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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2014년 상반기 미국 영화산업 결산 

 

북미통신원 – 안현진 

 

1. 개요 

 

전세계 극장가의 여름 블록버스터 시즌은 한창이지만, 2014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할리우

드의 마음은 편치 않다. 2014년은 전미 박스오피스 역사상 최고기록을 수립한 2013년과는 

정반대의 분위기로 전환되어 침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상반기 동안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는 총 343편으로, 2014년 7월까지 벌어들인 박스오피스 흥행수입은 64억 4,402

만달러1를 기록했다. 지난 해 흥행수입인 100억 9,250만달러 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이상의 

수입을 기록한 셈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 영화시장의 흥행수입이 침체기에 접어들

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흔히 블록버스터가 연이어 개봉하는 여름 

성수기를 떼어놓고 살펴보면, 침체된 상황이 여실히 드러난다. 여름 박스오피스를 비교하자

면 전년 대비 14.9% 하락하였으며, 상반기 박스오피스를 비교하면 2012년 대비 6.1% 하락

한 것이다.2  

 

2014년 상반기, 할리우드의 자국영화 시장점유율은 97% 이상이다.3 점유율을 스튜디오별로 

열거하면, 20세기 폭스, 부에나비스타, 워너브러더스, 소니픽쳐스/콜럼비아픽쳐스, 파라마운트, 

라이온스게이트, 릴레티티, 와인스타인컴퍼니, 폭스서치라이트 순이다.  

 

상반기 동안 미국에서 개봉한 한국영화 (공동제작영화)는 모두 3편으로, 이중 2편인 <넛잡: 

땅콩 도둑들>과 <설국열차>는 극장에서 정식으로 개봉했으며, 다른 한편인 <러브 차일드>

는 프리미엄 케이블 채널 HBO를 통해서 TV개봉했다. <설국열차>는 8개 상영관에서 출발해 

관객반응에 따라 상영관을 늘려가는 전략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주문형비디오를 공개하는 듀

얼 플랫폼 릴리즈 방식을 채택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흥행성적 또한 전략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업 내에서 정책적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으며, 로스앤젤레스는 한때 영화의 도시였으

나, 세제 혜택이 줄어들어 영화촬영 프로젝트가 도시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를 복구하기 위한 세제혜택의 개혁을 준비중이다. 현재 로스앤젤레스는 영화를 촬영하기
                                                 
1 http://www.the-numbers.com/market/2014/summary 
2 http://variety.com/2014/film/news/summer-box-office-shrinks-but-so-do-the-flops-1201265467 
3 http://www.boxofficemojo.com/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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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장 비싼 도시라는 오명을 얻어 TV시리즈, 영화, 광고 등 대부분은 세제헤택을 받기에 

어렵지 않은 뉴멕시코의 알버쿼키, 산타페와 같은 중부 지방에서 촬영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14년 상반기 북미 영화산업에 대한 보고서다. 다루어진 주제는 흥행수입(수

입, 관객수, 티켓가격), 미국 내 한국영화 개봉현황, 부가시장, 정책변화, 하반기 전망 등이며, 

특히 중점을 두어 작성된 주제는 흥행수입으로, 박스오피스 흥행신화를 쓴 2013년과 달리 

얼마나 침체되었는지, 침체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며, 하반기 전망 및 

2015년 전망으로 논지를 이어가조가 한다. 

 

2. 박스오피스 

 

(1) 상반기 박스오피스 흥행성적 정리 

2014년 상반기 총 박스오피스 흥행수입은 64억 4,402만달러다. 판매된 티켓의 수(관객수)는 

7억 9,021만장이며, 평균 티켓 구입가격은 8.15달러다.4 2014년 8월 기준, 상반기 박스오피

스 흥행순위는 아래와 같다. 

 

 
*출처: The Numbers (www.the-numbers.com) 

 

4월에 개봉해 이른 여름 성수기의 문을 연 디즈니와 마블(Mavel)의 <캡틴 아메리카> 시리

즈의 2편인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져>가 2억 5,932만달러의 미국 내 수입을 기록하며, 상

반기 흥행 순위 선두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2월의 슬리퍼 히트(통신원주-예상하지 못한 흥

행작)였던 <레고무비>가 이었으며, 6월말에 개봉한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 <말레피센

트> <엑스맨: 데이즈오브퓨쳐패스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고질라>가 뒤를 따랐다. 

