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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NEW

영화투자배급사업부
한국 영화시장,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

<부산행> 스틸컷(좌), <안시성> 스틸컷(우)

도표1

2010년 이후 국내 박스오피스 크기

2018년은 한국 영화 산업에 있어 예년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 상황과 예측하기 힘든 소비자 관람 행태를 맞닥뜨린 한
해였습니다. ‘에이스메이커 무비웍스’, ‘메리크리스마스’ 등 기존

20,000

배급사 출신 인력이 합류한 투자배급사들의 등장과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등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의 시장 진출

15,000

변수로 몇 년째 정체된 시장 크기(도표1)에 비해 배급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높아진 제작비로 인해 안정적으로

10,000

관객수를 확보하고자 대형 작품들이 성수기에 몰리며, 시장
크기가 정해져 있는 파이를 나누어 가지다 보니 ‘승자 없는

5,000

경쟁’이 두드러진 한 해 였습니다.
더불어, 슬리퍼 히트작¹ 들이 눈에 띄는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
다. 대표적으로 비수기에 개봉한 <완벽한 타인><보헤미안
랩소디> 등의 성공에 비추어 보았을 때, 더 이상 성수기와

출처 2018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 영화진흥위원회

비수기라는 구분은 의미가 희석되고 있습니다.(도표2)
또한 관객들이 특정 작품에 대한 호불호를 드러내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상영 초기 관객들은 SNS등을 통해 활발하게 리뷰를
공유함으로써 영화 전체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바이럴 의존도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입니다.
<7번방의 선물><변호인><부산행> 등 천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들을 선보였던 NEW는 2018년 기존과 차별점을 둔 과감한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합산 총제작비 900억원(8편)을 웃도는 역대 최고 스케일을 자랑하는 작품들을 선보이며, 더욱 성장한 투자배급
역량을 확인하고 그 흐름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스튜디오앤뉴’(콘텐츠제작/매니지먼트사업 계열사)의 영화 창립작품 <안시성>(감독
김광식, 주연 조인성)은 치열한 추석 성수기 경쟁 속에서 2018년 개봉 한국영화 흥행 2위로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2019년, BACK TO BASIC

2019년에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라인업을 준비했습니다. 작품 예산 규모나 배급 편수보다는 소재적으로
신선하고 의미 있는 시나리오를 선택하여 작품 한편 한편의 퀄리티를 높이고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작품을 엄선했습니다.
지난 4월 3일 개봉한 <생일>(주연 전도연, 설경구)은 믿고 보는 두 배우를 주연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고

도표2

2018년 월별 한국영화/외국영화 관객수

1. 슬리퍼 히트 : 흥행에 별 기대가 없던

있으며, 5월 1일 개봉한 <나의 특별한 형제>(주연 신하균, 이광수)는 장애를 가진 두 남자의 2인 1조 인생 실화를 그린 휴먼 코미디입니다.

영화나 연극 등이 큰 흥행을 이루었을

두 작품은 소재 측면에서 신선하면서도 관객들에게 울림을 주는 작품들입니다. 한편, 6월 26일 개봉한 스튜디오앤뉴의 <비스트>(주연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성민, 유재명)는 연쇄살인마를 잡기 위해 해서는 안될 거래를 하게 된 두 형사의 격돌을 그린 범죄 액션 느와르입니다.
하반기에는 두 여배우가 투톱을 맡은 강렬하고 신선한 스릴러 <콜>(주연 박신혜, 전종서)와 현실공감 로맨스의 정수를 보여줄 <가장
보통의 연애>(주연 공효진, 김래원), 탄탄한 시나리오로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할 <힘을 내요, 미스터 리>(주연 차승원), 그리고
동명의 인기 다음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시동>(주연 마동석, 박정민) 등이 출격 예정입니다. 2019년, NEW는 엄선해서 준비한 라인업의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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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월

만족스러운 성과를 위해 효과적인 배급/마케팅 전략과 시의적절한 기획/홍보로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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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NEW

2019년 개봉/예정 영화

생일

콜

감독

이종언

감독

이충현

주연

설경구, 전도연

주연

박신혜, 전종서, 김성령, 이엘

개봉

4월 3일

서로 다른 시간에 살고 있는 두 여자가 한 통의
전화로 연결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스릴러

2014년 4월 16일 세상을 떠난 아들의 생일날, 남겨진
이들이 서로가 간직한 기억을 함께 나누는 이야기

나의 특별한 형제

가장 보통의 연애

감독

육상효

감독

김한결

주연

신하균, 이광수, 이솜

주연

김래원, 공효진

개봉

5월 1일

헤어진 여친에게 미련을 못 버린 ‘재훈’과 남친과 뒤끝
있는 이별 중인 ‘선영’, 사랑에 상처받은 두 남녀의 문제
많은 연애담을 그린 영화

머리 좀 쓰는 형 ‘세하’와 몸 좀 쓰는 동생 ‘동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20년 동안 한 몸처럼 살아온 두
남자의 우정을 그린 휴먼 코미디

