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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인도 속 한류 지형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빌보드 차트 2위에 오르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을 

무렵, Hidustan Time(힌두스탄 타임즈) 등 인도의 유력매체에서도 이례적으로 그 소식을 

상세히 다루었다. <강남스타일>의 흥행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인도 일간지 1면에서 등장한 

한국 가수의 얼굴이었다. 세계적인 흥행을 거두는 만큼 언급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실제 <강남스타일>을 들은 인도인들이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있었다. 심지어 발리우드의 표 배우인 살만 칸이 그 열기에 편승하여 함께 춤을 

추고 행사에 초청했다는 등의 뉴스가 시시각각 다루어졌다. 이는 인도에서도 그 열풍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좀 더 살펴 보면 절묘하게 그 이유가 맞아떨어진다. 

경쾌한 댄스음악과 중독성있는 춤사위의 군무는 어딘가 모르게 무척 낯이 익다. 

발리우드하면 잘 알려진 특징을 살펴보면 댄스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장면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비록 곡의 가사를 이해할 수 없지만 경쾌한 댄스 리듬과 취향에 맞는 

춤사위만으로 거리낌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가장 한국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우리네 

문화 속에는 이른바 인도 문화와 ‘코드(Code)’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바로 그것이 

한국 문화 컨텐츠의 인도진출을 위해 보다 면 히 되새겨 볼 부분이다. 현지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며 아쉬웠던 점은 그 열기가 더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무언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단발성의 흥행 성과 보다는 이 가수와 음악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혹시 다른 

한국 음악들은 어떤지, 관심과 궁금함을 바탕으로 컨텐츠가 소개되고 인도라는 거 한 

시장과의 접점 속에 한국 문화컨텐츠의 아이덴디티를 확보하는 것이 보다 큰 의미이다. 

그렇다면 그 접점과 아이덴디티는 무엇인가? 

 다른 한편, 인도에도 엄연히 한류(韓流)는 존재한다. 인도 동북부의 마니푸르주의 주도 

임팔에서는 젊은층을 바탕으로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열풍이 한창이다. 비단 영화와 드라마 

뿐만아니라 옷, 헤어스타일, 매니큐어 등 패션, 한국어 학습, 페이스북의 한국식 이름 계정 

등록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유행되고 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라면 없어서 못 구할 

정도라고 하는데 이는 흡사 초창기 중국 및 동남아권 에서 불었던 한류의 조풍(條風)과 

닮아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아리랑 TV, KBS World 등을 통해 

아무런 거리감 없이 우리 컨텐츠를 접하고 있으며, 영화 및 드라마 DVD는 해적판이 

난무하고 있다. 온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이것만으로 볼 때 우리가 양질의 컨텐츠를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길만 닦는다면 

한류는 순풍에 돛을 단 듯 동에서 서로 무난히 퍼져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왜 하필 

마니푸르인가 그 이유가 궁금해진다. 해외 문화를 접하기 쉽다는 점에서 국제도시인 델리, 

뭄바이, 방갈로르, 첸나이 등을 비롯한 한국인의 왕래가 잦은 지역이야말로 그 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마니푸르는 정치적으로 인종, 종교, 문화적인 측면에서 인도 

아 륙(印度亞大陸)의 변경(邊境)에 위치하고 있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근 사적 

배경을 되짚어보면, 인도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야말로 단일 국가로써 태동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식민지 시  이전에는 각 지역별로 분리되었던 이곳이 용광로처럼 

다양한 인종, 종교를 힌두이즘이라는 큰 틀 아래 품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각 지역별로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중 마니푸르는 과거부터 인도 사회의 

주류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몽골리안의 인종 및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작 

본토와는 종교, 문화적으로 상당한 소외감이 존재하고 있고,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지리적으로 미얀마와의 접경지역에 자리잡아 본토보다는 동남아에 가까운 

이곳은 수를 통해 해적판이 량 유입되고 있고, 문화적 공감 를 바탕으로 한국의 



스타일리쉬한 중문화컨텐츠에서 보다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 즉, 중국, 만, 몽고, 

베트남 등에 유행하고 있는 한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언어적인 

장벽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한글어판의 영어 자막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한국어 붐이 일어날 정도이다. 그들에게 한국문화컨텐츠는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슬프지 않고 재미있으면서도 훨씬 달콤한 로맨스를 보여준다고 한다. 

 그런데 이곳의 현상을 인도에 불어온 한류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마니푸르에서 부쳐온 

연서(戀書)는 분명 반갑지만 정작 다른 누군가를 사모(思慕)하고 있다면 어떤가. 그간 인도 

주류 사회에 도전해왔던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큰 성과가 없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에 

이어 12억(인구 통계는 11억 6천만) 이상의 인구수로 추정되는 국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써 세계 할리우드에 버금가는 영화시장이 바로 인도이다. 한국의 문화 

컨텐츠의 수출과 발전을 위해서 진출을 모색해야 할 인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아직 

서광(曙光)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만의 고유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중문화의 장점을 

흡수한 우리는 그 우수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 열광적인 한류를 불러온데 이어 이제는 

우리만의 맛과 멋을 살려 중문화의 본토라고 불리울 시장까지 그 영역을 넓히며 세계 

7위의 문화컨텐츠 수출국이 되었다. 또한 경제의 신장과 해외 시장의 진출은 그에 따른 

문화 수출을 동반하고 있다. 강력한 한류에 맞서 중국과 일본 등 일부국가에서는 자국 문화 

컨텐츠 산업의 보호 아래 일부 반한 감정이 조장되고 있을 정도이다. 문화 컨텐츠 또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수출과 다를 바 없다. 수출은 이제 자랑거리가 아니라 멈추면 

도태되는 생존에 가깝다. 지금에 안주하면 결국 언젠가 그것이 식상해지고 우리 문화 

콘텐츠 사업은 과거의 환희를 뒤로 한 채 저물어가는 석양을 바라보게 될지 모른다. 

컨텐츠는 소비이다. 중국 다음의 잠재시장은 인도이다. 단지 그 크기 뿐 아니라 그것도 

영화 한편에 울고 웃고 들썩이는 희노애락(喜努哀樂)과 함께 한해 30억명이 영화관을 찾는 

곳이다. 사회구조가 선진국화되어가는 지금 한국은 더 이상 2차 산업 국가가 아니다. 

생산시설은 해외로 나가고 점차 우리는 지식과 서비스, 컨텐츠의 산업이 주도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와중에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우리 문화 컨텐츠는 

수출이라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할 당위성을 갖추었다. 다행히 인도에서는 우, 삼성, 

현  등 기업들의 활약으로 산업적 측면에서는 한국에 한 호감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 

사실은 최소한 인도인에게 우리 문화가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외국인들이 우리의 문화 컨텐츠에 엄지를 세웠다면 그것에는 자부심만이 아니라 실력과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문화 컨텐츠 산업이 해외로 눈길을 돌려야 하는 지금, 이제 

인도는 더 이상 ‘되면 되고, 안되면 말고’라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수 없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특정 지역과 인종, 문화적 유사성에 의지하지 않고 인도의 주류 문화에 

다가가야 하고, 인도시장에 적절한 컨텐츠를 선별하여 진출하고, 인도인들이 인정 받는 

컨텐츠에 해서는 이것이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분명히 하고 인지도를 높여 인도인이 선택 

및 소비 가능한 상품으로 아이덴터티를 세워야 한다. 단지 컨텐츠의 단순 수출 뿐만 아니라 

인도 내수 시장을 바라보는 넓은 시각에서 다각도의 접근과 교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먼저 인도인에게 문화 컨텐츠란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이다.             

인도의 문화 컨텐츠란 무엇인가? 

인도의 문화 컨텐츠는 사실상 영화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물론 TV, 음악, 스포츠(크리켓) 

등도 언급할 수 있으나, 인도 중들에게 유일한 오락거리로써 사실 모든 문화 컨텐츠의 

중심에는 영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최근 유행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아미타브 바챤, 아미르 칸 등 인도 영화계의 표 배우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과 

각종 쇼 프로그램에도 영화 홍보를 위해 배우들이 등장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역사와 

가족 등의 소재를 다루는 드라마 또한 예외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음악의 경우도 사실상 

중적인 히트송은 영화 주제가이다. 혹자는 인도영화에서 춤과 노래를 뺀다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적어도 인도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영화 음악의 경우 영화 개봉 전 

공개되어 흥행 여부의 바로미터가 되며, 흥행한 영화일 경우는 예외없이 음원으로 부가적인 



수익을 얻는다. 이는 전체 영화 순익의 4~5%에 이른다. 주요 영화 음악을 프로듀싱하는 

업체는 Saregama, Sony Music 등인데 이들 매출의 48%가 영화 음원에서 나온다는 점은 

주지할만한 사실이다. 스포츠 또한 일반적으로 연간 국민소득이 2만달러 수준은 되어야 

프로 스포츠 영위 할 수 있는 제반적 여건이 된다고 하는데 가령 올림픽, 파키스탄과의 

크리켓 국가 항전 등 일부 스포츠 컨텐츠를 제외하면 아직 중적인 오락으로써 자리잡기 

힘들다. 따라서 GDP 1,500 달러의 저소득 국가로 분류되는 인도는 현재 영화야말로 

인도인들이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중문화라고 할 수 있다. 빈부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상위 소득층을 제외한 일반적인 소득 수준으로 보았을 때 영화를 제외하고는 집 밖에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이 없다. 전체인구의 90%의 일일 소비가 

1~2달러(도시인구 90% 일일 인당 소비 142.7루피 이하, 지방인구 90% 일일 인당 소비 

68.5루피 / National Sample Survey Organization)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을 제외한 

소비력을 갖춘 광의적인 중산층이 10%(1.2억명)라고 해도 나머지 90%는 빈곤층(빈곤율 약 

40%)에 가깝다. 이들의 90%의 일일소비는 우연찮게도 영화입장료와 유사하다. 

<표1> 인구별 일일소비력 (2013년) 

 시골 처녀가 뭄바이에 상경하여 여배우의 꿈을 이루는 내용으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아쉬와리아 라이 주연의 명화 <딸(1999)>은 발리우드 드림을 꿈꾸는 인도인들의 공감 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영화 <슬럼독 리언네어(2008)>에 묘사된 뭄바이의 빈민촌은 시골 

소작농의 삶에서 벗어나 일거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이 슬럼을 이룬 장면을 

보여준다. 그들 중에는 실제로 발리우드 배우를 꿈꾸며 무일푼으로 무작정 상경한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문화는 동시 의 사회를 반영한다. 이러한 예들은 인도인들에게 자리잡은 

영화의 의미를 얼핏 느끼게 한다. 따라서 영화, 드라마 등 한국의 문화 컨텐츠가 인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도의 문화 컨텐츠를 표하는 인도 영화에 한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또한 할리우드의 진출 사례를 검토하고, 한국 문화컨텐츠의 진출 

현황을 되짚어 봄으로써 향후 한국 문화 컨텐츠의 바람직한 진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론    

인도 영화 산업의 개요
  

 인도 영화는 언어 및 지역별로 각기 다른 시네마 컬처를 가지고 있다. 안드라 프라데쉬, 

아삼, 비하르, 구자라트, 하르야나, 잠무 앤 카쉬미르, 카르나타카, 깨랄라, 마하라쉬트라, 

오릿사, 펀잡, 타 나두, 우타르 프라데쉬, 웨스트 벵갈로 구분되는 지역들에서 연간 약 

1,000여편 이상의 영화가 제작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 1위의 제작편수에 해당한다. 지역 

언어별로 살펴보면, 힌디어, 텔루구어, 타 어, 칸나다어, 벵갈어, 마라티어만 해도 각기 

최소 100편 이상의 영화가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흔히 인도 영화하면 떠올리는 

발리우드가 힌디어-영어 제작 영화만 지칭함을 감안할 때,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 제작 편수
Hindi 206

Telugu 192

Tamil 185

Kannada 138

Bengali 122

Marathi 107

Malayalam 95

Bhojpuri 74

Gujarati 59

Oriya 38

ETC 32

합계 1,255

         

                    <표2> 주요 언어별 인도 영화 제작 편수 (2011년)                    

                    

 총 제작편수인 1,255편 중 상위 Top 5의 힌디어, 텔루구어, 타 어, 칸나다어, 벵갈리어 

제작 영화만 보아도 840여편으로 67%를 넘어가고, 그 중 인구의 40% 정도가 사용하는 

표적인 공용어로 힌디어 영화의 제작수가 200여편으로 한국영화의 연간 제작 편수와 

유사하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또 다른 공용어로 지목되는 영어 제작 영화의 경우 

불과 6편에 그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도 전체인구의 30%정도가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높은 교육 수준 및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3% 미만이 네이티브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점이다. 흔히 인도 영화 중 힌디어-영어 영화를 지칭하여 발리우드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것이 영어 제작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힌디를 기반으로 인도식 영어가 

가미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도에서는 영어를 쓰면 된다고 

하는데 한국의 문화 컨텐츠을 수출할 경우 영어 자막 혹은 더빙으로 시도한다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다. 영국 식민지 시절을 겪으며 영어가 공용어로 자리잡았고, 

힌디어(사용인구 약 3억)가 과거부터 이어져 온 자연적 언어가 아니라 지역별로 산재된 

언어를 통합하고 국어를 정립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언어이기에 필요성에 의해 외래어와 

신조어 등 영어로 혼용되어 사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가령, 영어로 



Movie라는 단어가 힌디어로는 Calacitra인데 이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실제로는 유의어로 

Film 혹은 Cinema와 같은 영어가 힌디어로 표기되고 발음된다는 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만약 한국 문화 컨텐츠가 영어화 되어 공급되었을 경우, 영어 자막 혹은 더빙 작업이 

완성도 있게 이루어졌을지라도 전체시장은 최소 1/3로 수준으로 줄어들 뿐 아니라 

네이티브와 같은 높은 교육 수준의 관객이 아닐 경우 충분한 의미 전달이라는 부분과 영-미 

영어의 미묘한 차이점 등의 제약을 지닐 수 밖에 없다. 이는 기본적인 조건인 

힌디어-영어에서 영어가 아닌 힌디어에 주목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인도 영화산업 

자체에서도 이토록 다양한 언어로 제작되는 것은 지역별 문화적 차이 이외에도 바로 그 

지역 내의 컨텐츠 소비자들이 완벽히 이해하는 언어로 제작되는 수요에 근거한다. 물론 

공용어로써 힌디어-영어 영화를 표하는 발리우드는 인도 전반에 걸친 배급이 이루어지고 

흥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각 텔레구어, 타 어 등으로 제작되는 영화는 그 지역에서 보다 

네이티브한 강세를 가졌다는 의미이다. 인도는 약 3,300개 이상의 언어가 있고, 그 중 

1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는 200여개로 헌법으로 지정된 언어만 18개이다. 

<표3> 인도 내 주요 사용언어 및 인구비중 

인도 내 주요 사용 언어 및 인구비중(인구수 천만명이상)

사용언어 지역 인구(천만) 비율

Hindi        델리 및 9개주 33.7 40.0%

Bengali      웨스트벵갈주 6.9 8.3%

Telugu       안드라프라데쉬주 6.6 7.9%

Marathi     마하라쉬트라주 6.2 7.5%

Tamil        타 나두주 5.3 6.3%

Urdu 잠무 앤 카쉬미르주 4.3 5.2%

Gujarati 구자라트주 4.1 4.9%

Kannada      카르나타카주 3.3 3.9%

Malyalam    깨랄라주 3.0 3.6%

Oriya 오릿사주 2.8 3.4%

Punjabi 펀자브주 2.3 2.8%

Assamese 아삼주 1.3 1.6%

Manipuri 마니푸르주 0.1 0.2%

*~는 연간 언어별 영화 제작수 Top 5.  
*마하라쉬트라주(마라티어)는 뭄바이가 주도임

 또한 <표2>의 주요 영화 제작 언어와 <표3>의 사용 언어별 인구를 포개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언어별 인구와 제작편수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힌디어의 경우는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힌디어 즉 발리우드 영화제작 편수가 절 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가령, 텔루구어 영화의 경우 인구수 1/5 규모의 시장임에도 

발리우드와 등한 편수의 영화가 제작된다는 점에서 수요에 의한 공급으로써 발리우드에 

편중되기보다는 그 이외의 지역별 영화도 고른 수요를 가지고 제작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傍證)한다. 또한 힌디어권 외의 기타 주요 지역영화시장에도 기본적으로 5천만명 

이상의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12억의 인구 비 최   

32억명(최소 27억명)의 연간 영화 관객수로 추산해볼 때, 약 5천만 인구 수준의 지역 

영화시장만 하더라도 연간 약 1.2억명의 관객이 영화관을 찾는다는 말이된다.  

인도 영화 산업 분석
       

 인도는 30여개 이상의 언어로 영화가 제작되고 있는데 사용되는 언어에 따라 구분된 주요 

지역별 영화 산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4>와 같다.



