 million Baht, which

previous works like Laddaland or The Swimmers are

Saranair Love U

Kiattisak UDOMNAK

Comedy

Tech Digital Corporation

Tech Digital Corporation

is GDH’s Bad Genius that earned 111.1 million

successful titles.

Baht(3.51 million USD) in box office.

2017 is not a successful year for Sahamongkol Film,

Before the opening date on 3 May, no one

which in this year, not only foreign films distributed

expected that Bad Genius would become a huge

by the company didn’t make it to the top ten

success, not only in Thailand, but across Asia.

foreign films in Thai box office. Sahamongkol Film

In 2012, Nattawut POONPIRIYA’s first feature

began 2017 with Legend of the Broken Sword Hero,

film Countdown became a flop for GTH, but the

which produced by Bhin BANLUERIT, an actor

director’s second feature film has become the

from the 80’s-90’s who is an active filmmaker since

biggest success for GDH. Based on the scandal

2002. In 2012, Panya Raenu which is a children

that happened many years ago that Chinese

film that he independently produced and directed

students hired someone in Australia, which is the

became a sleeper hit. Legend of the Broken Sword

country that its timezone is ahead of China, to

Hero is Bhin’s first effort in making an action film.

take SAT exam and text back to China the correct

Bhin has asked Tanit JITNUKUL who directed

test answers, the producers have adapted the

him in Bang Rajan(2000) to serve as a producer.

story and turned it in to a film that no one has

Buakaw BANCHAMEK, internationally known Thai

ever made before in Thailand. The film is not only

kickboxer made his acting debut as the leading

a success in Thailand, but a huge success in China

role of the film. The film is not a critical success but

with the box office of 41,051,728 USD which is the

the box office result of 13.4 million Baht(424,190

first time ever for Thai film to be this successful

USD) is not too bad for Thai films in 2017.

anywhere outside Thailand.

Thailand Only by Isara NADEE is the most

Sword Hero

Action
13,400

Horror
44,500

Drama
111,100
USA 100

218

Comedy
215,300

BOX OFFICE SHARE BY COUNTRY

DOMESTIC MOVIE YIELD BY GENRE

While Bad Genius is a huge success for GDH,

successful film of Sahamongkol in this year with

UNIT : %

UNIT : Thousand (THB)

Sophon SAKDAPHISIT who was successful from

box office result of 24.9 million Baht(788,234 USD).

his horror films like Laddaland or The Swimmers

The film which is the first time that Phranak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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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produced for Sahamongkol stars Jazz

Dog. Same as Thailand Only that the film stars Jazz

which is big budget romantic drama film earned

5.7 million Baht(180,177 USD) is not the worst, but it

CHUANCHEUN, a famous comedian who featured

CHUANCHEUN, but this time it is a failure with

only 6.6 million Baht(208,626 USD) in box office.

shows that the golden days for Five Star Production

in Joking Jazz 4G, a top box office film of 2016.

total box office of 6.3 million Baht(199,432 USD).

The company released two films in August which

or Thai horrors will not come back soon.

However, this could be the only collaboration

Thailand’s biggest multiplex Major Cineplex

is You & Me XXX, a teenage romantic comedy and

T Moment, which is a new company founded by

between Sahamongkol and Phranakorn, as

which also produces its own films through 5

Nontawat NUMBENCHAPOL’s #BKKY an arthouse

former GTH executive Visute POONWATALUCK

Phranakorn Film stopped film distribution in the

subsidiary companies(M39, M Pictures, Talent

film produced by the company with its world

and Mono Technology Co.,Ltd started with their

year of 2016 before its return in 2017.

1 Movie Studio, Transformation Films and CJ-

premiere a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first film Oversized Cops which is considered

Siam Square, directed by Pairach KHUMWAN is

Major) found moderate success from few titles in

2017. Both films became the worst box office

a flop as it earned only 15.7 million Baht on

an effort of Sahamongkol to make a different

2017. M Pictures which in 2016 earned biggest

performance for the company ever as You & Me

box office. The company is preparing new

kind of horror film. Pairach is well known as a

success with Poj ARNON’s Joking Jazz 4G is

XXX earned only 200,000 Baht(6,330 USD) in box

titles for 2018 which are The Pool, a thriller

cinematographer of successful arthouse films

successful in producing E-San Love Story, a film in

office for its wide release, while #BKKY earned only

directed by Ping LUMPRAPLERNG(Loveaholic,

like Nawapol THAMRONGRATTANARIT’s 36 and

Northeastern dialect for audience in Northeastern

120,000 Baht(3,793 USD). As a result, Talent 1 has

Dreamaholic) and stars Thailand’s superstar

Mary is Happy and Mary is Happy did good job for

area of Thailand. E-San Love Story is the first time

closed itself down.

Theeradej WONGPUAPAN(Bangkok Traffic Love

his feature debut in bringing new flavors to Thai

that Petchtai WONGKAMLAO(Mum Jokmok), a

Sangar CHATCHAIRUNGRUANG’s Transformation

Story) and another will be a teenage-romantic-

horror films scene, but the film only earned 9.9

famous comedian who directed and produced

Films has two films in 2018, which Mr. Hurt, a comedy

comedy film APPWAR, directed by Yanyong

million Baht(313,394 USD) from Thai box office.

films for Sahamongkol since 2004 such as The

stars GDH’s actor Sunny SUWANMETHANONT

KURUAUNGKOUL(Back to the 90s).

Eat Play Laugh is a new film by Pariphan

Bodyguard(2004) or Hello Yasothorn(2005) made

became the biggest success for the company

2017 is another year that many of the Thai films

WACHARANON, a famous voice actor whose 2015

film for M Pictures, which is considered to be

since its foundation in 2014 with box office gross

earned lesser than 1 million Baht(33,000 USD)

film Love You 100K that he produced and directed for

Sahamongkol’s rival. Directed by his daughter

of 71.5 million Baht(2.26 million USD). However,

though some of them had wide release with more

Sahamongkol became a success in South East Asian

Bussarakam WONGKAMLAO and stars Petchtai

Transformation Films ended 2017 with Premika, a

than 30 screens in Bangkok. Many of the films

countries like Cambodia, but Eat Play Laugh failed

himself in the main role, the romantic-comedy

horror-comedy which is a big flop with box office

would disappear after theatrical release without

at Thai box office with the gross of only 4.3 million

film became a success across Thailand with the

gross of 5.4 million Baht(170,694 USD).

being released on DVDs. Home entertainment

Baht(136,120 USD) and received bad reviews.

box office of 77.2 million Baht(2.44 million USD),

CJ-Major still has no new films in 2017, but the

market in Thailand is in critical situation. Even big

Akkarapol TECHARATANAPRASERT, son of

and proves that there is a big market for films in

company has a new project called A Portrait of a

companies like GDH has stopped releasing their

Somsak TECHARATANAPRASERT, the owner of

Northeastern dialect.

Beauty, a horror-mystery directed by Surapong

films on home entertainment format since The

Sahamongkol Film has founded a new company

M-Thirty Nine which used to be very successful

PLOENSANG, a TVC director. The project was

Promise which the audience will need to buy the

Tech Thailand to produce Thai films. The company’s

from the film made during 2009-2012 experienced

presented at Udine Far East Film Festival’s Focus

film from streaming platform instead.

first feature is Saranair Love U, which is a comedy

a failure in 2016. In 2017, the company made

Asia and is expected to be finished soon.

Hollywood films are still having the biggest share

made by Saranair Team(Kiattisak UDOMNAK and

only one film which is Slum Boy, directed by

With only one Thai film released in 2017 which

in Thai film market. In 2017, the box office of total

Willy MC’INTOSH) who made films like Saranair Hao

Ongart CHEAMCHAROENPORNKUL. Though

is School Tales with the box office of 5.6 Million

industry in Thailand is 4,287 million Baht(135.51

Peng for Sahamongkol, or Saranair Osekkai for M39.

being an actor in arthouse films like Jakrawal

Baht(186,000 USD), in 2018, Thailand’s longest

million USD). Hollywood films earned in total 3,697

Saranair Love U is the film that contains hidden-

NILTHAMRONG’s Vanishing Point, Ongart normally

running film company Five Star Production has

million Baht(116.86 million USD) in 2017 which is

camera pranks with Thai stars, including Mario

directs comedy TV shows and comedy films,

returned to foreign film distribution for the first

86% of the total industry. Many audiences express

MAURER, but the film became a failure with box

which his latest Slum Boy earned only 18.9 million

time in more than 30 years with Jackie CHAN’s

their views that with the same ticket price they prefer

office of only 7.7 million Baht(243,397 USD). After

Baht(598.290 USD).

Bleeding Steel. As Five Star has produced the series

to pay to see Hollywood films rather than Thai films.

Thailand Only, which the box office result is not too

Laddawan RATANADILOKCHAI’s Talent 1 Movie

3 A.M. Bangkok Ghost Stories for Malaysia’s Astro

The latest example is Avengers: Infinity War which was

bad, Phranakorn Film has returned to distribution

Studio made 3 films in 2018, but all of them

Boo, 3 of the total 13 episodes were presented as a

released in Thailand on 25 April 2018, and passed

again with Yuthlert SIPPAPAK’s latest film, Jazz The

performed very poorly at box office. The Moment

separated film 3 A.M. Part 3. The box office gross of

100 million Baht on the third of the release. (Unti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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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May 2018, the film already earned more than 200

the sequel to Joking Jazz 4G, but this time, netizens

million Baht in Thai box office).

started criticizing him even before the release, and

Internet has big impact on Thai film scene.

the film earned only 18.38 million Baht(580,991

Facebook and Twitter have a significant role

USD)(box office gross until 1 May 2018), which

for film promotion. In November, Nawapol

can’t be compared to 166 Million Baht that Joking

THAMRONGRATTANARIT distributed his latest film,

Jazz 4G made in 2016.

Die Tomorrow on his own with only 10 screens. He

Regional Filmmaking especially in Northeastern

used only Facebook to promote his films without

region has become a trend since the success of

using any other medias, but the film became a

Uten SRIRIWI and Innapat LADARAT’s Poo Bao

success with box office of 5 million Baht(158,050

Tai Ban: Isaan Indy in 2014. In 2017, Surasak

USD) and the film was in cinemas for 3 months.

PONGSORN’s Thai Baan The Series which was

Comments on internet always play a big role for

made with the budget of only 2 million Baht

the success of The Legend of Muay Thai: 9 Satra.

became a big success in Northeastern region

The animation from Exformat Films which is

and is also nominated for Best Picture for almost

released by M Pictures in Thailand in January 2018.

all film awards in Thailand. The success of these

The animation received good worth of mouth and

films is an interesting thing as most of them are

praises from the netizen. Though the budget of

independently made and distributed with some

the film is too high to recoup, the box office gross

support from cinema chain in Northeastern

of 53 million Baht(1.67 million Baht) is considered

region like MVP. In 2017, we can see that big

successful for Thai films in this era.

companies like M Pictures has made an effort

On the other hand, internet can kill the film. Poj

for the Northeastern film market with E-San Love

ARNON who earned big success from Joking Jazz

Story, which became the second top grossing Thai

4G that was the highest grossing Thai film of 2016

film of the year. The trend continues in 2018 which

is always criticized by film critics and netizen for

Uten SRIRIWI has made Poo Bao Tai Ban 3 and

the quality of his films. In 2017, Poj has made

Surasak PONGSORN made Thai Baan The Series 2,

Zombie Fighters for Major Cineplex(the film is made

while some other groups has made films such as

by Poj’s company Movie Hero and distributed by

Poo Sao Ka Lor: The Movie Indy(Directed by Sukij

M39) but it was slated by critics and netizens and

NARINTR) or Country Movie(Directed by Morakot

Yongyoot THONGKONGTOON was born in Thailand in 1967. He studied

it earned only 1.7 million Baht(53,000 USD). In

KAEWTHANI), but interestingly, none of them has

medicine and then communications at Chulalongkorn University. In 2000, he

2018, Poj has made Joking Jazz 5G(the film is made

remarkable success comparing to Thai Baan The

directed The Iron Ladies(2000) for Tai Entertainment. The film which is based

by Movie Hero and distributed by M39) which is

Series or Poo Bao Tai Ban: Isaan Indy.

on true story of a gay volleyball team became successful both in Thailand

Yongyoot THONGKONGTOON

and internationally. He worked as director and producer for Hub Ho Hin
Donsaron KOVITVANIT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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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saron KOVITVANITCHA works as a film writer, critic, and journalist for many magazines
and newspaper in Thailand such as The Nation. Donsaron also works as programming
consultant for Bangkok ASEAN Film Festival, film festival organis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of Thailand and the Federation of Motion Pictures and Contents Association. Recently,
Donsaron worked as a consultant for Thai films to CinemAsia Film Festival in Amsterdam,
The Netherlands. He is also invited to be the jury in film festivals such a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otterdam 2017 and Vesoul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f Asian Cinema 2016. He is
also independent film producer which the film that he produced Malila: The Farewell Flower
won Kim
Ji-Seok Award from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17.
BIFAN INDUSTRY GATHERING
2018

Films which later will merge with GMM Pictures and Tai Entertainment and
became GTH in 2004. With GTH, he directed films such as M.A.I.D(2004),
Metrosexual(2006), 4BIA(2008) and Best of Time(2008). Yongyoot has been
working as a Senior Director of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of GTH
since the beginning, which now he works in the same position at GDH.

GDH and the Genius-ness behind Thai Cinema

As the idea started from the studio, why did you choose Baz Nattawut
POONPIRIYA to be the director of the film?

Since the break-up of GTH in 2015, and the foundation of new company GDH in 2016, GDH has

It is from when we developed the story. Each director who worked for us has their own style. Baz

already produced 4 films. Though the success of their first title One Day can’t be compared to the

has his own style. He had life experiences. He lived in New York for 6-7 years and he saw people

success of Pee Mak in 2013, GDH gain loyal from Thai audience who believe in the quality of their

who struggled with their lives. He also had interesting visual style. Most importantly, he is good at

production. Their 2017 title Bad Genius is not only successful in Thailand, but the film has become

directing actors, and in this film all the actors were new. That is our reason in choosing him.

a big hit in Hong Kong, Taiwan and Mainland China.
Yongyoot THONGKONGTOON is one of the founders of GTH. He is well known as the director

How do you go about getting investments for films?

of successful films such as The Iron Ladies(2001), M.A.I.D(2004), 4BIA(2008) or Best of Times(2008).

We self-finance our films. We, who are filmmakers, founded GDH with GMM Grammy and hold

Yongyoot hasn’t made any films for 10 years as now he is the Senior Director of International

50% of its share. We have our own money to finance our films.

Business Management at GDH and he is one of the people who will give the green light to the
projects that GDH will make, including Bad Genius, which Yongyoot or other people who created

Normally did you get money from sponsors?

this film never expected the film to be a huge success in Thailand and one of the most successful

Sometimes there is product placement or media barter, but this step will come after we have

Thai films of all time in Mainland China.

already started the project with our own money. We will later calculate if it will have any possibility
to cooperate with any sponsors, but we will not let the sponsor to be the person who start the

What made your film so successful in Thailand?

project and control the placement of their products in our films. Normally we will check if there’s

At the beginning of this project, our intention was to make a film with new flavor, but for in the

anything in our films that the sponsors could be interested and then we will go to them to show

Thailand market, mass audience still prefer teenager films, comedy films, romantic films, horror

how we would place their products in the films. We will never know if we will be able to get

films, but we can’t make those all the time. Our producers Jira MALIGOOL and Jina OSOTSILP

sponsors for each film, so for us, we rely on our own money and the box office

found an idea from the news that Chinese students cheated at SAT exam, so we asked Baz
Nattawut POONPIRIYA who made The Countdown for us to develop the film. We wanted to make

How does a film usually get investment in Thailand?

an action film without any action scenes. It’s challenging to make a film about examination, and

There are two ways. One way, you can go to pitch your project with studios, but for GDH’s projects,

the film needs to thrill the audience. Finally, we got the script which is very interesting, but the

we will generate our projects in our studio and normally we don’t allow independent directors

film will be unusual for Thai market, and will be very risky. We finally approved it, but on the basis

who are not with us to propose the projects. For those who go to pitch project with other studios,

that the film is risky and it couldn’t be made with high budget. We had to work on pre-production

sometimes they couldn’t get enough budget from the studios, so they end up looking for more

very carefully, which the director did the great job. Once we saw the rough cut, we liked it, but

money on their own. There could be new model in the future that the studio will invest on the film

we needed to find ways to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as all the actors are new, and the film

partially, while the director also does the same thing and share the rights to the film. In Thailand,

doesn’t have the flavor that Thai audience would feel familiar with. After we released the trailer,

we have film funding, but the money is only enough for researching or scriptwriting, but not

we got attention from the audience which maybe because the theme about taking an examination

enough to make the whole film.

was something that everyone can relate to. The reaction from the audience is better than what we
expected.