상위 10편 중 총 수입 2억달러를 넘은 영화는 모두 7편으로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 <22 

점프 스트리트(22 Jump Street)>, <드래곤 길들이기2>는 10위 안에 들었지만 총 흥행수입 2
                                                 
4 http://www.the-numbers.com/market/2014/summary 



                                              2014. 8 
 

 3

억달러 고지는 넘기지 못했다.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10편 중 8편 이상이 PG, PG-13 등급

으로 가족관객이 볼 수 있는 영화로 박스오피스 흥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여름 블록버스터 시즌 침체 심해 

2014년 여름 박스오피스 흥행성적을 두고 할리우드의 시름이 깊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여름 성수기만 따로 떼어 2013년과 비교했을 때 흥행수입은 20% 이상 감소했기 때문

이다.5 최근 대형 블록버스터의 제작이 많아짐에 따라, 4월말을 시작으로 메모리얼데이, 독립

기념일, 그리고 8월 말에 이르기까지 할리우드의 여름 블록버스터 성수기는 예년과 비교했

을 떄 이렇다 할 흥행작을 내놓지 못했다.  

 

 
*출처: The Numbers (www.the-numbers.com) 

 

여름 성수기라는 기간을 두고 2013년과 2014년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확

연해진다. 2013년 여름 성수기의 문을 연 영화는 디즈니(Walt Disney Studio)의 <아이언맨3>

로, 2013년 5월 3일 1억 7,410만달러의 개봉수입을 올렸으며 2013년 미국에서 올린 총 흥

행수입은 4억 900만달러에 이른다. 이에 반해, 2014년에 여름 성수기의 문을 연 블록버스터

는 <캡틴아메리카: 윈터 솔져>로, 개봉수입은 9,500만달러이며 미국 내 흥행수입은 2억 

5,954만달러다. 이 영화의 개봉일은 4월 4일로 여름 성수기가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이기

는 하지만 이 영화의 수입까지 포함시켜 감안해야 할 정도로 2014년 할리우드의 흥행성적

의 낙폭은 크다.  

 

위의 표는, 2014년 8월 8일까지 개봉한 영화들을 개봉성적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4월4일 <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져> 이후로 5월2일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가 9,200만달러로 개봉했

고,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쳐 패스트>가 5월 23일에 9천만달러, 5월30일 안젤리나 졸리

(Angelina Jolie)가 주연한 디즈니 동화의 실사판인 <말레피센트>가 6,943만달러로 개봉하며 
                                                 
5 http://www.cbsnews.com/news/whats-behind-the-summer-box-office-fi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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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를 이었다. 여기에서 언급한 영화들은 미국내 총 수입이 2억달러를 넘어선 영화들이지만 

<아이언맨3> <슈퍼배드2>와 같이 블록버스터 흥행작이라고 부를 만한 영화는 보이지 않았

다. 2013년은 블록버스터가 너무 많이 개봉되어 <애프터 어스> <론 레인저> <화이트 하우

스 다운>와 같이 기대에 못미친 블록버스터가 많았지만 이를 상쇄할 만큼의 흥행수입이 존

재했다. 그러나 2014년 상반기까지의 할리우드는 지난 해의 과오에 겁이라도 먹은 듯, 적은 

수의 블록버스터를 배급했으며 그 성적 또한 예년에 미치지 못했다.  

 

물론 개봉성적이 1억달러를 넘은 영화도 존재한다.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6월말에 개봉한 <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가 그 주인공이다. 개봉 첫주 흥행성적 1억달러를 기록한 <트랜스

포머: 사라진 시대>는 파라마운트에서 준비하는 새로운 트랜스포머 삼부작의 첫편으로, 메

가폰은 여전히 마이클 베이(Michael Bay)가 잡았지만, 주인공은 시리즈를 함께해온 샤이어 

라버프(Shia Labeoff)가 아닌, 마크 월버그(Mark Walberg)로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플롯에도 

변화가 있었다.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는 특히 해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중국

에서는 박스오피스 신기록을 수립할 정도로 많은 수의 관객을 끌어모았다. 일반상영뿐 아니

래 아이맥스, 아이맥스3D, 리얼D 등 다양한 상영형태로 상영된 것 역시 중국 내에서 이 영

화의 흥행수입을 높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6 

 

(3) 2014년 상반기, 박스오피스 침체의 원인과 이를 보는 다른 시각 

2014년을 앞두었던 시점에 블록버스터 기대작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폴 버호벤(Paul 

Verhoeven) 감독의 <로버캅> 리메이크, <300: 제국의 부활> <노아> <트랜센덴스> <엣지 

오브 투모로우> <인터스텔라> <헝거게임: 모킹제이 Part1(The Hunger Games: Mockingjay 

Part1)> 등의 영화가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쳐패스트>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 <말레피센트> 등 이미 흥행작으로 증명된 영

화들과 함께 흥행 예상작품으로 꼽혔다. 하지만 조니 뎁(Johnny Depp)이 출연한 <트랜센덴

스>와 톰 크루즈(Tom Cruise)가 출연한 <엣지 오브 투머로우>는 톱스타의 이름값에 미치지 

못하는 흥행성적을 거둠으로써, 할리우드 안에서의 스타파워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다.  

