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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문화적 할인은 할리우드 영화가 해외 관객의 수용자의 문화적 취향에 
따라서 수용이 다르게 나타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
로 이 연구는 한국 내에서 할리우드 영화의 수용이 장르별로 어떻게 다르
게 나타나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에서 1백만 달러 이상의 흥행실적을 거둔 할리우드 영화이며, 이들 영화 
중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의 비율 및 흥행성과 등을 중심으로 장르별 수용
이 어떻게 차별화되는 지를 고찰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할리우드 영화
가 한국에서 개봉된 비율은 59.6%이며, 평균보다 낮은 비율로 개봉된 장
르는 코미디(46.2%)와 다큐멘터리(20%)뿐이었다. 제작비와 장르의 특성
을 고려하면, 할리우드 영화 중 제작비 투자가 많은 장르의 경우 한국 내 
개봉비율 또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국에서의 흥행실적이 높을수록 한
국에서도 흥행실적이 높게 나타나며, 제작비 투입이 높을수록 1개의 영화
에 다양한 장르적 요소를 포함하여 제작하는 복합장르화 현상이 발견되었
다. 이와 같이 제작비, 미국에서의 흥행실적, 복합장르화 등의 영향력을 
통제할 때 할리우드 영화의 수입 후 수용자 수준에서는 문화적 할인이 흥
행성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의 의
의와 한계가 같이 논의 되었다.

주제어 : 문화적 할인, 할리우드 영화, 장르, 한국 영화시장, 영화 수입 

1) 본 논문은 한림대학교 2014년도 교비연구비[HRF-201408-006]의 지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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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영화의 국제적 유통은 발명 초기부터 시작되어왔다. 당시 영화 

제작의 주도력은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미국 등 영화의 발명을 

처음부터 이끌었던 국가들이었다. 이들 국가는 새로운 매체의 국

제적 유통을 주도하면서 영상물의 국제적 유통을 지배하기 시작

하였다. 특히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0년대부터 영화

의 국제적 유통을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고, 이후 

지금까지 국제 영화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독점적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영화의 국제 유통에서 미국이 독점적 위상을 유지하는 것

은 유성영화의 개발과 색채영화의 개발 등에서 나타났듯이 시장

을 주도하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우월적 지위를 지속시킬 수 있었

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영상물이라는 상품의 공공재적 속성과 

비용 대비 가격산정의 유연함이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선점 효과(first-mover advantage)에 바탕을 둔 생존전

략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1) 현재 할리우드 영화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40%에서 90%까지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2) 일례로 2002년 할리우드 영화의 국가별 시

장점유율은 프랑스에서 58.3%, 일본에서 64.8%, 그리고 호주에서 

87.5%로 나타났다.3) 한국에서 할리우드 영화의 점유율은 40-5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할리우드 영화의 

평균 점유율은 43.8%이며, 최고수준은 2007년의 49%이고 최저수

준은 2006년의 34.9%였다. 

할리우드 영화의 국제적 유통은 커뮤니케이션과 경제학 등의 

연구 분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대한 연구 경향은 

할리우드의 국제적 유통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더불어 문화연구 

1) 박소라, 방송 시장 개방에 따른 미디어 상품의 구가 간 흐름 모델과 자국 문

화 보호: 상대적 시장규모와 문화적 할인 개념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

이션학보, 통권 18호(2006), pp.113-151. 참조.

2) Miller, Toby, Nitin Govil, John McMurria, & Richard Maxwell, Global 
Hollywood. British Film Institute, 2001. 참조.

3) Scott, Allen J.,"Hollywood and the world: The geography of 

motion-picture distribution and marketing",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11(2004), pp. 33-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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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영화의 국제적 유통에 

대한 연구는 영화가 일반 재화처럼 거래 대상이 된다는 경제적 

원리가 작동되는 상품이라는 점과 더불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와 달리 문화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분석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연구가 진

행되어왔다. 경제적 분석은 할리우드 영화의 국제 시장에서의 독

점적 위상과 그런 할리우드 영화의 위상으로 인한 개별 국가의 

영화산업에 대한 논의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왔다.4) 문화

적 분석은 미국문화의 특성 분석과 해외 관객의 해독, 그리고 미

국의 정치 문화적 이데올로기가 제 3세계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

을 미치는 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문화 제국주의를 둘러싼 논의

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주로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을 미국문화의 대표적 상징체로 간주하면서 그것의 다른 국가에

서 일어나는 문화적 영향력이나 수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

다.5)  

최근의 연구경향은 영화의 지역적 수용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

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글로벌 할리우드로 칭해지는 

최근의 할리우드는 단순히 해외 시장을 부가 수익의 창구로만 간

주되는 단계에서 벗어나 해외시장 자체가 할리우드 생존의 필요

조건임에 주목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 할리우드 영화의 해외 수

익은 전체 수익의 30% 정도를 차지하였지만 1997년엔 처음으로 

해외 수익이 전체 수익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점차 커

4) Fernández-Blanco, Victor, & Juan Prieto-Rodríguez, "Building stronger 

national movie industries: the case of Spain", The Journal of Arts 
Management, Law, and Society, Vol.33(2003): pp.142-160. 참조. Hoskins, 

Colin, Stuart McFayden, & Adam Finn, Global television and film: An 

introduction to the economics of the business.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참조. Marvasti, Akbar, "International trade in cultural goods: A 

cross-sectional analysi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Vol.18((1994), 

pp.135-148. 참조. Olson, Scott Robert, Hollywood planet: Global media 

and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rrative transparenc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9. 참조.

5) Chadha, Kalyani, & Anadam Kavoori, "Media imperialism revisited: Some 

findings from the Asian case", Media, Culture & Society, Vol.22((2000), 

pp.415-432. 참조. Tomlinson, John, Cultural imperialism: A critical 

introduction. Continuum, 199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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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나갔다.6) 2002년 미국 내 흥행순위 10위 내의 영화가 벌어들인 

수익의 55%가 해외 시장에서 발생하였으며, 2010년의 경우엔 전

체 수익 중 62%가 타국으로부터 얻어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해외 시장에 대한 마

케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 지를 고려하게 되었다7) 미국 내 흥행

실적이 높다고 해외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해외 시장에 보다 적합한 영화의 제작만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해외시장에서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미국과 해외 시장에서의 영화 

선호도가 어떻게 다른 지를 이해하고 이에 맞추어 지역별로 배급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할인은 한 국가의 문화적 생산물은 외국 수용자의 문화

적 취향에 따라서 수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다.8) 문화적 취

향이나 해당 국가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가 동반되어야만 수용

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문화적 생산물이 있는 반면에, 그런 취향

이나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수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생산물

이 있다는 점은 문화적 생산물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접근을 요구

하면서 할리우드 영화의 지역적 수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

다. 이에 대한 연구는 풍부하게 진행된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꾸

준히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할리우드 영화가 장르별

로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수용이 다르게 나타나는 지에 대한 분

석이 활발히 진행되는 실정이다9)  

6) Hennig-Thurau, Thorsten, Gianfranco Walsh, & Matthias Bode, "Exporting 

media products: Understanding the success and failure of Hollywood 

movies in Germany",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31(2004), 

pp.633-638. 참조.

7) Dunkley, Cathy. & Dana Harris, "Foreign sales mavens: See their empires 

fade", Variety, Vol.15(January, 2001), p.21. 

8) Hoskins, Colin, & Rolf Mirus, "Reasons for U.S. dominance of the 

international trade in television programmes", Media, Culture & Society, 

Vol.10(1988), pp.499-515. 참조.

9) Fu, W. Wayne, & Tracy K. Lee, "Economic and cultural influences on the 

theatrical consumption of foreign films in Singapore", Journal of Media 
Economics, Vol.21(2008), pp.1-27. 참조. Fu, W. Wayne, & Achikannoo 

Govindaraju, "Explaining global box office tastes in Hollywood films: 

Homogenization of national audiences’ movie selections", Communication 
Research, Vol.37(2010), pp.215-238. 참조. Hennig-Thurau, Thor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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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내에서 할리우드 영화의 수용이 장르별로 어떻

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할

리우드 영화 중 자국 내에서 개봉된 영화만을 대상으로 할리우드 

영화의 장르별 수용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그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은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 중 해외 개봉이 이루어지지 못한 영

화들을 망라해서 할리우드 영화의 해외 수용에 대해서 고찰하고

자 한다. 타국에서의 수용 가치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어

떤 영화는 극장에서의 개봉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는 점은 그

동안의 연구 성과에서 간과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를 대상으로 한국 내 개봉여부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개봉된 

영화의 흥행실적이 장르별로 어떻게 차별화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영화의 수용 및 흥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드 바니와 월즈는 전통적인 할리우드의 공식이 전혀 작동하지 

않음을 발견했다면서 “할리우드에서 성공을 위한 공식은 존재하

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10). 영화와 같은 문화상품은 경험

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들이 해당 문화상

품을 경험하기 이전에 그것의 작품성이나 대중성을 판단하기 어

렵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흥행성과에 대한 연

구는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경제학과 경영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화의 흥행성과를 고려

할 때 관계된 요인들은 제작단계, 배급단계, 그리고 개봉 이후의 

Gianfranco Walsh, & Matthias Bode, 앞의 논문, 참조. Lee, Francis L. F, 

"Cultural discount and cross-culture predictability: Examining US 

movies’box office in Hong Kong", Journal of Media Economics, 
Vol.19(2006), pp.259-278. 참조. 박소라, 앞의 논문, 참조. 