시동

비스트
감독

이정호

감독

최정열

주연

이성민, 유재명, 전혜진, 최다니엘

주연

마동석, 박정민, 정해인, 염정아

개봉

6월 26일

어설픈 반항아 ‘택일’과 ‘상필’이 세상 밖으로 나와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이야기

희대의 살인마를 잡을 결정적 단서를 얻기 위해 또 다른
살인을 은폐한 형사 ‘한수’와 이를 눈치 챈 라이벌 형사
‘민태’의 쫓고 쫓기는 범죄 스릴러

힘을 내요, 미스터 리

다가올 2020년, NEW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감독

이계벽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가능성 높은 IP 및 아이템 확보를 위한 기획팀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유수의 제작사와 감독들과의 안정적인

주연

차승원, 엄채영, 박해준

파트너십을 유지함으로써 검증된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도 꾸준히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완벽한 외모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반전 매력남 ‘철수’
와 병원에서 탈출한 맹랑 소녀 ‘샛별’이 만나면서 벌어
지는 이야기

2020년의 NEW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에 주목할 것입니다. 전 직원이 함께 고민하여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작품을 발굴해 냄은 물론이며

라인업 구성에서도 2019년과 유사한 기조로 중견감독, 신인감독들과의 협업이 눈에 띄는 중예산 규모의 작품으로 관객들을 찾아가려 합니다.
대표적으로 황정민이 극중 ‘배우 황정민’을 연기한다는 신선한 설정의 <인질>, 천만배우 류승룡의 차기작으로 기존과는 색다른 코미디가 될
<입술은 안돼요>(가제) 등이 준비 중이며, ‘<부산행> 그 후 4년,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초토화된 반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사투’를 다룬
강동원 주연의 <반도> 역시 2020년 개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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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NEW

NEW 음악사업 계열사

뮤직앤뉴

돈꽃 OST

왕이 된 남자 OST

배가본드 OST

박효신 음원

아티스트 음반부터 OST앨범까지 : 음원 26,000곡, 음반 4,800개 타이틀

‘뮤직앤뉴’는 2019년 4월 기준 총 26,000곡의 음원과 총 4,800개 타이틀의 음반(200만장)의 유통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원 부문에서는

인기 드라마 <돈꽃>(2018, MBC) <왕이 된 남자>(2019, tvN) <보좌관>(2019, JTBC) <배가본드>(2019 방영 예정, SBS) 등의 OST 유통을 하고

블랙핑크, KILL THIS LOVE

박봄, Spring

송민호, XX

제니, SOLO

박지훈, 미니 O`CLOCK

하성운, 미니 Dream

IKON, THENEWKIDS

WINNER, MILLIONS

콘텐츠 장르와 온오프라인 플랫폼 확장

앞서 설명한 것처럼, 뮤직앤뉴는 활발한 음반/음원 유통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 레이블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자체 보유 타이틀과
더불어 ‘YG엔터테인먼트’, ‘지니뮤직(KT)’, ‘벅스’, ‘인터파크’, ‘블렌딩’ 등 국내 주요 메이저사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있으며, 원활한 유통을 위해 국내 드라마 OST 제작사 ‘뮤직버디’, ‘레온코리아’와 투자/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원 부문에서는

유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오디(B.O.D) 엔터테인먼트’와는 유명 프로듀서 ‘심현보’ 프로젝트와 그룹 ‘써니힐’의 투자/유통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엠씨더맥스(7집, 8집)’, ‘바이브(4집~6집)’, ‘린(7집~9집)’, ‘신화(20주년 스페셜)’, ‘정동하(1집)’, ‘스윗소로우(4집)’ 등이 있으며, 음반 부문에서는

‘케이앤씨뮤직(K&C)’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박효신, 어반자카파, 이승철, 브라운아이드걸스, 듀스, 유리상자 등 국내 정상급 보컬리스트들의

블랙핑크, 제니, 아이콘, 위너, 송민호, 박봄, 세븐틴, 황치열, 워너원(하성운, 박지훈), 아스트로 등 메이저 아티스트 음반을 국내외 유통하는 데

스테디셀러 음원 포함 9,000여곡을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뮤직앤뉴는 음원 외 콘텐츠 장르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고 스튜디오’, ‘다락

주력하고 있습니다.

