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이드 인 아시아



3메이드 인 아시아 MADE IN ASIA2 Contents목차

목차 Contents

메이드 인 아시아   

	 환영사	 4

한국   

	 2020년	한국	영화산업	동향	 10

	 손민경	대표와의	인터뷰	 14

	 김원국	대표와의	인터뷰	 15

중국   

	 2020년	중국	영화산업	동향	 28

홍콩   

	 2020년	홍콩	영화산업	동향	 42

	 원검위	감독과의	인터뷰	 45

대만   

	 2020년	대만	영화산업	동향	 58

일본   

	 2020년	일본	영화산업	동향	 72

태국   

	 2020년	태국	영화산업	동향	 82

필리핀   

	 2020년	필리핀	영화산업	동향	 98

	 빈센트	델	로사리오	프로듀서와의	인터뷰	 102

베트남   

	 2020년	베트남	영화산업	동향	 114

인도네시아   

	 2020년	인도네시아	영화산업	동향	 124

	 아위	수리야디	감독과의	인터뷰	 127

말레이시아   

	 2020년	말레이시아	영화산업	동향	 136

인도   

	 2020년	인도	영화산업	동향	 150

	 발리우드(힌디)	시네마:	아누바하브	신하	감독과의	인터뷰	 154

	 말라얄람	시네마:	마헤	쉬	나라	야난	감독과의	인터뷰	 156

	 칼리우드(타밀)	시네마:	데싱	페리야사미	감독과의	인터뷰	 157

싱가포르   

	 2020년	싱가포르	영화산업	동향	 170

	 옹	쿠오	신	감독과의	인터뷰	 172

MADE IN ASIA   

	 Welcome	Note	 5

KOREA   

	 Korean	Film	Market	Trend	in	2020	 17

	 Interview	with	Head	Michelle	SON	 21

	 Interview	with	Head	KIM	Wonkuk	 22

CHINA   

	 Chinese	Film	Market	Trend	in	2020	 32

HONG KONG   

	 Hong	Kong	Film	Market	Trend	in	2020	 48

	 Interview	with	Director	YUEN	Kim	-	wai	 51

TAIWAN   

	 Taiwanese	Film	Market	Trend	in	2020	 62

JAPAN   

	 Japanese	Film	Market	Trend	in	2020	 75

THAILAND   

	 Thai	Film	Market	Trend	in	2020	 88

PHILIPPINES   

	 Filipino	Film	Market	Trend	in	2020	 104

	 Interview	with	Producer	Vincent	Del	ROSARIO	 108

VIETNAM   

	 Vietnamese	Film	Market	Trend	in	2020	 117

INDONESIA   

	 Indonesian	Film	Market	Trend	in	2020	 128

	 Interview	with	Director	Awi	SURYADI	 131

MALAYSIA   

	 Malaysian	Film	Market	Trend	in	2020	 140

INDIA   

	 Indian	Film	Market	Trend	in	2020	 158

	 Hindi	Cinema:	Interview	with	Director	Anubhav	SINHA	 162

	 Malayalam	Cinema:	Interview	with	Director	Mahesh	NARAYANAN	 164

	 Tamil	Cinema:	Interview	with	Director	Desingh	PERIYASAMY	 165

SINGAPORE   

	 Singapore	Film	Market	Trend	in	2020	 174	

	 Interview	with	Director	ONG	Kuo	Sin	 176



환영사 Welcome Note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찾아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부천영화제를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시키고 그 정신을 지금까지 성장시켜 주신 부천시 시민들과 한국영화계, 국제

영화계 그리고 열성적인 팬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5회를 맞이한 영화제는 “이

상해도 괜찮아- Stay Strange”라는 슬로건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이상한 바이러스의 소동, 이상한 기후 변화의 소식, AI 가 곧 인간을 지배할 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불안감과 새로운 냉전시대의 조짐들이 인류가 이제까지 겪어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천영화제는 이제껏 평범하지 않은 경계선을 걸어왔습니다. 새롭게 만날 시대에도 발상 뒤집고 경계를 허무는 

부천영화제의 ‘이상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구획을 넘어설 때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어쩐지 낯설고 

어설픈 형태의 돌연변이지만, 우리는 머지않아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원형임을 깨닫습니다. 역사는 이 과정을 ‘진

화’라 불러왔습니다. 부천영화제는 이러한 진화를 선도하는 데에 힘을 쏟아 왔고,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입니

다. NAFF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범상치 않은 상상력과 용기 있는 도전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진화의 원형은 다

음 시대의 도착을 알리는 이정표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해에도 전통에 머물지 않는 창의력으로 경계를 뛰어 넘는 ‘이상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어 대단히 기쁩니다. 부천

영화제는 그 작품들이 세계와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열정에 늘 감사하며 매 해 한 걸

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스물 다섯째 해를 함께 축하해 주시고, 땀 흘려 마련한 노력의 결실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26회에는 그리운 얼굴들을 서로 마주하고 응원할 수 있는 부천영화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everyone who came to attend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I would like to express my infinite respect and gratitude toward the citizens of Bucheon-city, the Korean 

film industry, the international film industry, and the enthusiastic fans for successfully starting the festival 

despite difficulties and have grown the spirit until today.This year marks the 25th anniversary of the festival, 

and we chose "It’s okay to be strange - Stay Strange" as a slogan. 

From the strange virus driven turmoil over the past two years, to the strange news about climate changes, 

and the strange anxiety coming from the ideas that AI may soon dominate humans, to the signs of a new 

Cold War era… mankind is facing a completely different times that we’ve never experienced before.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has taken an unusual path until now. Even in the new era to 

come, we will keep trying the 'strange' efforts at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reversing 

ideas and breaking boundaries. We realize sooner or later that the imperfect and weird variant we find 

when we go beyond traditional boundaries is actually the prototype of a new era. History has called this 

process 'evolution'. The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has been and will continue to lead this 

evolution.I would like to pay a great tribute to everyone who participates in NAFF for your extraordinary 

imagination and the courage of trying. I have no doubt that the evolutionary prototype that you create will 

become another milestone to show an arrival of the next era.

This year, I'm very happy to meet those 'strange' films that cross boundaries with creativity and those never 

stay within tradition.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will create a place where those films meet 

the world. Thank you always for your anticipation and enthusiasm. We will continue to move forward even 

just one step a year. Please join me in celebrating the 25th anniversary again and enjoy the fruitful results of 

our hard work. 

I hope we can meet and support each other face to face in person in our 26th festival.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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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s of Top 10 Films in Korea Box Office

Figures of Top 10 Films in Domestic Box Office

No.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KRW)  Gross(USD) 제작사 Production 배급사 Distribution

1 남산의 부장들
The Man 

Standing Next
우민호 WOO Min - ho 한국 Korea 드라마 Drama   41,225,216,650   37,102,695 ㈜하이브미디어코프 Hive Media Corp. ㈜쇼박스 Showbox Corp.

2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Deliver Us  

From Evil
홍원찬

HONG Won - 

chan
한국 Korea 범죄 Crime   38,602,260,990   34,742,035 ㈜하이브미디어코프 Hive Media Corp. ㈜씨제이이엔엠 CJ E&M Corp.

3 반도 Peninsula 연상호 YEON Sang - ho 한국 Korea 액션 Action   33,072,531,280   29,765,278 ㈜영화사레드피터 REDPETER FILMS Co., Ltd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NEW)
(NEW) Next Entertainment World

4 히트맨
Hitman:  

Agent Jun
최원섭 CHOI Won - sub 한국 Korea 코미디 Comedy   20,614,278,000   18,552,850 베리굿스튜디오㈜ VeryGood Studio

롯데컬처웍스㈜롯데엔터테

인먼트
롯데컬처웍스㈜롯데엔터테인먼트

5 테넷 Tenet
크리스토퍼 

놀란

Christopher 

NOLAN

미국,  

영국
USA, UK 액션 Action   18,464,298,170   16,617,868 워너 브라더스 Warner Bros. Pictures 워너브러더스 코리아㈜ Warner Bros. Korea  

6 백두산 Ashfall
이해준,  

김병서

LEE Haejun,  

KIM Byeongseo
한국 Korea 어드벤처 Adventure   16,921,016,530   15,228,915 

㈜덱스터픽쳐스, 

㈜퍼펙트스톰필름

Dexter Pictures Co.,Ltd., 

Perfect Storm Film Inc. 

㈜씨제이이엔엠, 

㈜덱스터스튜디오
CJ E&M Corp. Dexter Pictures Co.,Ltd.

7 #살아있다 #Alive 조일형 CHO Il - hyeong 한국 Korea 드라마 Drama   15,968,219,900   14,371,398 영화사 집 ZIP CINEMA
롯데컬처웍스㈜롯데엔터테

인먼트

Lotte Cultureworks Lotte Entertainment 

Co.,Ltd.

8
강철비2:  

정상회담

Steel Rain2: 

Summit
양우석 YANG Woo - suk 한국 Korea 드라마 Drama   14,661,634,110   13,195,471 ㈜스튜디오게니우스우정

STUDIOGENIUSWOO 

JEUNG CO., LTD  

롯데컬처웍스㈜롯데엔터테

인먼트

Lotte Cultureworks Lotte Entertainment 

Co.,Ltd.

9 담보 Pawn 강대규 KANG Dae - gyu 한국 Korea 드라마 Drama   14,749,476,550   13,274,529 
㈜제이케이필름, 

㈜레드로버 
JK Film, Redrover Co.,Ltd ㈜씨제이이엔엠 CJ ENM Corp. 

10 닥터 두리틀 Dolittle 스티븐 개건
Stephen 

GAGHAN
미국 USA 판타지 Fantasy   13,449,206,760   12,104,286 유니버설 픽쳐스 Universal Pictures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The Walt Disney Compan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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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te Cultureworks Lotte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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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비2:  

정상회담

Steel Rain2: 
Summit

양우석 YANG Woo - suk 한국 Korea 드라마 Drama   14,661,634,110   13,195,471 ㈜스튜디오게니우스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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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Samjin 

Company 

English Class

이종필 LEE Jong - pil 한국 Korea 드라마 Drama   13,985,885,870   12,587,297 더램프㈜ The LAMP ltd. 
롯데컬처웍스㈜롯데엔터테

인먼트

Lotte Cultureworks Lotte Entertainment 

Co.,Ltd.

10 정직한 후보
Honest 

Candidate
장유정

CHANG  

You - jeong
한국 Korea 코미디 Comedy   12,854,297,030   11,568,867 ㈜수필름, ㈜홍필름 SOO FILM, Hong Film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NEW)
(NEW) Next Entertainment World

출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www.kob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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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19는 전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혔다. 특히 다중이 모여

야 하는 극장을 주요 유통 플랫폼으로 하는 영화산업은 ‘비대면’ 시대에 상대적으로 단기적 타격(short 

- term loss)을 크게 받은 산업 분야에 속한다.

2020년 한국 영화시장 극장 매출액은 전년 대비 73.3%가 감소한 5104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한

국 영화산업이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갔던 2000년대 초반의 수치로 돌아간 것이라 충격이 컸다. 극

장 외 시장의 경우 극장보다는 감소폭이 작았으나 역시 전년 대비 11.4% 감소한 4514억 원을 기록했다. 

해외 매출까지 포함한 3개 주요 부문 매출액 합산 금액은 1조 537억 원으로 2019년 1조 9140억 원에 

비해 58.0%가 감소한 수치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극장 관객 수와 매출액 급감

전체 관객 수는 2004년 이후, 전년 매출액은 2005년 이후 최저치 기록

2020년 전체 극장 관객 수는 5952만 명으로 전년(2억 2668만 명) 대비 73.7% 감소했으며, 이에 따

라 전체 극장 매출액 역시 51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3%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전체 

극장 관객 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 가동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전체 관객 수로는 최저치를 

기록했고, 매출액은 2005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은 68.0%로 10년 연속 외

국영화 관객 점유율보다 높았으나, 한국영화 매출액은 35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9% 감소한 수치

였다.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연평균 극장 관람횟수는 전년 대비 3.22회 감소한 1.15회였다.

극장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2020년 박스오피스 1위는 〈남산의 부장들〉로 매출액 412억 원, 관객 수 

475만 명을 기록했다. 2위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로 매출액 386억 원, 관객 수 436만 명, 3위는 

〈반도〉로 매출액 331억 원, 관객 수 381만 명, 4위는 〈히트맨〉으로 매출액 206억 원, 관객 수 241만 명

이었다. 5위는 매출액 184억 원, 관객 수 199만 명을 동원한 〈테넷〉으로 2020년 전체영화 박스오피스 

10위 내 유일한 외국영화였다. 배급사별 관객 점유율에서는 CJ ENM이 17.6%로 1위를 차지하며 전년

도 2위에서 한 계단 상승했다. 2위는 롯데로 14.9%를 기록했으며 NEW는 10.5%의 관객 점유율로 3위

에 올랐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극장 관객 수와 매출액이 급감하고, 개봉 예정작들의 개봉 연기가 

이어지며 그간 고착화되어왔던 주차별 개봉 전략이 무의미해졌다. 따라서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전인 

1월에 포함된 주차들이 관객 수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했다. 요일별 관객 점유율은 전년과 비슷한 양상

을 나타내 토요일 22.9%, 일요일 20.8%, 수요일 14.2% 순으로 많았고, 장르별 관객 점유율은 액션이 

1위였던 2019년과 달리 1위가 드라마로 32.0%, 다음으로 액션 16.7%, 코미디 14.4% 순으로 많았다.

2020년 

한국 영화산업 동향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관객 수

(만 명)

총 관객 수 15,972 19,489 21,335 21,506 21,729 21,702 21,987 21,639 22,668 5,952

증감률 7.1% 22.0% 9.5% 0.8% 1.0% -0.1% 1.3% -1.6% 4.8% -73.7%

한국영화 8,287 11,461 12,729 10,770 11,293 11,655 11,390 11,015 11,562 4,046

증감률 19.4% 38.3% 11.1% -15.4% 4.9% 3.2% -2.3% -3.3% 5.0% -65.0%

점유율 51.9% 58.8% 59.7% 50.1% 52.0% 53.7% 51.8% 50.9% 51.0% 68.0%

외국영화 7,685 8,028 8,606 10,736 10,436 10,047 10,597 10,624 11,106 1,906

증감률 -3.7% 4.5% 7.2% 24.8% -2.8% -3.7% 5.5% 0.3% 4.5% -82.8%

점유율 48.1% 41.2% 40.3% 49.9% 48.0% 46.3% 48.2% 49.1% 49.0% 32.0%

개봉 

편수

(편)

한국영화 (실질개봉) 150 175 183 217 232 302(167) 376(164) 454(194) 502(199) 615(165)

외국영화 (실질개봉) 289 456 722 878 944 1,218(411) 1,245(456) 1,192(534) 1,238(448) 1,078(413)

전국 스크린 수 (개) 1,974 2,081 2,184 2,281 2,424 2,575 2,766 2,937 3,079 3,015

전국 극장 수 (개) 292 314 333 356 388 417 452 483 513 474

평균관람료 (원) 7,737 7,466 7,271 7,738 7,895 8,032 7,989 8,383 8,444 8,574

1인당 관람횟수 (회) 3.15 3.83 4.17 4.19 4.22 4.20 4.25 4.18　 4.37 1.15 

한국영화 투자 수익률 -16.5% 15.9% 16.8% 7.6% 4.0% 17.6% 18.0% -4.8% 10.9% -34.1%(추정)

영화 

산업 

주요 

부문 

매출

(억 원)

극장 12,358 14,551 15,513 16,641 17,154 17,432 17,566 18,140　 19,140 5,104

극장 외 시장 1,709 2,158 2,676 2,971 3,349 4,125 4,362 4,739 5,093 4,514

해외 매출 (억 원) 382 414 651 664 628 1,173 1,343 885 860 919

(만 달러) 3,487 3,782 5,946 6,308 5,550 10,109 11,879 8,036 7,378 8,361

계 14,449 17,123 18,840 20,276 21,131 22,730 23,271 23,764 25,093 10,537

2011‐2020년 한국 영화산업 주요 통계지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매출액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매출액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매출액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매출액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매출액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TV VOD 3,347 81.1 28.3 3,543 81.2 5.9 3,946 83.3 11.4 4,059 79.7 2.9 3,368 74.6 -17.0

인터넷 VOD 679 16.5 16.7 752 17.2 10.8 728 15.4 -3.2 930 18.3 27.7 788 17.5 -15.3

DVD 및 블루레이 99 2.4 -37.3 67 1.5 -32.3 65 1.4 -3.0 104 2.0 60.0 97 2.1 -6.7

TV 채널 - - - - - - - - - - - - 261 5.8 -

계 4,125 100 23.2 4,362 100 5.7 4,739 100 8.6 5,093 100 7.5 4,514 100 -11.4

2016-2020년 극장 외 시장 매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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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외 매출 4514억 원, 전년 대비 11.4% 감소

극장 매출 감소로 영화산업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두 배 이상 높아져

2020년 한국 영화산업 주요 부문(극장, 극장 외, 해외) 매출 총 1조 537억 원 중 극장 외 시장 매출은 

4514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42.9%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 비중 20.3%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나 전년 매출 대비로는 11.4% 감소했다. TV VOD 시장 매출규모는 3368억 원으로 전체 극장 외 

시장 매출의 74.6%를 차지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 집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매

출규모가 늘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019년 대비 매출액이 17.0% 감소했다. OTT서비스(영화부문)와 

웹하드를 합한 인터넷VOD 시장 매출 또한 총 7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3% 감소했으며, 전체 극장 

외 시장 매출 중 17.5%를 차지했다. OTT서비스(영화 부문) 매출은 6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1% 감

소했고, 웹하드 시장의 매출도 1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9% 감소했다. 극장이 침체됨에 따라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된 작품들이 개봉 연기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로 직행하는 영화가 등장해 유통·배급 형태의 다변화가 두드러진 한 해이기도 했다. DVD 및 

블루레이 시장의 매출액은 97억 원, 2020년 처음 집계한 TV 채널 방영권의 영화매출은 261억 원으로 

조사되어 극장 외 시장 전체 매출액 중 5.8%를 차지했다.

해외 매출 실적 8361만 달러, 전년 대비 13.3% 증가

글로벌 OTT 판권 판매 호조 등으로 매출 규모 확대

2020년 완성작 수출과 서비스 수출 금액을 합친 한국영화 해외 매출 총액은 8361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적극적인 해외 선판매가 가능한 신작 영화들이 감소하면서 매출이 

축소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큰 규모의 글로벌 OTT 전 세계 판권 판매액이나 소수의 글로벌 OTT 

오리지널 작품의 로케이션 유치실적이 집계되면서 전체 규모를 키웠다. 완성작 수출은 대만이 2018년, 

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그밖에 일본, 중국,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이 뒤를 이어 아시아가 한국영화의 절대적인 소비시장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기술서비스 수출의 경

우 전체 수주건수는 20건으로 전년도 21건과 비슷했지만 수주금액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50% 가까이 

감소하였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술서비스 수출 부문의 취약성에 변화가 없는 상황

임을 보여줬다.

 

독립·예술영화 관객 수 466만 명, 전년 대비 42.5% 감소

한국 독립·예술영화 관객 수 76만 명, 전체 독립·예술영화에서 16.3% 비중 차지

2020년 전체 독립·예술영화 관객 수는 466만 명으로 전년 대비 42.5% 감소했다. 반면 전체 관객 수 

대비 독립·예술영화 관객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7.8%로 전년 대비 4.2%p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실

제로 독립·예술영화 관객 수가 증가했다기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관객 수가 전년 대비 약 73.7% 

급감한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한국 독립·예술영화 관객 수는 76만 명으로 전체 관객 수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1.3%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전체 독립·예술영화 대비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관객 

수와 매출액 비중은 각각 16.3%와 16.0%로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했다.

1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한국 독립·예술영화는 〈기기괴괴 성형수〉 한 편에 불과했으나 작품성으

로 주목받은 한국 독립·예술영화가 다수 개봉했다. 〈기기괴괴 성형수〉는 한국 호러 애니메이션의 새로

운 지평을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았으며, 야구라는 소재를 통해 여성 성장 드라마를 보여준 〈야구소녀〉

를 비롯해 〈찬실이는 복도 많지〉 〈애비규환〉 〈남매의 여름밤〉 등 여성서사 영화와 여성감독 영화의 약

진은 작년에 이어 2020년에도 이어졌다.

한국 상업영화(순제작비 30억 원 이상) 추정수익률 –34.1%로 잠정 집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 ‘상업영화’ 29편의 평균 추정수익률은 –34.1%로 

잠정 집계됐는데, 이는 2019년 수익률이 10.9%로 2018년 적자에서 흑자를 달성하자마자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순제작비 규모별로는 150억 원 이상(2편)의 수익률 2.9%로 가장 높았고, 모든 구간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구간은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12편)으로 –55.0%의 수익률로 추정됐다. 극장 외 시장 매출 추정치를 제외한 2020년 극장 추정수익

률은 –52.3%로 떨어지는데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극장 매출 타격이 심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영화산업에 야기한 피해들은 백신 접종과 방역이 완료되어 가면 자연스럽게 회복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극장 중심 영화시장의 포화, 시장 양극화 고착화에 따른 부

작용, 디지털 온라인 부문의 성장과 같이 그간 한국 영화계 내 모두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던 사안들을 

현출시켰다. 팬데믹이 극복되는 것과 별개로 코로나19가 가속화시킨 다양한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지 못할 경우 팬데믹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영화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열정을 가진 다양한 배경의 

신규 인력이 끊임없이 산업에 유입되어야 하고 또 그들이 영화작업을 통해 전문 직업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 물적 토대는 단순한 직업 환경 차원을 넘어서 창작자 혹은 

창작에 기여한 자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보장으로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 제작

사들이 새로운 영화적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영화 제작과 유통 과정에서 대기업 자본의 

종속성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 역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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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화산업 종사자로서 팬데믹의 영향을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하다.

A 우선 업계가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건 자명하고, 저희 엠라인도 

해외 출장이 2년 동안 막혀 있어서 세일즈 측면에 어려움이 있다. 다

만 각국의 바이어, 셀러들이 온라인 미팅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 예

년과 비교하면 아주 큰 타격은 받지 않았다.

 
Q 대표님의 경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가?

A 류승완 감독의 〈주먹이 운다〉를 칸영화제 사무실에 가져가서 

직접 보여주고 2005 칸영화제 감독주간 초청에 견인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미나리〉로 2020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을 받은 윤여

정 배우와 이재용 감독의 〈죽여주는 여자〉로 2016 베를린 영화제에 

참석했던 것도 특별한 일화가 되었다.

 
Q  엠라인에서는 상업영화 이외에도 최근 주목받은 독립영화의 

해외 배급에도 힘쓰시는걸로 알고 있다.

A 그렇다. 이옥섭 감독의 〈메기〉나 김초희 감독의 〈찬실이는 복

도 많지〉, 윤단비 감독의 〈남매의 여름밤〉 같은 영화들은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낮은 감독, 배우의 작품인데도 작품 고유의 개성을 인정받

아서인지 조금씩 해외세일즈가 되고 있다.

Q  2021년 하반기 동안 엠라인의 목표 혹은 대표님 개인적인 

바람이 궁금하다.

A 영화 세일즈 자체가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기에 해외 마켓에 

참여하는 바이어들과 하루빨리 다시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한

국 영화가 더 많이 제작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한국 영화 해외 

세일즈가 다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영화진흥위원회

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지원을 통해 독립영화들의 제작도 활발해졌

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팬데믹 시대, 미래의 영화산업 종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A 팬데믹 시대에 따른 영화 비즈니스의 변화로 다들 고민이 많을 

것 같다. 나는 영화를 영화 필름으로 단정 짓지 말고 조금 더 시야를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든, 웹툰이든, TV든 모두 

콘텐츠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요소기에 강력한 콘텐츠가 있다면 어

느 분야에 가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손민경 대표(M - Line Distribution)와의 

인터뷰

손민경

부산에서 출생하였고 극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시네필이였다. 1997년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될 당 시 창단

스텝으로 일하였고 그후 프랑스 유학을 떠난 후 2000년 코리아픽쳐스에서 외화수입을 시작으 로 본격적으로 

영화계에 입문한다. 뤽 베송의 〈택시〉, 마틴 스콜세지 마틴 스코세이지 의 〈갱스 오브 뉴욕〉, 장예모(張藝謨)의 

〈영웅〉 등 20여편의 대작들의 구매, 홍보, 배급을 진행하였다. 2003년부터 쇼이스트에서 근 무하며 〈올드보

이〉 제작에 참여했으며, 2005년부터 해외팀장 으로 직접 세일즈를 진행하였다. 〈주먹이 운다〉는 2005 칸영

화제 감독주간에, 〈외출〉은 토론토 영화제에, 〈태풍태양〉은 베를린 영화 제에 진출하는 쾌거를 올리고 2006

년 13,00만 USD 수출을 통한 무역진흥상 을 수상하였다. 2008년 해외배급을 전문으로 하는 엠라인디스트

리뷰션을 설립하였다. 〈아저씨〉, 〈리틀 포레스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등 상업 영화 뿐만 아니

라 〈파주〉 - 로테르담 영화제, 〈죽여주는 여자〉 - 베를린 영화제 등 우수 독립영화의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으

로 앞장서며 현재 350여편 의 영화를 관리하고 있다. 

Q  영화산업 종사자로서 팬데믹의 영향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하다.

A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절정기를 지나 극장이 

다시 열릴 것을 대비하여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고, OTT 서

비스에 집중하는 모습도 더러 보인다. 또한, 기획 방향에 있어서 단일 

분야로 한정 짓는 게 아닌, 영화와 드라마를 같이 준비하는 경향성도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배급사들이 투자에 조심스러운 상

황이기에 영화 개봉 지연, 촬영 일정 지연 등 많은 제작자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Q 영화 제작자로서 대표님의 성공 비결을 알려달라.

A 기획과 시나리오가 작품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

화 관람은 관객들이 티켓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극장을 찾는 수고

가 수반되기에, (그 수고에 보답할) 잘 짜인 기획과 완성도 있는 시나

리오가 받쳐 줘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기획과 시나리오의 완성도를 위해서 오랜 준비 과정을 

거치는 편이다. 소설, 웹툰, 신문 기사 등 다양한 매체로부터 아이디

어를 얻고, 그 아이디어의 참신함을 다양한 직업군의 주변 인물들에

게 질문한다. 자료 수집을 포함한 일련의 과정을 몇 개월 가진 후 확

신이 들면 기획팀과 상의하여 기획에 돌입한다. 기획 단계부터 촬영 

직전까지 백여 개의 시나리오 버전을 만들 정도로 시나리오에 공을 

들이는 편이다.

Q 현재 작업 중인 작품이 있는지?

A 2020 칸영화제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된 임상수 감독, 최민식, 

박해일 주연의 〈헤븐: 행복의 나라로〉가 촬영 후 후반작업 단계에 있

다. 또한, 남동협 감독의 입봉작이며 이성민, 이희준, 공승연 배우가 

출연하는 장르 영화 〈핸섬 가이즈〉를 작업 중이며, 권상우, 이민정, 

오정세 배우가 나오는 휴먼 드라마 〈크리스마스 선물〉 등 몇 편의 작

품을 진행 중이다.

개인적으로 워킹 타이틀 작품을 좋아하여 〈러브 액츄얼리〉처럼 연말

연시에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곽재용 감독의 〈해피 뉴 이어〉를 제

작 중이며,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하니 기대해 달라. 어렸을 적, 연말

이 되면 부모님께서 데려가셨던 5성급 호텔에서의 기억이 기획의 출

발이 되었다. 화려한 공연과 크리스마스트리가 어린 나이에 무척 풍

성하고도 특별한 시각적 경험으로 남았고, 그 경험이 12월 1일부터 1

월 1일까지 호텔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해피 뉴 이어〉의 모

태가 되었다.

 
Q  기획의 방향성 측면에 있어서 극장 개봉을 겨냥한 영화와 

OTT 서비스에서 선보일 영화의 차이점을 알려달라.

A (주로 선택되는) 장르의 차이, 소재의 범위를 들 수 있겠으나,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기에 큰 차이는 없다. 다만 

OTT 서비스가 소재의 스펙트럼에 있어서 더 넓어 보이고, 극장에서

는 어려움을 겪을 법한 소재가 OTT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또한, 영화 관람에 있어서 ‘극장에 가서 볼 영화’와 ‘집에서 부가서비스

로 볼 영화’가 극명하게 이분화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작자들

이 어떤 식으로 영화를 만들어나갈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원국 대표(하이브미디어코프)와의 

인터뷰 

김원국

영화사 하이브미디어코프의 대표로 다양한 한국영화 화제작을 기획 및 제작하고 있다. 2015년 〈내부자들〉이 

2016 청룡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같은 해 대종상영화제 기획상을 수상하며 업계에 커다란 주목을 받았으며 

주로 자사 아이템으로 영화를 기획하여 기획력을 인정 받았다. 이후, 2016년 〈덕혜옹주〉, 2017년 〈곤지암〉 까

지 3년 연속 화제작을 탄생시키며 입지를 다졌고, 2019년 〈남산의 부장들〉이 2021 청룡영화상 최우수 작품 

상을 수상하며 작품 제작의 안목을 확인했다.

좋은 제작자는 상황에 맞게 전체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시나리오가 영화의 근간이라

고 믿고 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시나리오 작업에 공을 들이는 편이다. 

코로나 19로 영화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영화 제작을 향한 열정은 무뎌지지 않고 있어 〈헤븐:행복의 나

라로〉, 〈크리스마스 선물〉, 〈해피 뉴 이어〉 등 기대작들을 기획 및 제작하고 있다. 더불어 영화뿐만 아니라 드

라마로 영역을 넓힐 계획이며, ‘영화 같은 드라마’를 구현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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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언리얼 엔진(Unreal Engine)과 가상 스튜디오(Virtual 

Studio) 등 시각 특수효과(VFX)가 업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전

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현재 박정헌 대장의 촐라체 등반을 소재로 한 산악영화를 준비 

중인데, 시각 특수효과(VFX) 전문기업 모팩(Mofac)으로부터 다양

한 샘플을 받고 있다. 실제 히말라야에 가지 않고도 장면의 90% 분

량을 찍으려고 준비 중이다.

또한, 시각 특수효과를 활용하여 앞서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의 

배경이 되는 장면을 하나 찍었는데, 굉장히 사실적인 이미지가 구현

되어 만족스러웠다. 훌륭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Q 2021년 하반기에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성취 혹

은 목표가 있다면?

A 사실 개인적 성취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다만 제작

한 작품이 주어진 여건과 예산 안에서 최대한 웰메이드 영화로 만들

어지도록 신경을 쓴다. 흥행 여부는 예측을 빗나가는 경우가 많으므

로 상대적으로 덜 고민한다.

이제까지는 일 년에 두세 편을 제작했는데, 내년부터는 한국영화 네 

편 드라마 두 편으로 작품 수를 늘릴 계획이라, 해당 작품의 시나리오

와 대본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

 
Q 팬데믹 시대, 미래의 영화산업 종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영화 기획과 제작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하자면, 세상을 향

한 탐구심, 관심과 호기심이 늘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소

재나 아이디어가 확 떠오르는 순간이 있기에 그것들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어있어야 한다.

더불어 시나리오 제작 과정이 정말 고되고 길어서 체력 관리가 잘 돼

야 하고 꾸준히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만들어야 한

다. 시나리오에 100% 완벽이란 건 없겠으나, 목표한 것의 80% 정도

는 달성하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역시나 모든 영화의 시

작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Since the outbreak of the first confirmed case in Korea in January 2020, the entire society 

has suffered greatly from COVID-19. In particular, the movie industry, which uses theaters 

as a major distribution platform, belongs to an industry that experienced a relatively large 

short-term loss during this ‘non-face-to-face’ era.

In 2020, the Korean film market’s theater sales record was 510.4 billion KRW, a 73.3% de-

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This was shocking as the figures returned back to the early 

2000s when the Korean film industry was about to grow in full swing. In the case of the 

non-theatrical market, the decline was smaller but still recorded 451.4 billion KRW, a 11.4% 

de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The sum of sales in the three major sectors, including 

overseas sales, is 1.537 trillion KRW, a decrease of 58.0% from 1.914 trillion KRW in 2019.

Number of theater audiences and sales plummeted due to COVID-19

Recorded lowest total number of audiences since 2004 and sales from 

the previous year since 2005

In 2020, the total number of theater audiences was 5.952 Billion, a 73.7% de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226.68 million). Accordingly, the total theater sales was 510.4 billion 

KRW, a 73.3% de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Due to the aftermath of COVID-19, the to-

tal number of theater audiences in 2020 recorded the lowest since 2004, when the inte-

grated theater ticket network began operating, and sales were the lowest since 2005. The 

share of Korean theater audiences was 68.0%,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foreign film 

audiences for 10 consecutive years, but the sales of Korean film were 350.4 billion KRW, a 

63.9% de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The annual average number of theater visits per 

person in Korea was 1.15 times , which compares to 3.22 times in the previous year.

Based on the 2020 theater sales, The Man Standing Next ranked 1st in the box office with 

sales of 41.2 billion KRW and audiences of 4.75 million. Deliver Us From Evil ranked 2nd with 

sales of 38.6 billion KRW and audiences of 4.36 million. Peninsula ranked 3rd with sales of 

31.3 billion KRW and audiences of 3.81 million. Hitman: Agent Jun ranked 4th with sales of 

20.6 billion KRW and audiences of 2.41 million. Tenet, the only foreign film among the top 

10 box office films in 2020, ranked 5th with sales of 18.4 billion KRW and audiences of 1.99 

million. In terms of audience share by distributor, CJ ENM ranked 1st with 17.6%, up a notch 

from the previous year. Lotte ranked 2nd with 14.9% and NEW ranked 3rd with 10.5%.

In 2020, as the number of theater audiences and sales decreased sharply and the release 

of scheduled films continued to be postponed due to the aftermath of COVID-19, the 

weekly opening which had been set in for a while became meaningless. Therefore, the 

films during the weeks in January which was before COVID-19 took the top spot in audi-

ence rankings. The audience share by days of the week was similar to that of the previous 

year – Saturday (22.9%), Sunday (20.8%), Wednesday (14.2%). In terms of audience share 

by genre unlike in 2019 – Drama (32.0%), Action (16.7%), Comedy (14.4%).

Korean Film Market  

Trend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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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Statistics of Korea film market 2011-2020

Year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Audience

number

(Unit: 

10,000)

Total number 15,972 19,489 21,335 21,506 21,729 21,702 21,987 21,639 22,668 5,952

Change rate 7.1% 22.0% 9.5% 0.8% 1.0% -0.1% 1.3% -1.6% 4.8% -73.7%

Korean movies 8,287 11,461 12,729 10,770 11,293 11,655 11,390 11,015 11,562 4,046

Change rate 19.4% 38.3% 11.1% -15.4% 4.9% 3.2% -2.3% -3.3% 5.0% -65.0%

Share 51.9% 58.8% 59.7% 50.1% 52.0% 53.7% 51.8% 50.9% 51.0% 68.0%

Foreign movies 7,685 8,028 8,606 10,736 10,436 10,047 10,597 10,624 11,106 1,906

Change rate -3.7% 4.5% 7.2% 24.8% -2.8% -3.7% 5.5% 0.3% 4.5% -82.8%

Share 48.1% 41.2% 40.3% 49.9% 48.0% 46.3% 48.2% 49.1% 49.0% 32.0%

Number

of movies

released

Korean movies

(actual release)
150 175 183 217 232 302(167) 376(164) 454(194) 502(199) 615(165)

Foreign movies

(actual release)
289 456 722 878 944 1,218(411) 1,245(456) 1,192(534) 1,192(534) 1,078(413)

Number of screens nationwide 1,974 2,081 2,184 2,281 2,424 2,575 2,766 2,937 3,079 3,015

Number of theaters nationwide 292 314 333 356 388 417 452 483 513 474

Average ticket price(KRW) 7,737 7,466 7,271 7,738 7,895 8,032 7,989 8,383 8,444 8,574

Number of visits to movie theaters 3.15 3.83 4.17 4.19 4.22 4.20 4.25 4.18 4.37 1.15

Korean movies Return on Investment -16.5% 15.9% 16.8% 7.6% 4.0% 17.6% 18.0% -4.8% 10.9% -34.1%(추정)

Main  

Sector  

Sales in  

film 

industry  

(Bn.

KRW)

Sales of movie theaters 12,358 14,551 15,513 16,641 17,154 17,432 17,566 18,140 19,140 5,104

Film Market excluding 

theater
1,709 2,158 2,676 2,971 3,349 4,125 4,362 4,739 5,093 4,514

Oversea Sales

(Bn. KRW) 
382 414 651 664 628 1,173 1,343 885 860 919

(10,000 USD) 3,487 3,782 5,946 6,308 5,550 10,109 11,879 8,036 7,378 8,361

Total 14,449 17,123 18,840 20,276 21,131 22,730 23,271 23,764 25,093 10,537

Category

2016 2017 2018 2019 2020

Sales
Per- 
cen 
tage

Change  
rate 
YOY

Sales
Per- 
cen 
tage

Change  
rate 
YOY

Sales
Per- 
cen 
tage

Change  
rate 
YOY

Sales
Per- 
cen 
tage

Change  
rate 
YOY

Sales
Per- 
cen 
tage

Change  
rate 
YOY

TV VOD 3,347 81.1 28.3 3,543 81.2 5.9 3,946 83.3 11.4 4,059 79.7 2.9 3,368 74.6 -17.0

Internet VOD 679 16.5 16.7 752 17.2 10.8 728 15.4 -3.2 930 18.3 27.7 788 17.5 -15.3

DVD and Blu-ray 99 2.4 -37.3 67 1.5 -32.3 65 1.4 -3.0 104 2.0 60.0 97 2.1 -6.7

TV Channel - - - - - - - - - - - - 261 5.8 -

Total 4,125 100 23.2 4,362 100 5.7 4,739 100 8.6 5,093 100 7.5 4,514 100 -11.4

Revenue of market excluding theater in 2016-2020

Non - theater sales 441.4 billion KRW, a 11.4% de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Due to the decrease in theater sales, accounting for more than double 

in the total sales of film industry

In 2020, sales of the major sectors of the Korean film industry (theater, non-theater, over-

seas) totaled 1.537 trillion KRW, and the non-theater market sales was 451.4 billion KRW, 

accounting for 42.9% of the total sales. The figure is doubled compared to 2019, which was 

20.3%, but a 11.4% decrease than the previous year’s sales. The total sales of the TV VOD 

market was 336.8 billion KRW, accounting for 74.6% of the total sales in the non-theater 

market. However, contrary to the expectation that the total sales will increase since the 

amount of time spent at home increased due to COVID-19, sales decreased by 17.0% com-

pared to 2019. Internet VOD market sales combined with OTT service (film division) and 

webhard also totaled 78.8 billion KRW, a 15.3% de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account-

ing for 17.5% of the total sales in the non-theater market. It is analyzed that the delayed 

release of films with large-scale production budgets had an impact. Meanwhile, the circu-

lation and distribution method became diversified as films went directly to Netflix without 

any theater release. The total sales of DVD and Blu-ray market was 9.7 billion KRW, and 

the total sales of films for TV channels was 26.1 billion KRW (the first time to collect data in 

2020), accounting for 5.8% of the total sales of non-theater market. 

Overseas seals of 83.61 million USD, a 13.3%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Increased sales volume from global OTT copyright sales

 In 2020, the total amount of overseas sales of Koean films, combined with exports of 

completed films and services, was 83.61 million USD, a 13.3%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Although it was expected that sales would have decreased due to the decline of new 

films that could have been pre-sold overseas due to COVID-19, but rather the entire vol-

ume was increased however, with large-scale global OTT worldwide copyright sales and 

attracting few global OTT original works for its location. In terms of exports of completed 

films, Taiwan ranked first for the third consecutive year following 2018 and 2019. In addi-

tion, Followed by Japan, China, Hong Kong, Vietnam, Indonesia, Thailand, and the Philip-

pines, it was once again proven that Asia is the absolute consumer market for Korean films. 

In the case of technology service exports, the total number of orders was 20, which was 

similar to 21 in the previous year, but the order amount has decreased 50%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is shows that there are no changes in the Korean technology services' 

vulnerability of being highly dependent on China.

 

Independent/art film audiences were 4.65 million, a 42.5% 

decrease rom the previous year

Korean independent/art film audiences were 760,000, 

accounting for 16.3% of all independent/art films

In 2020, the total number of independent/art film audiences were 4.66 million, a 42.5% 

de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On the other hand, the ratio of the number of indepen-

dent/art film audiences to the total number of audiences was 7.8%, an increase of 4.2% 

from the previous year. However, this seems to be caused by the drop of the total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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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udiences by around 73.7%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due to COVID-19, rather tha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independent/art film audiences. The number of audiences 

for Korean independent/art films was 760,000, accounting for 1.3% of the total audience, 

which was similar to the previous year, yet the number of audiences and sales of Korean 

independent/art films compared to the total independent/art films were 16.3% and 16.0% 

respectively, a significant de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Many Korean independent/art fils which were noted for their cinematic quality have been 

released, although Beaty Water, a Korean independent/art film, solely drew more than 

100,000 audiences. Beauty Water was well received for showing a new horizon of Korean 

horror animation, and remarkable developments of female narrative films and female di-

rector films such as Lucky Chan-Sil. More than Family, Moving On, and including Baseball 

Girl, a coming-of-age drama through the subject of baseball continued in 2020.

Earnings rate of Korean commercial films 

(net production cost of 3 billion KRW or more) estimates at –34.1%

Due to the impact of COVID-19, the average earnings rate of 29 ‘commercial films’ with a 

net production cost of 3 billion KRW or more was estimated at –34.1%. Therefore after the 

deficit in 2018, and the earnings rate recording a surplus in 2019 with 10.9%, it is now back 

to a deficit. The section with the lowest earnings rate was estimated to be –55.0% with net 

production cost between 3 billion KRW and 5 billion KRW (12 films).

Damage caused by COVID-19 to the film industry is likely to naturally enter a recovery 

phase once vaccination and quarantine are completed. However, COVID-19 has revealed 

issues that everyone in the Korean film industry was aware of such as the saturation of 

the theater-centered film market, side effects of the market polarization and solidification, 

and the growth of the digital online sector. Apart from overcoming the pandemic, if these 

various problems accelerated by COVID-19 are not properly understood and dealt with, as-

pect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pre-pandemic can occur.

In order to maintain the substantiality of Korean films in this Post-Corona Era, we must 

continue to introduce new manpower from diverse backgrounds with talent and passion 

and provide a physical foundation for them to preserve their lives as professionals through 

film work. This physical foundation should go beyond the level of a simple work envi-

ronment to an institutional guarantee that generates from the position as a creator or a 

personal who contributed to the creation.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find a policy 

support plan to lower the dependency of capital of large corporations in the process of film 

production and distribution by providing an environment in which individual production 

companies can make new cinematic attempts.

Q  As a member of the film industry, how do you feel 

about the pandemic’s impact on the industry?

A First of all, it’s obvious that the industry has been suf-

fering. M-Line Distribution has also been facing a hard time 

in sales as our overseas business trips have come to a halt for 

two years. However, because buyers and sellers in different 

countries have adapted fast to online meetings, its impact 

has not been that substantial compared to previous years.

 
Q  What is the most memorable moment in your 

career?

A I remember taking RYOO Seungwan’s Crying Fist to 

Cannes Film Festival’s Office to screen it in person and 

helped it get screened in the Directors’ Fortnight section in 

2005. Another memorable moment was participating in the 

2016 Berlin Film Festival with E J-yong’s The Bacchus Lady 

starring YOUN Yuhjung, who won the Best Supporting Ac-

tress at the 2021 Academy Awards for her role in Minari.

Q  Aside from major studio films, M-Line Distribution 

has been working on distributing recently celebrat-

ed independent films overseas.

A Yes. Even though films like LEE Okseop’s Maggie, KIM 

Chohui’s Lucky Chan-sil, and YOON Danbi’s Moving On fea-

ture less known directors and actors, they have made it into 

the overseas market as their originality has been recognized.

Q  What is M-Line Distribution’s goal as well as your 

personal goal for the latter half of 2021?

A Because film sales is a business between people, I can’t 

wait to communicate again with buyers who participate in 

overseas film markets. I also wish the environment to create 

more Korean films to be prepared to propel Korean film 

sales in overseas markets. Lastly, I hope various organiza-

tions such as Korean Film Council support the production of 

independent films more actively.

 
Q  Is there something you would like to say to future 

members in the film industry in this era of the 

pandemic?

A As the film business has been changing due to the pan-

demic, I understand that many people have a lot in mind. I 

think one needs to broaden their perspectives about films. 

The content itself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ther it be 

films, webtoons, or TV content, so if one creates powerful 

content, they would most likely succeed in any area

Interview with  

Michelle SON(Head of M - Line Distribution)

Michelle SON

Born in Pusan, Michelle has always been a cinephile spending her times in the cinema. She took part 

in the very firs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1997 as a starting staff, then went to study in 

France. In 2000, she started out in the industry by joining Korea Pictures Co., Ltd’s department of 

Foreign Sales. Michelle has been involved with sales and distributions of masterpieces more than 

twenty, such as Taxi by Luc BESSON, Gangs of New York by Martin SCORSESE, Hero by ZHANG 

Yimou (張藝謨). She joined Show East Corp. in 2003, and participated in the production of Old Boy by 

PARK Chanwook. In 2005, she claimed the position of International manager, and dealt with the over-

seas promotion of the work herself. She promoted Crying fist in Cannes, April Snow in Toronto, The 

Aggressives in Berlin. By reaching the sales amount of 13 million USD in 2006, she received the Trade 

Promotion Award. In 2008, she founded M-Line Distribution Corp. aiming to specialize in overseas 

distribution. The work that M-Line has dealt with are The man from nowhere, Little Forest, Beasts 

clawing at straws and countless more. M-Line is currently actively managing 350 films, including 

commercial films, as well the low budget films. M-Line has promoted Paju to Rotterdam Film Festival, 

The Bacchus Lady to Berlin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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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s a member of the film industry, how do you feel 

about the pandemic’s impact on the industry?

A I think the crisis hides opportunities. Some people are 

preparing projects to be ready when the theaters reopen after 

the peak of the COVID-19. Some focus on OTT services. Also, 

I’ve seen tendencies to prepare both a movie and TV show 

simultaneously in the planning stage, not limiting its direction 

to one field. Nevertheless despite all those efforts, many 

producers have been experiencing troubles such as delays in 

theatrical release and production as investors and distributors 

have been cautious in making investments.

 

Q  Will you tell us the secrets behind your success as a 

film producer?

A I believe the foundation for a good film should be its 

planning and scenario. Because the audience pays for the 

tickets and makes efforts to visit the cinema, well - planned 

pre - production and quality scenario to return their favors are 

needed to succeed.

Personally, I go through a long process to plan a film and 

create a high - quality scenario. I get my ideas from various 

media, including novels, webtoons, and news articles. Then I 

ask how original these ideas are by asking people around me 

in different fields. When I get confident about it after spending 

months collecting data and so, I talk to the planning team to 

start planning the film. From the planning stage up until the 

shooting begins, I put much effort into the scenario, making 

around 100 versions of it.

Q What films are you currently working on?

A Director IM Sangsoo’s Heaven: To the Land of Happiness 

starring ChOI Minsik and PARK Haeil, an official selection for 

the 2020 Cannes Film Festival, is in the post - production stage. 

Also, I’m working on Handsome Guys, starring LEE Seongmin, 

LEE Huijun, and KONG Seungyeon, which will be a directorial 

debut for NAM Donghyub. Another film in progress is The 

Christmas Gift starring KWON Sangwoo, LEE Minjung, and OH 

Jeongse.

I personally like movies from Working Title Films, so I’m also 

producing Happy New Year by KWAK Jaeyong. Like Love 

Actually, it will be a film that families can enjoy in the holidays 

at the end of the year. It is a star - studded film, so please look 

forward to it. It started with my childhood memory when my 

parents took me to a five - star hotel at the end of the year. 

The splendid performances and Christmas trees left a rich 

and unique visual impression on me, giving birth to the film 

Interview with  

KIM Wonkuk(Head of Hive Media Corp.)

KIM Wonkuk

As a representative of the film company Hive Media Corp., he has been planning and producing vari-

ous Korean films which have created lots of buzz. Inside Men that he produced in 2015 received great 

attention from the industry winning Best Picture at 2016 The Blue Dragon Awards and the Planning 

Award at the Daejong Film Award in the same year. He is well recognized for his great planning works 

mainly utilizing the company’s original items.

Later, he secured his strong position as a film producer as he produced The Last Princess in 2016, and 

Gonjiam: Haunted Asylum in 2017 scoring the success for the three consecutive years. 

He also made a big success by winning the Best Picture with The Man Standing Next in 2019 at the 

Blue Dragon Film Awards, reaffirming his production insight..

He believes a good producer is someone who supports the team as a whole according to the circum-

stances, and also believes that a scenario is the basis of a film. He therefore tends to elaborate more 

efforts on scenario work.

Although the film industry is going through difficult times from COVID-19, his passion for film produc-

tion has not been dulled. He is now planning and producing many anticipated films such as Heaven: 

To the Land of Happiness, Christmas Gift (WT) and Happy New Year (WT). In addition, he plans to ex-

pand his work scope from films to dramas, working hard to create something like ‘movie-like dramas’.

Happy New Year, which depicts what happens in a hotel from 

December 1 till January 1.

 

Q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film for a theatrical 

release and the ones for OTT services in terms of 

planning?

A The difference could be what genre they choose and the 

scope of a subject matter, but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since 

both aim for well - made films. However, it seems OTT services 

have a broader spectrum in terms of subject matters. I have 

seen some occasions where a subject matter that can be hard to 

succeed in theaters were well - received on OTT platforms.

Also, considering the viewing experience, the films will be 

sharply divided into ‘films to watch in theaters’ and ‘films to 

stream at home. So the producers have to think about and 

work hard on how to make films considering this division.

 

Q  What is your take on the impact and prospect of VFX, 

such as Unreal Engine and Virtual Studio, on the film 

industry?

A Currently, I’m working on a film about PARK Jeongheon’s 

climb of the Cholatse. And I’ve received various samples from 

VFX studio Mofac. We are preparing to shoot 90% of the film 

without actually going to the Himalayas.

Also, we shot a background shot for The Christmas Gift, the film 

I mentioned before, using visual effects, and I was delighted 

with how real it looked. I believe it’s a great technology.

 

Q  Is there a personal success or goal you want to achieve 

in the latter half of 2021?

A Actually, I don’t care much about my personal success. 