10) de Vany, Arthur S.. & W. David Walls, "Uncertainty in the movie 

industry: Does star power reduce the terror of the box office?",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Vol.23(1999), p.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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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단계와 연관되어있다. 제작단계에서 고려되는 변인은 해당 

영화의 장르, 영화등급, 영화의 국적, 감독 파워, 배우 파워, 속

편 형태, 제작비 등 영화의 내적 속성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배

급단계에서는 배급사 파워, 개봉시점, 그리고 개봉스크린 규모 

등이 고려되어진다. 개봉 이후의 흥행단계에서 고려되는 요소는 

상영기간, 전문가 평가와 일반 관객들의 구전 평가 등이 중요하

게 고려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흥행

성과 분석 연구에서 흥행실적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

로 꾸준하게 나타난 것은 제작비,11)  개봉스크린 규모,12) 전문가 

평가13) 등의 세 가지로 압축된다. 

그 외 3가지 설명변인만큼 꾸준하게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영화

의 흥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상실적14)과 개봉시점의 

11) Basuroy, Suman, Subimal Chatterjee, & S. Abraham Ravid, "How critical 

are critical reviews?: The box office effects of film critics, star 

power, and budget", Journal of Marketing, Vol.67(2003), pp.103-117. 참
조. Chang, Byeng-Hee. and Eyun-Jung Ki,"Devising a practical model for 

predicting theatrical movie success: Focusing on the experience good 

property", Journal of Media Economics, Vol.18(2005), pp.247-269. 참조. 

Wallace, W. Timothy, Alan Seigerman, & Morris B. Holbrook, "The role of 

actors and actresses in the success of films: How much is a movie star 

worth?",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Vol.17(1993), pp.1-27. 참조. 

Wyatt, Justin, "High concept, product differentiation, and the 

contemporary U.S. film industry", In Austin, Bruce A.(Ed.), Current 
research in film: audiences, economics, and  law, Vol. 5,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1991, pp.86-105. 참조.

12) Chang, Byeng-Hee. and Eyun-Jung Ki,앞의 논문, 참조. Elberse, Anita, & 

Jehoshua Eliashberg, "Demand and supply dynamics for sequentially 

released products in international markets: The case of motion 

pictures", Marketing Science, Vol.22(2003), pp.329–354. 참조. Stimpert, 

J. L., Judith A. Laux, Coyote Marino, & George Gleason "Factors 

influencing motion picture success: Empirical review and update", 

Journal of Business & Economics Research, Vol.6(2008), pp. 39-51. 참조.

13) Chang, Byeng-Hee. and Eyun-Jung Ki,앞의 논문, 참조. Eliashberg, 

Jehoshua, & Steven M. Shugan, "Film critics: Influencers or 

predictors?", Journal of Marketing, Vol.61(1997), pp.68-78. 참조. 

Stimpert, J. L., Judith A. Laux, 앞의 논문 참조. Wallace, W. Timothy, 

Alan Seigerman, & Morris B. Holbrook, 앞의 논문, 참조.

14) Litman, Barry R. & Hoekyun Ahn, "Predicting financial success of motion 

pictures: The '90s experience", in Litman, Barry(ed.), The motion 

picture mega-industry. Allyn & Bacon, 1998, pp. 172-197. 참조. Sochay, 

Scott, "Predicting the performance of motion pictures", Journal of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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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검증되었다. 국제 영화제 등의 수상실적이 흥행성과와 정

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여름시즌 개봉이 상대적으

로 흥행과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또한 영

화의 내적 속성 관련 요인들인 속편 형태,16) 배우의 스타 파

워,17) 감독 파워18) 등과 영화의 PG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관

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9) R등급의 경우 폭력성향 또는 

폭력성향과 선정성이 강하게 드러난 경우 투자대비 손실을 가질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20) 스토리 유형으로 살

펴본 장르 또한 흥행성과를 결정짓는 예측변인으로 작동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공상과학/판타지,21) 공포영화,22) 코미디,23) 액

Economics, Vol.7(1994)), pp.1-20. 참조. Wyatt, Justin, 앞의 논문, 참조.

15) Chang, Byeng-Hee. and Eyun-Jung Ki,앞의 논문, 참조. Sochay, Scott, 앞의 

논문 참조. Stimpert, J. L., Judith A. Laux, 앞의 논문 참조. Wyatt, 

Justin, 앞의 논문, 참조.

16) Chang, Byeng-Hee. and Eyun-Jung Ki,앞의 논문, 참조. Prag, Jay, & James 

Casavant, "An empirical study of the determinants of revenues and 

marketing expenditures in the motion picture industry",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Vol.18(1994), pp.217-235. 참조. Stimpert, J. L., 

Judith A. Laux, 앞의 논문 참조. 

17) Basuroy, Suman, Subimal Chatterjee, & S. Abraham Ravid, "How critical 

are critical reviews?: The box office effects of film critics, star 

power, and budget", Journal of Marketing, Vol.67(2003), pp.103-117. 참

조. Litman, Barry R.. & Linda S. Kohl, "Predicting financial success of 

motion pictures: The '80s experience", Journal of Media Economics, 
Vol.2(1989), pp.35-50. 참조. Wyatt, Justin, 앞의 논문, 참조.

18) Litman, Barry R.. & Linda S. Kohl, 앞의 논문, 참조.

19) Chang, Byeng-Hee. and Eyun-Jung Ki,앞의 논문, 참조. Ravid, S. Abraham, 

"Information, blockbusters, and stars: A study of film industry", 

Journal of Business, Vol.72(1999), pp.463-492. 참조. 

20) Ravid, S. Abraham. & Suman Basuroy, "Beyond morality and ethics: 

Executive objective function, the R-rating puzzle, and the production of 

violent films", Journal of Business, Vol.77(2004), pp.155-192. 참조.

21) Litman, Barry R.. & Linda S. Kohl, 앞의 논문, 참조. Wallace, W. 

Timothy, Alan Seigerman, & Morris B. Holbrook, 앞의 논문, 참조. Wyatt, 

Justin, 앞의 논문, 참조.

22) Wallace, W. Timothy, Alan Seigerman, & Morris B. Holbrook, 앞의 논문, 

참조. Wyatt, Justin, 앞의 논문, 참조.

23) Litman, Barry R., "Predicting Success of Theatrical Movies: 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Popular Culture, Vol.16(1983), pp.159-175. 
참조. Wallace, W. Timothy, Alan Seigerman, & Morris B. Holbrook, 앞의 논

문, 참조. Wyatt, Justin,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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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어드벤처24) 등의 장르 순으로 흥행성과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

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드라마 장르는 부정적 관련성을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25) 

온라인 평가는 2000년대 이후 영화의 흥행성과 분석에서 중요

한 변인으로 등장하였다.26)이것은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중요

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일반인의 온라인 평가는 전문가 평가와 

달리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관객 입장에서 제공되는 정보

를 양산하기 때문에 대중에게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

공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일반 경험자의 평가는 다른 일반 

관객들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개연성을 띠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 평가가 점차 부각되면서 전문가 평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전문가 평가의 약화와 온라

인 평가의 강세 현상은 두 가지 평가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시기

의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 

평가는 개봉 이전의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고 그것의 영향

력은 개봉 초창기에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고려된다.27) 반면 

온라인 평가는 개봉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28) 일반 관객

들은 전문가와 달리 개봉 이후에 영화 관람의 기회가 본격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 또한 개봉이 이루어진 다음에 적극

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영화의 제작, 배급, 흥행 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변

인들이 영화의 흥행성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영화에 대한 

24) Wallace, W. Timothy, Alan Seigerman, & Morris B. Holbrook, 앞의 논문, 

참조.

25) Chang, Byeng-Hee. and Eyun-Jung Ki,앞의 논문, 참조. Litman, Barry R.. & 

Linda S. Kohl, 앞의 논문, 참조. Prag, Jay, & James Casavant,앞의 논문, 

참조.

26) Dellarocas, Chrysanthos, Xiaoquan Michael Zhang, &  Neveen F. Awad, 

"Exploring the value of online product reviews in forecasting sales: the 

case of motion pictures", 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 
Vol.21(2007), pp.23-45. 참조. Liu, Yong, "Word of mouth for movies: its 

dynamics and impact on box office revenue", Journal of Marketing, 
Vol.70(2006), pp.74-89. 참조. Duan, Wenjing, Bin Gu, & Andrew B. 

Whinston. "Do online reviews matter?—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panel 

data." Decision Support Systems, Vol.45.4(2008), pp.1007-1016. 참조.

27) Litman, Barry R., 앞의 논문, 참조.

28) Liu, Yong,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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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관련되는 문화적 특성 또한 흥행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 <그림 1>의 할리우드 영화의 수출 개념도는 문화 영향력을 

잘 보여준다. 

