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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분야이지만 이처럼 현재 유통되고 있는 많은 종류의 계약서를 한데 모은 사례도 흔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그렇게 위로해 보고자 한다.

‘계약’
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

공연은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는 유기체와도 같다. 그러므로 항상 새로울 수 있으며 또한 발전가능
성이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싣지 못한 좀더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어 보기를 희

2009년 현재 대한민국의 공연장에서 하룻밤 사이에 올려지는 공연의 수는 10년 전에 비해 그 규모
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였다. 비단 수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마

망하며 이 책이 공연계에 종사하는 많은 실무자들의 고민과 의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기회가 되
길 바란다.

다 포진해있는 공연장들을 통해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세계적인 규모의 우수한 공연들이 이토록 많은

책자의 구성과 활용법

나라는 아마도 흔하지 않을 것이다.
근래에는 공연의 장르도 다양해져서 뚜렷한 장르간 경계나 구분 없이 인접 장르간의 융합, 분화된
공연까지 합하면 대한민국은 가히 세계적인 공연 생산국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공연의

이 책자는 현재 공연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를 수집하여 각 상황에 맞게 참고할 수 있도록 유
형화하여 구성하였다.

수가 늘어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각 지자체마다 대표적인 공연장 건립에 집중하게 되어
공연장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국력의 척도가 경제력만이 아닌 문
화력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매년 발표하는 향후 20-30년간 유망한 직업군 중 문화예술계

첫 장의 경우, 장르에 상관없이 공연기획과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계약서를 실었고, 2장부
터는 고용, 작품개발, 공동제작시에 필요한 계약서로 이루어졌다.

종사자들이 언제나 상위 랭크에 포함되게 되었다. 따라서 예술가들도 늘어나게 되고 문화계에 종사하
는 예술경영 종사자들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각 계약서 가장 뒷부분의 서명, 날인란은 생략되었으며, 계약서 뒤쪽에 실무현장에서 활동하고 있
는 집필자들이 실제 계약시에 유의할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했으며, 보완·수정 사용 시 주의할 점이나

과거 공연은 정치활동의 부수적인 산물로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도구나 또는 문화사절의 일환으

좀더 최선의 계약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붙였다.

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공연의 성사는 대부분 인맥이나 권력의 힘으로 이루어졌
다. 그러나 지금은 철저한 상업논리를 바탕으로 쇼 비즈니스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

상용계약서를 기반으로 최선의 계약서 샘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된 책이지만, 특정 공연

이다. 이러한 변화의 바탕에는 미국의 뉴욕, 영국의 웨스트엔드처럼 공연이 어엿한 하나의 산업군이

의 계약서라는 점을 유념하여 실제로 이 계약서를 기초로 계약을 진행할 시에는 각 장르나 작품별, 상

되어 그에 수반되는 경제인구를 구성하게 된 것과 과거 군사력, 경제력만으로 국력을 가늠하던 시대가

황별 특징에 맞는 세심한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쳐야 하며,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 과

가고 문화를 그 나라의 국력으로 여기는 시대적 분위기에 따른 변화가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따라서

정을 거치기를 권장한다.

과거처럼 주먹구구식의 공연기획,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구두계약으로 충분하던 공연의 성사는 불
가능하게 되었다.

계약서는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갑”
의 입장에서 작성된다.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입장이
라면, 이 책자를 기본 샘플로서 활용하기 바라며, 계약서를 제공받는 입장이라면, 계약서의 기본 구성

각 대학에도 예술경영학과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실제로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많은 민간 기

이나 법률적 근거 등을 숙지하고, 최대한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기 바란다.

획사들이 오늘도 공연을 올리고 있는 이때 아직도 공연계약을 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실무 종사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현재 공연계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연
계약서를 상황별로 묶어 공연기획 과정 중 계약단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에
서 기획되었다. 물론 계약, 그 중에서도 공연계약이라는 것이 수많은 경우의 수와 사례가 있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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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7

공연계약의 최신 이슈와 경향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연계의 정서와는 무관하게, 뮤지컬을‘결합저작
물’
이라고 판단한 점도 고려하시기 바란다. 뮤지컬이‘결합저작물’
이라는 의미는 뮤지컬의 저작권이
전체적으로 제작자(프로듀서)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본작가·음악감독·무대미술가·조명디

돌이켜 생각하면 변호사로서 지난 20년간 공연계의 주위를 맴돌았다. 초기에는, 출연계약 없이 공연

자이너 등 창작자 각자에게 각자의 창작부분의 저작권이 분속한다는 의미이다. 뮤지컬이 결합저작물

을 끝냈는데 제작자가 출연료를 주지 않는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냐는 식의 소박한 질문이 주를 이루었

이라면, 뮤지컬이 아닌 여타 공연물도 결합저작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제작자가

