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로케이션, 

주한프랑스문화원 영상교류팀이 함께 합니다. 

프랑스에서 영화, K–드라마의 에피소드 촬영을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프랑스를 넘어 해외 프랑스령까지, 

프리 프로덕션부터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프랑스 로케이션에 대한 모든 것을 도와드립니다.

프랑스 로케이션이 현실이 되는 완벽한 방법,  

와 함께 하세요.



Normandie

노르망디



Dune du PilatSavoie

듄느 듀 삘라사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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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영화, 애니메이션, TV드라마 
해외촬영 로케이션

지금 프랑스 를 
선택해야 하는 8가지 이유

Versailles

베르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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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프로덕션 세금 환급 제도  (TRIP)

- �프랑스에서 촬영되는 장편 영화, TV시리즈를 포함한 

애니메이션 및 실사, VR 및 웹 프로젝트 등 

�- 전체 영화 중 시퀀스 하나에도 적용 가능 �

- 시리즈물 에피소드에도 지원 가능

€ 25만 유로 이상 프랑스에서 지출되는 해외 영화 

자동 환급 

- 프랑스에서 지출한 총 지출비의 30% 환급 �

- 프로젝트 당 한도액 € 3,000만 유로 

- �VFX 비용에 € 200만 유로 이상 지출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40% 세금 환급 가능

〈남산의 부장들〉, 〈덩케르크〉, 〈포드 V 페라리〉, �

〈셜록홈즈: 그림자 게임〉, 〈프렌치 디스패치〉, �

〈미드나잇 인 파리〉,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인셉션〉, 〈센스8〉, 〈킬링 이브〉 등 

지원 가능 
프로젝트

지원 조건

지원 방식

지원 혜택

해당 작품

• 한국–프랑스 공동제작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제작하는 극영화

한국–프랑스 공동 제작사는 영화 전체 제작비의 �

최소 20% 각각 지출

여러 형태의 제작 인센티브 중 선택 가능 

요건 충족 시 자동 지원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 

제작에 관한 협정에 의해 영화진흥위원회 (KOFIC)와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 (CNC)에서 인정받은 영화는 

양국의 국적을 동시 취득, 개별 파이낸싱 가능

〈여행자〉, 〈두만강〉

지원 가능 
프로젝트

지원 조건

지원 방식

지원 혜택

해당 작품

프로젝트별 맞춤 
제작지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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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네마 뒤 몽드Cinémas du Monde 지원제도 

외국 국적 감독의 장편영화 (극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단, 외국어로 촬영된 프랑스 국적 영화는 

지원대상 제외

- 사전 제작지원 및 후반작업 제작지원

- �예산 € 250만 유로 이상인 영화는 한국–프랑스 

공동제작협정으로 제작

선택적 지원 방식

사전제작 지원의 경우, 최대 € 25만 유로 지원

후반작업 지원의 경우, 최대 € 5만 유로 지원�

단, 지원금의 50%는 프랑스에서 지출

〈블랙스톤〉, 〈마담 B〉, 〈오리의 웃음〉, �

〈소년, 소녀 그리고 바다〉, 〈에브리띵 윌 비 파인〉, �

〈어른의 부재〉, 〈찬란함의 무덤〉, 〈더 랍스터〉 등 

지원 가능 
프로젝트

지원 조건

지원 방식

지원 혜택

해당 작품

• 지역 기금 지원제도

지역 기금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작품 �

지역별로 선정기준 상이 

파리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 전체 �

촬영 일수의 50%와 프로젝트 예산의 50%를 해당 

프랑스 지역에서 지출 

선택적 지원 방식

- �프랑스에는 도별 또는 도시 별로 총 34개의 지역 

기금이 있으며 2019년 € 8,300만 유로의 지역 

기금으로 2,125개 프로젝트를 지원

- �파리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프로젝트 당 �

최대 € 70만 유로 지원 가능

〈어른의 부재〉, 〈소년, 소녀 그리고 바다〉, �

〈프렌치 디스패치〉, 〈매직 인 더 문라이트〉, �

〈사령혼: 죽은 넋〉 등 

지원 가능 
프로젝트

지원 조건

지원 방식

지원 혜택

해당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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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역의 
아름다운 촬영 장소 

프랑스에는 수많은 산맥들과 바다, 황량하고 �

오래된 화산과 목가적인 해안까지 수많은 풍경을 

아우르는 코트다쥐르Côte d'Azur 지역을 포함해 

해외 프랑스령 타히티Tahiti, 과들루프Guadeloupe, 

뉴칼레도니아Nouvelle-Calédonie에서도 숨 막힐 듯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수많은 역사적인 공간은 시대극, 

스릴러, 로맨틱 코미디 등 모든 장르물의 촬영에 있어 

최적의 장소일 것입니다. 

