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 학술세미나
한국의 배우 매니지먼트 계약 구조의 문제점
변호사 최정환 (법무법인 두우)

I. 서론
영화에 있어서 배우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 못지않게 크고 중
요하다.

특히 많은 영화제작자들이 스타배우들이 갖는 관중 흡인력 때문에 가능한

한 스타배우들을 영화에 캐스팅하려고 하고, 투자가들도 어떤 스타배우가 출연하느
냐에 따라 투자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최근에 한국영화가 봇물처럼 솟아져 나오

는 속에서 많은 영화제작자들은 쓸만한 영화배우를 찾기가 힘들다는 탄식을 계속하
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문화의 한류열풍과 맞물려 배우들을 발굴하고 교육
과 이미지관리를 통하여 스타배우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배우매니지먼트 산업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매니지먼트회사의 영향력도 계속 커지고 있
으며, 최근에는 매니지먼트회사들이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배우매니지먼트에만
머물지 않고 직접 영화나 TV드라마의 제작에까지 업무영역을 넓히고 있는 추세이
다.

매니지먼트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해감에 따라 과거 중소규모로 운영되던

회사들이 이합집산과 합병을 거듭하며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고, 싸이더스HQ, 팬텀
과 같이 상장된 대형 매니지먼트회사들도 탄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매니지먼트산업에 있어서는 배우와 소속사의 분쟁이 끊일
날이 없고,1) 영화제작사와 매니지먼트사와의 갈등도 심심치않게 들려온다.

미국

이나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전속계약의 이행과 해지를 둘러싸고 이렇게
많은 소송이 제기되는 예를 찾아보기 어렵운데, 이러한 분쟁들은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2)의 시정권고등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해결되기도 하고,
또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성명, 기자회견등을 통하여 갈등이 노출되기도
하여왔다.3)
1) 2000년 이후에 소속사와 전속계약의 이행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분쟁을 겪은 스타급 배우들만 해도 김윤
진, 이정재, 원빈, 장서희, 이병헌, 이미연, 하지원, 김래원, 정다빈, 안재욱, 송윤아, 김상중, 추상미, 송
승헌, 김민선, 권상우, 김유미, 강혜정를 들 수 있으며, 그 외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신인배우들과 매니지
먼트사의 계약분쟁은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2년 7월 (주)사이더스를 비롯한 18개의 매니지먼트사에 대하여 전속계약상 연예인에
게는 의무조항만 있고 권리조항이 없으며, 과도한 손해배상조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제한, 해지의 일방적 해
석조항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권고조치를 내린 사실이 있다. 하윤금, 김영덕, “방송과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3. 커뮤니케이션북스, 87면
3) 2005. 6.에는 한국영화제작자협회가 배우매니지먼트사들의 제작사 지분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비
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강우석 감독이 영화배우 최민식과 송강호의 이름을
거론한 것이 빌미가 되어 최민식과 송강호가 반박기자회견을 하는 등 사태가 발전되다가 강우석 감독의 공식
사과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다. 스포츠조선, 2005. 6. 29.자 기사. http://sports.chosun.com/

그렇다면 우리 매니지먼트산업에 있어서 위와 같이 배우들의 계약해지소송이 잇따
르고, 영화제작사들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자는 배우를 관리하

는 매니지먼트사업이 갖는 본질적인 속성상 이러한 분쟁과 갈등은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나,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에만 이와 같은 분쟁이 많은 것은
현재의 우리 매니지먼트계약 법적 구조와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여야한다.
본 고에서는 우리의 매니지먼트 계약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바
람직한 매니지먼트계약과 산업구조를 정착하기 위한 개선책을 모색하여 본다.

그

러한 검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도 일찍 엔터테인먼트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
켜왔으며, 우리와 유사한 분쟁을 거쳐 배우매니지먼트의 제도적 정착을 이루어온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시스템과의 비교도 시도해보고자 한다.

II. 배우매니지먼트계약의 구조와 법적 성질
1. 배우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
배우매니지먼트계약은 기본적으로 배우가 자신의 경력관리 및 대외적인 출연계약의
섭외 및 체결을 매니지먼트사에 위임하고 매니지먼트사는 배우로부터 위와 같은 업
무를 수임하여 배우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일을 하여주고, 배우가 벌어들이는 수
입의 일정한 지분을 매니지먼트의 대가로서 수령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매니지먼트계약에 있어서 매니저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유능한 배우를 발굴하여 교육시키고 적절한 이미지를 키워주면서 배우활
동에 따른 재정적 조언, 활동스케줄 관리, 출연여부에 대한 조언과 판단, 대외적인
홍보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업무와 영화제작사 또는 TV방송사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배우가 작품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또 배우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주는 섭외업무이다.