영화권 정의 및 특징

Hindi Cinema

(힌디어 영화)

- 명칭 : Bollywood (발리우드)

- 뭄바이의 힌디어 영화권

- 초기 계급제(카스트)와 인도 문화 관련 소재 접근

- 국내외 가장 보편적인 사랑을 받는 인도 최  규모의 영화계

- 연 평균 15%의 성장률, 주연급 배우의 개런티 상승 및 다작 출연계약

- Industrial Development Bank of India 등 투자  

- Filmfare, Stardust, Cineblitz 등 영화 관련 매체(잡지) 

Telugu Cinema

(텔루구어 영화)

- 안드라 프라데쉬주의 텔루구어권 영화권

- 인도 내 2위 규모 (2006년 245편 제작 기록)

- 세계 최 의 영화제작 스튜디오 및 제작편수 등으로 기네스 기록보유

  (안드라 프라데쉬주 주도 하이데라바드의 Ramoji Film City)

- 인도 최초의 IMAX 영화관 (Prasad’s IMAX / 세계 최  규모 3D영화관)

Tamil Cinema

(타 어 영화)

- 명칭 : Kollywood (콜리우드)

- 첸나이, 타 나두의 코담바캄 지역 영화권 

- 지역 정치와의 상호 긴 한 영향력

- 인도 내 3위 규모 (1985년 236편 제작 기록)

- 해외 지역 수출 (아시아, 남아프리카,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주)

-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지역의 타  영화에 영향

- 첸나이는 뭄바이에 이어 인도 영화계 제2의 허브

  (마드라스영화협회)

- 힌디어 영화계와 더불어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에 가장 많이 출품  

- 라지니칸스(연간소득 600만불, 성룡에 이은 2위) 등 세계적 스타배출

- 일부 유명 발리우드 배우의 출신지이기도 함 

Kannada Cinema

(칸나다어 영화)

- 명칭 : Sandalwood (산달우드)

- 방갈로르, 카르나타카 지역 영화권

- 라즈꾸마르 등 배우를 배출

- 벵갈어 및 말라야람어 영화와 더불어 인도 예술 영화 시 를 이끔

Bengali

(벵갈어 영화)

- 명칭 : Tollywood (톨리우드)

- 웨스트벵갈 지역 영화권

- 전통적인 Tollygunge의 영화적 특징을 따름

  (Tollygunge는 콜카타 지역을 뜻하며 톨리우드의 근거지임)   

Marathi

(마라티어 영화)

- 마하라쉬트라주의 영화권

- 콜하푸르 및 푸네에서 태동하여 현재는 마하라쉬트라주 뭄바이 기반

- 1913년 무성영화를 시작으로 인도 영화중 가장 오래된 영화계 중의 

하나임 (1932년 최초의 유성 영화 제작)

Malayalam

(말라야람어 영화)

- 명칭 : Mollywood (몰리우드)

- 1928년 태동한 코치, 깨랄라 지역 영화권

- 1947년까지 Tamil의 제작사가 제작하였으나, 이후 깨랄라의 Udaya  

Studio가 설립됨

- 1970년  뉴웨이브 영화를 주도하는 한편 중 영화의 발전도 병행

- 1980~90년 초까지 최고의 전성기를 누르며 다양한 장르를 시도  

인도 최초의 3D 영화 <람지 라오 스피킹> 

- 1990~2000년 에 들어 다소 진부한 형식과 슬랩스틱 코미디가 주류를 

이루며 정체기를 거침

<표4> 지역, 언어별 인도 영화계 구분



- 주류 중문화와 예술영화의 가교 역할

- 저예산에도 완성도 높은 영화를 제작하며 사회 의식이 투영됨

- 깨랄라주는 교육 수준이 매우 높으며 관객은 보다 다양한 영화에 관

심을 가짐  

Bhojpuri

(보즈푸리어 영화)

- 북인도의 우타르 프라데쉬 동부 및 비하르 서부 지역 영화권

- 도시 이주 인구를 기반으로 델리, 뭄바이 등에 광범위한 관객 보유

- 캐리비안, 오세아니아, 남미 등 해외 지역 수요 보유   

Gujarati

(구자라트어 영화)

- 1932년 태동한 구자라트 지역 영화권

- 사회, 정치, 종교적 이슈를 다룬 영화들과 함께 인도 가족문화에 바

탕을 둔 인간 및 가족 관계의 휴머니즘을 다룸  

- 구자라트 지역 명배우들의 발리우드 진출로 인도 영화에 풍미를 더함  

Oriya

(오리아어 영화)

- 명칭 : Ollyhood (올리우드)

- 오리사지역, 부바네스와르 및 쿠탁 지역 영화권

- 1980년  깐느 등 해외영화제 초청작 보유 

Assamese

(아삼어 영화)

- 1935년 태동한 아삼지방 영화권

- 21세기 들어 발리우드와 유사한 색깔을 띄기 시작하였으나 큰 경쟁력

  을 가지지 못함 

Konkani

(콩카니어 영화) 

- 고아, 마하라쉬트라, 카르나타카 지역의 콩카니어권 영화

- (구) 포르투갈 식민지인 고아에서 제작되나 그 편수는 미미한 수준

- 콩가니 필름의 날 (4월 24일)

기타
- 그 밖에 연간 10편 미만의 지역 영화권

- Punjabi (펀자브어 영화), Sindhi (신드어 영화)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인도 표 영화권은 힌디어(발리우드), 텔루구어, 타 어 

영화권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이어 칸나다어, 벵갈어, 마라티어, 말라야람어, 보즈푸리어 등 

주요 영화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발리우드가 언어 인구수에 비례한 시장 크기와 

제작편수로 인도 영화를 상징하고 있지만 주요 지역별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각기 성장한 

지역영화권은 그들만의 영화적 전통과 그 지역 사람들의 취향에 부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며 못지 않은 규모와 수요를 가지고 독자적인 자생 기반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표5> 인도 지역별 영화 산업 분포도 

 



 발리우드 영화도 이들의 언어, 지역, 문화적 특색을 모두 포괄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역권의 상영을 위해서는 생소하기 보다는 친숙하고 보편성을 가진 소재 및 장르를 다루며 

상영 언어뿐 아니라 그 지역적 정서를 감안하여 접근하고 있다. 즉 국적만 같았지 외부 

시장으로의 진출인 것이다. 도시 안에서도 개방적인 교육과 가치관을 가진 관객을 

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성별, 계급, 인종, 종교 등에 따라 위화감 내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최근 인도의 사회변화상에 의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모든 인도인들이 열린 

마음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의 민감한 영역까지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은 아니다. 

맥도날드의 내외국인석이 구분되고 열차 안에서 비천한 계급을 쫓아냈던 것이 불과 십여년 

전의 일이다. 따라서 각 지역별 인도 영화의 전체적인 시장규모만을 바라보기 보다는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도 영화의 특징을 

보다 잘 이해하여야 한다.

 

 오늘날 인도 영화는 장르적으로 크게 맛살라(Masala Films)와 페러럴(Parallel Cinema) 

두가지로 구분된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영화와 예술영화로 입(代入)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 맛살라 장르는 일반적으로 발리우드와 남인도의 영화 스타일로써 

액션, 코메디, 드라마, 로맨스, 멜로 장르를 아우르는 상업영화라고 할 수 있다. 

맛살라라는 말은 원래 여러가지 향신료를 버무린 인도 고유의 식자재를 뜻하는데 이처럼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였다는 의미에 더불어 맛살라 장르는 인도 영화라면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춤과 노래의 뮤지컬적 요소(영화 속 내용 전개와 다소 무관하게 아름다운 배경 

속에 노래와 춤을 버무려 극중의 정조를 표현함)가 가미된다. 이는 현재 발리우드 영화에서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페러럴 장르는 인도 뉴웨이브 

또는 예술영화를 지칭하는데 당시 적인 사회 정치 상황을 배경으로 사실주의, 자연주의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프랑스와 일본 등의 뉴웨이브 사조(思潮)와 궤를 같이하는데 

벵갈어 영화로부터 출발되어 발리우드로 표되는 주류 상업영화와 구분되는 장르로써 인도 

영화가 깐느,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에 출품하여 수상하는 등 인도영화계에 질적인 

풍요로움을 더해왔다. 또한 실험적 예술성에 편향된 것이 아니라 주요 작품은 상업적으로도 

관객의 호응을 받아왔다. 이러한 현재 인도영화의 형성에는 아래와 같이 영향을 끼친 

몇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

 고  인도 서사시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 플롯, 이야기 전개 방식, 사

 고  산스크리트 드라마 : 노래, 춤 및 동작 등 극적 정조 표현방식의 계승

 인도 전통 민속극 : 10세기 벵갈, 우타르 프라데쉬, 타 나두에서 지역적 전통을 극화함  

 파르시(조로아스터교도)극 : 사실과 판타지, 노래와 춤, 서술과 역동의 혼재

 할리우드 및 MTV 등 해외 뮤지컬 : 영화 기법  

 여기서 서사시는 인도인의 사상과 정신적 기본을 이루고, 산스크리트 드라마 및 인도 

전통 민속극은 역사적으로 인도인의 문화컨텐츠이며 파르시극은 인도 륙으로 유입된 

페르시아 문화를 뜻한다. 다시 말해 인도 영화의 전통은 인도인의 사상과 전통 문화와 

더불어 과거 유입된 문화를 녹여낸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시점으로 이해할 

때 인도 영화는 매우 강한 개성을 지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바로 그 부분이 인도인들의 

문화 컨텐츠적 취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단서(端緖)가 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영화 

사이사이 느닷없이 장면이 바뀌고 배우들이 노래와 함께 군무를 보이는 것은 3,000년의 

세월동안 지속된 인도의 성전(聖典)인 베다(Veda)에서 기원하는데 관객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요소이기에 만약 그 요소가 없다는 것은 인도인들에게 앙꼬없는 찐방과 같다. 

또한 영화 음악는 흥행의 보증수표인 만큼 상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인도 

영화라고 해서 모두 영화에 춤과 노래의 뮤지컬이 삽입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도인들은 

그 유무(有無)를 통해 ‘흥(興)’이 있으냐 없느냐로 받아들인다. 춤과 노래가 나오면 

극장안의 인도인들이 너도나도 일어나 덩실덩실 춤사위에 빠지더라는 말이 결코 과장된 



영화 사례

람-릴라

 <람 릴라>는 라마의 연극이라는 뜻으로 인도 서사시 <라마야나>의 일

부분임

 2013년 개봉된 발리우드 영화 <람-릴라>는 내용상 서사시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인도판 로미오와 줄리엣임

 인도 사상과 종교의 근간이 되는 서사시와 동명의 영화라는 이유로 

신성모독의 논란이 점화됨

 상영금지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리는 등 논란이 가중됨

 영화 제목만으로 인도의 종교적 정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고리온 끼 라

스릴라 람-릴라>로 제목 수정 후 상영 허가됨

 란비르 싱, 디피카 타두콘이라는 최고의 흥행 배우가 주연을 맡았음에

도 영화는 흥행에는 성공하였으나 기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막을 내림

굴랍 갱

 2014년 개본된 여성 인권을 다룬 발리우드 영화

 실존하는 인도 중부의 여성 인권 자경단 굴라비 갱을 기본 모델로 하였

으나 실제 인물과 단체의 이야기와 동일하지는 않은 액션 영화임

 영화 인권문제로 조혼풍습, 다우리(결혼 지참금), 가정폭력, 흉약범죄 

등을 다루며 이를 보복하는 내용을 다룸

 인도 영화에서는 독특하게 주인공과 악역에 여성배우들만이 캐스팅되며 

1200여개의 상영관을 확보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관심을 받

음 

 해당 단체의 허가 없이 도용되었다는 이유로 상영 금지 요청을 하였으

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음

 여성 배우의 액션영화라는 시도와 함께 인도의 여성 인권문제에 한 

직접적인 묘사와 극중 남성들을 폄하하는 내용은 인도 관객들에게 철저

하게 외면당했으며 흥행 참패로 이어짐  

것은 아니다.     

 사실 이러한 인도 영화의 뮤지컬적인 요소는 인도 영화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른 

현상과도 연관지어 생각될 수 있다. 먼저, 수차례에 걸친 춤과 노래의 등장으로 인도 영화 

한편의 러닝타임이 일반적으로 두 시간반 ~ 세시간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길어진다. 인도 

극장에서는 아직 상영 중간에 휴식시간(Intermission)이 있을 정도인데 이를 여전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관객들이 있는 한편으로 러닝타임이 너무 길다는 공감 도 형성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영화에 한 집중력을 흐트러지게 하고, 액션, 코메디, 로맨스를 

불문하고 모든 장르의 영화를 뮤지컬화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인도 상업영화를 통칭한 

맛살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절묘한 작명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인도영화의 전통적 특징이 풍요롭고 다양한 발전에 있어 

한계로 작용되기도 한다. 먼저 인도인의 사상, 종교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일부 민감한 

소재를 다룬 영화는 예술적으로는 가치를 인정받기도 하지만 상업영화일 경우 매우 

조심스럽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논란에 휩쌓였던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표6> 인도 전통사상과 문화에서 금기시 되는 소재를 다룬 최근 영화들

 

 이외에도 이러한 사례는 적잖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일부에서는 영화흥행을 위해 고의적으로 

관심을 끈 발리우드식 노이즈 마케팅(자극적인 제목 및 소재를 선정하는 전략을 취함) 



이라고 평하는 의견도 있으나 금기에 도전한 이러한 영화들이 결국 기 한 만큼의 흥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만큼 이는 분명 인도인들이 받아들이는 소재 범위가 제한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종교적 내용은 함부러 건드려서는 매우 위험하고, 사회 문제에 해서는 

민감한 소재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창작의 자유는 

있을지언정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인도인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다. 분명 

인도에도 페러럴이라는 예술장르의 영역이 있지만 일반적인 인도 관객들이 사랑하는 맛살라 

영화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액션 코미디물 혹은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물인 것이다. 가령 

한류 드라마 < 장금>의 경우 분명 세계적인 흥행으로 검증된 웰-메이드 드라마임에는 

분명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급 간에 음식을 공유하지 않고, 채식주의, 기름에 

튀긴 음식이 보편화 되었으며, 소고기를 먹지 않는 힌두교도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무슬림이 공존하는 인도에서 아무리 극이 완성도가 높다지만 < 장금>의 매력 요소인 

산해진미의 진수성찬은 인도인에게 폭넓은 공감 를 불러일으킬지는 의문이다. 이는 비단 

< 장금> 뿐만이 아니라 기존 세계적인 흥행작들이 인도에 진출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다양한 경우에서도 각기 유사한 원인을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양한 장르의 인도영화 제작에서도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데 춤과 노래라는 뮤지컬적 

요소는 중적인 영화장르에 모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가령, 스릴러, 

공포장르의 경우 극적 긴장감과 몰입도를 저해할 수 있기에 인도 내의 이러한 비주류 

장르의 영화들은 이례적으로 서구적인 영화 형식을 취하여 뮤지컬적인 요소를 제한하거나 

넣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맛살라가 인도 영화적 개성이 가득한 인도 중 장르의 종합 

선물세트라면 이들 특정 장르는 그와 다른 길을 걸으며 다양한 영화 장르를 원하고 

섭취하고자 하는 관객들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이들은 해외영화의 촬영기법 

에도 많이 영향을 받으며 러닝타임 또한 두 시간을 넘지 않는다. 문제는 춤과 노래가 없는 

인도 영화는 향신료를 넣지 않은 음식처럼 싱겁게 느낀다는 점이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인도인들도 점차 다양한 장르와 형식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지만 기본적으로 

메인코스라기보다는 에피타이져에 가깝다.           

 반면 인도 영화계의 주류인 발리우드 영화의 경우도 점차 세계화되어가면서 세계관중과 

보다 폭넓게 교감할 수 있는 방식에 해 고민하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환타지적인 장면 

전환이라든지 뮤지컬적 요소는 최 한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보다 넓은 세계 

관중을 포용하기 위한 자구책(自求策)으로 해석된다. 과거 기본적으로 인도에서 제작된 

영화는 주로 남아시아, 동남아, 중동, 구소련 연방권의 지리적 문화적 유사성을 가진 근접 

국가들에서 주로 소비되었는데 최근에는 인도인들의 해외 거주 및 수요 증가와 함께 보다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향상된 제작 수준과 더불어 범세계적인 통용가능한 보편적인 

색깔을 가미하면서 최근에는 영국, 미국을 포함한 90여개 국가를 시장권으로 두게 되었다. 

강력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최근 영화들 중에는 제작규모가 증가하며 해외 로케 및 제작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흥행적으로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아직은 인종, 

종교, 언어, 문화적 유사성이 가진 관객들이 인도영화 소비의 주축이 되고 있지만 분명 

이러한 양적 질적 성장은 인도 영화의 해외 진출만큼 반 로 해외영화 및 산업의 인도 

진출에 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를 이해하고, 인도인의 코드와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을 활용한다면 한국영화의 인도로 가는 길 역시 보다 활짝 열릴 것이다.       

인도 영화 산업 분석

인도 영화 산업의 통계 분석은 쉽지 않다. 모든 것이 전산화되지 못한 환경도 있지만 

인도는 원래 시스템적으로 중앙 결집이 어려운 나라이다. 인구조사가 부정확하고, 

선거조차도 지역별로 일정 기간 동안 각기 진행되듯이 지방 자치와 분권이 이루어진 광활한 

국가가 인도이다. 지금의 인도영화산업도 마찬가지로 전 지역을 포괄한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통계와 그에 따른 예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먼저 인도상공회의소(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의 집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도 전체 M&E 

(Media & Entertainment) 시장의 규모를 파악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인도 Media & Entertainment 산업 규모 및 예측

              *FICCI (인도 상공회의소)- KPMG 집계 자료 

 전체 1조 2천억 루피(한화 약 20조원 규모)가 넘는 M&E 미디어산업규모는 전반적으로 향후 

발전 전망이 매우 밝다. 주요 산업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광고산업이 절 적으로 약 40% 

를 차지하고, TV산업은 2010년 15%~16% 비중이었던 것이 연평균 약 18%의 성장하여 2017년 

약 8,150억 루피(USD 135억)로 전체 산업의 약 51%에 가깝게 성장할 전망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쇄물 시장은 연평균의 9% 내외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며 2017년 약  

3,260억 루피(USD 54억) 규모로 전체 시장의 2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본다. 