I just focus on creating a well - made film in the given 

circumstance and budget. The box office results often miss 

predictions, so I worry relatively less about it.

Until now, I’ve produced two to three films a year. But starting 

from next year, I plan to increase the number of works to 

include four Korean films and two TV shows, so I’m currently 

working hard on the scenarios and screenplays.

Q  Is there something you would like to say to future 

members in the film industry in this era of the 

pandemic?

A I want to advise students who dream of becoming 

filmmakers and producers to always open themselves to 

exploring, attentiveness, curiosity about the world. When 

subject matters or ideas present themselves out of the blue, 

they must be well - prepared to seize them.

Also, because working on a scenario can be a long and 

laborious process, they have to manage their physical strength 

and develop a lifestyle to maintain their physical condition. 

There won’t be a perfect script that is 100% fulfilled, but I 

believe they have to give all of themselves to achieve at least 

80% of what they have aimed for. I still believe that scenario is 

the beginning of all movies.



중국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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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s of Top 10 Films in China Box Office

No.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CNY)  Gross(USD) Production Distribution

1 800 八佰 The Eight Hundred 관후 管虎 GUAN Hu 중국 China 액션 Action   3,110,760,000   497,721,600 
Chengdu Kekedou Animation film 

and television co., Ltd.
Beijing Enlight Pictures Co., Ltd.

2 나와 나의 고향 我和我的家乡 My People, My Homeland 닝 하오 宁浩 외 NING Hao and more 중국 China 코미디 Comedy   2,829,730,000   452,756,800 
Beijing Jingxi Culture & Tourism Co., 

Ltd.

Beijing Jingxi Culture & Tourism Co., 

Ltd.

3 강자아 姜子牙 Legend of Deification 정등 程腾, 이위 李炜 CHENG Teng, LI Wei 중국 China 애니메이션 Animation   1,602,960,000   256,473,600 Marvel Studios China Film Group Corporation

4 금강천 金刚川 The Sacrifice 관후 管虎, 곽범 郭帆
GUAN Hu,  

Frant GWO
중국 China 액션 Action   1,122,540,000   179,606,400 Emperor Pictures Co., Ltd. Huaxia Film Distribution Co., Ltd.

5 탈관 夺冠 Leap 진가신 陈可辛 Peter CHAN
중국 

홍콩

China,  

Hong Kong
스포츠 Sports   836,490,000   133,838,400 Bona Film Group Zhejiang Bona Production Co., Ltd.

6 쇼크 웨이브 2 拆弹专家2 Shock Wave 2 구예도 邱礼涛 Herman YAU 
중국 

홍콩

China,  

Hong Kong
액션 Action   602,150,000   96,344,000 

Beijing Yingyue Dongfang Media 

Co., Ltd.

Khorgos Youth Enlight Pictures Co., 

Ltd.

7 제폭: 범죄와의 전쟁 除暴 Caught in Time 유호량 刘浩良 LAU Ho Leung
중국 

홍콩

China,  

Hong Kong
액션 Action   538,020,000   86,083,200 Shanghai Professional Making Film

Tianjin Maoyan Weiying Media Co., 

Ltd.

8 총애 宠爱 Adoring 양자 杨子 Larry YANG 중국 China 코미디 Comedy   510,140,000   81,622,400 
Liaoning Kaiman Film. Television 

Culture Co., Ltd.
Shanghai Bona Media Co., Ltd.

9
시간의 끝에서 널 기다려  

我在时间尽头等你
Love You Forever 요정정 姚婷婷 YAO Yoyo 중국 China 드라마 Drama   505,130,000   80,820,800 

Fat Kid Film and Television 

Production (Tianjin) Co., Ltd.
Lian Ray Pictures Co., Ltd.

10 오살 误杀 Sheep Without A Shepherd 샘 쿠아 柯汶利 Boon - lip QUAH 중국 China 스릴러 Thriller 501,320,000 80,211,200 Universal Pictures China Film Group Corporation

출처: CBO중국표방 http://www.cbooo.cn/

MAOYAN https://piaofang.maoyan.com/rankings/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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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오피스 구조

중국국가전영국이 2021년 1월 1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박스오피스 매출 총액은 

204억 1,700만 위안으로 2019년의 31.8% 수준을 회복했다. 그 중 중국 영화 매출액은 170억 9,300

만 위안으로 총액의 83.72%를 차지했으며, 2020년 박스오피스 상위 10위는 모두 중국 영화가 차지

했다. 수입 영화 중 〈테넷〉이 45억 6230만 위안의 매출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순위 11위에 올랐다. 

2020년, 도시 원선의 관객은 5억 4,800만 명이었으며, 총 650편의 영화를 제작했고, 그 중 극영화는 

531편이었다. 2020년도 5,794개의 스크린을 개설하여 중국의 총 스크린 수는 75,581개가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국 본토 시장은 세계에서 박스오피스 매출이 가장 높은 영화 시장이 되었다. 

4편의 영화가 글로벌 박스오피스 TOP 10에 들었는데, 이는 각각 〈800〉(八佰)(1위), 〈나와 나의 고향〉

(我和我的家乡)(3위) 〈강자아〉(姜子牙)(8위)와 〈금강천〉(金刚川)(10위) 순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 본토 극장은 2020년 1월 24일 영업을 중단하였다. 3월 

21~25일 사이 일부 지역의 극장을 재개장 하였으나, 곧 전면 중단했다. 178일 간의 영업 정지 후 7월 

20일이 되어서야 모든 극장을 재개장했다. 전면적인 재개장 이후 극장 좌석 개방률을 30%로 통제하

였고, 이후 50%와 75%로 상향조정했다. 재정부는 2020년 영화 상영서비스 부가가치세와 문화사업

건설비를 면제했고, 후베이성은 1년 간, 기타 지역은 1~8월의 국가 영화사업발전 특별자금을 면제했다

(극장 입장권 수입의 5%). 중국전영제편인협회(中國電影制片人協會)와 중국전영발행방영협회(中國
電影發行放映協會)는 2020년의 연회비를 면제했다.

다른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폐업한 미디어 업체는 9,800 여 개이며 그 중 극장 기업은 2,800 여 개다.

2020년 춘절 시즌에는 원래 7편의 영화가 상영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

로 잇따라 개봉을 철회했다. 이들 중, 쉬정(徐峥) 감독의 〈로스트 인 러시아〉(囧妈)는 1월 23일 개봉 철

회를 발표한 다음날 바로 틱톡(抖音),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 XIGUA(西瓜視頻), 틱톡훠산(抖音火
山版), 환시(歡喜首映)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무료 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영화 제작사 환

시 미디어(歡喜傳媒)는 바이트댄스(字節跳動)와 6억 3000만 위안 규모의 온라인 영상 콘텐츠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여러 지역 영화 원선들은 이에 분개하며 국가전영국에 〈로스트 인 러시아〉의 온라인 

상영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공동으로 쉬정 감독의 후속작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쉬정 감독이 연출로 참여한 〈나와 나의 고향〉은 보이콧하지 않았다). 〈로스트 인 러시아〉는 IMAX 포맷

(일부)으로 촬영하였지만 온라인으로 상영된 세계 최초의 영화가 되었다. 〈로스트 인 러시아〉의 영향

을 받아, 〈비룡과강〉(肥龙过江) 〈정도〉(征途) 등의 상업영화와 〈스프링타이드〉(春潮) 〈푸춘산의 삶〉

(春江水暖) 등의 예술영화도 온라인 배급을 선택했다. ‘극장에서 온라인으로(院轉網, 극장배급에서 

온라인 배급으로 전환)’는 2020년의 뚜렷한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흥행 영화의 소재와 시즌 분포

2020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영화는 〈800〉이다. 그런데 〈800〉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이 작품은 더욱 의미심장한 영화가 되었다. 이 작품은 원래 2019년 상하이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

정되었으나 영화제 개막 하루 전 ‘기술적인 원인’ 으로 갑작스럽게 상영이 취소되었고, 원래 계획했던 

2019년 여름방학 시즌에 개봉할 수도 없었다. 이 영화의 2020년 8월 상영 버전에는 수많은 수정의 흔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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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남아 있었다. 이 작품에는 중일전쟁 중 국민당에 대한 평가 내용이 포함되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70주년을 맞이한 2019년은 ‘적절치 않은 시기’였던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장한 전쟁 장면으로 

수많은 관객을 모으며 전염병 이후 극장 정상화를 위한 효과적인 강심제 역할을 했다.

〈탈관〉(奪冠)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다. 이 영화는 원제 중국여배(中国女排)로 사전 프로모션도 진행했

지만 춘절 시즌 개봉 전 제목이 갑자기 〈탈관〉으로 변경됐다. 2020년 10월에 개봉한 버전에도 역시 수

정 및 재더빙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많은 캐릭터, 심지어 남자주인공의 이름까지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렇게 짜깁기 된 버전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소식에 따르면 이는 영화의 실

제 모델이자 유명 코치인 천중허(陳忠和)가 영화 속 인물 설정에 불만을 가지고 체육총국을 통해 항의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작품은 장년층 관객(50 - 60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며 중국 영화 사상 

가장 성공한 스포츠 영화가 되었다. 또 다른 케이스는 문화대혁명의 역사적 서술에 관련해 2019년 베

를린영화제 출품을 취소한 〈원 세컨드〉(一秒钟) 이다. 이 작품은 내용을 삭제, 수정하고 결말을 재촬영

한 후 2020년 11월 상영되었다. 그러나 큰 폭의 삭제 및 수정으로 인해 인물의 동기가 성립되지 않아 

작품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관객의 동정과 이해를 받아 

장예모(張藝謀) 감독의 최근 작품 중 평가가 가장 좋은 작품이 되었다. 이 작품은 1억 3,129만 위안이

라는 박스오피스 성적을 거두었다. 

〈나와 나의 고향〉은 2019년 〈나와 나의 국가〉(我和我的祖国)의 뒤를 잇는 테마 옴니버스 작품이다. 

이번 작품은 내용상 전작보다 코믹적 요소를 강조했고, 자금적으로는 각 감독들의 회사가 제작에 참여

했다. 작품 속 중국 역사 이데올로기의 존재감은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표적 빈곤 완화(精準扶貧)’

라는 국가 정책을 명제로 삼아 이데올로기 홍보 의미가 강한 영화이다. 그래도 다수의 영화계 스타들이 

참여한 데다, 내용이 가볍고 유쾌해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다. 

전형적인 ‘헌정영화’ 〈금강천〉은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되었다. 이 영화는 현재 중국 영화

산업의 수준을 보여주었는데, 3명의 감독이 나누어 촬영했고, 업무 정상화 이후 매우 짧은 시간에 방

대한 작업량이 필요한 촬영과 후반작업을 마쳤다. 관후(管虎)는 〈800〉과 〈금강천〉을 통해 중국 전쟁

영화 대표 감독으로 자리잡았고, 〈유랑지구〉(流浪地球)로 중국 SF영화 대표주자로 자리 잡은 곽범(郭
帆) 감독이 많은 특수효과가 필요한 공중전 장면을 촬영했다. 

이상 4 작품의 성공으로 기존의 중국 본토 메이저 장르인 ‘신 주선율 영화’의 명맥을 이어 나갔으며, 이

들은 장르화에 성공한 작품이다. 

〈강자아〉는 컬러룸 픽처스(Coloroom Pictures)의 〈봉신연의〉(封神演义) 시리즈 두번째 작품으로 

2019년의 〈나타지마동강세〉(哪吒之魔童降世) 말미에 쿠키 예고를 진행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

러스가 배급 시기에 영향을 미쳤으나, 다시 한 번 로컬 애니메이션의 박스오피스 티켓 파워를 증명했다. 

하지만 컬러룸 픽처스의 작품 외 다른 로컬 애니메이션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이상 작품들 중, 〈나와 나의 고향〉 〈강자아〉 〈탈관〉은 모두 국경절 시즌에 개봉했다. 국경절 시즌(10월 

1일~8일)은 중국에만 있는 독특한 시즌으로, 공휴일이 장장 일주일에 이르는 덕분에 많은 관객이 극장

에 몰린다. 2020년 국경절 시즌의 박스오피스 수입은 39억 2천만 위안으로 2020년에 유일하게 평년 

수준 성적을 거둔 시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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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오피스 히트 작품 외에, 〈쇼크 웨이브 2〉(拆弹专家2)와 〈제폭: 범죄와의 전쟁〉(除暴)는 기존의 홍

콩 감독 연출의 ‘신 주선율 영화’가 아닌 스탠다드한 홍콩 장르영화이다. 〈쇼크 웨이브 2〉는 훌륭한 대

본 덕에 전편보다 좋은 성적을 얻었고, 〈제폭: 범죄와의 전쟁〉은 홍콩이 리드하는 장르영화이다. 성공

적인 리메이크 작품인 〈오살〉(误杀)은 말레이시아 화교 샘 쿠아(柯汶利) 감독이 연출을 맡아 인도영화 

〈의혹의 맹점〉(Drishyam, 2015, dir. Nishikant KAMAT)을 리메이크 한 작품이다. 

수입 영화의 경우 2020 년 개봉한 몇몇 히트작에는 모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

독은 중국에 많은 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 관객은 〈테넷〉 작품 이슈에 대해 큰 불만

을 가졌다. 또한 중국 관객은 〈뮬란〉 중, 중국을 소재로 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영화의 해석을 용납할 

수 없었다. 〈원더우먼 1984〉 역시 장황하고 맥락 없는 내용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 많은 혹평을 받았다. 

〈뮬란〉과 〈원더우먼 1984〉는 모두 온라인으로 배급을 진행하면서 일정 부분 관객을 잃었다.

주목할만한 영화계 현상 

● 영화 재개봉 

2020년 7월 영화관 재개장 이후, 극장의 객석 개방률이 통제되었기 때문에 배급사들은 이 시기에 흥

행 잠재력이 큰 영화들을 배급하기를 꺼려했다. 그래서 전염병 발생 이전 개봉한 영화와 일부 옛 영화

들이 재개봉의 기회를 얻었다. 그 중 흥행에 성공한 작품으로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2002년 중

국 본토 상영)이 1억 1,917만 위안의 흥행 성적을 올렸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 〈인터스텔라〉

(2014년 중국 본토 상영)와 〈인셉션〉(2010년 중국 본토 상영)이 각각 1억 2,189만 위안과 3,379만 위

안의 박스오피스 매출을 기록했다. 

● 저예산 예술영화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긴 상영 공백으로 인해 많은 저예산 예술영화가 상영 기회를 

얻었는데, 〈백운지하〉(白云之下), A First Farewell (第一次的离别), 〈잃어버린 시간〉(抵达之谜), 〈교

맥풍장〉(荞麦疯长), 〈활착창착〉(活着唱着) 등의 작품이 있다. 

● 인터넷 영화 

중국에서는 이러한 영화들을 ‘왕다(網大)/인터넷 빅무비’라고 부른다. 인터넷 영화가 ‘극장에서 온라인

으로’와 다른 점은 동영상 사이트에서 이를 자체 제작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여, 동영상 사이트에서 자체

적으로 심의를 진행하며, 상영허가증(용표, 드래곤 라이선스)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

서 인터넷 영화는 장기간 영화산업의 토론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었고, 자신의 온전한 시스템과 수익모

델을 형성하였다. 인터넷 영화는 보통 판타지 사극이 대부분이며, 러닝타임은 최소 60분이다. 작품 완

성도가 높지 않은 편이고, 이들의 수익모델은 주로 사이트 클릭수를 기준으로 배당한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천만 위안 이상 배당한 인터넷 영화는 모두 70편이고, 그 중 2020년 가장 성

공한 인터넷 영화는 2017년 원화평(袁和平) 감독이 연출한 동명 작품의 리메이크 〈기문둔갑〉(奇门遁
甲)(dir. 항추량(項秋良)/항하생(項河生))으로, 5,640만을 배당 받았다. 이러한 인터넷 영화들의 온라

인 공개 날짜는 대부분 극장 영업을 중지했던 2020년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완다(萬達), 화이(華
誼), 퍼펙트월드(完美世界) 등 전통적인 미디어 영상 기업들도 유망한 인터넷 영화에 투자했고, 이 외

에 공안부 진둔 영상센터(金盾影視中心)도 〈카운터 스트라이크〉(狙击手)(dir. 황자오성(黃照盛)) 등 

군사 소재의 인터넷 영화를 제작,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2020년 2,992만 위안을 배당 받았다. 

● 인터넷 기업의 영화제작 참여 

2020년의 새로운 트렌드는 숏 비디오 플랫폼인 틱톡, 콰이쇼우(快手),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 디디

(滴滴) 동영상 플랫폼 비리비리(哔哩哔哩), 휴대폰 및 스마트 하드웨어 기업 샤오미(小米) 등의 인터

넷 기업들이 속속 ‘인터렉션 엔터테인먼트’, ‘빅 엔터테인먼트’ 등의 발전 추세에 따라 영상미디어 기업

을 세우고 영화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 ‘불량 연예인’의 정책적 리스크 

2020년에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현상은 수많은 ‘불량 연예인’ 사건이다. 마약, 탈선, 부적절한 언행 등 

‘불량한 전적’이 있는 연예인들은 인터넷상에서 비판받고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참여한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이 방영 중단될 수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캔슬 컬처’와 궤를 같이 한다. 하

지만 중국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중국 본토 행정부처가 종종 개입하고 행정 명령을 이용해 직접적

으로 사안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2020년의 주요 사건 중 하나는 오랜 기간 표절을 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은 궈징밍(郭敬明), 위정(于
正)에 대하여 다수의 작가들이 공동 보이콧을 선언한 일이다. 이 때문에 궈징밍이 연출한 〈음양사: 청

아집〉(晴雅集)은 행정명령을 통해 상영 중지되었고, 이후 궈징밍과 위정은 각각 사과 성명을 발표하였

지만 이들이 참여한 예능 프로그램들은 모두 방영 중지되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 본토의 ‘불량 행위’, 특히 ‘부적절한 언행’의 기준이 몹시 모호하며, 이와 동

시에 명확한 처벌 기준과 시한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마약, 매춘, 세금 포탈과 탈선 비행, 표절, 학력 위

조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만, 그로 인한 후폭풍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영화산업에 예측하

기 어려운 정책적 리스크를 가져온다.

왕야오

영화 평론가이자 판타지와 SF 전문 평론가/에디터인 왕야오는 영화학 박사로 현재 북경전영학원에서 영화학 

주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판타지소설 매거진 『Novoland Fantasy』와 『Novoland World』등의 여러 

판타지 저널에서 에디터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중국 SF 연구 저서에 객원 에디터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북경

전영학원에서 SF 영화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베이징국제영화제 및 중산에서 개최될 SF영화제의 큐레이터, 상

하이국제영화제의 큐레이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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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Office Structure 

According to statistics released by the China Film Administration on January 1, 2021, Chi-

na’s total box office grossed 20.417 billion CNY in 2020, which was just 31.8% of that of 

2019. In 2020, 83.72% of the total box office revenue came from Chinese movies, which 

generated 17.903 billion CNY, and the top 10 movies at the box office were all Chinese. 

Among the imported films, Tenet grossed 456.23 million CNY in revenue and ranked 11th 

on the list. In 2020, cinema admissions amounted to 548 million people, with a total of 650 

local movies produced of which 531 were feature films. 5,794 screens were newly installed, 

bringing the total number of screens across China in 2020 to 75,581.

According to statistics, mainland China’s box office revenue in 2020 was the highest in the 

world. 4 Chinese movies made it to the top 10 global box office movies. The 4 movies were 

The Eight Hundred (八佰) (#1), My People, My Homeland (我和我的家乡) (#3), Legend of 

Deification (姜子牙) (#8) and The Sacrifice (金刚川) (#10)

Impact of COVID-19

Cinemas in mainland China closed on January 24, 2020 due to COVID-19. Cinemas in 

select areas reopened between March 21 to 25 but were quickly shut down again. All the-

aters were closed down for 178 days and finally reopened on July 20. Once the theaters 

reopened, the seating capacity was limited to 30% but this number was later adjusted to 

50% and then 75%. The Ministry of Finance exempted the Cultural Undertaking Develop-

ment Fee and value-added tax from movie screening services and also exempted the Film 

Industry Development Fee (5% of movie ticket revenue) for each province, with the Hubei 

province being exempted for a year and other provinces from January to August. China 

Film Producers' Association (中國電影制片人協會) and China Film Distribution and Exhibi-

tion Association (中國電影發行放映協會) nullified annual fees in 2020.

According to other statistics, 9,800 media-related companies closed down in 2020, and 

2,800 of them were theater-related.

7 movies were planned to be released during the Chinese New Year season in 2020 but were 

canceled due to COVID-19. Of these movies, Lost in Russia (囧妈) by director XU Zheng (徐峥) 

was arranged to be shown for free on online platforms such as Tik Tok (抖音), Jinri Toutiao 

(今日頭條), XIGUA (西瓜視頻), Tik Tok Huoshan (抖音火山版), and Huanxi (歡喜首映) the day 

after its screening got cancelled on January 23, a web content cooperation agreement con-

tract of 630 million CNY with Huanxi Media (歡喜傳媒) and Bytedance (字節跳動) was signed. 

Cinema chains from many provinces were enraged by this initiative and demanded the China 

Film Administration to stop the streaming of Lost in Russia online and threatened to jointly 

boycott XU Zheng’s next film. However, the movie My People, My Homeland, which was di-

rected by XU Zheng, was not boycotted. A portion of Lost in Russia was filmed in IMAX for-

mat, making it the first IMAX movie ever to be screened online. Influenced by Lost in Russia, 

commercial movies such as Enter the Fat Dragon (肥龙过江) and Double World (征途), as well 

as art house films such as Spring Tide (春潮) and Dwelling in The Fuchun Mountains (春江水暖) 

chosen to be released online. The concept of ‘from theater to online (院轉網, from theatrical 

Chinese Film Market  

Trend in 2020

releases to online releases)’ became the norm in 2020.

But Detective Chinatown 3 (唐人街探案3), another film from this season, postponed its 

release by a year and generated 4.5 billion CNY in revenue at the box office during the Chi-

nese New Year season of 2021. Legend of Deification and Leap (奪冠) also postponed their 

respective releases to the National Day season, but Legend of Deification only grossed 1.6 

billion CNY, which is far less than the 5.13 billion CNY that Ne Zha (哪吒之魔童降世), a film 

from the same production company, had grossed in the previous year. Leap’s total box of-

fice performance fell well below expectations as well at 836 million CNY.

Topic and Distribution Periods of Box Office Hits

The movie that came in 1st at the box office in 2020 was The Eight Hundred. However, 

what’s perhaps more interesting about the movie is the series of events that surrounded it. 

This piece was selected to be the opening film at the Shangh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2019 but its screening was canceled the day before the festival due to ‘technical reasons.’ 

It also could not be released during the summer holidays of 2019 as was originally planned. 

When this movie was finally released in August 2020, numerous traces of revisions were 

evident. It included statements about the Chinese Nationalist Party during the Sino-Japa-

nese War which was deemed “untimely” for 2019, which wa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gardless, the spectacular war scenes attract-

ed a multitude of moviegoers and had a strong impact on normalizing cinema operations 

after the pandemic.

Similar issues existed for Leap. The original title of this movie was China women’s national 

volleyball team, and the movie was advertised as such in the beginning but the title was 

changed to Leap right before its release during the Chinese New Year season. The version 

released in October 2020 also showed lots of evidence of revisions and re-dubbing. What’s 

even more peculiar is that many characters’ names, including even the male lead’s name, 

had disappeared. This stitched version of the movie became the source of much contro-

versy. According to reports, CHEN Zhonghe, the famous coach who was the subject of the 

movie, was unhappy about how he was portrayed and filed a complaint through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Sport. This film was well-received amongst older audiences (ages 50 to 

60) and became the most successful sports movie in the history of Chinese movies. Another 

such controversial case regards the movie One Second (一秒钟), which had to cancel its 

submission to the 2019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ecause of how it depicted the his-

tory of the Cultural Revolution. This film had to delete and edit many parts of the storyline 

and re-film the ending before it could be released in November 2020. However, the main 

character’s motive became unclear because large portions of the film were deleted and 

edited, deeply affecting the film. Nevertheless, the audience understood the circumstances 

of the movie and empathized with the director ZHANG Yimou (張藝謀), making it one of his 

best-reviewed movies of late. This movie grossed 131.29 million CNY at the box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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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People, My Homeland is an anthology film that follows My People, My Country (我和我
的祖国) from 2019. This movie emphasized the comical elements more than the previous 

version did, and each of the directors’ companies invested in the film. The presence of 

Chinese history-related ideology was weaker than in the previous movie, but the film still 

primarily dealt with and promoted the ideology regarding the nation’s policy of ‘targeted 

poverty alleviation (精準扶貧)’. Regardless, many famous celebrities took part in the film, 

and its light and cheerful storylines attracted enough attention for success.

A classic ‘tribute film’ The Sacrifice was produced to commemorate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This movie shows the standard of the Chinese movie industry; the filming 

was divided among 3 different directors, and they managed to complete vast amounts of 

shooting and post-production after working hours were stabilized post-COVID-19. GUAN 

Hu (管虎) established himself as the leading director for Chinese war movies through The 

Eight Hundred and The Sacrifice, and Frant GWO (郭帆), renowned for Chinese SF movies 

with The Wandering Earth (流浪地球), filmed many of the air battle scenes which needed 

numerous special effects.

The success of these 4 films carried on the legacy of patriotic movies, which used to be 

a major genre in mainland China, and succeeded in establishing them as fresh, renewed 

genre films. 

Legend of Deification is the second movie of the Investiture of the Gods (封神演义) series 

by Coloroom Pictures, with its release teased in a post-credits scene in Ne Zha in 2019. 

COVID-19 did affect its release date, but even so, this movie demonstrated the power that 

local animations have over box office ticket sales. However, other local animation movies 

besides those from Coloroom Pictures did not perform well.

My People, My Homeland, Legend of Deification, and Leap mentioned above were all re-

leased during the National Day season. The National Day season (October 1–8) is unique to 

China and lasts a week. Due to its lengthy duration, many audiences flock to theaters. The 

total box office revenue during National Day in 2020 was 3.92 billion CNY, making it the 

only time during 2020 that matched the same level of success as previous years.

Besides box office hits, Shock Wave 2 (拆弹专家2) and Caught in Time (除暴) are not the 

‘patriotic films’ of the past by Hong Kong directors but are standard Hong Kong genre films. 

Shock Wave 2 performed better than the first movie due to an excellent script, and Caught 

in Time is a genre film which Hong Kong excels in making. In addition, Sheep Without a 

Shepherd (误杀) is a remake of the Indian movie Drishyam, 2015, dir. Nishikant KAMAT and 

was directed by the Malaysian-Chinese director QUAH Sam (柯汶利).

As for imported movies, there were issues with every one of the few hits that were re-

leased in 2020. For example, while Christopher NOLAN has numerous fans in China, many 

of them were severely displeased about the issues associated with Tenet. In addition, the 

Chinese audience could not accept the movie’s interpretation of orientalism in Mulan, and 

Wonder Woman 1984 was also poorly reviewed by Chinese audiences due to its long-wind-

ed storyline and lack of context. Mulan and Wonder Woman 1984 both lost a portion of 

viewers by choosing to be released online.

Notable Trends in the Movie Industry

● Re-releasing of movies

When theaters reopened in July 2020, distributors were reluctant to release potential box 

office hits due to seating capacity regulations. Thus, movies that were released before the 

pandemic and movies of the past had the opportunity to re-release in theaters. One of 

the successful re-releases was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released in 2002 in 

mainland China)which grossed 119.17 million CNY and Christopher NOLAN’s Interstellar(re-

leased in 2014 in mainland China)and Inception(released in 2010 in mainland China), which 

grossed 121.89 million CNY and 33.79 million CNY, respectively.

● Low-budget art films

With the stoppage of movie screenings due to COVID-19 in 2020, many low-budget art 

films had the opportunity to be featured in theaters. They include Chaogtu with Sarula (白
云之下), A First Farewell (第一次的离别), The Enigma of Arrival (抵达之谜), Wild Grass (荞麦
疯长), To Live to Sing (活着唱着), and more.

● Online movies

In China, these types of movies are called ‘Wang da (網大)’ or ‘internet big movies.’ The 

huge difference between these movies and the ‘from the theaters to online’ movies is that 

online video platforms consider these as self-produced movies and review the films them-

selves, which means these movies don’t need to get a movie license (Dragon Logo). There-

fore, online movies were not part of the discussion within the movie industry for a while, 

so they established a revenue model within their own system. The genre of online movies 

are mostly historical fantasy dramas, and their running time is at least 60 minutes. The 

quality of the movies is not very high, and the movie earns money by receiving allotments 

based on the number of clicks on the site.

According to statistics, there were a total of 70 movies that were allotted more than 10 

million CNY in 2020, and the most successful of them was The Thousand Faces of Dunjia 

(奇门遁甲)(dir. XIANG Qiuliang (項秋良)/ XIANG Hesheng (項河生)), which is a remake of a 

movie of the same name released in 2017 by director YUEN Woo-ping. It was allotted 564 

million CNY. Most of the release dates of these online movies were concentrated around 

the first half of 2020 when theaters were closed. Traditional media companies such as 

Wanda Group (萬達), Huayi Brothers (華誼), and Perfect World (完美世界) began investing 

in promising online movies, and the Golden Shield Television Centre (金盾影視中心) pro-

duced military-related online movies such as Sniper (狙击手)(dir. HUANG Zhaosheng (黃照
盛)). Sniper was allocated 29.92 million CNY in revenue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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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companies’ involvement with movie production.

New trending tech-related companies in 2020 such as short-form video content platforms 

Tik Tok and Kuaishou (快手), mobile vehicle-for-hire platform Didi (滴滴), video platform 

Bilibili (哔哩哔哩), and smartphone and hardware company Xiaomi (小米) are following de-

velopment trends such as ‘interaction entertainment’ and ‘big entertainment’ by establish-

ing production companies and participating in movie production.

●  Policy risks for ‘problematic celebrities.’

Another phenomenon in 2020 that needs attention is the countless number of ‘problematic 

celebrities’ cases. Celebrities with ‘problematic pasts’ related to drugs, misconduct, inap-

propriate behavior, etc. are not only criticized and disregarded online, but movies or shows 

they star in can also be canceled. This is in line with the globally proliferating ‘cancel culture.’ 

However, the one thing different in China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s that China’s Minis-

try of Civil Affairs often gets involved directly in these cases by issuing administrative orders. 

One of the notable cases of 2020 is the joint boycott of GUO Jingming (郭敬明) and YU 

Zheng (于正), who refused to apologize even after plagiarizing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by numerous writers. Because of this, the screening of The Yin-Yang Master: Dream 

of Eternity (晴雅集), written by GUO Jingming, was canceled by an administrative order. 

Eventually GUO Jingming and YU Zheng both apologized, but every game show they ap-

peared on was canceled nevertheless.

One of the key issues in China right now is that the definition of ‘problematic behavior,’ es-

pecially that of ‘inappropriate words and actions,’ is extremely vague. In addition, the setting 

of standards for the grounds for and the duration of punishment is incomplete. The nature 

of problematic behaviors such as drug abuse, prostitution, tax evasion, plagiarism, forgery 

of academic credentials, and other illegal acts are completely different, but the aftermath of 

these acts are similar. This creates unpredictable policy risks to the film industry.

WANG Y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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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fi film festival in Nanjing, China since the first edition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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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s of Top 10 Films in Hong Kong Box Office

Figures of Top 10 Films in Domestic Box Office

No.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HKD)  Gross(USD) Production Distribution

1 테넷 Tenet 크리스토퍼 놀란
Christopher 

NOLAN
미국, 영국 USA, UK 액션 Action   54,900,000   7,070,000 Warner Bros. Pictures Warner Bros. Pictures

2
더 그랜드 그랜드마스터  

乜代宗師
The Grand Grandmaster 황자화 Dayo WONG 홍콩 Hong Kong 코미디 Comedy   29,500,000   3,790,000 

Born with the Wind Movie Co. 

Limited
Golden Scene

3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Demon Slayer: Kimetsu no 

Yaiba the Movie: Mugen Train
소토자키 하루오 SOTOZAKI Haruo 일본 Japan 애니메이션 Animation   28,600,000   3,680,000 ufotable Muse

4 백두산 Ashfall 이해준, 김병서
LEE Hae - jun, KIM 

Byeong - seo
한국 Korea 액션 Action   18,600,000   2,400,000 

Dexter Studios 

CJ E&M
Golden Village Pictures

5 반도
Train to Busan Presents: 

Peninsula
연상호 Yeon Sang - ho 한국 Korea 액션 Action   16,500,000   2,120,000 Redpeter Films Co., Ltd. (NEW) Next Entertainment World  

6 1917 1917 샘 멘데스 Sam MENDES 미국 USA 액션 Action   15,600,000   2,000,000 Warner Bros. Pictures Warner Bros. Pictures

7 환애 幻愛 Beyond the Dream 주관위 Kiwi CHOW 홍콩 Hong Kong 로맨스 Romance   15,300,000   1,960,000 Photon Films Golden Scene

8 닥터 두리틀 Dolittle 스티븐 개건 Stephen GAGHAN 미국 USA 어드벤쳐 Adventure   14,300,000   1,830,000 Universal Pictures Universal Pictures

9
버즈 오브 프레이(할리 퀸의 황

홀한 해방)

Birds of Prey (and the 

fantabulous Emancipation of 

One Harley Quinn)

캐시 얀 Cathy YAN 미국 USA 액션 Action   13,200,000   1,700,000 
DC Films, LuckyChap 

Entertainment
Warner Bros. Pictures

10
디지몬 어드벤처: 라스트 에볼

루션 인연

Digimon Adventure: Last 

Evolution Kizuna
토모히사 타구치 TOMOHISA Taguchi 일본 Japan 애니메이션 Animation   13,100,000   1,680,000 

Yumeta Company, Toei 

Animation
Neo Films

No.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HKD)  Gross(USD) Production Distribution

1
더 그랜드 그랜드마스터  

乜代宗師,
The Grand Grandmaster 황자화 黃子華 Dayo WONG 홍콩 Hong Kong 코미디 Comedy   29,500,000   3,790,000 

Born with the Wind Movie Co. 

Limited
Golden Scene

2 환애 幻愛 Beyond the Dream 주관위 周冠威 Kiwi CHOW 홍콩 Hong Kong 로맨스 Romance   15,300,000   1,960,000 Photon Films Golden Scene

3 가유희사2020 家有囍事2020 All’s Well, Ends Well 2020 황바이밍 黃百鳴 Raymond Wong 홍콩 Hong Kong 코미디 Comedy   11,900,000   1,530,000 Mandarin Motion Pictures Mandarin Motion Pictures

4 맥로인 麥路人 I'm Livin' It 황경훈 黃慶勳 Hing Fan Wong 홍콩 Hong Kong 드라마 Drama   8,270,000   1,060,000 Entertainment Power Entertaining Power

5 사인무가의 死因無可疑, Legally Declared Dead 원검위 袁劍偉 Steve YUEN 홍콩 Hong Kong 스릴러 Thriller   7,790,000   1,000,000 Emperor Motion Pictures Emperor Motion Pictures

6 아적순반남우 我的筍盤男友 If You Are the One 엽엽침 葉念琛 Patrick KONG 홍콩 Hong Kong 코미디 Comedy   6,320,000   813,000 Emperor Motion Pictures Emperor Motion Pictures

7 엔더 더 팻 드래곤 肥龍過江 Enter the Fat Dragon
켄지 타니가키 谷垣健
治

KENJI Tanigaki 홍콩 Hong Kong 액션 Action   5,650,000   727,000 
Bona Film Group Mega - Vision 

Pictures
Intercontinental

8
사도행자 2: 스파이 전쟁  

使徒行者2：諜影行動
My Prince Edward 황기림 黃綺琳 Norris WONG 홍콩 Hong Kong 드라마 Drama   5,260,000   677,000 

Film Development Fund of Hong 

Kong  My Prince Edward Film 

Production

Golden Scene

9 아저씨 x 아저씨 叔 叔 Suk Suk 양요개 楊曜愷 Ray YEUNG 홍콩 Hong Kong 드라마 Drama   3,590,000   462,000 New Voice Film Productions Golden Scene

10 성하서모살안 聖荷西謀殺案 Fatal Visit 반원량 潘源良 Calvin POON 홍콩 Hong Kong 드라마 Drama   2,410,000   311,000 Emperor Motion Pictures Emperor Motion Pictures

출처: Hong Kong Box Office Ltd. 

http://www.hkbo.com.hk/home.html, IMDB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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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영화산업협회(MPIA)는 매 해 1월 첫 주에 한 해의 박스오피스 결과를 발표한다. 2021년 1월 4

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홍콩 상영관이 세 번째로 폐쇄된 날 나온 2020년 박스오피스 보고서는 지금

껏 나온 보고서 중 가장 감정적이었다.

보고서의 대 언론 발표문에는 “정부가 영화계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거의 도움이 되는 것이 없

었다. 심지어 영화 제작자와 배급자는 이런 보조금을 받지도 못했다. 상영관이 조만간 문을 다시 열지 

않는다면 영화산업 전체가 버텨낼 수 없을 것이다.”라고 써 있었다.

발표문의 비관적인 어조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다. 홍콩 상영관은 2020년 총 116일 동안 문을 닫았

을 뿐 아니라, 할리우드 영화사들이 대작의 개봉을 연기하면서 일 년간 대부분의 상영관은 관객 수 제

한과 볼만한 영화가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홍콩에서 2020년 극장 개봉한 영화는 전년의 329

편에 대비하여 총 218편에 불과했고, 2020년 전 세계 박스오피스 71% 감소와 더불어 홍콩 박스오피

스도 전년 대비 무려 72.08%나 감소했다.

2021년 4월 1일까지 총 11,467명의 환자와 205명의 사망자만 발생한 홍콩은 2003년 사스 팬데믹 때 

배운 교훈으로 초반부터 방역에 힘써 다른 많은 나라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았다. 다른 나라처

럼 봉쇄 등의 제재는 없었으나, 정부의 엄격한 바이러스 확산 억제 조치는 2019년 하반기 시위운동으

로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영화산업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미개봉 

극장 타이틀을 비싼 가격으로 모셔가는 추세가 확산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영화산업은 새로운 개봉 전

략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스트리밍 시장의 규모가 작은 홍콩 영화산업은 이를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선뜻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스트리밍 개봉으로 인해 자신의 작품이 심각하게 평가절하될 것을 우려한 대부분의 홍콩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는 상영관이 다시 문을 열 때까지 대작 장르 영화의 개봉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홍콩의 긴 영화 

역사 상 가장 힘들었던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 영화는 단 34편만 개봉했다. 강력한 후보군을 만들기에 

충분한 국내 개봉작이 없는 이유로 홍콩금상장영화제는 2021년 처음으로 연례 시상식을 취소했다. 대신 

2020년과 2021년에 개봉한 홍콩 영화 모두가 2022년 후보로 시상식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시상식의 날짜 변경, 갑작스러운 상영관 폐쇄, 불확실한 흥행 전망 때문에 이미 국내나 다른 곳에서 개

봉했던 영화조차 연기되었다. 지난 11월 홍콩 아시안영화제에서 첫 개봉, 금마장 후보에 6개 부문에 오

르며 놀라움을 안겨준 찬 킨 - 롱(陳健朗)의 First Film Initiative 프로젝트 〈수권연〉 (手捲煙)은 배급

사 에드코필름이 아직도 개봉일을 확정하지 못했다. MM2 엔터테인먼트는 10월 홍콩국제영화제에서 

첫 상영을 하고 개봉일을 이미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세 번째 상영관 폐쇄 조치 이후 스릴

러 영화 〈잔영공간〉 (殘影空間)의 개봉을 연기했다.

 

11월 후반 세 번째 상영관 폐쇄 조치에 영향을 받은 영화로 유니버스의 블록버스터 후속작 〈쇼크 웨이

브 2〉 (拆彈專家2), MM2 엔터테인먼트의 판타지 복싱 드라마 〈일초권왕〉 (一秒拳王)도 있었다. 〈쇼

크 웨이브 2〉는 2020년 12월 중국에서 개봉했지만, 두 배급사 모두 상영관이 다시 문을 열 때까지 홍

콩 개봉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2021년 2월 중순 상영관이 다시 문을 열면서 두 작품이 국내 영화 2021

년 총 수익 최고 랭킹으로 등극하며 이들의 작전은 유효했음이 증명되었다.

2020년 홍콩 영화산업 동향 

: 뉴 노멀은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영화 〈몬스터 런〉(怪物先生)이 그랬다. 시각효과상을 수상한 아티스트 헨

리 웡이 처음으로 감독으로 데뷔한 장편 영화였는데, 중국에서는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개봉하되 

홍콩에서는 광동어 더빙 버전을 만들어 상영관에서 개봉하려고 했다. 그러나 광동어 버전이 대만에서 저

조한 흥행성적을 기록하자, 2021년 초 조용히 홍콩을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 넷플릭스로 개봉했다.

그렇다고 2020년 홍콩 영화계가 완전히 암울하고 우울했던 것 만은 아니다. 2020년 음력 설 기간 동

안 관객이 마스크를 쓴 채 관람하고 입장 시 특히 주의를 기울이긴 했으나, 상영관은 영업을 지속했고, 

유명한 코미디언 황자화(黃子華)의 〈먀대종사〉(乜代宗師)가 2,950만 HKD를 벌어들이며 국내 영화 

흥행 성적에서 1등을 차지했다. 그러나 첫 상영관 폐쇄로 영화의 상영 기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같은 음력 설 기간에 개봉한 다른 작품들, 앙상블 코미디 〈가유희사 2020〉(家有囍事) 견자단(甄子
丹)의 액션 코미디 〈엔터 더 팻 드래곤〉(肥龍過江), 로맨틱 코미디 〈아적순반남우〉(我的筍盤男友)은 

성적이 좋지 못했으며 각각 1,190만 HKD, 564만 HKD를 벌어들였다.

2020년 홍콩금상장영화제에서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로맨스 드라마 〈환애 (幻愛)〉는 7월에 개봉

하여 입소문을 타고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네티즌의 성원에 힘입어 놀라운 흥행 성적을 기록했다(주

관위(周冠威) 감독은 논란이 일었던 수상작 〈10년〉(十年)의 감독 중 하나이다). 홍콩의 두 번째 상영

관 폐쇄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1,530만 HKD를 벌어들이며 중국에서 개봉하지 않

고도 손익 분기를 넘겨 수익을 낸 흔치 않은 홍콩 영화가 되었다.

중국으로부터 공동투자 없이 박스오피스 흥행에 성공한 엠퍼러 모션픽쳐스의 스릴러 〈사인무가의〉

(死因無可疑) 역시 놀라움을 안겼다. 일본의 소설을 각색한 이 영화는 여름 동안 779만 HKD를 벌어

들였다(본 리포트에 원검위(袁劍偉) 감독과의 인터뷰를 실었다).

영화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몇 영화사에서는 국내 영화인의 일자리를 위해 신규 프로덕션 

기획을 추진했다. 열 개의 홍콩 영화사가 모여 제작비 4,000만 HKD에 홍콩 스타가 총 출연하는 코미

디 〈총시유애재격리〉(總是有愛在隔離)를 공동 제작했다. 영화는 2021년 4월 개봉했다. 엠퍼러, 원쿨

필름도 저예산 국내 영화 10작품을 공동 제작하기로 합의했다. 그 계약에 따른 처음 두 작품이 로맨틱 

코미디 〈불일성혼〉(不日成婚)과 호러 스릴러 Social Distancing(電子靈)이다. 두 작품은 2021년 상반

기 개봉했다. 남은 8 작품은 침체된 영화계의 부흥을 위해 보다 대중적인 장르 영화로 채워질 전망이다.

또한 홍콩 정부의 영화진흥기금은 Director’s Succession Scheme을 위해 1억 HKD규모의 기금을 배

정했다. 이 기금은 10~12개의 국내 작품에 대해 이동승(尔冬升), 왕가위(王家卫), 진가상(陈嘉上)과 

같은 베테랑 감독이 제작을 맡고 젊은 감독들이 연출을 하도록 하는 지원금으로 사용될 것이다.

홍콩 영화산업은 한동안 어렵겠지만 2021년 2월 상영관이 정상 개관을 시작하며 박스오피스 흥행도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 영화사들은 만들어 놨던 영화들을 슬슬 내놓기 시작했고, 일자리를 잃었던 영

화인들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모두 영화산업협회가 내년 1월에 발표할 흥행성적은 보다 긍정

적이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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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마

케빈 마는 인터넷 판매 업체 YesAsia.com의 영문 편집자, 무역 뉴스 웹사이트 Film Business Asia의 중화

권 특파원, 또 캐세이 퍼시픽과 캐세이 드래곤의 기내 잡지를 발행하는 Cedar Hong Kong의 엔터테인먼트 

편집자였다. 그는 자카텐 미디어(Zakatten Media)의 공동창립자로 중화권 영화사 등 문화기관에 글쓰기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시아 영화산업의 뉴스 취재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Asia in Cinema(www.

asiaincinema.com)의 설립자다.

원검위 감독과의 

인터뷰

원검위

원검위 감독은 뮤직비디오 및 광고 감독으로 시작했다. 2016년 Candace CHONG의 연극을 원작으로 한 

Heaven in the Dark의 작가 겸 감독으로 장편 데뷔를 했다. 2020년 Yusuke KISHI의 서스펜스 스릴러 소설

인 Black House 원작 영화 Legally Declared Dead 의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했다.

본 인터뷰는 길이와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편집한 편집본이다.

Q 영화〈사인무가의〉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A 한 아이의 죽음과 관련한 보험 사기 사건을 맞닥뜨리게 된 보

험설계사에 대한 영화다. 평범한 보험설계사인 그가 사건 조사를 위

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다. 결국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는데, 문제를 

해결하기는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Q  이 영화는 이미 한국과 일본에서 영화로 만들어진 일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어떻게 이 이야기를 홍콩에서 

영화로 만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A Black House는 20년 전 처음 발간되었을 때 읽었다. 당시 강

력한 충격을 받았다. 그 때는 이 소설이 영화로 각색되었는지 알지 

못했고, 소설에 긴장감이 넘친다고 느꼈다. 이후 Emperor Motion 

Pictures가 출판사인 Kadokawa Shoten과 계약을 맺으며 기회

가 오게 되었다. 영화로 각색할 소설 목록이 있었는데 그 중에 Black 

House를 발견했다. 책을 다시 읽어봐도 여전히 스릴을 느낄 수 있었

다. 서스펜스 스릴러 장르로 변형시킨 이유는 긴 세월이 흐른 후 이야

기에 대한 내 생각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감독으로서 새로운 

무엇을 추가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Q 일본 이야기를 홍콩으로 옮겨오며 힘든 점이 있었는지?

A 캐릭터 설정이 가장 어려웠다. 일본 캐릭터는 좀 더 이상주의적

이고 도덕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다. 전형적인 홍콩인 캐릭터와

는 매우 다르다. 홍콩 캐릭터는 영리하지만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일

은 결코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Q  홍콩에서 이 영화가 성공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먼저 요즘 홍콩 영화계에 서스펜스 스릴러 작품이 많지 않았다. 

최근 홍콩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를 보지 못한 관객들이 신선함을 느

낀 것 같다. 초자연적 호러 장르물은 많아도 이런 서스펜스 스릴러물

은 거의 없다. 그리고 캐스팅 조합도 인기 요인이 되었다. 황추생(黃

秋生), 임가흔(林嘉欣)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신예 카를로스 찬(陳家

樂)가 나오는데, 관객이 이들의 조합을 신선하게 여긴 것 같다.

Q  일반적으로 홍콩에서 성공적인 영화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A 첫째, 관객과의 교감이다. 영화의 메시지가 관객이 공감할 수 있

는 것인가? 둘째는 캐스팅이다. 배우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관객에

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가이다. 예를 들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영

화를 보여주길 원한다면 내 영화가 얼마나 영감을 자극하는지 생각해

야 한다. 어떤 병이나 인생의 불행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영화가 얼마나 

불행한 내용인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결국에 관객과의 교감 지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영화제작자로서 관객의 머릿속으로 들

어갈 수 없지만 그들과 교감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Q 홍콩 관객이 다른 나라의 관객과 다른 점이 있다면?

A 지금은 두 부류의 관객이 있다고 생각한다. 젊은 관객은 의미 

있는 영화를 보고 싶어 한다. 나이가 있는 관객은 의미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들은 재밌는 영화를 좋아한다. 난 이 두 그룹 사이에 

공통점이 없다고 생각한다. 예전 홍콩 영화에는 장르물이 많았다. 유

령 영화가 너무 많아서 초자연적 호러물과 초자연적 코미디로 나누

던 시기였다. 이소룡(李小龙) 같은 스타도 있었고 쿵푸 코미디 장르도 

있었다. 물론 가장 큰 장르는 경찰 영화, 갱스터 영화였다. 그러나 이

후 중국과 공동 제작을 하게 되면서 그런 장르물을 더 이상 제작하지 

못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이제는 유령 영화를 만들지 못한다. 왜냐

하면 중국에서는 이런 영화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갱스터 영화

도 같은 이유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경찰 영화, 로맨틱 

영화 등 뿐이다. 우리가 잘 만드는 장르 중 중국 관객의 취향을 맞출 

수 있는 영화 장르가 거의 남지 않았다.

관객과 제작자의 마인드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1980~1990년대에는 관객이 좀 순수했다. 그 때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행복했다. 횡재삼천만(橫財三千萬), 부귀핍인(富貴逼人) 같은 판타

지 영화들이 흥행했다. 이젠 그런 영화는 찾아볼 수 없다. 판타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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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서양 영화는 4,000만 HKD에서 

5,000만 HKD(515만 USD에서 643만 USD) 사이의 수입을 올린다. 

그런 영화가 대단한 제작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 홍

콩 영화는 그런 수입을 기대하고 만들지 않는다. 홍콩 영화가 3,000

만 HKD에서 4,000만 HKD(386만 USD에서 515만 USD) 사이의 

금액을 벌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의미 있는 각본 작업에, 관객의 볼거

리를 위한 장면, 영화가 끝난 후에도 여운이 남는 그런 영화를 만들

어야 할 것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훨씬 더 힘들게 노력해야 한다. 또

한 현재 홍콩은 예전처럼 흥행 인기 스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영화를 조만간 만들어 보고 싶다.