배우관리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배우의 개인적 특성과 장점을 파악하고, 그 배우에 맞는 개별적 교육과 개별적 조
언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개인 매니저 (personal manager)의 측면이 강한 반면, 섭
외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영화업계 전반에 걸쳐 영향력있는 사람들과 다양한 네트워
크를 갖추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배우를 필요로 하고 있는
가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이 뛰어나야하며 복잡한 계약조건들을 배우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협상능력이 뛰어나야 하는 등 에이전트 (agent)로서의 성격이 강
news/news.htm?name=/news/entertainment/200506/ 20050630/56023208.htm

하다.

미국에서는 매니지먼트를 위와 같이 개인매니저의 활동영역과 에이전트의

활동영역으로 구분하고, 양자를 각각 달리 규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2. 배우매니지먼트계약의 특성
배우매니지먼트계약은 독점성과 포괄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매니지먼트사는 배우
를 계약기간동안 독점적으로 대리할 권한을 보유한다.

따라서 배우는 계약기간동

안 다른 매니지먼트사에게 업무를 위임하거나 활동을 함께 하여서는 아니된다.

배

우는 이러한 독점적 위임에 위반하여 계약기간중 다른 매니지먼트사에게 업무를 위
임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매니지먼트사는 그러한 업무위임을 금지
하는 가처분이 가능하다.4) 또한 매니지먼트사는 계약기간중 배우를 포괄적으로 대
리한다.

매니지먼트사는 배우의 특정연예활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

우의 모든 연예활동, 즉 연기, 가수, 연극, 출판등 기타 관련된 모든 연예활동을
포괄적으로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는다.

그러나 매니지먼트사가 이와 같이 소속 배

우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그 대리권의 구체적인 행사와 관련하여
소속 배우의 의사와 반하거나 또는 소속 배우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매니지먼트권한
을 행사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
이 영화배우 원빈과 매니지먼트사간의 소송에서, 매니지먼트회사가 전속계약에 기
한 포괄적인 계약체결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소속 배우와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우의 출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을 한 바 있다.5)
3. 배우매니지먼트계약의 법률적 성질
배우매니지먼트계약은 근로계약과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는 비전형계약이다.6)
배우매니지먼트계약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배우가 매니지먼트사에
자신의 배우활동과 관련된 교육, 관리, 대리, 계약체결권등을 독점적이고 포괄적으
로 위임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또한 배우는 매니지먼트사가 교육, 훈련,

4) 지금까지 매니지먼트사와 배우와의 전속계약의 분쟁과 관련하여 여러건의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이 소속배우의 연예활동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배우의 활동
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모두 기각한 바 있으
나, 독점적 매니지먼트계약을 위반한 배우에 대하여 다른 매니지먼트사와의 계약 체결 또는 업무위임을 금지
하는 내용의 가처분은 매니지먼트사의 계약상의 독점적 지위에서 가능한 것으로 본다.
5)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4나78754 판결. “매니지먼트 회사는 제3자와의 사이에 당해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 등에 관하여 그 계약의 조건, 이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하고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
는 당사자인 연예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당해 연예인의 일신전속적인 급부를 목
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연예인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
다고 할 것이다.”
6) 윤석찬, “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의 계약법적 고찰”,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6권 제1호, 2005. 12. 54면;
김동훈, “신종계약의 입법방향”, 민사법학 18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5. 213면

스케줄결정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매니지먼트사의 지휘, 감독을 받고 그
에 따라 자신의 근로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근로계약과 유사한 성격도 갖는다.

우

리 판례중에는 방송사에 소속된 TV관현악단 연주자의 방송사와의 전속계약은 근로
계약을 판단한 사례가 있다.7)

그러나 특정방송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연

주자에 대한 위 사례를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모든 배우매니지먼트계약을 근로계약
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 서울고등법원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니지먼트사
의 출연계약체결에 배우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약한 형
태의 근로계약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4. 배우매니지먼트계약은 “노예계약”이고 “불평등계약”인가?
우리나라 배우매니지먼트계약에 대하여 언론이나 일부 학자들은 이를 “노예계약”
또는 “불평등계약”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2002년의 공정

거래위원회가 매니지먼트사에게 시정권고한 내용을 보더라도 매니지먼트계약의 내
용이 일방적이고 불평등하다는 시각에 서있음을 알 수 있다.
이나 시각이 모두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배우매니

지먼트계약의 내용중 지나치게 소속배우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매니지먼트사에게 일
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매니지먼트사

의 업무수행을 위하여는 소속배우에 대한 감독, 활동지시, 사생활에의 개입, 수입
에 대한 일정지분의 수령 등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권한으로 보아야한다. 매니지먼
트사는 지휘감독자의 지위에서 배우의 연예활동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구
체적인 활동을 지시할 권한이 있으며, 배우는 매니지먼트사의 이러한 업무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또한 배우의 연예활동과 경력관리를 위하여는 배우가 스캔들이

나지 않도록 대인관계나 애정관계, 가족관계 등의 사생활에도 어느 정도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매니지먼트계약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노

예계약” 또는 “불평등계약”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또한 매니지먼트사가 신인배우수입의 60% 또는 50%를 매니지먼트 보수로 분배받는
것에도 반드시 부당한 것은 아니다.