Some Thai films can be released with only 3 or 5 screens, but you always released
films nationwide for more than 100 screens.

So you didn’t expected that the film will be this successful at all?

For us, we make mainstream films, so the cinemas expect that our film has potential in making

I didn’t expect it to be huge like this. We thought that it could be successful with good storytelling

money. It is about trust. If the cinemas have trust in your film, you will get many screens.

and good acting, but not this big. In Thailand, we got 110 million Baht, and when the film travelled

Sometimes, we got less creens than we expected, but if box office on the first day is good enough,

to market outside Thailand, we were really surprised to see the outcome. Asian people may share

we can get more screens on the next day. For arthouse films, it depends on each deal. For me,

the same culture,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entrance examination to national universities, so

I think nowadays, cinemas are more open-minded than before. I am not sure if it is in the level

they can relate to the story.

that some film producers will be satisfied, but some films that would be difficult to be releas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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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st can have a slot in cinemas nowaday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you need to make the
multiplexes to trust you.

B e st3 THAI FILMS IN 2017

How does profit-sharing work in Thailand?
The cinemas will get more profit share than film companies. This happens in most places
including Hollywood; expect the case that your film is very special. For Thailand, the profit share
is 50-50 and you don’t have to negotiate with the cinema week by week, which is privilege for Thai
filmmakers. The cinemas can negotiate that they want more share in the third or fourth week of
the film.

What are some of the market trends you saw in 2017?
There were 50 films released last year, but 30 of that are independent films. There are only 10
films that can recoup. For us, we lost money on one of our films in 2017. Among 10 films that
made money last year, there are film like Bad Genius, but there’s also comedy in northeastern
dialect like E-San Love Story, so it’s difficult to say how was the market trend for Thai films in 2017
as each film that made money is too different. For the independent film, there are small horror
films, LGBT films, so it varies, but with the success of some films in local dialect like E-San Love
Story, more films in local dialect is planned to be released in 2018.

1 Bad Genius

What’s the toughest challenge for the domestic industry these days?

Lynn, a genius high school student, makes money by cheating tests. She gets a new lucrative task

Though nowadays we can complete the film easier than in the past and we can screen the film

that leads her to Sydney, Australia; finish the international SAT exam and deliver the answers back

on streaming platform, but once we want to release them in cinemas, there is a big cost. Money

home before the exam takes place there.

is the most problematic thing. The audience also spends their time on something else such as
playing games on internet. The number of the audience is decreasing. They may wait to view the
film from online platform, and film piracy is still everywhere.

Do you have any tips for foreign filmmakers looking to shoot in your country?
Thailand is the country that really welcomes foreign film production, but nowadays we have more
rules. It is better if you follow the rules. The Thai crews are of high-quality, and we have all kind

Director
Nattawut POONPIRIYA

Producer
Jira MALIGOOL

Production
GDH 559

Distribution
GDH 559

Release
2017.05.03

Gross Box Office
THB 111,100,000

of equipment. If you film here, you will get the work that is worth of your money, but you have to
come through legal channel. It is not difficult to work with the Thailand Film Office.

>> Nattawut POONPIRIYA
A Thai director, working extensively on television commercials and music
videos, but best known for the thriller films Countdown and Bad Gen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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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an Love Story
Sian is a handsome E-san(The Northeast of Thailand) guy who loves his hometown and his

A perfect world champion tennis pro, Don Sri-Chang(Sunny SUWANMETHANONT ) who is an idol

girlfriend. He is waiting for his girlfriend, Som to come back from Bangkok and to live their lives

for everyone. He's both lucky in game and lucky in love that his girlfriend is a superstar. Later, his

together. Sian helps his mother to cook spider flowers for selling in his little shop

girlfriend turned his marriage proposal down to date with a rock star.

Director
Bussarakam WONGKAMLAO

Producer
Pornchai WONGSRIUDONPORN

Production
Bang Fai Film

Distribution
M Pictures

>> Bussarakam WONGKAML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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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r.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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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
2017.08.31

Gross Box Office
THB 77,200,000

Director
Ittisak EUSUNTHORNWATTANA

Producer
Sangar CHATCHAIRUNGRUANG

Production
Transformation Films

Distribution
Transfomation Films

Release
2017.02.02

Gross Box Office
THB 71,500,000

>> Ittisak EUSUNTHORNWATT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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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PINO FILM MARKET/INDUSTRY IN 2017
FIGURES OF TOP 10 FILMS IN FILIPINO BOX OFFICE
TITLE

SOURCE : Filipino box-office researcher,
analyst Alan Gaw, Boy Vilasanta

DIRECTOR

COUNTRY

GENRE

PRODUCTION

DISTRIBUTION

Bill CONDON

USA

Fantasy

Walt Disney Pictures

Press Play Pictures

The Revenger Squad
Joyce BERNAL
Philippines
Action
				

Star Cinema/
Viva Entertainment

ABS-CBN Film Productions

Beauty and the Beast

FIGURES OF TOP 10 FILMS IN DOMESTIC BOX OFFICE
TITLE

SOURCE : Filipino box-office researcher,
analyst Alan Gaw, Boy Vilasanta

DIRECTOR

GENRE

PRODUCTION

DISTRIBUTION

Joyce BERNAL

Action

Star Cinema/Viva Entertainment

ABS-CBN Film Productions

Cathy Garcia-MOLINA

Romantic Comedy

Star Cinema

Star Cinema

Sigrid Andrea BERNARDO

Romantic Comedy

Spring Films/Viva Entertainment

Viva Films

Mae Cruz-ALVIAR

Romantic Comedy

Star Cinema

Star Cinema

Ang Panday

Rodel NACIANCENO

Action

CCM Productions

ABS-CBN Film Productions

Finally Found Someone

Theodore BOBOROL

Romance

Viva Entertainment

Star Cinema

The Revenger Squad
My Ex and Whys
Kita Kita

Wonder Woman

Patty JENKINS

USA

Action

Warner Bors.

Warner Bros. F.E.

Thor: Ragnarok

Taika WAITITI

USA

Action

Marvel Entertainment

Press Play Pictures

Fast and Furious 8

F. Gary GRAY

USA

Action

Universal Pictures

Columbia Pictures

Cathy Garcia-MOLINA

Philippines

Romantic Comedy

Star Cinema

Star Cinema

Spider-Man: Homecoming

Jon WATTS

USA

Action

Columbia Pictures

Columbia Pictures

Seven Sundays

Cathy Garcia-MOLINA

Family Drama

Star Cinema

Star Cinema

Guardians of Galaxy Vol.2

James GUNN

USA

Action

Marvel Studios

Press Play Pictures

Unexpectedly Yours

Cathy Garcia-MOLINA

Romantic Comedy

Star Cinema

Star Cinema

Spring Films/
Viva Entertainment

Viva Films

Love You to the Stars and Back Antoinette JADAONE

Romance

Star Cinema

Star Cinema

Viva Films

Viva Films

Star Cinema

100 Tula Para Kay Stella

Romance

Star Cinema

My Ex and Whys

Kita Kita
Sigrid Andrea BERNARDO Philippines Romantic Comedy
					
Can’t Help Falling in Love

Mae Cruz-ALVIAR

Philippines

Romantic Comedy

Can’t Help Falling in Love

Jason Paul LAXAMANA

GROSS BOX OFFICE UNIT : Thousand (PHP)

706,291

Beauty and the Beast

571,000

The Revenger Squad

Fast and Furious 8
My Ex and Whys
Spider-Man: Homecoming
Guardians of Galaxy Vol.2
Kita Kita
Can’t Help Falling in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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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nce
402

517,894

Wonder Woman
Thor: Ragnarok

Family Drama
180

436,679

Romantic
Comedy
1,177

401,526
400,000
393,576

USA 100

Action
775

330,454
320,000
300,000

BOX OFFICE SHARE BY COUNTRY

DOMESTIC MOVIE YIELD BY GENRE

UNIT : %

UNIT : Million (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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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pino Cinema in 2017

grossing movie of the year, The Revenger Squad—

according to Wikipedia but according to Star

a comedy on the action adventure of a super

Cinema’s financial report in its artcard, it garnered

transgender heroine against evil forces directed

a total of P300M international sales and still

by Bb. Joyce BERNAL (with the usual attachment-

counting. SANDEL could not also furnish us with its

Breakthroughs in home market consciousness

Cristine REYES and Enrique GIL obviously to lend

address of Bb.—a contraction of a Filipino word

separate local sales report because he said they’re

paved the way to inroads in Philippine cinema

support. Surprisingly, it raked in moola at the tills

“binibini” which means maiden)—headlined by pop

confidential.

industry in 2017 despite the prevalence of

to the tune of an estimated P271M, according to

superstar Vice GANDA with teenage heartthrob

Meanwhile, a three-cornered investment of Viva

Hollywood fares.

Star Cinema and Wikipedia.

Daniel PADILLA and 2015 Miss Universe Pia

Films, CCM Productions and Star Cinema saw

One of them the high box-office turnouts of

Sadly, in the Philippines, there’s no independent

WURTZBACH. It fared very well in the 2017 Metro

the birth of a new Ang Panday(The Blacksmith)—

seemingly relatively modest budget productions

agency, particularly state regulated, or privately

Manila Film Festival and got a total audience ticket

a rehash of the previous franchises of the same

like Spring Films’ Kita Kita(I See You)—a romantic

owned survey entity which monitors, researches

shares of P571M, according to financial reports of

title about a supernatural power of a tinsmith in

comedy about a blind Filipina tour guide in Japan

and releases official box-office results so we

MMFF, Star Cinema and Wikipedia.

battling the bad guys in pursuit of justice directed

who is pursued by a Filipino guy directed by

have to resort to information furnished by movie

The saccharine reel and real love story of the

by Rodel NACIANCENO, the lead actor’s real

Sigrid Andrea BERNARDO, a newbie of a couple of

production offices, interviews with authorities

Filipino millennial tandem Liza SOBERANO and

name—with Coco MARTIN in the title role after the

feature films.

or rely on social media business and industry

Enrique GILl’s My Ex and Whys—an adventure of

late King of Philippine Movies Fernando POE, Jr.

It was initially funded by producers Piolo PASCUAL,

accounts. For instance, Star Cinema Booking

two lovers testing each other’s loyalty directed

and the beleaguered action star Ramon REVILLA,

Joyce BERNAL and Erickson RAYMUNDO with

Officer Regie SANDEL wouldn’t believe that Kita

by the prolific Garcia-MOLINA—was once again

Jr. had worn the leather jacket of the eponym.

a measly sum of P10M (a small investment for

Kita is in Top 2. Initially, he also said that he would

a testament and revelation of Liza and Enrique’s

According to a report in a separate Wikipedia

a perceived minor movie for it starred only a

try to give us the local box-office figures of their

(commonly known as LizQuen) strong following.

page, Coco’s film had earned an estimated P379M

relatively big, busy, awarded and mostly non-box-

films.

Star Cinema’s official box-office announcement

including international ticket sales while in the

office star Alessandra de ROSSI, a veteran of many

Another Star Cinema offering, Love You to the Stars

of the film in its artcard sent to us by SANDEL

Wikipedia ESEAP Conference chart showed only

independent movies and an untested big screen

and Back—a caper on the idiosyncrasies and joys

was marked at P400M in its overall worldwide

P204M in the nationwide Philippine screening.

comic from a motley group of commercial TV and

of young love with Antoinette JADAONE at the

sum while other researches like Wikipedia ESEAP

A co-venture between Star Cinema and Viva Films

movie wannabes Empoy MARQUEZ).

helm—which starred the volatile teen reel couple

Conference chart stated that it only earned P300M

also led last year’s top grossers in Finally Found

With marketing, advertising and promotion

Julia BARRETTO and Joshua GARCIA, both on their

in its entire Philippine run. Yet another Wikipedia

Someone—about a video of a bride who was

support from Viva Entertainment, the project was

second big screen team-up and yet their project

report on a solo page stated a P410M gross. It was

stood up by her groom which went viral and the

still a gamble but a surefire in its visual and visceral

defined success at the box-office with a gross sales

hard, indeed, to determine its home sales, exact

immediate rescue of a guy from a PR firm hired by

appeals. As each movie house’s cash registry rang

of P102M.

or estimate as per Star Cinema’s gross artcard

her dad to help her go on with her life. It top billed

in its two-week screening, it took home a whopping

Viva Entertainment’s 100 Tula Para Kay Stella(Poems

because SANDEL said they couldn’t furnish us its

the perennial reel love partnership between John

P320M, according to RAYMUNDO.

for Stella)—a story of a poet and an avid rock

local sales.

Lloyd CRUZ and Sarah GERONIMO directed by

Star Cinema’s Seven Sundays—a foray into a

musician and fan who fell in love with each other

Another Star Cinema outing, Can’t Help Falling in

Theodore BOBOROL—and grossed an estimated

father’s request to reunite his children to enjoy

in their most unfamiliar pursuits directed by Jason

Love—about a bride who aborted her wedding to

P300M in the country.

with him the remaining days of his life megged by

Paul LAXAMANA—featured two good but less of

her fiancé because she is all the while married in

It’s another Star Cinema film in the highest

Cathy Garcia-MOLINA—might not be a cast of rom-

box-office actors Bela PADILLA and JC SANTOS.

the most unusual way and starred in by the well-

grossers list, Unexpectedly Yours which is about an

com young love teams relatable to a large chunk of

Surprisingly, it grossed to the tune of 100 million

loved tandem of Daniel PADILLA and Kathryn

unlikely couple who is tested by circumstances

moviegoers but instead of seasoned thespians like

pesos in its official theatrical showing days.

BERNARDO, also known as Kathniel, directed by

to be close and to end up with each other in the

Ronaldo VALDEZ, Aga MUHLACH and Dingdong

Other contenders in the top ten slots were

Mae Cruz-ALVIAR—made another milestone in the

end. It starred the box-office love team in the past

DANTES and a relatively younger gen of actors in

blockbuster filmmakers which included the highest

movie charts with local gross earnings of P240M

of Sharon CUNETA and Robin PADILLA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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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of young idols BARRETTO and GARCIA

in joint venture with aggressive new media player

the Philippines as seen in the regular bookings of

Boy PILAPIL among others are weekly shown in a

directed by Garcia-MOLINA. It earned an estimated

Cine Productions in Mang Kepweng Returns(The

mostly male-to-male or hetero-homo stories in

row.

P250M in local screens exhibition.