그림 1.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한국 수출에 대한 개념도 

이 개념에서는 영화의 흥행성과와 관련성이 있는 요인를 세 가

지 범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영화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영화의 내적 속성으로 제작비, 장르, 등급, 스타 파워 

등이 있다. 둘째는 개별 영화시장에 대한 요인으로 개봉스크린 

형태, 다른 영화와의 경쟁, 전문가 평가, 그리고 관객 평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첫 번째, 두 번째 범주에 속한 변인들

의 영향력은 할리우드 영화의 미국 내 흥행성과나 국제적 흥행성

공에 모두 꼭 같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지만, 영화가 다른 문화

권으로 수출되어질 경우에는 세 번째 범주인 영화에 대한 이해와 

결부되어질 문화적 특성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첫 번째와 두 번

째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서는 세 번째 

문화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에서의 영화 수용은 영화 자체의 내적 속성과 영화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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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국가에서의 흥행성과 등의 요인뿐만 아니라 수입 국가의 시장 

상황과 문화적 특성과 결부되어 결정된다.29) 특정 국가의 영화가 

해외에서 소비될 때 특정 국가의 영화들이 어떻게 외국 관객에게 

다양하게 받아들여지는 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따라서 할리우

드 영화의 지역적 수용의 성공여부는 영화 자체의 매력 등의 요

인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문화적 규범과 취향에 의해서 궁극적

으로 결정된다. 즉, 국가 간 문화적 취향이 얼마나 유사성을 띠

고 있는 가에 따라서 수입영화의 흥행성과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할리우드 영화의 한국 내 성패여부는 영화 자

체의 특성이나 시장상황, 한국 내 흥행실적 등과 무관하게 한국

이란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역으로 

한국 영화가 미국의 극장에서 관객을 만날 때도 미국이란 지역의 

특성이 한국 영화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2. 장르에 대한 이해와 할리우드 영화의 장르별 분포 

장르는 내러티브 체계와 영상 스타일에 의해 분류되는 영화의 

종류, 유형 및 범주를 일컫는 용어이며, 반복성의 패턴을 보여주

는 이야기 방식과 영상스타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장

르의 이야기 구성은 해당 장르의 다른 많은 영화들에서 사용된 

일정한 패턴의 공식을 내포한다고 고려된다. 장르에 대한 일반적 

이해 중 하나는 한 편의 영화를 하나의 장르로 명시하여 이해하

는 경향이다. 최근의 한국 영화 중 <주유소 습격사건 2>(2010)와 

<하모니>(2010) 같은 작품은 코미디와 드라마라는 하나의 장르로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상당수 많은 영화들의 장르는 최소한 2개 

이상의 명칭으로 분류되어진다. 예를 들면 <평행이론>(2010)은 

스릴러, 액션, 드라마로, <유감스러운 도시>(2009)는 범죄, 스릴

러, 액션, 코미디로 명명되고 있다. 액션과 스릴러 장르는 다른 

장르보다 혼재된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은 코미디와 공포영화 

등의 장르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장르 혼용의 양상은 한 편으로는 내러티브의 균열과 파괴가 드

29) de Vany, Arthur S.. & W. David Walls, "Motion picture profit, the 

stable Paretian hypothesis, and the curse of the superstar",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Vol.28(2004), pp.1035-10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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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는 현대의 영화 스타일에 대한 규탄이기도 하다.30) 또는 기

존의 장르 분류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고려되기도 

한다.31) 더 나아가 예전에도 다른 장르와 분리된 채 독립적인 순

수성을 확보하는 장르 영화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32) 

장르 혼용에 대한 관점은 위의 세 가지 시각으로부터 무엇을 선

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쉬켈의 시각을 따르면 

장르 혼용은 최근의 현상이며, 이는 고전적 장르 자체를 훼손하

는 불순한 행동으로 간주된다. 튜더의 시각을 따르면, 기존의 장

르 분류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적절한 분류를 위한 방법론을 제

시해야만 한다. 그리고 비비의 시각을 따르면 개별 장르는 다른 

장르와의 차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일 뿐 작품을 

하나의 장르로만 구축하거나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된다. 그러나 장르 혼용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문화적 현상

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산업적 필요성은 장르 혼용을 

더욱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와 관련된 제작은 자연스럽게 

주류 영역으로 자리를 잡는 실정이다. 이는 장르를 통한 마케팅 

전략과 결부되어있다. 장르의 혼용은 특정 장르를 선호하는 사람

들을 한꺼번에 극장으로 불러들이려는 마케팅 전략이기도 하다. 

팜그린과 동료들은 장르의 혼용은 관객들의 다양한 관람동기와 

만족을 충족시켜줌을 발견했었다.33) 

장르 분류는 기본 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 지부터 시작된

다. 기본 유형은 가능한 한 겹치지 않는 독립적인 영역을 가진 

것으로 상정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류하

기란 쉽지 않다. 장르의 기본 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

제는 연구자들마다 일치된 견해를 가지기 힘들다. 하지만 대략 

30) Schickel, Richard. Schickel on film. William Morrow, 1989.

31) Gove, Walter R., and Jeannette F. Tudor. "Adult sex roles and mental 

ill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78.4(1973), 812-835. 참조.

32) Beebee, Thomas O., The ideology of genre: A comparative study of 
generic instability.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4. 참조.

33) Palmgreen, Philip, Patsy Cook, Jerry Harvill, Davis Helm & Bruce A. 

Austin, "The motivational framework of moviegoing: Uses and avoidance of 

theatrical films", in Austin, Bruce A. (Eds.), Current research in film: 
Audiences, economics and the law, vol. 4,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1988, pp.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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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개 내외의 영역을 기본 유형으로 설정해서 논의를 진행한다. 

신문이나 잡지 등의 영화 리뷰 섹션에서 명시하는 장르의 수는 

이와 같이 최소화한 숫자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할리우드 제

작자협회의 코드에서는 57개, 그리고 다니엘 로페즈의 색인 작업

에서는 많게는 775개로 분류될 정도로 많은 영역을 가지고 있

다.34) 이러한 장르의 분류에 다양한 분포를 고려하면 생각보다 

장르의 분류 자체가 쉽지 않게 된다. 그래서 장르를 명백히 분류

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여긴다.35) 또한 장르에 대한 판

단은 전문가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주관적 행위이기 때문에 전

문가 사이에서도 명명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일례로 <300>(2007)은 일반적으로 액션/어드벤처로 고려된다. 하

지만 영화의 장르 표기를 조사해보면, 한국영화진흥위 자료에서

는 액션으로 명명되어있고 네이버 영화에서는 액션, 모험, 드라

마라는 세 개의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다. 해당 작품을 제작한 미

국의 대표적인 영화사이트에서의 표기 또한 다양하게 주어져있

다. 단일 표기를 주로 하는 사이트와 복수로 장르 명명을 주로 

하는 사이트라는 특성상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네 곳의 사이트에

서의 명명을 살펴보면, Period, Drama, War(variety), Action, 

Fantasy, War(imdb), Period Adventure(boxofficemojo), 

Action/Adventure(rottentomatoes)로 각각 다르게 표기되어있

다.36) 

영화의 흥행분석과 관련된 연구에서 많은 연구들은 영화의 장

르 표기를 단일하게 진행하였다. 예를 들면, <소체이

(Sochay)>(1994)는 코미디, 드라마, 공상과학/판타지, 액션/어드

벤처, 공포, 그리고 가족영화 등 6개의 장르를 적용하였다. 장병

희와 기연정은 복수의 장르 표기를 위주로 하는 영화사이트에서 

첫 번째로 표기된 장르를 대표 장르로 판단하여 코딩하면서 코미

디, 드라마, 공상과학/판타지, 액션/어드벤처, 미스터리 계열, 

공포, 가족영화 등 7개의 장르를 적용하였다.37) 최근 장르에 초

34) 박승현ㆍ이윤진, 장르의 속성에 대한 고찰. 언론과학연구, 7권 1호(2007). 

pp.78-107. 참조.

35) 박승현ㆍ이윤진, 앞의 논문, 참조.

