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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원작 할리우드 영화들

 작성취지

   ╶ 할리우드의 20~30년간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콘텐츠의 중요함이 부각되는 가운데, 소설을 주제로 
한 영화들의 성공, 혹은 실패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 콘텐츠 개발에 참고하고자 함

 

 작성순서

   ╶ 들어가기
   ╶ 소설을 원작으로 한 할리우드 영화의 역사와 트렌드
   ╶ 원작소설 영화화 현황 및 고려사항
   ╶ 정리 및 시사점

1. 들어가기

 할리우드의 영화제작 트렌드

╶ 최근 들어 미국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영화들의 
대부분은 거의 예외 없이 베스트셀러의 소설들을 영화화한 것임

╶ 미국영화 역사상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와 <벤허> 등은 그 
시대에 최고의 제작비로 최고의 수익을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그리고  
<헝거게임>까지 소설을 영화화하는 트랜드는 계속 이어지고 있음

╶ 소재의 고갈과 관객들의 높은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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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가 언어 출판연도 판매부수

반지의 제왕 J.R.R. 톨킨 영어 1937년 1억 5,000만부

호빗 J.R.R. 톨킨 영어 1937년 1억부

다빈치 코드 댄 브라운 영어 2003년 5,700만부

해리포터 J.K. 롤링 영어 1997년-2007년 4억부 이상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거릿 미첼 영어 1936년 3,000만부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 영어 1949년-1954년 1억 2,000만부

제임스본드 이언 플레밍 영어 1953년-1966년 1억부 이상

앵무새 죽이기 하퍼 리 영어 1960년 3,000만부

대부 마리오 푸조 영어 1969년 2,100만부

트와일라잇 스테파니 메이어 영어 2005년-2011년 1억 1,600만부

베스트셀러 소설의 소재가 일단은 독자들로부터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제작자와 관객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2. 소설을 원작으로 한 할리우드 영화의 역사

<영화화된 베스트셀러 소설들>

 성공한 소설원작 영화들

 소설원작 영화 성공사례

╶ 오스카상의 후보나 수상한 영화들은 작품성으로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을 수 있으나 영화의 성공과 흥행은 얼마의 관객이 
동원되었으며, 얼마의 수익을 내었는지가 성공 기준의 지표가 됨

╶ 다음에 소개될 영화들은 소설을 주제로 만든 영화 중 예술성과 
상업성 모두를 인정을 받은 작품들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939)

╶ 퓰리처상을 수상한 마가렛 미첼의 1936년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데이빗 슬즈닉과 빅터 플레밍 감독에 의해 영화화됨

╶ 19세기 미국 남부 백인들의 관점에서 보는 미국 북부와 남북전쟁, 

그리고 재건 과정을 그린 영화로서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역사적으로 
보관하도록 지정하였으며, 미국 최초로 5개의 오스카상을 수상한 
작품임

╶ 제작비용은 400만 달러가 들었으며, 4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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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무새 죽이기 (1962)

╶ 퓰리처상을 수상한 하퍼 리의 소설 <앵무새 죽이기>를 호튼 
푸티가 각색하고, 로버트 멀리건 감독이 영화함

╶ 백인 변호사의 이야기로, 흑인이 백인여성을 강간한 사건을 맡은 
미국의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대를 영화로 표현했던 그 당시 화제작 
중 하나였으며, 미국의회도서관에 역사적으로 보관하도록 지정된 
영화임

╶ 200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었으며, 1,3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였음

 닥터 지바고 (1965)

╶ 보리스 패스터넥의 소설을 로버트 볼트가 각색하고 데이빗 린 
감독이 영화화함

╶ 러시아 볼세비키 혁명시대를 배경으로 의사와 시인 부부가 
정치적으로 겪는 갈등을 그린 영화로서 수십 년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문화와 패션에 영향을 주는 등, 

예술성과 상업성을 충족시켜준 영화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음
╶ 1,100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여 1억 1,1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 

영화로, 1965년 당시 미국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2010년까지 
역사상 8번째로 많은 수익을 창출한 영화로 기록되었음

 시계 태엽 오렌지 (1971)

╶ 안소니 버기스의 소설을 스탠리 큐브릭이 각색하고 감독한 영화임
╶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는 죄인이 자신을 혐오범죄 치료에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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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자처, 정부가 사회범죄 해결책을 연구하는 중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일어나는 일을 그린 영화로서 그 당시 영화 속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음