Q  장르 영화를 성공시키기 위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장르 영화에는 규칙이 있고, 이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

러 영화라면 관객을 무섭게 만들어 집에 혼자 돌아가는 게 두려울 정

도로 만들어야 한다. 로맨스 영화라면 영화 속 사랑이 관객의 기억에 

남아 진실된 감동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각 장르마

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영화감독이 그

것을 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호러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은 무서

워하는 감정을 느끼고 싶은 사람이다. 코미디 영화를 찾는 사람들은 

웃겨줘야 하고.

Q 홍콩 영화의 제작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양극화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공동 제작비로 수억 달러가 들어

가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그런 영화의 극히 일부 비용으로 제작하는 

로컬 영화도 있다. 생존을 위한 두 가지 매우 다른 방법일 것이다. 공

동 제작은 그 자체로 사실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은 반면,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개인의 표현과 사회 현실을 더 반영한다.

Q 홍콩에서 영화를 만들기 원하는 외국 영화제작자에게 주고 

싶은 팁이 있다면?

A 내가 본 바로 홍콩에서는 크리스토퍼 놀란이나 마이클 베이 같

은 유명 해외 제작자에게 매우 강력한 제작 지원을 제공한다. 이들은 

원하는 대로 도로를 봉쇄할 수 있다. 하지만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다

르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홍콩을 온다면 정부를 

비롯한 모두가 잘 대해줄 것이다. 하지만 소규모 프로젝트라면 지원

이 그보다 덜할 것이다. 주의할 점은 영화 촬영을 위해 도로를 봉쇄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홍콩 영화 제작진은 업무 속도

가 빠르다. 홍콩에서 영화를 제작한다면 이들의 전문적인 업무 처리 

덕분에 제작 기간을 3분의 1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도시 전체도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데, 우리 제작진의 업무 속도가 

빠른 이유이기도 하다.

화는 관객을 희망을 갖게 만들었다. 중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니호 

이환영〉(你好, 李煥英)도 판타지 영화다. 이제는 중국의 관객이 그런 

영화를 좋아한다. 그러나 홍콩의 영화제작자가 아직도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은 기분일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지금의 관객은 당시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그 

단계를 지나버린 것이다.

 

Q  〈사인무가의〉는 중국의 펀딩 없이 제작했다. 영화 제작을 위한 

자금은 어디서 구했는지?

A 이번 경우, Emperor Motion Pictures의 결정이었다. 원작 소

설에 대해 알게 된 후 각색을 시작했는데, 완성하고 보니 보험 사기, 

살인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이야기가 중국에서 승인 받을 리 만

무했다. 그래서 저예산 홍콩 제작을 결정하게 되었다.

 

Q 일반적으로 홍콩 영화는 제작비를 어떻게 마련하는가?

A 여러 방법이 있다. 큰 예산을 들여 대작을 만드는 회사는 중국

과 공동 제작을 통해 제작한다. 정부 펀딩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인 영화제작자를 위한 기금 또는 영화개발기금 등이 그 예다. 그렇

게 되면 두 가지 극단적인 영화들이 만들어 진다. 한 쪽에선 대형 예

산을 기반으로 하는 장르 영화의 공동 제작 방식, 다른 한 쪽은 개인

의 표현, 캐릭터에 대한 연구, 의미 등을 강조하는 소규모 로컬 제작

사들의 저예산 영화 제작이 생겨나는 것이다.

Q  크게 수축한 2020년 홍콩 영화 시장 안에서 발견한 트렌드가 

있다면?

A 아까 말한대로 젊은 관객은 순수하게 재미만 있는 영화를 찾

기 보다 깊이 있는 영화를 선호한다. 영화를 본 후에 사람들과 대화

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인물이 자신

의 인생에 맞서는 내용의 영화들이 눈에 들어온다. 예를 들어, 질병이

나 다른 인생의 고단함으로 불행을 겪는 사람들의 영화가 그렇다. 또

한 암벽등반이나 달리기 등 운동 관련된 주제 등으로 영감을 일으키

는 영화들이 눈에 띈다. 우리가 더 힘내라고 격려가 필요한 세상에 살

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장르 영화를 제작하기 원한다면 제작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 대작으

로 만들어야 흥행할 확률이 커진다. 저예산 장르 영화는 완성하기까

지 너무 힘들다. 그래도 지금도 저예산으로 초자연적 호러 영화를 만

드는 제작사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영화는 사실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은데, 공포심은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

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CG가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좋은 돌파구라고 

생각한다.

 

Q  홍콩 영화계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예를 들어 보겠다. 예전에 개봉한 〈어벤져스〉를 보자. 홍콩에서

만 2억 HKD(2,570만 USD를 벌어들였다. 즉 아직 영화를 기다리는 

In the first week of January every year, Hong Kong’s Motion Picture Industry Association 

(MPIA) sends out its annual box office result. On January 4, 2021, during the city’s third 

cinema shutdown amidst the COVID-19 pandemic, the organization’s 2020 box office re-

port was perhaps its most emotional yet. 

“Cinemas received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but they did little to help. To make the 

situation more dire, film owners and distributors didn’t receive such subsidies,” said the 

press release, “If cinemas do not reopen soon, we’re afraid that the entire film industry will 

not survive!”

The release’s pessimistic tone was not unearned. In addition to being shut down for a total of 

116 days in 2020, Hong Kong cinemas suffered from capacity limits for most of the year and 

a dearth of attractive film offerings due to Hollywood studios delaying the release of their 

biggest titles. As a result, Hong Kong saw only a total of 218 film releases in cinemas in 2020 

(compared to 329 films in the previous year), and the city’s box office suffered a staggering 

72.08% year-on-year drop, in line with the 71% decrease in global box office in 2020. 

With a total of 11,467 cases and only 205 deaths up to April 1, 2021, Hong Kong was less 

seriously affected by COVID-19 than many countries in the world largely because of the 

lessons learned during the 2003 SARS pandemic. While the city was not put into the type 

of lockdown seen in other countries, strict government measures to curb the virus’ spread 

poured salt on the wounds of a film industry that was already badly hurt by the protest 

movement in the second half of 2019. The United States and China’s film industries were 

able to quickly adapt to new release strategies due to rapidly expanding streaming services’ 

willingness to pay high price tags for unreleased theatrical titles, but the Hong Kong film 

industry still remains hesitant to embrace streaming as a viable alternative due to the small 

size of its streaming market. 

Fearing that a streaming release would seriously devalue their products, most Hong Kong 

film owners and distributors chose to hold their biggest titles – many of them genre films 

– until cinemas reopened. In perhaps the weakest year of its long history, the city released 

only 34 local films in 2020. Without enough local releases to build a strong pool of candi-

dates, the Hong Kong Film Awards canceled its annual ceremony for the first time for 2021. 

Instead, Hong Kong films released in both 2020 and 2021 will be eligible for the award 

ceremony in 2022. 

Due to the shift in award schedules, abrupt cinema shutdowns and uncertain box office 

prospects, even films that had already premiered at home or elsewhere were delayed. 

CHAN Kin-long (陳健朗)’s First Film Initiative project Hand Rolled Cigarette (手捲煙), which 

premiered at the Hong Kong Asian Film Festival in November after earning a surprising six 

nominations at the Golden Horse Awards, has still yet to be given a release date by dis-

tributor Edko Films. Even with a premiere at a Hong Ko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event 

in October and a release date set, MM2 Entertainment delayed the release of its thriller 

Shadows(殘影空間) after the sudden third shutdown of cinemas. 

Hong Kong Film Market Trend in 2020 

: There is no new normal

https://www.facebook.com/kinlongchan/


홍콩 HONG KONG 49메이드 인 아시아 MADE IN ASIA48

Also affected by the third shutdown in late November were blockbuster sequel Shock 

Wave 2 (拆彈專家2) and fantasy boxing drama One Second Champion (一秒拳王), released 

by Universe and MM2 Entertainment, respectively. Both companies chose to hold the films’ 

release until cinemas reopened, though the former was released in Mainland China cinemas 

in December 2020. However, the tactic paid off, as both films became the top grossing 

local films of 2021 after cinemas reopened in mid-February 2021 made their theatrical re-

leases possible. 

One exception was fantasy adventure Monster Run (怪物先生), the solo feature directorial 

debut of award-winning visual effects artist Henri WONG. Despite going straight to stream-

ing in Mainland China, a Hong Kong theatrical release was planned, as proven by the exis-

tence of a Cantonese-dubbed version. However, after the Cantonese version was released 

to little fanfare in Taiwan, the film was quietly released on Netflix in select international 

territories – including Hong Kong – in early 2021. 

Yet, it was not a year of entirely doom and gloom in the Hong Kong film industry. Since 

cinemas remained opened during the 2020 Lunar New Year holidays – even as moviegoers 

began wearing face masks in cinemas out of caution – popular comedian Dayo WONG (黃
子華)’s The Grand Grandmaster (乜代宗師) made a healthy 29.5 million HKD to become 

the top-grossing local film of the year. However, its theatrical run was cut short by the first 

cinema shutdown. 

However, three other local genre films released during the same Lunar New Year period – 

Ensemble comedy All’s Well, Ends Well 2020 (家有囍事 2020), Donnie YEN (甄子丹) action 

comedy Enter the Fat Dragon (肥龍過江) and romantic comedy If You Are The One (我的
筍盤男友) – did not perform nearly as well, earning only 11.9 million HKD, 5.64 million HKD 

and 6.32 million HKD, respectively. 

Released in July after scoring six nominations at the 2020 Hong Kong Film Awards, ro-

mantic drama Beyond the Dream (幻愛) became a surprise hit thanks to positive word-of-

mouth and support among pro-democracy netizens (director Kiwi CHOW (周冠威) was one 

of the directors on controversial award-winner Ten Years(十年)). Despite an interruption of 

its theatrical run by the city’s second cinema shutdown, the film earned 15.3 million HKD 

at the box office, becoming a rare Hong Kong film that broke even without relying on the 

Mainland China market. 

Emperor Motion Pictures’ thriller Legally Declared Dead (死因無可疑), which was produced 

without a Mainland Chinese co-investor, was also a surprise hit at the box office. Based on 

a Japanese novel, the film earned 7.79 million HKD over the summer (An interview with 

director YUEN Kim-wai (袁劍偉) is also featured in this report). 

To counter the difficulties faced by the film industry, several film companies pushed new 

production initiatives to put local film workers back to work. Ten major Hong Kong film 

companies banded together to co-produce comedy All You Need Is Love (總是有愛在隔離), 

a 40 million HKD production featuring many major Hong Kong stars. The film was released 

in April 2021. Emperor and One Cool Film also signed a ten-film deal to co-produce ten 

low-budget locally produced films. The deal’s first two films – romantic comedy Ready o/

r Knot (不日成婚) and horror thriller Social Distancing (電子靈) – were released in the first 

half of 2021. The plan’s remaining eight films will be dominated mostly by commercially 

appealing genre films in order to help revive the theatrical sector. 

In addition, Hong Kong government’s Film Development Fund has earmarked 100 million 

HKD for the Directors’ Succession Scheme, subsidizing ten to twelve local film productions 

to be directed by young filmmakers and produced by veteran filmmakers such as Derek YEE 

(尔冬升), WONG Kar-wai (王家卫) and Gordon CHAN (陈嘉上). It also launched the Script-

writing Incubation Program, which offers cash prizes to outstanding feature-length scripts 

by current and aspiring scriptwriters. The program reportedly attracted over 1,000 entries. 

While the Hong Kong film industry’s rough patch is far from over, the industry has been 

encouraged by the box office results of local films since the reopening of cinemas in 

mid-February 2021. As film companies begin to slowly release their large backlog of films 

into local cinemas and put local film workers back to work, everyone is hoping that the 

MPIA’s box office report next January will have more positive news. 

Kevin MA

Kevin MA was formerly an English editor at internet retailer YesAsia.com, the Greater China corre-

spondent for trade news website Film Business Asia and an entertainment editor at Cedar Hong 

Kong, which publishes Cathay Pacific and Cathay Dragon’s inflight magazines. He is the co-founder 

of Zakkaten Media, providing writing and translation services for film companies and other cultural 

institutions in the Greater China region, and the founder of Asia in Cinema (www.asiaincinema.com), 

a website that provides news coverage of the Asian film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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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lease introduce your film, Legally Declared Dead.

A It’s a film about an insurance agent who encounters a 

case of insurance fraud that involves the death of a child. As 

an ordinary man, he does all he can to investigate this case. 

In the end, the story becomes a tragedy. Even though he 

solves the case, it doesn’t happen the way he imagined.

 
Q  The story was adapted from a Japanese novel that’s 

been adapted into films in both Japan and Korea. 

Why did you want to bring this Japanese story to 

Hong Kong?

A I read the novel, Black House, when it was first pub-

lished two decades ago. I found it to be very powerful at the 

time. I didn’t see any of the film adaptations, but I found the 

novel to be very thrilling. Later, an opportunity came when 

Emperor Motion Pictures struck a deal with Kadokawa Sho-

ten, the publishing company. They had a book list for poten-

tial adaptations, and I found Black House on the list. I picked 

up the book again and I still found it very thrilling. I wanted 

to turn it into a genre suspense thriller because I wondered 

what my take on the story would be after all these years. 

Would I be able to inject anything new into it?

 
Q  What challenges did you encounter while 

transporting a Japanese story to Hong Kong?

A I think the biggest challenge was the characters. Jap-

anese characters tend to be more idealistic, with bigger 

moral considerations. That’s very different from a typical 

Hongkonger character – he’s clever, but he would never put 

himself in the face of danger. That’s a big change to make.

Q  What do you think is the reason for the film’s 

success in Hong Kong?

A Firstly, there aren’t many suspense thrillers in Hong 

Kong these days. I think the Hong Kong audience found 

seeing a local suspense thriller quite refreshing because 

there aren’t many of them these days. There are plenty of 

supernatural horror films, but not a suspense thriller like this. 

Also, the cast combination was attractive. There’s Anthony 

WONG(黃秋生), Karena LAM(林嘉欣) and the up-and-coming 

Carlos CHAN(陳家樂). I think that’s a cast that the audience 

hasn’t seen before.

 
Q  In general, what do you think makes a successful 

film in Hong Kong?

A First of all, I think it has to connect to the audience. 

Is the film’s message relevant to them? Secondly, the cast. 

The stars of the film do matter. Thirdly, it depends on what 

you’re selling to the audience. For example, if you are selling 

an inspirational film, is your film inspiring enough? If you 

want to make a film about illness or life’s miseries, then is 

your film miserable enough? At the end of the day, striking 

a connection with the audienc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s filmmakers, we can’t get into the audience’s heads, but 

we can try our best.

Q  How is the Hong Kong audience different from 

those in other places?

A I think there are two groups of audiences now. The 

younger group hopes to see meaningful films. The older 

group doesn’t care so much about meaning. They look for 

entertainment. And I don’t think a common ground exists 

between them. Hong Kong used to have a lot of genre films. 

Back then, we had so many ghost films that we split them 

Interview with   

Director YUEN Kim - wai

YUEN Kim - wai

YUEN Kim-wai began his career as a director of music videos and advertisements. In 2016, he made 

his feature film directorial debut as the writer-director of Heaven in the Dark (暗色天堂), based on a 

play by Candace CHONG (莊梅岩). In 2020, he wrote and directed Legally Declared Dead, a suspense 

thriller based on the novel Black House by KISHI Yusuke.

This interview has been edited for length and clarity.

Q  Even though the market shrank considerably in 2020, 

what market trends did you observe in Hong Kong?

A As I said earlier, I noticed that younger audiences prefer 

deeper films rather than pure entertainment. They want films 

that will provoke discussions afterwards. So now I see films 

that are about man versus life. For example, people dealing 

with misfortunes such as illness and other difficult hardships. 

I also see inspirational films such as athletic films about rock 

climbing or running. I guess that’s because we’re in an envi-

ronment where people need a little encouragement.

If you want to make genre films, you’ll need to have produc-

tion values. They have to be big to increase their chances of 

success. Low-budget genre films have always had difficulty 

getting made here. But I do know that some companies are 

working on low-budget supernatural horror films now. Those 

films don’t really require a high budget because the horror is 

within someone’s heart. You don’t need a lot of CG to create 

that terror. I think it’s a good way to make a breakthrough.

 
Q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challenge facing 

Hong Kong cinema right now?

A Let me give you an example. Look at the last Avengers 

film: It made 200 million HKD (25.7 million USD) here. So 

there is an audience for films. Some Western films can make 

40 to 50 million HKD (5.15-6.43 million USD). You can say 

it’s because they boast impressive production values. But 

let’s say our films aren’t aiming to make that much money. 

Can Hong Kong films at least make 30-40 million HKD(3.86-

5.15 million USD)? To do that, we need meaningful scripts, 

something the audience wants to see, something that will 

give them afterthoughts. Those aren’t easy to achieve. We’ll 

need to work extra hard to do that. Also, Hong Kong failed 

to create a new generation of bankable stars to follow the 

previous generation, so I hope that we’ll be able to create 

that soon.

 
Q  What elements should a successful genre film have?

A I think it has to follow genre rules. If you make a hor-

ror film, then you have to scare the audience so much that 

they don’t dare to go home alone. If it’s a romance, the love 

has to be memorable and really hit people’s emotions. Each 

genre ultimately aims to stir up a certain emotion. The ques-

tion is whether a filmmaker can fulfill expectations. People 

who like to be scared are the ones who watch horror films. 

People go into a comedy looking for something that makes 

them laugh.

into supernatural horror and supernatural comedies. We 

used to have Bruce LEE(李小龙), but we also had kung fu 

comedies as well. Of course, the biggest genres were cops-

and-robbers and gangster films. But later, we had to make 

co-productions with Mainland China, so we couldn’t do 

some of those genres anymore. For example, we can’t make 

ghost films anymore because they’re not allowed in the 

mainland. There have also been fewer gangster films for the 

same reason. So what’s left are the cops-and-robbers and 

some romantic films. There are only a few genres that we 

have mastered that would fit mainland audiences’ tastes.

I think the mentality of both the audiences and filmmakers 

have changed as well. For example, in the 1980s and 1990s, 

our audiences were a bit purer. They were happier. We had 

fantasy films like The Thirty Million Dollar Rush(橫財三千萬) 

and It’s a Mad, Mad, Mad World(富貴逼人), but now they’re 

gone. Those fantasies made audiences feel hopeful. If you 

look at the hit mainland film Hi, Mom(你好, 李煥英), that’s a 

fantasy film. Mainland audiences like that stuff now, but are 

Hong Kong filmmakers still in the mood to make those films? 

Maybe not. We’ve already reached a new stage. Audiences 

don’t have that innocence anymore, I think. We’ve moved on 

from that.

 
Q  Since Legally Declared Dead didn’t involve Mainland 

China funding, how did you find funding for the film?

A For me, it was because of Emperor Motion Pictures. 

They told us about the original novel, then we began to de-

velop the script. When it was done, we realized that the story 

wouldn’t be approved in the mainland because it involves 

sensitive topics like insurance fraud and murder. So we de-

cided to make it as a Hong Kong production on a low budget.

 
Q  In general, how do Hong Kong films find funding?

A There are several ways now. Film companies still make 

big-budget productions, but they have to be co-produc-

tions with the mainland. Other companies would choose to 

apply for government funding, such as funds for first-time 

filmmakers or the Film Development Fund. That creates two 

extremes. You have big-budget genre-based co-productions 

on the one hand and smaller local productions that empha-

size personal expression, character studies and meanings on 

the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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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What do you think about the production value of 

Hong Kong films?

A I think there are two extremes here, too. Co-produc-

tions can cost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while there are 

local films that cost only a fraction of that. Those are two 

very different ways of survival. Co-productions are practi-

cally its own industry while smaller projects are more about 

personal expression and more reflective of social realities.

 
Q  What tips do you have to foreign filmmakers who 

want to film in Hong Kong?

A From what I’ve seen, Hong Kong provides very strong 

production support for big-name foreign filmmakers who 

come here, like Christopher NOLAN and Michael BAY. They 

can shut down roads as much as they want. But that de-

pends on the size of the project you’re bringing to Hong 

Kong. If you have a big-budget project, then everyone, in-

cluding the government, will accommodate you. But if you 

have a smaller project, then there’ll be less support. One 

thing to watch out for is that it’s very difficult to shut roads 

down for filming. Also, Hong Kong crews work very quickly. 

You can probably shorten your production schedule by one-

third because Hong Kong film crews are very professional. 

Also, the city’s pace is very fast, which is why our crews work 

so fast.



대만대만
TAIWAN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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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s of Top 10 Films in Taiwanese Box Office

Figures of Top 10 Films in Domestic Box Office

No.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NTD)  Gross(USD) Production Distribution

1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Demon Slayer: Kimetsu no Yaiba 

the Movie: Mugen Train
소토자키 하루오  SOTOZAKI Haruo 일본 Japan 애니메이션 Animation 633,952,884 22,127,500 ufotable

MUSE COMMUNICATION CO., 

LTD.

2 반도 Peninsula 연상호 YEON Sang - ho 한국 Korea 액션 Action 356,348,484 12,437,992 Next Entertainment World GARAGEPLAY INC.

3 테넷 Tenet 크리스토퍼 놀란 Christopher NOLAN 미국 USA 액션 Action 349,848,005 12,211,100 Warner Bros. Pictures Warner Bros. Pictures

4 원더 우먼 1984 Wonder Woman 1984 팻티 젠킨스 Patty  JENKINS 미국 USA 액션 Action 249,391,137 8,704,752 DC Films Warner Bros. Pictures

5 고독의 맛 孤味 Little Big Women 조셉 수 許承傑 Joseph HSU 대만 Taiwan 드라마 Drama 190,866,985 6,662,024 Each Other Films Vie Vision Pictures Co., Ltd.

6 소울 Soul 피트 닥터 Pete DOCTER 미국 USA 애니메이션 Animation 184,395,494 6,436,143 Walt Disney Pictures Disney

7 나쁜 녀석들: 포에버 Bad Boys for Life 아딜 엘 아르비 / 빌랄 팔라
Adil El ARBI and Bilall 

FALLAH
미국 USA 액션 Action 136,881,045 4,777,698 Columbia Pictures Sony Pictures Entertainment Inc.

8
버즈 오브 프레이(할리 퀸의  

황홀한 해방)

Birds of Prey (and the Fantabulous 
Emancipation of One Harley 
Quinn)

캐시 얀 閻羽茜 Cathy YAN 미국 USA 액션 Action 112,521,772 3,927,462 DC Films Warner Bros. Pictures

9
네 마음에 새겨진 이름  

刻在你心底的名字
Your Name Engraved Herein 류광휘 柳廣輝 LIU Kuang - Hui 대만 Taiwan 드라마 Drama 103,421,510 3,609,826 Oxygen Film Sony Pictures Entertainment Inc.

10 몬스터 헌터 Monster Hunter 폴 W.S. 앤더슨 Paul W. S. ANDERSON 미국 USA 액션 Action 100,803,483 3,518,446 Screen Gems Sony Pictures Entertainment Inc.

No.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NTD)  Gross(USD) Production Distribution

1 고독의 맛 孤味 Little Big Women 조셉 수 許承傑 Joseph HSU 대만 Taiwan 드라마 Drama 190,866,985 6,662,024 Each Other Films Vie Vision Pictures Co., Ltd.

2
네 마음에 새겨진 이름  

刻在你心底的名字
Your Name Engraved Herein 류광희 柳廣輝 LIU Kuang - Hui 대만 Taiwan 드라마 Drama 103,421,510 3,609,826 Oxygen Film Sony Pictures

3
가부가이, 니야강호희환아  

可不可以, 你也剛好喜歡我
Do You Love Me As I Love You 간학빈 簡學彬 JIAN Shiue Bin 대만 Taiwan 드라마 Drama 79,237,164 2,765,695 CPT Entertainment Co., Ltd.

Chunghwa Picture Tubes, Ltd., 

Sony Pictures

4 종사2 - 귀왕의 강림 馗降：粽邪2 The Rope Curse 2 요사함 廖士涵 LIAO Shih - Han 대만 Taiwan 호러 Horror 72,143,225 2,518,088
Wowing Entertainment 

Group
Machi Xcelsior Studios

5 여귀교 女鬼橋 The Bridge Curse 해악륭 奚岳隆 Lester SHIH 대만 Taiwan 호러 Horror 58,119,430 2,028,601
Lots Home Entertainment 

Co., Ltd

Shine Time Entertainment Co., 

Ltd

6 침묵의 숲 無聲 The Silent Forest 가정년 柯貞年 KO Zhen - Nian 대만 Taiwan 드라마 Drama 50,052,620 1,747,037
Taiwan Public Television 

Service Online
CatchPlay

7 너에게만 슈퍼히어로 打噴嚏 A Choo
케빈 코 柯孟融,  
척가기 戚家基 

Kevin KO, CHIT Ka - Kei, 대만 Taiwan 드라마 Drama 47,074,458 1,643,088
Star Ritz Productions Co., 

LTD.
Machi Xcelsior Studios

8 괴짜들의 로맨스 怪胎 I WeirDo 요명의 廖明毅 LIAO Mingyi 대만 Taiwan 드라마 Drama 45,129,701 1,575,208 Monkey Movies Sony Pictures

9
클래스메이트 마이너스  

同學麥娜絲
Classmates Minus 황신요 黃信堯 HUANG Hsin - yao 대만 Taiwan 드라마 Drama 44,870,132 1,566,148 La Dolce Vita Studio Applause Pictures

10  친애적방객 親愛的房客 Dear Tenant 정유걸 鄭有傑 CHENG Yu Chieh 대만 Taiwan 드라마 Drama 38,721,392 1,351,532
One Phase One Video 

Production Co., Ltd.
Monkey Movies

출처: Taiwan Cinema 

http://www.taiwancinem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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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만의 영화시장은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영향 속에서 다른 세계 여러 시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예상 밖의 성적표를 받았다. 대만 영화의 질적인 안정과 할리우드 대작의 부재의 영향으로, 

대만 영화는 수년 만에 평단과 관객 양쪽을 아우르는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자국 영화에 대한 현

지 관객의 신뢰를 회복했다. 또한 이를 통해 2021년 영화시장도 낙관적으로 전망하게 되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9년 말 발발하여 급속히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이에 따른 방역 조치를 위

해 모임을 줄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시행하면서 영화산업과 극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으며 미

국, 중국 등 많은 지역의 영화관들은 영업을 일시 정지했다. 그러나 대만은 적절한 감염병 방역 정책 실

시로 사교, 여가 생활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제한적인 편이어서 어떠한 지역 봉쇄 조치도 시행한 적이 없

으며 영화관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 하지만 기존에 시장을 주도하던 할리우드 대작들이 속속 개봉을 

취소 또는 연기하면서 대만 영화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 이 밖

에도 신작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심하던 많은 영화사들은 기존의 명작 영화들을 재개봉 했고, 이 또

한 ‘추억의 명작’ 바람을 일으키며 아직까지 그 강력한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년도에 상영한 영

화는 2019년의 827편 보다도 많은 960편으로, 그 중 350(36.46%)편의 영화가 재개봉 작품이었다. 

2020년 하반기에 접어들며 감염병으로 인한 통제가 장기화 되며 각국 대중들의 무료함도 함께 장기화

되었다. 점차 감염병 상황을 컨트롤 할 수 있게 되면서 각국의 블록버스터 작품이 소수이지만 극장에서 

개봉되며 시장 상황을 가늠해 보았다. 한국의 〈반도〉, 미국의 〈테넷〉과 일본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

한열차편〉 등이 연달아 개봉하여 예상대로 대만에서 매우 훌륭한 흥행 성적을 기록했다. 그 중 가장 놀

라운 성적을 거둔 작품은 6억 3,300만 TWD의 수입을 기록한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으로, 

같은 해 개봉한 모든 영화들 중 압도적인 차이로 선두를 차지했다. 이 영화는 2020년도 박스오피스 1

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대만 영화 사상 일본영화 박스오피스 1위, 애니메이션 박스오피스 1위, 비

(非) 할리우드 영화 중 박스오피스 1위, 역대 박스오피스 9위 등의 기록을 갈아 치웠고, 2020년도에 코

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가장 적었던 ‘기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020년 대만 영화시장에서 더욱 놀라운 기적은 대만 영화들이 스스로 만들어냈다. 코로나 바이

러스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상반기, 공포 영화 〈여귀교〉(女鬼橋)가 2월에 개봉하여 소규모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영화는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하고 장르적 특성이 뚜렷한 영화는 상대적으로 전염병 상황

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다는 점을 입증했고, 이후에 바통을 이어 받을 영화들의 배급, 마케팅에 중요

한 참고 지표가 되었다. 하반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젊은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로맨틱 영화 〈괴짜들

의 로맨스〉(怪胎), 〈가불가이, 아희환니〉(可不可以, 你也剛好喜歡我)와 공포영화 속편 〈종사 2 - 귀

왕의 강림〉(馗降：粽邪2)등이 8, 9월에 높은 수입을 올리며 대만 영화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다.

2020년에는 대만 영화의 장르가 한층 다양해졌고 신예 감독들이 기존 로컬영화에서 보기 힘들었던 소

재와 스타일을 과감하게 시도했다. 청춘 섹슈얼 코미디 〈파처〉(破處), 정치 풍자 코미디 〈겟 더 헬 아

웃〉(逃出立法院) 등의 작품이 있었고, 언제나 코미디를 본인의 대표 아이덴티티로 삼아 온 베테랑 진

옥훈(陳玉勳) 감독도 로맨스 영화 〈마이 미씽 발렌타인〉(消失的情人節)으로 금마장 장편영화상, 감

독상 등 큰 상을 수상했다. 현지 관객의 반응도 기존의 편견과는 달라졌다. 〈침묵의 숲〉(無聲)은 농아

학교의 성범죄 사건을 다루었고, 〈친애적방객〉(親愛的房客)는 동성애, 입양, 안락사 등의 논쟁적인 이

슈를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예상을 뒤엎고 매우 뛰어난 흥행을 기록해, 예전에는 흥행에 독약으로 

여겨지던 어둡고 무거운 주제가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2020년 대만 영화산업 동향 

: 대만 영화시장 개론

전염병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만 영화들이 연전연승 하던 2020년 말, 대만 영화는 더욱 강력하게 

그 기세를 이어 갔다. 퀴어 멜로영화 〈네 마음에 새겨진 이름〉(刻在你心底的名字)는 9월 30일 개봉 

후 장기적인 흥행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 영화의 주연 배우 증경화(曾敬驊)와 진호삼(陳昊森)도 크

게 주목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만 영화 사상 퀴어 영화 최초로 박스오피스 1억 TWD를 돌파했다. 소위 

퀴어 청춘물은 언제나 대만이 굉장히 잘 하는 분야로 인정 받아 왔는데, 〈네 마음에 새겨진 이름〉이 흥

행에 성공하면서 퀴어 영화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애정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11월 6일 개봉한 〈고독의 맛〉(孤味)은 2020년 대만 영화의 흥행 흐름을 정점까지 끌어 올렸다. 조셉 

수(許承傑) 감독의 동명 단편을 각색한 이 작품은 전통적인 타이난 가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진숙방

(陳淑芳)이 홀로 세 딸을 키워낸 쇼잉 역을 맡아 연기했다. 쇼잉은 오래 전 집을 나간 남편이 세상을 떠

난 후 장례를 치르면서 남편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낸 연인을 만나게 되고, 모녀와 자매 사이의 여러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영화는 각 세대의 타이완 여성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

루어 개봉 후 다양한 연령대 관객들의 공감과 열렬한 지지를 얻었다. 쇼잉 역을 연기한 베테랑 배우 진

숙방은 이 작품과 〈친애적방객〉을 통해 금마장 여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을 동시에 차지하며 2020년 

가장 큰 영예를 차지한 대만 배우가 되었다. 

2020년 대만 영화시장의 박스오피스 흥행수입은 총 51억 5,900만 TWD로, 2019년의 101억 9,100만 

TWD의 절반 수준이다. 관람객 수는 2,183 만 명으로, 이것 역시 2019년 4,320만 명의 약 절반 수준이

다. 그러나 기존 박스오피스를 주도하던 할리우드 대작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대폭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이런 낙폭도 놀랄 일은 아니다. 반면 대만 영화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훌륭한 성적을 보

였는데, 2020년 상영한 영화는 총 71편(신작 상영 46편 포함) 2019년의 77편(신작 상영 57편 포함) 

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박스오피스 수입 8억 7,700만 TWD, 관객 수 381만 명을 기록하여 2019년의 

7억 300만 TWD, 관객 302만 명 보다 크게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만 영화의 연간 박스오피스 

시장 점유율은 최근 몇 년 간의 최고 기록인 17.02%로 2011년 18.65%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대만 영

화에 있어 할리우드 대작의 공백은 곧 강적의 위협이 줄어든 셈이었다.

하지만 2020년 의 대만 영화는 오히려 스스로의 실력으로 그 공백을 채웠다. 〈고독의 맛〉, 〈네 마음에 

새겨진 이름〉, 〈마이 미씽 발렌타인〉 등 작품이 입소문을 타며 장기 흥행을 이어갔다. 그리고 2020년

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대중들의 감상 습관에서 각종 스트리밍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었고, 이들 대만 영화들은 이후 각종 스트리밍 사이트에 공개되어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며 화제

성을 유지했다. 

2020년 흥행 1위인 〈고독의 맛〉은 단편 극영화를 각색한 작품으로, 가수이자 배우인 톱스타 비비안 

수(徐若瑄)가 영화 속 둘째 딸 역할을 연기했고, 처음으로 영화 프로듀서를 맡아 허우 샤오시엔(侯孝
賢)의 오랜 스태프였던 베테랑 프로듀서이자 편집자 리아오 칭송(廖慶松)과 함께 제작했다. 비비안 수

는 처음으로 제작한 이 작품을 통해 억대 수입을 올린 영화 제작자가 되었고,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

게 이야기했다. “감독님이 처음 대본을 들고 찾아 왔을 때, 둘째 딸, 오래 전 집을 나간 아버지, 아버지의 

곁을 지키는 차이, 보자마자 이러한 인물 설정이 실제 내 가족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다. 나도 가족 

중 둘째이고, 아버지가 집을 떠나 있던 시간 동안 아버지의 곁에도 그를 보살피던 여자가 있었기에 모두 

굉장히 인연이 깊다는 느낌이 들었고, 작품에 굉장한 친밀감이 들었다. 마침 이 팀과 친한 친구가 내가 

영화제작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일이 자연스럽게 성사되어 기꺼이 노력하고 도움을 주고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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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하는 협녀적인 나의 성격을 발휘할 수 있었다.” 

“〈고독의 맛〉의 제작팀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후, 단편을 구해 연구해 보니 단편 Little Big Women(孤
味)(2017) 에서는 쇼잉과 차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두 어른이 ‘장례’라는 일을 처리하는 과정

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다. 단편은 주제도 살짝 다른데, 단편에서 차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빈소를 떠나

지 않는다. 단편은 본처와 첩의 거북스러운 관계에 더욱 집중해서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극적 

긴장감이 가득해 영화를 본 후 여운이 가시질 않았고 나는 이 이야기를 완전하게 확장시켜 보고 싶었

다! 장편을 제작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단편에서는 공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 엄마의 결혼 상태가 세 딸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하는 것이다. 쇼잉과 차이의 대립보다

는 쇼잉과 세 딸의 모녀 관계에 중점을 두었고, 이에 따라 캐스팅도 일부 변화가 있었다. 영화의 프로듀

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준 영화사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 과정에서 영화 촬영 중 일어나는 많은 전

문적 일들을 배울 수 있었고, 내가 이 과정을 매우 즐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비비안 수의 프로듀서 데뷔작에 영화계 대선배 리아오 칭송이 구원투수로 참여한 것은 호랑이 등에 날

개를 단 격이었다. 늘 후진 양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리아오 칭송은 특별히 〈고독의 맛〉의 조셉 수 감

독을 위해 프로듀서의 중책을 맡았다. 비비안 수는 이렇게 얘기했다. “리아오 칭송은 ‘신인 감독의 수호

자’라고 불리는데, ‘신인 프로듀서의 수호신’이기도 하다! 리아오 칭송은 촬영 앵글, 편집, 조명, 후반작

업 등 전문 기술 부분을 담당하고, 내가 캐스팅 요청과 기타 다른 부분을 맡았다. 리아오 칭송이 있으니 

안정제를 먹은 것처럼 든든했다. 리아오 칭송은 현장경험이 매우 풍부하고, 촬영 앵글도 예리하게 판단

하는 등, 처음 장편영화를 촬영하는 조셉 수 감독에게 최고의 스승이었고, 나도 많은 것을 배웠다.” 

비비안 수는 〈고독의 맛〉이 2020년 대만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것을 두고 모든 조건이 잘 맞

았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고독의 맛〉은 개봉 시기를 작년 어머니의 

날에서 11월로 연기했다. 원래 상영관을 차지하던 서양 영화가 여전히 부재한 상황에서, 영화를 좋아하

는 관객은 대만 영화에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금마장에서도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 〈고독의 맛〉이 이

야기하는 것은 한 대만 가족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극장을 찾는 대만인들은 모두 영화 속에서 각자 가

정 생활의 축소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요소가 한데 어우러져 〈고독의 맛〉이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과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고독의 맛〉은 대만의 다양한 민족 문화의 사실적 모습, 각 종교 신앙 체계의 다양한 예절, 세대별 관념의 

차이로 일어나는 끝없는 충돌 등을 세심하게 그려냈다. 이는 많은 대만 관객이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성장 경험일 뿐만 아니라, 비비안 수 본인도 이를 깊이 체감한 적이 있다. “원주민인 나의 어머니와 본성 

출신 아버지는 실로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어머니는 선하고 열정적이며 단순하고,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언제나 우리를 칭찬하고 응원해주신다. 나의 낙천적이고 밝은 성격은 어머

니에게 배운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의협심은 의리 있고, 친구를 좋아하는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다. 나도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머니 혼자 3남매를 키우셨다. 생활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밥을 먹고 학교에 

다니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은 우리 3남매가 독립적으로 서로 도와야 했고, 집안일을 분담했다. 그래서 우

리 식구들은 단결력이 무척 강하다!” 이렇게 끈끈한 가족간의 정은 〈고독의 맛〉에서도 대만 관객에게 깊

은 감동을 선사했고, 전염병 상황 속에서도 대만 영화계에 자랑스러운 성적을 안겨주었다. 

케빈 창

케빈 창은 대만 언론에서 20년이 넘는 경력의 저널리스트로 영화 리뷰 및 영화감독 인터뷰를 계속 쓰고 있다. 

언론 뉴스 분야를 떠나기 전까지 그는 대만 금마장 영화제, 타이페이 영화제, 가오슝 영화제 국제 단편 경쟁 부

문, 중국영화 미디어 어워드 등에서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이후 영화 제작으로 진출하여 각본 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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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ly unlike the film markets of various other nations around the world, the Taiwan-

ese film market has achieved unexpected results amidst the influence of COVID-19 in 2020. 

Due to the influence of the stable quality of Taiwanese films and the lack of major Holly-

wood films, Taiwanese films have achieved excellent results with both critics and audiences 

after many years and have regained the domestic audience’s faith in their local films. More-

over, this has created optimistic prospects for the film market in 2021.

COVID-19 emerged towards the end of 2019 and spread rapidly all across the globe, and as 

gatherings were reduced and social distancing was implemented accordingly as quarantine 

measures, the film industry and the theatres were the first to become affected, and cine-

mas in various areas in the US, China, etc. were temporarily closed down. However, through 

applying appropriate quarantine policies against this infectious disease, Taiwan has limited 

the influence of it regarding their social and leisure activities in relation to other countries. 

As such, they have never implemented any form of lockdown measure and their cinemas 

were in operation as usual. But as the major films of Hollywood that had previously led the 

market either canceled or postponed their releases, this contrarily served as a blessing in 

disguise for Taiwanese films as it gave them the chance to receive greater levels of atten-

tion. Furthermore, various film studios that were struggling to fill the spots left vacant by 

a lack of new works re-released their existing masterpieces. This has also led to the boom 

of ”the nostalgic masterpieces,” a trend that is still going strong to this day. A total of 960 

movies were shown in 2020, 350 (36.46%) of which were re-released works, exceeding 

the total of 827 movies shown in 2019.

As we neared the second half of 2020, the boredom of the public in each nation was 

prolonged in conjunction with the efforts required to combat the infectious disease. As 

it gradually became possible to control the situation, blockbuster films from each nation 

were released at the cinema, albeit in small numbers, and we have come to be able to esti-

mate the situation of the market. Peninsula from Korea, Tenet from the US, Demon Slayer: 

Kimetsu no Yaiba the Movie: Mugen Train from Japan, etc. were released one after another 

and created highly successful results in Taiwan, as was expected. Among those, Demon 

Slayer: Kimetsu no Yaiba the Movie: Mugen Train was the movie with the most astounding 

result, showing a profit of 633 million TWD that resulted in it coming in at first place by 

an overwhelming margin that distinguished it from all of the other movies released in the 

same year. This movie has not only come in at first place at the box office in 2020, but has 

taken the Taiwanese film market records for the #1 Japanese movie at the box office, the 

#1 animation film at the box office, the #1 non-Hollywood movie at the box office, the #9 

movie of all time at the box office, etc. and has become known as the “miracle” that was 

least affected by COVID-19 in 2020.

However, an even greater miracle in the 2020 Taiwanese film market was created by the 

Taiwanese films themselves.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when the situation with COVID-19 

was most severe, the horror film The Bridge Curse(女鬼橋) was released and achieved 

great success. This movie proved that a film that targets the younger generation and has 

distinctive genre qualities is relatively less affected by a pandemic, and has served as a vi-

Taiwanese Film Market  

Trend in 2020

tal indicator to refer to in the distribution and the marketing of the movies that came after 

it.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s well, films that targeted a younger audience, like the 

romantic movies I Weirdo(怪胎) and Do You Love Me As I Love You(可不可以, 你也剛好喜
歡我) and the horror movie sequel The Rope Curse 2(馗降；粽邪2), grossed high profits in 

August and September, boosting the morale of the Taiwanese films.

In 2020, Taiwanese films became more varied in genre, and the budding directors boldly 

attempted styles and topics that were not normally seen in existing local films. We saw 

works like Leaving Verginia(破處), a youth sexual comedy, Get the Hell Out(逃出立法院), a 

political satire comedy, etc., and veteran director Chen Yu-hsun, who has always taken on 

comedy as his main identity, won several awards, including the Golden Horse Awards for 

Best Feature Film and Best Director, with his romance movie, My Missing Valentine(消失的
情人節). The response of the local audience has also shifted away from the existing preju-

dices. Despite the fact that The Silent Forest(無聲) dealt with a sex crime incident at a deaf 

school and that Dear Tenant(親愛的房客) dealt with controversial issues like homosexuality, 

adoption, euthanasia, etc., both films defied the odds and achieved a huge success, ver-

ifying that the bygone notion of dark and heavy subjects being box office poison was no 

longer relevant.

Towards the end of 2020, when many Taiwanese films were on a winning streak despite 

the pandemic, Taiwanese films further strengthened their sweeping upturn. The queer 

melodrama Your Name Engraved Herein(刻在你心底的名字) was on a long-term roll after 

its release on the 30 of September. Not only did the stars of the film, TSENG Jing-hua(曾敬
驊) and CHEN Hao-sen(陳昊森), attract a great deal of attention, but the film was also the 

first queer movie in the history of Taiwanese films to exceed 100 million TWD at the box 

office. The so-called queer youth films have always been acknowledged as an area that 

Taiwan is exceptional at, and the huge success of Your Name Engraved Herein had once 

again proven the market’s demand and love for queer movies.

The triumph of Taiwanese films in 2020 reached its peak with Little Big Women(孤味), 

which was released on the 6 of November. As an adaptation of Director Joseph HSU(許承
傑)’s short film of the same title, this film portrays a traditional family in Tainan. CHEN Shu-

fang(陳淑芳) played the role of Shoying, who had raised three daughters on her own. After 

the passing of her husband, who had left home a long time ago, Shoying holds a funeral 

for him and comes to meet her husband’s lover, who had spent his last days with him. The 

various emotions between the mother and her daughters and between the sisters come 

to the surface. The movie dealt with various issues faced by Taiwanese women from each 

generation in depth and received empathy and passionate support from audiences of all 

generations after its release. The veteran actor Chen Shu-fang received Golden Horse 

Awards for Best Leading Actress and for Best Supporting Actress for this work and Your 

Name Engraved Herein, and became the most honored Taiwanese actor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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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x office gross of the 2020 Taiwanese film market totaled 5.159 billion TWD, which 

is about half the total gross of 10.191 billion TWD from 2019. The number of moviegoers 

was 21.83 million, which is also about half of the 43.20 million from 2019. But when we 

consider the fact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major Hollywood movies that 

used to lead the box office due to the influence of COVID-19, this drop is not surprising. On 

the other hand, Taiwanese films achieved relatively excellent results. A total of 71 movies 

(including 46 new releases) were shown in 2020. This was a slight decrease from the 77 

movies (including 57 new releases) in 2019, but the box office gross of 877 million TWD 

and the audience size of 3.81 million people show that there was huge growth from the 

703 million TWD and 3.02 million audience members in 2019. The annual box office market 

share of Taiwanese films was 17.02%, the highest recorded in the last few years, only sec-

ond to 18.65% from 2011.

For Taiwanese films, the lack of major Hollywood movies meant that a powerful threat was 

suppressed. So, the Taiwanese films of 2020 filled that void with their own ability instead. 

Works like Little Big Women, Your Name Engraved Herein, My Missing Valentine, etc. con-

tinued their long-term success through word-of-mouth. Also in 2020, the importance of 

the various streaming platforms in the public’s viewing habits was expanded due to the in-

fluence of COVID-19. And as these Taiwanese films were later released on various streaming 

websites, they sustained their topicality through receiving extensive prolonged attention.

Little Big Women, the most successful film in 2020, was an adaptation of a short feature 

film. The famous singer and actor Vivian HSU(徐若瑄) played the role of the second daugh-

ter, and worked as a film producer for the first time, producing the movie together with 

veteran producer and editor LIAO Ching-sung(廖慶松), who had been an employee of HOU 

Hsiao-hsien(侯孝賢) for a long time. Through this work, Vivian HSU became a film producer 

with a record of over a hundred million and stated in an interview, “When the director first 

came to me with the script, the second daughter, a father who had left home a long time 

ago, the difference in how they keep to their father’s side, as soon as I saw these character 

backgrounds, I felt that it was very similar to my actual family. I am also the second child in 

my family, and there was a woman looking after my father while he was away from home, 

too. So I felt that everything was very deeply related, and I felt very close to the work. Co-

incidentally, a friend who is close to this team was aware that I was interested in producing 

films, so things worked out naturally and I was able to demonstrate my bold and righteous 

personality as someone who wishes to work hard and help out.”

“After deciding to join the production team for Little Big Women, we got our hands on the 

short film and looked into it. The short film Little Big Women mainly deals with Shoying 

and Tsai and focuses on the process of how the two grownups deal with the task of a ‘fu-

neral’. The short film is slightly different in terms of subject, too, in that we do not leave 

the funeral parlor from the start to the end. The short film focuses more heavily on the un-

comfort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wedded wife and the mistress, so despite the short 

duration of 30 minutes, it is filled with dramatic tension. The afterglow lingered even after 

the movie ended, and I wanted to expand this story fully! What we aimed to tell through 

producing the feature film version were the things that could not be explained sufficiently 

due to the lack of time in the short film and how their mother’s marital state had affect-

ed the three daughters. We focused on the relationship of Shoying, the mother, and her 

three daughters rather than on the conflict between Shoying and Tsai, so there were some 

changes in the casting according to that. I am sincerely grateful to the film studio for let-

ting me play the role of the producer for this film. I was able to learn a lot about the pro-

fessional work that goes into filming a movie through this process and I realized that I was 

enjoying that process very much.”

The participation of LIAO Ching-sung, an old hand in filmmaking, as a mentor for Vivian 

HSU’s debut film as a producer was like adding wings to a tiger’s back. Liao Ching-sung, 

who always works hard on nurturing his successors, took on the heavy duty of a producer 

for Director Joseph HSU of Little Big Women. Vivian HSU stated the following regarding 

the matter. “LIAO Ching-sung is dubbed ‘the guardian of budding directors’, but he is 

also ‘the guardian of budding producers’! LIAO Ching-sung was in charge of the technical 

aspects, such as filming angle, editing, lighting, post-production work, etc. and I was in 

charge of casting requests and other miscellaneous work. Having LIAO Ching-sung allowed 

me to feel like I was in good hands. LIAO Ching-sung has very rich field experience, judged 

the camera angles perfectly, etc. and was the best teacher for Director Joseph HSU, who 

was filming his first feature film, and I have learned a lot as well.”

Vivian HSU expressed her sincere gratitude regarding Little Big Women ranking first place 

on the 2020 Taiwanese film box office, stating that everything came together perfectly. 

“Due to the influence of COVID-19, the release date of Little Big Women was postponed 

from Mother’s Day last year to November. With the continued absence of the Western 

films that used to dominate the cinemas, movie lovers gave Taiwanese films a new chance, 

and we were recognized and supported at the Golden Horse Awards, too. Little Big Wom-

en does not merely tell the story of a single Taiwanese family. Every Taiwanese person who 

visits the cinema will recognize a miniature version of their own household in the movie. 

As all these factors came together as one, Little Big Women was able to achieve results and 

evaluations that exceeded our expectations.”

Little Big Women gave us a sensitive and detailed portrayal of the realistic sides of various 

ethnic cultures in Taiwan, the various etiquettes of each religion and belief system, the 

endless conflicts arising from the differences in notions across generations, etc. Not only is 

it a growth experience that is deeply relatable to many Taiwanese viewers, but Vivian HSU 

herself has experienced it deeply. “My aborigine mother and my Hoklo father have really 

had a great influence on me. My mother is good, passionate and simple. She is someone 

who works hard without fearing hardship, and she always compliments and supports us. 

My optimistic and bright personality came from my mother. And I got my righteousness 

from my father, who is loyal and loves his friends. I was also brought up in a single parent 

family, and my mother raised her 3 children on her own. As we were busy making a living, 

apart from eating our meals and going to school, we, the 3 children, had to help out with 

everything else and divided up the house chores. And so, our family has very strong 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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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ight-knit relationship within the family deeply moved the Taiwanese audience in Little 

Big Women as well, and gave the Taiwanese film industry an accomplishment to be proud 

of amidst the pandemic.