Spiritualist Sir Kepweng). Star Cinema had

a central mall cinema and in the remaining solo

The genre has been thriving as a source of

Both The Revenger Squad and Ang Panday were

partnered with Regal Entertainment and Spring

theaters specifically in downtown Manila and

political economy and a dominance of sub-

shown at the 2017 MMFF which was normally

Films in Northern Lights: A Journey to Love—about a

Aurora Boulevard in Cubao strip. Sex-oriented

culture fabric of the LGBT. It makes for a diverse

a harvest season for local films especially if the

young dad’s love for his son he left behind in the

films by directors Jigz RECTO, GA VILLAFUERTE,

Philippine cinema.

fares are meant for kids who laugh, love and live in

Philippines and for a quirky girl in New Zealand—

fantasy and comedy.

while Viva Films and Reality Entertainment, a

The surprise hit was indeed Kita Kita even if it was

relatively independent company and an affiliate of

non-formulaic—the employ of two uncouple, the

the former’s erstwhile rival Regal Films co-ventured

Filipino diaspora as setting, the multi-dimension

in the genre film Ang Pagsanib kay(The Possession

of theme and characters like a figurative blind

of) Leah de la Cruz. Star Cinema, Spring Films and

whose eyes had witnessed the unfaithfulness

the newcomer N2 Productions co-produced Last

of a beloved and a literal temporary blindness

Night—a story of a despondent guy who meets a

caused by tension, non-linear storytelling etc and

distressed girl.

still surpassed the existing established norms in

2017 was a year of many well-meaning indies

moviemaking.

which had won local as well as international

100 Tula Para Kay Stella made for an unconventional

accolades in film festivals. Last year alone, there

narrative but was still patronized apart from a

were more or less eighty (80) outfits, some of them

showing in a film festival, the Pista ng Pelikulang

co-producing with one or two companies given at

Pilipino (Fiesta of Filipino Films) in August, an event

least a representative production name to each

which had a captive audience that firmed up its

entry in regular run or in local film fests known

box-office receipts. Meanwhile, JADAONE’s Never

nationally like the Metro Manila Film Festival,

Not Love You had daring and novel film vision.

Cinema One Originals, Cinemalaya Independent

Most of the lucky ten films had shown

Film Festival, Quezon City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dvancement in film language, the use of the

and ToFarm Film Festival which had produced, all

crazed “hugot (pulled out) lines” employed like a

in all, at least 104 outputs.

verse or hip, striking and symbolic sentences to

Aside from the full-length features in cinemas,

draw impactful emotions, highly technical devises

there were short and documentary films shown as

etc. If being screened 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dded attractions before a main feature.

circuit was gauge of both critical and commercial

It is also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Philippine

successes, then Kita Kita and Love You to the Stars

local movie industry isn’t a complete landscape

and Back were cuts above the rest for both films

without the “sub-industry concept” of filmmaking.

were shown at the Osaka Asian Film Festival in

Various filmmaking events in any format are held

Japan in 2017 and 2018, respectively.

year-round in schools, communities, barangays

In this day and age of testing the waters to draw in

(villages), in corporate offices or even in different

audiences, moneyed productions also managed to

churches.

co-produce with indie counterparts like Viva Films

Gay films, accordingly, are still alive and kick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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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 VILLASANTA
Julianito V. VILLASANTA in real life, is an award-winning freelance multimedia entertainment
journalist; TV and documentary film producer, his recent one being The History of Quezon
City(2018) for the Quezon City Public Library of the QC 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with
Fil-Briton filmmaker Jowee Morel at the helm; awarded documentary filmmaker in Dumagat
about the indigenous peoples in the Philippines at the ASEAN Festival of Photos- ReportageDocumentary Film 2010 in Hanoi, Vietnam; book author on media studies; event organizer;
contributor to entertainment pages of Philippine broadsheets and tabloids; showbiz news
editor and movie columnist for newspapers such as OpinYon Free, Diyaryo Pinoy, The Market
Monitor and Pinoy Weekly online. Reach him through boyvillasanta18@gmail.com and
boyvillasanta@hotmail.com

Interview

Tell us about the film Kita Kita?
Okay. Kita Kita is a story of Lea, a young Filipina tour guide in Sapporo, Japan who gets blind when
she discovers that her Japanese boyfriend is dating her friend and compatriot she eventually
falls and hits the ground. Her blindness lends her living alone in her pad where a fellow Filipino
migrant worker named Tonyo is always a caller. In his persistence of making friends with Lea,
he wins her heart by his kindness, wits and humor. When they are already about to make their
relationship a lifetime affair, Tonyo is hit by a car and dies. After his death, Lea goes to Tonyo’s
house and discovers through a letter that he has been around all the while but too late, she has
just the memories of their wonderful relationship.

Piolo PASCUAL
Piolo PASCUAL is one of the producers of Spring
Films, a movie company which has been doing

What made your film so successful?
It would be hard to say that we knew the right ingredient to make the film successful. It would also
be wrong to say that we didn’t expect too much from the film. When we were trying to evaluate
and assess right after it became the hit that it was, we realized that it was what the people wanted.

films for the last ten years. Its first production was

It was kinda what everyone appreciated. It was so real that the characters in the film were able to

Kimidora, a comedy about a twin sister—one is good

relate to the people. I wouldn’t want to say that we offered something new because it was plain.

the other bad—with comedienne Eugene DOMINGO

It was simple. But the story really touched the hearts of the Filipino. Remember that we have a

in a dual role which made money at the box-

lot of overseas workers in Japan and I think their curiosity worked in favor for the film. It really

office. Its last outing in 2017 was Last Night which
Piolo also starred with perennial screen partner
Toni GONZAGA. In the first quarter of 2018, Spring
Films co-produced with Viva Films in Meet Me at St.

touched their lives and their words spread out like bush fire. Because you see, it was premiered at
the 12th Osaka Asian Film Festival and many Filipino came and watched it. Everyone else became
so intrigued about the film. The interest it had stirred went beyond Japan and it reached back
home. We didn’t have the machinery to promote the film massively. We didn’t have the money
for marketing. We just relied on word of mouth. We had the film that was right for the taste of the

Gallen which according to Piolo made money and

audience. If you ask me about its success, I think one major trick that we did was we had a lot of

had extended run in cinemas. Piolo, who is under

Focused Group Discussions (FGDs) about the contents of the film with a diverse types of people. We

the management of Star Magic of ABS-CBN, is also

edited it many times. We pulled out from the 2017 Metro Manila Film Festival just to make sure that

an awarded actor in films and TV. Spring Films is
underway of filming the effects of the Marawi City
siege on people on their social, political, cultural,
religious and other institutions in southern

our film would be edited well. We invited groups to come and watch the film. We took it from there.

What does it take to succeed at the box-office in your country?
We never knew how it was to make a box-office film. I’ve been in the business for twenty years
and there were a lot of hits and misses. You could never be sure as to what type of audience

Mindanao. Spring Films plans to churn out as many

would want to see your film. It’s all risks. It’s a matter of giving them a film or something that they

film projects as it could in 2018.

had not seen before, something that would be relatable to them regardless of who the cast are.
In this day and age, people have a short attention span and if you don’t hold them right in the first
few minutes, they walk out. If they don’t talk about a film, it’s gone. I also guess that what made
it successful was when people talked about it and they started telling other people to come and
watch the film.

How do you go about getting investment for films?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want to invest in a film especially after the success of Kita Kita c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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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with a small budget it had. They thought it’s easy. What’s good about the business now is that

How did it work for your film?

there are lots of people who wanna invest in a film even with a small amount of money. I think we

Actually, we started with four investors in the film Kita Kita,—myself, Joyce BERNAL, Erickson

have the upper-hand for now. It’s their chance to get their money back and more. It’s still a risk. But

RAYMUNDO and Shane SARTE. But Shane got busy in her advertising work. We split the cost, we

I think that in any business you get into, there are risks. At this stage, you’ll never know what a good

also split the profit. It’s equal sharing. It depends on who wants to invest more. We get investors

film is even if you have the right material, the right stars and even if you have the right playdate.

because you don’t wanna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We produce for them. Especially now
that we have a lot of projects in the pipeline and we want to make good at the box-office. Well,

How does a film usually get investment in your country?

we’re on our tenth year next year. There are ups and downs but we have learned a lot. We have

Well, one can always get to schedule a talk with a possible investor and then explain what the

more time in the productions. We meet every week just to realign. With regards to profit-sharing,

project is all about. Then one discusses its benefits. In our case, the success of Kita Kita attracts

every project is different from the last one. We are separate each project from one another so it’s

prospective investors. In some cases, recommendations work to get investments.

streamlined.

What kind of releases do local films get?

What are some of the market trends you saw in 2017?

Oh! shakss(*an expression of awe), yeah. That’s our battle cry. As a country, we like to watch

Advertising-wise, marketing-wise, you have all of them but you also let the film speak for itself. If

foreign films. For the theater owners, local films don’t make money or it’s not good business

people talk about it out of intriguing words of mouth, that’s when you bring in people to see the film.

for them, they prioritize foreign films. It’s a hurdle for us. It’s not only business. We also wanna
showcase our own talents but the foreign films that come in which are potential hits, it’s very

What’s the toughest challenge for the domestic industry these days?

hard to convince the theater owners that your film is also worth seeing. Your only weapon is to

One of the toughest challenges many film producers encounter these days is marketing. It’s really

come up with something that is good for competition. We are trying but we’ve entered the age of

expensive in terms of advertising and promotion. If a company has a limited budget for marketing

the digital. It’s easier, faster and much cheaper to produce a film but just the same, in the global

and promotion, one side of the production might suffer. Rates in television commercials are

market, it has also gone digital so the competition is still very much felt. The influx of foreign

quite high and if you don’t have enough money for promo, that’s a problem. But as I said, even

films coming in has gone way up from before. In as much as we’re trying to compete, we are also

if you have all the money in the world to advertise you also have to have a good film. A stronger

competing with the theater spaces that are usually occupied by foreign films.

word of mouth must work as an effective marketing weapon. The challenge is how a good film

I’m keeping my fingers crossed that one of these days the government or an agency for that

should ripple in the interest of the public. Another problem the domestic industry is facing now

matter would help us be prioritized again and there would be some kind of our presence in

is piracy and social media access to pirating the film. It happened in Kita Kita when after a month

theaters for the people to patronize our own products. It’s hard but it’s a big step towards equal

of commercial theatrical showing, it was uploaded in Youtube and it affected us very much. So we

distribution.

had to do something about it and we did.

How does profit-sharing work in your country?

Do you have any tips for foreign filmmakers looking to shoot in your country?

We tried that especially with our first film, Kimidora We spoke to a lot of theater owners about

Well, it’s very competitive in terms local productions looking for foreign filmmakers to shoot in

it a lot of times. We also came straight to them and convinced them to give us a space or two in

the Philippines because we are just a small production company. We cannot compete with the

their theaters in the malls. But at the end of the day, like happened with the film Honor Thy Father

big studios in terms of providing foreign companies with the most advance professional help. We

when it was shown, it was also a hit. You have to prove first that your film will make it. You cannot

have to move in some independent ways like going 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I have just arrived

argue with theater owners because they have to do business. That is the bottom line. Profit-

from Berlin in Germany to attend the Berlinale or the Berlin International Festival. I was with director

sharing comes in a very rare case. It’s all percentage in the income. We have to earn much. So

Lav DIAZ. We brought our film Panahonng Halimaw(Season of the Devil) to compete in the fest.

what’s your weapon? Come up with a good film. A stronger word of mouth is suggested such a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like this is the best venue to meet up with foreign filmmakers who would

in Kita Kita. That we were able to bump off foreign films after John Lloyd came up with it. That film

want to do joint venture with us or to make us partner in shooting a film here in the Philippines.

made a good showing at the box-office at the same time. It’s not only one but two or more films
competing with foreign 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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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 st3 FILIPINO FILMS IN 2017

1 The Revenger Squad

2 My Ex and Whys

The superheroes are all trying to attain and protect what is most precious to them. Family is the

The film follows the story of Cali, a blogger who owns the up and coming blog, "The Bakit List" and

only thing that binds them, but as they stick to their separate missions, dark secrets threaten to

her ex Gio who will return to her life unexpectedly and surprisingly after breaking her heart.

destroy everything they hold dear.

Director
Joyce BERNAL

Producer
Vicente G. Del POSARIO III

Production
Star Cinema/Viva Entertainment

240

Release
2017.12.25

Gross Box Office
PHP 571,000,000

Distribution
ABS-CBN Film Productions

Director
Cathy Garcia-MOLINA

Producer
Charmaine CENSON

Production
Star Cinema

Distribution
Star Cinema

Release
2017.02.15

>> Joyce BERNAL

>> Cathy Garcia-MOLINA

A film and television director in the Philippines who started as a film editor

A Filipino film and television director.

for Viva Films in 1994. In 1998 he made his directorial debut with the film
I'm Sorry, My Love

She has directed most romantic-comedy films distributed by Star Cinema.
She has also directed a few TV series, which aired on ABS-CBN. She is
considered to be the country's box-office director, with seven of her films
entering the list of highest-grossing films in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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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ESE FILM MARKET/INDUSTRY IN 2017

FILIPINO FILMS IN 2017

FIGURES OF TOP 10 FILMS IN VIETNAMESE BOX OFFICE
TITLE

DIRECTOR

COUNTRY

GENRE

PRODUCTION

DISTRIBUTION

Le Thanh SON

Vietnam

Romentic

Chanh Phuong Phim

CGV

Kong: Skull Island

Jordan Vogt-ROBERTS

USA

Advencture

Warner Bros.

CGV

Fast and Furious 8

F. Gary GRAY

USA

Action

Walt Disney Pictures

CGV

David SANDBERGandberg

USA

Mystery

Atomic Monster

Galaxy

The Boss Baby

Tom McGrath

USA

Animation

DreamWorks Animation

Galaxy

xXx: Return of Xander Cage

D.J. CARUSO

USA

Thriller

One Race Films

CGV

Despicable Me 3

Pierre COFFIN, Kyle BALDA

USA

Animation

Illumination Entertainment

CGV

Thor: Ragnarok

Taika WAITITI

USA

Action

Marvel Entertainment

CGV

The Girl From Yesterday

Phan Gia Nhat LING

Vietnam

New-age

CJ Entertainment

CJ E&M VN

Journey To The West:
The Demons Strike Back

Hark TSUI

China, Hong Kong

Fantasy

China Film Group

Galaxy

Jailbait

Annabelle: Creation

3 Kita Kita
A blind woman falls in love with a man who uses kindness and humor to make a connection with

GROSS BOX OFFICE UNIT : Million (VND)

her.

172,677

Jailbait

169,666

Kong: Skull Island
Director
Sigrid Andrea BERNARDO

Producer
Erwin BLANCO

Production
Spring Films/Viva Entertainment

Distribution
Viva Films

Release
2017.07.19

Gross Box Office
PHP 320,000,000

xXx: Return of Xander Cage
Despicable Me 3

The Girl From Yesterday
Journey To The West:
The Demons Strike Back
BIFAN INDUSTRY GATHERING 2018

100,394

Annabelle: Creation

Thor: Ragnarok

242

154,607

Fast and Furious 8

The Boss Baby

>> Sigrid Andrea BERNARDO

SOURCE : CGV Estimation

99,390
84,331
75,295
73,287
69,271
6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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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S OF TOP 5 FILMS IN DOMESTIC BOX OFFICE
TITLE

DIRECTOR

GENRE

PRODUCTION

DISTRIBUTION

Le Thanh SON

Romentic Comedy

Chanh Phuong Phim

CGV

Phan Gia Nhat LING

New-age

CJ Entertainment

CJ E&M VN

Kay NGUYEN, Tran Buu LOC

Fantasy

Vietnam Artist Agency

BHD

Ly Minh THANG

Drama

Live On

CGV

Dong GIAO

Comedy

Galaxy

Galaxy

Jailbait
The Girl From Yesterday
The Tailor
Mother In Law
Little Sunshine 2(Nang 2)

Comedy
40,157

China
10

Drama
42,165

Vietnam
20

Fantasy
60,236
USA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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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CGV Estimation

Romantic
Comedy
172,677

New-age
69,271

Vietnamese Cinema 2017:
Girl Power Sets New Records

REMAKES: A NEW TREND

After several successful co-produced movies,

After the huge success of Em Là Bà Nội Của

including Em Là Bà Nội Của Anh(2015), Cô Hầu

Anh(Sweet 20) in 2015, many local studios decided

Gái(The Housemaid, 2016), and Yêu Đi Đừng

to remake foreign movies. It became one of

Sợ(2017), CJ E&M Vietnam and HKFilms decided

the trends of 2017, when many remakes were

to create CJHK Entertainment, a Joint-Venture

released including Bạn Gái Tôi Là Sếp(My girl friend

company between CJ E&M Vietnam and HKFilms

is the boss - directed by Ham TRAN) a remake of

to produce more good local movies. They also

Thailand's ATM: Er Rak Error, Yêu Đi Đừng Sợ(Kiss

prove that they are the best studio doing remakes

And Spell - directed by Stephane GAUGER), a

in Vietnam, when their newest film, Tháng Năm

remake of Korea's Spellbound and Ngày Mai Mai

Rực Rỡ(Go-Go Sister, remake of Sunny, directed

Cưới(Tomorrow Mai Will Get Married - directed

by NGUYỄN Quang Dũng) just released in March

by first time director NGUYỄN Tấn Phước), a

2018 and soon become a phenomenon at box-

remake of Indonesian Get Married. All three films

office with good reaction from both movie goers

performed respectably and reached the break-

and film critics.

even point at the box-office. However, not all
One of the biggest flops of 2017 was Sắc Đẹp Ngàn

COMPETITON BETWEEN FOREIGN FILMS
AND LOCAL FILMS

Cân, a remake of Korean hit, 200 Pounds Beauty.