 

렌트랙(Rentrak Inc)의 폴 데가라베데언(Paul Degarabedian)7 , 블룸버그(Bllomberg) 아노우샤 

사쿠이(Anousha Sakoui)와 알렉스 바린카(Alex Barinka)8, 그리고 포브스(Forbes)의 스콧 멘델

슨(Scott Mendelson)9이 이야기하는 2014년 상반기 할리우드의 박스오피스 침체 원인은 다

                                                 
6 http://www.latimes.com/entertainment/envelope/cotown/la-et-ct-china-box-office-20140701-

story.html 
7 http://www.hollywoodreporter.com/news/box-office-whats-behind-summers-716853 
8 http://www.bloomberg.com/news/2014-06-29/-transformers-breaks-2014-box-office-records-on-

debut.html 
9 http://www.forbes.com/sites/scottmendelson/2014/07/21/when-fantastic-four-saved-the-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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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블록버스터의 부족이다. 여름 성수기는 개봉성적이 1억달러가 넘는 영화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게 마련인데, 올해는 그렇지 못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블록버스터

의 부족이 경쟁의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관객의 입장에서 경쟁의 부족은 극장을 매

력적인 시장으로 보이기 만들지 않았고, 따라서 영화관에 가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하게 만

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2013년과 달리 흥행에서 참패한 영화는 적은 반면,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흥행한 영화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둘째, 2013년은 블록버스터가 많이 개봉된 만큼, 실패작이 많기는 했으나, 흥행작 역시 많았

고, 흥행성적 면에서는 따르기 힘들 정도로 특별한 한해였다.  <아이언맨3>로 시작하여 <슈

퍼배드2> <얼음왕국> <헝거게임: 캣칭 파이어> <호빗: 스마우그의 폐혀> <분노의 질주6> 

<그래비티> <몬스터 대학교> <맨 오브 스틸> <토르: 다크 월드> 등 다양한 장르의 블록버

스터들이 개봉해 자국은 물론이고 해외시장까지 석권하는 기록적인 흥행작의 행렬을 보여줬

다. 다시 말하면, 2013년을 일반적인 성적으로 기준삼아 올해의 흥행 퍼포먼스를 비교하는데

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이다. 

 

셋째,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이 금요일인 것도 독립기념일 흥행에 크게 도움이 안됐다는 분

석이다. 왜냐하면 여행을 떠나거나 불꽃놀이를 구경하러 나가는 금요일에 개봉하는 영화는 

다른 주말에 개봉하는 영화만큼 주목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넷째, 2주차 슬럼프에 강한 영화의 부재다. 개봉 2주차에 접어들면서 관객수가 50% 이상 하

락하는 영화들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2014년 흥행작이라고 꼽히는 네 편의 영화 모두가 2주

차 슬럼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 밖에도 월드컵 등의 다른 오락거리로 인해 한참 극장이 바빠야할 시기에 흥행이 되지 않

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반기 박스오피스의 침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흥행작이 많지는 않았지만, 실패작의 수도 감소했다는 데 의의를 두는 관점 10과 2014년은 

침체가 아닌 전환의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시선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2014년 상반기가 전년도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 수입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투입된 제작비 

대비 흥행수입을 감안했을 때는 실속을 챙긴 영화도 많다. <안녕, 헤이즐> <태미> <블렌디

                                                                                                                                               

box-office/ 
10 http://variety.com/2014/film/news/summer-box-office-shrinks-but-so-do-the-flops-120126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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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Blended)> <섹스 테이프> <밀리언 웨이즈> 등의 영화는 흥행성적만을 가지고 평가한다

면 실패작에 좀 더 가깝지만 제작비 대비 흥행성적면에 본다면, 제작비를 상회하는 긍정적

인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런 실속있는 영화의 성공에도, 상반기 박스오피스는 전년도 

대비 6.1% 뒤지고 있다. 전미 박스오피스 사상 최고의 여름을 기록했던 2013년에 흥행에 

참패한 영화들이 많았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는 스튜디오들의 전략적 후퇴일 수도 있지