Kevin CHANG

Kevin CHANG has 20 years of journalist qualifications in the Taiwanese press, and has continued to 

write film reviews and filmmaker interviews. He has served as a judge for film awards such as the Tai-

pei Golden Horse Film Festival, Taipei Film Festival, International Short Film Competition of Kaohsiung 

Film Festival, Chinese Film Media Awards, etc., before leaving the news. After entering the field of 

film production, he is committed to script development and is now a freelance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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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s of Top 10 Films in Domestic Box Office

Figures of Top 10 Films in Japanese Box Office

No.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JPY)  Gross(USD) Production Distribution

1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Demon Slayer: Kimetsu no 

Yaiba the Movie: Mugen 

Train

소토자키 하루오 SOTOZAKI Haruo 일본 Japan 애니메이션 Animation  36,550,000,000  332,270,000 Aniplex, Shueisha, ufotable Toho, Aniplex

2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Star Wars: The Rise of 

Skywalker
J.J. 에이브럼스 J. J. ABRAMS 미국 USA 판타지 Fantasy  7,320,000,000  66,550,000 Lucasfilm, Bad Robot Productions WDS

3 극장판 오늘부터 우리는!!
From Today, It's My Turn!!: 

The Movie
후쿠다 유이치 FUKUDA Yuichi 일본 Japan

액션, 

코미디

Action, 

Comedy
 5,370,000,000  48,820,000 AX - ON, NTV Toho

4 기생충 Parasite 봉준호 BONG Joon - ho 한국 Korea 드라마 Drama  4,740,000,000  43,100,000 Barunson E&A Bitters End

5 컨피던스 맨 JP
The Confidence Man JP: 

Princess
타나카 료 TANAKA Ryo 일본 Japan 코미디 Comedy  3,840,000,000  34,910,000 

The Confidence Man JP production 

committee
Toho

6 도라에몽 노비타의 신공룡
Doraemon the Movie: 

Nobita's New Dinosaur
이마이 카즈아키 IMAI Kazuaki 일본 Japan 애니메이션 Animation  3,350,000,000  30,450,000 SHIN - EI Animation etc. Toho

7 테넷 Tenet 크리스토퍼 놀란 Christopher NOLAN 미국,영국 USA, UK 액션 Action  2,730,000,000  24,820,000 Syncopy, WBP WBP

8 사고물건 무서운 방 STIGMATIZED PROPERTIES 나카타 히데오 NAKATA Hideo 일본 Japan 호러 Horror  2,340,000,000  21,270,000 Stigmatized Properties Film Partners Shochiku

9 실
Threads - Our Tapestry of 

Love
제제 다카히사 ZEZE Takahisa 일본 Japan 드라마 Drama  2,270,000,000  20,640,000 Threads Film Partners Toho

10 극장판 바이올렛 에버가든
Violet Evergarden:  

the Movie
이시다테 타이치 ISHIDATE Taichi 일본 Japan 애니메이션 Animation  2,130,000,000  19,360,000 

Violet Evergarden Production 

Committee
Shochiku

No.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JPY)  Gross(USD) Production Distribu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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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vie
후쿠다 유이치 FUKUDA Yuichi 일본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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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Action, 

Comedy
 5,370,000,000  48,820,000 AX - ON/NTV Toho

3 컨피던스 맨 JP
The Confidence Man JP: 

Princess
타나카 료 TANAKA Ryo 일본 Japan 코미디 Comedy  3,840,000,000  34,910,000 

The Confidence Man JP production 

committee
Toho

4 도라에몽 노비타의 신공룡
Doraemon the Movie: 

Nobita's New Dinosaur
이마이 카즈아키 IMAI Kazuaki 일본 Japan 애니메이션 Animation  3,350,000,000  30,450,000 SHIN - EI ANIMATION etc. Toho

5 사고물건 무서운 방 STIGMATIZED PROPERTIES 나카타 히데오 NAKATA Hideo 일본 Japan 호러 Horror  2,340,000,000  21,270,000 Stigmatized Properties Film Partners Shochiku

6 실
Threads - Our Tapestry of 

Love
제제 다카히사 ZEZE Takahisa 일본 Japan 드라마 Drama  2,270,000,000  20,640,000 Threads Film Partners Toho

7 극장판 바이올렛 에버가든
Violet Evergarden:  

the Movie
이시다테 타이치 ISHIDATE Taichi 일본 Japan 애니메이션 Animation  2,130,000,000  19,360,000 

Violet Evergarden Production 

Committee
Shochiku

8 카이지 파이널 게임 KAIJI: FINAL GAME 사토 토야 SATO Toya 일본 Japan 스릴러 Thriller  2,060,000,000  18,730,000 Kaiji Final Game Film Partners Toho

9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헤븐즈필 제3장 스프링 송

Fate/stay night Heaven's Feel 

Ⅲ. spring song
스도 토모노리 SUDO Tomonori 일본 Japan 애니메이션 Animation  1,950,000,000  17,730,000 ufotable Aniplex

10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더 무비: 히어로즈 라이징

My Hero Academia:  

Heroes rising
나가사키 켄지 NAGASAKI Kenji 일본 Japan 애니메이션 Animation  1,790,000,000  16,270,000 

My Hero Academia The Movie 

Project
Toho

출처: Motion Picture Producers Association of Japan, Inc. http://

www.eiren.org/boxoffice_e/index.html

Japanese Film Database. https://jfdb.jp/



일본 JAPAN 73메이드 인 아시아 MADE IN ASIA72

다른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2020년 일본 영화 업계 역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해외 주요 영화 시장의 연간 흥행 수익이 예년 대비 60~70%이나 감소한 사실을 고려하면 일본은 상

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영화와 외국 영화를 합친 작년 총 흥행 수익은 1,432억 8,500만 엔으로, 이는 2,611억 8,000만 

엔을 기록한 2019년과 비교해보면 약 45%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2019년도 흥행 수익이 사상 최고치

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최고치에서 - 45% 수준에 그친 데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영화관이 완전 휴업 태세로 들어간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정

부가 영화관의 휴업을 명령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영화관이 일률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문을 닫

았다고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3월 하순경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

로 휴업에 돌입한 영화관이 나왔고 4월 7일 정부가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제1차 긴급사

태를 선언하면서 대도시 영화관은 거의 문을 닫았다. 그리고 4월 16일, 전국적으로 긴급사태가 선언되

면서 전체 영화관이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이후 5월 25일 제1차 긴급사태 선언의 완전 해제와 함께 영

화관도 영업을 재개했다. 즉, 영화관이 문을 닫은 기간은 약 한 달 반에서 길면 두 달 정도였다. 그리고 

2021년이 시작될 때까지 추가 긴급 사태 선언이 발령되지 않았으므로 영화관은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

다. (2021년 1월에 제2차 긴급사태를 선언했으나, 이때는 영화관이 휴업 대신에 상영 시간을 오후 8시

까지로 제한하거나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영업을 지속했다.)

일 년 가운데 고작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만 문을 닫은 것 치고 45%나 흥행수익이 감소한 것은 너무 

큰 타격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많은 영화관이 입장 가능 인원수를 절반으로 제

한한 점이 실제로 큰 타격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할리우드의 메이

저급 화제작이 개봉을 미룬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바로 영화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코로나 확산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

라는 공포감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데에 있다. 아직 영화관이 문을 닫기 전인 3월 초부터 이

미 여러 곳에서 관객 수가 감소하고 있었다. 막연하게 뿌리내린 공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영화흥행조

합도 영화관 내 환기가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공개하는 

등 대책을 세웠으나, 2021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영화관이라는 공간이 주는 공포심은 완전히 사라지

지 않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다른 아시아권 나라와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

람하는 관객의 고령자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코로나에 걸리면 고령자일수록 증상이 심각하거나 치명

적이라는 정보가 전문가와 정부 쪽에서 나오면서 고령자의 발길이 줄어들었다.

다만 이러한 고령자 관객의 감소를 한 번에 메꿔줄 기적과도 같은 대히트작이 혜성처럼 등장한 사실은 

2020년 총 흥행 수익을 전년대비 - 45% 수준에서 멈추게 하는 최대 원동력으로 작용했음에 틀림없

다. 이 히트작은 바로 해외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극장판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

열차편〉이다. 2020년 10월 일본에서 개봉한 이 영화는 2020년 12월 말까지 단기간에 365억 5,000

만 엔이라는 엄청난 흥행 수익을 올리며 일본 영화의 흥행 역사에서 신기록 수립이라는 큰 획을 그었다. 

이 수치는 2020년 국내 총 흥행 수익의 1/4을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이 벌어들였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 작품은 2021년에 들어서도 여전히 좋은 성적과 함께 순조롭게 상영되고 있으며 4월 마지막 주

2020년  

일본 영화산업 동향

말 기준 수익이 396억 엔인 것으로 보아, 분명히 일본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400억 엔대를 찍을 것으

로 예상된다.

일본 영화와 해외 영화의 흥행 수익 비율에서 일본 영화가 해외 영화를 살짝 웃도는 형세가 최근 일본 

영화계의 당연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2020년 일본 영화의 수익 비율이 76.3%를 기록했는데 그 배경

에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의 효과 외에도 대형 할리우드 영화의 부재가 있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외국 영화의 흥행 수익만 보더라도 2019년 1,190억 엔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340억 엔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무려 70% 이상 감소한 수치다.

실제로 2020년은 2번에 걸친 흥행 신기록 달성 뉴스가 일본 국내를 뜨겁게 달군 해이기도 하다. 첫 번째 

기록은 제1차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된 후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직전에 등장했다. 할리우드 영화를 포함

해 많은 화제작이 개봉을 연기한 탓에 극장에 상영할 신작 영화가 부족해진 도호(東寶)는 스튜디오 지브

리의 과거 애니메이션 작품을 재상영하여 본격적으로 여름방학이 도래하기 전에 이 고비를 넘기려고 했

다. 여기서 등장한 한편의 작품이 바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었다. 이 영

화는 6월 26일 재개봉 직후 3주 동안 모든 신작 영화가 동원한 관객 수를 넘어서서 주간 흥행 성적 1위

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2001년 첫 개봉 당시 수익에 8억 8,000만 엔이 추가된 316억 8,000만 엔

이라는 수익을 기록하며 일본 국내 흥행 신기록을 세웠다.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극장을 방문하여 고령자 

관객의 빈 자리를 채웠고 옛 영화를 보러 온 젊은이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재개봉을 통해 얻은 추가 수익으로 일본 최고의 흥행 수익작이라는 

명예를 손에 쥔 기간은 고작 반년에 불과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이 

단기간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세운 기록을 갈아치우며 괴물 같은 신기록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이 영화가 거둔 대성공을 통해 우리는 다른 아시아권 나라의 히트작이 보여주는 성공 방식과는 다른, 

일본 특유의 성공 방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일본에서는 영화의 장르가 액션이

냐, 호러냐, 멜로냐, 코미디냐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단 애니메이션이어야 한다는 점이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이 일본어판 제목에는 언제나 ‘극장판’이라는 단어가 함께 하

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2020년도 일본 영화 흥행 수익 상위 10위권 내에 진입한 작품 리스트를 

살펴보면, ‘극장판’이라는 말이 표기된 작품이 총 4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위인 〈극장판 귀멸

의 칼날: 무한열차편〉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오늘부터 우리는!!〉, 7위의 〈극장판 바이올렛 에버가든〉, 

9위의 〈극장판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헤븐즈필 제3장 스프링 송〉을 보면 제목에 ‘극장판’이라는 단어

가 들어가 있다. 4위를 차지한 Doraemon the Movie 2020: Nobita’s New Dinosaur의 제목에도 들

어가 있는 ‘더 무비(영화)’라는 단어 역시 결국은 ‘극장판’과 같은 의미를 지니므로 이 영화까지 포함하

면 총 5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영화 타이틀에 ‘극장판’ 혹은 ‘영화’와 같은 단어를 추가해야 하는 이유는 이전까지 TV 애니메이션, 웹 

애니메이션, TV 드라마 등 극장용 영화가 아닌 분야에서 같은 제목(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

만 제목의 중요한 부분은 동일하다 볼 수 있다)을 가진 인기 작품이 있는 데다 애초에 원작 만화나 소설

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도 원작 만화의 인기를 바탕으로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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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이 제작되었고 이것이 더 높은 인기와 호평을 불러일으키며 ‘극장판’의 제작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해당 영화가 영화관에서 히트를 치자,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 『귀멸의 칼날: 유곽편』의 TV 방영

계획이 발표됐다. 이 TV 애니메이션 역시 벌써부터 성공이 점쳐지고 있으니 이 성공을 바탕으로 극장

판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 

‘극장판’과 ‘영화’라는 말이 붙은 제목의 영화가 상당수 연간 흥행 수익 Top10에 진입하는 현상은 일본 

영화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영화감독이 만들고자 하는 오리지널 실사 영화가 성

공을 거두기 어려운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이 점을 제작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독 오리지널 영화 

기획을 바탕으로 메이저 영화를 제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2018년 개봉한 일본 영화 가운데 45

억 5,000만 엔의 흥행 수익을 기록하며 흥행 성적 전체 4위를 기록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은 정말 몇 안 되는 예외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고레에다 감독의 명성과 칸영화제 황

금종려상 수상작이라는 사실이 작용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다. 하지만 크게 성공한 일본 영화

를 살펴보면 원작 만화나 소설을 바탕으로 이미 TV 애니메이션화 또는 TV 드라마화가 진행되었고 여

기서 얻은 성공이 영화 제작으로 이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봉준호 감독이 하나부터 열까지 오리지널

리티를 가지고 만들어 낸 〈기생충〉과 같은 영화가 일본에서 제작되고 또 그것이 큰 성공을 거둘 미래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테루오카 소조

아시아영화 전문가로서 도쿄 도립대학, 이케부쿠로 대학의 교수 및 도쿄국제영화제의 아시아영화 수석프로그

래머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 홍콩영화제, 금마장 등 유수의 국제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로 활동해왔으며 『키

네마준보』와 『피아』 등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현재 오사카아시아영화제의 프로그램 디렉터이다.

Like the rest of the world, Japan and its film industry suffered greatly in 2020 due to 

COVID-19. However, the impact of the pandemic on Japan was relatively small considering 

the 60-70% decrease in box office profits of other major international film markets com-

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 total box office profit of Japanese and international movies combined was 143.285 

billion JPY, which represented a 45% decrease from the 261.180 billion JPY of 2019. But 

we need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act that Japan had recorded the highest number in 

profit in 2019. There are also three reasons the profit dropped around 45%.

First of all, the period of time that movie theaters were completely closed down was not 

that long. closed down was not that long since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have any 

legal power to order movie theatres to shut down.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e 

exact amount of period the movie theatres were closed down. Beginning in late March, 

when COVID-19 started to spread, movie theaters started to close around the metropolitan 

area, and on April 7, the government declared the first state of emergency in major cities 

such as Tokyo and Osaka, which caused most movie theaters in the major cities to stop 

operation. Then on April 16, the state of emergency was expanded across the entire coun-

try and all movie theaters closed down. Movie theaters resumed operation after May 25 

when the first state of emergency was completely lifted. Thus, the period of time in which 

the movie theaters were closed was just one-and-a-half to two months. And because no 

additional states of emergency declarations were made until the beginning of 2021, movie 

theaters continued their operations. (In January of 2021, a second state of emergency was 

declared, but instead of closing down, movie theaters continued their operations with lim-

its on showtimes until 8:00 pm and restrictions on food and drink sales.)

Some may say that a 45% decrease in box office profits is too big of an impact considering 

that the movie theatres had only closed down for one-and-a-half to two months during 

the year. For many movie theaters, limiting the seating capacity to only a half causes a 

big impact, and just like other countries, postponing highly anticipated Hollywood movies 

would have also impacted Japan's movie industry.

But the most important cause of the drop in profits was that the fear that movie theaters 

were a place of high-risk for COVID-19 infection filled the minds of the people. Starting 

early in March, even before the movie theatres had closed, movie theater attendance was 

already in decline. To calm this ill-defined fear, the Japan Film Commission Promotion 

Council (JFCPC) took measures such as producing a promotional video about how movie 

theaters were well-ventilated and posting it on Youtube. But even today, the fear of movie 

theaters still exists. And compared to other Asian countries, a characteristic that is unique 

to Japan is that the ratio of older audiences is very high. When the experts and the gov-

ernment revealed information that older people were more vulnerable to COVID-19, the 

elderlies have stopped entering the movie theatres.

Japanese Film Market  

Trend in 2020



일본 JAPAN 77메이드 인 아시아 MADE IN ASIA76

But it is certain that the total box profit decrease of 2020 remained only at around 45% 

compared to 2019 due to of a major box office hit that appeared out of nowhere to make 

up for the decrease of older audiences. This movie was the animation Demon Slayer: 

Kimetsu no Yaiba the Movie: Mugen Train, which was a major hit internationally as well. 

Released in Japan in October of 2020, this movie recorded an incredible box office profit 

number of 36.55 billion JPY in just two months and made history as the most successful 

Japanese movie ever. This number signifies that Demon Slayer: Mugen Train generated a 

fourth of the total box office profits in Japan in 2020. This film is still producing great re-

sults in 2021 as it is still being shown, and seeing that it recorded a profit of 39.6 billion JPY 

by the last weekend of April, this movie is clearly expected to hit the 40 billion JPY mark 

for the first time in Japanese film history.

The fact that Japanese films are doing better than international films at the box office is 

a natural phenomenon in the Japanese film industry recently. In 2020, Japanese movies 

made up 76.3% of the total box office profits, but there is no doubt that this has to do with 

not only the result of Demon Slayer: Mugen Train, but also the fact that major Hollywood 

films were not released. Looking at the box office profits of international films, in 2019, 

they recorded 119 billion JPY, and in 2020, this number dropped to 34 billion JPY, which is 

a whopping 70% de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Actually, 2020 was a year that excited Japan with the news of two new box office records. 

The first record appeared right before the start of the summer break after the lifting of the 

first state of emergency declaration. Because there was a lack of films to screen in theaters 

due to many anticipated Japanese and Hollywood films postponing their releases, distrib-

utor Toho revived past Studio Ghibli animation films to overcome this crisis before summer 

officially began. A film that was included in this was director HAYAO Miyazaki’s Spirited 

Away. Shortly after its re-release on June 26, it exceeded the total attendance of all the 

new movies of 2020 put together in just three weeks and recorded the highest weekly box 

office success. With an additional 880 million JPY added to the profit after its initial release 

in 2001, the film recorded a new box office record in Japan with a total profit of 31.68 bil-

lion JPY. Many young audiences visited theaters to make up for the absence of older audi-

ences, and a new trend of younger audiences watching old movies began to develop.

Though Spirited Away became Japan’s most successful box office hit in history after its 

re-release, this honor only lasted half a year. As mentioned earlier, Demon Slayer the 

Movie: Mugen Train broke the record of Spirited Away in a short amount of time and set a 

monstrous new record.

Through the success of this movie, we can see that Japan has its own unique way of suc-

cess, different from that of the box office hits from other Asian countries. In Japan, it’s not 

important whether the film’s genre is action, horror, romance, or comedy. This is because 

the key to success is whether it’s an animation or not.

Also, another thing to note is that in the Japanese edition, the title always includes ‘the 

Movie’. If you actually look at the top 10 list of movies of the best box office records in 

2020, there are four films that have ‘the Movie’ in their Japanese title, including first-place 

Demon Slayer the Movie: Mugen Train, second-place From Today, It’s My Turn!!, sev-

enth-place Violet Evergarden the Movie, 2020, and ninth place Fate/Stay Night [Heaven’s 

Feel] III. Spring Song, 2020. The fourth-place film on that list Doraemon the Movie 2020: 

Nobita’s New Dinosaur (*Not released in Korea) also has ‘the Movie’ in its title, so there 

are actually five films with ‘the Movie’ in their titles. The reason they add ‘the Movie’ to 

the film’s title is because there have been popular forms of this film in TV animation, web 

animation, and TV dramas with the same title (they may not be completely the same, but 

the important parts of the title are still the same) and because the original manga or nov-

el exists. Demon Slayer the Movie: Mugen Train was produced into a TV animation after 

the popularity of the original manga, and due to its popularity and critical acclaimation, it 

was made into a film. Once the film became a hit in the movie theaters, plans for the TV 

broadcast of Demon Slayer: Yūkaku-hen, 2021 have been announced. This TV animation is 

already set to be a huge success, so riding on its popularity,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a 

film adaptation is also on its way.

The phenomenon of films with ‘the Movie’ in the title making it into the top 10 biggest box 

office hits hints at a deep-seated problem in Japan’s film industry. The reality of the Japa-

nese film industry is that it is difficult for an original live-action film made by a movie direc-

tor to achieve success. Production companies know this well, thus it is not easy for a direc-

tor’s original film plan to be produced into a major motion picture. Of the movies released in 

2018, director HIROKAZU Koreeda’s Shoplifters `was one of the few exceptions, recording 

a box office ranking of fourth, overall with a profit of 4.55 billion, but this was achieved 

because of director Koreeda’s reputation and the fact that the film was awarded the Palme 

d’Or at 2018 Cannes Film Festival. But if you look at the Japanese films that have achieved 

great success, most of them already have had TV animations and TV dramas made from 

their original manga or novels, and the popularity of these led to their film adaptation. It is 

difficult to expect a film like Parasite which director BONG Joon-ho created from originality, 

from beginning to end. to be produced in Japan and for it to achieve great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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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g Kong Film Festival, Taipei 

Golden Horse Film Festival and others. As the film critic, he is writing for the Kinema Junpo, PIA and 

others. He is currently a programming director of Osaka Asian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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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s of Top 10 Films in Thailand Box Office

Figures of Top 10 Films in Domestic Box Office

No.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THB)  Gross(USD) Distribution

1 어쩌다 여전사 Riam Fighting Angel 프루에크사 아마루지 Prueksa AMARUJI 태국 Thailand 코미디 Comedy   75,590,000 2,427,195 M Pictures

2 테넷 Tenet 크리스토퍼 놀란 Christopher NOLAN
미국,

영국

USA,

UK
액션 Action   72,710,000   2,334,718 Warner Bros. Pictures

3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Demon Slayer: Kimetsu no Yaiba the 

Movie: Mugen Train
소토자키 하루오 SOTOZAKI Haruo 일본 Japan 애니메이션 Animation   72,630,000   2,332,149 M Pictures

4 뮬란 Mulan 니키 카로 Niki CARO 미국 USA 액션 Action   64,640,000   2,075,590 Walt Disney Pictures

5 원더 우먼 1984 Wonder Woman 1984 팻티 젠킨스 Patty JENKINS 미국 USA 액션 Action   63,540,000   2,040,269 Warner Bros. Pictures

6 콘 - 하티스트 The Con - Heartist 메즈 다라톤 Chayanop BOONPRAKOB 태국 Thailand
로맨틱  

코미디
Romantic Comedy   56,220,000   1,805,224 GDH

7 반도 Train to Busan Presents: Peninsula 연상호 YEON Sang-ho 한국 Korea 액션 Action   52,760,000   1,694,124 Mongkol Cinema

8 로우 시즌 Low Season 나레우바디 웻차캄 Naruebordee WECHAKUM 태국 Thailand
로맨틱  

코미디
Romantic Comedy   40,130,000   1,288,574 Sahamongkol Film

9 피낙 2 Pee Nak 2 폰타리스 촛키사다르소폰
Phontharis 

CHOTKIJSADARSOPON
태국 Thailand 공포 Horror   35,380,000   1,136,052 Five Star Production

10 버즈 오브 프레이(할리 퀸의 황홀한 해방)
Birds of Prey (and the fantabulous 

Emancipation of One Harley Quinn)
캐시 얀 Cathy YAN 미국 USA 액션 Action 31,370,000   1,007,291 Warner Bros. Pictures

No.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THB)  Gross(USD) Distribution

1 어쩌다 여전사 Riam Fighting Angel 프루에크사 아마루지 Prueksa AMARUJI 태국 Thailand 코미디 Comedy   75,590,000   2,427,195 M Pictures

2 콘 - 하티스트 The Con - Heartist 메즈 다라톤 Chayanop BOONPRAKOB 태국 Thailand
로맨틱  

코미디
Romantic Comedy   56,220,000   1,805,224 GDH 

3 로우 시즌 Low Season 나레우바디 웻차캄 Naruebordee WECHAKUM 태국 Thailand
로맨틱  

코미디
Romantic Comedy   40,130,000   1,288,574 Sahamongkol Film

4 피낙 2 Pee Nak 2 폰타리스 촛키사다르소폰
Phontharis 

CHOTKIJSADARSOPON
태국 Thailand

공포, 

호러 코미디

Horror, 

Horror Comedy
  35,380,000   1,136,052 Five Star Production

5 The Rural Boys and the Idol Girls The Rural Boys and the Idol Girls
Surasak PONGSORN, 

Thiti SRINUAN

Surasak PONGSORN,  

Thiti SRINUAN
태국 Thailand 드라마 Drama   13,320,000   427,705 Sahamongkol Film

6
The Ghoul: Horror At The Howling 
Field

The Ghoul: Horror At The Howling 
Field

찰럼 웡핌 Chalerm WONGPIM 태국 Thailand 코미디 Comedy   10,570,000   339,403 Phranakorn Film

7 Pojamarn the Legacy Pojamarn the Legacy 포이 아논 Poj ARNON 태국 Thailand 액션 Action   8,330,000   267,476 Film Guru, Hor Teaw Tak Universe

8 엄마는 프로게이머 Mother Gamer 얀용 쿠루앙쿠라 Yanyong KRUANGKURA 태국 Thailand 액션 Action   7,810,000   250,779 Sahamongkol Film

9 오 마이 파더! My God! Father 파왓 파낭카시리 Phawat PANANGKASIRI 태국 Thailand 코미디 Comedy   7,470,000   239,862 Transformation Films

10 Morning Glory Morning Glory 에까차이 시위차이 Ekachai SRIVICHAI 태국 Thailand 드라마 Drama   6,650,000   213,532 M Thirty Nine

출처: Donsaron KOVITVANIT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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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8일, 태국 내 모든 상영관이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폐쇄 명령을 받았다. 아마도 

태국의 현대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던 바, 태국의 영화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상영관이 다시 문을 연 후 개봉한 첫 영화는 6월 3일에 개봉한 포이 아논의 Pojamarn The Legacy

이다. Major Cineplex가 투자하고 포이 아논의 Film Guru가 제작한 이 영화는 박스오피스에서 8.33 

million THB를 벌어들였다. Pojaman The Legacy는 포이 아논의 인기 영화 시리즈 Hor Taew Taek

의 트랜스젠더 코미디 스핀 오프였는데,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성적이 더 좋았겠으나, 상영관 내 사회

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영화도 흥행하기 매우 어려웠다. 6월 3일 이후, 극장들은 관

객 수를 한 영화당 20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정부의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했고, 한 줄에서 각 좌석 

사이에 3칸을 비워야 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2020년 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 15%에서 26.7%로 증가했다. 할리우

드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대부분 연기되거나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직행했기 때문이다. 2020년 태국 영

화의 총 수익은 298 million THB로 20년 만에 최저 성적이었으며, 2020년 개봉한 37편의 태국 영화 

중 1억 THB를 돌파하는 흥행 기록은 나오지 않았다. 37편의 영화 중 박스오피스 총 수익이 1,000만 

THB를 넘은 영화는 6편뿐이다.

2020년 태국 영화를 비롯한 모든 태국 내 개봉 영화 중 올해 가장 큰 흥행은 지난 2018년 Bike man의 

성공 배경이기도 한 M Pictures, Workpoint Entertainment, Raruek Production이 함께 제작한 〈어

쩌다 여전사〉이다. 프루에크사 아마루지 감독이 연출을 맡고 슈퍼스타 Bella Ranee Campen이 출연한 

이 영화는75.59 million THB (2,405,027 USD)의 흥행 수익을 올리며 여전히 코미디가 태국 영화팬들

이 좋아하는 장르라는 것, 그리고 2018년 TV 시리즈 ‘Love Destiny’로 유명해진 배우 라니 캄펜이 티

켓 파워를 입증했다. 비록 영화의 흥행 총 수익이 100 million THB를 넘지는 못했지만, 이 영화의 성공

으로 태국 영화계 사람들은 태국 관객들이 여전히 태국 영화를 좋아한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2019년 3편의 영화를 개봉한 GDH는 2020년에는 단 1편만을 개봉했다. 그 영화는 수년 전 ATM과 

〈아이 파인.. 땡큐.. 러브 유〉로 GTH에 큰 성공을 가져다 주었던 메즈 타라톤 감독의 〈콘 - 하티스트〉이

다. 태국의 슈퍼 스타 나뎃 쿠키미야와 핌차녹 르비삿빠이불이 출연하면서 영화의 큰 흥행을 기대했다. 

결국 2020년 개봉 성적 치고는 꽤 좋은 5,622만 THB (1,788,566 USD)의 흥행 수익을 올렸지만, 태

국 최대 스타 두 명이 출연하며 두 작품이나 흥행에 성공시킨 감독이 연출을 맡아 GDH에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영화의 성적으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수치였다. 3월 폐쇄 명령 전 Sahamongkol Film 

International이 개봉한 영화 〈로우 시즌〉은 중간 수준의 성공을 거두었다. 나레우바디 차캄 감독이 연

출하고 태국의 연인 마리오 마우러가 주연을 맡은 이 로맨틱 코미디는 박스오피스에서 4,013 만 THB 

(1,276,683 USD)를 벌어들였다.

 
걸그룹 AKB48의 태국 자매 그룹 BNK48이 Sahamongkol과 합작해 만든 코미디 ‘The Rural Boys 

and the Idol Girls’은 BNK48이 태국 농촌 지역의 관객들에게 그룹 멤버 중 일부를 홍보하기 위해 만

든 영화다. 지난 2017년 태국 동북부 지역의 관객들을 위해 제작한 Surasak Pongsorn 감독의 독립영

화 ‘Thai Baan The Series’가 흥행에 성공했다. 감독이 Sahamongkol과 같은 대형 스튜디오와 처음으

로 호흡을 맞춘 The Rural Boys and the Idol Girls은 흥행 총액 1,332 만 THB (423,758 USD)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며, 관객이나 영화 평론가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이 영화에서 유일하

2020년  

태국 영화산업 동향

게 기억에 남는 것은 유튜브 조회 수 1억 5천 9백만 건을 기록한 OST Dode Di Dong이다. 3월의 상영

관 폐쇄로 Sahamongkol은 4월에 개봉될 예정이었던. 얀용 쿠루아웅쿤 감독(〈앱 워〉(2018), Back to 

the 90’s(2015))의 영화 〈엄마는 프로게이머〉의 개봉을 연기했다. 결국 9월에 개봉해 박스오피스에서 

781만 THB (248,465 USD)만을 벌어들였다.

2014년부터는 지역 영화의 성장세를 볼 수 있는데, 특히 북동 지역의 관객을 위해 북동어로 만들어진 

영화가 눈여겨볼 만하다. 농촌 지역에서의 흥행은 큰 회사들, 특히 M Pictures와 M39의 지역 영화 제

작을 이끌었다.

Major Cineplex의 자회사인 M39는 2009~2012년 Loser Lover와 같은 성공적인 타이틀을 제작하

기도 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의 작품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2019년에는 M39를 설립한 Jantima 

LIAWSIRIKUL, Kittikorn LIAWSIRIKUL, Monthon ARAYANGKOON이 회사를 떠나고 Major Cineplex

는 M39 사업에 Major Cineplex의 마케팅에 있던 Panchalee NITHIJIRAROJ를 임명했다. Panchalee의 

지휘 아래 M39는 에까차이 시위차이 감독이 북동어 및 남부어로 만든 로맨틱 코미디 Morning Glory 같

은 지역 영화를 제작했다. 태국 남부 지방의 전통 음악 가수 출신인 에까차이는 그의 지역에 많은 팬을 가

지고 있다. 2016년부터 남부권의 현지 관객들을 위해 남부어 영화를 감독하기 시작했다.

Morning Glory는 봉쇄 조치 후 다시 문을 연 상영관에서 개봉하여 방콕과 치앙마이 등지에서 박스

오피스 665만 THB (211,561 USD)를 벌어들였지만 태국의 다른 지역, 특히 남부와 북동부의 흥행 성

적이 매우 좋았다. 그 결과 에까차이는 2020년 M39를 위한 또 다른 영화 Luckily in Love를 감독했

다. Luckily in Love는 북동권 관객들을 위해 북동어로 제작했지만 흥행에서는 428만 THB (136,080 

USD)에 그치고 말았다.

M39는 또한 에까차이 시위차이가 직접 투자하고 감독한 1960년대 태국 성전환 여성의 삶을 다룬 영

화 Sita를 배급하기도 했지만, 박스오피스 수입은 51만 THB (16,221 USD)에 불과했다.

M Pictures의 경우, 〈어쩌다 여전사〉를 제외하고는 2020년에 성공시킨 작품이 하나도 없다. 논지 니

미부트르가 제작하고 군파윗 푸와돌위시드가 연출한 드라마 스릴러 영화 〈복수의 밤〉은 2019년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를 가졌지만, 결국엔 2020년 8월에서야 태국 상영관에서 그 

때와는 달라진 편집과 엔딩으로 상영되었다. 영화는 태국의 관객과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지만, 

309만 THB (98,282 USD)의 흥행 수익에 그쳤다.

M Pictures는 2019년 영화 On - Son - Dae로 흥행한 Teeradech SAPANYOO 감독이 Land of 

Smiles Film에서 제작한 북동어 영화 Love Rumble 등의 독립영화도 배급했다. 하지만 Love Rumble

은 박스오피스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320만 THB (101,781 USD)뿐이었다.

 
M Pictures가 배급한 또 다른 영화는 Love You Koak E - Gerng인데 성공한 TV 시리즈 제작자이자 

감독인 Thongchai PRASONGSANTI가 최근 설립한 영화사 Buffalo Film에서 투자, 제작, 감독을 맡

은 북동어 영화이다. Thongchai가 2019년에 Channel 7HD에서 성공시킨 TV 시리즈 Mister Indy 

Honey Hipster의 스핀오프로 슈퍼스타 수꼬라왓 까나로스까지 기용했지만 영화 성적은 박스오피스 

271 만 THB (86,195 USD)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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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ily in Love, Love Rumble, Love You Koak E - Gerng의 연이은 실패는 지역 영화가 더는 관객

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겠다. 엄청난 스타가 나와도, 태국의 최고 시청률 TV 시리즈의 스

핀 오프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M Pictures, True iContent, Bangkok Film Studio와 Matching Studio Plus의 합작 회사인 

Transformation Film이 중국의 2017년 흥행작 〈송풍파랑〉을 태국에서 〈오 마이 파어!〉로 리메이크

했다. 파왓 파낭카시리 (TV 시리즈 ‘Love Destiny’ 감독)가 감독하고 태국 최고의 스타 타나왓 와타나

푸티, 찬따윗 따나새위가 출연하는 이 초대형 리메이크는 박스오피스에서 성적은 좋지 그리 좋지 못해 

747만 THB (237,504 USD)의 흥행 성적을 기록했다. CJ E&M과 Major Cineplex가 협업한 CJ Major

에서 2020년 봉쇄 조치 전 한 편의 영화를 개봉했는데, 2003년 곽재용 감독의 영화 〈클래식〉을 리메

이크한 Classic Again이다. M.L. Chalermchatri YUKOL이 제작하고 Tatchapong SUPASRI가 감독한 

이 영화는 태국 박스 오피스에서 389만 THB (123,680 USD)를 기록했다.

2020년 창립 40주년을 맞은 Five Star Production에게도 힘든 한 해였다. 2019년 Five Star 

Production의 히트작 〈피낙〉의 후속작으로 폰타리스 조키즈사다르소폰이 감독한 〈피낙 2〉가 2020

년 2월 17일 개봉했는데 전국의 상영관이 3월 18일부터 폐쇄되면서 상영이 중단되면서 영화의 상

영 기간이 고작 한 달이었다. 영화관을 찾는 것이 두려워 관객이 감소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영화는 

3,538만 THB (1,124,889 USD)의 흥행 수익을 올렸는데, 2020년의 성적으로는 좋은 결과지만 정상

적인 상황이라면 이보다 더 잘 나왔을 것이다.

팬데믹과 불투명한 미래 문제로 인해 Thana Cineplex의 자회사로 태국 북부, 중앙 북부 및 중남부에

서 현지 영화 배급과 상영관을 운영하는 Phranakorn Film은 2020년 4월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

하고 수많은 직원을 해고했다. 2001년에 설립되어 2021년 20주년을 기념하려 했던 회사는 2020년 

두 작품을 개봉했는데, 하나는 유스라트 시파팍 (〈킬러 타투〉(2001), 〈라트리: 플라워 오브 더 나잇〉

(2003)) 감독의 대규모 예산의 판타지 영화 Moon Killer이고, 다른 한 작품은 찰럼 웡핌 (〈다이너마이

트 워리어〉(2006)) 감독의 호러 코미디 The Ghoul: Horror At The Howling Field이다.

지난 4월 Phranakorn Film과 Thana Cineplex의 사업 종료를 발표했으나 Phranakorn에는 여전히 개

봉을 앞둔 작품이 3개 남아있었다. 2020년 10월 개봉한 The Ghoul: Horror At The Howling Field

는 놀랍게도 박스오피스에서 1,057만 THB (336,078 USD)를 벌어들였는데, 이는 어려운 시기에 개봉

한 소규모 영화치고는 좋은 성적이다.

2020년은 많은 독립 영화사에게 악몽이었다. Surasak PONGSORN이 제작하고 Thai Baan: The 

Series의 출연진 중 한 명이었던 Phuwanet Seechompoo의 감독 데뷔작인 ‘Call Me Daddy’는 박스

오피스에서 6.01 million THB (191,036 USD)의 성적에 그쳤다. 북동권 지역 상영관 체인인 MVP가 투

자하고 배급한 ‘Call Me Daddy’는 지난 몇 년 동안 좋은 흥행을 보인 북동어 영화에 비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2020년에 개봉한 태국 영화 37편 중 박스오피스에서 100만 THB 미만의 수익을 올린 영화는 14편

이었다. M Pictures가 개봉한 The Scenery of Love 같은 영화는 흥행 수익이 240,000 THB (7,631 

USD)에 그쳤다. M Pictures가 배급한 이슬람 관객을 위한 영화 My Love is Soup도 40만 THB 

(12,723 USD)의 수익을 벌었다. 그 중 최악의 성적은 저예산 영화 Snake이다. 이 영화의 포스터와 예

고편은 태국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는데, 영화는 박스오피스에서 3만 5천 THB (1112 USD)라는 

초라한 결과를 낳았다.

2021년은 영화계 모두가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태국 영화계의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

하다. 2020년부터는 GTH 사장 및 T - Moment의 전무이사를 역임한 위스트 푼워라락이 Major 

Cineplex Group에서 이사이자 CEO였던 사촌 동생 비차 푼워라락과 손잡고 새로운 영화사 Tai Major 

Production Studios를 만들었다. Tai Major Production Studios의 첫 작품인 My Boss is a Serial 

Killer(퓨와닛 폴디, Sornpat PRAKARANAN 감독)가 4월 1일 개봉했지만 안타깝게도 Tai Major 

Production Studios에게 좋지 않은 출발이 되었다. 최근 4월 방콕에서 다시 코로나19로 인해 매일 

2,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면서, 방콕 및 다수의 지방 상영관이 4월 26일부터 폐쇄 명령을 받았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박스오피스에서 495만 THB 만을 벌어들인 My Boss is a Serial Killer의 성적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지난 3월, Warner Bros Pictures의 〈고질라 VS. 콩〉은 많은 관객을 상영관으로 불러모아 팬데믹 시대

에 태국에서 가장 높은 흥행 성적인 1억 5,866만 THB (5,046,759 USD)의 수익을 올리면서 업계 모두

에게 희망을 주었다. 〈고질라 VS. 콩〉의 성공은 관객들이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여전히 상영관에 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안타깝게도, 〈고질라 VS. 콩〉의 큰 성공 직후, 최근에 다시 높아진 코로나19 위험이 4월에 개봉한 모

든 영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감독 출신 배우인 Pairoj SUNGWARIBUTR의 가족 코미디 Couples 

in Trouble이 4월 6일 개봉하면서 겨우 며칠 만의 상영으로 박스오피스 수익 66,000 THB (4,480 

USD)에 그치자, Pairoj는 영화를 상영관에서 거두고 2021년 9월에 다시 개봉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

했다. Pairoj의 The 5th Element Film이 투자, 제작하고 M Pictures가 배급한 Couples in Trouble은 

1976년 Pairoj의 배우 데뷔작 Wai Onla Won (Chaotic Age)의 후속작이다. Wai Onla Won은 1970

년대에 Pairoj를 슈퍼스타로 만들어 준 작품으로 3편의 후속작이 있다. 가장 최근의 속편은 2005년 

GTH와 Five Star Production에서 제작한 Oops!..There’s Dad이다. 9월로 영화 개봉 일정을 변경했

지만 Couples in Trouble이 어떤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알기는 어렵다.

 

Phranakorn Film은 Khun Chai Yai도 개봉했는데, 유명 코미디언 페치타이 웡캄라오가 영화 안에서 

여러 역할을 소화했다. 영화는450,000 THB (14,335 USD)의 수익에 그치면서 Phranakorn Film과 

페치타이 웡캄라오 영화 역대 최악의 성적으로 남았다.

Phranakorn Film에는 아직 마지막 작품으로 Titipong CHAISATI가 감독한 영화 Bug Tang Mo

가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이 영화가 지난 4월 30일 TV 촬영 중 동료 개그맨으로부터 바이러스 감

염 후 코로나19로 63세에 세상을 떠난 유명 코미디언 Kom CHUEANCHUEN (〈어쩌다 여전사〉, 

Bike Man, Noodle Boxer, Die Tomorrow)의 마지막 영화라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Kom 

CHUEANCHUEN의 손실은 태국 영화와 TV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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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치타이 웡캄라오는 원래 SSJ Entertainment에서 만든 영화 Love Lery 101의 2020년 3월 개봉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 1월로 일정을 미뤘다. 안타깝게도 2020년 12월 다수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며 새로운 클러스터가 발표되면서 영화는 또 다시 연기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는 언제 상영관에 돌아올 수 있을지 정확히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페치타이의 다른 영화 Pa Dum 

Kam Ai도 아직 개봉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 와이드 앵글에 출품한 Nottapon BOONPRAKOB의 

다큐멘터리 Come and See가 태국 국립 영화 및 컨텐츠 협회(The National Federation of Motion 

Pictures and Contents Associations)와 태국 영화감독 협회(Thai Film Director Association)의 태

국 독립영화 개봉 지원 특별 프로젝트인Move the Movie Project에 힘입어 드디어 2021년 4월 개봉

했다. 영화는 168만 THB (53,416 USD)의 흥행 수익을 올렸는데, 소규모로 개봉한 영화로는 좋은 성적

이나 4월 26일 방콕 상영관 폐쇄로 극장 개봉이 중단되었다.

‘Ghost Lab’은 파윈 푸리짓판야감독이 첫 영화 Body(2009) 이후 13년 만에 복귀하는 GDH의 스릴러 

호러 영화이다. 영화는 2021년 극장 개봉을 예상했지만 GDH는 이 영화를 넷플릭스에 판매하기로 결

하면서 극장 개봉을 건너뛰고 5월 26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2020년에는 The Maid(Lee THONGKAM 감독), BNK48 다큐멘터리 One Take(배우 출신 감독 

Manatsanun PANLERTWONGSAKUL), Hot Docs 어워드 수상 다큐멘터리 Hope Frozen(Pailin 

WEDEL 감독) 등 여러 편의 태국 영화가 극장 개봉을 건너뛰고 넷플릭스에서 전세계 관객을 만나는 것

을 선택했다. 태국 영화제작자가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로 판매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질 지 흥

미롭다.

2021년에는 태국 영화가 다시 자리를 잡는 해가 될 것이다. 지난 1월에는 왕가위(王家卫) 감독이 제

작한 나타우트 푼프리야의 최신작 〈원 포 더 로드〉가 선댄스영화제에서 월드시네마 극영화 Creative 

Vision 부문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고, 비주얼 아티스트 타이키 싹피씻의 첫 장편 〈디 엣지 오브 

데이브레이크〉가 로테르담국제영화제에서 국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월 베를

린국제영화제에서 아노차 수위차콘퐁의 영화 〈이리로 와〉와 아티스트 프라팟 지라왕산의 중편 영화 

Ploy가 포럼 부문과 포럼 익스펜디드 부문에 각각 선정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팬데믹 시

작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다시 발발하고 있고, 태국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태국 영화의 미래

는 불투명하다. 상영관이 언제쯤 다시 완전히 개관할지, 언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아

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기는 어렵다.

돈사론 코빗바니차

돈사론 코빗바니차가 태국 독립영화계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다양하다. 영화 작가, 평론가이자 태국 내 신

문 잡지 등에서 저널리스트로도 활약하고 있다. 2015년 동남아 영화 배급사인 모스키토필름 배급사의 총 

매니저로 일했다. 또한 2015년부터 방콕 아세안영화제 등 태국 내 영화제의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있다. 

2017년, 2018년 암스테르담의 시네마시아 영화제, 2019년, 2020년 파리국제다큐영화제(Cinema du Reel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에 고문으로 참여했다. 또한 2020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단편

영화 사전 선정위원을 역임했다. 돈사론은 독립영화 제작자이기도 한데, 논타왓 눔벤차폰 감독의 〈경계에 서

다〉, 나와폴 담롱라타나릿의 The Master (2015) 와 Die Tomorrow (2017), 아누차 부냐와타나의 〈더 블

루 아워〉(2015)와 〈마릴라: 이별의 꽃〉(2017), 와타나푸메 라이수완차이의 〈빛의 환영〉 등 전도유망한 신예 

감독의 독립영화 제작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수상 경력의 단편 영화감독 소라요 프라파판의 첫 장편 영화인 

Arnold is a Model Student 을 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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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arch 18, 2020, all cinemas in Thailand were ordered to be closed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This could be the first time in Thailand’s modern history that cinemas 

are closed, and is has caused lots of effects on Thailand’s film industry.

The first film released after cinemas opened is Poj ARNON’s Pojaman The Legacy, which 

was released on June 3. The film, which was invested by Major Cineplex and produced by 

Poj ARNON’s Film Guru earned 8.33 million THB in box office. Pojaman The Legacy which 

is a transgender comedy that is a spin-off of Poj ARNON’s popular film series Hor Taew 

Taek(Haunted Me) could have done better in normal situation, but with social distancing 

measure in the cinemas, it was very difficult for any film to make money. After June 3, the 

cinemas had to follow strict rules from the government that the number of the audience 

had to be limited to only 200 people per screen, and occupied seats had to have three 

empty seats to the next occupied seats in the same row.

In the middle of the crisis, market share for Thai films in 2020 became 26.7%, compared 

to 15% in 2019. However, this was because blockbuster films from Hollywood were mostly 

postponed or went straight to streaming platforms. Total revenue for Thai films in 2020 

were 298 million THB, which is the lowest revenue in 20 years. 37 Thai films were released 

in 2020 and none of them has box office gross that passes 100 million THB. Among 37 

films, only 6 have box office grosses that pass 10 million THB.

The biggest box office success of the year for Thai cinema and for all films released in Thai-

land in 2020 is Riam Fighting Angel from M Pictures, Workpoint Entertainment and Raruek 

Production who were also behind the success of Bike man back in 2018. Riam Fighting 

Angel directed by Prueksa AMARUJI and stars superstar Bella Ranee CAMPEN earned 75.59 

million THB (2,405,027 USD) in box office which proves that comedies are still Thai mov-

iegoers’ favorite, and actress Bella Ranee CAMPEN who rose to fame from television series 

Love Destiny in 2018 can attract audience. Though the film’s box office gross did not pass 

100 million THB, the success of the film gave hope to people in Thai film industry that Thai 

audiences still welcome Thai films.

With 3 films in 2019, GDH had only released 1 film in 2020, which is The Con-Heartist by 

director Mez THARATORN whose ATM and I Fine..Thank You..Love You were huge suc-

cesses for GTH many years ago. The film which stars Thailand superstar Nadech KUGIMIYA 

and Baifern Pimchanok LUEVISADPAIBUL was expected to be the film to save the cinemas. 

Eventually it earned 56.22 million THB (1,788,566 USD) in box office which is not bad at all 

for films in 2020, but it may not be the figure that anybody would expect from this film 

which was from GDH, directed by the director who has made two box office hits, stars 

Thailand’s biggest stars and was heavily promoted.

Before the lock-down in March, Sahamongkol Film International enjoyed the moderate suc-

cess of the film Low Season. Directed by Naruebordee WECHAKUM and stars Thai heart-

throb Mario MAURER, the romantic comedy earned 40.13 million THB (1,276,683 USD) in 

box office.

Thai Film Market  

Trend in 2020

AKB48’s Thai sister group BNK48 collaborated with Sahamongkol in producing comedy 

film The Rural Boys and the Idol Girls which BNK48 aimed to promote some members of 

the group to audiences in the rural area of Thailand. In 2017, Surasak PONGSORN’s inde-

pendent film Thai Baan The Series which was made for audiences in the Northeastern re-

gion of Thailand became a success. The Rural Boys and the Idol Girls was the first time for 

him to work with a big studio like Sahamongkol, but the result was not so successful with 

box office gross of 13.32 million THB (423,758 USD) and the film also failed to impress the 

audience or film critics. The only memorable thing from this film could be its original song 

Dode Di Dong which has 159 million views on YouTube.

The closing of cinemas in March caused Sahamongkol to postpone its film Mother Gamer 

which was scheduled to be released in April. The film was directed by Yanyong KRU-

ANGKURA (App-War, Back to the 90’s). It was eventually released in September but earned 

7.81 million THB (248,465 USD) in box office.

Since 2014, we can see the growth of regional films, especially films made in the North-

eastern region that speaks Northeastern dialect for audiences in the region. The box office 

success from the rural area made big companies especially M Pictures and M 39 to produce 

much more regional films.

As a subsidiary of Major Cineplex, M39 has been producing successful titles in 2009-2012 

like Loser Lover (2010), but in the past few years, the company’s titles were not so suc-

cessful. In 2019, Jantima LIAWSIRIKUL, Kittikorn LIAWSIRIKUL and Monthon ARAYANG-

KOON who founded M39 left the company. Major Cineplex has appointed Panchalee 

NITHIJIRAROJ from the marketing department of Major Cineplex to oversee M39’s busi-

nesses. Under Panchalee’s direction, M39 produced regional films like Morning Glory, a 

romantic comedy made in Northeastern dialect and Southern dialect directed by Ekachai 

SRIVICHAI. Ekachai who is a traditional singer from the Southern region of Thailand has 

many fans in his region. Since 2016, he started directing films in Southern dialect for local 

audiences in the South.