2016 was a bad year for box-office in Vietnam, with

Unfortunately, the Korean producers forced the

many bad quality movies and big flops. Even into

director to copy the original movie frame by frame.

early 2017, during the Lunar New Year season, the

remakes succeeded commercially and critically.

BOX OFFICE SHARE BY COUNTRY

DOMESTIC MOVIE YIELD BY GENRE

Even though the Vietnamese version has good

four local films - including the romantic comedy

UNIT : %

UNIT : Million (VND)

production values, it lacked the soul of the original

remake of ATM, Bạn gái tôi là sếp(My girl friend is

resulting in many bad reviews and tepid box-office

the boss - directed by Ham TRAN) couldn't make it

returns. This flop hasn't deterred local producers

into the top three releases for that weekend. The

however, as 2018 will see the release of at least

weekend was dominated by Hollywood's xXx: The

four remakes of Korean movies such as KANG

Return of Xander Cage, Chinese blockbuster Journey

Hyeong-cheol's Sunny and Scandal Makers, KWAK

to the West: The Demons Strike Back and Jackie

Jaeyong's My Sassy Girl, and JUNG Yongjoo's Never

CHAN's Kungfu Yoga which took the top three

Ending Story.

spots respectively. Except for Bạn Gái Tôi Là Sế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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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ther local films had bad production values

Vietnamese movie goers are so young.

alone. It was produced by established director

grossing local films in 2017 were Em Chưa 18,

and cheap slapstick style comedy. They had no

In March, Kong: Skull Island was released in Vietnam

Charlie NGUYỄN, who decided to step back and

Cô Gái Đến Từ Hôm Qua(The Girl From Yesterday -

way of competing with the much more polished

and it set a record for the biggest box-office take

produce after his big failure in 2016 with Fan

directed by PHAN Gia Nhật Linh, who previously

and elaborate foreign releases.

when it made 169 billion VND ($7.44 million).

Cuồng(Fanatic), and was directed by LÊ Thanh Sơn,

directed Em Là Bà Nội Của Anh/Sweet 20), Cô Ba

In March 2017 there was an interesting line

Before Kong, Fast and Furious 7 held this record

his first film in seven years since his debut Bẫy

Sài Gòn(The Tailor - Directed by first-time directors

up of local movies that were not comedies. Lô

with 145 billion VND ($6.38 million). Kong was

Rồng(Clash). Em chưa 18 introduced new face Kaity

Kay NGUYỄN and TRẦN Bửu Lộc, produced by

Tô(Lottery Traveling Troup - a drama inspired from

helped by the fact it was shot in Vietnam in 2015

NGUYỄN, who plays a 17 year old high school girl

Veronia NGÔ Thanh Vân), Mẹ Chồng(Mother-In-Law

a documentary about a group of transgenders

in several beautiful locations such as Ninh Binh,

who blackmails a playboy (played by comedian

- directed by LÝ Minh Thắng) and Bạn Gái Tôi Là

who travel around the countryside to sell lottery

Ha Long and Quang Binh. Kong: Skull Island made

KIỀU Minh Tuấn in his first leading role) with a sex

Sếp. Em Chưa 18 is about modern high school girls,

tickets, directed by first time director Huynh Tuan

Vietnamese audiences proud to see their country

tape of them both for having sex with an under-

Cô Gái Đến Từ Hôm Qua is about high school girls

ANH), Hot Boy Nổi Loạn 2(Rebellious Hot Boys 2 -

on the big screen in a Hollywood blockbuster. The

aged girl. She wants him to pose as her boyfriend

and their innocent first love memories during the

a sequel to drama Lost in Paradise from VŨ Ngọc

hype and success reached such a fever pitch, that

so she can get revenge on her ex who dumped

90s, Cô Ba Sài Gòn is about a fashion designer in

Đãng about a gay street prostitute looking for his

the Vietnamese government assigned Jordan Vogt-

her for another girl. Besides being touching and

the 60s who time-travels to modern day Saigon to

ex-boyfriend on the streets of Saigon), and Dạ

ROBERTS, the director of Kong, to be the country's

funny, the movie struck a chord with young female

learn a lesson about the traditional áo dài dress,

Cổ Hoài Lang(Midnight Drum Causing Longing For

Tourism Ambassador.

audiences. Maybe the desire for some women

Mẹ Chồng is about a conflict between a mother

Absent Husband - an adaptation of a famous play

A month later, Fast and Furious 8, the eighth

to control playboys and to win a playboy's heart

and daughters-in-law during the 50s, and Bạn Gái

about two old Vietnamese men who struggle with

instalment of the Fast and Furious franchise made

being a key ingredient. The movie also features a

Tôi Là Sếp is about an office girl competing with her

a life of loneliness overseas, directed by NGUYỄN

154 billion VND ($6.78 million) at the local box-

modern lifestyle which is appealing and familiar to

boyfriend for a promotion. Besides young females

Quang Dũng). These movies gained critical acclaim

office, becoming the 2nd highest grossing film

the younger generation of Vietnam. Many young

making up a large proportion of the cinema going

and good word of mouth from movie goers, but

of all time in Vietnam. Foreign films such as Kong

Vietnamese live their lives according to their

public, one of the reasons for this female centric

they still struggled to make a profit due to several

and Fate dominated the local box-office until the

own desires, they talk about love and sex freely,

trend is there are more talented young actresses

big Hollywood movies such as Logan, Beauty And

end of April. At the start of the year, nobody in the

and some parents even help support them. This

than actors. Besides A-list stars such as Miu Lê

The Beast, The Boss Baby, and especially Kong: Skull

industry saw this coming.

lifestyle would be almost non-existent a generation

(Em Là Bà Nội Của Anh, Bạn Gái Tôi Là Sếp, Cô Gái

Island. With lower budgets, Lô Tô and Hot Boy Nổi

ago, and Em chưa 18 successfully tapped into this

Đến Từ Hôm Qua), Veronia NGÔ (Tấm Cám: Chuyện

Loạn 2 eventually made a profit, while Dạ Cổ Hoài

GIRL POWER

changing social landscape. Em chưa 18 made 171

Chưa Kể, Cô Ba Sài Gòn, Star Wars: The Last Jedi),

Lang which had the added expense of shooting

Until Arpil 2017, the highest grossing local film

billion VND ($7.51 million), breaking the record that

and THẦNH Hằng (Mẹ Chồng, Mỹ Nhân Kế - Lady

mostly in Canada, made a loss.

belonged to Em là bà nội của anh(Sweet 20, a

Kong: Skull Island set a month before and became

Assassins) or the next big star like NINH Dương Lan

One interesting thing to note about these movies

remake of Korean hit Miss Granny), with 102 billion

a phenomenon in Vietnam. It also won The Golden

Ngọc (Tấm Cám: Chuyện Chưa Kể, Cô Ba Sài Gòn),

and Có Căn Nhà Nằm Nghe Nắng Mưa(A House

VND ($4.48 million) in 2015, which behind the

Lotus Award for Best Picture and Best Actress at

there are also newcomers such as Kaity NGUYỄN

Under Rain And Sunshine - a drama about a mother

foreign films box-office, such Kong and Fast and

the Vietnam Film Festival. Other awards voted for

(Em Chưa 18), and Hoàng Yến Chibi (Cô Gái Đến

waiting for her runaway son who has been

Furious 8 franchises. This changed however after

by the public included the WeChoice Awards and

Từ Hôm Qua, Tháng Năm Rực Rỡ(Go-Go Sisters, a

accused of murder, directed by Mai Thế Hiệp and

the release of Em chưa 18(Jailbait), a romantic

Golden Apricot Awards.

remake of Korean hit, Sunny that just released

Bình NGUYEN, both first time directors), which

comedy that was released a week after Fast and

This huge success motivated many studios to get

in March 2018)) who can all carry a movie by

was released in May, was that they are not only

Furious 8. While other local and international

back on track producing local films, after delaying

themselves.

good dramatic movies, but their lead actors were

films stayed away from Fast and Furious 8 as

their projects due to bad box-office results in

older theater performers and industry veterans

much as possible, Em chưa 18 took its chance

2016. The success of Em chưa 18 also highlighted

NEW CHALLENGES

for over fifty years. It's quite unusual for films with

and surprised many with an impressive opening

another trend for Vietnamese Cinema in 2017: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that Vietnamese

older actors to perform well, since the majority of

of 13 billion VND($571,000) for sneak previews

female-oriented stories. The top five highest

film producers are now facing is the ticket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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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e. Starting around mid July 2017, CGV

director HOÀNG Tuấn Cường, an adaptation of

cinemas - the biggest cinema chain in Vietnam

a comedy play about a group of gay people who

- decided to change the ticket policy by pushing

live together in a small house, trying to survive

their ticket promotion campaign. The average

against poverty and a prejudiced society), Nắng

ticket price decreased from around 100k VND ($4.4

2(Little Sunshine 2 - directed by ĐỒNG Giao, about

dollars) to 45k VND ($1.98 dollars) in selected

a convict who kidnaps a mentally ill lottery ticket

theaters at certain times of day. To compete with

girl and a female taxi driver and forces them to

this, other cinema chains such as Galaxy, BHD,

drive him to a hospital) and Ngày Mai Mai Cưới.

and Lotte also decreased their ticket prices, from

Most of the other low budget films are of bad

an average of 80k VND ($3.5 dollars) to 35k VND

quality, which gives Vietnamese movies a bad

($1.5 dollars). Cô gái đến từ hôm qua became the

reputation in the eyes of many local audiences.

first 'victim' of this policy. When the movie reached

However even some big budget films like Lôi Báo,

1 million admissions, this equated to around 55

directed by established director Victor VŨ (Yellow

billion VND ($2.42 million). For comparison in 2015,

Flowers On the Green Grass, Scandal, Vengeful Heart)

when Em Là Bà Nội Của Anh reached 1 million

and aided by Hollywood action choreographer

admissions, this resulted in a box-office take of

Vincent WANG (Doctor Strange, The Great Wall),

around 90 billion VND ($3.95 million). In the end,

failed at the box-office. The high concept action

Cô Gái Đến Từ Hôm Qua made a healthy 68 billion

film is about a comic book writer who has cancer.

VND ($3.0 million) at the box-office, although you

When he switches his brain to another body to

can see from the example above, if the movie had

cure the disease, he also becomes a superhero.

been released just a year earlier it would have

Even though the film has high production values,

generated a much bigger gross. Cô Ba Sài Gòn was

impressive action scenes and is one of the first

also another 'victim' of the new ticket pricing policy.

superhero movies in Vietnamese cinema, it still

In 2016, Veronia NGÔ Thanh Vân cried at the

failed to connect with audiences.

press conference for her movie Tấm Cám: Chuyện

Although there were many successful mainstream

Chưa Kể, because CGV refused to show it after

Vietnamese movies in 2017, art house and indie

they couldn't agree on a profit sharing percentage.

films are still struggling to find an audience.

This time, although CGV agreed to screen Cô Ba

Đ ả o c ủ a dân ng ụ cư(The Way Station - directed

Sài Gòn, she pointed out that because of CGV's

by actress-turn-director HỒNG Ánh) and Cha

new ticket price, it hurt her movie because when it

Cõng Con(Father And Son - directed by first time

reached more than 1.5 million admissions, which is

director LƯƠNG Đình Dũng) both failed at the box-

higher than Tấm Cám, it made only 60 billion VND

office, but wo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wards.

($2.63 million), compared to 70 billion VND ($3.07

However, none of these films make it to big major

million) for Tấm Cám.

film international festivals.

Some small movies did earn a tiny profit, such
as Xóm Trọ 3D(Alley of Love - directed by fir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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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D = 22,700 VND

PHAN Gia Nhật Linh
PHAN Gia Nhật Linh has been writing film reviews and analysis on the Vietnamese film
industry for the last 20 years, under the pen name PHAN Xi Ne, garnering a large online
following. From 2010 to 2014, he founded and organized YxineFF, an onlin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discovering new Vietnamese filmmaking talents. PHAN made his feature film
directorial debut in 2015 with Em La Ba Noi Cua Anh (Sweet 20), which became the highest
grossing film in the Vietnamese box office at the time. His last film, The Girl From Yesterday,
was the second highest grossing Vietnamese film in local box office 2017. He's working on his
third film and a first feature animation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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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Charlie NGUYEN

JIMMY Nghiêm PHẠM

Charlie NGUYEN is a Vietnamese American film

Mr. JIMMY Nghiêm PHẠM

director, screenwriter and producer who has

currently oversees the production

worked in feature film, television, music video,

and creative direction for Chánh

sitcom, documentary and live concert. In 1992, a

Phương Films. His entertainment

former student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career began in the early 1990’s.

Angeles film extension program, Charlie started his

After graduating from CSU Long

own production company called Cinema Pictures,

Beach and earned a BA in Film

which was later evolved into Chanh Phuong Films,

Directing, he joined Cinema

one of the renowed production company in Vietnam

Pictures and during his years

today. His film credits include King Hung Vuong/

with the company, he directed

Thời Hùng Vương 18(1994, writer/director), Chances

and produced numerous music

Are/Vật Đổi Sao Dời(2002, writer/director), Finding

videos, sitcoms and live concerts held worldwide.

Madison(2005, co-producer), Fool For Love/Để Mai

Recognizing a great market potential in the Vietnamese film industry, he

Tính(2009, director), the award-winning hit release

expanded to Vietnam and established Chánh Phương Films in 2004. As a

by The Weinstein Company, The Rebel/Dòng Máu Anh

fully equipped film production company based in Saigon, his Company aims

Hùng(2006, co-writer/co-producer/director), The Prince and the Pagoda Boy/

to provide invaluable resources for productions shooting in Vietnam. In this

Khát Vọng Thăng Long(2010, writer), the Vietnam box office record comedy

recent years, Chanh Phuong Films had made prominent impression locally

- Big Boss/Long Ruồi(2011, director), Love Puzzles/Cưới Ngay Kẻo lỡ(2012,

and abroad with film titles such as The Rebel, Owl & The Sparrow, 14 Days,

writer/director), Little Teo/Tèo Em(2013, writer/director), Vietnam banned

Saigon Electric, Clash, Khát Vọng Thăng Long, Love Puzzle, Bụi Đời Chợ Lớn, Tèo

martial arts gangster - Cho Lon/Bụi Đời Chợ Lớn(2013, writer/director)

Em, Để Hội Tính, Bộ Ba Rắc Rối, Fanatic and most recently Jailbait, holding the

Vampire Diary(2014, additional action director), Fool For Love 2/Để Mai Tính

biggest grossed BO of all time in Vietnam, crossing over to the international

2(2014, director/co-writer) and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 II: The Green

market. Currently he’s doing post for a romantic comedy calls My Mr. Wife a

Legend(2015, producer), Fanatic/Fan Cuồng(2016, writer/ director), Jailbait/

co-production with CJHK Entertainment while pre-production for a comedy

Em Chưa 18(2017, producer/co-writer). He's currently in pre-production of

calls Daddy Issues with director Ken OCHIAI. He’s also developing several

Daddy’s Issues/Hồn Papa, Da Con Gái(2018, producer) and in post-production

projects including The Hitman, an action comedy starring THẦI Hòa and the

of My Mr. Wife/Chàng Vợ Của Em(2018, co-writer/director).

sequel of Jailbait schedule to shoot in Vietnam at the end of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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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WITH Charlie NGUYỄN & JIMMY Nghiêm PHẠM(THE PRODUCER OF EM CHƯA 18)

B e st3 VIETNAMESE FILMS IN 2017

What made your film so successful? What does it take to succeed at the box office
in your country?
I think there were a few reasons contributed to the film success. These include strong storytelling,
fresh and well developed characters in a new setting with a great cast, particularly our two leads.
In my experience, good comedies with love or family themes generally perform better at the box
in comparison with other genres.