배우매니지먼트사업도 엔터테인먼트사업의 일

종이므로 실패의 위험이 매우 높고 신인배우를 성공시킬 가능성은 평균 20% 정도에
불과하다. 즉, 10명의 신인배우들과 매니지먼트계약을 하여 신인배우들의 성공을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더라도 그 중 매니지먼트사의 투자를 보상해줄 정도로
성공을 하는 신인배우들은 불과 2명 내지 3명에 불과하다.

반면, 매니지먼트사가

신인배우를 스타로 키우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은 대단히 크다.

따라서 매니지먼

트사로서는 신인배우에게 투입된 자본, 시간, 노력에 대한 대가를 회수하고 높은
실패율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는 성공한 신인배우들로부터 그 수입의 상
7) 대법원판례 1997. 12. 26. 97다17575.

당부분을 보수로 수령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엔터테인먼

트사업으로서의 매니지먼트사업의 특성이나 신인배우의 성공을 위한 매니지먼트사
의 노력, 실패의 위험성등을 고려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신인배우에 대한 매니지먼
트사의 수입지분율만을 가지고 이를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III. 한국의 배우매니지먼트 계약 구조의 문제점
1. 고비용 저수익의 구조
우리나라 배우매니지먼트 계약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비용 저수익 구조라는 것
이다. 현재와 같은 계약 구조하에서 매니지먼트사들이 배우매니지먼트를 통하여 높
은 수익을 올리기는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고비용 저수익 구조 때문에 매니지먼
트사로서는 수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무리한 운영을 강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무리한 운영행태로는 (i) 소속 배우들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수입의 분배
를 요구하기, (ii) 스타 배우들을 내세워 투자자로부터 무리한 투자받기, (iii) 소
속 배우들을 최대한 겹치기 출연시켜 매출올리기, (iv) 매니지먼트사의 주가를 띄
우기 위하여 고액의 전속금으로 스타배우를 마구 스카웃하기, (v) 배우의 출연을
조건으로 영화사에 수익지분 요구하기, (vi) 소속배우들을 투입하여 영화제작 겸업
하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다면 과연 이와 같이 배우매니지먼트사업이 고비용 저수익의 구조를 가지는 이
유는 무엇인가? 이는 다음 몇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배우활동에 대한 비용을 대부분 매니지먼트사가 부담한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대부분의 배우매니지먼트계약에 있어서 배우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식
사비, 미용비, 교육비, 의상비 등은 모두 매니지먼트사가 부담한다. 그 뿐만 아니
라 스타배우들에게는 전용 수입밴을 각기 제공해주어야 하고, 일반배우들에게도 차
량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또한 차량을 운전해주는 로드매니저, 의상 및 미용을 관

리해주는 코디네이터를 매니지먼트사의 비용으로 제공한다.

그러다 보니, 배우들

중에는 연기공부를 위하여 유학을 가겠다며 유학비용을 제공하라는 요구도 나오기
까지 한다.

이와 같은 매니지먼트사의 배우활동비 부담은 고비용의 상당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이와 같이 매니지먼트사가 배우의 모든 활동 비용을 부담하는 계약구
조가 일반적인 것은 연혁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현재와 같은 매니
지먼트사업이 시작된 것은 1990년 이후 불과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과거 매
니저는 배우들의 개인스케줄을 관리하거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데에 불과

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신인배우를 발굴하여 교육시키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스타배
우로 만드는 것은 배우 최진실, 엄정화의 매니저였던 배병수로부터 비롯되었다.
당시 스타매니지먼트라고 이름하여 스타배우를 키워낸 그의 매니지먼트방식은 그
후 다른 후발 매니저들에 의하여 답습되었고, 그후 매니저들 사이에 경쟁이 심화되
면서 배우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매니지먼트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정착되어
왔다.8)
둘째로는 배우에 대한 거액의 전속금 지급 관행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초 매니

지먼트업이 시작되던 무렵에는 배우들에게 계약시에 거액의 전속금을 지급하는 관
행이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매니지먼트회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대기업들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유명배우들을 소속시키려
는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 과정에서 매니지먼트사들이 경쟁적으로 계약보너스의

성격을 갖는 전속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업계의 관행으로 정착되고 말
았다.