2

뱅상 카셀

Vincent Ca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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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다 카텝

Reda Kateb
조셉핀 자피

Joséphine J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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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경력에 빛나는 
재능 있는 스타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뱅상 카셀, 레아 세이두, 

마리옹 꼬띠아르 등 수많은 프랑스 스타 배우들과 

오스카상에 노미네이트된 촬영감독, 미술감독, 음악감독 

등 수상 경력에 빛나는 재능 있는 스태프들과도 

공동작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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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델 에넬 
Adèle Hae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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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혁신적인 
스튜디오들 

프랑스 전국 곳곳에 위치한 프로덕션 스튜디오, �

디지털랩 및 VFX 스튜디오는 최상의 설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레이드 러너 2049〉, 〈미니언즈〉, HBO의 

〈워치맨〉과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들이나 기술력이 

요구되는 영화들이 제작됐습니다.

모션 캡처, 블루 스크린, 실시간 VFX 및 VR 분야의 

고급기술을 혁신적인 프랑스 스튜디오에서 구현해 

보세요.

4 숙련된 제작 스태프

프랑스의 숙련된 제작 스태프들은 1년에 5,000시간 

이상의 TV 프로그램과 300편 이상의 장편영화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태프들은 홍상수, 우민호, 크리스토퍼 놀란, �

웨스 앤더슨, 마틴 스콜세지 등 매우 까다로운 감독조차 

만족할 만큼 진취적인 정신으로 제작에 임하고 있으며, 

〈루시〉, 〈포드 V 페라리〉,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과 �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부터 저예산 영화에 이르기까지 

제작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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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교육 프로그램 

전 세계 애니메이션 학교 중 최고로 손꼽히는 

고블랭학교Les Gobelins를 포함해 프랑스에는 영화와 �

TV 분야에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미국, 영국 등 가장 영향력 있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 VFX 스튜디오에 대규모로 채용되고 있으며, 

파리의 일루미나시옹 막 구프Illumination Mac Guff 스튜디오의 

〈슈퍼 배드〉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6 창작자들을 위한 
전용 레지던스 제공

프랑스에는 시나리오 작가, 감독, 음악감독들을 위한 �

전용 레지던스들이 지역별로 갖춰져 있습니다. 

‒ 파리Paris | 시네퐁다시옹Cinéfondation

‒ 코르시카Corse | 그렉Grec

‒ 릴Lille | 르 프레느와Le Fresnoy

‒ 칸Cannes | 칸느세리CanneSeries

‒ 로마Rome | 빌라 메디치Villa Médicis

‒ 앙제Angers | 프리미어 플랑Premiers Plans

‒ 라 로셸La Rochelle | 상트르 엥테르몽드Centre Intermondes 

이외에도 프랑스 곳곳에 위치한 전용 레지던스에서 

창의력을 높이고 준비한 프로젝트에 생명을 불어�

넣어 보세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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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촬영 작품 지원 
전담기관

프랑스 촬영의 첫걸음, 주한프랑스문화원 �

영상교류팀이 도와드립니다. �

필름 프랑스 ( www.filmfrance.net ) 사이트에서는 �

프랑스 내 31개 영상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현지 촬영, 

촬영 스태프 및 그 외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공동 제작사, 공동 프로듀서, VFX 스튜디오 등 �

재능 있는 파트너들이 프랑스 촬영의 처음과 끝을 �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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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 - Montmartre

파리 - 몽마르트르



파리 - 비르아켐 다리 파리 - 튈르리

Paris - Pont de Bir Hakeim Paris -  Tuileries



Paris - Île Saint-Louis

파리 - 생루이 섬



프랑스 로케이션 문의

주한프랑스문화원 영상교류과 | 한국어 · 불어 · 영어 가능 

hello-france@institutfrancais-seoul.com
02.317.8511

필름 프랑스 | 불어 · 영어 가능

rebate@filmfrance.net
+33.1.53.83.98.90

프랑스 관광청 | 한국어 · 불어 · 영어 가능

seonju.park@atout-france.fr
02.776.9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