만 블록버스터 흥행작이 부족한 틈을 메워주는 흥행성적 9천만달러에서 1억2천만 달러 사이

의 영화 부재도 문제점중 하나이다. 이러한 스튜디오의 조심스러운 행보로 흥행수입은 물론

이고 극장수입(매표수입 외에 스낵코너의 수입도 계산되는 수입)이 2014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4) 2014년 하반기 보다는 2015년이 기대 

2014년 하반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보다는 2015년의 라인업을 예로 들어, 2015

년이 이러한 침체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한다. 하반기 기대작이 <가디

언즈 오브 갤럭시> <퍼지: 아나키(Purge: Anarchy)>, <닌자 터틀> 등으로 한 손에 꼽히는 

반면, 2015년은 <판타스틱 포(The Fantastic Four)>의 리메이크, <배트맨 vs. 수퍼맨> <분노

의 질주7> <주라기 월드(Jurassic World)>, <스타워즈> 시리즈의 새 영화 등으로 알찬 블록

버스터 캘린더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4년의 침체에 대해 분석한 스튜디오들이 

더 나은 개봉전략과 배급 스케줄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한국영화/공동제작영화 개봉현황 

 

(1) <설국열차> 최초 개봉으로부터 1년 뒤 미국 개봉 

2014년 상반기, 북미 영화시장에서 가장 기대를 모은 한국영화(혹은 공동제작영화)는 봉준

호 감독의 <설국열차>다. 한국에서는 2013년 8월에 개봉한 뒤로 무려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공동제작국가인 미국에서 지난 6월 27일 개봉했다. 2014년 7월까지 <설국열차>가 미

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345만 4,248만달러다. 영화흥행전문사이트인 박스오피스모조

(Boxofficemojo.com)에서 <설국열차>의 미국 내 흥행수입은 전세계 수입인 8,525만 달러 

중 4.1%를 점유한다고 분석했다.11 

 

<설국열차>는 미국 내 개봉전략으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같은 주말 개봉한 영화인 <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는 4,233개관에서 개봉하는 와이드릴리즈(Wide Release) 전략을 

채택했으나 <설국열차>는 개봉 첫주는 8개관에서 시작하는 리미티드릴리즈(Limited 

                                                 

11 http://boxofficemojo.com/weekend/chart/?yr=2014&wknd=26&p=.h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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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 전략으로 시작해 관객의 반응에 따라 개봉관을 서서히 늘려가는 플랫폼릴리즈

(Platform Release, Roll-out Release라고도 함)방식으로 개봉 2주차에는 189개관, 2주 주말에

는 250개관, 3주 주말에는 356개까지로 개봉관을 확대했다. 일각에서는 더 많은 극장을 확

보할 수 있었다면 <설국열차>의 흥행수입이 늘어났을 거라고 예상하기도 하는데, <설국열

차>는 극장 개봉에 제한을 두는 대신 개봉 2주차에 디지털 플랫폼에서 배급하는 획기적인 

배급전략을 채택했다.  

 

(2) <설국열차>의 온라인 개봉전략 

<설국열차>는 미국 개봉 2주 뒤, 주문형비디오(On-Demand Video)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했다. 영화의 제작사인 와인스카인 컴퍼티(Weinstein Company)의 산하에 있는 래디우스-

TWC(Radius-TWC)라는 배급사를 통해서다. 이로써 <설국열차>는 온라인 개봉과 동시에 아

이튠즈는 물론 다른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판매수 1위에 올라섰다. 7월 첫주, <설국열차>의 

온라인 흥행수입은 110만달러를 기록했는데, 숫자로만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지만 대관료 

및 프린트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는 같은 기간동안 <설국열차>가 극장에서 거둬들인 흥행수

입인 64만 5천달러의 2배에 달하는 가치로 밝혀졌다.12 래디우드-TWC의 공동대표인 톰 퀸

(Tom Quinn)은 이 결과에 대해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평했는데, 극장과 온라인이라는 뚜

렷하게 다른 플랫폼의 수익구조를 알아야 보이는 통찰이라고 설명했다. 

 

확실히 온라인 배급은 최근의 트렌드다. N스크린, 스마트 기기,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의 확

대에 따라, 젊은 관객층은 극장의 스크린이 아닌 다른 스크린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것에 거

부감이 적어졌다. 따라서 이번 <설국열차>의 개봉 2주차 온라인 배급이라는 굵직한 결정은, 

이런 트렌드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할수는 없을 것이다. 비용 절감, 상영 회수의 제약

에서의 자유로움을 제외하고도 온라인 배급의 또 다른 장점은 극장에서와 같이 관객수가 2

주, 3주를 지남에 따라 급감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설국열차>의 경우 온라인 배급 뒤에도 

상영관수가 계속 확대됐기 때문에 온라인 배급으로 인해 관객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

기도 어렵다.  