원’, ‘이북코리아’ 등 교육, 동화, 동요 등 유아 콘텐츠 출판사와 5,000여곡 이상의 음원 유통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뮤직앤뉴는 2012년 설립 당시 2개의

그 밖에도, 뮤직앤뉴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사업부문에서는 MOD² / VOD³ 결합형플랫폼개편을

레이블과 파트너십을 맺고 296개의

통해 사업부별 제휴 사업과 연결하고자 하며, YouTube와 프리미엄 파트너십을 맺어 꾸준히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한 부가 수익 창출을

음반을 유통했지만, 2018년 기준 5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사업을 통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오프라인 유통 과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온오프라인 플랫폼과의

레이블과 파트너십 체결, 한해 1,066

협력 관계 확장을 통해 수익구조를 다각화 할 것입니다.

개의 음반을 유통하며 6년 동안 3.5
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음원 발매 수의 경우
2012년 208곡으로 시작해, 2018년
2,862곡(누적 7,593곡)을 기록하며
CAGR¹ 54.8%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표)

1.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수년 동안의 성장률을 매년 일정한 성장률을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 성장률을 환산한 것.
2. MOD : 주문형 음악(MUSIC ON DEMAND). 주문형 오디오의 한 형태로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음악만을 보내 주는 시스템을 말하기도 한다. 인터넷상에서는 음성을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스트리밍 기술로 음악 등을 보내 주는 웹 페이지를 들 수 있다.
3. VOD :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 영화와 같은 영상•음성•정보 등을 시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전송, 재생해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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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OST 투자/유통
계약 체결 제작사

파트너십 체결 국내 주요 메이저사

유아 콘텐츠 관련
파트너십

프리미엄 파트너십
13

It's NEW

NEW 글로벌판권유통사업 계열사

콘텐츠판다

강변호텔

밤의 해변에서 혼자

클레어의 카메라

툴리

바이스

명실상부 NO.1 ‘콘텐츠 유통 전문 기업’

‘콘텐츠판다’는 콘텐츠 유통을 시작으로 현재 한국영화 투자배급, 외화 수입배급, 기타 부가사업 및 한국영화 해외세일즈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도 개발/수급하는 등 업계 전반의 콘텐츠를 포용하는 명실상부한 ‘콘텐츠 유통

<악녀> 포스터, 악녀 칸 무대인사(위), <부산행> 포스터, 부산행 칸 무대인사(아래)

전문 기업’으로 포지셔닝해왔습니다. 2019년 3월 기준 435편 이상의 작품들을 극장 외 다양한 플랫폼 (IPTV, 인터넷/모바일, TV방영권 등)
으로 유통해왔으며, <강변호텔><밤의 해변에서 혼자><클레어의 카메라> 등 홍상수 감독 작품을 포함해 15편 이상의 한국영화 투자배급과
<툴리><모터사이클 다이어리> 등 내실 있는 외화 20편 이상의 수입 등을 진행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녀><아메리칸 허슬> 등을 제작했던

1. 안나푸르나 : 미국의 독립영화사. 다양성 영화를

<판도라><루시드드림>의 경우 NETFLIX 한국영화 최초 전세계 독점 판권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해외제작사 안나푸르나¹ 와 올해 4월 개봉한 <바이스> 포함 최소 세 작품 이상 국내 배급 및 모든 판권 OUTPUT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투자했던 ‘파노라마 미디어’를 합병했으며, 이후에

<강철비><염력><반드시 잡는다>까지 꾸준한 판권 판매로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한편, 콘텐츠판다는 칸/베를린/아메리칸/홍콩/부산 필름마켓 등 5개의 주요 필름마켓에서 세일즈를 통해 NEW가 생산 및 확보한 콘텐츠를

도 제작난에 허덕이는 다양성 영화, 작가주의
영화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판로로 유통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90개 작품의 해외 세일즈 및 배급을 진행해 왔으며, <부산행><악녀> 등으로

2. 고몽 : 프랑스를 대표하는 영화 제작회사. 1895

칸 국제영화제, <벌새>로 베를린영화제 등 주요 영화제에 초청 받아 출품 및 상영하며, 전세계적인 해외 무대에서도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년에 레옹 고몽(LÉON GAUMONT)이 창업한

또한, 2018년 7월 ‘KB 콘텐츠판다 iMBC 콘텐츠투자조합1호’ 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12월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 된 영화사이다. 첫 해에는

‘에이스드림콘텐츠투자조합1호’를 결성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작품 소싱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

아시아에서 세계 시장으로의 도약

세계 최초의 영화인 <열차 도착>, <공장문을 나서
는 노동자> 등을 촬영해 상영을 시작했으며, 1992
년 월트디즈니와 계약을 맺고 프랑스에 디즈니

프랑스 제작사 고몽² 의 <오르페브르 36번가>, 스페인 영화 <히든페이스> 리메이크 판권 구매를

2019년에도 콘텐츠판다는 새로운 투자

영화 배급을 시작했다. 1994년 <레옹> 발표, 199
7년에 미국 콜롬비아영화사와 제휴해 뤽 베송

통해 스튜디오앤뉴에서 <비스트>와 <히든페이스>로 재탄생 예정인가 하면, NEW의 <악녀>는

펀드 결성부터 적극적인 IP소싱과 새로
운 파트너십 모색까지 격변하는 뉴미디

14

감독의 <제5원소>를 제작했다. 2005년에는 연간

미국 <워킹데드> 제작사 SKYBOUND³를 통해 미국 드라마로 제작되는 기획개발 단계에 있습

매출이 2억 달러를 넘어섰다.