 <표8> Media & Entertainment 성장 예측

     *FICCI Report 2013 - EROS사 공개자료 / 기타는 음원, 라디오, 애니메이션 등 포함  

 이중 인도 영화산업 역시 2013년 1,210억 루피(USD 20억) 규모에 달하였고 연평균 약 12% 

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2017년 1,870억 루피 (USD 31억), 한화 3조원 의 시장 규모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타 시장으로 인도 영화와 궤를 같이하는 음원시장의 

경우도 2015년 190억 루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연평균 20% 가량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애니메이션 산업, 라디오 산업에 더불어 새로운 매체인 디지털 광고 및 

게임 등 뉴 미디아의 성장도 기 되는 상황이다.



순위 영화명 국내매출(Rs.) 해외매출(USD) 비고

1 둠3 2,840,000,000 26,640,000 초 형 블록버스터

2 크리쉬3 2,409,000,000 9,580,000 초 형 블록버스터

3 첸나이 익스프레스 2,275,000,000 19,300,000 초 형 블록버스터

4 예 자와니 헤 디와니 1,790,000,000 10,400,000 블록버스터

5 고리온 끼 라스릴라 람-릴라 1,130,000,000 7,600,000 히트

6 방 카 방 1,089,100,000 3,825,000 초 형 블록버스터

7 레이스2 1,066,800,000 6,425,000 히트

8 그랜드 마스티 1,040,000,000 1,100,000 슈퍼히트

9 아쉬쿠이2 1,022,400,000 3,345,000 블록버스터

10 스페샬26 707,000,000 2,750,000 슈퍼히트

 <표9> 인도 영화산업 매출 및 구조

                      * FICCI - KPMG 집계 자료

 영화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표9>의 연도별 인도 영화산업의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세계 

경기 침체 후 반등한 인도 영화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 흐름을 타고 있다. 국내극장매출이 

전체 매출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극장매출이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케이블 

및 위성 TV 채널을 통한 매출이 증가하여 전체의 11%을 차지하면서 TV산업의 발전과 함께 

가파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점은 연간 총 1,200여편이 

제작되는 인도 영화 중 약 10% 정도가 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블록버스터인데 제작된 전체 

영화 중 수익에 기여하는 작품은 80~90여편 사이로 약 10% 미만의 영화가 현재 인도 영화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박스오피스 히트작들을 보면 총 아홉편이 10억 

루피 이상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2013년 주요 흥행작 및 매출액

 *초 형 블록버스터 ❯블록버스터 ❯ 슈퍼히트 ❯ 히트 

 

 2013년 하반기에만 해도 발리우드의 전형적인 맛살라 무비라고 할 수 있는 사룩 칸 주연의 

<첸나이 익스프레스>, 액션 스릴러 프랜차이즈인 아미르 칸 주연의 <둠3>와 인도 표 

히어로 시리즈인 리틱 로샨 주연의 <크리쉬3> 등 초 형 블록버스터가 연이어 개봉되어 

인도영화 역사상 공전의 흥행을 기록하며 각종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들 영화는 20억 루피 

이상의 국내 매출은 물론, 해외에서도 상당히 의미있는 흥행 결과를 기록했다. 이러한 인도 

영화의 흥행과 거침없는 성장세는 앞서 언급한 인도인들의 문화생활 중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과 더불어 현재 인도경제의 상황과 맞물려 설명될 수 있다. 흔히 경기 악화로 

소비심리가 얼어버리면 여성들은 고가의 핸드백과 구두 신 립스틱을 구매하게 되는 



성향을 보이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물가상승, 경기 침체 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인도인들이 집 밖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생활로는 티켓 한장에 125루피(한화 2,200원), 

조조상영의 경우 75루피에 지나지 않는 영화를 체할 컨텐츠는 없다. 또한 멀티플렉스 

극장의 확산도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된다. 한마디로 집안의 동전을 긁어 

모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인도 국내 극장의 경우 그 수익을 제작사와 배급사가 

2:1의 비율로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2013년 인도 국내극장 수익 예상

 또한 2013년 1월~8월 간의 총수익만해도 150억 루피를 초과하였는데 하반기에 흥행작이 

집중되었고, 특히 초 형 블록버스터로 기존 흥행 기록을 수차례 갈아 치운 <크리쉬3>, 

<둠3> 등의 흥행수익을 감안하면 2013년 총수익은 200억 루피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배급사 수익 역시 약 70억 루피 수준에 이른다는 의미가 된다.   

<표12> 인도 극장 및 스크린 확보 추이(E)

 다음으로 인도의 영화 인프라에 해서는 각 기관의 통계가 차이가 있으나, 략적으로 

남인도에 약 8,000개, 북인도에 약 7,000개 관을 합쳐 최  약 15,000개 관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멀티플렉스는 1,200여개로 극장당 약 3개의 스크린을 

확보하고 있고, 극장의 정책상 상영관 당 150석 내외인 곳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멀티플렉스 외 단일 스크린 상영관은 약 12,000여개로 집계된다.

<표13> 백만명당 스크린수

        *India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1, PWC



 미국의 경우 백만명 당 117개의 상영관(2011년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와 비교하여 인도는 아직 백만명 당 12개의 상영관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으며, 

연 평균 1,000편 이상이 제작되고 세계 1위의 연간 영화 티켓 판매량 (27~32억)을 감안하면 

향후 지속적인 상영관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표14> 인도 VS. 북미 주요 지표 비교

                    *IIFA, StatsCan, The Times of India, MPAA  

 또한 멀티플렉스의 매출이 전체 극장 수익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동향으로 살펴 볼 때, 최  20~30억 루피 수준의 흥행 수익을 거두고 있는 인도 

영화가 향후 편당 50억 루피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멀티플렉스의 전국적인 확산이 

필요하며, 도시 뿐만 아니라 지방 군소 도시로의 확 가 예상된다. 인도 영화업계에서는 

영화 <아바타>가 전세계적으로 14,000여개 관을 점유했던 것을 회자하고 있는데 인도 영화 

역사상 최고의 흥행을 기록한 <둠3>가 국내 4,500개, 해외 750개의 관에서 상영되었다는 

것을 예로 들며 인도영화산업의 수익 창출은 상영관의 확보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실제 

인도내 영화관 설립은 가파른 성장세를 타고 있다.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Mall 형태의 

백화점에는 빠짐없이 영화관이 입점하고 있고, 현재 Mukta A2 Cinema (Mukta Arts Pvt. 

Ltd) 등 주요 기업이 이러한 모델을 발판 삼아 쓰리 인 원 멀티플렉스(각 영화관 당 3개의 

상영관)의 확 를 진행하고 있고, 바도다라(Vadodara), 아흐메다바드(Ahmedabad), 

굴바르가(Gulbarga) 등의 지방 도시에 멀티플렉스를 지은데 이어 다른 도시로의 확 를 

준비중이다. 이를 통해 향후 멜티플렉스의 증가와 함께 점차 기존의 단일 스크린 상영관을 

체해나갈 것으로 본다.        

인도 영화 산업 분석

 루미에르가 처음 영화를 상영한지 불과 반년이 지난 1896년 인도에 소개된 영화는 

일찍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그 기틀을 마련해왔는데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막론하여 지원기관 및 학교 등 단체를 설립하였고, 이들 기관은 각기 인도영화산업 전반에 

걸쳐 그 발전의 초석을 다져왔다. 주요기관을 살펴보면 아래 <표13>과 같다. 



기관명 주요 활동

정보방송부 영화국

(Ministry of Information & Broadcasting)

 뉴델리 위치

 영화 제작의 제반여건 조성

 영화 수출입 관련 법안 상정

영화연구위원회

(Film Inquiry Committee)

 영화 산업의 주요 현안 및 이슈사항 검토

 영화 학교 설립 제안 (1949년)

FTII - 영화 텔레비전 학교

(Film & Television Institute of India)

 푸네 위치

 전신 인도영화학교(Film Institute of India)

 정부 보조금만으로 운영

 영화 예술과 기술 교육

 TV 프로그램 제작부 추가

 12개 과정 포함

  - 영화:감독,편집,촬영,음향,시나리오작가

  - TV:연출,편집,촬영,음향 및 엔지니어링,

       예술 및 제작감독

  - 애니메이션,연기    

Satyajit Ray 영화 텔레비젼 학교 

(Satyajit Ray Film & Television Institute)

 콜카타 위치

 자치 운영 (3년 학사 과정) 및 정부 재정 지원

 영화 전문인 양성 기관

 교육 및 기술 체험

 주요 과정 및 관련 세미나/워크샵 개최

  - 영화감독과정,촬영과정,편집,음향,레코딩 과정

NFDC - 영화발전협의회

(National Film Development Corporation)

 뭄방이 위치

 전신 영화지원협회 (Film Finance Corporation)

 영화의 다양성 확보 및 질적 발전 유도

 다큐멘터리 영화 등 비주류 영화 제작 지원

 제작 투자를 받지 못한 작품의 제작비 지원 

NFAI - 인도국립영화보관소

(National Film Achive of India)

 푸네 본부 및 콜카타,방갈로르,티루바난타푸람 

지사

 고전영화 수집 등 영화 유산 보존활동

 영화 분류화, 자료 문서화, 영화 관련 연구

 16,133편 수집 및 보관

 영화문화보급을 위한 상영회 조직 및 도서관 

운영

 FTII,교육기관,문화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영화교육사업

  - Film Appreciation Courses

 영화 연구 및 교율활동 육성

DFF - 영화축제임원단

(Directorate of Film Festivals)

 뉴델리 위치

 인도내 국내/국제 영화제 기획 및 실행

 NFF(National Film Awards & Festival) 주최

 IFFI(International Film Festival of India) 

주최

 구제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Indian Panorama 프로그램 운영

 관련 세미나,토론회,심포지엄 개최

CBFC - 영화증명중앙위원회

(Central Board of Film Certification)

 뭄바이 위치

 인도 연방정부 소속 법제 기관 / 검열

 위원장 외 25명의 위원 및 고문단으로 구성

 자국영화 및 해외영화 등 증명 발급(의무)

 검열위원회(여성2인이상포함) 심사 후 

재검열위원회 재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상기 

두단계의 위원회 결과에 불복시 

영화증명항소원에 항소 가능함

<표15> 인도의 영화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위반시 자체 처벌권한은 없으며 사법기관에 

위임함

  - 위반사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로 작용

 검열결과에 따라 제작측, 관객측 등 논쟁이

   다수 발생함

  - 폭력,범죄,약물,성애묘사 뿐 아니라 키스,흡연

    등이 논쟁의 중심이 된 바 있음 

 등급(4 등급) 선정 및 발급

  - U 등급 : 전체관람가

  - A 등급 : 성인관람가

  - UA등급 : 12세 이상 어린이 및 부모 동반

  - S 등급 : 박사학위 및 고학력자

 뉴델리,뭄바이,첸나이,콜카타,하이데라바드,방

갈로르 등 각 지사에서 발급 가능 

주요 관련법 내용

영화법

(Cinematograph Act)

 1952년 제정

 영화검열(증명) 허용

 CBFC의 증명 후 개봉 및 상영 가능

영화인 복지 과세법

(The Cine Worker’s Welfare Rules)

 1981년 제정

 장편영화 제작자는 CBFC 증명 후 복지기금 

(2만루피) 납부의무를 가짐

 영화인과 영화산업에 한 복지 정책 지원금 

저작권법

 1957년 제정

 원작,시나리오,영화음악,미술효과,레코딩 관

련 저작권자의 권한

영화 소비세 등 세금정책 및 혜택

(Entertainment Tax)

 영화관 입장료 당 일정 금액 세금부과 

  - 지역별로 25%~130% 

 멀티플렉스의 경우 3년간 영화 소비세 면세

  - 이후 2년간 영화 소비세의 75% 환급 

 

 세계에서 몇 안되는 정부 지원의 영화교육기관을 가진 인도는 이처럼 관련법 검토 및 

자문기관을 포함하여 인력양성학교, 제작지원, 아카이브, 홍보 및 교류, 검열에 이르는 

분야 관련 전문 기관을 갖추고 인도영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러한 

지원 기관 이외에도 정책적으로 해외에서 수입되는 영화촬영장비 등의 기본관세를 적게는 

5~10% 많게는 25~40% 인하해주고, 상계관세를 면제하였다. 인도의 관세법은 기본관세, 

상계관세, 교육세등이 복잡하게 계산되는 발전된 형태인데 이를 적용할 경우, 일반 공산품 

수입의 경우 개 1.5~2배까지 가격이 상승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CBFC 검열의 경우는 검열(檢閱) 신 증명(證明)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사용되지만 아직 논쟁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종교가 중심이 되는 국가적 

특성상 종교, 계급적 차별 등 민감한 내용에 한 검열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보복성의 폭력, 아동범죄, 여성범죄 등이 영화에 묘사될 경우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보다 엄격한 잣 를 통해 검열할 수 밖에 없는데 그와 동시에 

세계화되는 추세에서 실제 제재의 범위와 형편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영화 

검열은 1952년 제정된 영화법(Cinematograph Act)에 의해 허용되었는데 인도에서 영화는 

법으로 보호받고, 지원 및 장려되는 동시에 제재를 받고 있다. 아래는 주요 관련법의 

내용이다.  

<표16> 인도영화산업 관련 주요 관련법 및 정책



주요영화제작단지 위치 주요현황 및 특이사항

DadaSaheb Film City
마하라쉬트라주

뭄바이

 마하라쉬트라 주정부 조성
 부분의 영화제작자 활용
 영화촬영을 위한 주변 자연 경관 및 8개층

에 걸친 촬영 스튜디오 보유
 편집, 더빙 등 후반작업 시설 보유

Yash Raj Studios
마하라쉬트라주

뭄바이

 Yash Raj Film의 영화 제작 시설
 8만평방미터 규모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사 임

Ramoji Film City
안드라프라데쉬주
하이데라바드

 8백만평방미터 규모
 인도 미디어계의 거물 Ramoji Rao 건립
 인도에서 가장 현 적인 제작시설
 힌디어,타 어,텔루구어,말라야람어 등
   다양한 언어의 영화 및 TV프로그램 제작
 실내외 각종 촬영 세트
 촬영 준비 시설 및 숙박시설 보유
 촬영 장비 및 후반작업 시설 보유  

Annapurna Studios
안드라프라데쉬주
하이데라바드

 영화 및 TV 제작시설
 실내외 각종 촬영 세트
 후반작업 시설 보유 

Chitranjali Studio
깨랄라주

티루바난타푸람

 깨랄라 주정부
 KSFDC(Kerala State Film Development 

Corporation) 지원
 마라티어 영화제작 지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저작권법이다. 기본적으로 인도정부는 저작물의 도용과 복제물 

등의 유통 근절을 목표로 저작권법을 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인도인의 소비력을 기준으로 비디오 여, DVD 구매 등 

2차적 소비보다는 주로 영화관에서의 관람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저작권 문제는 

수면 아래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국내 저작물 뿐만아니라 해외 저작물의 보호에 한 

인식도 앞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법적 정비를 통해 인도영화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지원정책과 인도영화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마하라쉬트라 주정부의 역할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마하라쉬트라의 주도가 바로 인도 영화의 중심지인 뭄바이로 이곳에 

규모 영화제작단지(Dada Saheb Film City)를 개설한 한편, 힌디어 영화에 한 지원뿐만 

아니라 마하라쉬트라의 지역어인 마라티어 영화의 제작일 경우 제작 보조금(제작단계별로  

편당 총 3백만 루피)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4월 마라티어 영화제를 열고 단편,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지역어 영화와 비주류 영화에 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깨랄라주는 지원금을 통해 시설을 확충하고 저렴한 사용료를 통해 마라티어 영화 

등 제작을 지원하는 한편 깨랄라 국제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웨스트 벵갈주 역시 

매년 콜카타 국제 영화제를 열고 있다.   