Morning Glory, released after the reopening of the cinemas after the lock-down earned 

6.65 million THB (211,561 USD) in box office in Bangkok and Chiang Mai, but the box office 

in other parts of Thailand especially in the South and the Northeast were very good. As a 

result, Ekachai directed another film Luckily in Love for M 39 in 2020. Luckily in Love is a 

film made in Northeastern dialect for audiences in the Northeastern region, but the film 

was not successful with the box office gross of only 4.28 million THB (136,080 USD).

M39 also distributed Ekachai SRIVICHAI’s independently invested and directed film Sita, 

which is about the life of a Thai transwoman in 1960’s, but the film earned only 510,000 

million THB (16,221 USD) in box office.

For M Pictures, apart from Riam Fighting Angel, none of the other titles from the company 

were successful in 2020. Nemesis which is a drama thriller film produced by Nonzee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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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BUTR and directed by Gunparwitt PHUWADOLWISID had its world premiere at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in 2019, but finally reached its cinemas in Thailand in 

August 2020 with different editing and ending. Though received praise from audiences and 

critics in Thailand, the film earned only 3.09 million THB (98,282 USD) in box office.

M Pictures also distributed independent films such as Love Rumble, which is a film in 

Northeastern dialect by Land of Smiles Film and directed by Teeradech SAPANYOO whose 

2019 film On-Son-Dae were a success. However, Love Rumble earned only 3.20 million 

THB (101,781 USD) at the box office.

Another film that was distributed by M Pictures is Love You Koak E-Gerng, a film in North-

eastern dialect which was invested, produced and directed by successful television series 

producer and director Thongchai PRASONGSANTI under his recently founded film company 

Buffalo Film. Though being a spin-off of Thongchai’s successful 2019 television series ‘Mister 

Indy Honey Hipster’ from Channel 7HD that came with superstar Sukollawat KANAROS, the 

film earned only 2.71 million THB (86,195 USD) in box office.

The failure of Luckily in Love, Love Rumble or Love You Koak E-Gerng could be a sign that 

regional films may not be able to attract audiences anymore. Even films with big stars or a 

spin-off of Thailand’s highest viewer rating television series can’t be helped.

Transformation Film (a joint venture between M Pictures, True iContent, Bangkok Film Stu-

dio and Matching Studio Plus) remade 2017 China’s box office hit Duckweed into Thai film 

My God!! Father. Directed by Phawat PANANGKASIRI (Television series Love Destiny) and 

stars two of Thailand biggest stars Thanavat VATTHANAPUTI and Chantavit DHANASEVI, 

the big budget remake didn’t perform so well in box office and earned only 7.47 million 

THB (237,504 USD) in box office.

CJ Major, a collaboration between CJ E&M and Major Cineplex had one film in 2020 re-

leased before the lock-down, which is Classic Again, the remake of KWAK Jae-yong’s 2003 

film The Classic. Produced by M.L. Chalermchatri YUKOL and directed by Tatchapong 

SUPASRI, the film made only 3.89 million THB (123,680 USD) in Thai box office.

Five Star Production which celebrated its 40th anniversary in 2020 also had a difficult time. 

Pee Nak 2, directed by Phontharis CHOTKIJSADARSOPON which is a sequel to Five Star 

Production’s 2019 hit Pee Nak was released on 17 February 2020. However, the theatrical 

release of the film had to stop on 18 March from the lock-down, allowing only 1 month in 

cinemas. They also had to face the declining audience who were scared to watch the film 

in cinemas. The film made 35.38 million THB (1,124,889 USD) at the box office which is 

good for 2020, but the film would have done better in normal situations.

Because of the pandemic and the unpredictable future of cinema, Phranakorn Film, a sub-

sidiary of Thana Cineplex, the local film distributor and movie theaters owner in the north, 

north central and south central region of Thailand decided to cease to operate its business 

in April 2020 and laid off most of the staffs. The company which was founded in 2001 and 

was going to celebrate its 20th anniversary in 2021 released two titles in 2020, which were 

Moon Killer, big budget fantasy film by director Yuthlert SIPPAPAK(Killer Tattoo, Rahtree: 

Flower of the Night) and The Ghoul: Horror At The Howling Field which is a horror-comedy 

by director Chalerm WONGPIM (Dynamite Warrior). Moon Killer which was postponed from 

May 2019 finally released in January 2020 becoming a big flop by only making 3.05 million 

THB (96,973 USD) in box office.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closure of Phranakorn Film and Thana Cineplex in April, 

Phranakorn still had the company’s last 3 productions to be released. The Ghoul: Horror 

At The Howling Field was released in October 2020 surprisingly earning 10.57 million THB 

(336,078 USD) in box office which is not bad at all for a small film released in a difficult time.

2020 was a nightmare for many independent film companies. The film Call Me Daddy pro-

duced by Surasak PONGSORN and was the directorial debut of Phuwanet SEECHOMPOO, 

one of the casts of Thai Baan: The Series made only 6.01 million THB (191,036 USD) in box 

office. Invested and distributed by MVP, the local cinema chain in the Northeastern region, 

Call Me Daddy which was in Northeasten dialect didn’t perform well compared to the suc-

cess of other Northeastern dialect films in the past years.

Out of 37 Thai films released in 2020, there were 14 films that made less than 1 million THB 

in box office. Films like The Scenery of Love which was released by M Pictures made only 

240,000 THB (7631 USD) in box office. Islamic-themed film made for Muslim audience My 

Love is Soup which was also distributed by M Pictures made only 400,000 THB (12,723 

USD) in box office. The worst performance of all was a low budget film called Snake, which 

its poster and trailer was heavily criticized by Thai netizens. Snake earned only 35,000 THB 

(1112 USD) at the box office.

2020 was not a good year for arthouse films in Thailand as many film festivals were post-

poned or cancelled. In October 2020, documentary School Town King by director Wattana-

pume LAISUWANCHAI was in Wide Angle Documentary Competition a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director released the film by himself only at the SF cinema chain in De-

cember 2020 and earned 150,000 THB (4769 USD) in box office.

2021 is the year that everybody in the film industry hopes that things will get better, but 

the situation in Thai film industry remains uncertain. Since 2020, Visute POOLVORALAKS, 

former president of GTH and former managing director of T-Moment has teamed up with 

his cousin Vicha POOLVORALAKS, director and CEO of Major Cineplex Group in creating 

a new film company Tai Major Production Studios. Tai Major Production Studios’ first title 

My Boss is a Serial Killer (Directed by Phuwanit PHOLDEE, Sornpat PRAKARANAN) was re-

leased on 1 April, but sadly, this was not a good start at all for Tai Major Production Studios. 

With the latest COVID-19 outbreak in Bangkok in April that caused daily cases of more than 

2,000 people, the cinemas in Bangkok and many provinces were ordered to close from 26 

April. This badly affected the release of My Boss is a Serial Killer which so far has mad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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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million THB in box office.

Back in March, Godzilla VS Kong from Warner Bros Pictures gave hopes to everyone in the 

industry as the film brought lots of audiences back to cinemas and earned 158.66 million 

THB (5,046,759 USD), which is the highest grossing film in box office in Thailand in the pan-

demic era. The success of Godzilla VS Kong proved that the audience still wants to come to 

cinemas as long as there is a film that they want to watch.

Unfortunately, shortly after the huge success of Godzilla VS Kong, the latest outbreak af-

fects all films released in April. Family comedy Couples in Trouble by actor-turned director 

Pairoj SUNGWARIBUTR was released on 6 April and after few days of its release, the film 

earned only 66,000 THB (4,480 USD) in box office and Pairoj decided to pull the film from 

the cinema release and reschedule the film to September 2021. Invested and produced by 

Pairoj’s The 5th Element Film and distributed by M Pictures, Couples in Trouble is sequel to 

Pairoj’s acting debut in 1976 Wai Onla Won (Chaotic Age). Wai Onla Won has turned Pairoj 

to superstar in the 70’s and was followed by 3 sequels. The latest sequel was Oops!..There’s 

Dad which was made by GTH and Five Star Production in 2005. It is difficult to predict if 

Couples in Trouble will be able to find any success in 2021 even if the film is rescheduled 

to September.

Phranakorn Film released Khun Chai Yai by famous comedian Petchtai WONGKAMLAO who 

acted in multiple roles in this film. The film made only 450,000 THB (14,335 USD) which is 

the worst performance in box office of all time for Phranakorn Film and Petchtai’s films.

Phranakorn Film still has one last title to be released in cinemas, which is Bug Tang Mo (Di-

rected by Titipong CHAISATI). It is very unfortunate that this film is the last film of famous 

comedian Kom CHUEANCHUEN (Riam Fighting Angel, Bike Man, Noodle Boxer, Die To-

morrow) who died at 63 of COVID-19 on 30 April after he contracted the virus from fellow 

comedian during TV shoot. The loss of Kom CHUEANCHUEN affects tremendously on Thai 

film and television industry.

For Petchtai WONGKAMLAO, the film that he made for SSJ Entertainment Love Lery 101 

which was originally scheduled to be released in March 2020 was postponed to January 

2021 because of the pandemic. Unfortunately, the new cluster of COVID-19 patients found 

in December 2020 caused the film to be postponed again, but this time, no one knows 

exactly when the film will hit the cinemas. Petchtai also has another title Pa Dum Kam Ai 

which is still shelved.

Documentary Come and See by Nottapon BOONPRAKOB which competed in Busan Inter-

national Film Festival’s Wide Angle Documentary Competition in 2019 was finally released in 

April 2021 by Move the Movie Project, which is the special project to support the release of 

Thai independent films by The National Federation of Motion Pictures and Contents Associ-

ations and Thai Film Director Association. The film earned 1.68 million THB (53,416 USD) in 

box office which is good for a film released on a small scale, but the theatrical release of the 

film was stopped because of the closure of the cinemas in Bangkok on 26 April.

Ghost Lab, a new thriller-horror film from GDH which is a comeback of director Paween 

PURIJITPANYA in 13 years after his first film Body (2009). The film was expected to have 

its theatrical release in 2021, but GDH has decided to sell the film to Netflix and the film 

will skip theatrical release and premiere on Netflix worldwide on 26 May.

In 2020, we were able to see several Thai films like The Maid (directed by Lee THONG-

KAM), BNK48 documentary One Take (directed by actress-turned-director Manatsanun 

PANLERTWONGSAKUL) and Hot Docs award winning documentary Hope Frozen (Directed 

by Pailin WEDEL) skipping theatrical release and premiere on Netflix to audience world-

wide. It is interesting to see if this is going to be a new trend for Thai producers in selling 

the film to Netflix and skipping the theatrical release.

2021 should be the year that Thai cinema can rejuvenate. In January, Baz POONPIRIYA’s 

latest film One For The Road which is produced by WONG Kar-Wai won Sundance Film 

Festival’s World Cinema Dramatic Special Jury Award for Creative Vision, and visual artist 

Taiki SAKPISIT’s first feature The Edge of Daybreak won Fipresci Prize from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otterdam. In February, Anocha SUWICHAKORNPONG’s film Come Here and 

artist Prapat JIWARANGSAN’s middle length feature Ploy were selected at Berlin Interna-

tional Film Festival in Forum and Forum Expended section respectively. However, with the 

new outbreak in Bangkok which is the worst for Thailand since the beginning of the pan-

demic and the lack of support from Thai government, it makes the future of Thai cinema 

uncertain. It is difficult to tell when the cinemas can fully reopen again, or when everything 

can be back to normal in Thailand, or if everything will be back to normal at all.

Donsaron KOVITVANITCHA 

Donsaron KOVITVANITCHA does many jobs in Thailand's independent film scene. He works as a film 

writer, critic, and journalist for magazines and newspaper in Thailand. In 2015, he became General 

Manager of Mosquito Films Distribution, a distributor of Southeast Asian films. He also works as pro-

grammer for film festivals in Thailand such as Bangkok ASEAN Film Festival since 2015. In 2017 and 

2018, he was advisor to CinemAsia Film Festival, Amsterdam. In 2019 and 2020, he was advisor to 

Cinema du Reel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In 2020, he became the preselector of short 

films for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20. Donsaron is also an independent film producer, fo-

cusing on producing films from new talented Thai film director such as Nontawat NUMBENCHAPOL’s 

Boundary, Nawapol THAMRONGRATTANARTI 's The Master (2015) and Die Tomorrow (2017), Anucha 

BOONYAWATANA’s The Blue Hour (2015) and Malila: The Farewell Flower (2017), Wattanapume LAI-

SUWANCHAI’s Phantom of Illumination. Currently, Donsaron is producing Arnold is a Model Student, 

first feature film of award winning short filmmaker Sorayos PRAP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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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s of Top 10 Films in Philippines Box Office

No.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PHP)  Gross(USD) Production Distribution

1
On Vodka, Beers, and 

Regrets
On Vodka, Beers, and Regrets 이레네 빌라모르 Irene VILLAMOR 필리핀 Philippines 로맨스 Romance   85,000,000   1,782,718 Viva Films Viva Films

2 나쁜 녀석들: 포에버 Bad Boys for Life
아딜 엘 아르비, 

빌랄 필라

Adil El ARBI, 

Bilall FALLAH
미국 USA 액션 Action   72,181,600   1,513,876 Columbia Pictures Sony Pictures Entertainment Inc.

3 그루지2020 The Grudge 니콜라스 페세 Nicolas PESCE 미국 USA 호러 Horror   61,636,450   1,292,711 Columbia  Pictures Sony Pictures Entertainment Inc.

4 수퍼 소닉 Sonic the Hedgehog 제프 파울러 Jeff FOWLER 미국 USA 애니메이션 Animation   52,846,650   1,108,361 
Sega Sammy Group Original Film  

Marza Animation 
Paramount Pictures

5 닥터 두리틀 Dolittle 스티븐 개건 Stephen GAGHAN 미국 USA 판타지 Fantasy   44,373,759   930,657 Roth/Kirschenbaum Films Universal Pictures

6 Block Z Block Z 미카일 레드 Mikhail RED 필리핀 Philippines 액션 Action   41,300,000   866,191 
Star Cinema, Keep Filming ABS - 

CBN Film Productions
ABS - CBN Film Productions

7 제임스, 팻, 데이브 James & Pat & Dave 테오도르 보보롤 Theodore BOBOROL 필리핀 Philippines 코미디 Comedy   35,000,000   734,060 Star Cinema ABS - CBN Film Productions

8
버즈 오브 프레이(할리 퀸의 황

홀한 해방)

Birds of Prey (and the 
fantabulous Emancipation of 
One Harley Quinn)

캐시 얀 Cathy YAN 미국 USA 액션 Action   32,000,000   671,141 
DC Films, LuckyChap 

Entertainment
Warner Bros. Pictures

9 판타지 아일랜드 Fantasy Island 제프 와드로우 Jeff WADLOW 미국 USA 어드벤처 Adventure   30,933,100   648,764 
Columbia Pictures, Blumhouse 

Productions
Sony Pictures Entertainment Inc.

10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 Onward 댄 스캔론 Dan SCANLON 미국 USA 애니메이션 Animation   23,401,900   490,811 
Walt Disney Pictures & Pixar 

Animation Studios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Sources: Box - Office Mojo, Researchers and Box - Office Analysts Boy 

Villasanta and Dave Rojo

Figures of Top 10 Films in Foreign Box Office

No.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PHP)  Gross(USD) Production Distribution

1 나쁜 녀석들: 포에버 Bad Boys for Life
아딜 엘 아르비, 

빌랄 필라

Adil El ARBI, 

Bilall FALLAH
미국 USA 액션 Action   72,181,600   1,513,876 Columbia Pictures Sony Pictures Entertainment Inc.

2 그루지2020 The Grudge 니콜라스 페세 Nicolas PESCE 미국 USA 호러 Horror   61,636,450   1,292,711 Columbia  Pictures Sony Pictures Entertainment Inc.

3 수퍼 소닉 Sonic the Hedgehog 제프 파울러 Jeff FOWLER 미국 USA 애니메이션 Animation   52,846,650   1,108,361 
Sega Sammy Group Original 

Film,Marza Animation Planet Blur 

Studio

Paramount Pictures

4 닥터 두리틀 Dolittle 스티븐 개건 Stephen GAGHAN 미국 USA 판타지 Fantasy   44,373,759   930,657 Roth/Kirschenbaum Films Universal Pictures

5 인비저블맨 The Invisible Man 리 워넬 Leigh  WHANELL 미국 USA 호러 Horror   32,000,000   671,141 Star Cinema ABS - CBN Film Productions, Inc.

6 판타지 아일랜드 Fantasy Island 제프 와드로우 Jeff WADLOW 미국 USA 어드벤처 Adventure   30,933,100   648,764 
Columbia Pictures, Blumhouse 

Productions
Sony Pictures Entertainment Inc.

7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 Onward 댄 스캔론 Dan SCANLON 미국 USA 애니메이션 Animation   23,401,900   490,811 
Walt Disney Pictures & Pixar 

Animation Studios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8 콜 오브 와일드 The Call of the Wild 크리스 샌더스 Chris SANDERS 미국 USA 어드벤처 Adventure   22,842,550   479,080 
20th Century Studios, TSG 

Entertainment 
20th Century Studios

9 스파이 지니어스 Spies in Disguise 닉 브루노, 트로이 콴
Nick BRUNO, Troy 

QUANE
미국 USA 애니메이션 Animation   18,915,550   396,718 

Blue Sky Studios, 20th Century 

Fox Animation
20th Century Fox

10 블러드샷 Bloodshot 데이브 윌슨 Dave WILSON 미국 USA 액션 Action   14,121,900   296,180 
Columbia Pictures, Bona Film 

Group
Sony Pictures Entertainment Inc.

Sources: Cinema Bravo, Wikipedia, Hollywood Reporter 9/10/2019 

Mathew Scott, Sid de Paz, Booker of Viva Films, Regie Sandel Booker of 

Star Cinema, Researchers and Box - Office Analysts Boy Villasanta and 

Dave Rojo; Box - Office Mojo; Metro Manila Film Festival of the Metro 

Manila Developm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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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전 세계의 영화관과 공연장이 아수라장이었다. 

또한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필리핀과 필리핀 영화 산업은 작년 매우 큰 타격을 받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첫 분기부터 기세를 드러내며 영화계에 치명타를 입혔다. 

그 옛날의 무비올라에서 시작하여, 요즘엔 어도비, 디지털 시네마 패키지(DCP), 전통적인 DeVry 프로

젝터로 스트리밍되던 아름다웠던 필리핀 영화의 모습은 결국 흉측한 괴물의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코

로나 바이러스는 호러극의 스포일러였던 것이다.

3월은 가장 잔인한 달의 시작이었다. 시인 T.S.엘리엇뿐 아니라 영화를 사랑하는 온 필리핀 국민이 기

다리던 아름다운 4월이 다가오고 난 이후에도 처참한 상황은 계속되었다. 2020년 3월 16일을 기점으

로 정부 및 지역 정부의 명령으로 필리핀 전역의 영화관이 폐쇄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완

화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촬영을 진행하거나 계획 중이었던 모든 영화 제작이 연기되거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보류되었다. 

2019 메트로 마닐라 영화제에서 큰 현금 수익을 얻은 지 일주일이 지난 1월부터 시작하여 3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극장에서 드문드문 상영한 영화는 로맨스 드라마(Mia, On Vodka, Beers, and Regrets, 

James & Pat & Dave, Untrue, Sunday Night Fever and Us Again), 성장 영화(〈닌텐도의 죽음〉

(2020)), 장르 영화(Night Shift, Block Z and Watch List), 코미디(D’Ninang), 다큐멘터리(〈천개의 

상흔〉(2020), Ang Lakaran ni Kabunyan: Kabunyan’s Journey to Liwanag) 등 다양한 장르의 12 

작품 뿐이었다. 2019년 황금돼지 해 12월에 열린 필리핀 연례 영화제에서 10억 페소도 벌어들이지 못

했다. 안타깝게도 2 주 동안 9억 9,500만 PHP를 벌어들였다.

2019년이 흰 쥐의 해의 전조였을까. 이레네 빌라모르의 로맨스 드라마 On Vodka, Beers, and 

Regrets가 8,000만 PHP의 수익을 거두며 박스오피스에서 가장 큰 수익을 자랑했다. 상영일 전체

를 비교했을 때 3,600만 PHP를 벌어들인 미카일 레드의 Block Z와 같은 대형 글로벌 장르 영화를 제

친 것이다 (중요 참조: 상위 10위 국내 매출을 기록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이 두 영화만 위키피

디아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출 총액을 기록한 유일한 개봉작이었다. 필리핀에서는 현재까

지 어떤 회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정확한 총 매출을 보고한 적이 없다. 단, 프로듀서, 홍보 관리자, 부커의 

추정치는 있어왔다.)

(필자는 이 보고서의 마감일에 맞춰 영화가 상영하는 처음 3 개월 동안 닿을 수 있는 모든 팀에 연락하

여 공식 수익금액을 찾으려 힘들게 노력했으나, 스타 시네마를 제외하고는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 스

타 시네마의 부킹 담당자인 레지 샌델은 위키피디아 수치와는 다른 두 가지 총액을 알려주었는데, 그는 

Block Z와 James & Pat & Dave (차트 참조) 두 작품이 그 기간 극장에서 상영한 작품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리걸 엔터테인먼트의 총괄 프로듀서로 “D’Ninang”과 Us Again을 맡았던 로셀 몬테베

르데 - 테오 에게 끈질기게 전화를 걸었으나, 두 번째 전화 통화에서 자신들의 회사는 흥행 결과를 알

려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에 그쳤다. 그녀에게 스타 시네마는 이미 총 판매 기록을 주었다고 하

자, ‘스타 시네마는 (주식을 통해 대중에게 거래되는) 상장 회사’라며, 본인의 회사는 개인 소유라고 말

했다. 그래도 일단 당국의 허가를 요청해 보겠다 말했는데, 아마도 그녀의 어머니, 리걸 필름의 여성 수

장 릴리 몬테베르데 부인을 뜻하는 것일 것이다. 이후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답을 받을 수 

2020년 필리핀 영화산업 동향 

: 최악의 2020년 필리핀 영화

없었다. On Vodka, Beers, and Regrets를 제작한 비바필름에서는 여러 부커를 통해 비바 커뮤니케이

션즈의 사장 빈센트 델 로사리오의 비서 실장으로 일하는 Jas LUIS의 홍보팀 대리 Ferlin BUENVIAJE

를 소개 받을 수 있었으나, 그녀는 본인에게는 흥행 기록을 제공할 권한이 없다고 단호하게 알려왔다. 

또한 MMFF의 홍보 담당자 Noel FERRER에게 영화 흥행 수익 정보를 제공해 달라 요청했으나, 받을 

수 없었다.)

2019년 필리핀 영화가 스타 시네마와 ABS - CBN 필름 프로덕션의 〈헬로, 러브, 굿바이〉로 거의 10억 

페소를 벌어들인 것에 비해, 빌라모르의 로맨스 드라마, 레드의 스릴러 영화를 기준으로 본 2020년의 

전체 수익은 부진했다. 

2020년은 영화 연예 경제에 있어 정말 암울한 한 해였다. 많은 영화인들이 가장 오랜 기간 일자리가 

없었던 해였다. 필리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긴급구호(DEAR) 청

구 운동을 시작했다. 

한편, 영화 산업에 '뉴 노멀'이 도래하면서 영화, TV, 광고 관련 분야를 대표하는 다양한 그룹 커뮤니티 

기반 네트워크인 '인터 - 길드 연합'이 2020년 중반에 설립되어, 영화감독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스크

린 작업 재개를 독립적으로 지원했다. 국영 FDCP와 협력하여 보건 및 안전 프로토콜을 구현함으로써 

일부 기업이 영화 작업에 복귀함에 따라 영화 및 시청각 제작 촬영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가 집필 중인 “섹시네마(코로나19를 넘어서는 필리핀 섹스 시네마)”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상영된 

영화 수익에 큰 감소가 있었으며 "…필리핀 영화 산업은 회계 연도 3월 중순 기준 전체 흥행 가능성을 

35%로 떨어뜨렸다고 보고하고 있다."

3월 둘째 주부터 전국이 멈추며 간헐적으로 비수기 5월에 시작하여 남은 해에는 전국민이 넷플릭스, 

아이원트 오리지널스, KTX.PH, 업스트림, 위티비플릭스, 아마존, 비바맥스 등으로 영화 스트리밍을 보

며 보냈다.

마지막 분기가 되자 특히 지방과 주요 도시의 일부 영화관이 문을 열었지만, 사람들이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하여 극장에 몰리지 않았고, 극장은 돈을 벌지 못했다. 결국 이 중 많은 극장이 다시 문을 닫았다.

2020년 메트로 마닐라 영화제는 8개의 출품작을 기획했다. 크리스마스 6개월 전, 리갈엔터테인먼트

의 드라마 Ang Mga Kaibigan ni Mama Susan과 브라이트라이트 레저와 갈라가 레예스 필름의 판타

지 영화 Magikland, ABS - CBN 영화 제작과 비바필름의 코미디 Praybeyt Benjamin과 틴칸의 호러 

코미디 The Exorcism of my Siszums 등 영화제 선정위원회에 제출된 대본을 바탕으로 한 첫 4편의 

영화 라인업이 공식 발표됐다. 

2019년 메트로 마닐라 영화제의 사회 문화적인 페스티벌의 즐거움에 젖어 연례 페스티벌 주최자인 메

트로 마닐라 개발청(MMDA)은 2020년 4월 메트로 마닐라 여름영화제(MMSFF)를 개최할 계획이었

으나, 당시 이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있었다. 

https://movie.daum.net/person/main?personId=144360
https://movie.daum.net/person/main?personId=14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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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열광적인 영화제는 FDCP의 회장 Liza Dino - SEGUERRA가 마련한 2020 Pista ng 

Pelikulang Pilipino 온라인 상영으로 10월 3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단편, 장편, 다큐멘터리, 레트로, 

신작을 아우르는 온라인 영화제가 화려하게 진행됐다. 

한편, 2020 메트로 마닐라 영화제가 12월이면 팬데믹이 진정되기를 바라며 행사를 준비하던 가운데, 

모두가 최종 4 편의 영화 라인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메트로 마닐라 영화제 선정 위원회는 새로운 출품작을 발표하며 모든 출품작이 팬데믹의 지속

적인 영향으로 온라인 또는 디지털로 상영될 것이며, 10 편의 영화에 2 편을 더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쇼핑몰의 대형 영화관은 문을 닫았고 관객 점유율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웠다. 사실상, 리갈, 비바, 스타 

시네마, 틴칸은 경합에서 물러난 것이다.

Magikland (판타지 어드벤처)가 새로운 라인업에 포함되어 있긴 했다. 라인업에 포함된 작품으로 

Coming Home, Isa Pang Bahaghari (패밀리, 드라마), The Missing (호러), Tagpuan (랑데뷰) (로맨스), 

Suarez, The Healing Priest (바이오), Mang Kepweng, Ang Lihim ng Bandanang Itim, Pakboys 

Takusa (코미디), The Boy Foretold by the Stars (로맨틱 코미디), 〈팬 걸〉 (드라마)가 있었다.

온라인 플랫폼인 업스트림.PH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처음 3일 간 확보한 흥행 총 수익은 2억 PHP이

었던 지난 영화제와는 달리, 2020 메트로 마닐라 영화제는 전체 수익 3,100만 PHP으로 지금껏 개최

된 연례 영화제 중 최저 수익을 기록했다. 〈팬 걸〉이 전체 상영작 총 수입의 절반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

지며 쉽게 영화제 수익 1위에 등극했다. 비공식 보고서에 따르면(참고: 메트로 마닐라 개발청은 추정액

만 발표) 10편의 영화 상영 후 3일째가 되어서야 1,100만 PHP를 벌었다. 

일반 연말 영화제 관람객은 실제 극장에서 직접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 관람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해적 행위는 여전히 사이버 영화 상영회의 주요 문제가 되었다. 그러한 예로 〈팬 걸〉의 첫 라이브 스트

리밍 날 바로 누군가 다운로드한 파일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관련 당국이 해적행위방지법을 적용해 영

화를 업로드한 사람을 체포하기도 했다. 

결국 디지털 상영이든 실제 극장 상영이든, 필리핀 관객들의 사랑을 받은 영화는 로맨스 드라마와, 언

제나 그렇듯 전 국민이 여가시간을 보낼 때 선택하는 슬랩스틱 코미디 영화가 차지했다. 보이 빌라산타

보이 빌라산타 (훌리아니토 V. 빌라산타)는 수상 경력이 있는 프리랜서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 저널리

스트이다. TV와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자로, 최근에 필리핀-영국인 영화감독 조위 모렐과 함께 필리핀 케손시티 

정부의 케손시티 공공도서관을 위해 다큐멘터리, 〈더 메이킹 오브 케손시티〉(2018)를 제작했다. 필리핀 토착 

원주민에 대한 다큐멘터리, Dumagat으로 2010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 사진, 르포 다큐멘터리 영

화제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상을 수상한 바 있다. 미디어 연구에 대한 책을 집필하였고, 이벤트 기획자이자 필리

핀 방송 및 타블로이드 기고 업무, 쇼비즈 뉴스의 에디터를 맡고 있으며 오피니언(OpinYon), 디야리오 피노이, 

더 마켓 모니터, 리메이트, 주간 피노이, www.filcaspro.com 등 신문사에서 영화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연락처 boyvillasanta18@gmail.com). 또한 오피니언 라이브의 “보이 V 코너”와 “마켓 모니터 온라인”의 온

라인 TV 진행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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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 팬데믹이 Night Shift와 같은 장르물의 국내외 

개봉이나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상영이 연장되었을 기타 

작품들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A 영화관이 문을 닫은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프로젝트 수익 상당 

부분을 창출하는 기본적인 상영 플랫폼이 없어진 것이다.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필리핀에 발병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사전 제작 단계와 본 촬영 단계에서 영화 제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A 작년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여러 영화에서 각각의 단계의 작

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 중 몇 작품을 선별하여 작업을 끝낼 수는 있

었으나, 배우 및 제작진의 안전을 위해 촬영 프로토콜을 바꿔야 했다. 

촬영에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갔고 비용도 더 들어가게 되었다.

대형 스크린이 필요한 영화의 경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촬영을 연

기해야 했다. 이야기를 바꾸거나 제작 과정을 타협하고 싶지 않았다. 

동시에 배우, 스태프, 제작진, 엑스트라 배우를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

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다. 

Q  정부의 보건 지침을 엄격히 지키면서 영화 작업을 하고, 

영화사가 폐업을 하는 등의 팬데믹의 제한적인 분위기에서 

영화를 제작, 마케팅, 홍보할 때 어떤  

조정이 필요한가? 

A 제작을 할 때는 완전한 봉쇄 환경에서 현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스왑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안전 담당자 및 관리인을 

지정하여 모든 스태프와 제작진이 정해진 코로나19 프로토콜을 준수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장면에 필요한 사람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본을 조정해야 하기도 했다.

마케팅에 있어서는 시사회 등의 라이브 이벤트를 개최할 수 없다. 대

신 기존의 미디어를 통한 디지털 프로모션을 크게 진행하고 있다. 디

지털 제작 발표회 형식을 만들어 현재는 이를 모든 홍보 활동의 기준

으로 활용하고 있다.

Q  OTT 서비스와 플랫폼이 필리핀 영화 산업을 앞지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유는?

A OTT 서비스가 필리핀에서 인기를 크게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

다. 필리핀 사람들은 콘텐츠를 사랑하고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지속

해서 재미있는 것을 찾아다녔다. 필리핀의 기술 인프라가 빠르게 발

전하면서 대중이 사용하기에 부담 없는 가격이 되었다. 데이터 플랜 

가격도 좋아지며 필리핀 고객이 당사 비바맥스와 같은 OTT 플랫폼

에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Q  팬데믹이라는 힘든 시기에 필리핀 정부의 영화 제작 지원 

방식은 어떠한가?

A 정부는 필리핀 국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 지켜야 

하는 규칙과 프로토콜을 제정하고 있다. 비바 커뮤니케이션즈의 경

우 IATF의 규정을 지킬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프로토콜을 추가하

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Q  팬데믹의 유무와 관계없이 필리핀에서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A 흥행 방정식 같은 것은 없다. 어쩔 때는 배우, 감독, 제작진 모두 

훌륭한 좋은 요소를 갖추고 있는 작품도 정작 흥행에서 실패하는 경

우도 있다.

Q 영화 제작을 위한 작품을 고르는 방법이 있는가?

A 드라마, 액션, 스릴러, 로맨스, 코미디, 호러, 서스펜스 등 다양

한 장르의 영화나 시리즈를 제작하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야기이다. 비센테 델 로사리오 주니어 (빈센트

의 아버지이자 비바필름 창립자)께서 말씀하시길, “이야기가 없다면 

가치도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빈센트 델 로사리오  

프로듀서와의 인터뷰

빈센트 델 로사리오

로맨스 드라마 On Vodka, Beers and Regrets, 장르 영화 Night Shift를 제작한 빈센트 델 로사리오는 비바 

커뮤니케이션즈의 사장 겸 COO다. 그는 비바 그룹의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사업부를 이끌고 있으며, 회사를 디

지털 시대로 이끈 장본인이다. 비바는 멀티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거대기업으로 영화와 TV 제작 및 배

급, 디지털 및 전통 미디어 플랫폼, 아티스트 관리, 음악 제작 및 기타 다양한 사업 활동에 관심이 있는 필리핀 

최대의 콘텐츠 제작 기업 중 하나이다.

Q  기다리고 있는 관객을 위해 앞으로 1 - 2년 중 발표할 

차기작이 있는지?

A 극장에서 개봉해야 하는 영화들이 있다. 어떤 영화는 국내 제

작이더라도 극장에서 개봉해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 사실 디지털 

플랫폼에 올라와 있지 않은 완성작이 몇 작품 있는데 극장이 다시 문

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가능한 것은 아니나, 관객에게 다가

가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비바맥스와 같은 디

지털 플랫폼을 관객이 받아들이고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필리핀 사람

들도 비바필름의 작품을 편안하게 집에서 감상할 수 있다.

Q 작품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받는가?

A 비바는 내부적으로 모든 프로젝트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일반적인 제3자 자금 투자를 유치하지 않는 편이다. 우

리가 공동 제작을 할 때는 양측이 스토리, 주연 배우, 감독 등 프로젝

트에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Q  2020년 1분기,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파악한 2020 시장 

트렌드가 있는가?

A 팬데믹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로, 전 산업이 크게 타격을 받

았다. 팬데믹 동안 미디어 플랫폼, 결제 게이트웨이, 소셜 미디어, 온

라인 미팅, 온라인 거래 등 모든 것이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격했다. 

앞으로 OTT 플랫폼 비바맥스에서 기회를 포착해 비즈니스를 해 나

갈 것이다.

Q 프로듀서로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관객을 위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싶은 마음과 우리 아티스트, 

감독, 제작 스탭의 소득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동시

에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제작비 상승,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한계점, 상영 플랫폼이 중단되면서 투자금의 회수가 어려

운 실정이다. 디지털 플랫폼이 서서히 살아나고는 있으나, 모쪼록 필

리핀 관객들이 각자의 가정에서도 편안히 우리 콘텐츠를 계속 즐기

길 바란다. 

Q  장르 영화 제작자로서 앞으로 필리핀 영화는 어떨 것이라고 

보는가?

A 다양한 장르별로 각자의 관객층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관객의 관심을 끌고, 영향을 미치고, 할 수 있다면 영감을 주는 다양

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

Q  한국의 장르 영화 제작이 필리핀 감성과 미학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A 한국인들은 콘텐츠 제작 전문가들이다. 이제는 전 세계를 휩쓰

는 한류 열풍이 필리핀엔 이미 있었는데, 필리핀 현지 프로듀서도 한

국의 빠르고 응집력 있는 스토리텔링을 배우고 있다. 비바는 한국 블

록버스터 영화를 여러 번 각색한 바 있는데, 〈수상한 그녀〉, 〈7번방의 

선물〉, 〈끝까지 간다〉, 〈역린〉 등이다. 〈내 머리 속의 지우개〉를 포함하

여 여러 다른 작품도 지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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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inema and the entire global stage were in shambles in 2020.

And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of nations, the Philippines and its film industry experi-

enced total damage last year.

In the country, the deadly COVID-19 pandemic began raging in the first quarter of the new 

decade; the beautiful images of Philippine cinema that have been streamed from the anti-

quated Moviola or the present-day Adobe, the Digital Cinema Package (DCP), and the tra-

ditional DeVry have now taken the appearance of horrific monsters. The coronavirus was 

merely a spoiler to this horror story.

March was the beginning of the cruelest month. Later in April, the month mused and 

wailed not only by poet T.S. ELIOT but also by all the citizens of the movie-loving nation, 

the devastation continued. Starting March 16, 2020, all cinemas in the whole archipelago 

were shut down by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o mitigate the spread of the new 

coronavirus and all film productions in the works and in the pipeline were postponed if not 

shelved until the situation became conducive.

Only twelve (12) films of diverse genres—romance-drama (Mia, On Vodka, Beers, and 

Regrets, James & Pat & Dave, Untrue, Sunday Night Fever and Us Again), coming-of-age 

(Death of Nintendo), genre (Night Shift, Block Z and Watch List), comedy (D’Ninang) and 

doc (A Thousand Cuts and Kabunyan’s Journey to Liwanag)—were theatrically exhibited 

unevenly from January, a week after the culmination of a lean harvest at the cash registry 

of the 2019 Metro Manila Film Festival, to early mid-March. The annual fiesta of Filipino 

films in December in the Year of the Earth Pig failed to achieve a fat one billion-peso target. 

Sadly, it only earned 995 million PHP in its two-week run. 

It was in the prelude of the Year of the Metal Rat when romance-drama was the upper 

hand. As shown by the biggest chunk of box-office receipts in Irene VILLAMOR’s On Vodka, 

Beers, and Regrets, the film earned 80 million PHP in its entire play dates, overtaking even 

big foreign films. Meanwhile, the genre film Mikhail RED’s Block Z took home 36 million 

PHP in its outing. (Important note: the two releases were the only ones with recorded 

grosses provided by Wikipedia, contrary to the previous years with completed Top 10 

domestic grosses documented online. In the Philippines, until this very moment, no exact 

gross has ever been reported officially by any firm except with only estimates from pro-

ducers, publicity managers and bookers in the killings at the tills. 

(This writer has been vigorously and rigorously searching and asking respective outfits for 

the official sales of at least the first three months of the theatrical showing period of their 

films to make it to the homestretch of this report’s deadline. But to no avail, only Star Cin-

ema gave us only two grosses which differed from the Wikipedia figures, namely for Block 

Z and James & Pat & Dave (see chart). According to the company booking officer, Regie 

SANDEL, these films were the ones theatrically exhibited. I’ve been persistent to the point 

of being irrepressible in calling Roselle MONTEVERDE-TEO, Regal Entertainment Executive 

Philippines Film Market  

Trend in 2020

Producer of D’Ninang and Us Again, only to be advised on our second phone talk that she 

doesn’t give box-office results of their films. I told her Star Cinema had already given me 

their gross records and she would say, “Star Cinema is a public company”—mainly its shares 

are traded to the public through stocks—while hers is a private ownership. She said she’d 

still ask permission from the authorities, presumably her mom Mrs. Lily MONTEVERDE, 

matriarch of Regal Films. I’ve been calling and texting her but no answers. From Viva Films, 

producer of On Vodka, Beers, and Regrets etc. I was given the run-around from booker 

to booker to Ferlin BUENVIAJE, Assistant Publicity Manager, to Jas LUIS, Chief of Staff of 

Vincent del ROSARIO, President, Viva Communications, Inc., who would unflinchingly tell 

me she has no authority to give out box-office records. I’ve been informing Noel FERRER, 

publicist of MMFF, to furnish me box-office grosses of the films but nada).

Based on VILLAMOR’s rom-drama and RED's thriller, last year’s overall gains were lackluster 

compared to the 2019 Philippine cinema’s bounty of almost a billion peso-mark garnered 

by Hello, Love, Goodbye of Star Cinema and ABS-CBN Film Productions.

2020 was indeed a dismal state in the movie entertainment economy. Many film workers 

were jobless for the longest time. In the most altruistic manner, the Film Development 

Council of the Philippines had launched a drive billed Disaster/Emergency Assistance and 

Relief (DEAR) to alleviate the plight of the movie workers. 

Meanwhile, in the advent of the “new normal” in the film industry, the Inter-Guild Alliance, 

a community-based network of various groups representing relevant sectors of film, tele-

vision and advertising, was established in mid-2020 to independently support filmmakers 

and other stakeholders in the resumption of screen work. Due to collaboration with the 

state-run FDCP and its implementation of health and safety protocols, conducting film and 

audio-visual production shoots was enabled as some companies were back to film work.

In the book SekSinema (Sex Cinema Beyond COVID in the Philippines), a publication in 

progress by this writer, there’s a big drop of earnings of films shown in the first quarter of 

the year: “…reports have it that the Philippine movie industry dropped its over-all box-of-

fice potentials to 35% during the mid-part of March of the fiscal year.”

Since the whole nation was at a halt since the second week of March, all citizens spent the 

rest of the year live-streaming movies on Netflix, iWant Originals, KTX.PH, Upstream, WeT-

Viflix, Amazon, Vivamax etc. intermittently, starting from the lean month of May.

By the last quarter of the year, some cinemas particularly in the provinces and key cities 

had opened up, but the economy of the cinemas was not good because people didn’t 

troop to the theaters in fear of the viral infection. In due time, many of them chose to close 

doors again.

The 2020 Metro Manila Film Festival (MMFF) initially planned eight film entries. Six months 

before the Christmas day showing of its entries, the first four (4) films in the lin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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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scripts submitted to the Selection Committee of the festival—wereofficially 

announced: Regal Entertainment’s drama The Friends of Mama Susan, Brighlight Leisure 

and Gallaga Reyes Films’ fantasy Magikland, ABS-CBN Film Productions and Viva Films’ 

farce Praybeyt Benjamin and Tincan’s horror-comedy The Exorcism of my Siszums.

In the socio-cultural euphoria of the MMFF in 2019, as the festival was being acclaimed as 

a political powerbase, the Metro Manila Development Authority (MMDA)—the organizer of 

the annual fest—had grown an idea of a 2020 Metro Manila Summer Film Festival (MMSFF) 

to be held in April, but the new coronavirus nipped it in the bud. 

On the other side of the festival-crazed industry was the online showing from October 31 

to December 13 of the entries—short films, full-length features, documentaries etc. retro 

and new—to the Pista ng Pelikulang Pilipino (PPP), the fourth year extravaganza still orga-

nized by the FDCP and led by its Chairperson Liza Dino-SEGUERRA.

Meanwhile, amid the prep up of a theatrical exhibition of the MMFF, hoping that the pan-

demic would tone down in December, it was everyone’s guess which last four films would 

make up the final line-up.

Instead, a new set of entries was announced by the MMFF Selection Committee, adding 

two (2) more to a bundle of ten (10) films. All of them would be streamed online or digitally 

shown because of the still restrictive atmosphere of the pandemic. Big movie houses (mall 

cinemas) were closed and getting a big share of the audience was a dim prospect. In effect, 

Regal, Viva and Star Cinema and Tincan backed out from the race.

Although Magikland (fantasy adventure) had remained with the new list of players, namely 

Coming Home and Isa Pang Bahaghari (Another Rainbow) (both family dramas), The Missing 

(horror), Tagpuan (Rendezvous) (romance), Suarez, The Healing Priest (biopic) Mang Kep-

weng, Ang Lihim ng Bandanang Itim (Old Kepweng, The Secret of the Black Shawl) and Pak-

boys Takusa (both comedies), The Boy Foretold by the Stars (rom-com) and Fan Girl (drama).

The 46th edition of the MMFF was the lowest earning activity of all the annual fiestas with 

an estimate of 31 million PHP in overall receipts gathered from Upstream. PH—an online 

platform—unlike in the past years when a gross of 200 million PHP was already secured at 

the tills on the first three days. Fan Girl was easily the top grosser of the festival, reportedly 

sharing half of the total income of the whole exercise. According to an unofficial report 

(Note: The MMDA only issues estimates), it only garnered 11 million PHP on the third day of 

the screening of the ten movies.

Regular moviegoers of the December fest were not used to watching films online as 

in-person excursions in actual theaters.

Piracy was still the primary concern in cyber film exhibition. One such example was the 

downloading of the copy of Fan Girl on its first live streaming day alone, which went viral, 

thrusting the authorities to apprehend the uploader to deal with the anti-piracy law.

In hindsight, digital screening or theatrical showing—any which way—it was again the tri-

umph of the romance drama and the usual slapstick comedy in content preference that 

drove the Filipino audiences to seek their national pastime—the movies.

Boy VILLA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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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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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age Documentary 

Film 2010 in Hanoi, Vietnam; book author on media studies; event organizer; contributor to enter-

tainment pages of Philippine broadsheets and tabloids; showbiz news editor and movie columnist for 

newspapers such as OpinYon, Diyaryo Pinoy, The Market Monitor, Remate, Pinoy Weekly and www.

filcaspro.com. Reach him through boyvillasanta18@gmail.com. He is also an online TV host of “Boy V’s 

Corner” for OpinYon Live and “Market Monitor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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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What are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local and international theatrical screenings of 

your releases like the genre film Night Shift and 

other projects that should have enjoyed extended 

showing?

A Cinemas have been closed for a year already. We basi-

cally lost the first exhibition platform which could potentially 

generate the bulk of the revenues for a project. 

Q  How does the COVID-19 pandemic affect the 

production of films in the pre-prod stage and 

the principal photography phase when the new 

coronavirus has struck the Philippines?

A We had several films in various stages of production 

when the pandemic hit last year. We were able to finish se-

lected movies, but we had to adjust our shooting protocols 

to ensure the safety of our cast and crew. This entailed ad-

ditional shooting days and additional budget. 

For movies with big scenes, we had to suspend shooting 

altogether until the situation improved. We do not want to 

compromise the story and the production treatment and 

at the same time, we also do not want to risk our cast, staff, 

crew and extras of infection.

Q  What are your adjustments in the production, 

marketing and promotion of films during the 

restrictive atmosphere of the pandemic, like strict 

adherence to government health protocols in 

filmmaking and closure of movie houses?  

A For production, we had to do lock-in shoots and ev-

erybody had to undergo entry and exit swab tests. We also 

had to assign safety officers and marshals to ensure that all 

the staff and crew adhere to the COVID protocols that are 

in place. We also had to adjust some scripts to minimize the 

number of people involved in each scene. 

As for marketing, we could not hold live events any longer, 

including premiere nights. Instead, we shifted to heavy digi-

tal promos, along with traditional media. 

We have instituted a digital press conference format which 

is now the standard for all our promo activities. 

Q  Do you think Over-the-Top (OTT) services and 

platforms could advance the Philippine film 

industry? Why? 

A We believe that OTT services will thrive in the Philip-

pines. Filipinos still love to consume content and are con-

stantly seeking entertainment especially during the pandem-

ic. Our technology infrastructure has been rapidly improving 

and hopefully becoming more affordable to the mass market. 

With more accessible data plans, the Filipino audience can 

enjoy the content in OTT platforms such as our very own 

Vivamax.

Q  How does the Philippine government support your 

filmmaking especially in these challenging times of 

the pandemic?

A The government is trying to protect all Filipinos by lay-

ing down rules and protocols that we should follow. Not only 

do we abide by the regulations of the IATF but we try to go 

the extra mile by adding protocols of our own. 

Interview with  

Producer Vincent del ROSARIO

Vincent del ROSARIO

Vincent del ROSARIO, producer of the romance drama On Vodka, Beers and Regrets, the genre film 

Night Shift etc. is the President and COO of Viva Communications, Inc. He has been at the helm of the 

content creation and distribution business units of the Viva Group and has steered the company into 

the digital era. Viva, a multi-media entertainment conglomerate is one of the biggest content creators 

in the Philippines with business interests in film and TV production and distribution, digital and tradi-

tional media platforms, artist management, music production and many other related activities.

Q  What is your foresight of Philippine cinema in genre 

filmmaking?

A Various genres will always have their own target au-

dience. We have to keep creating different stories that will 

intrigue, affect and hopefully inspire the viewers. 

Q  What is the impact of Korean genre filmmaking to 

your Filipino sensibilities and aesthetics?

A Koreans are masters in content making. While the Fil-

ipinos are already caught up in the Hallyu wave which has 

been happening all over the world, local producers are also 

learning from the fast-paced and cohesive storytelling of the 

Koreans. Viva has produced several local adaptations of Ko-

rean blockbusters—Miss Granny, Miracle in Cell No. 7, A Hard 

Day and Encounter. In the works are several others such as 

A Moment to Remember. 

Q  What movies can the world cinema audience expect 

from Viva in the next couple of years?

A There are films that have to be released in theaters. 

There is nothing like a cinema experience for certain films 

even for local productions. In fact, we have several finished 

movies that are not on digital platforms and are just waiting 

for the cinemas to open. While this is not yet possible, we 

are turning to digital platforms to reach our audience. With 

the gaining acceptability and accessibility of these digital 

platforms such as Vivamax, Filipinos can still watch Viva’s 

films in the comfort of their homes.

Q  Pandemic or no pandemic, what does it take to 

succeed at the box-office in the Philippines?

A There is no sure-fire formula to a box office hit. Some-

times, a film with seemingly all good elements such as a 

great cast, director and production team will still fail in the 

box office. 

Q How do you select projects for film production?

A We try to produce films or series from various genres—

drama, action, thriller, romance, comedy, horror, suspense, 

etc. The most important factor we consider is the story. In 

the words of Boss Vic (del ROSARIO, father of Vincent and 

founder of Viva Films), “kung walang istorya, walang kuwen-

ta (if there is no story, there is no value).”

Q  How do you go about getting investments for your 

films?

A Viva fully funds all our projects in-house and we do 

not actively seek plain monetary investments from third 

parties. Our co-productions usually mean that both parties 

are bringing something vital to the project such as the story, 

lead cast or director.

Q  During the first quarter of 2020 and despite the 

pandemic, what are some of the market trends you 

saw in 2020?

A The pandemic is totally unprecedented and all indus-

tries are greatly affected. During the pandemic, we saw the 

rise of everything digital—media platforms, payment gate-

ways, social media, online meetings and transactions. We will 

capitalize on this with our own OTT platform, Vivamax. 

Q  What would you consider the toughest challenge for 

you as a producer?