36) boxofficemojo(ww.boxofficemojo.com), imdb(www.imdb.com),

 variety(www.variety.com), rottentomatoes(www.rottentomato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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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에서는 장르 표기를 복수로 표기하는 추

세이다. 일례로 할리우드 영화의 지역적 수용에 대한 리의 연구

는 코미디, 드라마, 액션, 스릴러, 로맨스, 공상과학, 어드벤처, 

공포, 그리고 가족영화 등 9개 장르를 사용하여 영화마다 복수의 

장르 표기를 적용하여 진행되었다.38)

할리우드 영화의 흥행성과와 장르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

되고 있지만 해당 연구들 대부분이 장르의 분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장병희와 기연정의 연구에 나타난 자

료만이 비교적 할리우드 영화의 장르별 분포를 파악하게 해준

다.39) 이들은 2002년부터 3년간 개봉된 할리우드 영화 중 1백만 

불 이상의 흥행실적을 거둔 영화 463편을 분석하였는데, 그 중 

코미디 163편(35.2%), 드라마 123편(26.6%), 액션/어드벤처 78편

(16.8%), 미스터리영화 42편(9.1%), 공포 27편(5.8%), 공상과학/

판타지 19편(4.1%), 그리고 가족영화가 11편(2.4%)으로 분류하였

다. 루와 동료들의 연구는 1967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에서 흥행

순위 20위 이내 영화의 해외 수익을 연구하면서 장르 분포를 살

펴보았다. 결과는 코미디 328편(16.8%), 드라마 285편(14.6%), 

범죄 스릴러영화 314편(16.1%), 액션 239편(12.3%), 로맨스 110

편(5.6%), 공상과학/판타지 185편(9.5%), 어드벤처 163편(8.4%), 

공포 54편(2.8%), 가족영화 121편(6.2%), 애니메이션 41편

(2.1%), 그리고 기타 항목 110편(5.6%)으로 나타났다.40) 또한 프

란시스 리는 해외에서 개봉된 할리우드 영화를 대상으로 할리우

드 영화의 장르별 분포를 조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장르의 

복수 표기가 관찰된다.41) 홍콩에서 개봉된 할리우드 영화 580편

37) Chang, Byeng-Hee. and Eyun-Jung Ki,"Devising a practical model for 

predicting theatrical movie success: Focusing on the experience good 

property", Journal of Media Economics, Vol.18(2005), pp.247-269. 참조.

38) Lee, Francis L. F, "Cultural discount and cross-culture predictability: 

Examining US movies’box office in Hong Kong", Journal of Media 
Economics, Vol.19(2006), pp.259-278. 참조.

39) Chang, Byeng-Hee. and Eyun-Jung Ki,앞의 논문, 참조.

40) Lu, Weiting, David Waterman, and Michael Zhaoxu Yan. "Changing markets, 

new technology, and violent content: An economic study of motion picture 

genre trends." Ann Arbor 1001.48109 (2005): 734-7630500. 참조.

41) Lee, Francis L. F,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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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르는 코미디 204편(35.2%), 드라마 249편(42.9%), 액션 239

편(41.2%), 스릴러 252편(43.4%), 로맨스 99편(17%), 공상과학영

화 97편(16.7%), 어드벤처 126편(21.7%), 공포 85편(14.6%), 그

리고 가족영화 69편(11.9%)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이 할리우드 

영화의 장르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분방법이나 분포에 대한 구체

적 정보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개봉된 할리우드 영화의 수입 및 흥행에 

미치는 장르별 문화적 할인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영화연구에서는 할리우드 영화의 장

르별 분포와 지역적 수용에서 나타난 해당 영화의 장르별 분포에 

대한 정보조차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개봉된 할리

우드 영화와 개봉되지 않은 영화의 제작비, 개봉스크린 수 등 제

작 및 배급 현황에 대한 차이를 조사한 결과도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1차적으로 할리우드 영화의 장르별 분포 및 한국에 수입

된 할리우드 영화의 장르별 분포, 개봉된 영화의 제작비 및 스크

린 수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1-1>, <연

구문제 1-2>, <연구문제 1-3>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1> 할리우드 영화의 장르별 분포는 어떻게 나타나

는가? 

   

<연구문제 1-2> 한국에서 개봉된 할리우드 영화의 장르별 분포

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1-3>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와 개봉되지 않은 영화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할리우드 영화의 지역적 수용과 문화적 할인 

문화적 상이성은 수용자가 외국의 문화적 생산물을 수용할 때 

해독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모든 문화적 생산물이 해외 

시장에서 자국에서의 성공만큼을 보장받지는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한다. 영상물의 국제 유통에서 할리우드 영화의 독점적 위상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호스킨스와 미러스는 영화의 유형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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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할인(cultural discount)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42) 이

는 한 국가의 문화적 생산물이 외국에서 유통될 때는 해당 국가

의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자국과 다른 수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다. 어떤 유형의 영화는 자국 내의 역사적 경험을 다루거나 현실

적 생활양식을 내포한다면 해외의 수용자가 자국의 수용자만큼 

이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영화는 해

당 국가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 또는 유사한 문화적 취향이 동

반되어야만 해외에서의 수용이 적절히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

면, 미국식 성인코미디가 아시아 지역에서 거의 수용이 되지 못

한 대표적 사례에 해당되는 <더 행오버(The Hangover)>(2009) 같

은 영화는 2009년 2.7억불 가량의 실적을 올리면서 미국 내 흥행 

6위를 기록하였고 해외 시장에서도 1.9억불의 실적을 거두었지만 

아시아 지역권에서의 흥행실적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심지

어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극장 개봉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같은 해 미국에서 개봉하여 흥행순위 8위를 차지했던 <블라인드 

사이드(The Blind Side)>(2010)는 불우한 환경의 흑인 소년이 백

인 위탁가정에서 스포츠 스타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미국 내 흥행실적은 2.5억불 가량이었지만 해외 시장에서 5천만 

불 정도의 수익만을 올려 그 해 미국 흥행랭킹순위 10위 내의 작

품 중 가장 저조한 해외 실적을 기록하였다. 아시아 지역뿐만 아

니라 대부분의 유럽지역에서도 관객들의 호응은 저조했다. 하지

만 어떤 유형의 영화는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을 둔 문화적 규범

이나 역사 인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해외에서의 수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일례로 선과 악의 대립, 권선징악

과 복수의 정서, 섹스, 액션 등은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요소

로 간주될 수 있다. 우주와 미래사회를 다룬 공상과학영화 또는 

슈퍼맨과 배트맨 시리즈 등의 슈퍼히어로 영화도 미국에서의 흥

행실적만큼 해외에서도 좋은 흥행실적을 보인다. 

문화적 할인은 특정 지역 내에서 제작된 문화적 생산물의 효용 

가치가 다른 문화권으로 유입될 때 해당 생산물에 본래 내재되어

42) Hoskins, Colin, & Rolf Mirus, "Reasons for U.S. dominance of the 

international trade in television programmes", Media, Culture & Society, 
Vol.10(1988), pp.499-5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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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가치가 감소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 미디어 학자들에 의해서 

고안된 개념이다. 이것은 어떤 영화 장르가 다른 영화 장르보다 

해외 시장에서 더 자연스럽게 외국의 관객에게 수용되는 지를 파

악하게 한다. 따라서 문화적 할인은 문화적 생산물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할리우드 영화의 지역적 

수용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할리우드 영화가 장르별로 어

떻게 다른 나라에서 수용이 다르게 나타나는 지에 대한 분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3) 그 중 아시아 지역의 수용에 대한 연구

들을 살펴보면, 리는 홍콩에서의 할리우드 영화의 문화적 할인 

현상을 분석하면서 코미디가 가장 문화적 할인이 높은 장르임을 

밝혀냈다.44) 반면 공상과학, 액션, 로맨스, 그리고 가족영화 등

이 문화적 할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르로 나타났다. 또한 푸와 

리는 싱가포르 사례를 분석하면서 공포, 어드벤처, 그리고 액션 

장르는 상대적으로 다른 장르의 영화들보다는 해외 관객의 호응

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하였다.45) 

국내에서도 이양훈ㆍ장병희ㆍ박경우가 미국과 한국 시장에서 

영화의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면서 장르 요인의 

측면에서는 미국 영화를 한국 시장에서 상영할 경우 코미디, 드

라마, 미스터리 장르는 큰 호응을 받지 못했음을 밝혀냈다.46) 김

현정ㆍ박영은ㆍ정혜은도 한국 관객들이 자국 영화의 경우 액션, 

43) Fu, W. Wayne, & Tracy K. Lee, 앞의 논문, 참조. Fu, W. Wayne, & 

Achikannoo Govindaraju, 앞의 논문, 참조. Hennig-Thurau, Thorsten, 

Gianfranco Walsh, & Matthias Bode, 앞의 논문, 참조. Lee, Francis L. F, 

앞의 논문, 참조. Waterman, David. Hollywood's road to riche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참조. Wildman, Steven S. "One-way flows and the 

economics of audiencemaking." In James S. Ettema, & David C. Whitney 
(Eds.), Audiencemaking: How the media create the audience. Sage 

Publication. 1994. pp. 115-141. Wildman, Steven S. & Stephen E. Siwek, 

International trade in films and television programs. Ballinger Press, 
1988. 참조. 정원조ㆍ조은기, 국내 극장용 영화 시장에서의 장르 차별화에 관

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1호(2010), pp.47-64. 참조. 박소라, 앞

의 논문, 참조. 

44) Lee, Francis L. F, 앞의 논문, 참조.

45) Fu, W. Wayne, & Tracy K. Lee, 앞의 논문, 참조.

