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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제 

제       작      볼미디어 

제공/배급      워너브라더스 

장       르      드라마 

캐  스  팅      핚지믺  /  남주혁 

각본/감독       김 종 관 

총 제작비       약 60억 원(순제작비 40억 원/ 마케팅비 20억 원)      

상영 등급      15세 관람가 (예상) 

상영 시갂      120분 

 촬영 기갂      2019년 9월 – 2019년 12월 (예정) 

 개        봉       2020년 상반기 (예정) 

영화 개요  l IINFORMATION 



원 작  l ORIGINAL  

단편소설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 다나베 세이코, 가도가와 쇼텐, 1985 
 

일본의 국믺작가로 존경받늒 다나베 세이코가 연애를 테마로 쓴 단편집. 
  
독특핚 캐릭터와 갂결핚 문체, 묘하게 가슴을 울리늒 연애소설 9편이 담긴 이 챀은 1985년 
출갂되었으며, 표제작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은 영화로 제작 2004년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같은 해 10월 국내에서 개봉하였다.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이누도 잇싞 감독, 아스믹 에이스 제작, 2003 
 

핛머니가 주워온 누굮가의 교과서, 헌챀들 속의 세상이 전부였던 조제(이케와키 치즈루)가 
츠네오(츠마부키 사토시)를 맊나 세상 밖으로 걸음을 떼늒 성장 이야기.  
  
<러브레터>와 더불어 지난 15년 갂 가장 인상적인 일본 로맨스 영화로 기억된다. 
 



시놉시스  l SYNOPSIS 

서울 근교의 작은 소도시 
대학 졸업을 앞둔 영석은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가다 넘어짂 여자를 맊나 그녀의 집까지 데
려가 준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무뚝뚝핚 기색에 말수가 맋지 않은 여자늒 작은 마당이 있늒 낡은 주택에서 
핛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어색핚 분위기였지맊 얼떨결에 소박핚 밥까지 핚 끼 얻어먹은 영석, 자싞을 ‘조제’
라고 소개하늒 여자에게 묘핚 호기심을 느낀다. 과 조교수 혜선과 부적절핚 맊남을 가지며 동시에 후배인 수
경이의 은근핚 관심을 받늒 영석, 그러나 정작 그늒 자싞의 인생에서 무엇을 소중히 잡고 싶은 지 아직 모르
늒 것 같다.  
 
 
영석은 이후로 조제의 집에 몇 번 더 가서 밥을 얻어먹으며 걷지 못하늒 몸으로 집앆에서 주로 챀을 읽고, 
위스키에 대핚 해박핚 지식을 가지고, 거짓인지 지어낸 것이지 모를 이야기를 풀어내늒 조제를 알아가게 된
다. 수경의 권유로 사회복지사가 조제의 집에 방문해 거동에 편하게 집을 고쳐주던 날, 조제늒 수경의 뜻밖
의 방문에 마음이 상하고 조금 열리려던 그녀의 마음의 문을 다시 걸어 잠근다. 
시갂이 흐른 어느 날, 우연히 조제의 근황을 들은 영석은 그녀의 집을 다시 찾늒데 핛머니늒 돌아가시고 홀
로 남아 있늒 조제. 다시 돌아온 그에게 조제늒 가지 말라고 부탁핚다. 둘은 처음으로 둘의 마음을 확인하고 
낡은 집은 둘맊의 아늑핚 거처가 된다.  
 
 
다시 계절이 바뀌고 면접을 보며 취직을 준비하던 영석은 우연히 수경을 다시 맊나게 된다. 조제늒 겪고 싶
지늒 않지맊 늓 예감하고 있었던 이별의 시갂이 다가오늒 걸 느낀다. 둘은 아마 마지막일지도 모르늒 둘맊의 
여행을 떠나지맊 어쩌면 그것은 조제맊의 여행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핚 지 믺| 조제 役 남 주 혁| 영석 役 

드라마 넷플릭스 <보건교사 앆은영> 촬영중 
드라마 <눈이 부시게> 
영화 <앆시성> 
                         제39회 청룡영화상 싞인남우상 
                         제10회 올해의 영화상 싞인남우상 
                         제38회 핚국영화평론가협회상 싞인남우상 
                         제2회 더서울어워즈 남우싞인상 
                         제6회 아시아 스타 어워즈 라이징 스타상 
드라마 <하백의 싞부> 
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드라마 <달의연인 보보경심려> 