스타배우들로서는 매니지먼트사에 부탁하여 일거리를 찾을 필요가 없고 오

히려 밀려들어오는 일들을 거절하느라고 바쁜 경우가 많다.
서는 매니지먼트사에 소속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스타배우들로

자기 개인 심부름을 해주고 스케줄을

관리해줄 수 있는 개인매니저를 고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의 입장에서는 스타배우들가 계약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러나 매니지먼트사

유망한 신인배우들을 끌어

들이기 위하여서도 필요하며,9) 영화사나 방송사와의 협상력을 키우거나 회사의 가
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스타배우를 영입하여야 한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스타배
우들에 대한 전속금이 제시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일부 스타배우들이 2년 전속
계약에 15억원의 전속금을 요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일부 매니지먼트

사들이 우회상장을 한 후, 회사의 주가를 올리기 위하여 마구잡이식으로 배우들을
끌어모으기 위하여 고액의 전속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고액의 전속금 문
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고액의 전속금을 제시하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의
예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며, 우리나라만의 관행인 것으로 보인다.
매니지먼트사가 이와 같은 조건으로 스타배우들을 영입하는 경우, 또 다시 그 활동
에 필요한 비용과 전용차량, 로드매니저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수익분배율은 불과
10%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계약구조하에서는 스타배우와 2년 전속의 매니지먼트계

약을 하더라도 전속금과 계약기간중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에도 부족하다.
이러한 고액의 전속금의 지급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일반배우

들도 매니지먼트계약시에 당연한 듯이 고액의 전속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낮은 전
속금을 지급받고 계약을 한후 신인배우가 성공을 하게 되면, 다른 매니지먼트사가
8)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우리나라에 독특한 현재의 매니지먼트계약구조를 미국식 모델에 대응하여 배병수식 모
델이라고 부른다.
9)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신인배우들이 매니지먼트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중에서 해당 매니지먼트사에 어떤 유명배
우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제시하는 고액의 전속금에 욕심이 나서 무리해서라도 매니지먼트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매니지먼트사로 이적하려고 분쟁을 일으킨다.10)
2. 배우들에 의한 계약해지의 용이성
현재의 배우매니지먼트계약 구조하에서는 배우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매우 쉽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인배우가 성공하는 경우, 아직 거래질서가 확립되지 않

은 우리나라 매니지먼트업계에서는 다른 매니지먼트회사가 고액의 전속금을 제시하
며, 신인배우를 스카우트하려고 시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는 성공한 신인배우 스스로가 고액의 전속금을 받고 기존 계약에 따른 고율의 수익
지급을 피하려는 금전적 욕심으로 성공하는 순간부터 다른 매니지먼트회사를 적극
적으로 접촉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매니지먼트사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발굴하고

교육시켜서 성공시킨 신인배우가 그때까지 투자한 자금과 노력의 대가가 회수되기
도 전에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매니지먼트사로 옮겨가는 것은 막대한 손해를 초래
하게 된다.

그리하여 매니지먼트사들은 배우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

는 경우 전속계약금 또는 기존에 투자한 금액의 몇배11)를 손해배상금으로 예정해두
고, 또 계약위반에 대하여는 연예활동을 금지시키거나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는 규정을 계약에 삽입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송이 제기
되는 경우, 매니지먼트업의 특성과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법원으로서는 정서적으
로 매니지먼트사가 배우로부터 출연료의 상당부분을 가져감으로써 배우를 착취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배우의 눈물어린 호소에 마음이 움직여 대부분의 사건에서 손
해배상예정액을 과감하게 감액하여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다.

더구

나 매니지먼트사가 배우의 활동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는 계약구조하에
서 배우가 매니지먼트사의 사소한 계약위반사실들을 찾아내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매니지먼트사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억울하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매니지먼트사가 계약위반을 이유로 배우들의 연예활동을 구하는 가처분소송은 배우
들의 활동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진 것
이 한건도 없다.

이와 같이 배우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

장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사법기관이 이를 용인하는 상황하에서, 고액의 전속금이
라는 계약파기에 대한 유인이 존재하는 한, 배우들이 매니지먼트 계약을 해지하려
는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10) 예컨대, 신인배우들이 전속금 1,000만원을 받고 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위반의 위약금으로 전속금
의 5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신인배우가 성공하여 다른 매니지먼트회사로부터 5억원의 전속금을 제시받는
다면, 그 신인배우의 입장에서는 당장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서도 4억 5
천만원이라는 목돈을 받아 챙길 수 있으므로, 계약파기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11) 매니지먼트계약에 있어서 계약위반시의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전속금 또는 투자금의 3배 내지 5배의 수
준에서 예정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10배 정도까지도 손해배상예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실무상 필자가 검토
한 계약서중 가장 배수가 높았던 것은 전속금의 30배로 약정된 것이었다.