46) 이양훈ㆍ장병희ㆍ박경우, 국가 간 영화흥행요인 비교를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과 미국 영화시장에서 미국 영화의 흥행 요인 비교를 중심으로. 언론과

학연구, 7권 2호(2007). pp.185-2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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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멜로 장르를 보다 선호하고 외국 영화의 경우는 액션 장

르를 보다 더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47) 또한 정원조

와 조은기는 한국 시장에서 한국영화와 외국 영화의 장르 차별화

를 분석하였는데, 흥행실적과 관련된 분석에서 한국영화는 주로 

코미디, 드라마, 멜로/로맨스 장르에서 두드러진 흥행성과를 보

여주었고, 외국영화는 액션과 공상과학/판타지를 중심으로 흥행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발견하였다.48) 이와 같이 지금까

지 문화적 할인이 영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대

부분 수용자 수준에서 문화적 할인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런데 문화적 할인의 효과는 영화 관람객 수준에서만 나타나

는 현상이 아닐 수 있다. 즉, 문화적 할인이 관람객의 영화 선택

에 영향을 미친다면 문화적 할인의 효과는 영화의 제작, 배급/수

입, 관람 등 여러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영화는 단

순히 문화적 활동이 아니라 쇼 비즈(Show Biz)이기 때문에 문화

적 할인이 잠재적 수용자의 영화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면 전 세

계 각국에 영화를 판매하는 미국 할리우드 제작사들은 가능한 흥

행의 장애가 되는 문화적 할인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다.49) 그 

결과 생산 단계에서 제작비 투자가 높은 영화들은 가능하면 복합

장르를 통해 문화적 할인을 피해가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영화 제작자들은 액션 어드벤처, 공상과학/판타지, 애니메

인션 장르 등50) 문화적 할인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장르의 

영화에 영화 제작비용을 많이 투입할 수 있다. 같은 논리로 할리

우드 영화수입배급업자들은 문화적 할인효과의 발생하여 잠재적

으로 흥행의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는 할리우드의 특정 장르보다

는 문화적 할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장르의 영화 수입을 더 선

호할 수 있다.

47) 김현정ㆍ박영은ㆍ정혜은, 한국 영화관객의 관람구매 결정요인과 마케팅 방

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5. 참조.

48) 정원조ㆍ조은기, 앞의 논문, 참조.

49) 물론 할리우드에서는 코미디와 같이 문화적 할인이 발생하지만 비교적 제작

이 용이한 장르의 영화가 지속적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

은 아니다. 

50) 정원조ㆍ조은기의 경우 높은 제작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지

만 일반적으로 액션 어드벤처, 공상과학/판타지, 그리고 애니메이션 등의 장

르에 해당되는 영화를 높은 제작비가 투입된 할리우드 영화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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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는 차별적으로 문

화적 할인이 한국에서 할리우드 영화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수입/배급의 차원에서 문화

적 할인이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에 미치는 영향, 수용

자 차원에서 수입 개봉 후 흥행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제작

의 차원에서 제작비가 많이 투입되는 영화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할인현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2-1>과 <연

구문제 2-2>, <연구문제 2-3>, <연구문제 2-4>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1> 문화적 할인은 할리우드 영화의 한국 개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2> 한국에서 개봉 이후 할리우드 영화의 문화적 

할인은 어떤 장르에서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3> 한국에서 개봉된 할리우드 영화의 장르 중 높

은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에서 장르 분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4> 문화적 할인은 한국에서 개봉된 할리우드 영화

의 수용(흥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Ⅲ. 연구방법 

1. 분석 대상의 선정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의 3년 동안 미국 내 개봉된 

할리우드 영화 중 1백만 불 이상의 흥행성과를 거둔 영화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해당 기간 중 1백만 불 이상의 흥행실적을 거

둔 할리우드 영화는 재개봉된 작품을 제외하고 총 512편이다. 그 

중 한국에 수입되어 극장에 개봉된 영화는 59.6%에 해당되는 305

편으로 나타났다. 한국 개봉여부는 한국영화연감 자료의 대조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할리우드 영화의 정보는 두 개의 사이트로부터 구해졌다. 영화

의 내적 속성 및 흥행성과에 대한 정보는 미국영화협회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박스오피스모조(www.boxofficemojo.com)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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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졌고, 장르에 대한 정보는 할리우드 영화의 해외시장에서의 성

과를 분석한 연구들51)과 동일하게 복수의 장르를 명명해서 제공

하는 IMDB(www.imdb.com)란 사이트로부터 구해졌다. 한국에서 개

봉된 영화에 대한 정보는 한국영화연감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

해졌으며, 추가적 색인은 네이버 영화(movie.naver.com)를 통해

서 이루어졌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많은 제작비가 투입된 할리

우드 영화의 문화적 할인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하여 1억불 이상

의 제작비가 투입된 할리우드 영화들을 조사하였다. 

2. 주요 변인의 측정

장르의 표기는 11개로 압축되어졌다. 이는 코미디, 드라마, 공

상과학/판타지, 액션, 어드벤처, 로맨스, 범죄 스릴러, 공포, 가

족영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다큐멘터리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이, 장르의 유형을 나누는 객관화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

라서 동일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분류 또한 다양하게 이

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푸의 경우 장르 분류를 18개

로 진행하였고52), 프란시스 리는 9개로 분류하였다53). 본 연구에

서는 리의 연구에서 분류된 9개 장르인 코미디, 드라마, 액션, 

스릴러, 로맨스, 공상과학, 어드벤처, 공포, 그리고 가족영화 외

에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장르를 추가해서 11개로 설정하였

다. 할리우드 영화의 제작비는 박스오피스모조로부터 일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추가적인 정보는 IMDB 등을 통해서 구해졌

다. 한국 내 자료는 한국영화연감의 정보를 바탕으로 구해졌다. 

수입된 할리우드 영화의 제작비는 평균 $60,249,014였고 표준편

차는 $55,260,000이었다. 1억불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된 할리우

드 영화는 모두 64편이었으며, 그들의 평균 제작비는 

$150,000,000달러였고 표준편차는 $38,910,000이었다. 

51) Fu, W. Wayne, & Tracy K. Lee,앞의 논문, 참조. Hennig-Thurau, Thorsten, 

Gianfranco Walsh, & Matthias Bode,앞의 논문, 참조. Lee, Francis L. F, 앞

의 논문 참조.

52) "Concentration and homogenization of international movie sources: 

Examining foreign film import profiles." Journal of communication, 56.4 
(2006). 813-835. 참조.

53) Lee, Francis L. F,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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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한국 개봉 할리우드 영화
전체 할리우드 제작 

영화

t 값
빈도

(비율)

순

위

제작비 

평균

개봉 

스크린 

규모

빈도

(비율) 

순

위

제작비 

평균

드라마
148

(48.5)
1 41,197,841 181.9

242

(47.3)
1 34,578,602 3.49 **

Ⅳ. 연구결과 

1. 할리우드 영화의 장르별 분포와 개봉된 할리우드 영화의 장

르별 분포 

<연구문제 1-1>과 <연구문제 1-2>는 미국 할리우드에서 만들어

지는 영화의 장르별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와 한국에서 개봉

된 할리우드 영화의 장르별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년간 제작된 할리우드 영화를 대상으로 장르별 분포

를 살펴보면, 드라마가 242편(47.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는 코미디 212편(41.4%), 스릴러 167편(32.6%), 액션 126편

(24.6%), 로맨스 124편(24.2%), SF/판타지 107편(20.9%), 어드벤

처 94편(18.4%) 가족영화 65편(12.7%), 공포영화 34편(6.6%), 애

니메이션 32편(6.3%), 다큐멘터리 30편(5.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참조). 

같은 기간 한국에서 개봉된 할리우드 영화의 장르별 분포를 살

펴보면, 드라마가 148편(48.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 할리우드 

영화의 장르별 분포의 결과와 같았다. 그러나 할리우드 영화의 

장르별 분포에서는 세 번째였던 스릴러가 118편(38.7%)으로 두 

번째로 많이 개봉되었고, 두 번째였던 코미디는 98편(32.1%)이 

개봉되어 세 번째로 순위가 하락했다. 다음으로는 액션 97편

(31.8%), SF/판타지 84편(27.5%), 로맨스 76편(24.9%), 어드벤처 

75편(24.6%) 가족영화 40편(13.1%), 애니메이션 30편(9.8%), 공

포영화 28편(9.2%), 다큐멘터리 6편(2.0%) 순으로 나타나 할리우

드에서 만들어진 영화의 장르별 순위와 개봉된 영화의 순위는 다

소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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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98

(32.1)
3  57,197,892 188.0

212

(41.4)
2 43,076,020 4.93 ***

스릴러
118

(38.7)
2  59,895,783 225.4

167

(32.6)
3 50,073,712 4.12 ***

액션
97

(31.8)
4  94,705,263 337.6

126

(24.6)
4 80,391,935 5.24 ***

로맨스
76

(24.9)
6  39,119,130 172.0

124

(24.2)
5 35,119,130 2.17 *

SF/판타

지

84(27.5

)
5  93,451,807 334.6

107

(20.9)
6 82,896,226 3.36 **

어드벤

처 

75

(24.6)
7 111,000,000 356.8

 4

(18.4)
7 96,968,478 4.44 ***

가족영

화

40

(13.1)
8 103,000,000 268.0

65

(12.7)
8 76,746,153 5.28 ***

공포
28

(9.2)
10  23,830,600 171.1

34

(6.6)
9 22,766,612 .44

애니메

이션

30

(9.8)
9 103,000,000 269.0

32

(6.3)
10 98,951,613 1.29 

다큐멘

터리

6

(2.0)
11   7,666,667   7.7

30

(5.9)
11 13,323,077 -.65

합계  305   512

표 1. 2008~2010 할리우드 영화의 장르별 분포 및 제작비 현황54)