 

(3) 그밖의 한국영화 개봉현황 

한국영화 혹은 공동제작영화의 개봉현황은 2014년 첫 애니메이션이었던 <넛잡: 땅콩 도둑

들>로 시작한다. 그 뒤 <러브차일드(Love Child)>와 <설국열차>로 이어졌다. <넛잡: 땅콩 

도둑들>은 2014년 1월17일 전매 3,247개관에서 개봉한 한국, 미국, 캐나다 합작 3D 애니메

이션으로, 디즈니의 <얼음공주>가 애니메이션에 대한 인기와 관심을 높였을 무렵 개봉해, 

개봉 첫주 3일 동안 1,942만달러의 개봉 수입을 거두었다.13 <러브 차일드>는 극장개봉작은 

아니지만 유료 케이블 채널인 HBO에서 방영된 TV 다큐멘터리로, 온라인 게임 중독에 대한 

                                                 
12 http://insidemovies.ew.com/2014/07/15/snowpiercer-vod-box-office/ 
13 http://boxofficemojo.com/weekend/char t/?view=&yr=2014&wknd=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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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이 외에도 CJ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꾸준하게 LA의 CGV 극장에 한국영화를 개봉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개봉한 한국영화는 <명량>(8월8일 LA 개봉)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CGV에서 개

봉하는 한국영화는 작성에서 제외했다.  

 

 

4. 정책변화 

 

2014년 상반기 동안 영화산업 내에서 눈에 띄는 정책의 변화는 없었다. 영화의 도시 할리우

드가 있는 도시지역을 총칭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영화 정책과 관련해 눈에 띄는 변화를 꼽

자면, 로스앤젤레스 시장인 에릭 가세티가 캘리포니아 주의 영화 세금 공제혜택을 2배로 늘

리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는 연간 1억 달러의 세금 공

제액을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이를 최소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로스앤젤레스는 

최근 미국 내 40개주와 미국 밖의 30개 국가 등의 세제혜택 경쟁에서 밀려, 영화촬영 및 영

화와 관련된 일자리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월 6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트 경

제개발원(Los Angeles County Economic Development Corp.)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고용은 2007년 보다 6.6% 하락한 13만 2,900만개

로 줄어들었다. 세제혜택의 확대는 2017년 실행 예정으로 준비중이다.14  

 

 

5. 하반기 전망  

 

(1) 하반기 개봉작 

8월의 <닌자 터틀>을 시작으로 관객몰이에 나서는 영화들로는 <익스펜더블3> <더 기버

(The Giver)> <신 시티2> <드라큘라 언톨드(Dracula Untold)>, <인터스텔라>, <헝거게임: 모

킹제이 part1(The Hunger Game: Mockingjay Part1)>, <호러블 보스2>, <호빗: 배틀 오브 파

이브 아미(Hobbit: The Battle of Five Armies)>, <핫 텁 타임 머신2(Hot Tub Time Machine 

2)>가 있지만, 연말에 어울리는 굵직한 리스트라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수상식에서 눈길

을 받을만한 드라마가 많은 편이다.  

 

 

                                                 
14 http://www.bloomberg.com/news/2014-02-10/l-a-mayor-seeks-doubling-of-state-s-film-tax-

credit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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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반기보다는 내년을 기대해 

전반적으로 2014년 하반기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전년도를 앞지르지 못하는 침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산업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시기는 2015년이다. 2015년 개봉 기대

작은 <판타스틱 포>를 시작으로, 소설과 이북 판매량으로 미디어의 끊이지 않은 관심을 받

아온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3부작 중 1편), <분노의 질주7>, <미션 임파서블5> <터미

네이터: 제네시스(Terminator: Genesis)>, <주라기 월드>, <포인트 프레이크>(Point Break, <

폭풍속으로> 리메이크), <007 제임스 본드> 24편, <크림슨 피크(Crimson Peak)>, <와호장룡

2>, <앤트맨(Ant Man)>, <앙투라지: 더 무비(Entourage The Movie)>, <테드2>,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매드맥스: 퓨리 로드(Mad Max: Fury Road)>, <스타워드: 에피소드

VII>등이다. 이미 개봉일자를 정한 영화들로 2014년의 치욕을 만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