3. 배우보호를 위한 법률적 규제의 미흡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배우매니지먼트계약은 근로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

라서 매니지먼트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니지먼트사의 결
정에 따라야하므로, 계약체결 및 협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해둔 배우의 계약상
지위는 매우 불안할 수 밖에 없다.

한편 포괄적인 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매니지

먼트사로서는 마음먹기에 따라 그 권한을 남용하여 배우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
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배우매니지먼트계약에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배우를 보호하는 법률적 장치가 없다.

일반 근로자에 대하

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약조건이 엄격하게 규율되고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것과 비교하여 배우의 권리보호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매니저의 업무중 배우의 일자리를 구해주고 계약체결을 하여주는 섭외업무
는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
개"를

우리 직업안정법에는 "직업소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데,12) 매니지먼트사의 섭외업무를 살펴보
면 소속 배우의 요청을 받아 배우 구인자를 물색한 후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계약의
성립을 알선할 뿐만 아니라 직접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까지도
진행을 하므로, 명백히 위 법 정의규정상의 직업소개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
다.

직업안정법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는 제19조 이하에서 엄격한 등록

을 요구하고 사업활동에서도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47조에서는 등록하지 않은 유효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서는 모델에이전시에 대하여는 위 유료직업소개업등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매니지먼트사에 대하여는 실제적인 직업소개업무에도 불구하고 위 직업안정법에 따
라서 규율되거나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13)
4. 매니지먼트사에 의한 영화제작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매니지먼트사가 소속배우들을 출연시켜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매니지먼트사로서는 배우들에 대한 고액의 전속금과 고비

용 저수익 구조를 벗어나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다.

더구나 우

리나라와 같이 주연배우의 캐스팅에 따라 투자여부가 좌우되고, 또 영화제작후의
12)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
13) 1990년 초반 매니지먼트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될 무렵, 매니지먼트사업이 직업소개업에 속하는 지의 여
부와 유료직업소개업의 엄격한 법률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지가 문제가 되었었으나, 모델에이전시에 대하
여는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요구하면서도 매니지먼트사에 대하여는 유료직업소개업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았
던 것으로 보인다.

흥행의 실패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환경하에서는 스타 배우
들을 소속시킨 매니지먼트사가 직접 영화제작에 뛰어드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그
러나 이와 같은 매니지먼트사의 영화제작업의 겸영은 법률적,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매니지먼트사가 직접 영화를 제작하면서 자신의 소속배우를 그 영화에 출연시
키는 것은 이해충돌 (conflict of interest)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매니지먼트사의
법률상 의무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매니지먼트사로서의 충실의무 위반
으로될 가능성이 크다.

배우의 매니지먼트사로서는 배우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

록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반면, 영화제작자로서
는 최대한의 영화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영화제작예산의 하나인 배우의 출연료를 최
소한도가 되도록 협상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매니지먼트사의 이해충돌행위는 배우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의 선량
한 관리자의 주의의무14) 또는 영미법상에서 인정되는 충실의무 (fiduciary duty)
위반의 행위로써 매니지먼트계약의 해지사유 및 손해배상사유가 될 수 있다.

특히

매니지먼트사는 배우의 섭외업무와 관련하여 출연대상의 선정, 계약조건의 협상,
계약체결의 대행등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배우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보장함이 없이 소속배우를 출연시키는 것
은 매니지먼트사의 업무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매니지먼트사가 자신이

제작한 영화로부터 흥행이익을 취하면서, 동시에 소속배우의 출연료수입으로부터
매니지먼트 보수를 이중적으로 취하는 것도 이해충돌의 행위이며, 충실의무 위반의
행위가 될 수 있다.15)
물론 매니지먼트사가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소속 배우의 출연료에 대하여는
매니지먼트 보수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이나 의무위반의 문제가 다
소 적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매니지먼트사가 배우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 소속 배우들을 출연시켜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것에는 여전
히 이해충돌의 문제가 남는다.

왜냐하면 영화제작사를 겸하는 매니지먼트사는 근

본적으로 배우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이해관계보다는 영화제작사로서의 이해관계가
크게 되고, 결국 배우에 대한 충실한 매니지먼트 이행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매니지먼트사로서는 배우의 이미지관리와 흥행성공을 위하여 출연할 작품을 철
저하게 분석하고 배우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조언을 하여야할 의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과 판단에 앞서 자신이 제작하는 영화에 소속 배우를
14) 민법 제681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5) 미국에서도 매니저가 배우의 수입으로부터 매니저보수를 받으면서 영화제작자로서 자신의 이익지분을 취하
는 것을 double-dipping이라고 부르는데, 매니저로서의 중대한 의무 위반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다. William
A. Birdthistle, A CONTESTED ASCENDANCY: PROBLEMS WITH PERSONAL MANAGERS ACTING AS PRODUCERS, Loyola
of Los Angeles Entertainment Law Review 2000, 541면

출연시킴으로써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니지먼트사가 영화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영화제작이 주된 사업이 되고, 배
우매니지먼트는 이러한 영화제작사로서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배우들은 영화제작사로서의 성공을 바라는 매니지먼트사의 이

용물에 불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매니지먼트사는 배우의 활동관리와 섭외를 위임
받은 수임인으로서의 의무이행에는 충실해질 수 없게 되어버린다.
나아가 매니지먼트사가 직접 영화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화제작사와 모두 경
쟁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다른 영화제작사에 대하여는 소속배우의 출연을 거절하는
불공정한 거래행태가 나타나기 쉽다.