A We want to keep making content for our audience and 

also make sure that our artists, directors and production 

crew have steady income. With the rising costs of production, 

limitations in the projects that we can manage within the 

pandemic and the suspension of a major exhibition platform, 

it is hard to recover our investments. While digital platforms 

are slowly picking up, we hope that the Filipinos will still em-

brace our content delivered digitally to their h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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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VND)  Gross(USD) Production Distribution

1 Tiệc Trăng Máu Blood Moon Party 응우옌 꽝 중 NGUYEN Quang Dung 베트남 Vietnam 코미디 Comedy 180.000.000.000 7,826,000 Mar6 Pictures Lotte Entertainment Motion Pictures

2 Gái Già Lắm Chiêu 3 The Royal Bride 냠 시토 BAO Nhan - NamCito 베트남 Vietnam 코미디 Comedy 168.000.000.000 7,304,000 Galaxy Media & Entertainment Lotte Entertaiment, Mar6 Pictures

3
Chi Mười Ba: 3 Ngày 

Sinh Tử
Sister Thirteen: Three Deadly 

Days
보 탄 호아 VO Thanh Hoa 베트남 Vietnam 액션 Action  100.000.000.000 4,347,000 Redpeter Films Co., Ltd. Galaxy Distribution

4 반도  Peninsula 연상호 YEON Sang - ho 한국 Korea 액션 Action 90.000.000.000 3,913,000 Galaxy Media & Entertainment  Next Entertainment World  

5 Đôi Mắt Âm Dương The Eyes 낫 트렁 NHAT Trung 베트남 Vietnam 코미디 Comedy 67.000.000.000 2,913,000 HKFilm, Red Ruby, East Films Galaxy Distribution

6 Ròm Rom 트란 탄 후이 TRAN Thanh Huy 베트남 Vietnam 범죄 Crime 58.000.000.000 2,509,000 Wepro CJ Entertainment HKFilm

7 30 Chưa Phải Là Tết 30 Chua Pahi La Tet 쿠앙 후이 QUANG Hu 베트남 Vietnam 코미디 Comedy 52.000.000.000  2,260,000 DC Films,Atlas Entertainment CJ CGV Vietnam

8 원더 우먼 1984 Wonder Woman 1984 팻티 젠킨스 Patty JENKINS 미국 USA 액션 Action 48.000.000.000 2,086,000 Universal Pictures Warner Bros. Pictures

9 닥터 두리틀 Dolittle 스티븐 개건 Stephen GAGHAN 미국 USA 판타지 Fantasy 41.000.000.000 1,782,000 Warner Bros. Pictures Universal Pictures

10 테넷 Tenet 크리스토퍼 놀란 Christopher NOLAN 미국, 영국 USA, UK 액션 Action 35.000.000.000 1,521,000 Dreamworks Animation Warner Bros. Pictures

No.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VND)  Gross(USD) Production Distribution

1 Tiệc Trăng Máu Blood Moon Party 응우옌 꽝 중 NGUYEN Quang Dung 베트남 Vietnam 코미디 Comedy 180.000.000.000 7,826,000 HKFilm Lotte Entertainment Motion Pictures

2 Gái Già Lắm Chiêu 3 The Royal Bride 냠 시토 BAO Nhan - NamCito 베트남 Vietnam 코미디 Comedy 168.000.000.000 7,304,000 Mar6 Pictures Lotte Entertaiment, Mar6 Pictures

3
Chi Mười Ba: 3 Ngày 

Sinh Tử
Sister Thirteen: Three Deadly 

Days
보 탄 호아 VO Thanh Hoa 베트남 Vietnam 액션 Action  100.000.000.000 4,347,000 Galaxy Media & Entertainment Galaxy Distribution

4 Đôi Mắt Âm Dương The Eyes 낫 트렁 NHAT Trung 베트남 Vietnam 코미디 Comedy 67.000.000.000 2,913,000 Galaxy Media & Entertainment Galaxy Distribution

5 Ròm Rom 트란 탄 후이 TRAN Thanh Huy 베트남 Vietnam 범죄 Crime 58.000.000.000 2,509,000 HKFilm, Red Ruby, East Films CJ Entertainment, HKFilm

6 30 Chưa Phải Là Tết 30 Chua Pahi La Tet 쿠앙 후이 QUANG Hu 베트남 Vietnam 코미디 Comedy 52.000.000.000  2,260,000 Wepro CJ CGV Vietnam

7 Nắng 3: Lời Hứa Của Cha 13rd Sister 동 당 지아오 DONG Dang Giao 베트남 Vietnam 드라마 Drama 35.000.000.000 1,521,000 Dong Giao Production Lotte Entertaiment

8 Sắc Đẹp Dối Trá False Beauty 카이 응우옌 Kay NGUYEN 베트남 Vietnam 액션 Action 25.000.000.000 1,086,321 Mau Hong CJ CGV Vietnam

9 Trái Tim Quái Vật Trai Tim Quai Vat 타 응우옌 히엡 TA NGUYEN Hiep 베트남 Vietnam 드라마 Drama 15.000.000.000 652,000 Wepro CJ CGV Vietnam

10 Bằng Chứng Vô Hình Invisible Evidence 트린 딘 르 민 TRINH Dinh Le Minh 베트남 Vietnam 액션 Action 8.000.000.000 347,000 CJ CGV Vietnam CJ CGV Vietnam

Figures of Top 10 Films in Vietnamese Box Office

Figures of Top 10 Films in Domestic Box Office

출처: Le Hong 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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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베트남 영화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춤하게 되었다. 엄

청나게 흥행을 한 영화가 다수 있었지만, 베트남 영화 시장의 수익은 전년도의 기록적인 4조 1,000억 

VND에 비해 50% 이상 감소했다. 인디 영화와 예술 영화 장르에 있어서 국내외 입소문을 탄 작품이 없

다는 점 역시 관객들에게 큰 의문으로 남았다.

영화의 숫자가 줄어들며 수익 감소

베트남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반등했던 지난 10년 이후에도 해마다 영화관 수익은 꾸준히 증

가하고 있었다. 2019년은 전체 시장 수익 총합이 4조 1,000억 VND에 이르며 획기적인 성장을 이룬 

해로 입증되었으며, 이 중 약 3분의 1은 베트남에서 제작되어 개봉한 국내 영화들로, 2018년에 비해 

40%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2020년 초 중국에서 발발하여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영화 시장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팬데믹 여파는 취소되거나 개봉일 변경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시장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예년에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여름에 개봉해 많은 

관객을 끌어모았지만,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런 일이 불가능했다. 몇 편의 할리우드 블록

버스터 영화가 위험을 무릅쓰고 실험적으로 개봉하며 대중에게 기대를 걸어봤지만 무참히 실패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감독하고 8월 베트남에서 상영한 블록버스터 영화 〈테넷〉은 400억 VND 정

도의 초라한 수익을 올렸을 뿐이었다. 〈원더 우먼 1984〉은 크리스마스에 개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00억 VND 이하의 수익을 올렸다. 베트남에서 개봉해 최고 수익을 올린 외국 영화는 〈부산행〉 의 후

속작인 〈반도〉 였다. 약 900억 VND로 〈기생충〉의 기록을 깨고 베트남 내에서 최고의 수익을 올린 한

국 영화가 되었다.

팬데믹으로 6개월 이상 얼어붙었던 베트남 영화 내수 시장은 9월 말이 되어서야 독립 영화 〈롬〉 을 통

해 진정한 반등을 이루어 냈다. 이 영화는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관객평에도 불구하고 2019년 부산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며 강렬한 효과를 만들어냈다. 지난 10월 이탈리아 영화 〈퍼펙트 스트레

인저〉를 리메이크한 Tiệc trăng máu가 박스오피스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총 매출 1,800억 

VND을 달성하며 Cua lại vợ bầu, 〈분노〉와 함께 베트남 영화 사상 최고 수익을 올린 3대 베트남 국내 

영화가 됐다.

작년 크리스마스와 새해에는 액션 영화 Chị Mười Ba: 3 Ngày Sinh Tử가 개봉했다. 이 작품도 흥행 수

익 1,000억 VND이 넘는 열풍을 일으키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원더 우먼 1984〉을 제치고 올해의 

세 번째 히트작이 됐다.

그러나 흥행에 성공한 베트남 영화는 한 손으로도 꼽을 수 있을 정도다. 베트남이 아직 팬데믹의 타

격을 받기 전인 지난 음력 설 영화 시즌 동안, 〈명문가 신부 되기〉, Đôi Mắt Âm Dương 및 30 Chưa 

Phải Là Tết만 흥행에 성공했을 뿐이다.

2019년, 스릴러/범죄 장르가 베트남 영화의 새로운 신호탄으로 여겨졌지만, 이 장르의 대표작인 두 편

2020년 

베트남 영화산업 동향

의 영화 Bằng Chứng Vô Hình (한국 원작의 리메이크)와 Trái Tim Quái Vật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두 작품 모두 국내외로 잘 훈련된 젊은 감독인 트린 딘 레 민, 타 응우옌 히프 감독이 맡았는데, 두 감독

은 영화를 체계적으로 만들기는 했으나 새로울 것 없고 너무 안전한 내용, 개연성 없는 줄거리 및 연기 

등의 이유로 결국 흥행에 실패하게 되었다.

지난해 42편의 영화 개봉을 기록한 것에 비해 올해 베트남 영화는 약 23편만이 개봉했다. 위에서 언

급한 작품들을 제외하고, Hoa Phong Nguyệt Vũ, Sài Gòn Trong Cơn Mưa, Chồng Người Ta, Bí 
Mật Của Gió 등 대부분 영화들은 박스오피스 총 매출 20억 VND ~ 40억 VND에 불과한 비참한 손실

을 입었다.

베트남 영화는 일반적으로 200억 VND가 손익분기점이며, 그 이상의 매출이 나와야 매체 비용은 차치

하더라도 약 80억 VND ~ 100억 VND의 제작비와 영화관에 배분되는 흥행수익 절반을 지불할 수 있

다. 수익 150억 VND 미만은 자명한 실패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개봉작이 줄어들어 처음으로 올해 베트남 

박스오피스 최고 흥행작 10위 안에 국내 영화가 6:4의 비율로 해외 영화보다 우세했던 한 해였다.

변화에 대한 실패와 실험 

재미와 수익에 중심을 두고 있는 베트남 영화계에 가리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몇몇 젊은 감독과 영화 

제작자들은 다양한 국내 영화를 선보이기 위한 변화와 실험을 진행 중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몇몇 영화를 통해 주제와 장르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무술/액션 영화로 〈분노〉 

(르 반 키엣 감독, 배우 겸 프로듀서 응오 탄 반 작품)가 주목을 받은 가운데, 스릴러/범죄 장르에서 〈은

밀한〉 (캐시 우옌 감독), LGBT 및 가족을 주제로 한 〈엄마, 안녕〉 (트린 딘 레 민 감독), 그리고 〈롬〉 (짠 

탱 휘 감독) 같은 인디 영화는 소외된 사회의 다양한 삶의 측면을 보여줬다.

과거의 베트남 영화계는 검열이나 민감한 주제가 두려워서, 또는 베트남 관객이 로맨틱 코미디나 호러

영화만 좋아한다는 믿음 때문에 장르 및 주제 선정에 매우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영화 제작자들은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장르와 주제에 접근해 오고 있다. 

이러한 혁신은 베트남 영화의 빈곤과 지루함을 깨뜨리고 관객들을 점차 다양한 주제의 영화들로 끌어

모았다. 베트남 관객들도 새로운 주제에 매우 개방적인데, 오락 목적 외에 재미가 아니라 내 생각과 우

려를 흔들 수 있는 영화를 찾기 위해 극장에 가고 싶어하는 것이다.

호치민 시내 빈민가에서 불법 복권을 파는 아이들의 암울한 이야기를 담은 〈롬〉은 사회 문제나 소외계

층을 직접 보여주는 인디 영화 중 하나다. 이 영화의 강점은 획기적이고 실험적인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다는 점인 데 반해, 허술한 대본이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해 국내 관객의 마음을 완전히 얻는 데 실패

했으며, 오히려 관객 간의 큰 간극을 확인할 뿐이었다.

실험 영화의 전형적인 한계는 주제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에서 나온다. 현실적이고 사회적

인 주제를 다루거나 인간 내면의 어두운 면을 반영하는 베트남 영화는 모두 공통적인 한계가 있는데, 

이것은 작가와 감독이 내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분석 없이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제작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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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가 피상적이고, 줄거리 전개 및 인물 묘사가 단순해지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단점은 한편으로는 영화 제작자들이 자신의 창의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틀

에 박히게 만드는 혹독한 검열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인물이나 주제에 대한 경험 

부족, 심층적 연구 부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영화들은 여전히 주제를 과감하게 바꿔보는 실험 영화를 여전히 꿈꾸고 있으며, 

〈올드보이〉, 〈살인의 추억〉, 〈악마를 보았다〉, 〈곡성〉, 〈기생충〉 등 오랜 세월 국제적인 명작을 배출한 

한국 영화에서 묘사하는 폭력, 악의, 어두운 인간 내면과 같은 극도의 주제까지 다루면서도 동시에 즐

길 수 있는 영화를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지길 고대하고 있다.

좋은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의 부재, 국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영화를 만들지 못하면서 

베트남 영화계는 〈내가 니 할매다〉, 〈고 - 고 시스터즈〉, 최근에는 Blood Moon Party에 이르기까지 

좋은 해외 시나리오를 가져다 리메이크 제작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레 홍 람

1977년 태어난 레 홍 람은 1999년 하노이 국립대학 언론학과를 졸업했다. 람은 예술 및 문화 분야에서 기자, 

편집자 및 편집장으로 거의 20년을 종사했다. 람은 현재 프리랜서 영화 평론 및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까지 람은 『Watching Letters Reading Images』 (문학과 영화에 대한 인터뷰 및 평론, 2005), 『Play with 

Structures』 (영화 평론, 2011), 『Birds in the Wind』 (영화 관련 수필집, 2016), 『The Dilemma of Being 

Human』 (영화 관련 수필집, 2018) 및 『101 Best Vietnamese Films』 (베트남 영화의 전망, 2018)과 같은 5

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The breakthrough growth momentum of Vietnam cinema in 2019 was halted due to the 

global spread of the COVID-19 pandemic. Although there were a number of films consid-

ered box office phenomena, the revenue of the Vietnamese film market still fell by more 

than 50% compared to the record turn-over of 4,100 billion VND in the previous year. 

For indie and art genres, an absenc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viral works was a huge 

question for audiences. 

A Decline in Quantity and a Plunge in Revenue 

Since the end of the last decade, when the Vietnam cinema and entertainment market re-

bounded, movie theaters have had their revenues steadily rise year after year. 2019 proved 

to be a year of breakthrough growth with the whole market grossing up to 4,100 billion 

VND, roughly a third of which came from domestic films produced and released in Vietnam. 

The gross amount  increased by 40%, compared to the gross amount in 2018.

However, the COVID-19 outbreak in China in early 2020—which subsequently spread 

worldwide—has had a devastating impact on the cinema market. 

The pandemic’s aftermath is most evident on Hollywood blockbusters due to cancellation 

or reschedule of release, which consequently posed an enormous influence on the market’s 

revenue. Despite that Hollywood summer blockbusters were released robustly and drew a 

huge audience to cinemas in previous years, it was unfeasible in 2020 with the presence 

of COVID-19 pandemic. A couple of Hollywood blockbusters took risks experimenting with 

public reaction with their release—just to turn out to be an absolute failure.

Tenet, a blockbuster movie directed by Christopher NOLAN and screened in Vietnam in 

August, was able to gain a humble turn-over of more or less 40 billion VND. Wonder Wom-

an 1984, though released on Christmas, grossed only less than 50 billion VND. The high-

est-grossing international film in Vietnam was Peninsula, a sequel to Train to Busan, with 

about 90 billion VND—enabling it to break the old record of Parasite and dominate among 

Korean movies screened in Vietnam. 

For the domestic sector, after being frozen by the pandemic for over six months, Vietnam's 

cinema market only made a real bounce-back at the end of September with an indepen-

dent film named Ròm. The film won the grand prize at the 2019 Busan Film festival and 

created a strong impact, albeit profoundly separated the audiences in terms of their views 

on the film. In October, Blood Moon Party, a remake of the Italian movie Perfect Strangers, 

topped at the box office for 5 rigid weeks and reached a total revenue of approximately 

180 billion VND, becoming one of the 3 domestic movies with the highest revenue in Viet-

nam’s cinema history ever, alongside Win My Baby Back and Furie.

Last Christmas and in the New Year, the action movie Sister Thirteen: Three Deadly Days also 

waged a box-office fever. The film's revenue exceeded 100 billion VND, leaving behind the 

Hollywood blockbuster Wonder Woman 1984, and becoming the third hit movie of the year.

Vietnamese Film Market 

Trend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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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successful Vietnamese films at the box office, however, is only a handful. 

During the cinema season on the last Lunar New Year, when Vietnam had yet to be struck 

by the pandemic, only three more Vietnamese movies prospered at the box office—namely 

The Royal Bride, The Eyes and 30 Chưa Phải Là Tết. 

In 2019, the thriller/crime genre was deemed a novel signal of Vietnamese cinema. Yet two

representatives for this genre, Invisible Evidence (a remake of its Korean original) and The 

Monster’s Heart, did not meet expectations. Both of them belong to two young and well-

trained director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a NGUYEN HIEP and Trinh Dinh LE 

MINH. Though organized, their contents were not really ground-breaking and and too safe. 

Plus, their contents had unconvincing plots or acting, which all contributed to their incom-

patible turnovers, ultimately. 

In comparison with last year’s record of 42 movies, Vietnamese cinemas have released only 

about 23 domestic movies this year. Except those mentioned above, most of the others 

faced miserable losses at the box office with a gross revenue of only 2 to 4 billion VND 

such as The Crawler, Saigon in The Rain, Someone’s Husband and The Secret of Wind. 

The common ground of Vietnamese cinema demands that with only a revenue of 20 billion 

VND and over can a movie ensure to break even or pay off (due to the production budget 

of about 8-10 billion VND, and half of the revenue distributed to screening in movie the-

aters, not to mention media expenses). Revenue of below 15 billion VND is a proven failure 

for a movie. 

Despite that, the lack of Hollywood blockbusters during the pandemic made it the first 

time that Vietnam’s box office had ever seen the predominance of domestic films over in-

ternational ones, with a ratio of 6:4 in the top 10 best-selling movies of the year.

Unsuccessful Changes & Experimentation

Regardless of the entertainment-centered and revenue-focused shadow over Vietnamese 

cinema, there are still a few young directors and filmmakers who aspire to change or ex-

periment to offer diverse menus of domestic films.

Over the recent years, some movies have shown a drastic change in topics and genres. 

While Furie (by director LE-VAN Kiet and actor/producer NGO Thanh Van) took the spot-

light among martial art/action movies. The genre of thriller/crime was characterized by Sis-

ter Sister (by director Kathy UYEN). LGBT and family were the topics of Goodbye Mother (by 

director Trinh Dinh LE MINH). Ròm (by director TRAN Thanh Huy) was an indie reflecting 

many aspects of marginalized social life.

Due to the fear of censorship or sensitive topics, or the belief that Vietnamese audiences’ 

tastes are only satisfied with rom-com or horror films, Vietnmese cinema appeared to be 

quite timid and undaring in their selection of genres and topics in the past. In contrast, 

these genres and topics have been approached in a more direct manner by filmmakers 

over the past two years. This innovation has both broken the poverty and tedium of Viet-

namese cinema, and gradually drawn the audiences to films of various themes. Vietnamese 

audiences are also very open to new topics, as beside recreational purposes, they also want 

to go to theaters to seek movies that revoke thoughts and concerns, not just for fun. 

Ròm, a grim story about children selling illegal lottery tickets in a slum inside Ho Chi Minh 

City, is one of the indie films that dare to look directly into social problems or marginal 

identities. A strong point of the film lies in its groundbreaking, experimental storytelling 

language, whereas the lax script appears to be its most obvious weakness, making it im-

possible for Ròm to really conquer the hearts of domestic audiences, and instead even 

leave a deep division between them. 

This limitation is typical of experimental movies that tend to take their topics in other direc-

tions. Vietnamese films that touch on realistic topics or reflect social aspects and dark sides 

of human’s innermost feelings all fall prey to common limitations—i.e. superficial scenarios, 

simple plot development and character descriptions from subjective perspectives of screen-

writers and directors who do not conduct intensive research and analysis of inner layers. 

This drawback, on the one hand, can be attributed to the harsh censorship that causes 

filmmakers to falter and frame their own creativity; on the other hand, it mirrors a lack of 

experience and in-depth study of characters or subjects.

In general, Vietnamese cinema still craves for experimental films that venture to change 

their topics and are expected to go viral in terms of enjoyment, or reach extreme limits 

such as violence and the evil and darkness of human’s inner feelings as described in inter-

nationally reputational Korean films over the years such as Oldboy, Memories of Murder, I 

Saw the Devil, The Wailling and Parasite.

The lack of competent writers and the inability to create movies that can win domestic au-

diences’ hearts thus have forced Vietnamese cinema to keep remaking good international 

scenarios such as Sweet Twenty, Go-Go Sister and recently Blood Moon Party...

LE Hong Lam

Born in 1977, Lê Hồng Lâm graduated in Journalism at the Hanoi National University in 1999. Lam has 

had nearly 20 years of experience working as journalist, editor and editor-in-chief in the arts and cul-

ture. Lam currently works as a freelance film critic and journalist. To date he has authored five publi-

cations: Watching Letters Reading Images (literature and cinema interviews and criticism, 2005); Play 

with Structures (cinema criticism, 2011); Birds in the Wind (a collection of essays on cinema, 2016); 

The Dilemma of Being Human (a collection of essays on cinema, 2018); and 101 Best Vietnamese 

Films (a survey of Vietnamese cinem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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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IDR)  Gross(USD) Production

1 밀레아: 딜란의 목소리 Milea: The Voice of Dilan 파자르 부스토미, Pidi BAIQ Fajar BUSTOMI, Pidi BAIQ 인도네시아 Indonesia 드라마 Drama 126,312,680,000  8,711,000 Max Pictures

2 원 데이 위 윌 토크 어바웃 투데이 One Day We'll Talk About Today 앙가 드위마스 사송코 Angga Dwimas SASONGKO 인도네시아 Indonesia 드라마 Drama   90,276,320,000    6,226,000 Visinema Pictures

3 닥터 두리틀 Dolittle 스티븐 개건 Stephen GAGHAN 미국 USA 어드벤쳐 Adventure    62,199,098,500    4,289,593 Universal Pictures

4 나쁜 녀석들: 포에버 Bad Boys for Life 아딜 엘 아르비, 빌랄 팔라 Adil El ARBI, Bilall FALLAH 미국 USA 액션 Action    61,230,020,000    4,222,760 Sony Pictures Entertainment Inc.

5 Akhir Kisah Cinta Si Doel The End of Doel's Love Story 라노 카르노 Rano KARNO 인도네시아 Indonesia 드라마 Drama    46,234,360,000    3,189,000 Falcon Pictures, Karnos Film

6 버즈 오브 프레이(할리 퀸의 황홀한 해방)

Birds of Prey(and the 

fantabulous emancipation of 

one harley quinn) 

캐시 얀  閻羽茜 Cathy YAN 미국 USA 액션 Action    54,085,000,000    3,730,000 Warner Bros. Pictures

7 수퍼 소닉 Sonic the Hedgehog 제프 파울러 Jeff FOWLER 미국 USA 액션 Action    39,537,759,000    2,726,742 Paramount Pictures

8 Sebelum Iblis Menjemput Ayat 2 May The Devil Take You Too 티모 차얀토 Timo TJAHJANTO 인도네시아 Indonesia 호러 Horror    34,520,120,000    2,381,000 Frontier Pictures, Legacy Pictures

9 언더워터 Underwater 윌리엄 유뱅크 William EUBANK 미국 USA 액션 Action    40,205,875,500    2,772,819 20th Century Fox

10 Mangkujiwo Mangkujiwo 아자르 루비스 Azhar Kinoi LUBIS 인도네시아 Indonesia 호러 Horror    33,392,240,000    2,303,000 MVP Pictures

No.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IDR)  Gross(USD) Production

1 밀레아: 딜란의 목소리 Milea: The Voice of Dilan 파자르 부스토미, Pidi BAIQ Fajar BUSTOMI, Pidi BAIQ 인도네시아 Indonesia 드라마 Drama    126,312,680,000    8,711,000 Max Pictures

2 원 데이 위 윌 토크 어바웃 투데이 One Day We'll Talk About Today 앙가 드위마스 사송코 Angga Dwimas SASONGKO 인도네시아 Indonesia 드라마 Drama    90,276,320,000    6,226,000 Visinema Pictures

3 Akhir Kisah Cinta Si Doel The End of Doel's Love Story 라노 카르노 Rano KARNO 인도네시아 Indonesia 드라마 Drama    46,234,360,000    3,189,000 Falcon Pictures, Karnos Film

4 Sebelum Iblis Menjemput Ayat 2 May The Devil Take You Too 티모 차얀토 Timo TJAHJANTO 인도네시아 Indonesia 호러 Horror    34,520,120,000    2,381,000 Frontier Pictures, Legacy Pictures

5 Mangkujiwo Mangkujiwo 아자르 루비스 Azhar Kinoi LUBIS 인도네시아 Indonesia 호러 Horror    33,392,240,000    2,303,000 MVP Pictures

6 #TemanTapiMenikah 2 Friends But Married 2 라코 프리얀토 Rako PRIJANTO 인도네시아 Indonesia 드라마 Drama    33,312,040,000    2,297,000 Falcon Pictures

7 마리포사 Mariposa 파자르 부스토미, Pidi BAIQ Fajar BUSTOMI 인도네시아 Indonesia 드라마 Drama    30,653,120,000    2,114,000 Starvision Plus, Falcon Pictures

8 Aku Tahu Kapan Kamu Mati I Know When You Die 하드라 댕 라뚜 Hadrah Daeng RATU 인도네시아 Indonesia 호러 Horror    22,708,040,000    1,566,000 
Unlimited Production, Maxima 

Pictures

9 Rasuk 2 Possessed 2 리잘 만토바니 Rizal MANTOVANI 인도네시아 Indonesia 호러 Horror    15,307,720,000    1,056,000 Blue Water Films, Dee Company

10 Asih 2 Asih 2 리잘 만토바니 Rizal MANTOVANI 인도네시아 Indonesia 호러 Horror 11,226,520,000 774,000  MD Pictures, Pichouse Films

Figures of Top 10 Films in Indonesian Box Office

Figures of Top 10 Films in Domestic Box Office

출처: Sigit Prabo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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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영화계가 영광스러운 2019년을 막 넘겼다. 2019년 개봉한 인도네시아 영화의 관객 수는 

51,822,501명이며 연간 관객 수(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는 51,295,160명이다. 글로벌 박스오피

스 보고서에서도 인도네시아가 20위권에 머물렀다. 2019년은 초대형 텐트폴1 할리우드들이 끝없는 맹

공을 퍼부은 매우 힘든 한 해였기 때문에 이번 성과는 특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0년은 큰 희망의 해로 여겨졌다. 인도네시아 영화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2019년에 비해 헐리우드 경쟁작들의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대형 텐트폴 국내 대작들

이 적절히 라인업 되어 있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2020년 초(1~2월)에는 이러한 희망에 불이 붙었다. 

2020년의 8번째 주(2020년 2월 23일에 끝난 주)까지 인도네시아 영화 관람객 수는 2019년을 기준

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원 데이 위 윌 토크 어바웃 투데이〉 (비시네마픽처스, 앙가 드위마스 사송코 감독)와 같은 영화로 한 

해가 더 좋게 시작할 수 없었다. 이 진심이 담긴 가족 드라마는 신생 제작사의 최대 흥행작이었으며 

226만 관객을 돌파했다. 그 후 90년대 공전의 히트를 친 티브이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3부작의 종결 

편 Akhir Kisah Cinta Si Doel (팔콘픽처스 & 카르노필름, 라노 카르노 감독)이 개봉되어 116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았다. 3부작의 종결편에 대해 말하자면, 초대형 블록버스터 〈딜란〉 3부작 〈밀레아: 딜란

의 목소리〉 (맥스픽처스, 파자르 부스토미/Pidi BAIQ 공동감독)의 종결편은 316만 명의 관객을 모아 

인도네시아 역대 흥행 차트 11위에 올랐었다.

장르 영화의 전선 역시 매우 희망적이었다. Mangkujiwo (MVP픽처스, 아자르 루비스 감독)는 〈쿤틸라

낙〉이라는 프랜차이즈 영화의 스핀오프 프리퀄이며, Sebelum Iblis Menjemput Ayat 2 (프론티어픽

처스/레거시픽처스/라피필름/스크린플레이필름, 티모 차얀토 감독)는 2018년 히트작 Sebelum Iblis 

Menjemput의 후속편이다. 두 영화 모두 8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여 후속작들의 제작이 결정되었다.

외국 영화 쪽에서는 예상대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다. 2020년에 개봉한 외국 영화 중에 히트작이 없

어 국내 영화들이 더 많은 관객을 동원할 수 있었다. 〈나쁜 녀석들 : 포에버〉, 〈닥터 두리틀〉 그리고 〈버

즈 오브 프레이(할리 퀸의 황홀한 해방)〉 와 같은 외화들이 괜찮은 성적을 거뒀지만 전체적으로 위협적

인 것은 없었다. 국내 영화의 관객 수가 외국영화보다 많아서 인도네시아 영화의 또 다른 멋진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 얘기였다.

1　   텐트폴 영화: 텐트를 세울 때 지지대 역할을 하는 기둥을 뜻하는 텐트폴(tentpole)에서 나온 말로, 영화사의 한 해 

현금 흐름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상업 영화를 뜻한다. 유명 감독과 배우를 기용하고, 대자본을 투입하여 

흥행 공식에 맞춰 제작한다. 연휴‧방학 등 성수기에 개봉하는 가족 영화, 유명 프랜차이즈 시리즈 물 등이 이에 

속한다. 

2020년 인도네시아 영화산업 동향

: 코로나19와의 전쟁

2020년 2월 23일은 이탈리아의 영화관들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할 때였는데, 이는 중국 이후 최초의 영

화시장이었다. 이때, 세계는 코로나19가 엄청난 수익을 바라봤던 2020년 중국 시장을 쓸어 버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암울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

는 전 세계에서 느껴졌다. 인도네시아에서는 9주차부터 관객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2020 년 3 월 초, 〈007 노 타임 투 다이〉의 개봉 연기 발표에 이어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및 

〈콰이어트 플레이스 2〉와 같은 다른 할리우드 텐트폴영화들의 개봉 연기는 팬데믹의 영향이 전 세계적

으로 확대되었음을 알렸다.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극장 문을 닫아야 했고, 3월 중순부터 미국의 극

장 시장은 완전히 무너졌다.

인도네시아는 〈마리포사〉 (팔콘픽처스/스타비전, 파자르 부스토미 감독)이 1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

로 기대하며 개봉을 했으나, 바이러스에 의해 갑자기 상영이 중단되었다. 매우 기대되었던 공포 텐트폴 

영화 〈뻐나리 마을의 대학생 봉사활동〉 (MD픽처스, 아위 수리야디 감독)은 개봉 연기를 발표했고, 그 

후 2020년 3월 23일부터 영화관들이 문을 닫았다. 인도네시아 영화 산업에게 2020년이 공식적으로 

멈추게 되었다.

그 이후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언제 대 유행병이 끝나 극장 관람이 다시 시작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괴로

운 불확실성의 시기가 다가왔다. 인도네시아는 영화관이 2020년 7월 29일까지 재개관을 앞두고 있다

는 발표를 하여 잘못된 출발을 보였다. 반발이 너무 커서 그 계획은 폐기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기

다리게 되었다. 지연이 계속되면서 인도네시아 영화들은 에이드 알 피트르 연휴와 독립기념일 같은 전

통적인 성수기를 놓치고 만다. 규제가 시작되어 갑자기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제작사들 역시 어려움을 

겪었다. 방역지침이 만들어지고서wai야 촬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쉽지 않은 길이었다. 

다시 시작된 일부 촬영은 현장에서 확진자가 나와 다시 촬영을 중단해야 했다.

극장 폐쇄가 장기화되면서 스튜디오들은 텐트폴 영화들 일부를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핫스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팔 수밖에 없었다. 유명한 작품들 중에는 넷플릭스가 사들인 〈크레이지 티처〉 (베

이스엔터테인먼트/로지카판타지, 삼마리아 시만준딱 감독)과 〈우리 세사람〉 (MD픽처스/다푸르필름, 

하눙 브라만티오/판두 아지수리야 공동감독)가 있다. Patience This is a Test (MD픽처스/움바라브라

더스필름, 앙기 움바라 감독)와 Heaven That is Not Awaited 3 (MD픽처스, Pritagita ARIANEGARA

감독)는 디즈니플러스핫스타에 갔다. 그러나 스튜디오들은 영화관이 다시 열리기를 기대하며 진짜 큰 

타이틀들은 손에 쥐고 있었다.

불필요한 반발을 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에서 2020년 9월 말 영화관 재개관이 끝내 시작

되었고, 반둥과 같은 주요 도시들은 2022년 10월 초 재개관이 시작되었다. 인도네시아 영화계가 관망

하면서 재개관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영화는 한국 영화 〈반도〉였다. 많은 영화관들이 여전히 문을 닫고 

있었고, 50%의 정원과 제한된 상영 횟수를 가진 두 달간의 재개관 후, 마침내 2020년 12월 첫 주 새

로운 인도네시아 영화가 극장에 개봉되었다.

폐쇄 36주 후, 2020년 인도네시아 영화 관객 수는 2019년 관객 수에 비해 총 3,150만 명이 줄었고 

수입은 1조 2,600억 IDR(약 8,930만 USD)가 줄었다. 모든 영화의 잠재적 총 수익 손실은 약 255만 

USD로 추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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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 확인되는 코로나19 환자 수가 여전히 아주 많았으며, 백신 접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일반 

대중은 여전히 극장에서의 영화 관람을 향한 전반적인 부정적 분위기에 휘말려 있었기 때문에 극장의 

재개관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총 8개의 작품이 2020년 12월에 개봉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작품들과 

재개봉을 합친 숫자이다. 상대적으로 유일한 흥행작이라 볼 수 있는 작품은 아주 인기 있는 다누르 세

계관을 가진 호러 영화인 Asih 2 (MD픽처스/픽하우스필름, 리잘 만토바니 감독)였다.

2020년이 끝나감에 따라, 완전한 회복의 길은 길고 험난하다는 것이 모두에게 분명해졌다. 2020년에 

개봉한 인도네시아 영화는 2019년에 비해 75%나 급감한 1,270만 관객을 동원하는 데 그쳤다. 2020

년 상위 10편의 영화 중 5편은 국내 영화였고, 10위권 내 영화 중 5편이 장르 영화이었다. 2021년의 대

부분은 극장 운영을 정상화시킨 뒤 2022년까지 성장기로 복귀하는 데 쓰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깃 프라보우

시깃은 인도네시아에서 출구 투표 방식을 활용해 영화 박스오피스 데이터와 시청률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인 

씨네포인트(Cinepoint)의 창업자이다. 모든 영화의 개봉 첫 주에 매긴 씨네포인트 플래시 점수로 진정한 관객

의 반응을 알 수 있다. 조만간 씨네포인트에 더 많은 기능과 박스오피스 데이터가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인스

타그램, 페이스북, 워드프레스 등과 함께 트위터 @bicaraboxoffice 를 운영하며 인도네시아의 박스오피스에 

대한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 후반 처음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이후 많은 매달 수백만 건의 노출 

수 (임프레션)를 기록하며 많은 팔로워들을 보유하고 있다.

Q  2020년에 인도네시아 영화 산업에 대한 당신의 원래 

기대는 무엇이었는가?

A 2019년 박스 오피스 결과(인도네시아 영화)를 1~2% 차이

로 제치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Q 팬데믹이 영화 감독으로서의 시각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A 바뀌지 않았다. 영화를 또 만들고 싶어지도록 휴식이 필요

했다. 팬데믹이 그걸 해줄줄 누가 알았겠는가.

Q  장르 영화가 이 변화된 세상에서 더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A 나는 이 변화된 세상이 한 특정 장르에 어떤 영향을 미쳐

서 다른 장르보다 더 잘 될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그것은 확

실히 내가 눈여겨 봐야 할 것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Q  이제 백만 불짜리 질문이다: 극장 아니면 스트리밍? 

그리고 왜?

A 둘 다이다. 물론 나는 항상 스펙터클한 텐트폴 영화를 가

장 좋은 음향을 가진 가장 큰 스크린을 가진 극장으로 간다. 하

지만 실제로 집에서 더 즐기는 영화도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맹크〉나 〈결혼 이야기〉를 극장에서 보기 위해 시간을 내기

는 어려울 것 같다. 두 작품 다 집에서 스트리밍으로 봤고, 정

말 좋았다. 〈그래비티〉와 〈테넷〉은 극장에서 보았지만 그 경

험이 전혀 비슷하지도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스트리밍에

서 그 영화들을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또 다른 경우

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웃〉 같은 영화인데, 영화관에

서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스트리밍에서 두 번째, 세 번

째 보면서 더 마음에 들었다. 극장에 가서 두 번, 세 번 볼 시간

을 낼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백만 불짜

리 대답은: “둘 다 수용한다.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다.

아위 수리야디 

감독과의 인터뷰

아위 수리야디 

아위 수리아디는 2006년 로맨틱 코메디 〈사랑에 빠지기를 포기했다〉를 공동 감독하면서 감독 경력을 시작했다. 

몇몇 작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이후에, 수리아디는 그가 각본을 공동 집필한 2015년 호러 영화 〈피의 삐에로〉

와 함께 그의 장르적 진보를 발견했다. 이어 2017년, 270만 관객을 돌파하며 개봉과 동시에 인도네시아에서 가

장 성공적인 호러영화로 일시적으로 왕관을 차지한 〈다누르: 난 귀신이 보여〉으로 수퍼스타덤에 오른다. 〈다누

르〉 시리즈는 총 1,0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해 엄청난 성공을 거둔 호러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 수리아디의 다

음 호러 텐트폴인 〈뻐나리 마을의 대학생 봉사활동〉은 2020년에 가장 기대되는 영화 중 하나였다. 팬데믹으로 

인해 개봉이 연기되었고 2021년 언젠가 개봉될 예정인데, 인도네시아 관객들의 기대가 여전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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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n cinema industry has just passed a glorious 2019. The admission count for Indo-

nesian films released in 2019 was 51.822.501, while for calendar year 2019 (1 January – 31 

December 2019) was 51.295.160. In global box office reporting, Indonesia also remained in 

the Top 20. This achievement is considered special, since 2019 was a very tough year with 

an endless onslaught of mega Hollywood tentpoles.

The year 2020 was viewed as the year of great hope. The public’s trust towards Indonesian 

films kept getting higher – and big tentpoles were duly lined up, as Hollywood competition 

was predicted to be on a lesser level compared to 2019. And sure enough, the very early 

parts of 2020 (January – February) sparked fire to that hope. Up until the 8th week of 2020 

(the week ending 23 February 2020), Indonesian films admission was up 21% Year-on-Year 

towards calendar year 2019.

With a film like Someday We’ll Talk About Today (Visinema Pictures, dir. Angga Dwimas 

SASONGKO) the year couldn’t have begun any better. The heartfelt family drama was the 

fledgling studio’s biggest success and netted 2.26 million admissions. After that came The 

End of Doel’s Love Story (Falcon Pictures & Karnos Film, dir. Rano KARNO), the final part 

of a trilogy based on an uber-popular 90’s TV series, racking in 1.16 million admissions. 

Speaking of trilogy conclusions, Milea: the Voice of Dilan (Max Pictures, dirs. Fajar BUSTOMI 

and Pidi BAIQ brought an end to the mega-blockbuster Dilan trilogy, collecting 3.16 million 

admissions and landing on the 11th spot at the Indonesian all-time chart.

Genre front had things looking very nicely as well. Mangkujiwo (MVP Pictures, dir. Azhar Ki-

noi LUBIS) was a spinoff-prequel of the Kuntilanak franchise, while May The Devil Take You 

Too (Frontier Pictures/Legacy Pictures/Rapi Films/Screenplay Films, dir. Timo TJAHJANTO) 

was a sequel to 2018’s sleeper hit Sebelum Iblis Menjemput. Both scored solid 800k+ ad-

mission numbers, prompting sequels to be greenlit.

On the import side competition was not stiff, as expected. None of 2020 film really broke 

through, enabling local films to rack in more admission numbers. Titles such as Bad Boys 

For Life, Dolittle, and Birds of Prey individually scored modest success, but nothing threat-

ening as a whole. Admission numbers from local films exceed those of imports, and the 

potential for yet another great year for Indonesian films seemed tangible.

But that was before the coming of the coronavirus.

On 23 February 2020, Italian cinemas had to close, the first market since China had to 

close. At this point in time, the world came into a grim realization that COVID-19 will not 

only wipe the lucrative CNY 2020 slot in Chinese cinema, but also have a global effect. This 

sudden change in mood was felt all around the world. In Indonesia, admission numbers 

started to drop starting from week 9 onwards.

In early March 2020, delay announcement of No Time to Die followed by other Hollywood 

tentpoles like F9: The Fast Saga and A Quiet Place Part II signaled the true global extent of 

Indonesian Film Market Trend in 2020: 

COMBATING COVID-19

the pandemic’s effect. Markets were continuously forced to close down exhibitions, and in 

the middle of March the US box office market collapsed completely.

Indonesia managed to get Mariposa (Falcon Pictures/Starvision, dir. Fajar BUSTOMI) into, 

expecting the film to easily crack 1 million admissions, but its run was cut abruptly by the 

virus. Highly anticipated horror tentpole Field Trip in Dancer’s Village (MD Pictures, dir. Awi 

SURYADI) announced its release delay, and then cinemas were closed beginning from 23 

March 2020. For the Indonesian cinema industry, 2020 was officially put on hold.

After that came a nerve-wracking period of uncertainty, as nobody in the world really knew 

when the pandemic will recede enough for theatrical movies to return. Indonesia itself had 

a false start when it was announced that movie theaters were set to reopen by 29 July 

2020. The backlash was so huge that the plans were scrapped, which kept everyone wait-

ing. As the delay went on, Indonesian films missed traditional lucrative release corridors 

such as the Eid Al-Fitr holiday and Independence day. Production suffered as well, as many 

were abruptly shut down when restrictions began. It was not an easy path even when 

heath protocols have been formulated and shooting could re-commence, Some restarted 

productions had confirmed cases and had to be stopped again.

As cinema closure prolonged, studios had no choice but to sell some of their tentpoles to 

streaming services like Netflix and Disney+ Hotstar. Some of the prominent ones were Cra-

zy Awesome Teachers (BASE Entertainment/Logika Fantasi, dir. Sammaria SIMANJUNTAK) 

and Tersanjung The Movie (MD Pictures/Dapur Film, dirs. Hanung BRAMANTYO & Pandhu 

ADJISURYA) were bought by Netflix, while Patience This is a Test (MD Pictures/Umbara 

Brothers Film, dir. Anggy UMBARA) and Heaven That is Not Awaited 3 (MD Pictures, dir. 

Pritagita ARIANEGARA) went to Disney+ Hotstar. The studios however held on to the real 

big titles in the hope for return of the cinemas.

To avoid unnecessary backlash, cinema reopening was finally started in late September 

2020 in eastern parts of Indonesia, while major cities like Bandung began reopening on 

early October 2020. Korean movie Peninsula was one of the movies that headlined re-

opening, as Indonesian movies played a wait and see game. After two months of reopen-

ings, with many locations still closed, along with 50% capacity and limited showtimes, new 

Indonesian releases finally came back to theaters in the first week of December 2020.

After 36 weeks of closure, 2020 Indonesian film admission trailed 2019 by more than 31.5 

million or more than 1.26 trillion IDR in gross (roughly 89.3 million USD). Total potential 

revenue loss for all films were estimated to be around 255 million USD.

Reopening was not an easy task, as the number of daily new COVID-19 cases were still sig-

nificantly high, vaccination had not yet started, and the general public was still reeling from 

the overall negative campaign directed at theatrical moviegoing. A total of 8 titles were 

released during December 2020, a mixture of new titles and re-releases. The only relative 

standout was Asih 2 (MD Pictures/Pichouse Films – dir. Rizal MANTOVANI), a horror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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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extremely popular Danur Universe.

As 2020 drew to a close, it was very clear to everyone that the path to full recovery is long 

and arduous. Indonesian films released in 2020 collected only 12.7 million admissions, a 

sharp 75% drop from 2019. Of the top 10 films in 2020, 5 were local films, while within the 

top 10 local films, 5 were genre titles. It is expected that the bulk of 2021 will be first spent 

for getting cinema operations back to normal condition, and later returning back to the 

growth period by 2022.

Q  What was your original expectation for Indonesian 

cinema industry in 2020?

A I expected the box office number (Indonesian movies) 

to reach all-time high, beating 2019 number by 1-2%.

Q  How did the pandemic change your vision as a 

filmmaker?

A It didn’t. I needed the break to miss filmmaking again. 

Who knew it would take a pandemic.

Q  Do you think genre movies will thrive in this 

changed world?

A I’m not sure if this changed world has any effect on one 

particular genre to thrive more than the other. It certainly 

doesn’t affect my watchlist.

Q  And now the million dollar question: theaters or 

streaming? Why?

A Both. Of course I would always go for the biggest 

screen with the best sound quality available for spectacle/

tent-pole movies, but some movies I actually enjoy more 

at home. For example it would be hard for me to make the 

time to go see Mank or Marriage Story in a theatre. Both I 

saw on streaming at home, which I absolutely loved. On the 

other hand, I saw Gravity and Tenet in the theatre and have 

no desire to see them again on streaming because I know 

the experience wouldn’t come close. Another case is a movie 

like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which I liked a lot when 

I saw it in the theatre and liked it even more throughout the 

process of watching it secondly and thirdly on streaming. 

Would I be able to make the time to see it a second and 

third time in the theatre? Very unlikely.

So the million dollar answer is: Embrace both. Option is good.

Interview with  

Director Awi SURYADI

Awi SURYADI 

Awi SURYADI began his directing career by co - directing 2006 romcom Gue Kapok Jatuh Cinta. After 

some commercially successful movies, SURYADI found his genre stride with the stylish 2015 horror 

movie Badoet – Clown, which he also co - wrote. Superstardom then hit when he helmed Danur: I Can 

See Ghosts in 2017, which temporarily held the crown as the most successful horror film in Indonesia 

upon its release with more than 2.7 million admissions. Danur spawned into a mega successful horror 

franchise, nabbing nearly 10 million admissions in total. Suryadi’s next horror tentpole, KKN di Desa 

Penari, was one the most anticipated films of 2020. It was delayed by the pandemic and will be 

released some time in 2021, still very highly anticipated by Indonesian audience.

Sigit PRABOWO

Sigit is the founder of Cinepoint mobile application that provides box office charts data and audience 

rating for films in Indonesia, using exit polling methodology. The Cinepoint Flash score taken for every 

movie during its opening week represents true audience reaction. More features and box office data 

will be added to Cinepoint in the near future. He also runs @bicaraboxoffice Twitter account (along 

with Instagram, Facebook and Wordpress counterparts) that provides box office information and 

analysis in Indonesia. Since its inception in late 2017, the account has attracted quite a few followers, 

with millions of impressions each month.



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
MALAYSIAMALAYSIA



말레이시아 MALAYSIA 135메이드 인 아시아 MADE IN ASIA134

No.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MYR)  Gross(USD) Production

1 나쁜 녀석들: 포에버 Bad Boys for Life 아딜 엘 아르비, 빌랄 팔라
Adil El ARBI, Bilall 

FALLAH
미국 USA 액션 Action   7,952,347   1,930,650 Columbia Pictures

2 닥터 두리틀 Dolittle 스티븐 개건 Stephen GAGHAN 미국 USA 어드벤쳐 Adventure   7,285,564   1,768,770 Universal Pictures

3 뮬란 Mulan 니키 카로 Niki CARO 미국 USA 액션 Action   5,948,742   1,444,220 Walt Disney Pictures, Jason T.Reed Productions

4 언더워터 Underwater 윌리엄 유뱅크 William EUBANK 미국 USA 액션 Action   4,791,138   1,163,180 20th Century Fox

5 인비저블맨 The Invisible Man 리 워넬 Leigh  WHANELL 미국 USA 호러 Horror   2,996,696   727,530 Star Cinema

6 판타지 아일랜드 Fantasy Island 제프 와드로우 Jeff WADLOW 미국 USA 어드벤처 Adventure   2,814,678   683,340 Columbia Pictures, Blumhouse Productions

7 그루지2020 The Grudge 니콜라스 페세 Nicolas PESCE 미국 USA 호러 Horror   2,502,375   607,520 Columbia  Pictures

8 블러드샷 Bloodshot 데이브 윌슨 Dave WILSON 미국 USA 액션 Action   2,402,242   583,210 Columbia Pictures, Bona Film Group

9 1917 1917 샘 멘데스 Sam MENDES 미국 USA 액션 Action   2,163,752   525,310 Dreamworks Pictures, Reliance Entertainment

10 쥬만지: 넥스트 레벨 Jumanji: The Next Level 제이크 캐스단 Jacob KASDAN 미국 USA 액션 Action   2,116,383   513,810 Columbia Pictures, Matt Tolmach Productions

Figures of Top 10 Films in Malaysian Box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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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2020년 3월 중순 말레이시아 정부가 코로나19 유행병으로 인한 락다

운 조치를 취하며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소매점, 식당과 영화관을 포함한 기타 서비스 부분에서 

2020년 7월까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했던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더욱 놀라게 했다.

심지어 몇 달 후인 2020년 10월, 이동 제한 명령이 다시 시행되었고, 그 중에서도 한 장소 또는 한 지붕 

아래에서의 집합 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든 지침이 영화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도 전국의 영화관 및 영화 제작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결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영화관의 수익 감소와 많은 영화와 드라마 제작의 중단이

다. 두 번째는 주로 라디오텔레비전말레이시아(RTM), 미디어프리마, 아스트로와 같은 국내 방송사와 

넷플릭스 및 기타 OTT 플랫폼을 통한 시청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이며, 후반 작업 업체들의 수익

이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관점에서 영화 촬영을 위한 유연한 방역 지침 (세트 장 및 

현장)의 제정과 제작자, 출연진 및 스태프 등 제작 중단의 타격을 입은 업계 실무자들에게 재난지원금

을 제공하여 상황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의무 상영 정책에 따라 2020년 한 해 동안 극장에서 개봉한 국내 영화는 총 23편

(2019년 48편 대비)에 불과해, 1,620만 MYR (2019년 1억44백만 MYR)의 미미한 박스오피스를 기록

했다. 2020년 3월까지 16편의 국내 영화가 개봉되었고, 그리고는 2020년 7월까지 4개월간의 락다운

이 실행됐다. 그리고 7월부터 10월 초 사이에 7편의 추가적인 영화가 개봉되었고, 2020년 10월에 또 

한 번의 락다운이 발표되어 연말까지 지속되었다.