╶ 220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었으며, 2,6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였음

 대부 (1972)

╶ 마리오 푸조의 소설을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가 각색하고 
감독하였음

╶ 뉴욕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시실리안 마파아 가족의 실상을 그린 
이 영화는 미국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수많은 
상과 극장수익을 올리며 성공작으로 기록되고 있음

╶ 화려한 캐스트로도 유명한 작품임과 동시에 2편의 시퀄이 만들어졌음
╶ 600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었으며, 2억 6,800만 달러의 극장수익을 

창출하였음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든 새 (1975)

╶ 켄 케시의 소설을 로랜스 호벤과 보 
골드맨이 각색하고 밀로스 포만이 
감독하였음

╶ 브로드웨이 연극으로 성공한 후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두 번째로 5개의 
오스카상을 받으며 성공한 영화로 기록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도서관이 

선정한 역사적으로 보관하도록 지정된 영화임
╶ 300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었으며 1억 1,0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였음

 컬러 퍼플 (1985)

╶ 앨리스 워커의 소설을 메노 메이제스가 각색하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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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리처상을 수상한 소설을 바탕으로 한 시대를 배경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동성애를 다루어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11개 부문에서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으나, 결국 한 개의 상도 받지 못해 또한 
화제가 되었던 영화임 

╶ 1,500만 달러의 제작비용이 들었으며, 1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였음

 양들의 침묵 (1991)

╶ 토마스 해리스의 소설을 테드 탤리가 각색하고 조나단 드미가 
감독하였음

╶ 안소니 홉킨스와 조디 포스터의 연기가 부각되었던 이 영화는 세 
번째로 5개의 오스카상을 받고 성공한 영화로 기록되었음

╶ 2,000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었으며, 2억 8,0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였음

 쉰들러 리스트 (1993)

╶ 1982년 부커상을 수상한 토마스 케닐리의 소설을 스티븐 
자일리안이 각색하였으며,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하였으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유일하게 돈을 받지 않고 감독한 영화로서도 
유명함

╶ 홀로 코스트 생존자가 10년 간 스티븐 스필버그를 설득하여 만든 
이 영화는 각색상을 비롯해 여러 오스카상을 수상하였으며,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역사적으로 보관하도록 지정하였음

╶ 2,500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었으며, 3억 2,0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였음

 꼬마 돼지 베이브 (1995)

╶ 딕 킹 스미스의 소설을 조지 밀러가 각색하고 크리스 누난이 
감독한 영화임

╶ 3,000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었으며 2억 4,000만 달러의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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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고 7개 분야에서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으며 특수효과상을 
수상하였음 

 반지의 제왕 (2001-2003)

╶ J.R.R. 톨킨의 소설을 프랜 윌시가 각색을 하고 피터 잭슨이 감독한 
이 영화들은 3편의 시리즈로서 8년의 제작 기간을 들여 
판타지소설을 리얼리스틱하게 만든 영화로 평가받고 있음

╶ 3 편의 영화를 뉴질랜드에서 동시에 촬영함으로써 비용절감을 했을 
뿐 만 아니라, 감독 피터 잭슨의 야심작으로서 특히 예술성과 
상업성에서 가장 성공한 작품으로 기록되고 있음 

╶ 2억 8,500만 달러의 제작비용이 들었고, 3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벤허와 타이타닉의 11개 오스카상 수상 기록과 
<반지의 제왕> 한 편이 동률을 이룰 정도로 인정된 영화임

   해리포터 (2001-2011)

╶ J.K. 롤링의 소설을 스티브 클로브스, 마이클 
골든버그 등이 각색했으며, 크리스 콜롬버스, 

데이빗 예츠, 마이크 뉴웰, 알폰소 쿠아론 등이 
감독하였으며 총 8편의 영화 제작되었음

╶ 영국의 영화세금 혜택을 입어 
영국배우들과 로케이션을 이용해 
제작비용의 절감과 엄청난 극장수익을 
창출하면서 성공한 영화로 기록되었으나, 

하나의 오스카상도 받지 못했음

 디 아워스 (2002)

╶ 마이클 커닝햄의 소설을 데이빗 헤어가 각색하고 스티븐 달드리가 
감독하였음

╶ 1925년 미세스 댈러웨이의 소설 버지니아울프의 소설에 영향을 
받은 3대의 여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이 영화는 오스카상 8개 부문 
후보에 올라 1개의 오스카상을 받았고, 많은 평론가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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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보다도 더 깊이 있는 영화라는 호평을 받았음
╶ 2,500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었으며, 1억 1,0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였음