영화의 각 장르 내에서 한국에 개봉된 영화와 개봉되지 않은 

영화의 비율을 살펴보면, 애니메이션이 32편 중 30편(93.8%)이 

54) 주1. 한국 개봉 할리우드 영화의 비율=(빈도/305)x100이고, 전체 할리우드 

제작 영화의 비율=(빈도/512)x100임

   주2. t값은 각 장르별 한국 개봉 할리우드 영화와 미개봉 영화의 제작비 평균

을 구해 얻은 값임.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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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되어 가장 높은 개봉률을 나타냈고, 공포(82.4%), 어드벤처

(79.8%), SF/판타지(78.5%), 액션(77.0%), 스릴러(70.7%), 가족

영화(61.5%), 로맨스(61.3%), 드라마(61.2%)는 모두 60% 이상의 

높은 개봉률을 나타냈다. 반면, 코미디(46.2%)와 다큐멘터리

(20%)는 모두 50% 이하의 낮은 개봉률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장

르별로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에 개봉되는 비율이 상이하게 나타

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을 비롯한 외

국에 수출될 때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서는 한국 영화 수입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장르

전체 할리우드 제작 

영화

한국 개봉 할리우드 

영화

한국 미개봉 

할리우드 영화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드라마 242 100.0 148 61.2 94 38.8

코미디 212 100.0  98 46.2 114 53.8

스릴러 167 100.0 118 70.7 49 29.3

액션 126 100.0 97 77.0 29 23.0

로맨스 124 100.0 76 61.3 48 38.7

SF/판타지 107 100.0 84 78.5 23 21.5

어드벤처  94 100.0 75 79.8 19 20.2

가족영화 65 100.0 40 61.5 25 38.5

공포 34 100.0 28 82.4 6 17.6

애니메이

션
32 100.0 30 93.8 2 6.3

다큐멘터

리
30 100.0 6 20.0 24 80.0

합계 512 100.0 305 59.6 207 40.4

표 2. 2008~2010 할리우드 영화의 장르별 개봉 비율

2. 한국에 개봉된 할리우드 영화의 장르별 제작비 및 개봉 스

크린 현황

<연구문제 1-3>은 한국에서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 중 한

국에 개봉된 영화와 개봉되지 않은 영화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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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표 1>과 <표 2>에 제시된 제작비와 개봉 

스크린 규모를 중심으로 차이를 살펴보면, 네 가지 특징이 나타

난다. 첫째는 복잡한 내러티브 구조나 다층적인 캐릭터, 섬세하

고 해학적인 대사 등 문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는 드라마, 

코미디, 로맨스 등의 장르는 할리우드에서 많은 편수의 영화가 

제작되고(드라마 1위; 코미디 2위; 로맨스 5위) 한국에서도 많은 

편수가 개봉되지만(드라마 1위; 코미디 3위; 로맨스 6위), 개봉 

비율(드라마, 61.2%; 코미디, 46.2%; 로맨스, 61.3%)이나 개봉 

스크린 규모면(드라마, 181.9; 코미디, 188.0; 로맨스, 172.0)에

서는 애니메이션, 어드벤처, 가족영화, SF/판타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화려한 시각적 효과와 액

션, 예측 가능한 단순한 플롯, 스타 출연 등 비교적 전 세계 관

객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특징을 갖추고 있는 어드벤처, 애

니메이션, 가족영화, SF/판타지 등의 장르는 제작비가 많이 소요

되고(어드벤처 96만 달러; 애니메이션, 98만 달러; SF/판타지, 

82만 달러; 가족영화, 76만 달러), 적은 편수가 만들어지며(어드

벤처 7위; 애니메이션, 9위; SF/판타지, 5위; 가족영화, 8위), 

한국에서 개봉되는 비율도 높고(어드벤처 79.8%; 애니메이션, 

93.8%; SF/판타지, 78.5%; 가족영화, 61.5%), 개봉될 때는 개봉 

스크린 규모도 크다는 것이다(어드벤처 356.8편; 애니메이션, 

269.0편; SF/판타지, 334.6편; 가족영화, 268.0편). 셋째는 액션

과 스릴러 장르의 영화는 제작 편수(액션 4위; 스릴러 3위)와 개

봉 편수가 모두 많고(액션 4위; 스릴러 2위), 제작비도 비교적 

높으며(액션 80만 달러; 스릴러 50만 달러) 개봉 스크린 규모도 

크다는 것이다(액션 337.6편; 스릴러 225.4편). 넷째는 한국에 

개봉되는 영화의 제작비는 공포,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장르를 

제외한 모든 장르에서 개봉되지 않는 영화의 제작비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코미디, t=4.93, p<.001; 드라마, t=3.49, p<.01; 

로맨스, t=2.17, p<.05; 가족영화, t=5.28, p<.001; SF/판타지, 

t=3.36, p<.01; 스릴러, t=4.12, p<.001; 액션, t=5.24, p<.001; 

어드벤처, t=4.44, p<.001). 다큐멘터리는 흥행보다는 작품성을 

우선시 하는 장르이고 애니메이션과 공포 장르의 영화는 80% 이

상이 한국에서 개봉되기 때문에 제작비의 차이가 나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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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다수의 장르에서는 제작비를 많이 들인 영화들이 한국에

서 개봉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문화적 할인이 할리우드 영화 한국 개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연구문제 2-1>은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에 개봉되는데 문화적 

할인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수입된 

영화를 1, 수입되지 않은 영화를 0으로 코딩한 명명척도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제작비, 미국 흥행성적, 메이저 배급사

의 배급 여부, 11개 영화 장르 변인을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분

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표 3>의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를 보면, 투입된 독립변인들이 할리우드 영화의 한국 

수입 여부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χ²=153.53, df=14, p<.001), 예측정확력(% 

correctly predicted)도 71.4%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

델은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 할리우드 영화의 한국 개봉에 유

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은 제작비, 미국 흥행 성적, 코미디, 로

맨스, 공포, 애니메이션 장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제작비가 

많이 투자 되었고 미국에서 흥행 성적이 좋을수록 할리우드 영화

는 한국에 개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제작비, B=4.36, 

p=<.01; 미국 흥행 실적, B=10.00, p<.001), 한국 개봉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그러나 메이저 배급사가 배급을 

담당하더라도 한국 개봉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B=-.42, p>.05), 국제 영화시장 중에서 큰 시장 중의 하나

인 한국 시장에는 메이저 배급사들뿐만이 아니라 마이너 배급사

들도 영화 배급에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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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제작비 4.36 ** 1.54

미국 흥행 성적 10.00 *** 2.81

메이저 배급사 배급 -.42 .26

코미디(N = 212) -1.07 *** .30

드라마(N = 242) .45 .30

로맨스(N = 124) .88 ** .29

공포(N = 34) 1.60 ** .57

다큐멘터리 (N = 30) -.73 .76

애니메이션(N = 32) 2.64 ** .89

가족영화(N = 65) -.63 .42

SF/판타지(N = 107) .56 .36

스릴러(N = 167) .05 .30

액션(N = 126) .44 .33

어드벤처(N = 94) .09 .41

Constant -.91 * .42

N 475

χ² 153.53 ***

df 14  

-2 Log likelihood 482.45

% correctly predicted 71.4

표 3. 할리우드 영화 장르가 한국 개봉에 미치는 영향55)

영화 장르 중에는 로맨스, 공포, 애니메이션 등의 장르 영화가 

이들 장르에 포함되지 않은 영화보다 한국에 더 많이 개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로맨스, B=.88, p=<.01; 공포, B=1.60, p<.01; 

애니메이션, B=2.64, p<.01). 반면, 코미디 장르 영화는 한국 개

봉과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코미디 영화는 이 

장르에 포함되지 않은 영화보다 한국에 더 적게 개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1.07, p<.001). 예를 들면, 미국에서 1억불 이상의 

55) 주1. 512개 영화 중 제작비와 흥행실적 데이터를 구할 수 없는 영화는 분석

에서 제외하고 475개 영화를 대상으로 분석함.

   주2. % correctly predicted는 전반적인 예측도(overall percentage)임. 개봉

되지 않은 영화의 예측 정확도는 

        61.3%이고, 개봉 영화의 예측 정확도는 77.9%임.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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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흥행 성적을 거둔 성공작 중 <포 크리스마스(Four 

Christmas)>(2008), <스텝 브라더스(Step Brothers)>(2008), <유 

돈 매스 위드 더 조한(You Don't Mess with the Zohan)>(2008), 

<폴 브랄트(Paul Blart: Mail Cop)>(2009), <더 행오버(The 

Hangover)>(2009), <그로운 업스(Grown Ups)>(2010), <디 아더 

가이즈(The Other Guys)>(2010), 그리고 <요기 베어(Yogi 

Bear)>(2010) 등의 코미디 영화는 한국에 개봉되지 않지만, 코미

디 이외의 다른 10개 장르에 포함된 영화 중 1억 달러 이상의 흥

행 성적을 거둔 작품들은 모두 한국에 개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문화적 할인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는 장르

는 한국 개봉에 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유머를 다루는 코미디와 같

이 문화 및 사회적 배경과 깊이 관련되어 문화적 할인이 많이 일

어나는 장르는 한국 개봉에 부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

문에, 문화적 할인은 영화의 지역적 배급 단계에서부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4. 한국 개봉 후 문화적 할인이 할리우드 영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연구문제 2-2>는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 이후 어떤 

장르에서 문화적 할인이 나타나는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리

의 상대적 문화할인 분석 방법56)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에서의 흥행 실적을 한국에서의 흥행 실적으로 나누어 흥행

성과 비율을 구하였다. 따라서 흥행성과 비율이 높다는 것은 미

국에서 흥행 실적이 한국에서의 흥행실적보다 높은 것을 나타내

기 때문에 높은 수치는 상대적 문화할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한 영화는 1개 이상의 장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장

르 간 비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각 장르에 속한 영화와 그 

장르에 속하지 않은 영화의 비율을 독립표본 t-test를 통하여 알

아보았다.