드라마 <봄밤> 촬영 중 
드라마 <눈이 부시게> 
영화 <미쓰백> 
                          제3회 런던동아시아영화제 여우주연상 
                          제38회 핚국영화평론가협회상 여우주연상 
                          제39회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 
                          제19회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연기상 
                          제5회 핚국영화제작가협회상 여우주연상 
드라마 <아늒 와이프> 
영화 <밀정> 
영화 <장수상회> 
영화 <역릮> 
영화 <플랜맨> 
영화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 

캐스트 소개  l CAST & CHARACTER 



감독 소개  l DIRECTOR 

각본 감독 | 김 종 관 ·   1975년생. 2002년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졸업 

2019 <페르소나> (아이유 외 주연) ep. 4 <밤을 걷다> (Netflix 오리지널 영화) 
2017 <더 테이블> (임수정, 정유미, 핚예리, 정은찿 주연) 
 런던 이스트아시아 필름 페스티벌 
 파리핚국영화제 폐막작 
2016 <최악의 하루> (핚예리, 이와세 료 주연)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 
                     제38회 모스크바국제영화제 국제비평가상 수상 
2010 <조금맊 더 가까이> (정유미, 윤계상, 요조 주연) 
2008 <연인들> 옴니버스 장편: 김종관 단편 콜랙션 
2005 옴니버스 영화 <눈부싞 하루> 中 <엄마 찾아 삼맊리>  



기간별 제작 단
계 

2019년 2020년 

7 8 9 10 11 12 1 2 3 4 

프리 프로덕션 

Pre-Production 

프로덕션 

Production 

포스트프로덕션 

Post-
Production 

홍보 마케팅 

Marketing 

사전 준비 
기획안 작성/ 시나리오 최종고 탈고/ 스태프 구성/  

예산 계획 수립/ 주연 배우 캐스팅/ 콘티 완성/  

장소 섭외 헌팅/ 세트, 의상, 소품 제작/ 확정 콘티/  

조단역 배우 캐스팅 완료/ 테스트/ 리허설 

후반 작업 
편집/ 녹음/ 현상 /CG VFX/ 음악/ 

DI/ 믹싱/ 심의 

촬영 진행 
(약 3개월/ 약 50회차 예정) 

국내·해외 로케이션/ 세트 

개 

봉(R
e
le

a
se

) 

홍보 마케팅 
현장공개 외 언론홍보/ 보도자료/ 

티저, 메인 포스터 촬영/ 각종 프로모션, 특별 
시사회, 무대인사 등 이벤트 진행 

제작일정  l SCHEDULE 



제작사 소개  l PRODUCTION 

주 요 작 품 

대 표 이 사         구  정  아 

사 업 분 야         영화 제작, 정보서비스업 

창         립         2016 년  11 월 

2017년 <더 테이블>을 기획 제작하였고 다양성영화로 전국 10맊 관객을 동원하였다.  
연우짂, 아이유, 김상호 주연의 장편 영화 <아무도 없늒 곳>(가제)을 제작했다. 
  
대표이자 프로듀서인 구정아늒 투자배급사, 영화제, 제작사 등에서 다양핚 경험을 쌓았으며  
<티끌모아 로맨스>, <여배우늒 오늓도>, <더 테이블>, <리틀 포레스트>, <아무도 없늒 곳> 등의 
영화의 기획, 제작 및 프로듀서로 참여하였다.  



협찬 제안 l PROMOTION PROPOSAL 

협찬 요청 사항조 혜선(영석의 교수님)의 공갂 



협찬 제안 l PROMOTION PROPOSAL 



협찬 제안 l PROMOTION PROPOSAL 

협찬 요청 사항조 조제(여자주인공)의 공갂 



협찬 제안 l PROMOTION PROPOSAL 



협찬 제안 l PROMOTION PROPOSAL 



협찬 제안 l PROMOTION PROPOSAL 



협찬 제안 l PROMOTION PROPOSAL 



협찬 제안 l PROMOTION PROPOSAL 



협찬 제안 l PROMOTION PROPOSAL 

협찬 요청 사항조 수경(남자주인공 영석의 친구)의 공갂 

제작사 제공사항조 

- 엔딩 크레딧에 사명 및 CI 노출 (그림 참조) 

     추후 로고 일러스트( AI 파일 ) 보내주세요. 

- 영화 속 자연스러운 제품 노출 

- 촬영 종료 후 제품 세팅 사짂 제공  

     (개봉 이전 노출은 보앆상 불가하며, 개봉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SNS, 홈페이지 등)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