 휴고 (2011)

╶ 브라이언 셀즈닉의 소설을 존 로건이 각색했으며 마틴 스콜세지가 
감독하였음

╶ 3D 어드벤쳐 드라마로서 파리의 기차역에서 혼자 사는 소년과 
수수께끼 같은 장남감 가게 주인과의 이야기를 그린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2011년 최고의 영화 10편’에 
선정되기도 하였음

╶ 11개 분야의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으며, 5개 분야 수상과 1억 
8,0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예술성을 충분히 인정받은 
작품임

 실패한 소설원작 영화들

 소설원작 영화 실패사례

╶ 베스트소설을 영화화 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을 할 수 는 없으며, 
성공과 실패는 관객들에 의해 판가름 되며, 얼마나 원작과 근접하고 
표현하는가가 큰 성공의 열쇠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마케팅과 개봉시기의 중요하며, <헬프>라는 베스트셀러 
원작의 영화는 여성 관객들의 주도로 2,500만 달러의 수익을 개봉 
첫 주에 올리며 좋은 출발을 시작했으나, 1주 후에 개봉한 이와 
비슷한 영화 <원 데이>는 600만 달러의 수익에 그치며 저조한 
출발을 보인 사례가 있음

 에라곤 (2006)

╶ 크리스토퍼 파올리니 소설을 피터 버치만이 각색하고 스티펜 
펭메이어가 감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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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포터>와 견줄만한 작품으로 큰 기대를 모았으나, 강력하지 
않은 대사와 특별하지 않은 특수 효과 등이 미국 내 관객들에게 
실망을 줌으로써 시퀄에 대한 가능성을 줄였으며 기대에 못 미치는 
작품으로 기록되었음 

╶ 1억 1,000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었으며 세계적으로 2억 5,0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으나 미국 내에서는 7,500만 달러의 수익에 
그쳐 30:70 으로 해외시장에서 의외로 선전하였음

 주홍글씨 (1995)

╶ 너대니얼 호손의 소설을 더글라스 데이 스튜어트가 각색하여 롤랑 
조페가 감독하였음

╶ 이 영화의 연출자는 소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영화화 
하였다는 설명이 있었으나 이 소설의 팬들은 소설의 감동을 영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어 실망하였으며, 결국 호화캐스팅과 
명연기에도 예술성과 상업성에서 실패한 영화로 기록됨

╶ 5,000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었으며, 1,0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였음

 시간여행자의 아내 (2009)

╶ 오드리 니페네거의 소설이 원작이며, 브루스 조엘 루빈이 
각색하였고, 로베르트 슈벤트케가 감독하였음

╶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가가 제작을 맡았던 이 영화는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였지만, 영화화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고, 특히 스토리 
전개가 명확하지 않아 성공하지 못한 영화로 기록됨

╶ 3,900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었으며, 6,3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였음

 날 미치게하는 남자 (2005)

╶ 닉 혼비의 소설로 로웰 간즈와 바바로 멘델의 각색, 바비 패럴리와 
피터 패럴리가 감독하였음

╶ 주연 배우 드류 베리모어와 지미 펄론이 주연한 대부분의 영화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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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영화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에 보이는 로맨스는 어색할 
뿐만 아니라 관객들로 하여금 소설 속에 나오는 느낌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등 영화로서는 실패함

╶ 3,000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었으며, 4,2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였음

 듄 (1984)

╶ 프랭크 허버트의 소설을 데이빗 린치가 각색하고 감독하였음 
╶ 공상과학 베스트셀러의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로부터 

소설과 너무 다른 각색에 대한 혹평과 많은 영화 비평가들로부터 
최악의 평가를 받는 등 예술성과 상업성에서 실패한 영화로 
기록되고 있음 

╶ 4,000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었으며, 3,0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였음

 더 캣 (2003)

╶ 닥터 수스의 소설을 알렉 버그가 각색하고 보 웰치가 감독하였음
╶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린이 동화책을 소재로 만든 많은 영화들은 

예상외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영화 역시 
그런 영화에 속하며 닥터 수스의 소설에 나오는 상상력과 감동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 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영화로 기록되고 있음

╶ 1억 900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었으며, 1,0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였음