2020년 3월 락다운 이전에 개봉된 국내 영화들 가운데는 엄청난 기대를 모은 멘부커 상 후보에 올랐

던 톤 투안 엥의 소설을 원작으로 1940년대 말라야를 배경으로 한 말레이시아 영어 영화 〈해질무렵 안

개정원〉이 있었다. 개봉에 앞서 이미 2019년 제56회 금마장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 등 

후보에 올랐고, 최우수 분장 및 의상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아스트로쇼, HBO아시아, 말레이시아국립

영화개발공사 그리고 CJ콘스탄틴 필름이 제작한 이 영화는 말레이시아 배경이나 말레이시아의 역사적 

요소가 담긴 이야기를 해외에서 모집한 출연진과 제작진(감독 임서우(林書宇)는 대만인이고 출연진들

은 일본, 영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출신)으로 꾸며 낼 수 있는 말레이시아 영화 투자의 새로운 방향

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하이라이트로는 마마트 칼리드 감독의 Rock 4: Rockers Never Dai 와 페이살 아지주딘 감독의 

Suraya가 있다. 마마트의 전형적인 자니1 스타일의 각본과 연출은 1970년대 생계를 위해 노력한 록 뮤

지션들의 시련과 고난에 대한 이 영화를 감독의 팬층 (마마트 칼리드는 2018년 4,200만 MYR의 수입

을 벌어들인 대히트작 〈리마네 마을의 유령들〉을 감독했었다) 덕분에 작은 흥행을 거둘 수 있었다. 반

면 공포 영화 Suraya는 말레이시아에서 실제 개봉을 한 달 앞둔 2019년 12월 민다나오영화제에서 월

드프리미어를 했다. 이 영화는 이후 아스트로퍼스트와 부채널에서 방영되었고 호주의 한 배급사가 판

권을 구매했다. 한편, 아지주딘의 다른 영화 Temenggor는 2020년 8월 아마존프라임비디오에 팔렸다. 

페이살 아지주딘 감독은 부산아시아영화학교(AFIS)의 졸업생이다.

1　  자니(Zany): 주인공의 묘기를 우스꽝스럽게 흉내 내는 옛날 희극의 하급 광대나 곡예사 란 뜻으로 B급 정서란 말

이 가장 어울리겠다.

2020년  

말레이시아 영화산업 동향

극장 개봉작 이외에 몇몇 국내 제작과 공동 제작은 작은 스크린에 영향을 주었다. 업계에서 가장 큰 이

변은 2020년 10월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인 아스트로퍼스트에서 방영된 Mael Totey가 나흘 만에 

256만 MYR의 수익을 거둬 아스트로퍼스트 사상 최고 수익을 올린 영화로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이다. 

이 영화는 말레이시아 유튜버 사흐미 사잘리가 만들었다.

이밖에 말레이시아 톱스타 브론트 팔라래와 싱가포르 톱 여배우 레베카 림이 출연한 2020년 7월 개봉

한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공동제작 The Bridge Season 2 (덴마크 - 스웨덴 시리즈 원작)와 남론 감독

의 넷플릭스 데뷔작 〈회색 게임: 원 투 자가〉와 자히르 오마르 감독의 상서로운 데뷔작 〈쿠알라룸푸르

의 밤〉 (2019년 부산영화제에서 세계 최초 개봉)등이 작은 스크린에 기쁨을 주었다.

 

또 몇 가지 다른 흥미로운 진전도 있었다.

제22회 우디네극동영화제(FEFF)에 또 다른 말레이시아 영화 두 편이 선정되었는데, 이 영화들은 현

지에서 유럽 최초 개봉된 〈소울〉 (에미르 에즈완 감독)과 〈가해자, 피해인〉 (레일라 주칭 지 감독)이다. 

〈소울〉은 또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 영화 부문의 말레이시아 공식 출품작이기도 했다. 우디

네에 선정된 같은 두 편의 영화는 2020년 8월 제19회 뉴욕아시아영화제에서 이 영화제의 액션 영화 

부분 우수상을 수상한 무술 액션 영화 Geran (아릴 아부 바카르 감독)과 함께 상영됐다.

이 밖에 2020년 10월 중국에서 Guang (2018년, QUEK SHIO Chuan 감독)이 개봉되었고, 2020년 

11월 말레이시아 사바 주에서 제작된 Avakas (Marc ABAS 감독)가 샌프란시스코의 언아더홀인더헤드

페스티벌의 공식 선정작 중 하나가 되었다. 또 다른 영화 Prebet Sapu (Muzzamer RAHMAN감독)는 

2020년 11월 족자카르타에서 열린 넷팩아시안필름페스티벌(JAFF)에서 세계 최초 개봉을 하였다.

요약하면, 2020년에는 나름대로 굴곡이 있었던 해 였다. 제작 측면에서는 국내 시장을 겨냥한 작품들

을 제외하고 이미 더 많은 공동제작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제도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지원이 보류되어야 했다. 현장에서의 촬영은 허용되었지만 엄격한 방역 지침 하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후반 작업 업체들에게 이러한 힘든 기간 동안에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

회를 주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의 애니메이션 회사인 레몬스카이는 플레이스테이션 5의 출시 타이

틀 중 하나에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깃발을 올리고 있다. 이전에 그들은 이미 PS3와 PS4의 『다크 소울』 

시리즈와 『블리자드 워크래프트3 리포지드』 같은 인기 있는 게임들의 리마스터링 작업을 한 적이 있다.

일본과 프랑스 영화제, 말레이시아영화제, 말레이시아국제영화제(MIFFEST) 등 많은 열성적인 영화팬

들이 기대하는 연례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영화제들도 팬데믹의 영향을 받아 온라인 환경으

로 옮겨져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말레이시아 영화인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다양

한 영화제나 영화 쇼케이스 행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영화관에서 상영

되는 일반적인 장편 영화의 시간적 요건에 국한되지 않는 유형의 이야기에도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

었다. 이는 2020년 개발 중인 작품 중 몇 년 내에 빛을 보게 될 예술 영화의 수가 증가된 이유라고 설명

할 수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의식처럼 여겨지던 영화 관람은 좌석 배치에 대한 엄격한 방역 지침 준수와 정기적

인 살균에도 불구하고 폐쇄된 공간에서의 위험이 더 크다는 인식 때문에 나쁜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 MALAYSIA 139메이드 인 아시아 MADE IN ASIA138

대유행이 그나마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그린 존'에서 제한된 상영이 허용되던 시기에도 관객들

은 관람을 주저했고, 주와 주 사이의 여행도 허용되지 않아 ‘그린 존’에서 관람을 원하는 사람들도 그곳

에 갈 수 없었다. 이것은 극장 체인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가중시켰고, 특히 MBO라는 극장 체인은 마

침내 무너져서 골든스크린시네마(GSC) 와 TGV만이 말레이시아의 주요 극장 체인으로 남게 되었다. 

2020년에는 〈테넷〉, 〈뮬란〉, 픽사의 〈소울〉, 〈몬스터 헌터〉, 〈원더 우먼 1984〉 등이 포함된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들의 수가 예상외로 얼마 되지 않았고, 이 영화들은 산발적인 상영시간 때문에 어중간한 

정도만 흥행을 하였다. 이는 또한 국내 영화들의 흥행 성적이 저조한 이유이기도 했다. 2020년 7월부

터 10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개봉된 한국 영화 〈반도〉와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

차편〉은 주로 이 영화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팬층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관객을 끌어모았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어려운 기간 동안 산업이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이득은 물론 손해도 있었다. 그리고 산업이 제대

로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아스트로쇼, 재지필름스, 픽셀플레이엔터테

인먼트, 플래닛필름스, 쿠만픽쳐스가 그들이 관여하는 장편 영화들의 저지선(펀딩과 배급)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향후 산업에 대한 극장과 온라인 수요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니몬스타, 

레스코파크프로덕션, WAU애니메이션과 같은 상위 애니메이션 회사들(2019년 말레이시아 3대 최고 흥

행 영화 제작)도 제약 속에서도 향후 몇 년 동안 산업을 지탱해야 할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었다.

한편, 산업과 관련된 정부와 공공 기관들 역시 팔짱만 끼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들은 디지털 콘텐츠 펀

드(DKD)에 따른 인센티브를 가지고 시나리오 개발을 포함한 제작자들이 문화적, 유산적 가치를 지닌 

영화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단편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위한 마이크로 펀드 인센티브

로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더 필름 인 말레이시아 인센티브(FIMI)도 진행 중이며, 2020년에는 12개의 

해외 제작이 유치되어 현장에서 촬영을 하거나 이스칸다르말레이시아스튜디오를 활용하거나 말레이

시아에서 후반 작업을 하고 있다.

카밀 오스만

20년 가까이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 종사한 이후, 카밀은 말레이시아 멀티미디어공사(MDEC)로 자리를 옮

겨, 말레이시아의 애니메이션 산업 개발 책임자가 되었다. 이 시기에 카타르의 알자지라 어린이 채널과 공동 

제작한 Saladin을 총괄 제작하기도 했다. 2011년, Saladin은 말레이시아 최초로 국제 에미상 후보에 올랐다. 

2015년에서 2016년 말까지 그는 국립 말레이시아 영화개발공사(FINAS)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재임 기간 중, 

그는 FINAS를 국제시장에 개방, 차세대 컨텐츠 제작자들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FINAS의 

디지털 시대를 열기도 했다. 2016년 11월, 그의 FINAS 임기를 마치고 말레이시아 방송통신 및 멀티미디어부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의 창조 산업 고문에 임명됐다. 그는 현재 아시아 영상위원

회 네트워크(AFCNET) 부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Like everywhere else in the world, when the lockdown due to the COVID-19 pandemic was 

imposed by the Malaysian Government in mid-March 2020, it caught everyone by sur-

prise—more so the business communities which had to practically cease operations in the 

retail, restaurant and other service-oriented sectors including cinemas until well into July 

2020. 

Only a few months later, in October 2020, the movement control restrictions (or MCO as 

it was described) were enforced again, banning amongst other things any activity involving 

groups of people in one place or under one roof. What all these directives impacted in the 

film industry—like in many other countries—were the screenings of films in cinemas and 

film production activities throughout the country. 

The consequences could be seen from three perspectives. One is the loss of revenue for 

the cinemas, and the shutdown of many film & TV productions. Two would be the ex-

ponential growth in home viewing, primarily through local broadcasters like RTM, Media 

Prima and ASTRO, as well as NETFLIX and the other OTT players, and the businesses sus-

tained for the post-production community. Lastly, it would b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overnment to keep things afloat through flexibility in the SOP for film shooting conditions 

(studios and on location) and cash aids to the industry practitioners—producers, cast and 

crew—who bore the brunt of the cessation of operations. 

Within this context, only a total of 23 local films (compared to 48 in 2019) managed to get 

released theatrically in the whole of 2020 under the Compulsory Screening policy, collec-

tively garnering a paltry box office of 16.2 million MYR (compared to 144 million MYR gross 

in 2019). Until to March 2020, 16 local films were released and then there was the lock-

down until July 2020 (a gap of 4 months), when a further 7 films were released theatrically 

between July and early Oct 2020. In Oct 2020 another lockdown period was announced 

that persisted until the end of the year. 

Prior to the March 2020 lockdown, amongst the local films released were the much an-

ticipated The Garden of Evening Mists, a Malaysian English-language film based on the 

award-winning novel by TAN Twan Eng set in Malaya of the 1940s. Prior to its release, it 

had already received nominations at the 2019 Golden Horse Awards including those for 

Best Film and Best Director, and won the Best Make Up and Costume Design award. The 

film, produced by Astro Shaw, HBO Asia, National Film Development Corporation Malaysia 

and CJ Constantin Films, signals a new direction in Malaysian film investment where stories 

with a Malaysian setting or elements of Malaysian history can be embellished with cast and 

crew draw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director is Tom LIN (林書宇), a Taiwan-

ese, and the cast is from Japan, United Kingdom, Singapore and Malaysia).

The other highlights included Mamat KHALID’s Rock 4: Rockers Never Dai, and Feisal 

AZZIZUDDIN’s Suraya. The typically zany style in Mamat's writing and direction about the 

trials and tribulations of rock musicians trying to make a living in the 1970s made Rock 4: 

Rockers Never Dai a modest hit because of its fanbase (Mamat KHALID incidentally is be-

Malaysian Film Market  

Trend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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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d the smash hit Hantu Kak Limah that grossed 42 million MYR at the box office in 2018). 

The horror film Suraya, on the other hand, had its world premiere at the Mindanao Film 

Festival in December 2019, a month before its actual release in Malaysia. The film has since 

been broadcasted on Astro First and on the Boo Channel and was picked up by an Austra-

lian distributor. Incidentally, AZZIZUDDIN’s other film Temenggor was picked by Amazon 

Prime Video in August 2020. Feisal AZZIZUDDIN is a graduate of the Busan Asian Film 

School (AFIS).

Other than theatrical releases, several local productions and co-productions made their 

impact be felt on the small screen. The biggest surprise for the industry was the film Mael 

Totey. It stunned everyone with its success on Astro First in October 2020, when it raked 

in 2.56 million MYR in just four days, making it Astro First's highest ever earning movie. The 

film was made by Malaysian YouTuber Syahmi SAZALI. 

Other small screen delights were the Malaysia/Singapore co-production The Bridge Season 

2 (based on the Danish-Swedish series) that premiered in July 2020, featuring one of Ma-

laysia’s top stars Bront PALARE and Singapore’s top actress Rebecca LIM, and the Netflix 

debut of Crossroads: One two jaga (Namron) and Zahir OMAR’s auspicious debut Fly by 

Night (the film that had its world premiere at the Busan Film Festival in 2019). 

There were also a few other interesting developments. 

Two other Malaysian films were selected for the 2020 Udine Far East Film Festival (FEFF), 

these being Roh (Emir EZWAN)—which had its European premiere there—and Victims (Layla 

Zhuqing JI). Roh was also Malaysia's official submission for the 2021 Academy Awards un-

der the International Feature category. The same two films selected for Udine were also 

screened at the 2020 New York Asian Film Festival (NYAFF) in August, along with another 

film, Geran (directed by Areel Abu BAKAR), a martial arts action movie that bagged the 

Daniel A CRAFT award for excellence in action cinema at the NYAFF. 

Other notables included the release of Guang (a 2018 film by QUEK SHIO Chuan) in China 

in October 2020, and an ethnic-themed Malaysian film made in Sabah, Avakas (Marc ABAS), 

which became one of the official selections for the 2020 San Francisco Another Hole In 

The Head Festival in November. Another film Prebet Sapu (Muz AMEER) had its world pre-

miere at the 2020 Netpac Asian Film Festival (JAFF) in Yogyakarta in November. 

In summary, 2020 had its ups and downs. In terms of production, other than those in-

tended for the local market, initiatives were already in place to make progress on more 

co-productions, but many had to be put on hold due to the pandemic. Productions were 

allowed on location but under strict regulations, and thus, this has given the opportunity 

for animation and post-production companies to find work during these trying times. The 

Malaysian animation company Lemon Sky, for example, continues to raise the flag with its 

involvement in one of the launch titles for Playstation 5. Previously they had already done 

work on the Dark Souls series on PS3 and PS4, as well as remastering favourites like Bliz-

zard Warcraft 3 Reforged. 

The ups and downs were also true for the annual film festivals in Malaysia which many avid 

moviegoers look forward to—such as the Japanese and French Film Festivals, the national 

Malaysian Film Festival and the Malaysi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MIFFEST). These film 

festivals had to be postponed or moved to the online space. Still, in some ways, the online 

environment has given many Malaysian film-makers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actively 

in diverse film festivals and film showcase events globally, as well as focus on the type of 

stories that are not limited to time requirements of a typical feature film shown in the cine-

mas. This explains the growth in the number of art house films in the development pipeline 

in 2020 that will see the light of day in future years. 

No doubt, moviegoing as a ritual was affected badly due to strict SOP for cinemas on 

seating arrangements, as well as the perception that the risks are higher in closed spaces, 

despite the regular sanitization. As a result, even during the time when limited screenings 

were allowed in ‘green’ zones where the pandemic appeared to be under control, the au-

dience stayed away; inter-state travel was also not allowed, and thus, those wishing to go 

for screenings in the ‘green’ zones could not do so. This added up to the problems faced by 

the cinema chains. One chain in particular, MBO, finally caved in, thus leaving only Golden 

Screen Cinemas (GSC) and TGV as Malaysia’s premier theatre chains. 

Films from the Hollywood majors during 2020 were unexpectedly only a handful, and in-

cluded Tenet, Mulan, Pixar’s Soul, Monster Hunter and Wonder Woman 1984—all of which 

fared only moderately at the box office, in part because of the sporadic screenings, which 

was also the reason for the lacklustre box office for the local films. It is worth noting that 

South Korea’s Peninsula and Japan’s Demon Slayer: Kimetsu no Yaiba the Movie-Mugen 

Train—released during the short window between July and October 2020—managed to get 

a much bigger audience than expected, due mainly to the fanbase those films already have. 

Indeed, there were gainers as well as losers in terms of the industry being sustained 

throughout the difficult period. It is acknowledged that the industry will take some time 

to recover properly. There is hope, however, with Astro Shaw, Jazzy Films, Pixel Play En-

tertainment, Planet Films and Kuman Pictures.They are continuously pushing the borders 

(funding and distribution) in feature film projects which they are involved in, and as a 

result, they appear well poised to address both the theatrical and online demands for the 

industry in the future. Top animation companies like Animonsta, Les Copaque Productions 

and WAU Animation (responsible for the three top grossing films in Malaysia in 2019) are 

also developing projects that should sustain the industry in the years to come, despite the 

constraints.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and public agencies related to the industry are not rest-

ing on their laurels, either. They are keeping things moving with incentives under the DKD 

(Digital Content Fund) to enable producers to continue making films of cultural and heri-

tage value, and the Micro Funds incentive, which is dedicated for short films and docu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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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ies, as well as for script development. The Film in Malaysia incentives (FIMI) is ongoing 

as well, and in 2020 has attracted 12 international productions to shoot on location, utilize 

the Iskandar Malaysia Studios, or do post production here in Malaysia. 

Kamil OTHMAN

After almost 20 years in the Oil & Gas Industry, Kamil joined the 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

tion (MDEC), where he was put in charge of developing the Animation Industry in Malaysia. It was 

also during this time that he executive-produced Saladin, a co-production with Al Jazeera Children’s 

Channel in Qatar. Saladin received Malaysia’s first International Emmy Award Nomination in 2011. In 

2015 he was assigned to the National Film Development Corporation (FINAS) as its Director General, 

a position he held until the end of 2016. During this tenure, he opened up FINAS to the international 

landscape and implemented initiatives designed to support the new generation of content creators 

and to roll out FINAS into the digital era. After the term at FINAS ended in Nov 2016, he was appoint-

ed Advisor on Creative Industries to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He is currently 

the Vice President for the Asian Film Commissioners Network (AF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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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INR)  Gross(USD) Production Distribution

1 탄하지: 더 언성 워리어 Tanhaji: The Ungung Warrior 옴 라우트 Om RAUT 인도 India 액션 Action 3,210,000,000 43,812,969 Ajay Devgn Ffilms AA Films

2 바기 3 Baaghi 3 아메드 칸 Ahmed KHAN 인도 India 액션 Action 1,105,600,000 15,047,016 Nadiadwala Grandson Fox Star Studios

3 스트리트 댄서 3D Street Dancer 3D 레모 Remo D'SOUZA 인도 India 드라마 Drama 740,000,000 10,070,275 T - Series AA Films

4 슈부 만갈 지아다 사브탄
Shubh Mangal Zyada 

Saavdhan
히테쉬 케왈야 Hitesh KEWALYA 인도 India 코미디 Comedy 690,000,000 9,388,767 T - Series AA Films

5 말랑 - 언리쉬 더 매드니스 Malang - Unleash the Madness 모히트 수리 Mohit SURI 인도 India 액션 Action 680,000,000 9,252,698 T - Series Yash Raj Films

6 러브 아즈 깔 Love Aaj Kal 임티아즈 알리 Imtiaz ALI 인도 India 드라마 Drama 390,000,000 5,306,526 Maddock Films Pen Entertainment

7 차팍 Chhapaak 메그나 굴자 Meghna GULZAR 인도 India 드라마 Drama 380,000,000 5,170,321 Fox Star Studios Fox Star Studios

8
Bhoot Part One - The 

Haunted Ship

Bhoot Part One - The Haunted 

Ship
Bhanu Pratap SINGH Bhanu Pratap SINGH 인도 India 호러 Horror 360,000,000 4,863,056 Dharma Productions Zee Studios

9 Thappad Thappad 아누바하브 신하 Anubhav SINHA 인도 India 드라마 Drama 350,000,000 4,762,093 Benaras Media Works AA Films

10 자와니 자네만 Jawaani Jaaneman 니틴 카카르 Nitin KAKKAR 인도 India 코미디 Comedy 280,000,000 3,809,878 Pooja Entertainment Pen Entertainment

Figures of Top 10 Films in Indian Box Office (Bollywood)

No.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INR)  Gross(USD) Production Distribution

1 탄하지: 더 언성 워리어 Tanhaji: The Unsung Warrior 옴 라우트 Om RAUT 인도 India 액션 Action   2,668,800,000   35,577,132.29 Ajay Devgn Ffilms AA Films

2 Ala Vaikunthapurramuloo Ala Vaikunthapurramuloo 트리비크람 스리니바스 Trivikram SRINIVAS 인도 India 액션 Action   2,266,500,000   30,088,807.43 Geetha Arts Geetha Arts

3 Sarileru Neekevvaru Sarileru Neekevvaru 아닐 라비푸디 Anil RAVIPUDI 인도 India 액션 Action   1,814,000,000   24,081,666.30 Sri Venkateswara Creations AK Entertainment

4 다르바르 Darbar A.R. 무루가도스 A.R. MURUGADOSS 인도 India 액션 Action   1,386,000,000   18,399,773.70 Lyca Productions Lyca Productions

5 바기 3 Baaghi 3 아메드 칸 Ahmed KHAN 인도 India 액션 Action   1,105,600,000   14,677,337.52 Fox Star Studios Fox Star Studios

6 스트리트 댄서 3D Street Dancer 3D 레모 Remo D'SOUZA 인도 India 드라마 Drama   812,900,000   10,821,796.28 T - Series, Remo D'Souza AA Films

7 말랑 - 언리쉬 더 매드니스 Malang - Unleash the Madness 모히트 수리 Mohit SURI 인도 India 액션 Action   702,300,000   9,350,671.52 T - Series, Luv Films Yash Raj Films

8 슈부 만갈 지아다 사브탄
Shubh Mangal Zyada 

Saavdhan
히테쉬 케왈야 Hitesh KEWALYA 인도 India 코미디 Comedy   692,700,000   9,221,624.17 T - Series, Colour Yellow AA Films

9 러브 아즈 깔 Love Aaj Kal 임티아즈 알리 Imtiaz ALI 인도 India 드라마 Drama   416,500,000   5,545,532.57 Maddock Films, Window Seat Pen Entertainment

10 차팍 Chhapaak 메그나 굴자 Meghna GULZAR 인도 India 드라마 Drama   380,700,000   5,068,774.95 Fox Star Studios, Ka Production Fox Star Studios

Figures of Top 10 Films in All India Box Office 
출처: Keyur S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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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INR)  Gross(USD) Production Distribution

1 다르바르 Darbar A.R. 무루가도스 A.R. MURUGADOSS 인도 India 액션 Action   1,063,800,000   14,122,423.71 Lyca Productions Lyca Productions

2 Pattas Pattas  R.S. 두라이 센틸쿠마르
RS Durai Senthil 

KUMAR
인도 India 액션 Action   304,000,000   4,035,095.36 Sathya Jyothi Films Sun Pictures

3 사이코 Psycho 미쉬킨 Mysskin 인도 India 드라마 Drama 21,49,00,000   2,852,440.77 Double Meaning productions Udayanidhi Stalin

4 난 시리탈 Naan Sirithaal 라나 Raana 인도 India 코미디 Comedy 14,38,00,000   1,908,782.51 Avni Movies Rockford Entertainment

5 오 마이 카다불레 Oh My Kadavule 아쉬와트 마리무투
Ashwath 

MARIMUTHU
인도 India 코미디 Comedy 14,34,00,000   1,903,964.82 Happy High Pictures

Sakthi Film Factory, Axess Film 

Factory

6 Droupathi Droupathi Mohan G KSHATRIYAN
Mohan G 

KSHATRIYAN
인도 India 드라마 Drama 14,01,00,000   1,859,594.93 GM Film Corporation and 7G Films Salem 7G Siva

7 칸눔 칸눔 콜라이야디탈
Kannum Kannum 

Kollaiyadithaal
데싱 페리야시미

Desingh 

PERIYASASMY
인도 India 코미디 Comedy 11,43,00,000   1,517,595.39 Anto Joseph Film Company Viacom 18 Studios

8 마이파 Maifa Karthick NAREN Karthick NAREN 인도 India 액션 Action 10,71,00,000   1,421,631.48 Lyca productions Lyca productions

9 Ala Vaikunthapurramuloo Ala Vaikunthapurramuloo 트리비크람 스리니바스 Trivikram SRINIVAS 인도 India 드라마 Drama 3,10,00,000   411,856.08 Geetha Arts, Haarika and Hassine Geetha Arts

Figures of Top 10 Films in Tamil(Kollywood) Box Office

No.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INR)  Gross(USD) Production Distribution

1 Anjaam Pathira Anjaam Pathira 미드훈 마누엘 토마스
Midhun Manuel 

THOMAS
인도 India 드라마 Drama 28,75,00,000  38,23,315.88

Ashiq Usman Productions, Manuel 

Movie Makers
Central Pictures

2 Shylock Shylock Ajai VASUDEV Ajai VASUDEV 인도 India 액션 Action 22,40,00,000   2,978,861.76 Joby George Goodwill entertainment

3 Ayyappanum Koshiyum Ayyappanum Koshiyum 사치 Sachy 인도 India 드라마 Drama 21,08,00,000   2,803,321.69 Gold Coin Motion Picture Company Central Pictures

4 Varane Aavashyamundu Groom Wanted 아누프 스얀 Anoop SATHYAN 인도 India 코미디 Comedy 16,10,00,000   2,140,915.21 
Wayfarer Films, M Star 

Entertainments
Play House Release

5 트랜스 Trance 앤워 라시드 Anwar RASHEED 인도 India 드라마 Drama 14,06,00,000   1,869,582.10 Anwar Rasheed Entertainment A&A Release

6 포렌식 Forensic 아킬 폴, 아나스 칸
Akhil PAUL, Anas 

KHAN
인도 India 드라마 Drama 8,90,00,000   1,182,268.88 Juvis Productions Century Release

7 Ala Vaikunthapurramuloo Ala Vaikunthapurramuloo 트리비크람 스리니바스 Trivikram SRINIVAS 인도 India 드라마 Drama 3,10,00,000   411,856.08 Geetha Arts, Haarika and Hassine Geetha Arts

Figures of Top 10 Films in Mayalam Box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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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우드(힌디) 시네마

대형 영화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2020년 박스오피스는 흥행이 기대되고 있었다. 아제이 데브간 주연의 

〈탄하지: 더 언성 워리어〉, 악쉐이 꾸마르 주연의 〈수르야반쉬〉, 카비르 칸의 크리켓 드라마 〈83〉, 살만 

칸의 또 다른 이드 기간 개봉작으로 만든 Radhe 그리고 아미르 칸이 〈포레스트 검프〉의 리메이크작으

로 만든 Laal Singh Chaddha이 그것이다.

옴 라우트의 힌디어 감독 데뷔작인 〈탄하지: 더 언성 워리어〉가 첫 달 박스오피스에서 즉각적으로 반응

을 나타내며 2020년은 유망하게 시작하는 듯했다. 이 영화는 Shivaji MAHARAJ (샤라드 켈카르)의 

전사 Tanhaji MALUSARE (아제이 데브간)가 무갈족이 점령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콘다나 요새를 되찾

는 도전을 그리고 있다. 무굴인들은 Tanhaji에 대항하기 위해 강하고 사악한 Udaybhan RATHOD (세

프 알리 칸)를 임명한다.

최근 몇 년간 민족주의 감성의 영화들이 선전하고 있었는데 〈탄하지: 더 언성 워리어〉도 마찬가지

였다. 불꽃 튀는 대화, 감정적인 순간, 수준 높은 VFX와 인상적인 액션 장면, 그리고 결국 Tanhaji와 

Udaybhan 사이의 활기 넘치는 전쟁 장면으로 끊임없이 즐길거리를 제공했던 것도 영화의 인기에 한 

몫 했다.

〈탄하지: 더 언성 워리어〉는 인도에서만 총 수익 30억 INR 이상을 벌어들이며 초 대박을 쳤다. 이 작품

은 아제이 데브간의 가장 큰 히트작이 되었다. 〈탄하지: 더 언성 워리어〉가 박스오피스에서 놀라운 성

과를 거두면서 이것이 2020년 박스오피스의 시작에 불과한 것인 줄만 알았다.

아유쉬만 커라나는 이 후 2월에 〈슈부 만갈 지아다 사브탄〉으로 돌아왔다.커라나가 흥행 보증수표로 

알려져 있지만, 그 역시 이 영화를 흥행으로 이끌 수는 없었다. 영화는 평균적인 수익을 내며 막을 내렸

다. 다만 이것은 인도 대중에게 여전히 금기시되는 동성애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영화는 순전히 커라

나의 인기만으로 거의 7억 INR의 수익을 올렸다.

타이거 쉬로프는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스타 중 한 명이 되었다. 그의 영화는 좌파, 우파, 

중도 비평가 모두에게 혹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흥행성은 탁월하다. 〈더 워리어: 돌아온 전사〉는 

전형적인 예이다. 영화 개봉 후 첫 3일 동안 5억 INR이 훨씬 넘는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쉬로프는 〈바

기 3〉에서도 똑같은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인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반전이 일어났다. 코로나19가 대혼란을 일으키기 시작

했고 모든 것이 정지했다. 〈바기 3〉는 박스오피스에서 겨우 한 주 간 상영된 후, 인도 전역의 극장들이 

문을 닫으며 상영이 중단되었고, 바로 전국이 봉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렇게 짧은 기간 상영하고도 박스오피스에서 인상적인 총 수익 11억 INR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쉬로프의 스타 파워였다. 말할 필요도 없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바기 3〉는 블록버스

터가 되어 〈탄하지: 더 언성 워리어〉와 막상막하의 흥행 수익을 겨뤘을 것이다.

극장들의 폐쇄되면서 서두에 언급한 2020년 개봉작들이 줄줄이 개봉을 하지 못했다. 아미르 칸의 영

화들은 언제나 최대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기간에 

2020년  

인도 영화산업 동향

개봉하려 했던 Laal Singh Chaddha는 올해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이 영화 역시 다른 대형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2021년으로 개봉이 연기되었다.

극장 폐쇄는 많은 프로듀서가 개봉을 계속 미루다가는 대중의 관심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영화를 OTT 

플랫폼에서 개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여기에는 악쉐이 꾸마르의 Laxmii와 바룬 다완의 

Coolie No. 1과 같은 대형 영화들도 포함되어 있다.

두 영화 모두 비평가와 관객 양측에서 똑같이 혹평을 받았다. Laxmii와 Coolie No. 1 두 작품 모두 OTT 

관객이 선호하는 의미 있고 감성적인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Laxmii와 

Coolie No. 1 둘 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극장에서 개봉했다면 훨씬 더 좋은 반응을 얻었을 것이다.

아미타브 바찬과 아유쉬만 커라나 주연의 〈구라보 시타보〉 역시 같은 이유로 온라인에서 공개되었다. 

수지트 서카 감독의 이 영화에서 두 스타가 처음으로 함께 연기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으나, 영화의 내

용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극장에서 개봉했다면 박스오피스에서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연말이 되자 인도의 극장들은 문을 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객은 50%

만 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극장에 가고 싶어하지 않았다. Suraj Pe 

Mangal Bhari는 12월에 팬데믹 이후 극장에서 개봉한 첫 힌디 영화가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흥

행은 잘 안 됐지만 그 화제성은 인정받았다.

키아라 아드바니 주연의 Indoo Ki Jawani 역시 올해 12월 극장 개봉을 했다. 하지만 코로나의 상황으

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그러했듯이, 발리우드의 2020년은 모든 것이 기억에서 사라진 한 해였다.

말라얄람 시네마

작지만 인도에서 가장 활기찬 영화제작 공간 중 하나인 말라얄람의 영화 산업은 한 해에 평균 약 150

편의 영화를 제작한다. 2020년에는 상황이 예외적이었지만 완전히 암울하지는 않았다. 대유행병이 발

발했을 때 케랄라는 극장 문을 닫은 최초의 주 중 하나였으며(2020년 3월 10일), 극장 문을 다시 연 

마지막 주 중 하나였다(2021년 1월 13일).

첫 두 달 동안 Anjaam Paathira, Ayyappanum Koshiyum, Varane Aavashyamundu, Shylock 

과 Forensic 등 다섯 편의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다. 박스오피스 경쟁을 견디지 못한 Gauthamande 

Ratham과 〈카펠라〉등 몇몇 작은 영화들이 스트리밍 플랫폼에 상영되면서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케

랄라필름챔버에 따르면 2020년 마지막 달에 115편의 말라얄람 영화가 심의 인증서를 받았으며, 2021

년 극장 및 스트리밍 공간을 범람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업계에서 가장 출연료가 높은 스타인 모한랄은 2020년에 Big Brother라는 한편의 영화에 출연했

는데, 그 영화는 엄청난 실패작이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모한랄의 거대 예산의 대하드라마 Kunjaali 

Marakkar의 개봉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또 다른 슈퍼스타인 맘모티는 배우의 팬들에게만 어필할 수 

있는 평범한 영화 Shylock으로 오랜만에 성공을 맛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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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아이디어의 주제와 실행이 창의적이었던 스릴러 물들 Anjaam Paathira, Forensic 그리고 C U 

Soon에 출연한 쿤차코 보반, 토비노 토마스 그리고 파하드 파실과 같은 젊은 스타들의 해였다. Varane 

Aavashyamundu는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콤비인 슈르쉬 고피와 쇼바나를 스크린으로 다시 데려온 로

맨틱 코미디로 가족영화 관객이 가장 좋아하는 코미디로 떠올랐다. 2020년에는 추천할 만한 여성 영

화가 없었지만, 사치의 Ayyappanum Koshiyum은 다양한 계급 배경을 가진 두 남자(비주 메논과 프

리스비라즈)의 싸움을 통해 유독한 남성성의 함정을 공론화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파하드 파실 감독의 〈트랜스〉는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지만 배우의 열연

은 주목을 받았다. 그의 세대에서 가장 재능 있는 배우로 널리 알려진 파하드 또한 대유행 기간 동안 제

작되어 완성된 최초의 인도 영화인 C U Soon 을 제작하고 주연을 맡기도 했다. 이 스크린라이프 장르

의 스릴러는 아마존 프라임에서 개봉되었고 전국의 관객들로부터 압도적인 찬사를 받았다.

칼리우드(타밀) 시네마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1년 동안, 몇몇 대작 영화의 개봉은 연기되었고 스트리밍 플랫폼은 타밀 나두

로 진출하여, 그 주에서 콘텐츠가 소비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영화계는 1월 초 슈퍼스타 라지니칸트의 〈다르바르〉가 압도적인 악평을 받으면서 첫 번째 실패를 맛보

았다. 꽉 채워진 마살라1 흥행작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A.R. 무루가도스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전

국 4,000개 극장에서 개봉되었다. 라지니칸트가 Pettah의 성공을 반복할 것으로 기대하여 리카 프로

덕션은 8억 INR를 영화 홍보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관객들은 평범한 각본과 정화된 작품인 〈다르바르〉

를 거부했다. 영화의 배경인 뭄바이도 실패 요소의 하나였다. 

퐁갈 축제날 스크린을 강타한 배우 다누쉬의 Pattas도 비슷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누쉬의 카리

스마와 무술 시퀀스도 관객을 영화관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다.

흥미롭게도, 지난 1월 박스오피스 승자는 틈새시장에서 명성이 있는 미스킨 감독이 연출한 연쇄살인범

에 관한 느와르 드라마 〈사이코〉였다. 이 영화는 A급 스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히트작으로 떠올랐다. 

그 뒤로 개봉된 소규모 영화 가운데 세 명의 데뷔 감독들이 연출한 〈난 시리탈〉, 〈칸눔 칸눔 콜라이야디

탈〉 그리고 〈오 마이 카다불레〉등의 코미디물들이 나쁘지 않은 흥행을 했다. 〈난 시리탈〉은 저예산의 

정형화된 코미디였지만, 덜커 살만과 같은 젊은 스타들의 출연과 현대적인 로맨스에 대한 접근법은〈칸

눔 칸눔 콜라이야디탈〉과 〈오 마이 카다불레〉이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도왔다.

2020년 타밀 박스오피스의 다크호스는 다른 카스트 계급과의 결혼을 비판한 데뷔 감독의 주목받지 

못하던 영화 Droupathi였다. 이 영화는 교외와 시골, 특히 영화 속에 거론된 카스트가 지배적인 존재

감을 가지고 있는 북부 지역의 타밀 나두에서 관객들의 동감을 얻어냈다.

1　  마살라 영화: 인도영화에서 하나의 작품에 장르를 혼합하는 영화. 일반적으로 액션, 코미디, 로맨스, 드라마 또는 

멜로 드라마를 자유롭게 혼합한다. 또한 그림 같은 장소에서 촬영되는 노래를 포함하는 뮤지컬 인 경향이 있다. 이 

장르는 인도 요리에 사용되는 향신료의 이름인 마살라에서 나온 것이며 인도 영화에서 가장 인기있는 장르이다.

요약하자면, 2020년에는 타밀 영화산업은 생존을 위한 투쟁 외에는 뚜렷한 추세가 보이지 않았다. 스

트리밍 사업은 영화계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인도통신규제청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타밀 나두의 

인터넷 가입자 수는 2020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20만명이 증가했다. 

관객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신작 영화를 보는 데 익숙해지면서 스트리밍 플랫폼도 작품 선택에 까다로

워졌다. 그들은 소규모 제작사보다 콘텐츠를 패키지로 판매하는 대형 제작사를 선호했다. 배우 수리

야의 2D 엔터테인먼트사는 사회 문제를 다룬 작은 영화인 Ponmagal Vandhal을 훨씬 더 큰 영화인 

Soorarai Pottru와 함께 패키지로 판매했다. OTT 사업자들은 또한 영화 제작자들에게 대담한 새로운 

주제들을 시도하도록 장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스트리밍 플랫폼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소규모 제작사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케여 세타 (힌디)

케여 세타는 14년에 가까운 경력의 저널리스트이다. 예술 분야를 전공한 후 저널리즘 및 매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석사를 마쳤다. 지난 11년 동안 힌디어 영화를 광범위하게 다루었으며, 7년 전부터 마라티어 영화

도 다루고 있다. 영화계 속보, 영화인물 인터뷰 및 신구 영화에 대한 기사를 전문적으로 기고하고 있다. 현재 

Cinestaan.com에서 수석 통신원으로 5년간 일하고 있으며, 그 전에는 지 엔터테인먼트, 더 타임즈 오브 인디

아, 라디오 시티에서 근무했다. 여가 시간에는 다양한 주제로 글을 쓰는 개인 블로그 활동에 집중한다.

아스와디 고팔라크리쉬난 (밀라얄람&타밀)

아스와디 고팔라크리쉬난은 인도 코치 출신 영화 평론가이자 저널리스트로, 영화제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웹 매거진 실버스크린 인디아에서 인도 남부 지역 영화를 중점적으로 영화 및 문화에 대

한 글을 쓰고 있다. 2017년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서 Young Film Critics Programme에 발탁되었다. 2019

년 MAMI 뭄바이 영화제에서 인도 영화 선정을 책임지는 프로그래머로 참여했다.



인도 INDIA 155메이드 인 아시아 MADE IN ASIA154

Q  Thappad는 관객에게도 사랑받고, 흥행에도 성공했다. 무엇 

덕분이라고 생각하는가?

A 놀랍게도 영화는 남녀 모두에게 동질감을 주었다. 영화는 남녀 

사이의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자신의 상황과 

대입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영화의 개봉 전에는 남성 관객이 과연 

이 영화를 좋아할지 궁금했다. 여성 관객의 지지를 받을 것은 예상하

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남성 관객이 이 영화를 많이 지지해 주었다.

상상 못했던 또 다른 일도 일어났다. 남성 관객이 영화에서 문제가 되

는 남녀의 관계에 대해 본인의 경험은 없더라도 자신의 엄마, 누이 등

에서 이런 관계를 본 적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영화를 보면서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영화는 권리, 여성혐

오, 비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정상적으로 다시 설정하는 것에 대해 이

야기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한 것 같다.

Q  코로나19가 영화의 박스오피스 흥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

A 두 번째 주가 시작되자, 배급사들이 보통 내 영화들은 6~8주 

상영한다고 말해줬다. 당연히 아쉬웠다. 하지만 이건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벌어진 문제였지 않은가. 그래서 ‘내 영화에도 그런 일이 일어

났구나’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Q  영화에서 거의 누구도 Taapsee의 캐릭터가 따귀 한 대 

때문에 갑자기 폭주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았다. 실제 

그런 반응을 소셜 미디어에서 보기도 했는데, 이런 반응을 

기대했는가?

A 사실 난 이런 반응이 더 있길 기대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따귀 한 대로 결혼을 깰 수 있느냐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걸 말

로 꺼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나는 항상 단 한 번의 따귀가 폭력의 

시작이라고 굳게 생각했다. 그 한 번의 따귀조차 용납할 수 없다는 것

을 전하고 싶었다. 

Q  영화 개봉 전 흥행이 어떨 것으로 기대했는지?

A 관객의 절반(남성)을 비난하며 몰아세우는 것은 아닌가 하여 

좀 걱정스러웠다. 대도시를 제외하면 여성 관객은 영화를 보기 위해 

남자 형제나 남편과 함께 극장에 가야 한다. 그래서 함께 방문한 남

성 관객이 영화를 불편해하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러나 아까 말한대

로, 이들의 반응이 긍정적이고, 영화도 흥행이 잘되어 놀랐다. 남성 

관객이 이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흥행은 어려웠을 것이다.

Q  다른 인터뷰에서 본인과 Taapsee의 대화를 이후에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Taapsee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영화에 

출연하길 원했다고 하던데, 항상 그녀를 캐스팅에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A 이 이야기는 내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다. 어느 날 

비행기 안에서 Taapsee와 이에 대해 대화했는데, 그 당시 나는 이런 

사소한 주제로는 영화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Taapsee에

게 기본적인 이야기 골자만 건넸다. 그녀는 내가 영화를 만들기만 하

면 언제든 출연하겠다 말했고, 이 영화를 만들겠다고 내가 결정했을 

때쯤 그녀의 다른 작품이 히트하며 Taapsee에게는 열정적인 선동가 

같은 이미지가 생겨 있었다. 마치 홀로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말이다.

그런데 난 내 영화 속에서 문제에 대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인물

을 원했다. 마지막에 결국 강하게 일어서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런 모

습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지나가자, 괜찮아”의 태도인 인물이다. 그

래서 관객이 Taapsee를 보며 그런 역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

했다.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연기에 다른 무엇이 필

발리우드(힌디) 시네마:  

아누바하브 신하 감독과의 인터뷰

아누바하브 신하 

아누바하브 신하는 20년 이상 여러 이야기로 영화를 왕성하게 만들어 온 힌디어 영화 제작자이다. 델리에서 엔

지니어로 일하기 시작했다가 자신의 뜻을 따라 1990년 뭄바이로 이주했다. 한동안 조감독으로 일한 후, 유명

한 텔레비전 시리즈 Shikast의 감독으로 데뷔했다. Manoj BAJPAYEE, Ashutosh RANA, Ashish VIDYARTHI, 

Manoj PAHWA 등을 주연으로 기용했다. 이후 또 하나의 성공적인 작품, Sea Hawks 를 선보였다. 

신하 감독의 힌디 영화 데뷔작은 〈텀 빈…: 러브 윌 파인드 어웨이〉(2001)이다. 신인 배우를 캐스팅했음에

도 불구하고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다. 그의 다음 히트작은 여러 스타가 출연한 〈더스〉(2005)였다. 신하 감독

은 이후 방향을 크게 바꿔 Mulk (2018)에서 사회 문제를 영화로 만들었다. 영화는 테러리즘에 대한 이야기

로, 단지 종교적인 이유로 소수 민족을 의심하는 사회 문제를 다뤘다. 감독은 〈아티클 15〉(2019)와 Thappad 

(2020)로 사회 문제를 기반으로 한 영화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

요하다고 말했다. 외모도 변화를 주기 위해 살을 좀 찌웠으면 어떨지

도 생각했고. 어느 날 Taapsee가 직원, 사진가와 함께 우리 사무실로 

와서 사진을 몇 장 찍고 보여줬다. 바로 그 때, 그녀가 이 역할에 적합

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Q  Pavail GULATI 도 첫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멋진 연기를 

보여줬다. 어떻게 발굴했는지?

A 멋진 역할도 아니고 심지어 너무 어려운 역할을 맡기게 되어 

너무 미안했다. 관객이 이 인물을 미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

가 못되고 나쁜 인물이었다면 영화가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았을 것이

다. 관객이 그의 모습에서 자신과 비슷한 부분을 찾을 수 있어야 했

다. 감독에게도, 배우에게도 어려운 숙제였지만, 그는 훌륭하게 해냈

다. 스크린 테스트를 했는데, 너무 좋았다.

영화 촬영 세트장에서 Pavail을 처음 만났다. 그 전엔 만난 적이 없

었다. 스크린 테스트 영상이 너무 맘에 들었기 때문에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런데 그 때 그는 영국에서 〈귀신 이야기〉를 촬영 중이었다. 

Anurag KASHYAP에게 전화를 걸어 Pavail에 대해 물었다. 칭찬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캐스팅했다. Pavail이 런던에서 돌아온 후 바로 

우리 영화 촬영을 시작했다. 대화를 많이 해봤더니, 잘 맞는 상대라

는 것을 알았다.

Q  Mulk부터 사회 문제를 영화에 담기 시작해, 〈아티클15〉와 

Thappad에서도 이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영화를 만들며 

이런 변화가 생긴 계기가 있는가?

A 모르겠다. 인생을 살아가며 계속 스스로를 발견해 가지 않나. 

어쩔 때는 빨리 발견하기도, 어쩔 때는 늦기도 한다. 아예 찾지 못할 

때도 있고. 나는 운이 좋았던 것 같다. 20년이 걸렸지만 영화를 통해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Mulk를 찍으면서 알게 되었다. 나도 내 목소

리를 들을 수 있고, 관객도 그렇다. 그런 작업을 즐기기 시작했다.

내가 이전에 찍었던 작품들은 내 성격이나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았

다. 다른 사람이 되어 흥행작을 만들려 노력할 뿐이었다. 그러나 지

금은 영화를 찍으면서 이 작품이 흥행에 성공할지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이 작품이 곧 나이고, 내 목소리라고 생각할 뿐이다.

Q  작년 극장 폐쇄 이후 OTT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익숙해졌다. 정상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이것이 극장 영화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

A 인도에서는 이제서야 OTT가 시장을 넓혀가고 있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오랜 기간 OTT가 있어 

왔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 극장 영화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

다.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다른 경험이다. 가족, 친구와의 

외출인 것이다. 6~8주 정도 후에 집에서 혼자 OTT로 같은 영화를 다

시 볼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또 다른 경험이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

가 펼쳐지는 것을 여러 사람과 같이 보길 원하는지, 혼자 보길 원하

는 지의 문제다. 그리고 당장 어떤 영화를 봐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도 있고. 상황이 좋아지면 극장을 다시 찾는 관객수가 증가할 것이라

고 본다.

Q  현재 코로나19 2차 유행 때문에 상영관이 하나인 극장은 

휘청거리고 있다. 어떤 극장은 문을 닫기도 했고. 단일 

상영관을 돕기 위해 영화 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A 영화 산업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함께 힘을 합치지 않는다. 그

래서 이 문제도 영화 산업이 뭉쳐서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

는다. 정부가 영화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는 자금

이 충분하다. 중앙 정부, 지역 정부의 일일지는 모르겠으나 누구의 의

무이든 영화 산업을 위해 힘써야 한다.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 지금 손

실이 크다.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Q  앞으로 나올 작품인, Abhi Toh Party Shuru Hui Hai 와 

Anek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A 두 작품 모두 후반 작업 중이다. Abhi Toh Party Shuru Hui 

Hai는 소규모 영화이다. 원래 Thappad와 Anek 사이에 개봉하려 했

는데, 지금 극장이 문을 닫았으니 가능한 개봉 시기를 고민 중이다. 

Anek의 개봉일은 9월로 결정하여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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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 U Soon은 팬데믹의 한가운데서 개념화되고 제작되었다. 그 

과정에 대해 알려달라.

A 작년 4 월부터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국내뿐만이 아닌 모든 영

화 제작 활동이 중단되었다. 카메라와 조명 장비는 모든 곳에서 평상

시의 절반 가격으로 대여할 수 있었다. 짧은 시간 내에 통제 된 환경

에서 영화를 찍기 위해 제작진을 촬영 현장으로 다시 데려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주연 배우 파하드 파실의 집이 영화의 주요 촬영 장

소였다.

Q  말라얄람 영화업계가 스트리밍 플랫폼을 선호하기 

시작했다고 보는가?

A 말라얄람 영화 산업은 주로 영화관에서의 수입에 의존한다. 락

다운이 선언되자 극장 개봉을 앞뒀던 영화 제작자들은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졌다. 그들은 발리우드 영화에 제안하는 금액의 몇 프로라

도 지불할 준비가 되지 않은 스트리밍 플랫폼에 그들의 영화를 판매

하려고 했다. 지금도 상황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다.

Q  하지만 감독님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큰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았는가?

A 저는 C U Soon이 더 넓은 관객층에게 다가가길 바랬다. 이 영

화는 케랄라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도 이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

다. 그래서 OTT 플랫폼은 합당한 가격으로 영화를 구입했고, 그들은 

홍보도 다른 글로벌 콘텐츠를 홍보할 때와 동일하게 했다. 범 인도적

인 스타 파하드 파실의 존재도 힘을 보탰다.

Q  스크린라이프는 인도영화계에서는 참신한 장르인데, 만드는 

영화마다 근본적으로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는가?