<표17> 주요 영화제작단지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영화산업에 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인도영화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되어왔음은 분명하나 중앙정부, 주정부, 각종 기관 단체별로 분산된 지원은 전체 

인도영화산업의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방향성을 그려 나가는데 있어서 다소 체계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인도영화산업에 한 전체적인 통계와 분석을 통해 나무 위의 

숲을 보기가 어려운 것은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에서 각 주정부의 개별 정책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결집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인도영화산업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과 사람을 찾아야하는지 혼돈스러워질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인도영화계와의 교류를 위한 표적인 창구라고 볼 수 있는 영화제 또한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지원이 혼재된 가운데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많은 수의 영화제를 개최하고 



영화제 개요 및 특징

IFF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f India)

 인도 최 의 국제 영화제
 1952년 설립
  - 초  수상 네루 및 중앙정부관계부처(Film Division) 
    후원으로 설립
 영화제 본부는 인도 서부 휴양지 고아에 위치
 매년 11월 개최
  - 초창기 수도 델리에서 부분 개최되었으나 이후 
    영화제의 평판이 높아지면서 깨랄라주 트리반드롬에서
    개최되었음
  - 70년  주요 영화 관련 도시에서 격년 개최되던
    Filmotsav가 IFFI에 흡수되며, 고아로 본부를 옮김
  - 1975년부터 매년 개최 
  - 2004년 이후 고아에서 개최되고 있음
 Entertainment Society of GOA 주최, 정보방송부 및 고

아 주정부 후원
 Vasudhaiva Kutumbakam (Earth Family) 정신이 슬로건
   으로 다양한 영화에 한 열린 시각과 포용적인 태도를
   기조로 함
  - 2013년 영화제 최초로 아프간과 인도 동북부에서 
    제작된 영화가 소개됨
 최우수 작품은 황금 공작상 수상    

MFF
(Mumbai Film Festival)

 1997년 MAMI의해 설립
  - MAMI : Mumbai Academy of Moving Image
  - 비영리 민간기관으로 제작사,감독,배우로 위원 구성 
 매년 10월 뭄바이에서 개최
 경쟁작 및 쇼케이스 카테고리로 구분
 전세계의 다양한 장르에 걸친 신작 소개 
 신인감독의 데뷔작, 단편영화, 해외영화, 고전영화 
   부문 등 다양한 수상 부문으로 구성 
 뭄바이 최초로 신인감독들의 독립영화제 개최 예정

KFF
(Kolkata Film Festival)

 1995년 설립
 인도에서 두번째로 오래된 국제 영화제
 매년 11월 콜카타에서 개최 
 웨스트벵갈 주정부 산하 웨스트벵갈 영화센터 주관
 전세계 다양한 장르의 영화 쇼케이스 

BIFF
(Bangalore Internaional Film Festival)

 1996년 설립
 카르나타카 주정부 및 아카데미(Chalanachitra) 주관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영화 초청
 비정기적으로 12월 혹은 1월에 방갈로르에서 개최

CIFF
(Chenn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02년 설립
 ICAF(Indo Cine Appreciation Foundation)가 조직
 매년 첸나이에서 개최
 타 나두 주정부, 남인도영화위원회 등 후원
 타 어 영화가 중심이 되는 영화제 

IFFK
(Internaional Film Festival of 

Kerala)

 1996년 설립
 깨랄라 주정부 및 아카데미(Chalanachitra) 주관
 트리반드롬에서 매년 11월 또는 12월 개최 
 국내외 영화를 비롯한 광범위한 소개
  - 말라야람어 지역영화 및 다큐멘터리 영화 섹션 진행
  - 2005년 오스카 노미네이트작 디파 메타 감독의 <워터>
    상영 
 최우수 작품은 황금 뇌조(Crow Pheasant)상 수상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적합한 수준의 규모를 가진 국제 영화제를 

선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다.인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영화제 및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18> 인도 주요 영화제

 이밖에도 뉴델리의 국제학생단편영화제(Internaional Students Short Film Festival), 

방갈로르의 퀴어영화제(Bangalore Queer Film Festival), 단편영화제(Suchitra Short Film 



Festival), 첸나이의 여성국제영화제(CWIFF, Chennai Women’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아흐메다바드의 남아시아 단편영화제(Alpavirama South Asian Short Film 

Festival), 코치의 코친 국제영화제(Coch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빈곤층에 한 

사회적 관심을 주제로 한 발전영화제(Development Film Festival), 하이데라바드 

국제영화제(Hyderabad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뭄바이 퀴어영화제(Mumbai Queer 

Film Festival), 뭄바이 여성국제영화제(Mumbai Women’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등 

인도에서는 국제 혹은 지역영화제를 막론하고 정부 또는 민간 단체에 후원으로 다양한 

영화제가 열리고 있다. 

 다음으로 인도 영화의 주요 제작사 및 배급사를 살펴보면 인도 전체에 약 400여개의 제작

사 중 뭄바이, 하이데라바드, 첸나이 등 지역 영화권에 따라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업체들

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ZEEL(Zee Entertainment Enterprise), PNC(Pritish Nandy 

Communication), Balaji Motion Pictures, Dharma Productions, EROS International, 

YRF(Yash Raj Films), Reliance Entertainment 등 뭄바이에 위치한 굵직한 업체들이 1925년

부터 위상이 확립된 인도 영화산업의 중심지 발리우드에 걸맞게 제작 뿐만이 아니라 투자, 

배급에 이르기까지 인도 영화 산업의 전반을 아우르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영화 이

외에 광고, TV, 음반, 애니메이션 등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써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

고 있는 미디어 그룹으로써 ZEE, PNC, YRF는 그 면모를 갖추고 있고, 이들 업체와 더불어 

Reliance는 인도 영화의 제작과 투자 뿐만이 아니라 인도 영화의 해외 배급 및 해외 영화의 

국내 수입 및 배급, 공동제작, 인도 국내 상영관 체인점(BIG Cinemas) 보유 등의 형태로 제

작, 배급, 상영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사업영역을 갖추고 있다. 상장업체인 EROS社의 조직 

구성을 예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19> EROS International 조직도(2013년)

      *EROS India는 Big Screen Entertainment를 제외한 인도내 자회사의 99% 이상의 지분 보유

      *미국, 영국, 두바이, 싱가폴 등 거점 구성 



주요 제작사 및 배급사 업체 개요

ZEEL 

(Zee Entertaionment Enterprise)

 미디어그룹 Essel Group의 자회사

 1991년 설립 매스미디어업체

 뭄바이 소재 국내 2위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업체

 169개국 7억명의 시청자 보유

   -미국,영국,아시아,아프리카 포함

 스포츠, 영화, 엔터테인먼트 관련 38개 채널 보유

 Zee Motion Pictures

   -영화 제작, 배급, 마케팅

   -힌디어,타 어,텔루구어,칸나다어,벵갈어,마라티어,오리아어

    영화 제작

PNC

(Pritish Nandy Communications)

 1993년 방송인 Pritish Nandy 설립

 뭄바이 소재 뉴스 & 미디어, 영화제작사/배급사

 2000년 상장 업체 (BSE, NSE) 

 설립 후 9년간 26여편 영화제작

   -발리우드, 프랑스 등 해외 공동제작, 인적교류

   -도시,젊은층 등 진보적인 성향의 영화제작

   -소니 픽쳐스 등과 손잡고 공동제작 및 해외배급

   -모션 픽셀(미국)과 DQ 엔터테인먼트 등과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세계시장 배급 관련 계약  

Balaji Motion Pictures

 Balaji Telefilms (TV 프로덕션)의 자매사

 2001년 설립 영화제작사/배급사

 뭄바이 소재 국내 최 의 제작사 중의 하나

 27편 제작 (2014~2015년 개봉 예정작 4편)

   -드라마,공포,로맨스,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 제작

 영화 배급은 3편

 젊은층 상 및 저예산 영화 제작사로 자회사인 ALT

   Entertaionment가 있음

Dharma Productions Pvt. Ltd.

 1976년 설립 영화제작사/배급사

 뭄바이 소재

 29편 제작 중 약 10편이 흥행에 성공

   -발리우드 표배우 샤룩 칸 주연작 5편이 흥행함

   - 표작 : <꾸츠 꾸츠 호따 헤(1998)>, <내 이름은 칸(2010)>,

             <예 자와니 헤 디와니(2013)> 등 

EROS Internaional

 1973년 설립 영화제작사/배급사

 뭄바이 소재

 인도영화산업의 선두주자롤 글로벌 기업

 2010년 상장업체 (BSE, NSE)

 2013년 매출 : 한화 2,000억 규모 (순익 300억)

 극장, TV, 디지털 컨텐츠 배급

 세계 50개국 배급망

   -인도,영국,미국,두바이,호주 등

 이러한 발리우드 중심지 뭄바이를 배경으로 점차 기업화, 조직화 및 체계화되어가는 데에

는 마하라쉬트라 주정부 등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과 보호, 적극적인 투자를 받아온 것

이 주효하다. Film City를 비롯한 규모 제작 단지 등 인프라 구축 및 영화산업 발전에 밑

받침이 되는 환경 등 제반 여건의 조성은 뭄바이 영화산업발전의 모멘텀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이들 주요 업체들은 인도의 경제발전 및 인도인들의 영화에 

한 사랑과 열정, 엄청난 내수시장이라는 자양분을 흠뻑 섭취하는 동시에 조직화 및 체계화

라는 자구 노력과 더불어 마치 디즈니랜드에 풀어놓은 아이들처럼 맘껏 성장하고 있다. 더

욱 무서운 것은 아직 인도 전역 곳곳까지는 이러한 시스템이 차마 미치지 못했다는 점인데 

이러한 발전 추세 속에 아직도 무궁한 성장 기회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영화 인프라에 한 수요, 향후 점차 확 될 것이 분명한 다양한 장르의 영화 섭취에 한 

목마름은 이미 현재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시장임에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뜻한

다. 실로 행복한 비명이 아닐 수 없다. 인도 영화 산업은 이제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걸어나

오고 있다.  

<표20> 발리우드(뭄바이) 주요 로컬 제작사 및 배급사 현황



   -약 2,600여편에 한 판권 소유

 66여편 제작 및 배급

   -<옴 샨띠 옴(2007)>, <세 얼간이(2009)>, <라 원(2011)>,

    <고 고아 곤(2013)>  

YRF

(Yashraj Films)

 1970년 설립 영화제작사/국내외배급사

 뭄바이 본사 및 전국 주요도시 지사

 감독겸 제작자로 인도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의 거물 야쉬 초프

라가 세운 엔터테인먼트 기업

 영화를 비롯한 홈비디오, 음반, TV 등 사업범위를 가지고 있음

 자회사 

   -YRF Entertainment, Yash Raj Music, Yash Raj Home Video,

    YRF Television, Yash Raj Films Internaional, Y-Films,

    Yash Raj Films USA, Inc 등

 표작 <둠3(2013)>, <엑 타 타이거(2012년)>, <잡 따끄 헤 잔

(2012)> 등 

Reliance Entertainment

 2005년 설립 영화제작사

 Reliance 그룹 자회사

 RMW(Reliance Media Works) Studio 보유

 인도영화(공동)제작

   -힌디어 영화 18편, 텔루구어 영화 7편, 타 어 영화 6편,

    칸나다어 영화 1편,말라야람어 영화 1편, 벵갈어 영화 11편

 할리우드 영화 공동제작(투자)

   -드림웍스, 20새기 폭스사,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총 15편 공동제작

 BIG Cinemas 영화관 전국체인망 소유

Mukta Arts

 1978년 설립 영화제작사/배급사

 뭄바이 소재 영화 및 TV 쇼 제작 및 배급

 34여편의 영화 제작 관여

Cinevistas

 1993년 설립

 뭄바이 소재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업체

 각종 TV 쇼 및 영화제작사

Shree Ashtavinayak Cine Vision Ltd

 2001년 설립 영화제작사/배급사, 상장업체

 주로 힌디어 영화 제작

   -20여편 제작

   -역  최고 흥행작 중의 하나인 영화 <다방(2010)> 제작사

    (배급 : Big Picture사)

 LFS Global과 합작으로 인도 최 규모의 Film City 건설 예정 

Vishesh Films

 1986년 설립 영화제작사

 가장 성공적인 인도 영화제작사 중의 하나

 50여편의 영화 제작

 표작 <아쉬쿠이2(2013)>, <지즘2(2012)> 등

Tips Industries Limited

 1975년 설립 음반회사, 영화제작사/배급사

 뭄바이 소재

 26편 제작, 9편 배급

AKFPL

(Anurag Kashyap Films)

 2009년 설립 영화제작사

 뭄바이 소재

 20여편 제작

 설립자가 배급사 Phantom Films 운영 

AKP

(Aamir Khan Productions) 

 2001년 설립 뭄바이 소재 영화제작사

 배우 아미르칸 설립 및 영화<라간(2001)> 제작

   -영화<라간>의 시나리오가 타제작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제작을 위해 설립

   -영화<라간>은 제74회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에 노미네이트됨

 현재까지 총 9편의 영화제작

   -Film Fare Best Movie Award 3편 수상 (다른 3편 노미네이트)

 화제가 되고 있는 TV 쇼 <사뜨야메브 자야테> 시리즈 제작 

Red Chillies Entertainment

 2002년 설립 영화제작사/배급사

 뭄바이 소재

 배우 샤룩 칸 설립 

 15편 제작

   -<옴 샨띠 옴(2007)>,<내 이름은 칸(2010)>,<라 원(2011)>,

    <첸나이 익스프레스(2013)>



ADF

(Ajay Devgn Films)

 2000년 설립 영화제작사

 뭄바이 소재

 발리우드 배우 2인이 설립 

 5편 제작하였으나 흥행 성적은 미미함

 2014년 영화<싱감2> 제작 예정 

ASA Productions and Enterprises

 2006년 설립 영화제작사/배급사

 웨스턴 뭄바이 안드헤리 소재

 힌디어 영화 제작

 10편 제작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배급 (타 나두주, 꺠랄라주 판권)

DAR Motion Pictures

 2009년 설립 영화제작사/배급사

 뭄바이 소재

 11편 제작, 4편 제작 진행 중, 4편 배급 

ABCL

(Amitabh Bachchan Corporation)

 1995년 설립 영화제작사

 뭄바이 소재

 경영난을 겪은 후 2001 인도 국민배우 아미타브 바찬이 인수함

 텔루구어, 말라야람어, 타 어, 마라티어, 구자라트어 영화 등 

총 15편 제작  

 이처럼 로컬 업체들이 글로벌 매스미디어업체를 모델로 조직화 및 체계화된 시스템 갖추고 

인도 전역 및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다른 한편으로 글로벌 업계도 인도 시장을 주목하고 

보다 구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내수시장을 품은 인도 영

화사업은 다른 사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원석에 가까웠던 모습에도 불구하고 차세  해외시장

으로써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중앙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 추진으로 핵심 산업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중국과는 다르게 최  민주주의 국가로써 인도는 정치, 경제와 사회의 

여러 가지 단점 및 위협 요소를 품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법률과 정책상의 제한, 정세 

변화에 따른 정책 이행의 연기 등 변수가 있음은 물론 물, 전기, 시설을 포함한 기본적인 

인프라 및 여러 제반 여건도 아직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인도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진출

한 여러 해외업체들은 예상하거나 혹은 예상치도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기 마련이

다. 흔히 외부의 시각으로는 중국과 비교하여 곧은 길을 갈 수 있는데 굳이 멀리 돌아가느

냐고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인도는 돌아갈 지언정 일방적이지 않으며 사회적 동의와 의

를 품고 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소 느리고 점진적인 발전이지만 인도가 발전한다면 

그것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 아닌 탄탄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를 포함한 문화컨텐

츠 산업의 발전 또한 그러하다. 인도는 폐쇄적인 나라는 아니다. 힌두이즘에 입각한 그들의 

문화는 다른 것을 함께 품어간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사회 곳곳이 스

며들었다고 해서 빠른 속도로 변화될 것을 기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번 중

국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 사회주의의인 중국이 등소평의 주도로 부분적으로 자본주

의를 받아들이고,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급속도로 유입된 서구 중문화로 인해 

사회주의적 기강은 심각한 도전을 맞이했다. 한류와 2002년을 기점으로 한 반한 감정의 발

화도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는데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미디어의 통제를 통해 그 상황에 처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 이에 중국 지도층은 신유교주의와 역사관의 정립

을 통한 근본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인도는 무척 다르다. 일찍이 역사적으로 

알렉산더를 통한 아리안의 유입, 이슬람의 침투를 통한 무슬림왕조의 통치 그리고 영국의 

식민시 가 있었는데 비록 수많은 힌두사원들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

서는 등 정치적인 점령과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을지라도 인도의 종교, 사회 그리고 특히 문

화는 마치 모든 다양함을 인도 안에 녹여내듯이 힌두이즘 속에 흡수해왔다. 외부 문화가 유

입되면 그것을 본연의 문화에 더하고 합할 지언정 사라지고 퇴색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인

도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도 사회가 개방되면 인도인들도 결국 변화할 것이라는 시각은 

반드시 옳다고는 볼 수 없다. 우리의 생각보다는 그들의 사상과 정신에서 발현된 문화는 보

다 깊고 쉽게 부러지지 않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인도인들이 받아들일 것은 기꺼이 

받아들이겠지만 그것은 본인의 문화에 적합하게 흡수될 것이다. 인도영화 또한 마찬가지다. 