니다. 콘텐츠판다는 높은 콘텐츠 이해도와 해외세일즈 경험, 새로운 도전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

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며 새로운

3. SKYBOUND : 미국의 메이저 드라마 제작사.
<악녀>의 프리프로덕션을 진행하고 있는 스카이

영화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판다는 동종 업계 최초

2019 칸 ‘콘텐츠판다’ 부스(좌), 2019 베를린영화제(우)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였습니다. 판권 소싱 측면에서는

바운드 엔터테인먼트 측은 “’악녀’ 세계관을 확장
해 스릴 넘치는 시리즈를 선보일 계획이다”고

NETFLIX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전했다. 그 동안 한국 드라마가 해외 드라마로

글로벌 OTT 플랫폼 시장 초기 개척자

리메이크 된 사례들은 있었지만 ‘악녀’처럼

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국영화가 글로벌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드로 제작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매일경제, 19.01.17)

왼쪽부터 안나푸르나, 고몽, 스카이바운드, 넷플릭스
15

It's NEW

NEW 스포츠사업 계열사

브라보앤뉴
선수 매니지먼트, 대회/이벤트 운영, 스포츠콘텐츠 유통
2015년 2월 출범한 ‘브라보앤뉴’는 크게 ‘선수
매니지먼트’, ‘스포츠콘텐츠 유통 및 상품화’ 그리고
‘신규 대회/이벤트 운영’과 같은 세가지 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브라보앤뉴는 박인비, 유소연, 이정은을 비롯한

2019 인공지능 LG ThinQ 아이스 판타지아 공연의 차준환 선수

최예림 등 주목 받는 KLPGA 선수들, 김태우 등

당구의 프로화, PBA TOUR

KPGA 선수 및 대한민국 피겨 신성 차준환, 2018

한편 글로벌 스포츠 프로퍼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당구 프로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킬러 스포츠로서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승훈,

포지셔닝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당구 인프라에 당사의 역량을 결합시키고자 세계 유일 24시간 당구 전문 채널

세계 정상급 LPGA 프로 선수들과 이승현, 김아림,

왼쪽부터 박인비, 유소연, 차준환

‘빌리어즈TV’를 인수하는 등 꾸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PBA(PROFESSIONAL BILLIARDS ASSOCIATION) TOUR

이와 함께 소속 선수들의 IP 및 협회/연맹/기업 마케팅 등을 활용한 대회/이벤트 기획과 운영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투어 첫해인 2019~2020 시즌에 1부투어 8개(총상금 21억 5,000만원), 2부투어 10개(총상금 4억원), LPBA(여자프로당구)투어 8개(총상금

지난 2018년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아이스 쇼 ‘2019 인공지능 LG ThinQ 아이스 판타지아’를 통해 당사 소속 차준환 선수를 비롯해,

2억 5,000만원) 등 총상금 28억원 규모의 대회를 열 계획이며, 모든 대회는 지상파 방송인 MBC와 빌리어즈TV, 스포츠 전문 케이블채널

‘에브게니아 메드베데바, 제이슨 브라운’ 등 세계적인 피겨스타들이 한국 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가 하면, 박인비, 유소연

SBS 스포츠 및 인터넷 등 다수의 방송 중계 플랫폼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등이 출전하는 ‘LPGA 메디힐 챔피언십’과 ‘챔피언스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등을 주최/운영하고 있습니다.

당구 프로화에 발맞추어 강동궁 등 국내외 정상급 당구 선수들 매니지먼트를 시작하였으며, 투어와 관련된 각종 아마추어 이벤트 및

스포츠 콘텐츠 확보 현황으로는 ‘2019 FINA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중계권)’,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유통)’, ‘세계태권도연맹

프로모션, 후원사 관리, 자사 보유 빌리어즈TV를 통한 대회 중계 등이 어우러져 궁극적으로 ‘당구’라는 종목이 전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상품화사업)’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WWE’, ‘PAUL FRANK’ 등 브랜드의 국내 유통 에이전시 사업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스포츠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선도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PGA 메디힐 경기

PBA 투어 개막식 우승자 필리포스

정재원 등 다양한 종목의 대표 선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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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식과 5월에는 PBA TOUR 출범식을 성공리에 마치고 당구 프로화 사업을 전격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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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NEW

NEW 영화관사업부

씨네Q

1. 라이너 : ‘라이너의 컬쳐쇼크’라는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게임, 영
화, 소설, 드라마, 뮤지컬, 애니메이

씨네Q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벤트

먼데이캐슬 상영표(좌), 영화 인수분해Q&A(우)

후발주자인 ‘씨네Q’는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과의 양방향 소통을 이끌어내고

션 등 문화 콘텐츠 전반을 다룬다.