How do you go about getting investment for films? How does a film usually get
investment in your country?
We get money from private investors, relatives and our own at the beginning when we first arrived
to Vietnam to make films.
Then we got investments co-production co.
Now we have our own film fund called Viet Film Fund and still we are getting funds from other
production co. when we co-produce a film.

What kind of releases do local films get?
Our movies will get to release at every theater within Vietnam.

1 Jailbait
Hoàng is a 30-something playboy with looks, big house, nice car and a dream job. His life motto

How does profit-sharing work in your country? How did it work for Your film?

is ‘one-night-stand only', but never a girlfriend.’ Everything changes when he spends a night with

Quite similar to other markets, for EC18 it was approximately 50/50 split between theaters and

Linh Dan, a 17 year-old girl seeking a true love.

production company.

What are some of the market trends you saw in 2017?
We have a few successful film releases and they’re very different from the other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identify a trend. But they all shared a universal theme with high commercial value and a
feel good ending.

Director
LE Thanh Son

Producer
Charlie NGUYEN

Production
Chanh Phuong Phim

Distribution
CGV

Release
2017.04.28

Gross Box Office
VND 172,677,938,736

What’s the toughest challenge for the domestic industry these days?
Recently the price of admission dropped about 40%, this makes it very risky for high budget
projects.

Do you have any tips for foreign filmmakers looking to shoot in your country?

>> LE Thanh Son
March 13, 1977 in Ho Chi Minh City, Vietnam

Do a lots of research and align yourself with the right people and production company with good
track record and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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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 st3 VIETNAMESE FILMS IN 2017

2 The Girl From Yesterday

3 The Tailor

A high schooler who is troublesome all the time falls in love with a newly transferred girl. She who

The re-enactment of a long dress era in the 1960s is thought to be the heyday of traditional

seemed to have no interests slowly approaches to him. But he has a scar of the lost first love from

Vietnamese costumes. Interwoven into that transformation in the style and style of the ‘áo dài’ in

childhood who left him without even knowing that he loved her. (The 21st Bucheon International

modern times are told through the story of Miss Ba.

Fantastic Film Festival, 2017)

Director
PHAN Gia Nhat Linh

Producer
Vu Quynh Ha

Production
CJ Entertainment

Distribution
CJ E&M VN

Release
2017.07.21

>> PHAN Gia Nhat Linh

Gross Box Office
VND 69,271,955,315

Director
Kay NGUYEN, Tran Buu LOC

Producer
Tran Buu LOC

Production
Vietnam Artist Agency

Distribution
BHD

Release
2017.11.10

Gross Box Office
VND 60,236,475,947

>> Kay NGUYEN, Tran Buu LOC

He has been working in the film industry as a filmmaker, film critic, and
film festival organizer. Sweet Twenty(2015), his debut film was invited to
BIFAN2016 and achieved huge success. The Girl from Yesterday(2016) is his
second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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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N FILM MARKET/INDUSTRY IN 2017
FIGURES OF TOP 10 FILMS IN INDONESIAN BOX OFFICE
TITLE

DIRECTOR

AUDIENCE

PRODUCTION

DISTRIBUTION

5,492,000

Walt Disney Pictures

United International Pictures (UIP)

Jumanji:
Jake KASDAN
USA
Fantasy 3,716,000
Welcome to the Jungle					

Sony Pictures
Entertainment (SPE)

Sony Pictures
Entertainment (SPE)

Fast and Furious 8

COUNTRY GENRE

SOURCE : http://jakartaglobe.id /
http://filmindonesia.or.id

F. Gary GRAY

Spider-Man: Homecoming

USA

Action

FIGURES OF TOP 10 FILMS IN DOMESTIC BOX OFFICE
TITLE

DIRECTOR

GENRE

AUDIENCE

PRODUCTION

DISTRIBUTION

Joko ANWAR

Horor

4,206,103

Rapi Films

Brentwood Home Video

Anggy UMBARA

Comedy

4,083,190

Falcon Pictures

Falcon Pictures

Guntur SOEHARJANTO

Drama

2,840,159

MD Pictures

MD Pictures

Awi SURYADI

Horor

2,736,157

Pichouse Films

MD Pictures

Rizal MANTOVANI,
Jose POERNOMO

Horor

2,550,271

Screenplay Films

Screenplay Films

Ernest PRAKASA

Comedy

2,172,512

Kharisma Starvision Plus PT

Kharisma Starvision Plus PT

Hanung BRAMAMTYO

Drama

1,637,472

MD Entertainment

MD Pictures

Satan's Slaves
Warkop DKI Reborn:
Jangkrik Boss! Part 2
Auat-ayat Cinta 2

SOURCE : http://jakartaglobe.id /
http://filmindonesia.or.id

Jon WATTS

USA

Action

3,467,000

Columbia Pictures

Columbia Pictures

Taika WAITITI

USA

Action

3,356,000

Marvel Entertainment

Marvel Entertainment

Transformers: The Last Knight Michael BAY

USA

Action

3,280,000

Paramount Pictures

United International Pictures (UIP)

Pengabdi Setan

Joko ANWAR

INA

Horor

4,206,103

Rapi Films

Brentwood Home Video

Anggy UMBARA

INA

Comedy

4,083,190

Falcon Pictures

Falcon Pictures

Zack SNYDER

USA

Action

3,079,000

DC Comics

DC Comics

Mata Batin

Rocky SORAYA

Horor

1,282,557

Hitmaker Studios

Hitmaker Studios

David F. SANDBERG

USA

Horor

2,749,000

Atomic Monster

Warner Bros. Pictures

The Doll 2

Rocky SORAYA

Horor

1,226,864

Hitmaker Studios

Hitmaker Studios

Guntur SOEHARJANTO INA

Drama

2,840,159

MD Pictures

MD Pictures

Surat Cinta Untuk Starla
The Movie

Rudi ARYANTO

Drama

1,218,317

Screenplay Films

Screenplay Films

Thor: Ragnarok

Warkop DKI Reborn:
Jangkrik Boss! Part 2
Justice League
Annabelle: Creation
Auat-ayat Cinta 2

Danur: I Can See Ghosts
Jailangkung
		
Susah Sinyal
Surga yang Tak Dirindukan 2

GROSS BOX OFFICE UNIT : Million (IDR)

270,936

Fast and Furious 8

182,205

Jumanji: Welcome to the Jungle

164,173

Transformers: The Last Knight

162,016

Pengabdi Setan
Warkop DKI Reborn: Jangkrik Boss! Part 2

Auat-ayat Cint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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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ror
466,458

164,646

Thor: Ragnarok

Annabelle: Creation

Drama
220,406

172,898

Spider-Man: Homecoming

Justice League

Indonesia
30

USA 70

Comedy
241,819

158,612
151,382
137,365

108,746

BOX OFFICE SHARE BY COUNTRY

DOMESTIC MOVIE YIELD BY GENRE

UNIT : %

UNIT : Million (I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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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ror Stories:
Indonesian Cinema in 2017

slaves and Jailangkung, whose historical reference

inhabitants. And as already mentioned in the past

points are already cinematographic. There are also

years, the distribution of these film theatres and

adaptations of best-sellers, as in the case of Danur:

screens remains uneven when taking into account

I Can See Ghosts. These dynamics are further

the territory as a whole, as a good 70 percent

Indonesian horror films returned with a bang in

success story of his career so far, and also set

proved by other titles that make up the list of the

of the screens are found solely on the island of

2017, and that provided a bit of comfort for the

a new high for production values in his country.

most successful films of the year, like Warkop DKI

Java. In Jakarta, in the wealthier zones, there is a

industry. Although the genre has long been one of

Satan’s Slaves has become a groundbreaking

Reborn: Jangkrik Boss Part 2 by Anggy UMBARA,

new phenomenon of ‘mini-cinemas,’ which are

the cornerstones of film production in the South

success even beyond national borders, beating

which drew in over four million spectators. It

screening rooms with only a few dozen or so seats

East Asian archipelago – the cherry on the cake of

previous records for Indonesian cinema in nearby

was a follow-up to the blockbuster from 2016,

based in residential complexes, which screen new

local exports from the golden era of exploitation

Malaysia, and being welcomed in the entire region.

which in turn was a revisitation (or ‘rebirth’,

films.

flicks – horror films had lost their shine during

Satan's Slaves' triumph was the crowning

according to the title) of the work of the most

Besides the lack of screens and their

the past few years. So much so that a progressive

achievement in a year in which the local public

successful comedy trio in Indonesian cinema from

unequal distribution in the country, in-depth

drop in takings saw the number of horrors in

had already shown a great interest in spine-

the 1980s and 1990. Meanwhile, the romantic

research by the website filmindonesia.or.id

production noticeably dip. It seemed that low

chillers. At the end of March, Danur: I Can See

drama with a religious backdrop Ayat-Ayat Cinta

managed to pinpoint another reason for the

production values had finally led to audiences

Ghosts by Awi SURYADI which was based on a

2 by Guntur SOEHARJANTO, and Surga Yang Tak

underdevelopment of the Indonesian film industry:

abandoning in the genre.

successful novel, drew 2.7 million spectators. In

Dirindukan 2 by Hanung BRAMANTYO and Meisa

the exorbitant price of tickets. The research

But an upturn in production values and creative

June, Rizal MANTOVANI, who relaunched the sub-

FELAROZE, both rode on coat-tails of successful

compared average salaries to the average cost

ambitions, not to mention a decision to take

genre of "horror at the dawn of the millennium",

novels.

of cinema tickets in various Asian countries. The

inspiration from the genre’s local traditions,

and gave us Jailangkung(2001) and the trilogy

We are witnessing an evolution of sorts, but one

results showed that in South Korea a spectator

provided a solid foundation for its return. The

Kuntilanak(2006-08), sold 2.5 million tickets

that has to play the inevitable game of catch-

must work 38 minutes on average to be able

comeback was driven by the unprecedented

with a reboot of Jailangkung, co-directed by Jose

up with what has now become the norm for the

to afford a cinema ticket, in Malaysia it is 44

success of Satan’s Slaves (Pengabdi Setan), the

POERNOMO. In July, The Doll 2 by Rocky SORAYA

local film industry - the one of a shopping mall

minutes, in Thailand the figure goes up to 113

new film by a much-adored habitué of FEFF,

attracted more than 1.2 million people into

culture, which continues its merciless advance.

minutes, while in Indonesia, it is a whopping 197

Joko ANWAR. A remake of the film of the same

cinemas, as did the next film by the same director,

With the growth of competition in the Indonesian

minutes, or over three hours! These results have

name from the early 1980s,directed by Sisworo

Mata Batin, which was distributed at the end of

market, brought about by the entry into film

an undeniable correlation to the current state of

Gautama PUTRA, who in turn took inspiration from

November. All the above-mentioned titles were

theatre ownership by Korean operators, the

affairs at the box office in the countries examined.

Phantasm(1979) by Don COSCARELLI, Satan's Slaves

in the year end top ten, meaning a whopping five

number of theatres in the country grew by 263 in

It is proof that, unfortunately, in Indonesia, more

is a project that Joko ANWAR had been working

films out of ten for horror!

2017, to bring the total to 1,412 screens. That's

so than in most nations, going to the cinema is a

on for years. It finally got the go-ahead after his

This sample of horror films that made the grade in

a low figure for a nation with over 200 million

luxury affordable by the few.

previous film, A Copy of My Mind(2015), met with

Indonesia in 2017 is also representative of market

success at Venice and Toronto. Produced by Rapi

trends that we had already pointed out last year,

Films like the original, ANWAR's film was released

and which are in line with production strategies

last September and was an instant hit. It drew over

and consumer practices in both in Indonesia and

4 million spectators, making it not only the biggest

the rest of world. In Indonesia as elsewhere, the

local hit of the year, but also the most successful

film events that fill most seats in multiplexes are

Paolo BERTOLIN

Indonesian horror film of all time.

based on credentials that have already been tried

Ambition and an attention to detail were certainly

and tested. Serial films do well, as is the case of

Paolo BERTOLIN is a festival programmer, film critic and producer. He has worked as regional
correspondent in the Asian Pacific region with Venice, Rotterdam, Beijing, Mumbai, Doha,
Udin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others.

factors that helped Joko ANWAR create the biggest

The Doll 2, as do remakes and reboots, like S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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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So I recreated the dreading atmosphere for the new version. I also decided not to do an
actual remake because the story in the original was too simplistic. So I decided to rebuild the
universe of the story.

How did you select your cast? In particular, here, you worked for the first time
in one of your features with Malaysian actor Bront PALARAE. Did you think of a
specific crossover potential to the neighboring Malaysian market?

Joko ANWAR

All cast were picked after doing screen test, except Bront PALARAE. I have auditioned some 50
actors for the role but couldn't find the right one. At that moment, I was asking Bront if he knew
anyone from Malaysia who could be cast as a 50 year old dad (Bront was 34 at that time). But we

Joko ANWAR has been enjoying commercial and

couldn't find anyone, from any country. So I finally asked Bront to play as the father. The make-up

critical success as writer and director. His A Copy

job to make him a lot older worked and he is a fantastic actor so he could pull it off.

of My Mind(2015) competed at Venice and Toronto
in 2015. His Pengabdi Setan (Satan’s Slaves) broke
record as the highest grossing Indonesian horror
film of all time and was sold to more than 42
countries.

Although horror films have always been a main staple of Indonesian cinema,
in recent years their commercial relevance has been shrinking. Satan's Slaves
relaunched the genre to a height it never claimed before. What is it, in your
opinion, that determined such huge success? And do you think this triumph will
mark a comeback for horror?
I think the audience fell in love with the characters. We got an excellent line-up of cast. Even the
ghost character has become a beloved icon. And I also think Indonesian audience love horror and
they had been waiting for a horror movie that is done properly. So yeah we’re lucky.

What is it that draw you to thinking of remaking Satan' Slaves(Pengabdi Setan)?
Was the original film a favorite of yours?

After the critical and box office success of Satan's Slaves, how do you see your
standing within the Indonesian film industry? Do you feel you will have a more
comfortable position in planning your future projects? What are the options you
are poising for your next features?
Honestly it doesn't change the way I see filmmaking and my craft. I will continue telling stories

The original was my childhood favorite. I saw it the first time when I was 7 years old, through the

I think interesting. Sometimes I tell stories to make a statement, sometimes to ask questions,

ventilation window of a film theater. Then I watched it again with buying ticket. I thought it was

sometimes simply to entertain. It seems easier now to get green light on projects. But the hard

awesome and scary. Horror genre has a special place in my heart and I was always wanting to do

work making it will always be there waiting [laughs].

a full horror movie. I think Satan's Slaves would be a good place to start making one.