앞서 인도 영화의 특징 형성에 기여한 주요 영향들에 해 기술하였듯이 해외에서 소개된 

영화라는 형식을 자신들의 사상, 전통 문화를 입하고 그 안에 MTV와 뮤지컬 등 기법과 형



주요 제작사 업체 개요

Fox Star Studios

 2008년 설립 영화제작사/배급사

 뭄바이 소재

 20세기 폭스사와 Star사 간의 합작회사

   -양사 모두 루퍼드 머독 소유임

 폭스 인터내셔날 스튜디오와 협력 힌디어 영화 및 지역 영화를 

(공동)제작, 세계 배급

 힌디어 영화 25편, 타 어 영화 5편 제작 및 배급

 할리우드 영화 42편 배급

   -<아바타>, <슬럼독 리언에어>,<엑스맨>,<아이스에이지>,

    <나니아연 기>,<블랙스완>,<타이타닉>,<아바타>,

    <테이큰2>,<라이프 오브 파이>,<울버린> 등 다수

UTV Motion Pictures

 월트 디즈니의 자회사

 디즈니-UTV의 영화제작사/배급사 유닛

 2004년 설립 

 2005년 상장 업체 (BSE, NSE)

 뭄바이 소재

 70여개 작품 판권 소유

 2010-2011 회계연도 매출 95억 루피 (순익 13억 루피)

 91여편의 인도영화 공동제작(투자) 또는 배급

   <첸나이 익스프레스>, <조다 아크바르> 등

 <어벤져스> 수입 배급

Sony Pictures India

 뭄바이 소재

 2007년 <사와리야> 공동제작 

 인도 수입 및 배급되어 흥행한 할리우드 영화 Top10 중 4편

   보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등 수입 배급

식을 도입하여 지금의 인도 영화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끌어들인다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인도인들의 코드를 이해하고 그 접점을 활용해야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그렇지 않다

면 도시에서 지방까지 인도인의 문화 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없다. 우리는 거  자본을 

통해 세계문화시장을 호령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진출사례를 통해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영화의 진출 더 나아가 우리 문화 컨텐츠의 인도 진출에 있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된다. 자본을 통해 시장의 활로를 여는 글로벌 업체의 경우

도 인도 시장에 있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며 자리잡아가고 있다. 사실 인도만큼 최신 할

리우드 영화를 보기 어려운 나라도 없지 않을까 싶다. 자국 영화에도 가뜩이나 스크린수가 

모자란 것이 숙제라며 볼맨 목소리가 나오는데 제아무리 할리우드 영화라고 할지라도 상당

히 고전해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흥행을 거둔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상영되

었지만 흥행 성적이 기 치에 미치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지나지 않는다. 2013년 표적인 

발리우드의 액션 히어로물인 <크리쉬3>와 맞붙어 개봉한 경쟁작은 <토르>였다. 더 많은 제

작비, 더 완성도 높은 스토리와 특수효과를 자랑하는 <토르>를 놔두고 <크리쉬3>가 인도 역

 영화 흥행기록을 갈아치운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아바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자 인도인들에게 화끈한 액션과 SF영화는 통한다는 것을 의미했지

만 단지 인도인들이 사랑하는 춤과 노래 뿐 아니라 인도인들이 매력을 느끼는 캐릭터와 티

켓파워를 가진 배우, 게다가 개봉관수 및 시점 등의 요소는 보다 면 히 관찰해야 할 부분

이다. 한편 인도영화시장을 바라보는 글로벌 기업들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할리우드 영화의 

인도 국내 배급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활로를 만들고 있다. 일찌감치 2000년 

중후반 여러 글로벌 업체가 합작사 및 자회사의 형태로 진출하였는데 폭스, 디즈니, 소니 

픽쳐스의 경우 할리우드 영화의 수입 및 국내 배급의 창구 역할을 하며 인도 관객들의 선택

의 폭을 넓혀주는 동시에 인도 영화 제작에 직접 혹은 공동 참여하며 인적 교류를 지속하며 

인도 영화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상호간의 시각차를 좁히고 노

하우를 쌓아가는 항편 현지에 적합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부여한다. 결국 키

워드는 자본이 아닌 ‘코드’이다.

 

<표21> 인도 진출 글로벌 제작사 및 배급사 현황



주요 제작사 업체 개요

Vyjayanthi Movies

 1974년 설립 남인도 최 의 영화제작사

 하이데라바드 소재

 텔루구어, 타 어, 칸나다어 영화 제작

 Geetha Arts등 텔루구어권 영화 제작사들과 연계

 27편 제작

Sri Lakshmi Prasanna Pictures

 1982년 설립 영화제작사

 하이데라바드 소재

 40여편 제작

Annapurna Studios

 1955년 설립 TV 드라마 및 영화제작사

 하이데라바드 소재

 텔루구어 영화 제작

 31편 제작

 Annapurna Internaional School of Film + Media 설립 및 운영

   (비영리 교육단체)

Geetha Arts

 1972년 설립 영화제작사/배급사

 하이데라바드 소재

 텔루구어, 타 어, 힌디어 영화 제작

 <가지니(2008)>로 최 수익 배급사

 <마가디라(2011)>로 최 수익을 거둔 텔루구어 영화제작사

 텔루구어 영화 24편, 힌디어 영화 7편, 타 어 영화 2편 제작 

14 Reels Entertainment

 2009년 설립 영화제작사/배급사

 하이데라바드 소재

 텔루구어 제작 5편, 칸나다어 영화 1편 제작

 국내 및 해외 (미국,영국,캐나다,호주) 17편 배급

Amigos Creations

 1999년 설립 영화제작사/배급사

 하이데라바드 소재

 6편 제작 및 3편 배급

Anjana Productions
 1988년 설립 영화제작사

 하이데라바드 소재, 8편 제작

Pondfreaks
 2007년 설립 단편영화제작사

 하이데라바드 소재, 26편 제작

AGS Entertainment

 2006년 설립 영화제작사/배급사

 칼파시 투자사의 칼파시 3형제가 설립

 타 나두주 첸나이 소재

 17편 제작 및 5편 배급

 뭄바이를 기반으로 한 로컬업체 및 글로벌 형 제작사 및 배급사에 이어 인도 영화 산업

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축으로써 하이데라바드, 첸나이, 코치 등을 중심으로 한 각 지역별 

영화제작사 및 배급사가 있다. 이들은 뭄바이의 힌디어(발리우드) 영화 제작업체에 비해서

는 전반적으로 단위 규모가 작으나 텔루구어, 타 어, 칸나다어, 말라야람어 등 각 지역언

어별 영화 제작 및 배급을 통해 해당 지역 관객들의 입맛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체계화되지 

않은 제작 환경에도 불구하고 힌디어 영화에 못지 않은 편수의 영화가 제작되고 있는데 이

와 더불어 이들 지역어권 제작사들 중 일부는 힌디어 영화 등의 배급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

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제작사의 경우 해외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지

역 영화권 역시 규모가 큰 시장을 중심으로 영화 산업의 주요 인프라 및 여건 조성과 함께 

점차 뭄바이와 마찬가지로 보다 선진적인 시스템이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뭄바이

를 근거한 형 제작사 및 배급사가 전략적으로 이들 지역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제작

사/배급사와 연계 협력과 더불어 자체 네트워크의 확 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표22> 주요 지역어 영화권 제작사 및 배급사 현황



Cloud Nine Movies

 2008년 설립 영화제작사/배급사

 첸나이 소재

 타 어 영화제작 및 배급

 5편 제작 및 9편 배급

Bharani Pictures

 1947년 설립 영화제작사

 첸나이 소재

 타 어, 텔루구어,힌디어 영화 제작

 1987년까지 19편을 제작하였으나 이후 제작 없음  

Aashircad Cinemas

 2000년 설립 영화제작사/배급사

 말라야람어 영화제작

   - 표작 <나라심함(2000)>,<라자산스람(2006)>,<디시함(2013)>

 18편 제작 및 11편 배급

Graand Production

 2003년 설립 영화제작사

 말라야람어 영화제작

 <C.I.D 무사(2003)> 등 말라야람어 영화 2위 영화제작사

Maxlab Cinemas and Entertainments
 2009년 설립 영화배급사

 깨랄라주 코치 소재, 20여편 배급

순위 영화 연도 스튜디오/제작사
1 Dhoom 3 2013 Yashraj Films 

2 Chennai Express 2013 Red Chillies Entertainment

3 Krrish 3 2013 Filmkraft Productions Pvt. Ltd

4 3 Idiots 2009 Vidhu Vinod Chopra

5 Ek Tha Tiger 2012 Yashraj Films

6 Enthiran 2010 Sun Pictures

7 Yeh Jawaani Hai Deewani 2013 Dharma Productions 

8 Dabangg 2 2012 Arbaaz Khan Productions

9 Ra.One 2011 Red Chillies Entertainment

10 Bodyguard 2011 Reliance Entertainment, Reel Likf Productions

11 Vishwaroopam 2013 Raaj Kamal Films International

12 Don 2 2011 Excel Entertainment, Red Chillies Entertainment

13 Dabangg 2010 Arbaaz Khan Productions, Shree Ashtavinayak Cine Vision

14 Jab Tak Hai Jaan 2012 Yash Raj Films

15 Rowdy Rathore 2012 Sanjay Leela Bhansali, Ronnie Screwvala

16 Thuppakki 2012 Kalaipuli S. Dhanu

17 Attarintiki Daredi 2013 Reliance Entertainment

18 Barfi 2012 Ronnie Screwvala, Siddharth Roy Kapur 

19 Talaash 2012 Excel Entertainment, Asmir Khan Productions

20 Nanban 2012 Gemini Film Circuit

 아직까지 전체 인도 영화 제작사 중 약 10% 정도만이 등록 업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지역별 군소 업체들도 각기 강력한 수요층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충분

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역  인도영화 흥행순위 및 그 제작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23> 역  인도영화 흥행순위 및 제작사

 지금까지 살펴본 인도의 제작사 및 배급사 현황을 종합하면, 제작과 배급이 명확히 

구분되기 보다는 인도의 영화 제작사는 배급업을 겸하기도 하고, 그 반 로 배급사가 투자 

등을 통해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사이자 

배급사인 EROS社의 영화 제작 Time Schedule (Film Release First Cycle Timeline) 및 

배급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배급 채널

극장 멀티플렉스, 단일 스크린 상영관

TV TV 방송사, 케이블 TV, 지역 TV

디지털 IPTV, VOD, 인터넷 채널 

배급현황 2011 2012 2013

Global (인도 및 해외)

힌디어영화 10편 11편 16편

지역어영화(타 어영화제외) 3편 2편 3편

타 어영화 1편 - 3편

해외

힌디어영화 6편 16편 14편

지역어영화(타 어영화제외) - 1편 -

타 어영화 57편 46편 38편

인도

힌디어영화 - - -

지역어영화(타 어영화제외) - - -

타 어영화 - 1편 3편

합계 77편 77편 77편

▶ 영화 개봉을 기준으로 첫 1년간의 사이클을 나타냄

▶ 영화 개봉 후 첫 12개월의 수익 사이클을 기본으로 함.

▶ 12개월 후 Library에 등재되어 다수의 컨텐츠 플랫폼으로 수익화함.

*EROS NOW : EROS International Media 소유의 글로벌 디지털 컨텐츠 사업 (EROS NOW Premium 구독서비스) 

▶ 1,900여편의 영화(Film) 판권 소유 및 700여편의 그룹 소유 디지털 판권 보유

▶ 전세계 50개국 배급 (영어권 외 독일, 폴란드, 러시아, 동남아, 중동 포함)

▶ 27개 언어 더빙 (and/or) 자막

<표24> Film Release First Cycle Timeline 

 EROS社의 경우, 국내 영화 배급은 뭄바이, 델리, 펀잡에 위치한 내부 배급 부서와 더불어 

외부의 리 배급사(Sub-Distributor)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극장수익의 부분이 

개봉 첫째주에 결정되는 시장 환경상 다수의 스크린 예약은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첫째주에 집중되어 있다. 기존에는 사전 장기 계약을 바탕으로 주요 영화관과 수익(Net Box 

Office Collection)의 50:50으로 나누어 가졌으나, 2011년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화(Film by Film) 및 극장(Exhibitor by Exhibitor) 별 계약으로 그 수익 배분이 각기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영화별 계약의 경우, 기존 수익 배분율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장기 계약만큼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는 없기에 신 

흥행이 예상되는 작품의 경우 선입금(Advanced Payment)을 받고 있다. 극장별 계약 또한 

보상이 불가능한 형태의 최소 개런티(Non-Refundable Minimum Guarantee)를 책정하고, 추가 

수익에 한 수익 분배를 계약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첫째주의 전국적인 개봉을 



극장명 권역별 주요현황 및 특이사항

단일관

PVR Cinemas 전국체인

 인도 1위 극장 체인

 402개관(2013년) 보유 및 추가 300개관 준비중 

 멀티플렉스 CineMax 보유

Cine Grand 전국체인

 인도, 유럽, 중동, 차이나에 걸친 28개관을 가진 

글로벌 극장 체인

 미국, 아프리카, 남미 등 진출 추진

MovieTime Cinemas 지역권
 35개관 보유

 인도 북부 및 서부 지역

Nest Cinemas 지역권

 뭄바이 Pan India Digital Cinema사 소유 체인

 뭄바이, 아흐메다바드, 푸네 

 멀티플렉스 Cine Grand와 같은 모회사 소유

위해서는 상당한 분량과 비용의 필름 프린팅(Physical Films)이 필요했었는데 최근 프린팅 

비용 감소를 위한 디지털화에 더욱 주력해나가고 있다. 특히 인도의 디지털 프린팅 비용은 

미국보다 더 저렴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해외 배급의 경우, 두바이, 싱가포르, 미국, 영국, 

호주, 피지 지사 및 리 배급사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규모 개봉보다는 남아시아 

등 인도영화의 특정 관객층에 초점을 맞추어 개봉하고 있다. 이들 해외 개봉 영화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 개봉 후 12~24주 후 개봉되고 있다. 이러한 배급과 더불어 개봉작의 

마케팅는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미디어 행사, 광고가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홍보는 개봉 2~3주 전부터 시작되고, 영화 음원의 사전 공개 및 판매 역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SNS(페이스북, 유투브)를 활용한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외에도 TV 프로그램, 기업 광고와의 연계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주요 극장 체인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는 전국 총 

15,000여개 관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구 비 스크린 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아직 

선진국 수준과 비교하여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30억명이라는 관객 수요와 1,200편이라는 

공급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영관 증설과 더불어 기존의 단일관을 체하여 멀티플렉스화 

하는 것은 인도영화산업의 당면 과제이다.

<표25> 10억 루피 이상 흥행 수익를 거둔 영화수

   *FICCI Report 2013

 2013년 하반기만 해도 <첸나이 익스프레스>, <크리쉬3>, <둠3>가 차례로 개봉하면서 역  

흥행수익을 지속하여 경신(20~30억루피)하였는데 인도에서 엘리트 무비로 분류되던 10억 

루피(한화 170억 수준) 이상의 흥행작 수(인도영화)도 2012년 9편에 이어 2013년에도 9편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일부 흥행작들이 사실상 인도의 

상영관을 독차지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하지만, 비단 10억 루피 수준을 넘어 50억 

루피 시 를 열어가야 할 블록버스터 흥행작 뿐만 아니라 이제는 비주류를 포함한 다양한 

장르와 국적의 영화를 인도 관객들이 접하고 영화산업의 전반적인 발전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멀티플렉스 확충으로 변되는 상영관 확보는 인도영화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인도의 주요 영화관은 다음과 같다. 

<표26> 인도의 주요 상영관



Pyramid Saimira 지역권  타 나두 첸나이 극장 체인

Ramba & Kalaiarangam 지역권  타 나두 트리치 지역

Sri Devi Theatre 지역권  타 나두 T.N. 나가르, 아라크코남

Rajhans Theatres 지역권  구자라트, 나디아드, 베라발 지역 위치

Devi Cineplex 도시  첸나이 위치

Escape Cinemas 도시  첸나이 위치

Eega 도시  첸나이 위치

Abhirami 도시  첸나이 위치

Entertainemnt Paradise 도시  자이푸르 위치

Urvashi cinemas 도시  방갈로르 위치

Tirumala theatre 도시  방갈로르 위치

Sri vinayaka theatre 도시  방갈로르 위치

Rex Theatre 도시  방갈로르 위치

Rave cinemas 중소도시  칸푸르 위치

Vijaya Lakshmi Cine Complex 중소도시  비마바람 위치

Natraj theater 중소도시  비마바람 위치

padmalaya theaters 중소도시  비마바람 위치

Kairali Complex 중소도시  깨랄라 트리반드롬 위치

Carnival Cinemas 중소도시  깨랄라 코치 위치

PVS Film City 중소도시  깨랄라 코지코드 위치

ThangaRegal theatre 중소도시  마두라이 위치

Shanthi Cinemas 소도시  깨랄라 파야누르 위치

Indian Theatre 소도시  와라자바드 위치

멀티

플렉스

CineMAX 전국체인
 PVR 소유 멀티플렉스

 뭄바이, 칸푸르, 코치 지방 다수 상영관 보유

INOX 전국체인

 288개관(2013년) 보유의 멀티플렉스 

 콜카타, 타네, 칸푸르, 뭄바이, 자이푸르, 트리수

르, 인도르, 델리

 멀티플렉스 Fame Cinemas 인수

BIG Cinemas 전국체인

 Reliance 그룹 소유

 인도, 네팔, 미국,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연간 관객수 3,500만명

 인도 입장권 수익의 10~15% 수준 점유율

 전세계 516개 스크린 보유 

 인도 253개 스크린 보유 멀티플렉스

SRS Cinemas 전국체인
 파리다바드, 구리가온, 고라크푸르, 파티아라, 루

디아나, 가지아바드, 심라, 비즈노르 지역

Cine Grand 전국체인
 뭄바이 Pan India Digital Cinema사 소유 체인

 뭄바이, 아흐메다바드, 구르가온 지역

Cinepolis 전국체인

 멕시코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

 보팔, 암리사르, 방갈로르, 타네, 아흐메다바드, 

수라트, 파트나, 푸네, 말강로르 

Mukta A2 Cinemas 전국체인
 15개관 보유

 보팔, 바도다라, 아흐메다바드, 비자그 등

City Gold Cinemas 지역권  구자라트, 아흐메다바드

Rain Movie Land 지역권  안드라프라데쉬 넬로르 지역

s2 Cinema 지역권  안드라프라데쉬 넬로르 지역

E-Orbit 3D 지역권  마하라쉬트라 암라바티 지역

Sri Ganga Cinemas 지역권  첸나이 코라수르 위치

Milano Multiplex 지역권  구자라트, 수라트 지역

M2K Cinemas 도시  뉴델리

Fame Cinemas 도시
 INX 보유 멀티플렉스

 뭄바이 

Rajmandir 도시  자이푸르 위치

Prasads IMAX 도시  하이데라바드 위치

Sathyam Cinemas 도시  타 나두 첸나이

AGS Cinemas 도시  첸나이 위치

Mayajaal Multiplex 도시  첸나이 위치

Cinemark Theatres 중소도시  바도다라 위치

Nani Movies 중소도시  비마바람 위치 (5개 스크린)