있습니다. 영화 리뷰 전문 유튜버 라이너¹ 와의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 ‘영화인수분해’를 오프라인 상영관에서

그 중 영화 평론 콘텐츠로 가장 유명

진행함으로써 영화 전문 평론보다는 조금 가볍게 관객들에게 영화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벤트

하다.
2. 미디어캐슬 : 주로 일본 실사/애니

진행 전후에 유튜브 채널 홍보를 통해,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합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관객 유도를

메이션 영화의 수입을 맡고 있는 콘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너의 이름은><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등 다수의 흥행작들의 수입사인

텐츠 수입/배급사. 대표작으로 <너

미디어캐슬² 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미개봉된 일본 영화를 매주 월요일 씨네Q에서 단독 상영하는

의 이름은>,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등이 있다.

‘먼데이캐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COMING UP NEXT

현재 오픈 예정인 신규 사이트로는 2019년 하반기 안산점, 2020년 전주점, 2021년 진접접, 천안점, 2023년
동탄점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사이트를 개발/확보하기 위한 씨네Q의 열정은 미래진행형일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공간 씨네Q

‘씨네Q’는 NEW만의 차별화된 멀티플렉스 영화관 브랜드입니다. 씨네Q는 대기업 중심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경쟁 상황에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지방 중소도시를 주요 거점으로, 해당

1 경주점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지역친화적 문화생활공간을 더욱 많이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2 신도림점

실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씨네Q 1호점인 경주보문점이, 12월에는 2호점인 구미봉곡점이 오픈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생활공간으로 자리잡았으며, 2018년 서울 신도림 3호점이 그랜드 오픈하여 성황리에 관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8

3 구미점

먼데이캐슬 일본영화 상영작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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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콘텐츠제작/매니지먼트사업 계열사

스튜디오앤뉴
드라마사업부문
2018년 성공적인 제작 역량 선점

‘스튜디오앤뉴’는 <태양의 후예>(2016, KBS2) 이후 2018년 5월 <미스

동시간대 비지상파 1위 기록 및 최종회의 경우 수도권 5.9%, 전국

함무라비>를 통해 본격적인 드라마 제작 사업의 첫 포문을

5.3%(닐슨코리아² 유료가구 기준)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열었습니다. NETFLIX 등 OTT플랫폼의 자체 제작 오리지날 콘텐츠

마지막까지 뜨거운 호평과 사랑 속에 종영했습니다.

물결 속에서, 스튜디오앤뉴는 JTBC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연간 2~3

뒤이어 하반기에 방영된 <뷰티 인사이드>도 TNMS 기준 1회

편 이상의 드라마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률 3.2%에서 시작하여 15회에서 자체 최고 시청률 7.3%를

<미스 함무라비>는 ‘강한 자에게 강한, 약한 자에게 약한 법원’

기록, 3주 연속 화제성 1위를 지키며 종영했습니다. 원작 영화와는

이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진 고아라, 김명수(인피니트 엘), 성동일

또다른 매력을 보여주며 주연배우인 서현진, 이민기가 스타 화제성

주연의 법정 활극으로, 문유석 판사가 자신이 쓴 원작 소설을

연속 1,2위에 오르는 등 스튜디오앤뉴가 내실 있는 제작사로

바탕으로 직접 드라마 시나리오 집필까지 맡아 매회 탄탄한 전개와

자리매김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울림을 주는 소재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TNMS¹ 에 따르면

<보좌관> 촬영현장

1. TNMS : 전국 멀티미디어 통합 조사(TOTAL
NATIONAL MULTIMEDIA STATISTICS)의 약자
로,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률 조사

2019년 <보좌관> 시작으로 막강 라인업 대기

2019년 6월 14일 JTBC에서 첫방송 되는 <보좌관>은 이정재, 신민아 주연의 휴먼 정치드라마

회사이다. 지상파, 케이블 TV, 스카이라이프,

입니다. 10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는 배우 이정재와 <미스 함무라비><추노><THE K2>

DMB 시청률 조사를 시행한다.

곽정환 감독, <라이프 온 마스><싸우자 귀신아> 등을 집필한 이대일 작가에 대한 기대감을

2 닐슨코리아 : 닐슨 코리아(NIELSEN KOREA)

바탕으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리얼 정치 플레이어들의 위험한 도박. 권력의

는 대한민국의 TV, 신문, 잡지, 라디오, 광고 등의
미디어 조사기관이다. 주요 조사범위에는 5개의

정점을 향한 슈퍼 보좌관 장태준(이정재)의 치열한 생존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보좌관>은

대도시와 5개의 중간 크기의 도시들에서 선정된

명품 연기파 배우들의 대거 출연과 탄탄하고 현실감 넘치는 드라마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2,050개의 가구가 포함된다.