How did you approach the process of the remake? What were the elements that
you wanted to preserve and the ones that you felt needed an update?
I have been trying to persuade the producers of the original movie to allow me to reboot it.
I had been asking for years until finally they said ok. I knew I had to update the story and the
scare elements to meet today's sensibilities. The original was fun but severely dated (it includes
a character fighting off demons with a pillow.) But the atmosphere of the original holds up un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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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tan's Slaves

2 Warkop DKI Reborn: Jangkrik Boss! Part 2

After being mysteriously ill for years, mother finally passes away. Father then leaves town for a

Jangkrik Boss Part 2, picks up on the adventure of Dono(Abimana Aryasatya), Kasino(Vino G

job leaving four kids alone. Soon, the children sense their late mother has come back home and

Bastian) and Indro(Tora Sudiro) in searching for the treasure to pay their debts, so they could

realize she has returned to take them with her.

avoid prison. The neighboring country, Malaysia, is their first destination at the start of this film.

Director
Joko ANWAR

Producer
Gope T. SAMTANI, Sunil G. SAMTANI

Release
2017.09.20

Audience
4,206,103

Production
Rapi Films

Distribution
Brentwood Home Video

>> Joko ANWAR
He went on to direct a feature film, the romantic comedy Janji Joni(Joni's

Gross Box Office
IDR 162,016,147,116

Director
Anggy UMBARA

Producer
Frederica

Release
2017.08.31

Audience
4,083,190

Production
Falcon Pictures

Distribution
Falcon Pictures

Gross Box Office
IDR 158,612,825,178

>> Anggy UMBARA

Promise)(2005), which he wrote when he was in college in 1998. This feature
directorial debut was the #1 box office hit in Indonesia that year and won
"Best Movie" at the 2005 MTV Indonesia Movie Awards. Janji Joni(Joni's
Promise) was selected in several prestigio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including by Sydney Film Festival and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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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S OF TOP 10 FILMS IN DOMESTIC BOX OFFICE
TITLE

DIRECTOR

GENRE

PRODUCTION

DISTRIBUTION

Big Brother Fadil 2

Syafiq YUSOF

Comedy

Skop Productions Sdn.Bhd.

Astro Shaw

Tombiruo: Penunggu Rimba

Seth LARNEY

Action

Ideate Media

Astro Shaw

Mohd Zulkarnain Bin Mohd AZHAR

Action

Infinitus Production

Primeworks Distribution

Before We Forget

Jess TEONG

Drama

Three Pictures Sdn.Bhd.

Three Production

Pinjamkan Hatiku

Osman ALI

Drama

Nuansa Sdn.

Empire Film Solution

Bisik Pada Langit

Kabir BHATIA

Drama

Nusantara Seni Karya

Astro Shaw

J Revolusi

Haunted Road 2

3 Auat-ayat Cinta 2
Fahri, now living in Edinburgh and even a lecturer at thd University Pf Edinburgh, was forced to
live his daily life alone. Together with Uncle Hulusi, his Turkish household assistant, he continued
his life without Aisha.

Ryon LEE

Horror

Lomo Pictures Sdn.Bhd.

Lomo Pictures Sdn.Bhd.

You Mean The World To Me

Saw Teong HIN

Drama

Astro Shaw Sdn.Bhd.

Good Move Media

Love From Kampung

Silver CHUNG

Comedy

Mig Pictures Sdn.Bhd.

Metrowealth Pictures

Kimchi Untuk Awak

Michael ANG

Romance

Astro Shaw

Astro Shaw

GROSS BOX OFFICE UNIT : Thousand (MYR)

18,150

Big Brother Fadil 2

7,972

Tombiruo: Penunggu Rimba
Director
Guntur SOEHARJANTO

Producer
Dhamoo PUNJABI

Release
2017.12.21

Audience
2,840,159

Production
MD Pictures

Distribution
MD Pictures

Gross Box Office
IDR 108,746,720,042

Love From Kampung
Kimchi Untuk A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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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

Pinjamkan Hatiku

Haunted Road 2

Romance
873

4,515

Before We Forget

You Mean
The World To Me

264

7,139

J Revolusi

Bisik Pada Langit

>> Guntur SOEHARJANTO

SOURCE : www.finas.gov.my

2,446
1,295
1,292
1,051
873

Horror
1,295
Comedy
19,201

Drama
10,943
Action
15,112

DOMESTIC MOVIE YIELD BY GENRE
UNIT : Thousand (M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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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of Proportion:
Malaysian Films in 2017

The runaway success of Abang Long Fadil 2, driven

huge setback in 2017, with Hollywood products

by the accomplishment of its predecessors, from

reaching never before seen heights. With takings

its notable production values, its music video

of 739.99 million ringgit(€154.53 million or

aesthetic, its hip hop soundtrack, and its costly

US$191.70 million), English-language films took

advertising campaign, not to mention the wider-

up a 75.23 per cent slice of the Malaysian market

In 2017, Abang Long Fadil 2 by Syafiq YUSOF

an annual decrease of almost 32 per cent. In terms

than-usual release for a local film(130 copies), bear

in 2017. Chinese- and Indian-language films also

became the highest-grossing locally produced

of percentages, local films were only responsible

witness to the fact that the Malaysian film system

nosedived, the former taking 89.3 million ringgit

Malaysian film ever, taking over 18 million

for 5.85 per cent of total earnings, compared to

is becoming more aligned to Hollywood practices

(€18.65 million US$23.14 million) compared to

ringgit(almost €3.76 million or US$4.67 million).

the 9.22 per cent of 2016 and 6.10 per cent in

of serialisation and the creation of ‘film events’

2016's 100.35(€20.96 million or US$26 million)

It is the sequel to an action-thriller from 2014,

2015, which on these very pages we defined as

which monopolise the entire market. This has the

which was down 11 per cent, and the latter 65.02

which was in turn a spin-off from a former box-

an annus horribilis for the Malaysian film industry.

undesired consequence that a single film event

million ringgit(€13.58 million or US$16.84 million)

office record holder, KL Gangster(2011). The movie

Data published by FINAS on the total number of

risks devouring the entire national market.

compared to 71.44(€14.92 million or US$18.51

overtook the previous champion Polis EVO, which

spectators, which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Indeed, while in 2016 three films earned more

million) in 2016(down 9 per cent). But they still did

in 2015 earned 17.47 million ringgit (€3.65 million

ticket price hike, is even more worrying. Local

than 10 million ringgit at the box office, in 2017

better than films in the local language.

or US $4.53 million). As with Polis EVO in 2015, the

productions were only viewed by 4.52 million

behind Abang Long Fadil 2, the second highest

Films in other languages also saw a downturn

takings for Abang Long fadil 2 made up around

spectators, the lowest figure since the start of the

earner, the adventure film Tombiruo: Penunggu

in takings: 19.88 million ringgit(€4.15 million

a third of the overall earnings for the entire

decade. Noting that 18.15 per cent of the above-

Rimba, took less than 8 million ringgit. Included

or US$5.15 million) compared to a mighty

Malaysian film industry's productions.

mentioned 57 million ringgit were taken by a single

in the list of titles that broke through the million

35.11(€7.33 million or US$9.09 million) in 2016

Let's start our analysis of the data for 2017

film, the situation looks even more precarious.

ringgit barrier, (€209,000 or US$259,000), one that

(down 43 per cent). But that was still the second-

published by FINAS, the national corporation for

A meagre consolation could come from the fact

stands out is You Mean the World to Me by Saw

best year in the decade for this sector. Indonesian

the development of the film industry, from the

that, compared to 2015, the estimates for takings

Teong HIN which, having easily recouped its initial

films, which grew by 6.59 million ringgit(€1.38

beginning. Last year also saw the number of film

and numbers of cinemagoers have, per average

investment, met with a dignified success for a

million or $1.71 million) to 11.88 (€2.48 million or

theatres in Malaysia increase, rising from 144 to

film, improved. This is because in 2015 there were

drama in a context which is somewhat adverse to

$3.08 million), a rise of 80 per cent, boosted this

151(up 4.86 per cent), equal to 1,094 screens(up

80 releases claiming their share of the cake, while

auteur cinema.

take. This was mainly down to the blockbusting

10.39 per cent) and 185,997seats(up 8.08 per

in 2017 there were only 59. But if you consider

To conclude, we must unfortunately report that,

6 million ringgit take of Satan’s Slaves (Pengabdi

cent). The increase in tickets sales was not

that in 2016, this figure dropped to 46, with takings

despite the encouraging diversification seen

Setan) by Joko ANWAR, which became the highest-

proportional, a mere 1.69 per cent increase, for

up by almost drop a third, it becomes clear why

in 2016, the Malaysian film industry suffered a

grossing Indonesian film in Malaysian history.

a total of 72.84 million tickets sold, compared to

2017’s figures are considered to be the second

the 71.63 million in 2016. A price hike for tickets

worst of the decade. Following encouraging results

contributed to an all-round increase in takings,

from last year, the production bubble has begun

which were up 7.47 per cent, for 983.64 million

to expand again, with a lowering of quality and of

ringgit(€205 million or US$255 million) compared

profit margins. We should bear in mind that for the

to 915.30 million(€191 million or US$237 million)

majority of these ‘fast food’ productions, profits

in 2016.

are not expected to be made in film theatres,

Despite the overall growth of the market, local

but in the sales of cable TV rights - in this case, to

films took only 57.57 million ringgit(€12 million

the local company Astro, which screens most of

or US$14.90 million), compared to 84.48

the titles a couple of weeks after their big-screen

million(€17.64 million or US$21.89 million) in 2016,

de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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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olo BERTOLIN
Paolo BERTOLIN is a festival programmer, film critic and producer. He has worked as regional
correspondent in the Asian Pacific region with Venice, Rotterdam, Beijing, Mumbai, Doha,
Udin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others.

Interview

TV stations to film distributors.
We are not entirely sure how others acquire their investments, but our government,
FINAS(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of Malaysia) do give incentives and grants for

Shamin YUSOF
Shamin YUSOF, the only daughter of Datuk Yusof HASLAM

film applications that has been granted and approved. Some of the producers usually do work
with TV stations like primeworks and Astro to produce a movie.

What kind of releases do local films get?
In terms of the cinemas, normally we get comedy, horror and action films.

ventured Into the company in 2016. She was appointed as
Producer and The managing director of Skop Productions Sdn

How does profit-sharing work in your country? How did it work for Your film?

Bhd. Up until now, Shamin has produced several TV series,

I think the profit sharing works the same here in Malaysia. In terms of the films we have produced

original series and three movies. She is also responsible

so far, we normally do a fair profit sharing from all collections made out of the movie.

for A&P for every movie produced and distributed by the
company.
Other status :
- Director of Alia Bastamam Sdn Bhd
- Director of Stag & Co
- Freelance fashion campaign videos director.
- Freelance film/drama/commercials producer or casting director.
- Freelance exhibitions/company management advisor.

What are some of the market trends you saw in 2017?
For Malaysia, we thought 2017 was a good year to produce horror and action comedy movies.

What’s the toughest challenge for the domestic industry these days?
We do think it is harder to find a good cast and the cost of production has increased tremendously
over the years. It is harder to keep up with the international film industry with limited resources.

Do you have any tips for foreign filmmakers looking to shoot in your country?
Do collaborate and work with the local production team. Malaysia has a lot of beautiful locations
and good talents. Do maximize on these opportunities.

What made your film so successful? What does it take to succeed at the box office
in your country?
I don't think any studios can give a correct answer. but for us, it is more on choosing the right
director, the right story line and a strong cast. In our opinion, to produce a successful box office
movie, we must first understand what the audience want and which genre are more likely to
attract people to come and watch the movie. Again, a strong cast plays an important role amongst
the Malaysian audience.

How do you go about getting investment for films? How does a film usually get
investment in your country?
We started by funding our own movies and as the production grew bigger, more investment was
needed. From our generally good reputations in the Malaysian film industry, we were lucky that
we got approached by a few investors. Most of our investors are all entertainment relat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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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ig Brother Fadil 2

2 Tombiruo: Penunggu Rimba

An action-comedy. Fadil is mistaken as a professional killer called Tiger and falls into Mafia world.

Tombiruo is a troubled young man, deformed, dutiful and burdened with powers that do not

With a help from a reporter Yana, he leads the life as a professional assassin in his way to clean

bend to his will. The tragic death of his father causes Tombiruo to seek revenge and punish those

his name and in finding Tiger's true identity.

responsible.

Director
Syafiq YUSOF

Producer
YUSOF Haslam, Shamin YUSOF

Production
Skop Productions Sdn.Bhd.

Distribution
Astro Shaw

Release
2017.08.24

>> Syafiq YUSOF
Malaysian actor, director, screenwriter and filmmaker. He is a younger

Gross Box Office
MYR 18,150,223

Director
Seth LARNEY

Producer
Zurina Mohd RAMLI

Production
Ideate Media

Distribution
Astro Shaw

Release
2017.10.12

Gross Box Office
MYR 7,972,886

>> Seth LARNEY

brother of award-winning actor Syamsul YUSOF and son of veteran
actor YUSOF Haslam. Initially began his career by making short films, his
directorial debut, SAM: Saya Amat Mencintaimu was released in 2012. Since
then, he directed six notable films which all of them became commercial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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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N FILM MARKET/INDUSTRY IN 2017
(BOLLYWOOD, TOLLYWOOD, KOLLYWOOD)

FIGURES OF TOP 10 IMPORTED FILMS IN INDIAN BOX OFFICE
SOURCE : Baradwaj Rangan, Chief Consultant Programming, Mumbai Film Festival (MAMI)

TITLE
Fast and Furious 8
Spider-Man: Homecoming
Thor: Ragnarok

DIRECTOR

COUNTRY

GENRE

PRODUCTION

DISTRIBUTION

F. Gary GRAY

USA

Action

Universal Pictures

Universal Pictures

Jon WATTS

USA

Action

Columbia Pictures

Columbia Pictures

Taika WAITITI

USA

Action

Marvel Entertainment

Marvel Entertainment

Sony Pictures
Entertainment (SPE)

Sony Pictures 		
Entertainment (SPE)

jumanji Welcome To the Jungle
Jake KASDAN
USA
Fantasy
					
Annabelle: Cration
Justice League
Logan
xXx: Return of Xander Cage
Pirates of the Caribbean 5
		

3 J Revolusi

Kong: Skull Island

Jay Zulkarnain is an assault leader for Malaysia's elite and deadly special force known as the
UTK(Unit Tindakhas), and he and his squad of operatives are every terrorist's worst nightmare.

David F. SANDBERG

USA

Horror

Atomic Monster

Atomic Monster

Zack SNYDER

USA

Action

DC Comics

DC Comics

James MANGOLD

USA

Superhero

Marvel Entertainment

Marvel Entertainment

D.J. CARUSO

USA

Thriller

One Race Films

Paramount Pictures

Joachim RONNING,
Espen SANDBERG

USA

Action

Walt Disney Pictures

Walt Disney Pictures

Jordan Vogt-ROBERTS

USA

Action

Warner Bros.

Warner Bros.

GROSS BOX OFFICE UNIT : Million (INR)

However, a mysterious terrorist has framed Jay for the murder of one of his squad members, and
has also captured his sister Dian, who is an undercover agent.