매니지먼트사의 본래 업무는 배우를 필요로

하는 영화제작사에 역할에 맞는 배우를 소개하여 주고, 배우를 출연시킴으로써 영
화산업에 공헌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매니지먼트사가 다른 영화제작사를 경

쟁사로 인식하고 소속배우의 출연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게 되면, 영화제작사가 아무
리 좋은 시나리오와 감독, 스텝을 모두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역할에 맞는 훌륭한
배우를 구하지 못하여 성공적인 영화를 제작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종국적으
로 우리 영화산업의 퇴조와 실패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5. 배우출연을 조건으로한 매니지먼트사의 영화 지분요구
최근 영화제작사에 의한 일부 스타급 배우들의 캐스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매니지먼트사가 배우출연을 조건으로 공동제작자라는 타이틀을 줄 것과 영화
수익에 대한 일정한 지분을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매니
지먼트사의 이러한 영화지분요구는 소속배우와의 관계에서 이해충돌과 충실의무 위
반의 문제를 가져오는 동시에 공정거래법 위반의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

하면 영화제작예산이 확정되어 배우의 출연료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는 영화제작사
의 입장에서는 매니지먼트사로부터 소속 배우의 출연을 조건으로 영화의 수입의 일
정 지분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는다면, 결국 매니지먼트사에게 추가적으로 영화흥행
이익지분을 보장하여 주는 대신, 상대적으로 배우의 출연료를 낮은 수준에서 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속배우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출연료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출연료를 받게 되고, 매니지먼트사는 소속배우의 출
연료를 줄이는 대신 자신이 영화의 수입지분을 얻게 된다.

또 매니지먼트사가 자

신이 스타배우를 공급하는 우월적인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벗어나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과 부당하게 거래
하는 행위”에 속하는 이익제공강요행위로써 동법 위반의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
될 가능성이 높다.

IV. 한국의 배우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제안

1. 직역단체의 활성화와 자율적인 단체교섭의 유도

현재 우리나라의 배우매니지먼트사업이 왜곡된 구조를 가져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배
우에게 거액의 전속금을 지급하는 관행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전속금의 지급 여

부는 계약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입법적
인 방법으로 이를 규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해결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다.

사실 이러한 전속금관행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계약상의 불공정한 조항의 개선, 배우들의 권익보호, 신인배우들
의 부당한 전속계약파기행위에 대한 제재, 매니지먼트사에 의한 영화제작 겸업의
지양 등의 모든 문제점들도 정부에 의한 입법이나 행정적 조치 이전에 영화시장의
주체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영화

제작과 관련하여 영화제작 시장주체들간의 협상과 계약에 의하여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그 시장에 개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문제 해결방법은 배우, 매니지먼트사, 영화제작사들의 협회가 결성되고
각 협회의 교섭을 통하여 배우매니지먼트 계약구조 및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와 그 산하단체로서 배우협회가 조직되
어 있고, 매니지먼트사협의회, 영화제작자협회가 결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직역단체들이 미국의 예와 같이16) 적극적으로 단체간의 교섭을 통하
여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대표성을 보유하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업계 자율적으로 각 직역단체를 강화하여 각 회원들로부터 단체

교섭에 대한 수권을 받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정부가 적극 개입
하여 직역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역

단체간의 교섭이나 협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도 필요하며, 협약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는 적절한 내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2. 배우매니지먼트사업의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

16) 미국에는 배우의 직역단체로써 미국영화배우협회(SAG)와 전미TV-라디오예술가협회(AFTRA)가 있는 데, 위 협
회들은 각각 에이전트사 협회등과 단체교섭을 통하여 배우매니지먼트계약의 최소한의 조건보장, 이해충돌행
위의 금지등 자발적인 이해조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배우매니지먼트업을 함에 있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허가나 등록,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니지먼트계약은 근로계약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매니지먼트사
의 섭외업무는 유료직업소개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니지먼트계약과 매니
지먼트업을 계속하여 당사자들의 자유방임 (laissez-faire)에 맡겨두는 것은 근로
계약이나 유료직업소개업이 근로기준법이나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엄격히 규제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배우들의 보호에 있어서 형평을 잃은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자격없고 경험이 없는 매니지먼트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업계의 질서를 어지
롭히는 피해도 방치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매니지먼트계약에 대하여 근로계약성을 인정하는 이상, 배우들의 보호를 위하여는
근로계약적인 측면에서 이를 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에서 각