 

56) Lee, Francis L. F,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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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이 장르에 속한 

영화

이 장르에 속하지 

않은 영화
t

코미디(N = 98) 118.44 62.35 -2.25  *

드라마(N = 148) 74.50 84.65 .43

로맨스(N = 76) 85.13 78.30 -.25

공포(N = 28) 59.12 82.16 .59

다큐멘터리 (N = 6) 82.69 79.88 -.01

애니메이션(N = 30) 47.77 83.68 .95

가족영화(N = 40) 105.52 75.78 -.88

SF/판타지(N = 84) 45.37 94.31 1.92  b

스릴러(N = 118) 60.78 93.03 1.36

액션(N = 97) 74.67 82.60 .32

어드벤처(N = 75) 50.49 90.32 1.51

 표 4. 장르별 영화의 흥행성과 비율57)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11개 

장르 중 코미디 장르에서만 나타났다(t=-2.25, p<.05). 코미디에 

속한 영화의 흥행성과 비율은 코미디에 포함되지 않은 영화보다 

크게 나타났다. 유머는 문화적인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상

되고 있기 때문에,58) 코미디는 다른 장르의 영화보다 문화적 할

인이 더 크게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남녀 간의 사랑이

나, 액션, 선과 악 구분, 모험, 동심, 가족애, 과학적 상상력 등

은 문화적 특수성을 지니지 않으며 세계 전역의 문화에서 보편적

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이기 때문에,59) 코미디 이외의 장르에서

는 문화적 할인이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드라마, 로맨스, 공

포,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가족영화, SF/판타지, 스릴러, 액

션, 어드벤처 등의 장르에서는 한국과 미국 간에 유의미한 영화 

흥행성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7) 주1. 숫자는 흥행성과 비율이다. 이 비율은 US box office/(한국 box office 

x 1/1,100)으로 구한 수치임.

         *** p<.001, ** p<.01, * p<.05, b=.055

58) Palmer, Jerry, Taking humor seriously. Routledge, 1995. 참조. Lee, 

Francis L. F, 앞의 논문, 참조. 

59) Lee, Francis L. F,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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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수

전체 할리우드 제작 

영화

제작비 1억 달러 

이상 투자 영화

제작비 1억 달러 

이하 투자 영화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개 100 19.5 2 3.1 82 20.0

2개 169 33.0 4 6.3 154 37.5

3개 156 30.5 29 45.3 118 28.7

4개 49 9.6 15 23.4 33 8.0

5개 21 4.1 6 9.4 15 3.6

6개 17 3.3 8 12.5 9 2.2

합계 512 100.0 64 100.0 411 100.0

그러나 <표 4>의 결과는 흥행 성과와 영화 장르 2개 변수 사이

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런데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

구에서 포함된 영화 중 1개의 장르에 속한 영화는 100편(19.5%)

뿐이고, 나머지 412개 영화들은 2개 이상의 장르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문제 2-3>은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 중 높

은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들에서 장르 분포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를 살펴보았다. <표 5>에서 보듯이 1개의 영화는 평균 2.56개 장

르(S.D=1.22)에 속하고, 4개 이상의 장르에 포함된 영화도 87개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화의 복합장르화 현상은 제작

비를 많이 투입한 영화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다. 제작비 1억불 

이상을 투자한 영화 64편의 평균 장르 수는 3.67개(S.D=1.22)였

고, 이중 29편(45.3%)은 4개 장르 이상에 포함되었다. 1개 장르

에 포함된 영화는 단 2편(3.1%)뿐이었고 2개 장르에 속한 영화도 

4편(6.3%)에 불과했다. 반면, 제작비 1억 달러 이하를 투자한 영

화 411편의 평균 장르 수는 2.45개(S.D=1.14)였고, 2개 이하의 

장르에 포함된 영화가 236편(57.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할리

우드 영화 제작단계에서 제작비가 많이 투입되는 영화는 다양한 

취향의 관람객을 유입해야 하기 때문에 복합장르화 현상이 나타

나고 있고, 자연스럽게 해외 시장에서는 잠재적으로 발생가능성

이 있는 문화적 할인 효과를 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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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56 3.67 2.45

표준

편차
1.22 1.22 1.14

표 5. 영화의 복합장르화 현상

특히 복합장르화가 일어날 경우 코미디, 드라마, 로멘스 장르

가 서로 결합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장 복합이 많

이 나타나는 2~3개 장르 결합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개

의 복합장르 169편 중에서는 코미디 x 로멘스 결합은 32편, 코미

디 x 드라마 결합은 23편, 드라마 x 로멘스 결합은 26편으로 나

타났다. 또한 스릴러, 공포, 액션, 드라마 장르도 잘 경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 x 스릴러 결합은 29편, 스릴러 x 공

포 결합은 20편, 스릴러 x 액션 결합은 12편으로 나타났다. 3개

의 복합장르 156편 중에서는 코미디 x 드라마 x 로멘스 조합이 

31편, 드라마 x 스릴러 x 액션 21편, SF x 액션 x 스릴러 13편, 

SF x 액션 x 어드벤처 9편 순으로 결합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외에 드라마 x 스릴러 x 코미디 5편, 드라마 x 스릴러 x 공포 

7편, 드라마 x 스릴러 x 로멘스 5편, 드라마 x 스릴러 x SF 6편, 

로멘스 x 드라마 x 공포 9편, 로멘스 x 코미디 x SF 5편, SF x 

드라마 x 스릴러 6편, SF x 드라마 x 어드벤처 4편 등으로 다양

한 조합이 나타났다. 특히, 드라마, 스릴러, 액션, SF 장르가 잘 

결합되는 장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영화의 복합장르화 현상으로 인하여 1개의 영화 수

용(흥행)에 하나의 장르만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

합적인 영화 장르 각각이 수용자 수준에서 할리우드 영화의 수용

에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는지 구별하기 위해서 <연구문제 2-4>

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문제를 통하여 문화적 할인이 한국에서 

개봉된 할리우드 영화의 수용(흥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변인 회귀분석이 실시하였다. 

한국에서의 흥행 성적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제작비, 미국 흥

행 성적, 개봉 스크린 규모, 메이저 배급사 배급 유무, 11개 영

화 장르를 선행변수로 투입한 다변인 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다변인 회귀분석 결과는 이변량관계분석(biva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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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한국에 개봉된 전체 영화
한국에 개봉된 영화 중 

제작비 1억불 이상 영화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

수
VIF

비표준화계

수

표준화계

수
VIF

제작비 -.043 -.081 3.56 -.249
-.18

5
3.56

미국 흥행 성적 .459 *** .529 *** 2.43 .673 *** .616 *** 2.43

개봉 스크린 

규모
.298 *** .439 *** 2.91 .465 *** .447 *** 2.91

메이저 배급사 

배급
-.010 -.047 1.09 .023 .058 1.09

코미디(N = 98) .001 .001 1.80 .001 .003 1.80

드라마(N = 

148)
-.009 -.041 1.86 -.019

-.04

3
1.86

로맨스(N = 76) -.004 -.017 1.44 .011 .018 1.44

relationship)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각 영화 장르를 

통제한 상태에서 할리우드 영화의 한국 흥행 실적에 유의미한 영

향을 준 결정변인은 미국 흥행 실적과 개봉 스크린의 수뿐이었

다. 코미디 장르에 포함된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 간에 나타났

던 흥행 성적의 차이는 각 영화 장르가 흥행 성적에 미치는 영향

을 통제했을 때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장르는 한국 

개봉 할리우드 영화의 흥행 성적에 전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높은 제작비를 투자한 영화에서도 똑 같이 

나타났다. 1억 달러 이상 투자한 한국 개봉 할리우드 영화의 한

국 흥행 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결정변인은 미국 흥행 실적

과 개봉 스크린의 수뿐이었다. 제작비와 메이저 배급사 배급 유

무, 11개 각 영화 장르는 흥행 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 1억 달러 이하를 투자한 영화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할리우드 영화가 복합장르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할리우드 영화는 한국에 수입되는 단계에서는 문화적 할인 현상

이 나타나지만, 일단 개봉된 이후 수용자 수준에서는 문화적 할

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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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N = 28) -.008 -.023 1.45 .106 .074 1.45