862

Fast and Furious 8

599

Spider-Man: Homecoming
Director
Mohd Zulkarnain Bin Mohd AZHAR

Producer
Gayatri Su-Lin PILLAI

Production
Infinitus Production

Distribution
Primeworks Distribution

Release
2017.03.02

Gross Box Office
MYR 7,139,625

587

Thor: Ragnarok

519

Jumanji Welcome To the Jungle

495

Annabelle: Cration

>> Mohd Zulkarnain Bin Mohd AZHAR

411

Justice League

352

Logan
xXx: Return of Xander Cage
Pirates of the Caribbea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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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S OF TOP 10 FILMS IN BOLLYWOOD(HINDI) BOX OFFICE

FIGURES OF TOP 10 FILMS IN TOLLYWOOD(TELUGU) BOX OFFICE

SOURCE : Baradwaj Rangan, Chief Consultant Programming, Mumbai Film Festival (MAMI)

TITLE
Baahubali 2: The Conclusion
Tiger is Alive
Golmaal Again

DIRECTOR

GENRE

PRODUCTION

DISTRIBUTION

SS RAJAMOULI

Action

Arka Mediaworks

Dharma Productions

Ali Abbas ZAFAR

Action

Yash Raj Films

Yash Raj Films

Rohit SHETTY

Action

Mangal Murti Films

Relance Entertainment

SOURCE : Baradwaj Rangan, Chief Consultant Programming, Mumbai Film Festival (MAMI)

TITLE

DIRECTOR

GENRE

PRODUCTION

DISTRIBUTION

SS RAJAMOULI

Action

Arka Mediaworks

Dharma Productions

Khaidi No.150

VV VINAYAK

Action

Konidela Production Company

Lyca Productions

Jai Lava Kusa

K.S. RAVINDRA

Action

NTR Arts

NTR Arts

Harish SHANKAR

Action

Sri Venkateswara Creations

Sri Venkateswara Creations

AR MURUGADOSS

Sci-Fi

Lyca Productions

Lyca Productions

Baahubali 2: The Conclusion

Raees

Rahul DHOLAKIA

Action

Excel Entertainment

Eros International

Duvvada Jagannadham

Judwaa 2

David DHAWAN

Comedy

Apple & Orange Pictures

Fox STAR Studios

Spyder

Toilet: Ek Prem Katha

Shree Narayan SINGH

Comedy

Plan C Studios

Relance Entertainment

Badrinath Ki Dulhania

Shashank KHAITAN

Comedy

Dharma Productions

Fox STAR Studios

Tubelight

Kabir KHAN

War

Kabir Khan Films

Yash Raj Films

Jolly LLB 2

Subhash KAPOOR

Comedy

Fox STAR Studios

Fox STAR Studios

Sanjay GUPTA

Action

Film Kraft

B4U Motion Pictures

Kaabil

GROSS BOX OFFICE UNIT : Million (INR)

Golmaal Again

7,809
4,284

Raees
Judwaa 2
Toilet: Ek Prem Katha
Badrinath Ki Dulhania
Tubelight
Jolly LLB 2
Kaa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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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
1,766
1,693
1,680
1,585
1,563
1,495
1,199

Kishore Kumar PARDASANI

Action

North Star Entertainments

North Star Entertainments

Sekhar KAMMULA

Drama

Sri Venkateshwara Creations

Sri Venkateshwara Creations

MCA Middle Class Abbayi

Venu Sri RAM

Comedy

Sri Venkateswara Creations

Sri Venkateshwara Creations

Gautamiputra Satakarni

Krish JAHARLAMUDI

History

First Frame Entertainment

First Frame Entertainment

Trinadha Rao NAKKINA

Drama

Sri Venkateswara Creations

Sri Venkateshwara Creations

Fidaa

Nenu Local

GROSS BOX OFFICE UNIT : Million (INR)

Baahubali 2: The Conclusion
Tiger is Alive

Katamarayudu

13,416
Baahubali 2: The Conclusion

1,371

Khaidi No.150

1,079

Jai Lava Kusa

1,026

Duvvada Jagannadham

909

Spyder

819

Katamarayudu

783

Fidaa

636

MCA Middle Class Abbayi

634

Gautamiputra Satakarni

481

Nenu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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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DI CINEMA
FIGURES OF TOP 10 FILMS IN KOLLYWOOD(TAMIL) BOX OFFICE
SOURCE : Baradwaj Rangan, Chief Consultant Programming, Mumbai Film Festival (MAMI)

TITLE

Overview Report on Domestic Film Market/
Industry Year of 2017

DIRECTOR

GENRE

PRODUCTION

DISTRIBUTION

Zapped

Atlee KUMAR

Action

Sri Thenandal Films

AP International

Vivegam

SIVA

Action

Sathya Jyothi Films

Sun TV

Two films dominated Hindi cinema in 2017. One

the education race), Toilet: Ek Prem Katha(about

Bairavaa

BHARATHAN

Action

Vijaya Productions Pvt. Ltd.

Sri Green Productions

was the Aamir KHAN-starring Dangal, which was

women’s sanitation), Shubh Mangal Savdhan(about

Singam 3

HARI

Action

Aadnah Arts

Pen Movies

released in late 2016. It became the highest

erectile dysfunction), Sachin: A Billion Dreams(a

Mohan RAIA

Action

24AM Studios

24AM Studios

grossing Hindi film of all time, and proceeded to

biography of India’s star cricketer, Sachin

Pushkar-GAYATRI

Action

Think Mucis

AP International

become a blockbuster in China. The second was

TENDULKAR), Lipstick Under My Burkha(about

H VINOTHI

Action

Dream Warrior Pictures

Reliance Entertainment

SS RAJAMOULI’s Baahubali 2: The Conclusion, which

women’s issues), Jagga Jasoos(an ambitious

Soundarya RAJINIKANTH

Action

V. Creations

AP International

took off from the cliff-hanger ending of the first

flop, but a rare kind of musical adventure),

P VASU

Horror

Trident Arts

AP International

part and became the second film in a short while

Trapped(about urban alienation), Newton(a satire

Mani RATNAM

Romance

Madras Talkies

AP International

to take the crown of highest grossing Hindi film

on democracy) – got talked about. And yet, noisy

of all time. In terms of pure numbers, Baahubali

star vehicles peddling the same old definition of

2: The Conclusion beat Dangal handily, though the

entertainment did exceedingly well too (Judwaa 2,

latter was a Bollywood product, while the former

Tiger Zinda Hai, Golmaal Again).

was seen as a product of Tollywood, or the Telugu

If a trend is to be unearthed, it was the increase in

film industry (and therefore, technically, not an

the number of films set in the heartlands, far away

“actual” Hindi film).

from the commercial hubs of Mumbai. Newton,

Otherwise, the year was all over the place. Films with

Lipstick Under My Burkha, Shubh Mangal Savdhan,

big stars Jab Harry Met Sejal with Shah Rukh KHAN,

Secret Superstar, Anaarkali of Aarah, Toilet: Ek Prem

Tubelight with Salman KHAN flopped. Films with the

Katha, Bareilly ki Barfi and Badrinath ki Dulhania

same big stars became hits Raees and Tiger Zinda

were all set in smaller towns, and featured a range

Hai, respectively; the latter, released in time for

of Hindi dialects that had been forgotten in the

the Christmas season, was a blockbuster. Women-

ultra-urbanised Hindi cinema. Best of all was Hindi

oriented films like the Vidya BALAN-starring Begum

Medium, which lashed out at Indians’ obsession

Jaan flopped. Women-oriented films like the Vidya

with the English language. The film has turned

BALAN-starring Tumhari Sulu became buzzy hits.

out to be an unexpected blockbuster in China,

Films with good, different content – Mukti

where the issue about super-competitive parents,

Bhawan(about mortality), Hindi Medium(about

presumably, struck a chord.

Velaikkaran
Vikram Vedha
Theeran Adhigaram Ondru
Velaiilla Pattadhari 2
Sivalinga
Kaatru Veliyidai

GROSS BOX OFFICE UNIT : Million (INR)

1,740

Zapped

880

Vivegam

830

Bairavaa

800

Singam 3

640

Velaikkaran

480

Vikram Vedha

430

Theeran Adhigaram Ondru
Velaiilla Pattadhari 2
Sivalinga
Kaatru Veliyi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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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Baradwaj RANGAN

Baradwaj RANGAN is Editor, 『Film Companion』(South) and Chief Consultant,
Programming.
He won the National Award (Swarna Kamal) for Best Film Critic in 2005. His writings on
cinema, music, art, books, travel and humour have been published in various magazines
like 『The Caravan』, 『Arts Illustrated』, 『Open』, 『Tehelka』, 『Biblio』, 『Outlook
and The Cricket Monthly』. His long-form story on VIKRAM was featured in 『The Caravan
Book of Profiles』, as one of their “twelve definitive profiles.”
He has co-written the Tamil rom-com, Kadhal 2 Kalyanam. He has written the Tamil short
film, Kalki. He has written dialogue and narratives for the dance dramas Krishna and
Meghadootam. His short story, 『The Call』, was published in 『The Indian Quarterly』.
He teaches a course on cinema at the Asian College of Journalism, Chennai. He has served
as a member of the jury at the National Film Awards, and as a member of the selection
committee for international films at the Jio MAMI Mumbai Film Festival. Baradwaj has
contributed to various anthologies, including an essay in 『Subramaniyapuram: The Tamil
Film in English』 Translation, and an analysis of Rajkumar Hirani in. 『Behind the Scenes:
Contemporary Bollywood Directors and their Cinema』.
His first book, 『Conversations with Mani Ratnam』, was published by Penguin in 2012.
His second book, 『Dispatches From the Wall Corner』, was published by Westland in
2014.

Siddharth Roy KAPUR
After a B.Com from Sydenham College and a Masters in
Management Studies from the Jamnalal Bajaj Institute,
Siddharth began his career with the Procter & Gamble Company
in Mumbai in brand management. Siddharth then moved
to STAR TV. At STAR headquarters in Hong Kong, he led the
Central Marketing & Creative Services team. Siddharth joined
UTV in Mumbai in 2005, as Senior Vice President, Marketing &
Communications for the Group. He led the marketing efforts
responsible for taking Hungama TV to a leadership position. He
also led the marketing efforts behind path breaking films, like
the BAFTA-nominated blockbuster Rang De Basanti.
In January 2008, Siddharth took over as CEO of UTV Motion
Pictures and after the integration of UTV with The Walt Disney
Company (India) in 2012, he held the role of Managing Director,
Studios. In January 2014, Siddharth was promoted to Managing Director of
Disney India. Under his leadership, Disney emerged as one of India’s leading
media/entertainment companies. It produced and released India’s highest
and second highest grossing movies of all time Dangal and PK, as well as
India’s highest grossing Hollywood movie of all time The Jungle Book.
Starting January 2017, Siddharth has moved from Disney to set up his own
production house, Roy Kapur Films, which will produce movies and digital
video content across all scales and genres. Siddharth is the President of
The Film and Television Producers Guild of India, Managing Trustee of the
Mumbai Academy of Moving Images (MAMI) and on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f India (IFFI). He featured on Variety’s
2018 list of the Top 500 Most Influential People in Entertainment around
the World and has featured on The Economic Times Top 40 Indian Business
Leaders Under 40 and The Hollywood Reporter Next Generation Asia
Inaugural Class of Young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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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de your film so successful? What does it take to succeed at the box office
in y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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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al(released at the end of 2016) had a truly human story that could resonate across countries
– because families, everywhere, are the same. It was powerful to see an individual realise that his
daughter could do what he thought only a son could do. As trite as it sounds, the main thing for a
film to succeed is the foundation of a good story. Once you have a good story, it’s hard to go wrong.

How do you go about getting investment for films? How does a film usually get
investment in your country?
There are many sources: film funds, global studios who have set up shop in India. Sometimes, the
producer himself invests in the film. Then there are unstructured sources, like individuals with
high net worth. Funding is never a problem. Because we are the largest film-producing nation in
the world, people want to be associated with us.

What kind of releases do local films get?
The screen growth has not been able to cross 8,000-10,000. So the big films get 4,000-4,500
screens. The medium ones get 1,000-2,000 screens. The small ones get 100-1,000 screens.

How does profit-sharing work in your country? How did it work for Your film?

1 Baahubali 2: The Conclusion

It’s a sensible model to adopt. If the talent can take lower fixed amounts, then the basic costs

When Shiva, the son of Baahubali, learns about his heritage, he begins to look for answers. His

come down. And then, everyone benefits if the film becomes a big hit, like Dangal.

story is juxtaposed with past events that unfolded in the Mahishmati Kingdom.

What are some of the market trends you saw in 2017?
The growth of digital viewership – due to increased data speeds and decreased data costs – has
been amazing. This is going to have repercussions in the next few years, in terms of the movies
being made. People will come to watch either the big extravaganzas or the high-concept films. The
rest are going to fall through the cracks, though there will be exceptions.

Director
SS RAJAMOULI

Producer
Prasad DEVINENI

Production
Star Cinema/Viva Entertainment

Release
2017.12.25

Gross Box Office
PHP 571,000,000

Distribution
ABS-CBN Film Productions

What’s the toughest challenge for the domestic industry these days?
We haven’t been able to increase the screen count. That’s a major issue. There’s rampant piracy.
Good-quality prints of new films are available soon after release. And the structural economics are
daunting. We come under the highest tax bracket of 28%, which is the same as that for “vices” like
the tobacco industry.

>> SS RAJAMOULI
He is known for directing high-budget feature films like Magadheera(2009),

Do you have any tips for foreign filmmakers looking to shoot in your country?
India is not an easy country to shoot in, but the government is taking steps to facilitate a singlewindow clearance system. Some states do offer rebates, but the best way to go about it is to find

Eega(2012), the two part Baahubali: The Beginning(2015) premiered at
the Brussels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and Baahubali 2: The
Conclusion(2017), premiered at the British Film Institute, while becoming the
highest grossing Indian multilingual film franchise of all time globally.

yourself a good line producer who can take care of all these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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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iger is Alive

3 Golmaal Again

When a group of Indian and Pakistani nurses are held hostage in Iraq by a terrorist organization, a

The gang encounters with some spiritual bodies and finds out the truth about the Jamnadas

secret agent is drawn out of hiding to rescue them.

Orphanage where they were brought up.

Director
Ali Abbas ZAFAR

Producer
Aditya CHOPRA

Production
Yash Raj Films

Distribution
Yash Raj Films

Release
2017.12.22

>> Ali Abbas ZAFAR
An Indian film director and screenwriter. He achieved moderate success for
his debut film, the romantic comedy Mere Brother Ki Dulhan(2011). He then
went on direct the action drama Gunday(2014). He received widespread
recognition for the sports drama Sultan(2016), which ranks among the
highest-grossing Indian films. He then achieved bigger success directing the
action thriller Tiger Zinda Hai(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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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 Box Office
INR 4,284,300,000

Director
Rohit SHETTY

Producer
Rohit SHETTY

Production
Mangal Murti Films

Distribution
Relance Entertainment

Release
2017.10.20

Gross Box Office
INR 2,641,800,000

>> Rohit SHETTY

An Indian film director and producer. His work as a filmmaker includes the
films Golmaal, Golmaal Returns, Golmaal 3, Singham, Bol Bachchan, Singham
Returns, Dilwale and Chennai Express, for which he was nominated for
Filmfare Award for Best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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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UGU CINEMA

Overview Report on Domestic Film Market/
Industry Year of 2017
2017 turned out to be a terrific year for Telugu

RAJU Gari Gadhi 2 and Khakee - The Power of Police

cinema, with blockbusters like Khaidi No 150

began to stream online even before the end of

(which marked ‘Megastar’ CHIRANJEEVI’s return

their theatrical runs.

to the screen after more than nine years), Fidaa,

When it came to the big stars, Mahesh BABU’s

Shathamanam Bhavati and, above all, Baahubali 2,

Spyder bombed, but BALAKRISHNA(with his 100th

which was released in two other languages (Tamil,

film, Gautamiputra Satakarni), Allu ARJUN(Duvvada

Hindi) and became India’s top-grossing film of all

Jagannadham), NTR Jr.(Jai Lava Kusa) and Naga

time (unadjusted for inflation). Records fell by the

CHAITANYA(Rarandoi Veduka Choodham) sailed

wayside. The Hindi version became the first film to

through. Dr. RAJASEKHAR returned to the screen

cross Rs 500 crores (nett), the film grossed over

after two years in Praveen SATTARU’s PSV Garuda

Rs 1,600 crores at the worldwide box office, and

Vega, a hi-tech thriller drastically different from

the film changed the way people looked at the

what Telugu cinema is used to. Another thriller

Telugu film industry. Earlier, only Hindi TV channels

with the difference was Sankalp REDDY’s Ghazi,

were picking up rights, for films that would play in

starring Rana DAGGUBATI – it was an adaptation

badly (and hilariously) dubbed versions. But now,

of a real-life submarine mission.

streaming giants like Amazon and Hotstar are

But it was a clutch of modestly budgeted successes

betting big bucks on Telugu cinema, thus freeing

that really defined the year. Arjun Reddy, starring

up filmmakers to pursue new horizons.