 레모니 스니켓의 위험한 대결 (2004)

╶ 다니엘 헨들러의 소설을 로버트 고든이 각색하고, 브래드 실버링이 
감독하였음

╶ 원작을 읽지 않은 관객에게는 재미있는 영화로 평가되겠지만, 

원작에 익숙한 관객에게는 다소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어 관객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작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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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원작에 나오는 인물들은 잘 묘사가 된 작품으로 인정되고 
있음 

╶ 1억 4,000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었으며, 2억 9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였음

3. 원작소설 영화화의 현황 및 고려사항

 주목되는 2012년-2013년 소설원작 영화 개봉작

 뱀파이어 헌터 (2012)

╶ 16대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뱀파이어가 미국에 난립하는 
것을 발견하고 싸워나간다는 세스 그레이엄-스미스의 소설을 
영화화한 이 작품은 벌써부터 성공과 실패의 양분화가 되어있는 
화제작임

 트와일라잇 사가: 브레이킹 던 2 (2012)

╶ 스테파니 메이어의 유명한 소설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인 브레이킹 
던이 얼마나 많은 관객을 동원하며 성공할 지가 주목되고 있는 
작품임

 호빗 (2012)

╶ J.R.R. 톨킨의 소설과 피터 잭슨의 콤비로 만들어지는 이 영화 역시 
<반지의 제왕>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누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음

 더 호스트 (2013)

╶ 스테파니 메이어의 소설을 앤드류 니콜이 각색과 감독을 한 
작품으로, 스테파니 메이어의 또 다른 성공작으로 기대되고 있음

 더 건지 리터라티 앤드 포테이트 필 파이 소사이어티 (2013)

╶ 애니 바로우의 로맨스 소설을 단 로스가 각색하고 케네스 브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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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하며 케이트 윈슬렛이 주인공으로 선정되어 있음

 원작소설 영화제작시 제작자의 고려사항

 원작소설 영화화의 위험요소

╶ 원작소설을 영화로 완벽하게 옮기면서 소설에서 주는 감동과 
상상력을 전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라고 볼 수 없기에 
제작자들은 매우 큰 부담을 안고 있음

╶ 특히 소설을 읽은 관객들에게 원작소설에서 주는 감동이 영화에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경우 실패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음

 원작소설 영화화의 성공요소

╶ 원작 소설에 가장 가까우며 신선함을 줄 수 있는 영화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봄

╶ 원작소설의 각색은 영화화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음

╶ 원작 소설 속에 캐릭터들은 소설을 읽은 사람들마다 기대하고 
상상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기에 무엇보다도 캐스팅과 연기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대부분의 베스트셀러의 소설은 그 만큼 관객들을 미리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흥행에 대한 기대와 보장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음

╶ 스테파니 메이어, J.R.R. 톨킨, J.K. 롤링 등은 최근 10년 간 가장 
성공적인 작가로 등장하면서 예외 없이 모든 시리즈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할리우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들로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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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및 시사점

╶ 할리우드 영화 역사상 많은 대작들이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는 예술성과 상업성을 겸비하고 비평가들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관객에 의해 인정된 작품들임

╶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성공한 영화들의 사례를 통해 소재의 장르가 
역사 혹은 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벤허>, <쉰들러 리스트> 등)과 판타지 어드벤처 소설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몇 일 또는 몇 달을 통해 읽는 소설을 2시간 내외의 영화로 
만들어서 감동을 주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작업이기에 대체적으로 
제작자들은 높은 제작비용을 들여 최고의 제작진과 배우들을 
출연시킬 뿐 만 아니라 대대적인 홍보 등을 통해 영화를 
성공시키고자 하며, 무엇보다 원작에 충실한 영화들이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영화 성공의 요인으로는 마케팅과 개봉시기 등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원작의 내용에 충실하지 않은 영화들이 
실패하는 경우를 볼 수 있음

╶ 영화산업의 발전과 관객들의 수준이 계속 높아지면서 제작자들은 
수준이 높으면서도 상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소재를 찾고 
있으며 무엇보다 소설로 성공하여 관객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영화화하는 경향을 볼 수 있음

╶ 베스트셀러 소설들을 영화화하는 추세는 미국영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관객과 제작자들이 주목하는 소재라는 점에서 한국영화 
콘텐츠에도 검증된 소설에 많은 관심을 갖되, 원작에 충실하여 성공한 
미국영화들의 사례와 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