이어지는 작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날개 꺾인 중년남성 4인방의 버라이어티한 인생을 담은
미스터리 코믹 휴먼드라마 <우아한 친구들>(연출 송현욱, 주연 유준상, 송윤아), 자발적인
비혼모를 선언한 서른 아홉 싱글녀와 그녀를 둘러싼 세 남자의 사랑, 그리고 행복을 찾아가는
로맨틱 코미디 <오 마이 베이비>, 강풀 작가의 동명 인기 웹툰을 드라마화한 <무빙> 등 참신하고

<뷰티 인사이드> 스틸컷(좌), <미스 함무라비> 스틸컷(우)

20

탄탄한 차기작들이 대기 중입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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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앤뉴 제작 드라마/영화로 탄생예정 작품

드라마

우아한 친구들

무빙

기기괴괴

해시의 신루

지연된 정의

<안시성> 스틸컷

영화사업부문

드라마 <크리스마스>, 이순신 장군의 부산포 해전을 최대 규모로 그려

영화제작사업부는 첫 작품인 <안시성>을 통해 국내 사극 최초로 고

낼 해양 블록버스터 <귀선:龜船>을 비롯하여, 향후 연간 3편 이상의 작

구려 시대의 전투신을 스케일있게 구현해 내며, 신생 제작사답지 않

품을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영화

은 제작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시성> 이후 영화제작사업부의
차기작인 이성민, 유재명 주연의 범죄 느와르물 <비스트>(감독 이정
호)는 6월 26일 개봉, 여름 극장가를 통해 관객들과 만나게 됩니다.

연기자 인재풀 확보

스튜디오앤뉴 영화제작사업부는 기획/프로덕션 능력이 검증된 인력

한편, 2019년 스튜디오앤뉴는 튼튼한 제작 경력과 아티스트 중심의

구성이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IP 확보 측면에서도 NEW 관련 사업부

콘텐츠 시장 변화에 발맞추어, 특색있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문과 효과적인 콜라보레이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스트> 이후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오디션 등의 프로그램을 거쳐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으로, 콘텐츠판다를 통해 확보한 리메이크 판권을 기반으로 스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7명의 신인 배우를 선발하였으며, 향후 인재풀을

페인 영화 <히든 페이스>가 재탄생 될 예정이며, 어느 날 갑자기 아기

더욱 확보하여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들의 옹알이가 들리기 시작한 여의사와 아기들을 소재로 한 코미디

기획하고 있습니다.

22

히든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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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브랜드사업부

VFX사업 계열사

브랜드

엔진

신규 사업부로 출발하며

2019년 새롭게 신설된 브랜드사업부는 NEW 각 사업부들의

지식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설립 배경

동반 성장과 외부 평판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

대외적으로도 브랜드사업부는 급변하는 미디어 흐름 속에서 NEW

기반 마련을 위해 상암동에 VFX사업 계열사를 신설했습니다.

동력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부입니다.

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와 외부 채널과의

최근 콘텐츠 제작에서 VFX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내부적으로는 계열사 간 협업과 소통의 허브로서 NEW만의

연결고리를 맡고 있으며, 회사의 유무형의 자산을 토대로 뉴미디어

관련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등 OTT

조직문화 확산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각종 온오프라인

프로젝트 등을 기획 중입니다.

플랫폼에서 최신 VFX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된 드라마

교육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다양한 사내 커뮤니티 활동을

2019년 4월, NEW는 통합적인 제작 구조와 안정적인 수익

제작물들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으며, 일부 드라마에서는

주최하며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있습니다.

브랜드사업부는 NEW만의 색깔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

VFX 기술이 전체 제작비의 30%에 해당하는 등 대규모 VFX

또한 각 계열사 간 협업 프로젝트 및 신규 사업을 지원하고, 일일

힘쓰며, 이러한 동력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 나갈

작업의 수요가 점차 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드라마의

업계 주요 뉴스와 지식 트렌드 뉴스레터를 전직원과 공유하며

것입니다.

경우 ‘작가’ 중심으로 진행되는 전통적인 제작 구조에서
고도의 VFX 장면 구현을 위한 ‘기술진’과의 사전 협력
구조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와 경쟁
과열의 OTT 시장에서 안정적인 제작라인을 확보함과 동시에
높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VFX 사업부가
설립되었습니다.