Vijay DEVARAKONDA, used the Devdas template

This has helped producers too, in terms of

to craft a saga of angst and rebellion. Other hits

defraying the sometimes high production costs.

included Ninnu Kori(about a man and his married

Amazon Prime shelled out nearly ₹20 crore to the

ex-girlfriend), Mental Madhilo(about an indecisive

makers of Ram CHARAN’s Rangasthalam(2018),

man and a super-confident woman) and Sekhar

directed by Sukumar, for digital rights. Other

KAMMULA’s hugely appreciated Fidaa(about the

films that tied up with streaming portals include

complicated romance between a village girl and an

Sai Dharam TEJ’s Jawaan and Winner, NANI’s

NRI boy). The acceptance of these fresh themes,

Middle Class Abbayi, Varun TEJ’S Mister. Even more

and fresh faces, was undoubtedly the most

surprisingly, films like Arjun Reddy, Raja the Great,

heartening trend of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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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adwaj RANGAN

Baradwaj RANGAN is Editor, 『Film Companion』(South) and Chief Consultant,
Programming.
He won the National Award (Swarna Kamal) for Best Film Critic in 2005. His writings on
cinema, music, art, books, travel and humour have been published in various magazines
like 『The Caravan』, 『Arts Illustrated』, 『Open』, 『Tehelka』, 『Biblio』, 『Outlook
and The Cricket Monthly』. His long-form story on VIKRAM was featured in 『The Caravan
Book of Profiles』, as one of their “twelve definitive profiles.”
He has co-written the Tamil rom-com, Kadhal 2 Kalyanam. He has written the Tamil short
film, Kalki. He has written dialogue and narratives for the dance dramas Krishna and
Meghadootam. His short story, 『The Call』, was published in 『The Indian Quarterly』.
He teaches a course on cinema at the Asian College of Journalism, Chennai. He has served
as a member of the jury at the National Film Awards, and as a member of the selection
committee for international films at the Jio MAMI Mumbai Film Festival. Baradwaj has
contributed to various anthologies, including an essay in 『Subramaniyapuram: The Tamil
Film in English』 Translation, and an analysis of Rajkumar Hirani in. 『Behind the Scenes:
Contemporary Bollywood Directors and their Cinema』.
His first book, 『Conversations with Mani Ratnam』, was published by Penguin in 2012.
His second book, 『Dispatches From the Wall Corner』, was published by Westland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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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Dil’ RAJU
The Hyderabad-based ‘Dil’ RAJU(born V.

What made your film so successful? What does it take to succeed at the box office
in your country?
It’s team work. My first priority in every film is the content. When the content is rich, everything
else will fall in place. For a film to succeed at box office, it should have a good star cast and
talented technicians who work as a team with equal effort.

Venkata Ramana REDDY; the name change
occurred after his first production, Dil, became
a hit) is one of the major producers and
distributors in Telugu cinema. He completed
high school in Mudakpally, near Nizamabad,
and did his intermediate in Nizamabad. He
has stated that he has been attracted to films
since ninth grade, when films used to be
shown on VHS tapes in his village. He shifted
to Hyderabad, and started working in the automobile business started
by his brothers. The area was famous for film distribution offices, whose
staff would frequent the automobile shop. He wanted to enter the audio
business, but was advised against it by distributor Mahender REDDY, who
was close to his brothers. Through REDDY, ‘Dil’ RAJU entered the distribution
business. They jointly distributed the 1995 Chiranjeevi hit, Alluda Majaka.
The next few films flopped, but a turnaround came with Pelli Pandiri(1997).

How do you go about getting investment for films? How does a film usually get
investment in your country?
Initially, we take care of the production costs and we do depend upon our financiers. In the later
stages, we get the money by selling off the theatrical and satellite rights to buyers. Over the past
few years, a lot of banks are coming forward to help us financially.

What kind of releases do local films get?
It depends on the stars and the production houses. A big star’s film will release in close to 1000
theatres, while a moderate budget film will get close to 450 screens release.

How does profit-sharing work in your country? How did it work for your film?
We have never tried profit-sharing concept in my production house.

What are some of the market trends you saw in 2017?
2017 was very special for Telugu Cinema. Baahubali 2 became the biggest blockbuster in Indian
cinema. Small budget films like Fidaa and Arjun Reddy minted money at the ticket counters.
Overall, it was a fantastic year for Telugu cinema.

In 1999, ‘Dil’ RAJU started his own company, Sree Venkateswara Film
Distributors, and had three blockbusters: Oke Okkadu(the dubbed version
of the Tamil hit, Mudhalvan), Nuvvu Vastavani and Sakhi(the dubbed version
of the Tamil hit, Alaipaayuthey). More blockbusters followed – Dil(2003),
Arya(2004), Bhadra(2005) – and the company was truly established, and
‘Dil’ RAJU became a powerful player in Tollywood. When asked about
the secret of his success, ‘Dil” RAJU credited his strong story sense. His
subsequent blockbusters include Bommarillu, Seethamma Vakitlo Sirimalle
Chettu and Shathamanam Bhavati, which won the prestigious National Film
Award in 2017 for Best Popular Film Providing Wholesome Entertainment.
For his contributions to popular cinema, he has received the Nagi ReddyChakrapani National Award from the Andhra Pradesh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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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the toughest challenge for the domestic industry these days?
Finding good content and battling piracy. Gone are the days where the films used to run for
100 and 150 days. 2-3 weeks is all we get today, to entertain the audience and earn back our
investments. So, we have to be very careful with the content.

Do you have any tips for foreign filmmakers looking to shoot in your country?
I really don’t have anything to say on this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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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ahubali 2: The Conclusion
When Shiva, the son of Baahubali, learns about his heritage, he begins to look for answers. His

A man (Chiranjeevi) on the wrong side of the law is moved by the plight of farmers to do the right

story is juxtaposed with past events that unfolded in the Mahishmati Kingdom.

thing.

Director
SS RAJAMOULI

Producer
Prasad DEVINENI

Production
Arka Mediaworks

Distribution
Dharma Productions

Release
2017.04.28

>> SS RAJAMOULI
He is known for directing high-budget feature films like Magadheera(2009),
Eega(2012), the two part Baahubali: The Beginning(2015) premiered at
the Brussels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and Baahubali 2: The
Conclusion(2017), premiered at the British Film Institute, while becoming the
highest grossing Indian multilingual film franchise of all time glob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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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 Box Office
INR 13,416,927,000

Director
VV VINAYAK

Producer
Ram CHARAN

Production
Konidela Production Company

Distribution
Lyca Productions

Release
2017.01.11

Gross Box Office
INR 1,371,100,000

>> VV VINAYAK

An Indian film director and screen writer known for his works exclusively in
Telugu cinema. Vinayak made his film debut with the 2002 melodrama film
Aadi starring NTR Jr., upon release the film received positive reviews, and
became a box office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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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Report on Domestic Film Market/
Industry Year of 2017
Tamil cinema came out with over a jaw-dropping

they make the budgets of the films unfeasible –

200 releases, and the year’s biggest hit was

especially at a time footfalls in theatres are coming

the huge, star-driven Mersal, starring Vijay and

down drastically due to the numerous other (i.e.

directed by blockbuster filmmaker Atlee. The

non-theatrical) modes of entertainment.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film also helped,

As for directors, the much-anticipated Kaatru

and its success helped Vijay bounce back from

Veliyidai, directed by Mani RATNAM (and starring

the lacklustre performance of his other film of the

KARTHI), did not find acceptance, while Taramani,

year, Bairavaa. The other big star, Ajith, was less

by Ram, was appreciated. But the real reason

lucky. His sole release, Vivegam, was lambasted

2017 was a landmark year for Tamil cinema was

by critics and its box-office performance, too, was

that audiences embraced a number of low-budget

underwhelming. Baahubali 2 was the year’s other

films by first-time filmmakers who wanted to tell

huge success, though it is technically a product of

very different stories.

the Telugu film industry. Baahubali 2 and Mersal

The movement, if you will, started with the twisty

did extraordinarily well in the overseas markets as

crime thriller, Dhuruvangal Pathinaaru, released

Sidelined at a very young age due to his stammering disability, the eldest of identical triplets

well, shattering the myth that only Bollywood films

in December 2016. And then we’ve had Kurangu

develops hatred for his younger brothers and creates havoc in their lives as they all reunite as

become blockbusters overseas.

Bommai(a fractured-timeline thriller around a

adults.

Otherwise, even with films with big stars,

mysterious bag), Aval(a genuine horror movie, with

audiences rejected the ordinary (SURIYA’s Singam

superlative sound effects), Oru Kidayin Karunai

3, which was sold at too high a price for recovery;

Manu(a drama with a goat as a central figure), 8

Anbanavan Asaradhavan Adangadhavan, starring

Thottakkal(a take off on KUROSWA’s Stray Dog,

SIMBU) and embraced the different (Vikram-

about a stolen gun), Aruvi(a brutal satire on media

Vedha, starring MADHAVAN and Vijay SETHUPATHI;

and humanity in general), Meyaatha Maan(a

Theeran Adhigaram Ondru, starring KARTHI;

very unusual take on the romantic comedy) and

Thupparivaalan, starring VISHAL; Velaikaran,

Maanagaram(a hyperlinked narrative set at night).

starring Siva KARTHIKEYAN; Kavan, starring Vijay

With low costs, the guarantee of good cinema, and

SETHUPATHI, Pa Paandi, starring DHANUSH;

an audience increasingly open to fresher content,

Magalir Mattum, starring JYOTIKA). The sky-

2018 looks to be the year of this new breed of

high salaries of star is a continuing concern, as

filmmakers.

3 Jai Lava Kusa
Director
K.S. RAVINDRA

Producer
Kalyan RAM

Production
NTR Arts

Distribution
NTR Arts

Release
2017.09.21

>> K.S. RAVINDRA
Ravindra completed his schooling in Bhashyam High School at Guntur.
His professional career is associated with directors such as Dasaradh
and Gopichand Malineni. He worked in the direction department for
Aadinarayana's film Political Rowdy. He wrote screenplays for Don Seenu,
Mr. Perfect and Bodyguard. He is the story writer for director Gopichand
Malineni and for Ravi Teja's combination 2013 movie Balupu. Ravindra and
Kona Venkat have worked together on multiple screenp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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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 Box Office
INR 1,079,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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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What made your film, Mersal, so successful? What does it take to succeed at the
box office in your country?

Hema RUKMANI
After B.A. in English Literature from Lady Doak College,
Madurai, Hema RUKMANI went on to do her M.A.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from Madurai

The film touched a chord with the pan-Indian audience because of the powerful message it told.
Escalating price of medical treatments and medical negligence have been in the news, worldwide.
This concept, packaged with outstanding commercial elements, a popular super star as the lead
actor, backed by memorable music, a taut screenplay, along with effective marketing made our
film Mersal a great success.

Kamaraj University (MKU). She then pursued another

How do you go about getting investment for films? How does a film usually get
investment in your country?

M.A. in English Literature at MKU. After dabbling with

A producer is the major investor of any film project. He sources investors to fund the film based

a few multilevel marketing businesses, Hema opened
a DVD library called MovieClub, with an enviable
collection of films in various languages. She later
bought over an old DVD library, RIC, and ran both

on the strength of the production company, the timeline of a project and its potential success.
Distributors who buy a project for specific areas also act as investors, by paying ahead and
partaking in profits and risks. Film financiers who lend at a higher interest are also another way to
procure investments.

these libraries for a period of 11 years. This was the

What kind of releases do local films get?

breeding ground for her interest and knowledge of

Theatres are critical players in the ecosystem. The number of theatres and screens is an

good cinema.

inadequate compared to the number of films ready and awaiting release. The credibility of the

After that, Hema joined Thenandal Studios Limited,

production house and the commitment to stick to the release date are important to earn the

a 40- year-old film company (founded in 1976, by
producer-director Rama NARAYANAN) that has
distributed over 750 films across India. Hema actively

trust of theatre owners. The number of shows or prime-time slots are allotted depending on the
worthiness of a film, based on their internal assessment. A good marketing strategy and hype
before the release of a film makes a considerable impact on availing a good number of screens.

took part in various levels of film production. The

How does profit-sharing work in your country? How did it work for Your film?

family-run business is spearheaded by Rama NARAYANAN’s son (and

The usual network of participants in a film chain is : producers-distributors-exhibitors. Sometimes,

RUKMANI’s husband), Murali RAMASAMY, the dynamic director who

producers directly release a film, circumventing the distributors. The longer the chain, the more

revamped the company. Later, Hema was promoted as the CEO of the

the profit sharing. We chose the latter.

company. Thenandal Studios Limited went onto associate itself with some
important films – like Mersal, their 100th film, and the biggest blockbuster
of the year – that have made them one of the key players in Tamil cinema.
They have a list of promising films in their future line up.

What are some of the market trends you saw in 2017?
Paranormal films always find an audience, immaterial of the star cast or quality. This year was
no different. Women-oriented films were well received, both critically and at the box office. Dark
comedies also fared reasonably well. Star-backed films succeeded only if the content was strong.
Language was no deterrent in appreciating good films and getting a successful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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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the toughest challenge for the domestic industry these days?
Piracy is the biggest challenge, by far. It needs a technological and legal solution, without dela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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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taneous digital release will fetch more profits and in turn be an answer to piracy. Regulated
ticket price constraints also show us the need for evolving into a better industry.

Do you have any tips for foreign filmmakers looking to shoot in your country?
India is a one-stop shop for filmmaking. We have picturesque locations, for any given season.
Talented artists, low cost of production and good working hours make the country a better option
than most. Safety of the crew and easy permissions for film shooting are added advantages.

1 Zapped
People related to medical business disappear mysteriously. The investigation leads to the arrest
of an unknown man who, upon interrogation, reveals his motives and intentions. Such revelations
take us deep into the dirty business of medical industry.

Director
Atlee KUMAR

Producer
H. MURALI, Hema RUKMANI

Production
Sri Thenandal Films

Distribution
AP International

Release
2017.10.18

Gross Box Office
INR 1,740,000,000

>> Atlee KUMAR
An Indian film director and screenwriter who works primarily in Tamil
cinema. He is best known for his directorial debut Raja Rani(2013), for which
he was awarded the Vijay Award for Best Debut Director. He worked as
an assistant director with high budget filmmaker S. Shankar for the films
Enthiran(2011) and Nanban(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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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ivegam

3 Bairavaa

An Interpol agent betrayed by his friends sets out to take revenge against the friends who work

Bairavaa, a gallant debt collector, takes on a violent criminal masquerading as a philanthropist in

for a secret agency.

the education field.

Director
SIVA

Producer
Arjun THYAGARAJAN

Production
Sathya Jyothi Films

Distribution
Sun TV

Release
2017.08.24

>> S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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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 Box Office
INR 880,000,000

Director
BHARATHAN

Producer
B. Bharathi REDDY

Production
Vijaya Productions Pvt. Ltd.

Distribution
Sri Green Productions

Release
2017.01.12

>> BHARATHAN

A filmmaker who has worked in the Tamil cinema and Telugu cinema as a

An Indian film director, artist, and art director. Bharathan is noted for being

cinematographer, director and actor.

the founder of a new school of film making in Malayalam cinema, along with
Padmarajanand K. G. George, in the 1980s, which created films that were
widely received while also being critically acclai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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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 Box Office
INR 8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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