Geetha Multiplex 중소도시  비마바람 위치

Asta Lakshimi 8 screen 중소도시  비마바람 위치

Varma Cine Complex 중소도시  비마바람 위치

Fun Cinemas / Q Cinemas -  E-City Entertainments의 멀티플렉스 체인

DT Cinemas -  DLF 그룹 소유의 멀티플렉스 체인

E-Square Talkies -  E-Square Leisure사 멀티플렉스 체인

 

 요약하자면 기존의 단일 스크린 상영관으로는 도시를 거점으로 전국망을 갖춘 PVR 

Cinema, Cine Grand와 더불어 마하라쉬트라, 안드라프라데쉬, 타 나두, 깨랄라주 및 뭄바

이, 첸나이, 방갈로르 등의 지역권 또는 도시권에 다수 위치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

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한 멀티플렉스의 경우는 CineMAX, INOX, BIG Cinema 등 프랜차이즈

가 전국적인 체인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지역권, 도시, 중소도시에 넓게 확산되고 있고 

일부 기존 단일 상영관은 별도 멀티플렉스 프랜차이즈를 런칭하는 등 최근 인도영화관의 멀

티플렉스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멀티플렉스와 함께 눈여겨 보아야할 점은 상영관의 디지털화 추세이다. 불과 3년전만 해도 

필름(Physical Prints)시 로 한 작품이 1,000여개의 스크린을 확보하여 개봉할 경우 단

한 수치에 해당하였지만, 현재는 급속한 디지털화와 더불어 최  3,500여개의 스크린에 

한 동시 개봉이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표27> 상영관의 디지털화 추세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상영관의 약 77%가 이미 디지털화되었고 향후 2년 내 100% 디지털화

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 상영관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속한 디지털화는 일

부 발리우드와 할리우드 형 제작사, 배급사들의 치열한 상영관 확보 경쟁 속에 스크린 독

과점으로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다. 말 그 로 상영할 영화가 줄을 섰는데 소위 장사되는 

영화에만 치중해도 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한가지 형태의 영화’ 즉 흥행이 예상되는 오

락영화 위주로 인도 박스 오피스와 배급 시스템이 편향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스크린 

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여 비주류 영화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

들고 있다.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으로 잘 알려진 아쉬빈 쿠마르(Ashvin Kumar)의 

<The Forest>의 경우 촬영 후 개봉되는데만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PVR 

Cinemas 개봉). TV광고를 통해 적인 홍보전략을 펼치는 형 블록버스터들에 비해 <The 

Forest>의 경우 약 5천만 루피(한화 12억원)의 저예산 영화로 홍보라면 말 그 로 입소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구분 업체명 제작 배급 상영관 홈비디오 음원

제작 및 배급

국내

ZEEL  
PNC  
Balaji  
Dharma  
EROS  
YRF    

Mukta   

해외

Reliance 
FOX Star  
UTV  
Sony Pictures   

상영관
PVR  
INOX  

음원
Saregama  
Sony Music 

<표28> 전체 극장수익 중 개봉 첫째주 흥행수익

          *BoxOfficeIndia.com

 또한 이러한 환경은 상영작의 상당히 빠른 교체주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일정 기간동안의 

꾸준한 흥행보다는 사실상 첫째주 흥행수익(개봉 첫날, 첫주말, 첫째 주 수익)이 전체의 

70%에 달할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극장수익에서는 멀티플렉스화 추세에 

따라 입장료 판매외 수익도 3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마지막으로 영화 제작 및 배급, 상영관과 더불어 2차적 저작물까지 주요 업체들의 사업영

역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29> 주요 업체 사업 영역



인도 영화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살펴본 할리우드의 인도 진출 현황

 먼저 인도 영화의 특징 및 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출한 인도 영화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비빔밥과 같은 인도영화 장르 및 형식 - 맛살라 

   먼저, 인도의 사상, 종교, 문화의 총아(寵兒)인 인도영화는 액션, 코미디, 스릴러, 

멜로, 드라마가 각기 다른 장르로 존재하기보다는 여러 장르적 특징을 하나로 아우른 

특징을 가진다. 이는 곧 발리우드 특유의 맛살라 장르로 구분된다. 그 표적인 예를 들면 

사룩 칸의 최신 흥행작 <첸나이 익스프레스>의 경우 코미디와 로드 무비의 액션 그리고 

멜로를 담고 있으며, 역  인도영화 최고의 흥행작으로 기록된 <둠3>는 인도의 표적인 

버디 캅 무비 프랜차이즈로 코미디, 액션, 스릴러 장르를 아우르고 있다. 인도관객들은 

기본적으로 로맨틱 코미디나 액션물을 선호하는데 영화 <꾸츠 꾸츠 호따 헤>, <가지니> 

등이 좋은 예이다. 물론 비교적 새로운 장르라고 할 수 있는 SF 액션 히어로물인 <크리쉬> 

시리즈도 있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인도영화다운 이야기 전개 및 액션과 더불어 코미디와 

로맨스를 가미했다는 점에서 결국 크게 다를 바는 없다.      

 

인도인의 興 - 춤과 노래

   인도의 맛살라 영화와 더불어 가장 선명한 인도 영화만의 특성으로 자리잡은 춤과 

노래는 원래 인도인들의 피 속에 흐르던 본능적 흥(興)의 표현방식이 서양의 뮤지컬과 

MTV의 영향을 받아 영화 속에 자리잡은 것이다. 인도인들은 춤과 노래가 없다고 해서 

영화를 못볼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 흥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장면은 이 춤과 노래가 아니라면 인도가 아닌 다른 영화에서도 흔히 쓰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만큼 춤과 노래는 인도영화라는 이미지에 선명하게 각인된 요소이다. 

사실 이부분은 인도시장진출을 타진하는 외국영화들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을 꿈꾸는 

인도영화계로써도 상 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춤과 노래를 삽입하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 타협점으로 해외판에는 그 부분을 편집하거나 그 횟수를 최 한 

줄이는 등의 시도가 있다. 한국에도 친숙한 <세 얼간이>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인도영화만의 개성은 유지하되 보편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하겠다.

  

영화산업적 특징 - 다양한 언어 지원 및 상영관 확보       

   영화의 형식적인 특징과 함께 주목하여야 할 점은 바로 각기 다른 언어로 제작되는 각기 

다른 지역의 인도영화산업이다. 힌디어 영화인 발리우드가 더욱 체계화된 모습으로 

인도영화산업을 표하고 있지만, 인도의 영화관객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힌디어 

영화 또한 전체가 아닌 부분을 만족시킬 뿐이다. 바로 이점이 인도영화시장에 진출할 경우 

최소 영어, 힌디어, 텔루구어, 타 어 더빙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이 부분은 현재 발리우드 

영화가 인도내 지역어 영화권으로 배급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자막의 경우는 

액션이 주를 이룬 영화가 아니라면 인도인들에게 익숙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림으로 정당과 

후보를 구별할 정도로 문맹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그다지 효과를 볼 수 없는 방법이다. 

컨텐츠의 완벽한 현지 언어화는 영화의 성패를 논하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다. 물론 영화입장료가 저렴한 인도에서 다지역어 지원까지 해야하는 점은 분명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어차피 적당히 두드려봐야 문이 열릴 일은 

만무하다. 비용은 들고 입장료는 싸고 성공은 장담할 수 없다. 냉정하게는 일종의 

박리다매로 여겨야 한다. 또한 제작되는 영화 편수에 비해 상영관이 부족한 시장 환경의 

특성상 이러한 현지 언어화와 함께 흥행이 예상되는 작품에 배급망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영화 자체가 수준이 높고 어느 정도 흥행이 기 되는 작품일지라도 완성도 



순위 제목 흥행수익
1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5.3억 루피(E)

2 아바타 9.0~10.0억 루피(E)

3 어벤져스 4.6억 루피(E)

4 미션 임파서블 4 : 고스트 프로토콜 3.7억 루피

5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파트 2 3.2억 루피

6 캐리비안의 해적 - 낯선 조류 2.4억 루피

7 패스트 앤 퓨리어스 5 2.1억 루피

8 트랜스포머 3 : 다크 오브 더 문 2.0억 루피

9 쿵푸 팬더 2 1.5억 루피

10 엑스멘 1.4억 루피

높은 더빙과 더불어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상영관 확보 자체가 가능하다.       

인도 문화의 이해를 통한 접근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한가지 있다. 잘 만들어진 것이라면 세계 

어디서든지 인정 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그러하다. 우리와 유사한 인종, 문화권 혹은  

모든 창작물이 균등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이라면 그러한 말이 맞을지 모른다. 그러나 

인도와 같이 그 개성이 강한 곳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만을 쫓을 것이 아니라 좀 더 

다가가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들의 전통적 계급사회에서 외국인 특히 한국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남성과 여성에 가치관은 어떠한지, 종교와 사회 풍습 상 금기시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영화라서 괜찮을 내용도 있지만 영화라도 그래서는 

안되다고 받아들이는 것들도 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한다면 가능성을 발견하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 

 한편 개성은 강하지만 일단 다양한 말을 들을 줄 아는 곳이 인도이다. 말이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흡수한다. 불교가 힌두교에 더하여 만민평등사상을 들고 나오자 위기감을 느낀 

힌두교는 불교를 힌두교의 한 종파처럼 끌어안았다. 또한 인도의 젊은층은 비교적 개방적인 

마인드와 다양한 문화에 한 관심과 욕구로 새로운 것에 눈을 돌리고 있다. 아직도 부분 

부모가 정해준 집안과 정혼(定婚)하게 마련이지만 몰래 연애하는 것이 젊은 세 의 

인도인들이다.                

  한국영화의 인도영화시장 진출 전략을 제언하기에 앞서 상술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할리우드영화의 인도 진출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영화 더 나아가 한국문화컨텐츠가 

진출하기 위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먼저 인도에서 개봉한 주요 할리우드 영화의 인도 

박스오피스 흥행성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30> 할리우드 영화 인도 박스오피스 흥행성적 Top 10

 

  거의 부분 미국 또는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흥행을 기록한 작품들로 주요한 장르를 

살펴보면, 액션, 판타지, SF, 코미디, 애니매이션 영화로 다양하지만 주로 인도 관객들이 

선호하는 액션을 기본으로 SF, 판타지 등 인도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장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다시 말해 액션영화는 사회, 종교적인 내용 등 민감한 내용으로 반감을 사지 

않는 무난함과 동시에 인도인들이 선호하는 장르로써 자국 영화보다 완성도 높은 화끈한 

액션 및 특수효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단 무난한 요건을 갖췄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인도에서도 중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SF와 더불어 판타지는 아직 인도 

자국에서는 제작해내기 힘들고, 맛살라 영화에서 벗어나 좀 더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젊은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할리우드가 비교적 

정확히 인도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가장 단순한고 명확한 컨텐츠로 방향을 잡고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할리우드 영화의 흥행수익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아바타>, <어벤져스>의 성공과 함께 발리우드의 그것과 그 격차가 매우 좁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인도 국내 박스오피스에서 10억 루피  진입은 엘리트 무비의 범주로 

분류하는데 이러한 반열에 오른 것은 인도 역  흥행작들에서 도합 아홉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어메이징 스파이던맨>이 발리우드 역  순위에서도 5위권에 들어가는 흥행 

수익을 거두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과거 발리우드 진출작은 그 편당 수익이 

략 1/10 수준 밖에 되지 않았으나 최근 할리우드 영화는 확연히 인도시장에 자리잡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한두편의 흥행성적만을 놓고 인도영화산업에 진출의 의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도 많은 제작비를 들이고 더 높은 완성도로 지녔으며 흥행이 

검증된 영화들로도 통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표31> 스파이더맨 시리즈 흥행성적 (인도)

                                     

                                  

           *Gomolo Forecast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할리우드 영화의 인도 진출에 있어 하나의 분기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지 언어화 및 배급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영어는 물론 지역어 자막의 경우도 묘수(妙手)가 될 수 없다. 심지어 더빙의 경우도 그 

완성도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까다로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만약 발리우드 

블록버스터와 맞붙는 시즌에는 스크린 확보도 녹록치 않다. 게다가 매달 쏟아져 나와 

줄줄이 개봉을 기하고있는 영화들은 자칫 조금의 부진에도 인내심 없이 막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일부 할리우드 영화의 경우 학생을 비롯해 용돈이 궁한 

젊은층이 유독 몰리는 조조시간에만 상영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2D, 3D, IMAX 포맷을 모두 지원하고 영어, 

힌디어, 타 어, 텔루구어로 완벽한 현지화 작업을 거쳐 1,000여개의 관을 확보하고 

개봉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스크린수는 인도 자국 영화에서도 확보가 만만치 않은 

수치이며 같은 할리우드 영화로 <어벤져스>가 800개 스크린을 확보했던 것 보다도 많다. 

지난 10년간에 걸친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스크린 확보수와 흥행수익의 직결되었다는 점을 

보면 이해가 빠르다.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경우 2002년 1편은 234개 관, 2편은 304개 관, 

2007년 3편은 597개 관을 각각 확보했었다. 인도 박스오피스는 개봉 첫주차의 흥행이 총 

수익의 5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또한 주관적인 의견일 수 있으나 전작들에 

비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드라마적인 요소가 더 가미되었다고 보는데 이 또한 흥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한편 흥행 2위의 <아바타> 역시 매체별로 

9~10억 루피의 흥행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이 영화는 인도에 IMAX와 3D의 새 

장을 열었고, 전체 수익의 35%가 3D 극장 수익이었다. 마찬가지로 다국어를 완벽히 

지원했는데, 수익의 50% 수준의 5.5억 루피가 영어판, 2.6억 루피가 힌디어 더빙판, 나머지 

2.4억 루피가 타 어와 텔루구어 더빙판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서 영어판의 흥행이 가능했던 

것 역시 비주얼 위주의 SF액션이라는 장르가 가져다주는 이점이라고 해석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아바타>, <어벤져스>, <스파이더맨>의 인기가 향후 다양한 

할리우드 영화 장르에 한 인기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보아야 한다. 이들 흥행영화는 



하나 같이 최근 인도인들에게도 인기를 끌기 시작한 SF액션 영화이다. 인도의 액션 

히어로물 <크리쉬>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인도인들이 자랑스러워할만한 

<우뢰맨>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할리우드의 SF 액션영화가 인도인들의 눈을 정신없이 

몰아치며 즐겁게 하는 반면 <크리쉬>는 특유의 맛살라적 색채를 가지고 인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참고로 크리쉬의 국내흥행성적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보다 약 9억 루피 

이상이 많다. 이러한 측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에 한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춤과 노래로 변되는 인도영화 특유의 극 전개와 무드 그리고 흥에 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인도 영화는 춤과 노래를 사이에 두고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는 

형식으로 흥취를 돋군다, 이에 비해 이들 할리우드 영화는 화려한 액션, 끝임없는 스토리 

전개로 볼거리를 제공하며 몰입도와 긴박감이 넘치지만 오히려 인도 관객들은 익숙치 않을 

수 있다. 또한 인도 배우의 탁월한 춤과 노래의 소화능력은 연기력의 상당부분으로 여겨질 

정도인데 인도인들에게는 정작 탐 크루즈보다 아미르 칸이 훨씬 매력적인 배우임에는 

분명하다. 소위말해 인도인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연기인 셈이다. 실제로 인도 배우는 

유명세를 넘어 영웅으로 치켜세워지기도 할만큼 영향력이 크다. 어떤 배우의 영화가 

개봉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세계적인 명배우도 울고갈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점은 맛살라 영화만의 맛이다. 할리우드 영화는 뚜렷한 장르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지만 인도영화는 싸우다가 사랑하고 갈등하다가 헤어지고 

뒤쫓고 싸운 뒤 잘잘못을 따지고 화해한다. 가끔 인도영화의 장르를 확인하다고 보면 이런 

장르가 있다. 로맨틱-코미디-액션-스릴러 다시말해 맛살라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할리우드가 비교적 인도인들의 틈새시장과 다양화된 수요에 

충족하는 방향을 찾고 적절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표32> 할리우드 영화 개봉 및 개봉 예정작 (2014년4월~2015년4월)