A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장르나 기술적인 측면

이 내러티브에 영향을 주는 것을 원치 않았다. C U Soon은 나의 다

른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사건에 대한 가상의 묘사다. 나는 주인

공이 직면했을 법한 폐쇄공포증을 만들어 내기 위해 카메라를 그녀

에게 매우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는 서서히, 우

리는 그녀의 주위에 더 많은 캐릭터들을 만들어 나갔다.

Q  코로나19가 말라얄람 영화 산업의 투자 패턴을 바꾸었다고 

생각하는가? 트렌드가 보이는가?

A 제작사들은 이제 소규모 스텝들만 데리고 한곳의 로케이션에

서 촬영하는 것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영화 홍보에 돈을 쓰는 

것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2020년이 작품이 좋으면 관객들이 영화를 

볼 것이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우연히 업계가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다.

마헤 쉬 나라 야난 

마헤시 나라야난은 국가에서 주는 상을 받은 편집자이자 영화 제작자이다. 그는 2007년 레닌 라젠드란의 

Rathri Mazha를 통해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2017년 감독 데뷔작인 Take Off를 만들기 전까지 40여편의 영

화에 편집자로 일했다. 이 영화는 상업적 성공 외에도 2017년 케랄라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특별언급 등 여

러 국내외 영화상을 수상했다. 2020년 전국적인 락다운 동안, 그는 스크린라이프 스릴러인 C U Soon의 각본

을 쓰고 감독을 했다. 그의 다음 작품인 Malik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정치 드라마이다.

말라얄람 시네마:  

마헤 쉬 나라 야난 감독과의 인터뷰

Q  로드 무비 요소도 가미된 하이스트 코미디의 투자자를 찾기가 

수월했는가?

A 힘들었다. 타밀 영화 산업에서 로드 무비는 관련 예산 때문에 

선호하는 장르가 아니다. 나는 내 포트폴리오에 단편 영화 몇 편만을 

가진 데뷔 감독이었고, 주연 배우인 덜커 살만은 타밀에서 단 한 편

의 영화에만 출연했었다. 인기있는 남자 스타가 없는 한, 투자자들은 

타밀 나두 지역 외에서 찍는 영화를 원하지 않는다.

Q  이 영화는 제작 중에 많은 난관이 있었다고 들었다.

A 2015년에 썼지만, 2017년에야 제작자를 찾아 촬영을 시작할 

수 있었다. 얼마 되지 않아, 영화 노동조합의 파업 덕택에 이 프로젝

트는 중단되기도 했다. 영화가 극장에 개봉할 준비가 되었을 때, 배급

을 맡은 회사는 영화의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영화를 

별로 홍보 하지도 않았다.

Q  왜 이 영화가 도심 중심에서 하루 아침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가?

A 타밀 영화에는 도시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다.〈칸눔 

칸눔 콜라이야디탈〉은 그들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대도시에서 살

고 있는 젊은이들이 중심이 된 영화다. 그들의 수입과 야심이 일치하

지 않는 것이다. 이 영화는 가슴 따듯한 코미디이기도 하다. 팬데믹에 

지친 사람들을 웃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Q  스트리밍 플랫폼에 올라왔을 때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A 이 영화는 락다운이 시작된 첫 달부터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되기 시작했다. 나는 곧 타밀 나두 밖의 외지 사람들로부터 축하 메

시지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내가 원래 목표한 관객층이 아니었

다. 스트리밍 플랫폼은 우리와 같은 작은 영화들에 놀라운 전달력을 

제공한다. 

Q  현재 상황에서, 타밀 영화 관객들은 어떤 종류의 영화를 

선호하는가?

A 현재로선 구체적인 트렌드가 보이지 않는다. 상황이 어떻게 바

뀔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다들 스트리밍 플랫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타밀 영화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영화관이 필수다. 여기서 영

화관은 명확한 예술 형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축제 같은 것이다. 관

객들은 배우들과 큰 예산의 대작이 있을 때 다시 큰 화면으로 돌아올 

것이다.

데싱 페리야사미 

데싱 페리야사미는 32세의 전직 엔지니어로서 비제이 밀턴 감독의 조감독으로 합류하기 전까지는 단편 영화

를 만들었다. 2015년에는 하이스트 코미디 〈칸눔 칸눔 콜라이야디탈〉의 각본을 써 남인도 대표 스타 배우인 

둘쿠에르 살만에게 피칭하여, 그가 제작자를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흥행에 성공한 것 외

에도, 〈칸눔 칸눔 콜라이야디탈〉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상영되어 호평을 받았다.

칼리우드(타밀) 시네마:  

데싱 페리야사미 감독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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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di Cinema

Some major fireworks were expected at the box office in 2020 because of a long list of big 

films lined up. These included Ajay DEVGN-starrer Tanhaji: The Unsung Warrior, Akshay KU-

MAR-starrer Sooryavanshi, Kabir KHAN’s cricket drama 83, Salman KHAN’s yet another Eid 

release Radhe and Aamir KHAN’s remake of Forrest Gump in the form of Laal Singh Chaddha. 

The year started on a promising note as Tanhaji, which was Om RAUT’s Hindi directorial 

debut, worked instantly at the box office in the first month of the year. The film was based 

on Shivaji MAHARAJ’s (Sharad KELKAR) warrior Tanhaji MALUSARE (DEVGN) and his chal-

lenging mission of reclaiming the strategically important fort of Kondhana captured by the 

Mughals. The Mughals appoint the strong and evil Udaybhan RATHOD (Saif Ali KHAN) to 

counter Tanhaji. 

Films with nationalistic fervour have been doing well in recent years and the same hap-

pened with Tanhaji. What also helped its cause was the non-stop entertainment that it 

provided through fiery dialogues, emotional moments, impressive action sequences with 

high quality VFX and the high-octane war in the end between Tanhaji and Udaybhan. 

Tanhaji earned a mammoth 3 billion INR plus gross in India itself. It easily became DEVGN’s 

biggest hit till date. With this film working wonders at the box office, it felt as if this was 

just the beginning as far as the 2020 box office was concerned. 

Ayushmann KHURRANA then came up with Shubh Mangal Zyada Saavdhan in February. 

The actor was known as a bankable star, but even that could not convert the movie into a 

box office success. The film could only perform average at the ticket window. but this also 

had to do with the subject of homosexuality, which is still a taboo for the masses in India. It 

reached a figure of almost 700 million INR gross only because of KHURRANA’s popularity. 

Tiger SHROFF has become one of the most reliable stars over the years. His films do ex-

ceptional business despite being panned by left, right, and centre critics. Baaghi 2 was a 

classic example of this. It seemed the actor was all set to repeat the same in Baaghi 3 after 

the film earned well over 500 million INR in the first three days itself. 

However, an unprecedented twist took place not just in India but worldwide. COVID-19 

started creating havoc and life came to a standstill. Barely after completing a week at the 

box office, Baaghi 3’s run was halted as theatres were shut all across India, which was fol-

lowed by a complete lockdown. 

But it was the star power of SHROFF that ensured Baaghi 3 to reach an impressive number 

of 1.1 billion INR gross despite the much shortened run at the box office. Needless to say, 

if there was no COVID-19, Baaghi 3 would have become a blockbuster and given Tanhaji a 

run for its money. 

Indian Film Market  

Trend in 2020

The shutdown of theatres ensured that a long list of big films, mentioned at the start, could 

not be released in 2020. Aamir KHAN’s films were always expected to earn the maximum. 

Hence, it was believed that Laal Singh Chaddha, which was to be released on his favourite 

Christmas period, would be the highest grosser of the year. circumstances led to the post-

ponement of the film to 2021 to 2021, just like the other big films. 

The shutdown of theatres meant that a lot of producers started releasing their films direct-

ly on over-the-top (OTT) platforms, fearing the public's lack of interest in them if they kept 

on delaying. These included a few big films like Akshay KUMAR’s Laxmii and Varun DHA-

WAN’s Coolie No. 1. 

Both the films were panned by the critics and audiences alike. This was not a surprise since 

both Laxmii and Coolie No. 1 were not meant for the OTT audience, who mostly prefers 

prefers meaningful and sensible contents. Both Laxmii and Coolie No. 1 would have fared 

much better had they been released in theatres under normal circumstances. 

Amitabh BACHCHAN and Ayushmann KHURRANA-starrer Gulabo Sitabo was also released 

online for the same reason. There was a lot of excitement for the Shoojit SIRCAR-directed 

film as these two stars were acting together for the first time. But the film generated a 

mixed response because of its content. It would not have sustained for long at the box of-

fice had it been released in theatres. 

Theatres did open in India at the end of the year. But only 50% occupancy was allowed 

since COVID-19 had not gone away. Plus, not many people were keen to visit theatres in 

fear of the virus. Suraj Pe Mangal Bhari became the first Hindi film to release in theatres 

post-pandemic in December. It could not do much business due to the circumstances but 

was appreciated for being an entertainment. 

Kiara ADVANI-starrer Indoo Ki Jawani also had a theatrical release in the last month of the 

year. But its business was nothing worth taking home because of the same reasons. 

All in all, 2020 was a forgetful year for the Bollywood industry, just like the rest of the world. 

Malayalam Cinema

Small but one of the most vibrant filmmaking spaces in the country, the Malayalam film 

industry produces around 150 films in in an average per year. In 2020, the situation was 

unusual but not entirely grim. When the pandemic broke out in the country, Kerala was 

one of the first states to close cinema halls (March 10, 2020) and one of the last states to 

reopen them (January 13, 2021).

In the first two months, five movies - Anjaam Paathira, Ayyappanum Koshiyum, Varane 

Aavashyamundu, Shylock and Forensic - became box-office hits. Several small films such as 

Gauthamande Ratham and Kappela, which could not endure the competition at the box of-

fice, garnered critical acclaim when they landed on streaming platforms. According to 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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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 Film Chamber, 115 Malayalam films received their censor certificates in the final months 

of 2020, preparing to flood the theatrical and streaming space in 2021. 

Mohanlal, the industry’s costliest star, performed in one movie in 2020, Big Brother, which 

turned out to be a massive flop. The release of Mohanlal’s big-budget epic drama, Kunjaali 

Marakkar, was postponed indefinitely, due to the pandemic. Mammootty, the other super-

star, tasted success after a long time with Shylock, an unremarkable potboiler that played 

to the actor’s fans. 

The year belonged to younger stars like Kunchakko BOBAN, Tovino THOMAS and Fahadh 

FAASIL, who starred in thrillers (Anjaam Paathira, Forensic and C U Soon) which were in-

ventive in theme and execution. Varane Aavashyamundu, a romantic comedy that brought 

back on screen a beloved onscreen pair, Suresh GOPI and Shobana, emerged as the fami-

ly-favourite. There was not a commendable women-centric movie in 2020, but there was 

Sachy’s Ayyappanum Koshiyum which discussed the pitfalls of toxic masculinity through a 

feud between two men (Biju MENON and Prithviraj) from diverse caste backgrounds. 

Fahadh FAASIL’s much-anticipated Trance could not meet the audience’s expectations, 

but the actor’s passionate performance didn’t go unnoticed. Widely regarded as the most 

talented actor of his generation, Fahadh also produced and starred in C U Soon, the first 

Indian movie to be made entirely during the pandemic. The screen-life thriller premiered 

on Amazon Prime and received overwhelming praises from audiences across the country. 

Tamil Cinema

In a year that was shaped by a pandemic, the release of several big films deferred and the 

streaming platforms made inroads into Tamil Nadu, radically changing the way content was 

consumed in the state. 

The industry received its first setback in early January when the superstar Rajinikanth’s Dar-

bar received underwhelming reviews. Directed by A.R. MURUGADOSS, known for making 

tightly-packed masala hit movies, the film had a wide release - 4000 theatres across the 

country. Lyca Productions had spent around 80 million INR on the film’s publicity, expecting 

Rajinikanth to repeat the success of Pettah. However, the audience rejected Darbar for its 

mediocre screenplay and formulaic making. The film’s Mumbai milieu was a downer too. 

A similar fate awaited the actor Dhanush’s Pattas that hit the screens on the day of Pongal. 

Dhanush’s charisma and martial arts sequences could not draw the audience into the mov-

ie halls. 

Interestingly, the box-office winner in January was Psycho, a noir drama about a serial 

killer, directed by Mysskin, who has a niche repute. The film emerged as a hit despite the 

absence of A-list stars. 

Among the smaller films that followed, three comedies by debut directors -Naan Sirithaal, 

Kannum Kannum Kollaiyadithaal, and Oh My Kadavule - had a decent run at the box-office. 

While Naan Sirithaal was a low-budget formulaic comedy, the presence of young stars like 

Dulquer SALMAAN, and a modern approach to romance helped Kannum Kannum and Oh 

My Kadavule impress younger audiences. 

The dark horse at the Tamil box office in 2020 was Droupathi, a low-profile movie by a de-

but director that criticised inter-caste marriages. The film struck a chord with the audience 

in suburban and rural Tamil Nadu, especially in the northern part of the state, where the 

caste mentioned in the film had a dominant presence. 

To sum it up, in 2020, Tamil cinema saw no definite trend but a struggle to survive. The 

streaming business set the ball rolling in the industry. According to a report published by 

the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the number of internet subscribers in Tamil 

Nadu went up by 20,00,000 between June 2020 and September 2020. 

As the audience got used to watching new films from the comforts of home, the streaming 

platforms became choosy. They preferred big production houses that sold them content 

as a package over small producers. Actor Suriya’s 2D Entertainment company packaged 

Ponmagal Vandhal, a small film on a social issue, with a much bigger film, Soorarai Pottru, 

which discussed a subject of universal appeal. The OTT business also encouraged the film-

makers to try out brave new themes. Nevertheless, the trade analysts worry that over-reli-

ance on streaming platforms might wipe out smaller movie producers. 

Aswathy GOPALAKRISHNAN (Malayalam&Ta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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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ur SETA (Hindi)

Keyur SETA is a journalist with close to 14 years of experience. After completing his graduation in Arts, 

he completed his post-gradu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He has been covering 

Hindi cinema extensively for the last 11 years and Marathi cinema since seven years. He specializ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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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is currently working with Cinestaan.com for the last five years as a Principal Correspondent. In the 

past, he has worked with brands like Zee Entertainment, The Times Of India and Radio City. In his 

free time, he concentrates on his personal blog where he writes on a wide range of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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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happad was liked by the audiences and it also did 

well at the box office. What do you think worked for 

the film?

A To my surprise, both men and women identified with 

the film. It was talking about very small things in a man-wom-

an relationship. Most of them identified with it. I was very 

intrigued to know before the release of the film if men were 

going to support this film. I knew women were going to. But 

to my surprise, men supported the film massively. 

Something I hadn’t imagined also happened. Even if men 

didn’t see this [the issue of the film] in their personal rela-

tionships, they had seen it in the relationships of their mother, 

sister, etc. Through the film, they thought that they even 

needed to make some minor corrections. The film comments 

on entitlement and misogyny and normalization of an imbal-

anced relationship. That’s why people liked it.

Q  Did it affect you that the film couldn’t complete its 

full run at the box office because of COVID-19?

A When the second week started, distributors told me 

that my films generally run for 6-8 weeks. Obviously, we felt 

bad. But a problem of much enormous proportions had taken 

place in the entire world. So I started living with the fact that 

such a thing happened with my film. 

Q  Like few characters in the film were surprised to see 

Taapsee’s character taking a big step just because of 

a slap, I read similar reactions in real life too on social 

media. Were you expecting this? 

A I was expecting more of this. Many people would ques-

tion how she could break her marriage with just one slap to 

the face, but people actually have trouble talking about it 

out loud. I was always adamant that it will be just one slap 

and it will be the first one. I wanted to convey that even this 

is not acceptable. 

Q  What were you expecting from the film at the box 

office before the release?

A I was a bit worried thinking that I was making 50% of 

the audience [men] stand as accused. Barring big cities, fe-

males visit theatres to watch films with either their brothers 

or husbands. So I had this fear that men would feel uncom-

fortable. But, as I said earlier, I was surprised by their response 

and the film did such business. If men hadn’t gone to watch it, 

the film wouldn’t have done well. 

Q  You said in an interview that the film happened after 

a conversation between you and Taapsee. She said 

she would like to act in a film based on this idea. But 

were you always sure about her casting? 

A This story was going on in my mind for a long time. I 

was talking about it with Taapsee during a flight. I told her we 

don’t make films on such small issues. I gave her a basic nar-

ration of the story. She said she would like to act in it when-

ever I decided to make it. By the time I decided to make a 

Hindi Cinema: Interview with  

Director Anubhav SINHA

Anubhav SINHA

Anubhav SINHA is a prolific Hindi filmmaker who has been narrating tales for more than 20 years. He 

started off working as an engineer in Delhi. But he found his calling in directing and migrated to Mum-

bai in 1990. After working as an assistant director for some time, he made his debut as a director with 

the well-known television serial Shikast. It starred the likes of Manoj BAJPAYEE, Ashutosh RANA, Ash-

ish VIDYARTHI, Manoj PAHWA. SINHA followed this up with another successful show Sea Hawks. 

SINHA made his Hindi film debut with Tum Bin…: Love Will Find a Way. Despite the cast comprising 

of newcomers, the film became a success. His next hit was the multi-starrer Dus(2005). But SINHA 

went through a major change with his film Mulk(2018) as he explored a social issue. The film was 

based on terrorism and how it raises suspicion on minorities just because of their religion. SINHA 

continued on the path of social issues with Article 15(2019) and Thappad(2020). 

film on it, Taapsee had given some hits and she had acquired 

an image of a firebrand girl, just like someone who could fight 

against a problem alone.

But I wanted someone in this film who did not know know 

how to deal with it [the problem]. She eventually takes a 

strong stand. But before that, she reaches a point where she 

feels like, “Let it be, it’s fine.” So I was wondering if people 

would accept Taapsee this way. I told her we would need to 

do something in her performance as I had this fear. I was also 

wondering if she should put on weight to appear different. 

One day she came to my office with her team and a photog-

rapher. She shot some pictures and showed them to me. By 

then, I was convinced that she would be the adequate person 

for the role. 

Q  Pavail GULATI too was brilliant despite it being his 

first film. How did you notice him? 

A That poor guy had such a role which was not heroic but 

it was such a difficult one. I didn’t want people to hate him. If 

he would have come across as a villain to the audience, the 

film wouldn’t have turned out to be good. If people had seen 

themselves in him, only then it would have worked. This was 

difficult for me and him. But he did so well. He did a screen 

test which was excellent. 

I met him for the first time right on the film’s set. I hadn’t met 

him before. After I really liked his screen test video, I asked 

him to meet me. But I came to know he was in London where 

he was working on Ghost Stories. I called Anurag KASHYAP 

and asked him about Pavail. KASHYAP praised him a lot. So I 

cast him. After returning from London, he came for my shoot 

straightaway. We kept talking and our wavelength matched. 

Q  From Mulk onwards, you have ventured into films 

with social issues and followed it up with Article 15 

and Thappad. How did this change come through 

you? 

A I don’t know. We keep searching ourselves throughout 

our lives. Sometimes you find yourself early, or sometimes 

too late. Sometimes you just don’t. I am lucky, although it 

took me 20 years to search for myself and work on films to 

make my voice heard. This happened with me though Mulk. 

I was able to hear my voice and so did the people. I started 

enjoying it. 

In the films I did before that, the personality of the director 

was not visible. I was trying to be someone else and was aim-

ing to make hit films. But now when I am making these films, 

I am not thinking of whether the films would be a hit. I only 

consider the films analogous to me, my voice.

Q  Ever since the theatres were shut in the country last 

year, people have become used to consuming content 

on OTT platforms. Do you think this will affect the 

theatrical business in the future when things become 

normal again?

A In India, OTT platforms have now just penetrated 

the country, unlike other countries of the world, in which 

they have been around for a very long time, especially in 

America. But theatrical business have not been affected there. 

Watching a film in the theatre is a different experience. It’s an 

outing with family or friends. You can later watch the same 

film after 6-8 weeks at home and that is another experience. 

It depends whether you want to see a story unfold with other 

people or alone. It also depends on your urgency to watch a 

particular film. I feel that the tendency to return to theatres 

will increase once things improve. 

Q  Currently, cinema halls, especially the single screens, 

are reeling because of the second COVID-19 wave. 

Some have even shut down. Do you think the 

industry should come together to help single screen 

theatres? 

A The film industry doesn’t come together for any issue. 

So I am not keeping any hopes for the industry coming to-

gether for this issue as well. I feel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is sector. They have a lot of revenue. I don’t know 

whether this comes under the state government of the cen-

tral government. Whoever’s duty it is, they should stand up 

for this sector. They should bail them out. They are into a lot 

of losses. People in the government would know better. 

Q  How are your forthcoming films Abhi Toh Party Shuru 

Hui Hai and Anek shaping up?

A The post-production of both films is going on. Abhi 

Toh Party Shuru Hui Hai is a small film. I was thinking of re-

leasing it between Thappad and Anek. But now the theatres 

are closed. So right now I am thinking about when it can be 

released. The release date of Anek has been announced. It’s 

coming out in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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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 U Soon was conceptualised and produced 

in the middle of a pandemic. Tell us about the 

journey.

A When we started working on the film in April last 

year, film production activities were shut all across the 

country. Camera and lighting equipment were available 

for half the usual price everywhere. It was a challenge 

to bring the crew back to the shooting floor, to design a 

film in a controlled environment in a small span of time. 

The residence of the lead actor, Fahadh FAASIL, was the 

film’s principal location. 

Q  Has the Malayalam film industry warmed up to 

streaming platforms?

A The Malayalam film industry is primarily dependent 

on the revenue from cinema halls. When the lockdown 

was declared, movie producers who had films ready 

for a theatrical release sunk into a deep financial crisis. 

They tried to sell their film to the streaming platforms 

who weren’t ready to pay even a percentage of what 

they were offering Bollywood films. Even now, things 

haven’t changed so much. 

Q  But you managed to crack a great deal with 

Amazon Prime Videos.

A I wanted C U Soon to have a universal appeal. It 

was made so that even people who were not familiar 

with Kerala could enjoy the film. So the OTT platform 

bought the film for a fair price and promoted it like they 

would promote any global content. The presence of Fa-

hadh FAASIL, a pan-Indian star, helped too. 

Q  Screen-life is a novelty in Indian cinema. But is 

there something fundamental that you focus on 

in each film?

A There was little time to prepare. But I didn’t want 

the genre or the technique to dictate the narrative. C 

U Soon, like my other films, is a fictional depiction of a 

real incident. I knew that I wanted to keep the camera 

very close to the protagonist to create the sense of the 

claustrophobia she must have faced. Gradually, we cre-

ated more characters around her. 

Q  Has COVID-19 changed the investment pattern 

in the Malayalam film industry? Do you see a 

trend?

A Production houses are now preferring films that 

require a small crew, set in a single location. They re-

fuse to spend money on movie publicity because 2020 

proved that if the content is good, people will watch 

the film. Inadvertently, the industry has become more 

disciplined. 

Malayalam Cinema: Interview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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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esh NARAYANAN

Mahesh NARAYANAN is a national award-winning editor and filmmaker. He began his career in 2007 

through Lenin RAJENDRAN’s Rathri Mazha. He worked as an editor in close to 40 movies before 

making Take Off, his debut directorial, in 2017. The film, besides being a commercial success, won 

several local and international awards including a special jury mention at the International Film Fes-

tival Of Kerala in 2017. During the nationwide lockdown in 2020, he wrote and directed C U Soon, a 

screen-life thriller. His next project, Malik, is a big-budget socio-political drama.

Desingh PERIYASAMY

Desingh PERIYASAMY, a 32-year-old former engineer, made short films before joining director Vijay 

MILTON as an assistant director. In 2015, he wrote the screenplay of Kannum Kannum Kollaiyadithaal, 

a heist-comedy, and pitched it to actor Dulquer SALMAAN, a leading south Indian star, who helped 

him find a producer. Besides emerging as a sleeper-hit at the box office, Kannum Kannum Kollaiyad-

ithaa garnered acclaimation when it landed on the streaming platform.

Q  Was it easy to find investors for a heist comedy 

that also has the elements of a road movie? 

A It was hard. In the Tamil film industry, road movies 

aren’t a preferred genre because of the cost involved. 

I was a debut filmmaker with some short films in my 

portfolio, and my lead actor, Dulquer SALMAAN had 

done just one film in Tamil. Unless there is a well-estab-

lished male star, the investors don’t want to produce a 

film set outside Tamil Nadu. 

Q  The film hit many roadblocks during its making.

A Although I wrote the film in it was only in 2017 

that I could find a producer and begin shooting. Soon, 

thanks to a film trade union strike, the project came 

to a standstill. When the film was ready for theatrical 

release, the corporate company that had taken up the 

distribution did not promote it well because of their low 

expectation. 

Q  Why do you think the movie became an 

overnight success in the urban centres?

A In Tamil cinema, there is a shortage of stories 

about urban youth. Kannum Kannum Kollaiyadithaal is 

centred on youngsters who live in a metro city, away 

from their roots. Their income and aspirations don’t 

match. The film is also a heartwarming comedy. It 

helped people laugh in the time of a pandemic. 

Q  How was the audience response when it came 

on a streaming platform?

A The film started streaming on Netflix in the first 

month of the lockdown. Soon, I started receiving con-

gratulatory messages from people outside Tamil Nadu, 

who were not even my original target audience. The 

streaming platforms offer an incredible reach for small 

films like ours. 

Q  In the present scenario, what kind of movies 

are preferred by the Tamil movie audience?

A I don’t see a specific trend at the moment. Nobody 

knows where things are headed to. Everyone seems to 

be talking about streaming platforms now, but movie 

theatres are essential for Tamil cinema to exist. Cinema 

here, is a form of celebration rather than a definite art 

form. The audience will come back to the big screen 

when there are good films and big-budget spectacles. 

Tamil Cinema: Interview with  

Director Desingh PERIYAS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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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SGD)  Gross(USD) Production Distribution

1 원더 우먼 1984 Wonder Woman 1984 팻티 젠킨스 Patty JENKINS 미국 USA 액션 Action 4,720,000    3,351,200 DC Films,Atlas Entertainment 
Warner Bros.Pictures 

Pictures Motion Pictures

2 반도  Peninsula 연상호 YEON Sang - ho 한국 Korea 액션 Action  2,720,000    1,931,200 Redpeter Films Co., Ltd. Clover Films

3 뮬란 Mulan 니키 카로 Niki CARO 미국 USA 액션 Action 2,590,000    1,838,900 
Walt Disney Pictures, 

Jason T.Reed Productions
Walt Disney Pictures

4 테넷 Tenet 크리스토퍼 놀란
Christopher 

NOLAN
미국, 영국 USA, UK 액션 Action 2,560,000    1,817,600 Warner Bros. Pictures Warner Bros. Pictures

5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Demon Slayer: Kimetsu no Yaiba the 

Movie: Mugen Train
소토자키 하루오 SOTOZAKI Haruo 일본 Japan 애니메이션 Animation 2,260,000    1,604,600 ufotable ODEX Private Limited

6 소울 Soul 피트 닥터 Pete DOCTER 미국 USA 애니메이션 Animation 1,770,000    1,147,602 
Walt Disney Pictures 

Pixar Animation Studios
United International Pictures

7 1917 1917 샘 멘데스 Sam MENDES 미국 USA 액션 Action 1,550,000    1,100,500 
Dreamworks Pictures, 

Reliance Entertainment
Golden Village Pictures, Clover Films

8 쇼크 웨이브 2 Shock Wave 2 구예도 Herman YAU 중국, 홍콩
China,

Hong Kong
액션 Action 1,550,000    1,100,500 

Universe Entertainment, 

Focus Films
Golden Village Pictures, Clover Films

9 The Diam Diam Era The Diam Diam Era 잭 네오 Jack NEO 싱가포르 Singapore 코미디 Comedy 1,520,000    1,079,200 
J Teams Productions, mm2 

Entertainment
mm2 Entertainment

10
버즈 오브 프레이

(할리 퀸의 황홀한 해방)

Birds of Prey (and the fantabulous 

Emancipation of One Harley Quinn)
캐시 얀  閻羽茜 Cathy YAN 미국 USA 액션 Action 1,480,000    1,050,800 

DC Films, LuckyChap 

Entertainment
Warner Bros. Pictures

Figures of Top 10 Films in Singapore Box Office

No.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SGD)  Gross(USD) Production Distribution

1 반도  Peninsula 연상호 YEON Sang - ho 한국 Korea 액션 Action 2,720,000    1,931,200 Redpeter Films Co., Ltd. Clover Films

2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Demon Slayer: Kimetsu no Yaiba the 

Movie: Mugen Train
소토자키 하루오 SOTOZAKI Haruo 일본 Japan 애니메이션 Animation 2,260,000    1,604,600 ufotable ODEX Private Limited

3 쇼크 웨이브 2 Shock Wave 2 구예도 Herman YAU 중국, 홍콩
China,

Hong Kong
액션 Action 1,550,000    1,100,500 

Universe Entertainment, 

Focus Films

Golden Village Pictures, 

Clover Films

4 The Diam Diam Era The Diam Diam Era 잭 네오 Jack NEO 싱가포르 Singapore 코미디 Comedy 1,520,000    1,079,200 
J Teams Production 

mm2 Entertainment
mm2 Entertainment

5 엔터 더 팻 드래곤 Enter the Fat Dragon 켄지 타니가키 KENJI Tanigaki 홍콩 Hong Kong 액션 Action 1,440,000    1,022,400 
Bona Film Group, Mega - 

Vision Pictures
Shaw Organisation

6 뱅가드 Vanguard 당계레 Stanley TONG 중국 China 액션 Action 1,160,000    823,600 
China Film International 

Media Co.

mm2 Entertainment Cathay 

Cineplexes

7 백두산 Ashfall 이해준, 김병서

LEE Hae - jun, 
KIM Byeong - 
seo

한국 Korea 액션 Action 860,000    610,600 
Dexter Studios 

CJ E&M
Golden Village Pictures

8 Number 1 Number 1 옹 쿠오 신 ONG Kuo Sin 싱가포르 Singapore 코미디 Comedy 810,000    575,100 mm2 Entertainment mm2 Entertainment

9 긴급구원 The Rescue 임초현 Dante LAM 중국 China 액션 Action 670,000    475,700 
Bona Film Group 

China Communications Press
Golden Village Pictures

10 강자아 Legend of Deification 정등, 이위
CHENG Teng,LI 
Wei

중국 China 애니메이션 Animation 550,000    390,500 
Beijing Enlight Pictures 

Coloroom Pictures
Encore Films

Figures of Top 10 Films in Asian Box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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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박스오피스는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최저치로 추락했다. 지난해 전체 박스오피

스 흥행기록은 2019년보다 71.7% 하락한 4,964만 SGD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전국적 조치의 일환으로 3월 26일부터 7월 13일까지 거의 4개

월 동안 전국의 상영관이 문을 닫았는데, 이 때는 대한민국의 〈반도〉가 막 개봉한 시기였다.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개봉한 이 좀비 영화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개봉관 수준의 97개 상영관에서 

개봉하여 총 272만 SGD의 수익을 올렸으며, 2020년 아시아 영화 중 두 번째로 높은 흥행 성적을 거두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개봉한 오리지널 영화 〈부산행〉의 성적 535만 SGD에 비하면 절반에 

불과했는데,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정상적인 좌석 수가 아닌, 한 회 당 최대 50명의 관객만 

허용한 채 상영관을 운영한 이유가 가장 컸다.

이후 2020년 10월 1일부터 3개의 상영관에서 각 50명씩 늘려 상영관 당 총 15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게 허용되었으며, 올 해 4월 24일부터는 허용 관객 수가 250명의 관객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원래 싱가포르 박스오피스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장르는 슈퍼 히어로 영화였다. 그러나 전례 없는 팬데

믹으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극장 개봉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뒤로 연기되면서 2020년 상위 10편의 

영화에 단 두 편만이 진입했다. 〈원더 우먼 1984〉가 472만 SGD로 1위를 차지했고, 다른 한 편은 148만 

SGD의 성적을 거둔 〈버즈 오브 프레이(할리 퀸의 황홀한 해방)〉였다. 두 작품 모두 DC 코믹스 기반의 

영화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작품이 시장에서 사라지자, 2020년 상위 10편의 영화에 아시아 영화가 진입했

다. 〈반도〉외에도 일본 애니메이션인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이 226만 SGD의 성적으로 5

위를 차지했고, 유덕화(劉德華)와 유청운(劉青雲)이 주연을 맡은 홍콩 액션 스릴러 〈쇼크 웨이브 2〉(拆

彈專家2) 가 155만 SGD의 성적으로 8위를, 로컬 코미디 드라마 Chen Mo De Nian Dai (我們的故事)

가 152만 SGD을 벌어들이며 9위에 안착했다.

Chen Mo De Nian Dai는 2020년에 개봉한 세 개의 국내 영화 중 하나로,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베테랑 영화 제작자인 잭 네오(梁智強) 감독이 맡아, 인기 시리즈 Long Long Time Ago (我们的

故事) 시리즈의 세 번째 영화로 만들었다. 시리즈의 처음 두 작품은 합쳐 710만 SGD라는 놀라운 흥행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작년에 개봉한 나머지 두 편 국내 영화는 뮤직 코미디 드라마 Number 1 (男兒王)(아래 옹 쿠오 신

(王國燊) 감독의 인터뷰가 있음)과 가장 행복한 동네를 만들겠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사회

풍자 블랙코미디 〈행복캠프〉(탄 비 티암(陳美添)감독)이다. 이 중 〈행복캠프〉는 부산국제영화제

에서 월드 프리미어를 가진 후 싱가포르에서 개봉했는데, 싱가포르국제영화제(SGIFF)의 개막작

으로 상영되었으며, 이후 국내 상영관을 통해 일반 관객을 만났다. SGIFF에서는 비 상영관 형태

의 프리미어 상영을 개최하기도 했는데, 싱가포르 영화 중 탄 비윤의 〈시티즌 허슬러〉, 랴오 지에

카이(廖捷凱), Sudhee LIAO (廖月敏)의 〈파러웨이 마이 섀도우 원더드〉, 레미 M. 살리의 〈낫 마

이 마더스 베이킹〉 샤오 민 츄 치아, 조안트 우베다의 세멘타라가 이런 식으로 시사회를 진행했다. 

2020년  

싱가포르 영화산업 동향

싱가포르 영화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영화 관객 수는 473만 명(평균 티켓 가격 10.50 SGD로 계산)

으로 감소했고, 총 상영관 스크린 수는 274개, 총 관객 수는 41,098명이었다. 3대 상영관은 여전히 골

든빌리지(104개 상영관 15,565 석), Shaw 극장(65개 상영관 8,230 석), 캐세이 시네플렉스(64 개 상

영관 11,252 석)가 지켰다.

실비아 웡

실비아 웡은 베테랑 저널리스트이며, 영국 무역 잡지 『Screen International』과 이의 웹사이트 Screendaily.

com의 외국 특파원이다. 그녀는 현장에서 영화 제작자, 각본가, 페스티벌 컨설턴트로 일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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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개봉되었을 때, Number 1은 팬데믹과 영화관 폐쇄의 결

과로 2020년에 개봉된 첫 번째 자국 영화가 되었다. 가슴 따뜻해지

는 드라마가 다시 일어서려는 억눌린 가정적 남성을 따라다니면서, 

싱가포르 최고의 코미디언 마크 리(李国煌)가 연기한 이 캐릭터가 결

국 나이트클럽의 여장남자 공연자가 되면서 이 작품은 퀴어 문화를 

과감히 주류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중국어로 제작된 이 영화는 대만 금마장상에서 두 개 부분의 후보작

으로 올랐다: 남우주연상 후보에 마크 리, 분장과 의상디자인상 후보

에 Raymond KUEK (郭子胜) 과 Azni SAMDIN이 올랐고. 후자가 상

을 탔다.

이 영화는 MM2 엔터테인먼트에 의해 제작되었다. 출연진은 공동 각

본가이기도 한 Henry THIA (程旭辉), Jaspers LAI (赖宇涵), 그리고 

대만 출신의 트랜스젠더 키웨이 베이비도 출연한다.

Q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 되었는가? 무엇에 끌렸나?

A 어느 정도 개인적인 이야기가 섞인 이 이야기는 2016년 MM2

가 실시한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한 배우 Jaspers LAI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의 시나리오가 제작이 될 작품으로 뽑혔다. 그러나 

이 주제가 국내 관객들에게 너무 충격적이고 19세 이상의 등급을 받

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난관에 봉착했다.

그러자 제작자인 Boi KWONG 씨가 내게 대본을 읽어보라고 했고, 

2017년 말, 중간지점을 찾기 위해 끌려들어 갔다. 나는 중재자가 되

었고 Jaspers LAI와 공동 집필을 시작했다. 난는 그의 초기 아이디어

를 존중하자는 취지가 있었던 만큼 그의 핵심 메시지가 '누구도 다른 

사람을 깔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것이 영화의 전제가 됐고, 

우리는 이야기의 변화와 상관없이 이 메시지를 보존하려고 했다.

단순히 틈새시장 영화제용 영화가 아니라 주류 관객층에 접근하고 

공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버둥대는 여장 남자에 집중하는 대신 

실직한 평범한 남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관객들은 이 캐릭터가 새로

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초기 진입 단계에서부터 따라간다. 사회는 

이러한 집단을 소외시키고 편견을 갖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관객들

에게 그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Q  마크 리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 중 한 명이다.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역할을 하는 그를 연출하는 것은 

어땠는가?

A 나는 마크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사람들은 그가 단지 코미디

언이라고 생각하지만, 드라마에 대한 본능은 항상 그에게 있다. 단지, 

그의 극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이 없었을 뿐이다. 이제 사람

들은 그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일에 끼어들었는지를 몰랐다. 그는 분장을 위해 매

일 3~4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자신의 얼굴이 아름다워질 거라는 농

담을 하길 좋아했지만, 여장 남자의 역할을 하지 않는 장면에서 눈썹

을 깎을 수가 없어서 분장팀은 여러 겹의 코팅으로 얼굴을 고르게 하

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야 했다.

우리는 그의 몸을 여성스러운 모양으로 조각하고 그의 주요 부위를 

숨기기 위해 패딩을 넣어야 했다. 그는 물도 많이 마시지 못하고 화장

실에 갈 수도 없었다. 의상, 헤드기어, 헤어핀, 메이크업 등 그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한번도 없었다.

 

옹 쿠오 신 

싱가포르 출신 옹 쿠오 신은 영화산업에서의 경력이 15년이 넘는 베테랑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감독이다. 

2012년, 그는 Judgment Day라는 영화로 장편 데뷔를 하였다. 또한 그가 2015년에 제작한 Unbelievable이

란 뮤직비디오가 입소문을 타 Mr. Unbelievable이라는 장편영화로 만들어졌다. 그는 또한 대만 출신 유명 엔

터테이너 강강(康康)과 함께 십만화급(十萬夥急)을 공동 연출했고, 로드트립 뮤지컬 영화 One Headlight를 

연출했다.

그의 유명한 텔레비전 작품들은 Chemistry, Parental Guidance, Sayang Sayang과 텔레비전 영화 The 

Promise가 있다. 그의 드라마 시리즈  Secret Garden과 Jump는 기록적인 시청률을 달성했다. 옹 쿠오 신은 

싱가포르 텔레비전 역사상 가장 오래 방영된 드라마 Tanglin의 제작자이기도 하다.

옹 쿠오 신  

감독과의 인터뷰

Q  지난 11월, 감독님은 금마장상 시상식에 앞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다. 대만 관객들의 반응은 싱가포르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달랐는가?

A 나는 그 당시 촬영 중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갈 생각이 없었

다. 하지만 Boi씨가 나에게 이안(李安) 감독이 서명한 초대장을 보라

고 했다!

비행기 여행은 10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모두 수술복을 입은 초현

실적인 경험이었다. 호텔 방에 갇혀있는 동안, 나는 원격으로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고문스럽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다.

우리의 두 상영회는 순식간에 매진되었다. 우리는 자가 격리가 끝난 

후 두 번째 상영회에 참석했다. 현장 관객의 반응은 매우 좋은 지표였

다. 우리는 박수와 웃음을 많이 들었고 코미디의 힘을 목격했다. 우리

는 그들이 그 영화를 좋아해 줘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아마도 대만 

LGBT 영화의 대부분은 꽤 무겁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LGBT 코미디

를 보는 것이 꽤 신선했을 것이다.

 

Q  팬데믹이 싱가포르의 제작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A 촬영 현장의 인원 제한은 해제되지 않았다 - 한 장면에 최대 

20명의 배우만 허용된다. 결혼식과 같은 큰 장면을 찍을 수 없기 때

문에 스토리텔링에 많은 방해가 된다. 촬영 각도를 만들 때 배우들과 

1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또한 촬영 감독에게는 어려

운 과제다. 20명이 넘는 출연진과 함께 와이드샷을 찍으려면 특별 허

가가 필요하고 10~15분 안에 촬영을 끝내고 바로 사람들을 해산 시

켜야 했다.

촬영장에 총 50명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일

에 지장이 있어서 재원을 두 배로 늘려야한다. 인력이 부족해서 이젠 

하루에 예전의 절반 정도만 촬영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대부분 코로나19 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야

외 촬영 때 배경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마스크 없이 엑스트라를 출연 시키면 현장

에 허용된 인원수만 늘어나게 된다.

우리는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 meWatch에서 600회 이상의 에피

소드를 찍어야 하는 일일 드라마 Kin을 촬영하고 있다. 이제 우리 제

작팀은 코로나19 규정에 대해 익숙해져 있다. 작가들 또한 스토리 플

롯을 잘 뽑아내지만, 보다 역동적인 스토리텔링은 여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그저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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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was not spared by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which caused its 

box office to plummet to historic lows. Last year’s overall box office dropped to 49.64 mil-

lion SGD, 71.7% down from 2019. 

As part of the nation-wide measures to curb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cinemas were 

closed from March 26 for almost four months until July 13, just in time for Peninsula to join 

the day-and-date release with South Korea. 

The highly anticipated zombie film opened on 97 screens – as wide as Hollywood block-

busters – and went on to gross 2.72 million SGD, which made it the second highest film 

overall and the highest grossing Asian film in 2020. Nevertheless, its box office was just 

half of the original Train To Busan, which took 5.35 million SGD in 2016, largely because 

the normal seating capacity was significantly reduced by strict social distancing measures, 

which allowed only up to 50 patrons per screening. 

The seating capacity was allowed to increase to 150 patrons in three zones of 50 each from 

October 1, 2020 and was further expanded to 250 patrons from April 24 of this year.

Superhero films had long been the dominating genre in the Singapore box office. As the 

theatrical rollout of Hollywood blockbusters were mostly cancelled or pushed back due to 

the unprecedented pandemic situation, only two superhero films made the top 10 in 2020: 

Wonder Woman 1984 took the top spot with 4.72 SGD, while 〈Birds of Prey〉 scored 1.48 

million SGD, both of which were based on DC Comics. 

With the lack of Hollywood blockbusters, more Asian titles entered the top 10 in 2020. 

Apart from Peninsula, Japanese animation Demon Slayer: Kimetsu no Yaiba The Movie – 

Mugen Train came in fifth with 2.26 million SGD, followed by a Hong Kong action thriller 

Shock Wave 2 (拆彈專家 2), starring Andy LAU (劉德華) and LAU Ching Wan (劉青雲) (in eight 

place with 1.55 million SGD) and local comedy drama The Diam Diam Era (我們的故事) (in 

ninth place with 1.52 million SGD).

The Diam Diam Era was one of the only three local productions released in 2020. Set in 

the 1980s, it was directed by a veteran filmmaker Jack NEO (梁智強) as the third film of the 

popular Long Long Time Ago series (我们的故事). The first two films from the series com-

bined made an impressive box office of 7.1 million SGD. 

The other two local productions on release last year were music comedy drama Number 1 (男
兒王) (see the interview with director ONG Kuo Sin (王國燊) below) and TAN Bee Thiam (陳
美添)’s Tiong Bahru Social Club, a social black comedy about a neighbourhood which aims 

to be the the town's happiest. The latter had its world premiere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efore returning to before returning as the first opening film in the Singapor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GIFF) in Singapore. Then it was released to the local theatres. 

Singapore Film 

Market Trend in 2020

Several Singapore films also had their non-theatrical festival premieres at SGIFF. These in-

cluded TAN Biyun’s Citizen Hustler, Faraway My Shadow Wandered by LIAO Jiekai (廖捷凱) 

and Sudhee LIAO (廖月敏), Remi M SALI’s Not My Mother’s Baking and Sementara by CHEW 

CHIA Shao Min and Joant UBEDA.

In 2020, the cinema attendance dropped to 4.73 million (calculated using the average 

ticket price of S$10.50) and the total number of cinema screens was 274 with a combined 

seating capacity of 41,098, according to the Singapore Film Commission. Golden Village (104 

screens and 15,565 seats), Shaw Theatres (65 screens and 8,230 seats) and Cathay Cine-

plex (64 screens and 11,252 seats) remained as the three leading exhibitors.

Silvia WONG

Silvia WONG is a veteran journalist. She is currently a foreign correspondent for the UK trade publica-

tion Screen International and its website Screendaily.com. She has also moved behind the camera as 

a film producer, screenwriter and festival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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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opened on October 22, Number 1 became the first 

local film to release in 2020 as a result of the pandemic and 

cinema closures. While the heartwarming drama follows a 

retrenched family man who attempts to get back on his feet, 

it also boldly brings a queer culture to the mainstream as 

this character, played by Singapore’s top funnyman Mark LEE 

(李国煌), ends up as a drag performer in a night club.

The Mandarin-language film received two nominations at the 

Taiwan's Golden Horse Awards: best actor for Lee and best 

makeup and costume design for Raymond KUEK (郭子胜) and 

Azni SAMDIN. It won the latter.

The film was produced by MM2 Entertainment. The cast also 

includes, Henry THIA (程旭辉), Jaspers LAI (赖宇涵) who is 

also the co-scriptwriter, and Kiwebaby, a transgender from 

Taiwan. 

Q  How did this project come about? What drew you to 

it?

A The semi-personal story originated from actor Jaspers 

LAI, who joined a scriptwriting workshop organized by MM2 

in 2016. His script was selected for production. But the 

project was caught in a limbo as the topic could be too over-

whelming for the local audiences and would likely get an R 

rating.

Then producer Boi KWONG asked me to read the script and 

I was later roped in to find a middle ground in late 2017. I 

became a mediator and began a co-writing partnership with 

Jaspers. My intention to respect his initial ideas, and when I 

found out that his key message was to make sure "Nobody 

should ever look down on anyone", this became the prem-

ise of the story, and therefore, we decided to stick to this 

message regardless of any changes made to the story in the 

future.. 

We aimed to target the mainstream audience, making the 

film accessible, not just as a niche festival film. Instead of 

focusing on the struggles of a drag queen, We created an 

ordinary man who just lost his job, so the audience could 

follow the character from the initial steps he takes to enter a 

completely new world. The society tends to marginalize and 

hold prejudice against these group of people. We wanted to 

let the audiences know that they are not unlike us. 

Q  Mark LEE is one of the most famous comedians in 

Singapore. What was it like directing him in this 

gender-bending role?

A I’ve known Mark for a long time. People think he’s just 

a comedian, but his instinct in drama was always  him. There 

was just no platform to showcase his dramatic side. But now, 

people can see the new side of him.

He didn’t know what he had got himself into (laughs). He 

had to spend three to four hours every day for the makeup. 

He liked to joke that his face would be made beautiful, but 

the makeup team had to do a lot of research on how to even 

out his face with different layers of coating, as he could not 

shaved for the scenes he did not play the drag queen.

We had to sculpt his body into a womanly shape and put 

paddings to hide his genitals. He couldn't drink much water, 

nor could he go to the bathroom. He had never experienced 

such costumes, head gears, the hairpins and the makeup.

Interview with  

Director ONG Kuo Sin

ONG Kuo Sin

ONG Kuo Sin is a veteran film and TV director from Singapore with over 15 years of industry experience. 

In 2012, he made his feature film directorial debut Judgment Day. The music video Unbelievable 

which he produced in 2015 went viral and was made into feature film Mr. Unbelievable. He also 

co-directed Time is Money with popular Taiwanese entertainer KANG Kang and directed a road trip 

musical feature film One Headlight.

His notable TV works include Chemistry, Parental Guidance, Sayang Sayang and telemovie The Prom-

ise. His drama series Secret Garden and Jump achieved record-breaking ratings. He is also the execu-

tive producer of Tanglin, the longest running drama series in Singapore’s TV history.

Q  Last November, you spent 14 days in quarantine 

ahead of the Golden Horse Awards. How different 

was the audience reaction in Taiwan, compared to 

Singapore?

A I didn’t intend to go at first as I was on a shoot at the 

time. But Boi asked me to look at the invitation, which was 

signed off by Ang LEE (李安)!

The flight was a surreal experience, with only 10 passengers 

and the stewardesses all dressed in scrubs. During the con-

finement in the hotel room, I didn't find time hard to pass 

since I did a lot of editing.

Both of our screenings were sold out in no time. We attend-

ed the second screening after the quarantine. Live audience 

response was a very good barometer. We heard a lot of 

clapping and laughter and witnessed the power of comedy. 

We feel honoured that they have loved the film. Perhaps it 

was refreshing for for them to see a LGBT comedy as most 

of the Taiwanese LGBT films are quite heavy (laughs).

Q  How is the pandemic impacting the production 

sector in Singapore?

A The restrictions on the number of people in the work-

space haven’t been lifted (up to 20 actors are allowed in 

a scene). This is a big obstacle to convey certain stories as 

scenes involving a large number of people, such as weddings, 

are hard to film. The fact that actors have to keep their 1 

metre distance is also a challenge for the DoP when craft-

ing angles. If we want to have a wide shot with more than 

20 actors, a special permit is needed and we have to shoot 

within 10-15 minutes and release the people immediately 

once it’s done.

As only 50 people in total are allowed on set, every depart-

ment is handicapped and we need to double the resources. 

We can now only do half the number of scenes in a day than 

before due to the lack of manpower.

Outdoor filming creates another problem as people in the 

background will be seen wearing a mask, but most of our 

stories are set in the pre-COVID days. If we bring in extras 

without a mask, they will only add on to the number of peo-

ple allowed on screen.

We have been filming Kin, a daily soap opera with more than 

600 episodes on [local streaming platform] meWatch. By 

now, our production team is well versed with the COVID 

restrictions. The writers also manage to isolate the story 

plot, but a more dynamic storytelling sis still difficult. We just 

have to adapt until the situation impr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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