주의 노동위원회가 배우와 에이전트간의 표준계약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배우와 에
이전트간의 쟁송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입법에
의하여 노동부산하의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가 매니지먼트계약의 적정성에 대하여
사전적, 사후적으로 이를 심사하고 시정을 명하거나 신속한 행정적 구제수단을 취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배우매니지먼트계약은 일반 근로
자의 고용계약과는 다른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 입법과정이나 실제 운용
과정에서 반영되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매니지먼트사의 업무중 대외적인 섭외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료직
업소개업에 준하여 자격요건과 등록요건등을 만들고, 배우들의 직업적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하여 매니지먼트사의 준수사항들을 만들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
여는 문화관광부와 노동부가 협의하여 매니지먼트사의 등록요건, 준수의무 등에 관
한 특별한 입법을 하거나 또는 직업안정법에 특별조항을 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본
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매니지먼트사에 대
한 법률적 규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매니지먼트업무의 성격에 따라
배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개인매니저 (Personal Manager)와 섭외업무만을 담당하는
에이전트 (Agent)가 구분되어 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개인매니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에이전트에 대하여는 엄격한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에 대한
허가에 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규제 법률을 두고 있다.17)

이 법에서는 에이전트

17) 캘리포니아 노동법 (California Labor Code) 1700조 이하, 뉴욕 상법 (New York General Business Law) 170
조 이하 참조.

의 허가요건, 에이전트계약서의 내용, 보수, 고충처리 및 징계등에 대한 상세한 규
정을 두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에이전트는 연예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허가받지 않은 섭외활동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모두
반환해 주어야 한다.18) 각 주에서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에 대한 허가와 규제는 각
주의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에이전트에게만 이러한 허가
를 얻도록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에이전트로 하여금
허가를 얻도록 하는 탈렌트 에이전트법은 직업을 구하려는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하
여 제정된 구제법으로써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19)

또 에이전트에 대하여 특

별한 법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다른 주에서도 일반적인 노동법과 콤먼로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에이전트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에이전시 업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온 역사를 보면,
1913년에 탈렌트 에이전시업을 직업소개업의 일종으로 보아 규제를 시작한 것이 최
초이다. 그후 1959년에 아티스트 매니저법 (Artist Managers Act)이 별도로 제정되
었다가 1978년에 탈렌트 에이전시법 (Talent Agencies Act)로 개정되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탈렌트 에이전시와 배우들간의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자, 미국 캘리포
니아 주의회는 캘리포니아의 대표적 산업인 영화산업의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
여

1982년에

캘리포니아

엔터테인먼트

위원회

(California

Entertainment

Commission)을 만들어서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연구하도록 하였
다.

동 위원회는 그 연구보고에서 엔터테인먼트산업중 자격이 필요하고 지위의 남

용의 여지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허가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하였는 바, 그 결과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1986년에 탈렌트 에이전시법을 개정하여 에이전트에 대하여는
엄격한 허가요건을 신설하기 이른다.20) 이러한 입법의 주요목적은 에이전트들의 횡
포와 권한남용으로부터 연예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동 입법에 의하여 탈렌
트 에이전트들에게 변호사와 유사한 정도로 엄격한 규제가 부과되고 윤리가 요구되
기에 이르렀다.21) 에이전트로 허가받기 위하여는 에이전트의 전력 및 기타 자격요
건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요건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
예인과의 계약서에 대하여는 노동청장의 사전승인을 받고, 에이전트 수수료에 대하
여도 사전에 노동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에이전트가 자신과 이해관계가

18)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인 Arsenio Hall이 1993년 그의 매니저가 허가없이 그에게 일을 소개하여주고
보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수금반환청구를 하여 220만불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다. Birdthistle, 전게논문
515면.
19) Waisbren v. Peppercorn Productions Inc., et al., 48 Cal. Rptr.2d 437 (1996)
20) Kenneth J. Abdo & Jack P. Sahl, ENTERTAINMENT LAW ETHICS PART 2: AGENTS, MANAGERS AND LAWYERS,
Entertainment and Sports Lawyer, Winter 2005., 3면
21) 탈렌트 에이전트 허가제도의 목적은 “부적절한 사람이 탈렌트에이전트가 되는 것을 막고 공중의 이익을 위
하여 에이전트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Kelli Shope, THE FINAL CUT: HOW SAG'S
FAILED NEGOTIATIONS WITH TALENT AGENTS LEFT THE CONTRACTUAL RIGHTS OF RANK-AND-FILE ACTORS ON THE
CUTTING ROOM FLOOR, Journal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Administrative Law Judges, Spring, 2006.
144면.