향후 로드맵

신설된 VFX사업부, ‘엔진’은 기본적으로 NEW가 가지고 있는
영화/드라마 IP를 기반으로 NEW 제작 스튜디오와 VFX기획,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QC/QM(QUALITY CONTROL
/QUALITY MANAGEMENT)까지 전반적인 제작 프로세스
에서 협력할 계획입니다. <태양의 후예>를 시작으로 <뷰티
인사이드>, <미스 함무라비>, <보좌관>까지 자체 제작
드라마들을 성공의 반열에 올리며 내실 있는 제작사로
자리매김한 ‘스튜디오앤뉴’의 드라마사업부문과 <안시성>,
<비스트>를 제작한 영화사업부문과의 전방위적인 협업과
더불어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개발과 핵심 기술기반의 IP 기획
등 향후 10년을 선도해 나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VFX 사업 외에도 수익 구조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콘
제 1회 NEW 미디어 컨퍼런스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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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디지털 큐브 내에 위치한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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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

엔진 핵심 인력 프로필
텐츠 활용 기획과 혁신 기술 기반의 정부 지원 사업
및 어셋 매니지먼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자사의

이성규

나일환

Art Director / 본부장

콘텐츠 통합 매니지먼트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Supervisor / 이사

것입니다. 향후 2~3년 내에는 AR 등 홀로그램 기술을

2019

활용한 새로운 가정용 미디어 및 극장 플랫폼을

2010 2018 ㈜디지털아이디어

2010 2017 ㈜디지털아이디어

독자적으로 기획/개발하여 뉴미디어 산업 전반에서

2002 2009 ㈜인사이트 비주얼

2003 2009 ㈜EON DIGITALFILMS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1999 2003 제노스튜디오 서울동화3디사업부

IP 및 VFX 어셋을 활용한 광고 기획을 통해, 새로운

엔진 이사

2018 2019 4TH CREATIVE PARTY

필모그래피

필모그래피

2018 - 2019

2018 - 2019

<안시성> VFX SUPERVISOR

<반도> 프리프로덕션(VFX 컨셉아트/ 프리비쥬얼 총괄)

2017
<꾼>, <국가대표2>, <하루> 총괄 VFX SUPERVISOR
2015
<순수의 시대> 총괄 VFX SUPERVISOR
2014

<보건교사 안은영>(NETFLIX) 컨셉아트 총괄
중국 완다 ‘우시테마파크’ 플라잉 씨어터 영상제작 총괄
아트디렉팅, 프리프로덕션(컨셉/프리비즈 총괄)

<여우각시별(SBS)>, <사바하>, <미스터 션샤인(tvN)>
2003 - 2017
<안시성>, <인랑> 프리프로덕션 (컨셉/프리비쥬얼 총괄)

<조선명탐정2>, <감격시대(KBS)> 총괄 VFX SUPERVISOR

<대장김창수>, <군함도>, <옥자>(NETFLIX), <하루>,

2013

<아저씨>, <악마를 보았다>, <국가대표> 등 다수

<차이니즈 조디악>, <타워>, <숨바꼭질>, <도둑들>,

<방황하는 칼날>, <플랜맨>, <고령화가족>, <동창생>
총괄 VFX SUPERVISOR
상암 디지털 큐브 22층 ‘eNgine’

2010
<에덴의 동쪽(MBC)>, <무적자>, <의형제>
총괄 VFX SUPERVISOR 등 다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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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ef of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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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역대 흥행 TOP 10

32

주요 유통 음원/음반

33

스튜디오앤뉴 주요 라인업

35

매니지먼트 소속 배우 프로필

36

매니지먼트 주요 소속 선수

39

CINE Q

It's NEW

MOVIE TOP 10

NEW 역대 흥행 TOP 10
1위

7번방의 선물
Miracle in Cell No.7, 2013

관객수

1,281만명

감 독
각 본
출 연

이환경
이환경, 김황성, 김영석
류승룡, 갈소원, 박신혜

5위

2위

부산행

TRAIN TO BUSAN, 2016

3위

변호인

The Attorney, 2013

4위

연평해전

Northern Limit Line, 2015

관객수

1,156만명

관객수

1,137만명

관객수

604만명

감 독

연상호

감 독

양우석

감 독

김학순

각 본

연상호, 박주석

각 본

양우석, 윤현호

각 본

김학순

출 연

공유, 정유미, 마동석, 김수안

출 연

송강호, 김영애, 임시완

출 연

김무열, 진구,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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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바꼭질

Hide and Seek, 2013

6위

감시자들

Cold Eyes, 2013

7위

안시성

The Great Battle, 2018

관객수

560만명

관객수

551만명

관객수

544만명

감 독
각 본
출 연

허정
허정
손현주, 문정희, 전미선

감 독
각 본
출 연

김병서, 조의석
조의석
설경구, 정우성, 한효주

감 독
각 본
출 연

김광식
김광식
조인성, 남주혁, 박성웅

8위
관객수
감 독
각 본
출 연

더킹

The King, 2017

9위

독전

Believer, 2018

10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The Grand Heist, 2012

532만명

관객수

506만명

관객수

491만명

한재림
한재림
조인성, 정우성, 류준열, 배성우

감 독

이해영

감 독

김주호

각 본
출 연

이해영, 정서경
조진웅, 류준열, 김주혁, 김성령

각 본
출 연

김민성
차태현, 오지호, 민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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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NEW