연도 제목 인도 개봉(예정)일

2014

캡틴 아메리카 - 윈터솔져 4월  4일

리오 2 4월 11일

디버젼트 4월 11일

오큘러스 4월 11일

타잔 3D 4월 18일

트렌센던스 4월 18일

브릭 맨션즈 4월 25일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5월  1일

고질라 5월 16일

엑스맨 : 데이즈 오브 퓨쳐 패스트 5월 23일

브렌디드 5월 23일

엣지 오브 투모로우 6월  6일

틴에이지 뮤턴트 닌자 터틀 6월  6일

하우 투 트레인 유어 드래곤 2 6월 20일

트랜스포머 : 사라진 시 6월 27일

혹성탈출 : 반격의 서막 7월 18일

플레인즈 : 파이어 & 레스큐 7월 18일

가디언 오브 갤럭시 8월  8일

더 익스펜더블 3 8월 15일

씬 시티 2 8월 22일

메이즈 러너 9월 19일

2015
핍티 쉐이드 오브 그레이 2월 13일

패스트 앤 퓨리어스 4월 10일



한국문화콘텐츠 현지 진출현황

 먼저 전반적인 양국 간 문화교류 현황부터 살펴보자면 2013년 수교 4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인도는 1974년 한-인 문화협정 체결을 계기를 1978년부터 2009년까지 일곱차례에 

걸쳐 한-인 문화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한 한-인 문화교류 계획서 합의 사항에 

의거하여 종교, 문화, 예술, 신문, 방송,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의 확 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 개최된 한-인 문화공동위원회에서는 ‘2009~2011 문화교류계획서(CEP)’에 

서명함으로써 문화공연 및 전시회 개최, 문화 관련 전문가 및 작가간의 교류, 불교 전문가 

교류, 청소년 및 스포츠 선수의 교환 방문 및 언론, 방송, 영화 분야의 협력 장려 등에 

걸친 광범위한 문화 교류의 장을 열었다. 2011년에는 한국에서의 ‘인도의 해’, 인도에서의 

‘한국의 해’로 지정하여 양국간에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2012년 

말에는 뉴델리에 서남아 지역으로 최초로 한국문화원(원장 김금평)을 개원했는데 이는 

1979년 정부가 동경, 뉴욕문화원을 설치한 이래 24번째로 설치된 문화이다. 델리 

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를 알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한글, 한국전통음악, 태권도 교육을 

위한 시설 및 시청각실, 전시실 및 다목적 홀을 구비하였으며 한국어, 음식, 음악, 영화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알리는 체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33> 인도내 주요 한국문화 관련 기관 및 활동

한국어교육

 네루 , 델리 , 콜카타 , 마가다 에서의 한국어 교육

 한국어 인력 양성 주력 및 문화적 교류의 기틀 마련 

 주요 도시별 학에 한국어과 개설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델리한국문화원 개설

 한국 문화 교류의 장

 한국 미술 전시관, 문화 체험 공간( 청마루, 한국식 정원), 관

 한국어 교육, 태권도 교육 시설 및 강사 보유

 100석 규모의 시청각실 보유로 영화 클럽, 세미나

 한국 카페, 도서관, 교실

 문화 동반자 사업 <나눔 프로젝트> (2013년 6월)

   -한국-인도 수교 40주년으로 양국간 예술작품을 상호 기부  

 2013 K-Pop 콘테스트 주최  

 국립국악원 주최 사물놀이 강좌 (2013년 7월)

주인도한국 사관 

문화 홍보과

 Korean Film Festival(2012년 6월) : Habitat Film Club 주최

 불교 영화제(The Inner Path Budhist Fistival/2012년 4월) : NEPAC

   / Devki Foundation 주최

 한식 소개 행사

 델리 한국문화원 개설 전 K-Pop 콘테스트 주최

 델리 한국문화원과의 공조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주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뉴델리지사

 사실 이러한 문화 교류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양국 간에는 기업 진출 등 경제 

산업분야의 교류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많은 한국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고, 현지에서는 개인사업가, 주재원, 유학생 등을 비롯한 한국 교민들의 수도 

크게 증가(약 1만명)한 상황이다. 또한 삼성, 엘지, 현 자동차의 모바일, 가전, 자동차 

제품들은 인도인들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았으며 우의 경우는 인도인들에게 상당한 

브랜드 인지도와 호감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과 더불어 동반진출한 중소기업들도 

상당수가 자리잡고 있고, 이들 한국기업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인도기업들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아직 수가 많지는 않지만 한국마트와 음식점이 있고 한국 숙박시설은 

한국기업이 진출한 인근 지역에 걸쳐 상당수에 이른다. 미국보다는 러시아와 가까웠던 나라 

인도는 불과 십년 전만 해도 한국인이라고 하면 북한이냐 남한이냐를 되물었던 나라이다. 



인도의 뜨거운 태양 아래 거뭋해진 피부로 인도인들과 섞이다 보면 마니푸르나 

나갈랜드에서 왔다고 해도 믿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인도 속에 한국과 한국인에 

한 인지도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초 박근혜 통령의 인도 

방문시 경제 관련 협력과 더불어 양국 간의 문화사업 교류를 논하였다고 한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한국 문화 산업의 진출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문화 컨텐츠의 

현지 진출 현주소는 어떠한지 그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인도 동북부의 한류

   앞서 밝힌 바 있는 마니푸르의 한류와 더불어 나갈랜드, 마조람을 포함한 인도 동북부 

지역은 한국문화컨텐츠의 인도 상륙의 교두보로써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지역이 인도문화의 메인스트림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한국문화의 인도 진출을 기 하는 냉정한 관점에서 보면 이 한류가 과연 델리, 

뭄바이 등 도시를 거점으로 한 인도의 주요시장까지 미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과 함께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 지역의 한류를 보다 면 히 살펴보면, 원래 이들 

지역은 인도 본토와의 갈등과 긴장이 반복되는 곳이다. 2000년 당시 PLA(People’s 

Liberation Army)의 분파로 분리주리 세력이자 테러단체로 여겨지는  RPF(Revolutionary 

People’s Front)의 주도로 마니푸르주에서 힌디어 영화와 위성 TV 채널의 방영이 

금지되었다. 바로 그 자리를 아리랑TV와 KBS World 등의 한국방송이 체하며 인도 

동북부의 각 가정에 전파를 탄 것이 한류의 발단이 되었다. 이후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한류권의 주변국가에 영향을 받으면서 유행의 급속한 기류를 형성했다. 그리고 2008년 

나갈랜드에서 한국-인도 뮤직 페스티벌 및 문화 이벤트가 열리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열렬한 반응을 보였고 한국인 스타를 직접 보기 위해 

그야말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특히 그 인기는 드라마 등 TV 쇼와 중가요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는데 심지어 이러한 컨텐츠들은 지역어는 커녕 영어 자막으로만 제작된 것들이다. 

다시 말해 인도 끄트머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영어 구사 능력도 충분치 않은 그들이 화면에 

펼쳐진 모습과 배우들의 손짓과 몸동작만으로 한국문화컨텐츠에 매료되었다는 의미이다. 

그에 한 이유는 ‘바디 랭귀지’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유사성에서 풀이된다. 행동, 

습관, 식생활 등과 함께 일부 단어의 경우에는 발음이 굉장히 유사한 것이 그러하다. 이는 

자연히 해당 지역의 젊은이들이 컨텐츠를 통해 한국어 쉽게 배워나가는 효과까지 

불러일으켰다. 또한 기존의 자국 컨텐츠들과는 다르고 신선한 내용이 눈길을 끌었는데 

고부간의 갈등 등 가족간의 이야기를 주로 다룬 자국 컨텐츠에 비해 한국의 젊은 

연예인들이 중심이 된 내용은 상당한 공감 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컨텐츠 자체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보여진 패션과 스타일은 데이빗 보위 룩(David Bowie 

Look)이라고도 불리며 유행으로 번졌다. 문제는 이러한 동북부 젊은이들의 열광적인 유행이 

실제 인도 본토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통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다. 긍정적인 소식은 델리, 

뭄바이 등 도시의 일부 십  청소년들도 한류에 해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X-Student로 불리우는 이들 계층은 문화적 유사성보다는 신선하고 

트렌디하며 인도 주류 중문화에는 부족한 젊은이 주도의 향유 문화에 한 갈망에 한 

안으로 한류를 주목하고 있다. 유투브 및 온라인 스트리밍, 다운로드 사이트인 Drama 

Crazy.net, My Soju 등에서 드라마, 가요 그리고 영화 등 한국 컨텐츠를 접하고 그 패션 

스타일을 따라한다. 동북부를 비롯한 DVD 판매점에는 해적판이 난무하고 있는데 한류를 

접하고 사랑하는 젊은층이 정식 채널 및 유통망을 통해 소비할 수 없다는 부분도 아쉽지만 

인도의 경제 수준상 이들의 소비력도 의문시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이 한국 문화 소비의 

주요 계층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다.  

주인도 한국 문화 관련 기관의 문화 사업

   이러한 자생적인 한국 문화의 진출과 더불어 눈여겨 봐야할 부분은 인도 진출을 위한 

정부 기관 주도의 정책적인 지원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각종 행사와 페스티벌을 통해 한국 

문화 알리기에 앞장 선 이들 기관의 활동은 발리우드 등과 같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先진출 

및 탐색 그리고 투자, 제작, 배급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사업 전개가 쉽지만은 않은 한국 



문화컨텐츠 업계에게는 민간 차원의 교류 확  및 한국영화의 인도 진출 기회 확보를 

포함한 인도 시장 개척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몇가지 최근 국내외 주요 활동을 되짚어 

보면 아래와 같다. 

<표34> 정부 차원의 주요 문화 컨텐츠 교류 행사

행사 내용

한국 페스티벌(2011)

 'Hi India! Feel Korea!'

 한국과 인도의 공연이 번갈아 펼쳐짐

 첫 날 공연에만 약 1천 2백여 명의 관람객 참가

랑데부 코리아(2011)

 콘텐츠 로드쇼 

 10개의 한국 컨텐츠 기업과 30여명의 인도 바이어 참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인도상공회의소와 콘텐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애니메이션, 게임, 드라마 등 컨텐츠 소개 및 팝핀 현준 공연

 <딸기가 좋아>, 게임 <아이스타>, 드라마 <최고의 사랑>

불교 영화제(2012)
 한국 영화 및 다큐멘터리 상영

 <할>, <아제 아제 바라제>, 다큐멘터리 <무문관> 상영

Korean Film Festival(2012)

 Habitat Film Club 주최 

 한국 영화 상영

 <마라톤>,<해운 >,<댄싱퀸>,<하하하>,<괴물>,<국가 표>

K-Pop 콘테스트(2013)  인도 젊은층을 상 로 노래와 춤 경연 회 개최

FICCI FRAMES

인도 문화 산업 컨벤션(2013)

 인도상송회의소 후원으로 주빈국으로 참여

 영화, 라디오, 시청각, 음악, 이벤트, 쇼 포함

 한국의 밤 행사 

 비보이 공연, 한식 소개 및 한국 영화 상영<뽀로로>,<피에타>

 한국컨텐츠진흥원-인도 컨텐츠 산업 진흥기관(ABAI) 간 

양해각서(MOU) 체결 :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관련

 이들 행사는 한국 문화 전반을 소재로 다소 무게감있는 한국문컨텐츠의 소개에 주력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 이러한 활동은 한국-인도간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접점 발견 및 한국 문화 수출의 기회를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2012년 델리 주재 한국문화원이 설립된 것은 큰 의미를 가지며 향후 보다 다양한 

문화교류와 함께 한국컨텐츠산업의 직접적인 사업기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한국 영화 페스티벌의 경우 스포츠 드라마, 액션, 코믹 드라마 등 나름 로 인도인의 

취향에 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영화 소개를 시도한 의도가 역력하다. 또한 

인도인들이 춤과 노래를 좋아한다는 측면에서 댄스 공연을 선보이는 것도 인도인들에게는 

흥미롭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만 <피에타>와 같은 작가주의적인 예술성을 바탕으로 한 

영화의 경우 세계적인 국제 영화제에서 인정 받은 한국 영화의 깊이와 작품성 및 다양성을 

알리는데 의의가 있지만 인도인들에게 소개할 경우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내용상에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만) 근친상간 등 다소 어두운 내용 전개가 눈에 띄는데 

영화의 예술적 의미는 높게 평가받겠지만 아직 한국 영화에 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인도인들의 경우 자못 선입견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이유는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상영된 

인도영화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0년 일본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에서 개봉한 

<춤추는 무뚜>는 사실상 일반 한국관객들에게 처음 각인된 인도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영화는 한국인들에게 진기한 볼거리는 되었으나 흥행에는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선입견을 갖게 만든 영화가 되었다. 이후 2009년 38만명의 한국이 찾은 <내 

이름은 칸>, 46만명의 관객이 든 <세 얼간이>으로 돌아오기까지 한국 관객들에게 그 

선입견이 깨지기는 쉽지 않았다. 수많은 발리우드의 명작들을 제쳐놓고 먼저 소개된 

<춤추는 무뚜>는 타 어 영화였다. 인도 내에서 김기덕, 이창동 감독 등 한국의 명감독들이 

인지도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중적인 인도인의 시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세계영화제에서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한국 감독들의 이름이 잘 알려지고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보다 일반적인 인도인들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인도에서도 엄연히 맛살라와 패러럴로 명칭된 상업영화와 예술영화의 구분은 우리 

영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실질적으로는 인도영화시장에서 설 자리를 찾고 

난 뒤에도 늦지 않다. 맛살라야말로 인도인들에게 우리의 간장, 고추장, 된장과 같은 

것이다. 인도인들이 왜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지 자문한다면 너무 의미심장한 컨텐츠로 

접근하는 것은 당장에는 인도인 마음 속에 틈입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부 기관이 주도가 되어 소개되는 한국 영화 및 컨텐츠는 아직 갈 길이 먼 초창기라는 

여유있는 생각을 가지고 중적으로 가장 접점이 넓은 곳에서부터 좁혀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한국 문화 컨텐츠의 수출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인도에 수출된 문화 컨텐츠 현황을 영화 위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35> 인도 진출 주요 한국 드라마 및 영화

종류 제목 년도 형태 비고

드라마

광개토 왕 - TV KBS World 방영

오작교 형제들 - TV KBS World 방영

해신 - TV 인도 국영 TV 방영

장금 - TV 인도 국영 TV 방영

영화

아라한 장풍 작전 2005 극장개봉

괴물 2007 극장개봉

디워 2008 극장개봉 India Overseas Films 수입

중천 2009 극장개봉 Multimedia India 수입

천년호 미확인 극장개봉 Visswas Films 수입/더빙작업

태풍 미확인 극장개봉 Visswas Films 수입/더빙작업

무사 미확인 극장개봉 Visswas Films 수입/더빙작업

화산고 미확인 극장개봉 Visswas Films 수입/더빙작업

짝패 미확인 극장개봉 Visswas Films 수입/더빙작업

무영검 미확인 극장개봉 Devi Shakti Films 수입

기타
진다 (올드보이) 2006 극장개봉 불법 리메이크/흥행실패

풍크2 (추격자) 2010 극장개봉 포스터표절/공포물/저예산비주류

바르피 (오아시스) 2012 극장개봉 내용 및 설정 유사/흥행 

 TV는 동북부의 한류 및 KBS World와 같은 채널을 보유하여 위의 드라마 이외에도 다양한 

작품과 쇼 프로그램이 방영되어왔다. 하지만 영화의 경우는 2005년 <아라한 장풍 작전> 

이후 <괴물>, <디워> 등이 흥행에는 실패를 거두었으나 하나의 계기가 되어 2008년 많은 

영화들이 개봉 예정으로 더빙 작업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사상 최다편수의 

한국영화가 인도에서 개봉될 것으로 보고 드디어 인도 영화산업의 문이 열릴 지도 모른다는 

기 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년이 흐른 지금 그 결과 및 성과에 한 이야기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인도내 개봉 정보에 한 확인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개봉이 되지 못했거나 그 성과가 극히 미미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더욱이 진출이 언급된 영화들을 살펴보면, <아라한 장풍 작전>의 

진출과 <괴물>, <디워>의 실패에 한 해답으로 무협과 액션물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인도의 영화수입사들이 한국영화에 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마치 한국 

영화의 전통적 특징이 중국과 같은 무협으로 귀결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갑작스럽게 짐을 꾸리고 여정에 나선 포르도가 결국 운명의 산에 도달할 수 없는 것과 

같았던 이 현실은 보다 구체적으로 인도 영화 시장에 접근해야하는 입장에서 보면 암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2008년도와 지금은 엄연히 다른 조건 속에 있다. 인도 

동북부에서 일어난 한류의 놀라운 발견과 인도에 한 보다 정 한 이해가 가능해진 지금은  

이러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힘차게 한발자욱씩 나아가야 할 때이다.



결론    

한국영화 인도 진출전략 제언 

 그렇다면 한국영화가 성장하는 인도영화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전략에 한 제언에 앞서 한국 영화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당면한 위협 요소를 냉정히 바라보면 아래와 같다.    