있는 회사에 소속 연예인의 출연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장부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배우의 소개의 대가로 상대방으로부터 소개료를 수령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22)
3. 매니지먼트사에 의한 영화제작의 규제
매니지먼트사가 자기 소속배우를 출연시켜 직접 영화제작참여하는 것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그 역할에 있어서 심각한 이해충돌을 가져오며 매니지먼트사의 충실의무에
위반될 뿐 아니라, 나아가 영화산업에서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행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매니지먼트사가 소속배우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계열

사를 통하여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매니지먼트사로서는

그 본래의 업무에 충실하고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업무를 배우의 관리
와 영화출연을 섭외업무에 한정하여야 한다.

만일 매니지먼트사에 의한 직접 제작

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매니지먼트사의 영화제작으로 인하여 배우가 불이익을 당하
거나 또는 다른 영화제작사들의 영화제작활동이 불공정하게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허용되는 요건과 절차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배우섭외업무를 담당하는 에이전트는 탈
렌트에이전트법에 의하여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는 영화제작사에 배우를 소개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전미영화배우협회 (Screen Actors Guild; SAG)의
규정에서도 에이전트가 소속배우들을 이용하여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
어 있다.

위 SAG규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위 규정에 위반하는 에이전트들과

배우들이 계약체결하는 것을 SAG가 금지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의 강제력을 갖게
된다.

반면, 배우들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개인매니저는 에이전트와는 달리 아무

런 규제가 없다.

개인매니저는 대외적인 섭외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8년 CAA라는 미국 최대의 에이전트 회사의 창업자이자, Walt Disney의
CEO를 역임한 Michael Ovitz가 Artists Management Group ("AGM")이라는 매니저 회
사를 만든 후, 직접 영화 및 TV드라마 제작에 뛰어듬으로써 매니저에 의한 영화제
작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비슷한 시기에 Garry Shandling이라는 코메디언

이 자기의 쇼를 직접 제작한 매니저의 행위가 매니저로서의 충실의무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매니저를 상대로 1억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또한
이 문제가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23)

현재 미국에서는 매니저가 소속배우들을

22) Matthew H. Schwartz, BEATEN TO "SUBMISSIONS": TALENT AGENTS SCORE A VICTORY OVER MANAGERS ON
SUBMISSIONS OF MOTION PICTURE SCREENPLAYS, Journal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Administrative Law
Judges, Spring 2002, 146면.
23) 이 사건에서 Garry Shandling은 자신의 매니저가 직접 Shandling의 TV쇼를 제작하면서, 매니저로써

출연시켜 직접 영화 및 TV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은 충실의무 위반이라고 보는 의견
이 우세하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는 매니저에 대하여도 허가를 요건으로 하고
에이전트와 마찬가지로 영화제작의 금지등을 입법화하자는 Kuehl법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24)
V. 결론
우리나라에서 영화, 음악과 같은 영역이 엔터테인먼트산업 또는 문화산업이라는 말
로 불리우며 산업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되지 않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우리나라의 성장원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산업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대부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정부도 막대한 예산을 엔터테인먼트산업발

전에 투입하고 펀드를 조성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산업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금전적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산업을 구성하는 각 부문들의 갈등을 제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여 주는 제도적, 법적 기반의 조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화산업에 있어서 배우매니지먼트계약 및 운영구조에 대한 시장
접근적 연구와 대립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관한 검토는 영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이다.

잘못된 배우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배우와 매니지먼트사와의 갈등을 키움으로써 유망한 배우의 앞길을 좌절
시키거나 스타배우의 발굴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매니지먼트사가 스타배우를

자기의 영화에만 독점적으로 출연시키거나 또는 다른 영화제작사의 출연을 거절할
수 있다면, 그러한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오히려 한국영화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결
과가 될 것이다. 이제 배우매니지먼트 계약과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영화계
의 관련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숙의하고, 정부나 국회가 바람직한 배
우매니지먼트업의 정착을 위하여 행정적, 입법적 활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
다.

지금 이 시기에 제도적 정비를 하지 않으면 잘못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고착

화됨으로써 개선의 시기를 놓칠 위험이 있다.

우리 매니지먼트사가 세계적인 배우

를 키우고 한류열풍을 이어나갈 수 있는 세계적인 매니지먼트사가 될 수 있도록 환
경을 만들어주면서도, 배우의 권익이 보장되고, 영화제작사들이 배우캐스팅에 부당
한 조건이 개입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Shandling의 수입을 나누어가지는 동시에 쇼제작자로써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매니저로써의 충실의무
(fiduciary duty)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매니저가 Shandling에게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
상으로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없이 종결되었다. Birdthistle, 전게논문 536면.
24) Birdthistle, 전게논문 5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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