STUDIO&NEW

뮤직앤뉴 유통 음원/음반

스튜디오앤뉴 주요 라인업

음 원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2 : 죄와 벌 OST

왕이 된 남자 OST

태양의 후예

Descendants of the Sun, 2016
연 출

이응복, 백상훈

극 본

김은숙, 김원석

출 연
방송사

송중기, 송혜교, 진구, 김지원
KBS2

리갈하이 OST

미스 함무라비

Miss Hammurabi, 2018

독고리와인드(웹드라마) OST

연 출

곽정환

극 본

문유석

출 연
방송사

고아라, 김명수, 성동일
JTBC

구해줘2 OST

뷰티인사이드

The Beauty Inside, 2018

음 반

KILL THIS LOVE BLACKPINK

JENNIE [SOLO] PHOTOBOOK

BTS 4th MUSTER
[BLU-RAY] 방탄소년단(BTS)

연 출

송현욱

극 본

임메아리

출 연
방송사

서현진, 이민기, 안재현 ,이다희
JTBC

보좌관

Chief of staff,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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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사제 OST
Various Artists

미스트롯 베스트 히트35
미스트롯

연 출

곽정환

극 본

이대일

출 연
방송사

이정재, 신민아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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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NEW

STUDIO&NEW

스튜디오앤뉴 주요 라인업
영 화

매니지먼트 소속 배우 프로필
안시성

The Great Battle, 2018
감 독

김광식

각 본

김광식

출 연

조인성, 남주혁, 박성웅

DRAMA

DRAMA

2017 KBS <최고의 한방> 모델역

2019 JTBC <보좌관> 노다정역

2018 tvN <빅 포레스트> 남자역

CF

2018 SBS <여우각시별> 플로리스트역
2018 tvN <톱스타유백이> 김준역

2017 이니스프리 SNS 모델
2018-2019 이니스프리 전속모델

CF
2018 KT 갤럭시 노트 9

권혁 Kwon hyuk

2018 롯데홈쇼핑 자이글 바이럴 광고

도은비 Do eun bee

DRAMA

PLAY

2017 SBS <다시 만난 세계> 신호방 아역

2017 <그물> 나인역

2017 KBS <최강배달꾼> 윤철역

2018 <돈김호태> 고수역

2017 OCN <블랙> 신입사자역

CF

2018 KBS <황금빛 내 인생> 지호역

2019 <네이버 시리즈 웹소설편>

2018 <독고 리와인드> 이기주역

M/V

MOVIE

박성준 Park sung jun

비스트

2019 <지팡이소녀> 화니역

이소영 Lee so yeong

CF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재학중

Mahanaim Music Uni 성악전공

2011 공익광고 재활용

The Beast, 2019

감 독

이정호

각 본

이정호

출 연

이성민, 유재명, 최다니엘, 전혜진

2019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김정우 Kim jeong woo

정선경Jung sun kyung
PLAY
2016 <머리통 상해사건>주연 구용해역
2016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주연 정박사역
2017 <박수칠 때 떠나라> 주연 김영훈역
2017 <시저는 죽지 않는다> 주연 부르터스역

안세원 Ahn se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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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NEW

BRAVO&NEW

브라보앤뉴 주요 소속 선수
LPGA

컬 링

김은정

김영미

김경애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

피겨스케이팅

차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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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희

정재원

장애인 노르딕스키

정재웅

유소연

이정은

허미정

전영인

김예진

백규정

이승현

김자영

최예림

김아림

김지영

박도영

손유정

유해란

김태우

오승택

아이스클라이밍

신의현

송한나래

KPGA

테니스

조대성

황대헌

박인비

KLPGA

쇼트트랙

탁 구

신유빈

김선영

장수정

37

It's NEW
당 구

CINE Q

WWW.CINEQ.CO.KR
대한민국 강동궁

대한민국 고상운

대한민국 김형곤

대한민국 서현민

대한민국 오성욱

대한민국 조건휘

대한민국 홍진표

터키 아드난 육셀

터키 비롤 위마즈

스페인 다비드 마르티네스 보스

1. 경주보문 1호점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465-67
벨기에 에디 레펜스

그리스 필리포스 카시도코스타스

네덜란드 글렌 호프만

네덜란드 장폴 데 브루윈

스페인

호세 하비에르 팔라존 산체스

2. 구미봉곡 2호점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 296
스페인 후안 다비드 싸파타 가르시아

그리스 콘스탄티노스 파파콘스탄티누

미국 페드로 피에드라부에나

프랑스 피에르 쑤마니흐

터키 사와쉬 블룻

3. 신도림 3호점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97
테크노마트 12층
덴마크 토니 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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