다큐멘터리

(N = 6)
.014 .014 1.11 - - -

애니메이션

(N = 30)
-.025 -.073 1.61 .007 .017 1.61

가족영화(N = 

40)
-.021 -.071 1.70 -.023

-.05

7
1.70

SF/판타지

(N = 84)
.004 .018 1.51 .030 .083 1.51

스릴러(N = 

118)
-.004 -.018 1.68 -.018

-.04

9
1.68

액션(N = 97) .002 -.002 1.80 .038 .097 1.80

어드벤처(N = 

75)
.001 .039 1.76 .008 .021 1.76

Constant -.035 * -.102

N 305 64

Adjusted R² 70.0% 74.2%

F 41.77  *** 9.24  ***

df 15 14

표 6. 한국 개봉 할리우드 영화의 흥행 실적 분석60)

Ⅴ. 결론 및 논의 

문화적 할인이란 개념은 할리우드 영화가 해외 관객의 수용자

의 문화적 취향에 따라서 수용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

면서, 할리우드 영화의 장르별 수용이 어떻게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분석을 이끌어내고 있다. 문화적 할인 현상에 중

점을 둔 연구들은 문화적 취향이나 해당 국가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수용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장르가 있는 

반면, 어떤 장르는 보편적 정서보다는 해당 국가의 문화적 이해

가 요구되는 특수성 때문에 수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고찰하면서 할리우드 영화의 지역적 수용이 차별적으로 

60)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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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영화의 국제적 유통을 주도하는 할리우드 영화의 장르별 

수용이 한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

석대상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에서 1백만 달러 이상의 흥

행실적을 거둔 할리우드 영화이며, 이들 영화 중 한국에서 개봉

된 영화의 비율 및 흥행성과 등을 중심으로 장르별 수용이 어떻

게 차별화되는 지를 고찰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먼저,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된 비율은 59.6%로 나타

났다. 평균보다 낮은 비율로 개봉된 장르는 모두 2개로 코미디

(46.2%)와 다큐멘터리(20%)뿐이었다. 다른 9개의 장르는 모두 

60% 이상의 개봉 비율을 보여주었다. 그 중 애니메이션을 포함해

서 액션, 어드벤처, 스릴러, 공포, SF/판타지 등 6개의 장르 영

화가 70% 이상의 높은 개봉 비율을 보여주었다. 가장 높은 비율

의 장르는 애니메이션으로 32편 중 30편이 개봉되면서 93.8%의 

비율을 보여주었다. 코미디 장르의 할리우드 영화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개봉된 것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할 때 문화적 

할인 현상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코미디 장르는 할리

우드 영화의 아시아 수용에서 가장 높은 문화적 할인이 높게 나

타나는 장르로 분석된 바 있으며,61) 한국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

가 분석된 바 있다.62) 따라서 할리우드 영화의 수입 결정 과정에

서 문화적 할인 현상이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개봉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수입이 적었던 장르는 다큐멘

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큐멘터리의 한국 내 개봉에서 개봉스

크린 규모가 7.7개로 유일하게 전국 개봉이 아니라 제한적 규모

의 개봉형태를 보여주었다. 다큐멘터리를 제외하고 개봉스크린 

규모가 가장 적은 장르가 공포(171.1개)와 로맨스(172.0개)인 점

을 고려하면 다큐멘터리 장르는 예술영화전문상영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흥행을 

61) Fu, W. Wayne, & Tracy K. Lee,앞의 논문, 참조. Lee, Francis L. F, 앞의 

논문, 참조. 

62) 김현정ㆍ박영은ㆍ정혜은, 앞의 논문, 참조. 이양훈ㆍ장병희ㆍ박경우,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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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배급되는 영화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할리우드 

흥행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다큐멘터리 장르를 분석대상에 포함시

키지 않아왔다. 따라서 다큐멘터리의 수입 배급에 미치는 영향은 

후속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검증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로 제작비 규모와 장르의 특성을 고려하면, 할리우드 

영화 중 제작비 투자가 많은 장르의 경우 한국 내 개봉비율 또한 

높게 나타났다. 할리우드 영화 중 평균제작비가 8천만 달러인 장

르는 애니메이션, 어드벤처, 액션, SF/판타지 등 총 4개로 드러

났다. 이들 4개 장르는 개봉비율에서도 모두 77% 이상의 높은 수

준을 보여주었다. 장르별 영화의 흥행성과 비율에서도 액션

(74.67%)을 제외한 3개의 장르가 50% 내외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미국에서의 흥행실적이 높을수록 한국에서도 흥행실

적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제작비가 많이 

투자된 영화일수록 개봉비율 또한 높고 흥행실적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부분적으

로 리의 홍콩에서의 할리우드 영화의 수용에 대한 분석63)과 푸와 

리의 싱가포르에서의 수용에 대한 분석64)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

주지는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이 문화적 할인 현상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장르로 분석되었지만, 홍콩과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문화적 할인이 낮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다른 변인은 고려하지 않고 11개 영화 각 장르와 할리우드 영

화 흥행 성적과의 이변량관계분석 결과는 코미디 영화가 한국에

서보다 미국에서 흥행 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유머를 중

심소재로 다루는 코미디 장르에서 문화적 할인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할리우드 영화가 복합장르화 경향이 늘어나

고 있고, 특히 제작비 투입이 높은 영화에서 복합장르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수용자 수준에서 각 장

르의 효과를 통제한 다음 각 장르와 할리우드 영화 흥행 성적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코미디 장르의 문화적 할인 효과가 사

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수입 결정과정에

63) Lee, Francis L. F, 앞의 논문, 참조. 

64) Fu, W. Wayne, & Tracy K. Lee,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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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코미디 영화는 할리우드 영화 장르 중 다큐멘터리 다음으로 

가장 낮은 개봉 비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코미디 장르는 수입 

결정과정에서 문화적 할인 효과가 뚜렷이 드러나는 장르로 파악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개봉이 이루어진 

후 수용자 수준에서는 코미디 장르 계열의 영화에서 문화적 할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문화적 할인 개념을 적용해서 할리우드 영화의 지역별 수용을 

분석한 연구의 대부분에서 코미디 영화는 수용자 수준에서 문화

적 할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국 내 개봉된 코미디 영화의 경우 선행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을 고려해보면 첫째 각

국의 자국 영화 생산기반의 차이와 자국시장 점유율 등의 차이에 

따른 할리우드 영화 배급사들의 배급 전략의 지역적 차이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의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할리우드 영화보다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관람객에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국 코미디 영화가 이미 시

장에 많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할리우드 영화 배급사들이 코미

디 장르 영화 수출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홍콩

과 싱가포르는 할리우드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나라이고, 언어적

으로 영어 사용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코미디 장르의 수입이 

한국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는 연구 방법론적 차

이에 기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코미디 장르와 흥행과의 이

변량분석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같이 코미디 영화의 문화적 

할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최

근 할리우드 영화들이 복합장르화 추세를 고려하여 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코미디 장르와 흥행과의 관계는 사라졌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가 채택한 할리우드 영화의 복합장르화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복합장르화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문

화적 할인과 흥행(수용)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석방법을 도입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문화적 

할인 효과에 대한 이론적 건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같은 분석 방법으로 이루어진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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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미국에서의 흥행 실적이 한국에서의 할리우드 영

화의 흥행에 유의미한 변인임이 발견되었지만 동시개봉영화의 경

우 인과성 가정을 할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매체 환경에서는 할리우드 수입영화의 미국 흥행성과가 

대중매체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한국에 바로 전해지며 영화배급

업자들이 광고홍보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인과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국 흥행 실적이 한국에 수입된 할리우드 영화 흥행의 유의미한 

예측변인임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미국 흥행 실적은 중요한 변인

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복합장르화에 의하여 수용

자 수준에서의 문화적 할인 현상이 조사기간 동안 한국에서는 나

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장르의 조합이 

많이 나타났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 분석을 시실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후속 연구에서 이에 대한 추가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흥미로

울 것으로 생각되어 후속 연구에서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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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mining Genre Tastes of Hollywood Movies in Korea 

Park, Seung Hyun ․ Chang, Jeong-Heon JC

This study has examined genre tastes of Hollywood movies in 

Korea. A concept of cultural discount suggests that Hollywood film 

in foreign countries would be received differently according to its 

specific attributes. Following the suggestion of cultural discount, 

this study examines how local reception of Hollywood movies is 

different in Korea, focusing on film genre, production budget, and 

U.S. box office. The results show that genres are useful variables 

for such analysis, indicating that certain film genres are indeed 

suffering from relatively high cultural discount at the level of 

Hollywood movie import/distribution. Comedy, specifically, 

constitutes the crucial particularistic movie genre. However, this 

study does not find out any significant effect of movie genres on 

the box office in Korea, controlling the effect of U.S. box office 

and production budget. As Hollywood studios have recently produced 

multi-genre movies rather than genre-specific movies to induce a 

variety of audience who have different movie tastes, the influences 

of cultural discount disappeared among imported Hollywood movies in 

Korea. This study also reveals that Hollywood movies of high 

production budget and of successful U.S. box office are more 

preferred in Korea. 

Key Word : Hollywood movie, local reception, genre, cultural 

dis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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