<표36> SWOT 분석

강점(S)

 문화적 동일한 코드

 발리우드 맛살라 영화와 유사한 장르적 특징

 영화속에 삽입되지는 않으나 춤과 노래의 향유-興 

 限, 諧謔의 정서 

 우수한 기술 및 인력

기회(O)

 한국과 한국인에 한 인지도 상승

 일부지역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퍼진 한류

 인도인의 문화적 호기심과 흡수력

 인도산업과의 제휴 가능성

약점(W)

 인도인에게 다가가는 배우의 매력 

 혼합된 한국식 재료에 섞여 있을 수 있는 이질감

 현지화를 위한 산업적 인프라 및 지원

 발리우드와 할리우드 사이의 애매한 위치

위협(T)

 수동적인 사업 전개시 진출 어려움

 강력해지는 기업 및 글로벌 기업의 배급 및 점

유 

 수동적인 마인드와 낮은 퍼포먼스의 인도인과의 

   사업 협력 

 현지 투자시 변수가 많은 시장 환경 

 불법 리메이크 및 복제물(동북부)

 사실 우리는 문화적으로 할리우드에 비하여 인도인들과 훨씬 가깝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

다. 그것은 동남아, 남아시아, 중동에 걸쳐 인도와 유사한 문화를 가진 국가들과는 또 다른 

접점이다. 인도인의 맛살라적 취향은 삼면이 둘러쌓인 지리적 환경 속에 과거부터 무수한 

외부의 침입과 갈등, 그리고 식민지 시 에 이르기까지 도도한 역사적 흐름 속에 지금과 같

이 더하고 깎이고 다듬어졌다. 그 속에는 한(恨)과 애환(哀歡)이 담겨 있고, 또한 해학(諧

謔)과 흥이 담겨 있다. 다소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을 가졌으나 이는 한국인의 정서와 상통하

는 부분이 있다. 우여곡절 펼쳐지는 이야기, 기승전결과 권선징악, 다음 생에 한 기원 등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적지 않다. 단지 이것이 다른 종교, 사회 속 특성 속에 뮤지

컬과 같은 다른 형식으로 표현된다. <세얼간이>가 한국에서 노래와 춤을 삭제하고 개봉하고

도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것은 형식보다 더 중요한 상호간의 문화 코드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어 한국의 문화 컨텐츠는 이미 상당한 내공을 지니고 있다. 단

지 젊고 역동적이며 트렌디한 모습만이 한류가 지닌 힘이 아니다. 그러한 컨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과 기술적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영화 등 문화 컨텐츠를 보면 아직 그

러한 부분에 있어서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우리가 만든 컨텐츠 뿐만 아니

라 우수한 기술과 인력은 또 다른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 한국의 성장한 문화 컨텐츠 개발 



및 제작 능력과 최소 500백만명으로 추산되는 인도의 저렴한 영화인력은 합작 및 파트너쉽

을 통해 인도 진출을 기획한다면 분명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동북부의 한류, 델리, 뭄바이 젊은이들의 한류에 한 관심 그리고 한국에 진

출한 인도 영화 소식 등등 인도 매체에서도 심심치 않게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조명하고 

있다. 먼저 델리 주재의 정치, 문화 관련 저널인 The Caravan紙는 <Korea Comes To 

Manipur>라는 제하의 기사를 실은 바 있고, 우리에게도 친숙한 Aljazeera 역시 올해 

<Manipur : A Part of India where Korea rules>라는 기사로 동북부에 불고 있는 한류를 심

층 취재하였다. 한편 The Diplomat紙는 <South Korea : Bollywood’s Future>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국간의 영화를 통한 교류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인도의 유력 언론인 인디아 

타임즈 역시 <South Korea loves Bollywood dramas but wants fewer songs>와 <‘Korean 

Wave’ takes Indian Kids in its way> 등의 기사를 통해 양국 간의 정서적인 소통의 가능성

과 형식적인 차이, 그리고 인도 청소년층의 한류에 한 새로운 관심을 조명하였다. 또한 

이제 인도인들의 기억에 분명히 자리잡은 우리 기업들의 인지도와 더불어 델리 주재의 한국

문화원의 개설과 통령의 방문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지는 양국간의 본격적인 문화 

교류에 한 기 감은 한국영화의 인도 진출에 있어 분명한 기회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도는 좀 더 면 히 현지에서 관찰하지 않으면 기 만큼의 결과를 

내기 어려운 곳이다. 인도인은 처음에는 무조건 ‘예스’라고 답한다. 그러나 결국 어떤 

Bottle Neck에 직면하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는 태도로 변하

는 경향이 있다. 현지 업체와의 제휴 및 현지 인력의 활용 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계산에 넣

어야 한다. 또한 인도영화시장에서 한국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지 관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선정 혹은 제작하고, 완벽한 현지 언

어 작업을 통해 최 한 많은 상영관 수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할리우드 영화도 인내

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여 결국 일정 상영관을 확보하였는데 발리우드, 인도 지역어 영

화 및 이미 할리우드까지 군웅할거(群雄割據)의 시장에서 틈과 기회를 잡는 것은 기회인 동

시에 위협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영화가 인도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접점을 이미 설명한 반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부분도 있다. 인도 중이 다양한 장르가 혼합된 맛살라 영화를 좋아하고 필시 

한국의 상업영화들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세 하게는 그 속에 인도인들이 도외시하는 

부분까지 섞여 있을 수 있다. 이는 인도인들이 맛살라라는 향신료를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

건 김치를 먹어보라고 권할 수 없듯이 경우에 따라서 뭉친 고춧가루는 물에 한번 헹구어 권

하는 성의가 필요한 것과 같다. 영화 속의 종교적인 언급, 인도 사회에서의 일반적으로 여

겨지는 남성과 여성의 위치, 문화적으로 등장하는 음식 등등 많은 부분을 세 하게 보고 지

속적으로 고민하여야 할 부분이다. 어떤 인도영화의 경우 춤과 노래를 빼고 우리에게 다가

왔듯이 필요하다면 우리도 좀 더 다른 방식의 접근법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거

꾸로 시작 전과 엔딩 크레딧에 인도인의 입맛에 맞는 요소를 보너스로 넣어주는 등 다가가

려는 노력을 보이면 어떨까. 또한 인도 영화 배우의 영향력이 지 한 만큼 외화들이 그만큼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직접적인 완성작 수출 뿐만아니라 향후 보다 거시적

인 측면에서 공동제작, 인도 배우의 캐스팅 등을 모색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Targeting

Segmentation 

시장
-힌디어(발리우드) 영화권

-지역어 영화권
힌디어 영화권 지역어 영화권

장르

액션

갱 영화

범죄 영화

모험 영화

히어로

로맨틱 코미디, 액션, 청춘영화



(일부) 스포츠 영화, 판타지영화, 

뮤지컬영화, 멜로영화, 로드무비



기타 장르 및 예술영화

* 공포영화 등 장르는 성장 가능성

  있으나 아직 전반적인 흥행은 

  미미한 편이다.

SF

디스토피아 영화

스페이스 오페라

괴수 영화

코미디
스랩스틱

로맨틱 코미디

스릴러
공포 영화

몬스터 영화

스포츠

크리켓 영화

권투,양궁 등 올림틱

축구 영화 등

전쟁영화

청춘영화

시 극

아동

미스터리

재난영화

가족영화

판타지영화

다큐멘터리영화

뮤지컬 영화

멜로 영화

로드 무비

성인 영화

종교 영화

언어

(지역)

-영어

-힌디어

-타 어

-텔루구어

-칸나다어

-벵갈어

-말라야람어

-기타언어

영어, 힌디어, 타 어, 텔루구어

종교
-힌두

-무슬림

-시크 등 기타 종교

특정 종교의 Targeting의 의미는 

없으나, 각 종교별 금기사안에 

한 컨텐츠 내용의 주의 필요

연령 -각 연령층 10~20 와 30  일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인도 영화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통해 

포지셔닝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37> 시장 세분화를 통한 시장 타겟팅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한국 영화의 포지셔닝은 우선 힌디어 영화권, 지역어 영화권 혹은 

상업영화, 예술영화에 한 산발적인 소개와 탐색보다는 뭄바이를 중심으로 

발리우드(힌디어) 영화권을 우선으로 하고 수준 높은 영어, 힌디어 더빙을 기본으로 



타 어, 텔루구어판까지 마련된다면 발리우드 영화 및 최근의 할리우드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거점 시장을 바탕으로 주요 지역별 시장 진출을 노려볼 수 있다. 

<표38> 인도영화시장 포지셔닝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본적으로 전방위적 시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발리우드, 지역별로 

구분되는 영화산업이 포진한 가운데 할리우드 영화의 성장으로 연령  이외에는 차별화된 

포시셔닝 전략을 취하기 어렵다는 부분이다. 한류를 통해 입증된 한국컨텐츠의 경쟁력과 

인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감 와 코드의 확인을 통해 심리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으나, ‘과연 인도 자국영화와 할리우드 영화 사이에서 한국영화가 통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과 함께 ROI(Return On Investment)의 측면에서 확실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냉정한 관점으로 인도의 시스템이 정립되고, 인도 신세 를 

통한 잠재력이 발산되기만을 기 하며 간헐적이고 수동적인 전략을 취한다면 그 또한 미래 

시장 개척에 있어서는 분명 오류에 가깝다. 시간이 걸려도 좋으나 점진적으로 오랜 준비와 

끊임없는 시도, 시장에 한 인사이트(Insight) 그리고 인도 내수 시장에 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기회를 잡더라도 그것을 기회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영화의 잠재력이 실질적인 결과물로 이어져 이벤트성이 아닌 안정적인 영화 수출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준비와 인내심을 가진 접근이 필요하다. 영화 

소개의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선택적 장르 구분과 함께 기존 

한국의 완성작을 선별하여 계산되고 순차적인 접근을 기획해야 한다. 또한 초기에는 보다 

광범위한 가능성과 보편적인 인도 관객의 취향을 확인하되 문화적 이질감과 배타성은 

걸러낼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필시 한국 영화의 인지도 재고와 

함께 좀 더 정확한 시장에 한 논리적 근거와 감각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영화 

자체 컨텐츠 뿐만 아니라 영화산업적 교류와 기존의 다른 한국문화컨텐츠 및 학계, 

경제산업들과 연계하는 우회적 전략을 취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인도 영화시장 진출에는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에 해서는 그 경우의 수가 많을 것이나 일반적인 관점은 아래와 



같다.

<표39> 현지 진출 방법론 

내용 장단점 및 필요 조건

개별 컨텐츠

수출

 바이어를 통한 완성작 수출

 포맷/리메이크 수출

 현지 파트너(수입사 등)을 통한 채널 

   확보

 바이어 및 파트너 발굴

 파트너의 컨트롤의 어려움

 시장 흐름 파악이 어려움

 퀄리티 확보 및 확인이 어려우며 지

속적인 수출로의 연계될지 미지수임  

 신뢰성 있는 현지 파트너 확보

현지 직접 진출
 사무소 개설 혹은 현지 업체와의 합작

 수입, 제작, 투자, 배급, 마케팅 등 

 적극적인 시장 진출

 현지화 작업 등 주도

 현지 사업시 사업 및 환경적 리스크

우회 전략

 한국 문화 컨텐츠(드라마 등)와의 연계

 기관 등 활용 

 산업 입력 교류 (배우, 기술인력 등)

 영화 수출 뿐 아니라 전방위적인 영

화산업 교류

 우회 전략이나 결국 기관 외 현지 

주체적 조직/파트너 필요 

 이러한 기본적인 방법론은 사실 여타 산업의 그것과 동일하다. 바이어를 통한 수출, 현지 

직접 진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안 등은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에 불과하다. 말하기는 

쉬우나 점진적인 형태로 현지에 직접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투자에 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망설여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바이어를 통한 영화의 

직접 수출을 하거나 우회전략으로 반드시 완성된 영화 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산업적인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검증되고 인도인이 

관심을 보이는 영화의 포맷을 수출하거나 영화 인력의 교류와 함께 물적 투자 등은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도 최근 한류의 연장성 상에 <아빠 어디가?> 

<나는 가수다>등의 포맷이 수출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 또한 인도인에게 

신선한 포맷을 인도화하여 보여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리메이크의 경우, 

인도는 아직 지적재산권에 한 존중과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미 <올드 

보이>, <오아시스> 등 해외에 선보인 걸작들은 발리우드에서 무단으로 카피되었다. 자칫 

좋은 아이디어만 빼앗기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회전략의 경우 결국 실질적인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투자가 동반될 수 밖에 없다.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업 

분야에서 겪어온 사례들을 바탕으로 현지 파트너만 확보하고 인도 업체와 원거리에서 

협력한다는 것은 사실 실효성 있는 사업의 추진과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위험하다. 그 

파트너 등 마음 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경험에서 

근거한다. 또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인도인들의 유일무이한 중 문화 

생활로써 영화 입장료는 매우 낮게 측정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정치, 경제 등의 외부 

환경에 한 변수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어떠한 방법론적인 선택을 취할지 고심해야한다.  

이처럼 효율적인 현지 진출 전략의 제언이라는 측면에서 종합하여 한국 영화의  인도 진출 

전략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Product : 어떤 영화를 보여주는가? 

   로맨틱 코미디와 액션 장르를 시도하되, 무협 등 순수 액션, 순수 코미디보다는 액션, 

코미디, 로맨스가 한데 어우러져 인도의 맛살라 영화처럼 공존하고 끝에는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을 선택하고, SF, 판타지 등을 제외하면 가급적 인도인들도 접해보지 않은 작품 내지 

예술 영화는 조금 길게 보고 점진적인 소개가 바람직하다. 만약 한국 영화를 소개하는 

기회가 있다면 되도록 다양한 장르의 한국 영화를 비율을 나뉘어 쇼케이스를 할 필요도 

있다. 특히 젊은 계층을 겨냥한 영화도 점진적인 효과를 보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예를들면 



드라마 <드림 하이>와 유사한 내용의 영화는 적극적으로 고려해볼만 하다. 스타가 되기 

위한 좌충우돌의 이야기와 그 안의 로맨스 및 춤과 노래라는 내용의 조합은 발리우드 

드림이 있는 인도인들과 통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아직 사회 종교적으로 

민감한 부분과 남존여비 같은 사회 악습이 근저에 남아 있어 흥행을 위한 광범위한 

인도인의 의식을 고려할 때 최 한 그러한 부분을 십분 고려하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개의 발리우드 액션 영화에서 여성 배우의 존재감을 벤치 마킹하여 볼 때, 

한국 영화 <쉬리>, <베를린> 등에서 보여진 수준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도 

진출을 생각한다면 인도인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영화 본편의 앞뒤에 친숙함과 흥미를 

유발하는 장면의 삽입을 기획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Place : 어떤 시장에 진출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상업영화 간의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발리우드와 할리우드가 동시에 

통하는 시장은 마찬가지로 한국 영화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1차적으로 힌디어, 

영어를 비롯해 텔루구어, 타 어까지가 핵심 시장에 해당되는 범위라고 좁혀야 한다. 

인도의 다양성에 지나치게 압도되면 초점을 잃을수도 있다. 오히려 시각과 범위를 

단순화하고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어줄 것이다. 텔루구어, 

타 어판까지 제작해야한다는 것은 그 지역 영화권에 진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발리우드와 

할리우드가 그러했듯이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별 관객 수요에 해당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 영화제에서 작품성 높은 감독의 작품을 근거로 인도 예술영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칸나다어, 벵갈어, 말라야람어 등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영화권에 진출하기는 더욱 

어렵다. 일단 가장 보편적이고 개방적이며 넓은 시장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Promotion : 어떤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하고, 어떤 수단을 활용하여 알려야 하는가?

   위와 같이 적절한 컨텐츠로 목표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경로를 

통해 개척하고 홍보해야 한다. 인도에는 백여개의 수입사와 등록되거나 미등록된 

수백여개의 제작사와 배급사가 있다고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규모에 놀라지 말자. 결국 

이 중에서 믿고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는 손에 꼽힌다. 자국내에서도 한편도 흥행하지 못한 

수입사, 제작사가 한국 영화를 어떠한 길로 이끌 것이라는 기 는 품을 수 없다. 만약 협력 

관계를 통해 진행한다면 그러한 발리우드 및 할리우드의 메이져 업체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들의 노하우를 빌려 결국 현지에 자리잡을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영화 업체 및 기관의 초점도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 인도 정부 기관을 

통해 소개되는 업체 및 바이어를 만날 뿐 아니라 그러한 업체들의 핵심 인사들을 초청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은 흥행할 만한 컨텐츠를 찾는 것은 그들의 목표이기도 하다. 

오래전에 한국의 어느 기업은 인도에서 한국 가전을 알리기 위해 트럭을 빌리고 로드쇼를 

벌였다. 이처럼 한국 영화도 지속적으로 한-인도 필름 페스티벌을 열고, 앞서 말한 

‘코드’가 맞는 영화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여야 한다. 아울러 이런 행사 시에는 한국의 전통 

문화 소개도 중요하지만, 한국 댄스가요, 아이돌의 군무가 그들에게 더 깊게 와닿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MTV의 영향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부분은 고된 역사를 거쳐 

불합리한 계급제와 삶의 고통을 풀어낸 해학. 애환, 흥 등을 표출한다. 누군가는 

극빈층임에도 현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웃는 인도인들이 아름답다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들은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영화라는 낙(樂)으로 희석하며 살아간다. 

차라리 필름 페스티벌 등 한국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면 바이어 뿐만이 아니라 젊은세 들을 

많이 초청하여 영화의 상영의 전후 혹은 행사 중간중간에 인도와 소통할 수 있는 

중문화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을 마치며

 과거 신라 시 로 이어가 해로(海路)를 통한 교류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인도인의 



기억에는 남아 있지 않다. 차라리 혜초(惠超)를 언급하는 것이 나을지언정 불교 문화라든가 

부다가야 역시 인도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이러한 역사적 관계성을 

부분적으로 확 하여 바라보는 것보다는 현시점에서의 실질적인 접점을 바라보아야 한다. 

인도와 한국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에 한 실질적인 고찰을 통해 한국 문화 진출의 

자신감을 얻고 다가가야 할 것으로 본다.

인도양을 건널 것인가, 실크로드를 건널 것인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영화를 사랑하는 12억의 인도인을 만나러 가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