다. 2000년 <캣츠> 사건을 계기로 뮤지컬 지형도가 달라지고, <난타>의 매출이 족히 중소기업 매출 정도

계약에 의하여 공연에 참여한 대본작가, 음악감독, 조명감독, 미술감독 등 창작자 집단으로부터 해당

는 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자 투자자와 제작자의 이해, 공연 브랜드 그 자체의 보호, 저작권 쟁점 등

저작권을 각각 양도받지 않으면 제작자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대본작가와 공연계

공연계도 바야흐로 산업사회의 법률문제를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다. 한편으로 세계화의 영향에 힘입어

약을 한다면 (권리의 다발로서의) 저작권을 어느 범주에서 사용할지,‘이용허락’
을 받을지,‘양도’
를

축제가 왕성해지면서, 산업성과는 거리가 있는 예술단체의 교류에 대하여도 법률이 간여하게 되었다.

받을지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미술감독, 의상디자이너 등 창작자들의 재공연시 저작권 주
장은 이제 시간문제다. 이들 창작자들의 권리를 어느 범위에서 이용할지도 궁리할 필요가 있다.

흔히들 영문계약서는 정치(精緻)한데 우리 계약서는 간략하다고 불평한다. 마치 두터운 계약서는
선진사회의 것이고 우리는 아직 후진적이라는 불만처럼 들린다.

이익을 나누기로 한 계약이라면 매출의 기준을 어떻게 하고(매표 수입만으로 할지, 상품화권을 포
함할지), 비용을 어느 범주까지 계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한편, 로열티를 요구하는 계약이라면 매출

영문계약서가 복잡한 이유는 영국과 미국이 공연의 산업화를 먼저 이루었다는 사정과 관련이 있다.
산업화란 거대 자본을 의미하고, 투자자의 등장으로 셈이 복잡하여지면서 제작자가 장난을 못 치도록

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이익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훨씬 간명하다는 데 이견이 있을 리 없다. 이익의
계산은 제작사 내부에서 하므로, 회계적 조작으로 이익 줄이기는 선진 공연업계의 오랜 관습이다.

여러 가지 장치를 하게 된다. 그러니 계약서가 복잡해질 밖에. (이 자료집의 계약서 중에 뮤지컬 라이
선스 계약서와 축제 공동제작 계약서를 비교하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또한 법제의 차이, 즉 영미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란다. 그가 공연업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결코 무

계와 우리 법이 절대적으로 의존한 대륙법계의 법률제도상의 차이도 작용하였다. 교과서에서 배운 대

리한 (사실은 공연업계 외에서는 통상의) 법률비용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가능한 한 계약서

로 영국은 불문법 국가로서 성문헌법조차 가지고 있지 않고 미국은 연방헌법을 기지고 있다고 하여도

말미 분쟁조정 조항에 합의관할 법원을 기재하는 대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영국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 성문법의 전통이 약하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전에 의하여 계약

좋겠다. 어차피 분쟁이 생겨도 가슴앓이 하고 말 일이라면 별 문제이나, 정말 일전을 불사하시겠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영

대한상사중재원이 확보하고 있는 문화산업 전문가 풀을 이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상대적으

미법계 계약법에서는 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합의내용을 해석하여야 하였으

로) 유리하다.

므로 계약서의 내용이 충실해진 것이다.
최근 공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만한 입법상의 변화가 있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문화산업전
그렇다면 어떤 계약서가 좋은 계약서인가?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계약

문회사와 완성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이다.“문화산업전문회사”
란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서가 좋은 계약서이다. 계약당사자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계약서에 담아놓을 필요가 있다. 소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한 용어로 가능한 한 충분히 표현하자. 긴 문장으로 늘어놓다가 주어 술어가 엉킬 수가 있으니 단문으

이란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제21호.“문화산업완성보증”

로 나누어 의미를 명확히 하면 좋겠다.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돌아서서 그에 반하는 이야기를 서로 나

완성하여 인도(引渡)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의 대출·급

누었다면, 제발 그러한 내용을 계약서에도 담아 놓기 바란다.“계약서에서는 그랬지만 사실은 그게 아

부(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3호. 이들 제도가 공

니잖아?”
는 법원에서 좀처럼 먹히지 않는다.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연
‘산업’
계를 겨냥한 점은 분명하지만 공연업 전체의 토대를 튼실하게 하는데 총체적으로 도움이 되

는 벗어나시기 바란다. 틀리게 쓴 법률용어 보다는 저잣거리의 평이한 용어가 객관적 의미를 탐지하는

기 바란다.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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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트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극장측에 미리 사용 허가를 받으십시오. 허가 받지 않은 세트 및
기타 사항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극장 대관 계약서(신청서)이다. 신청서 자체보다도 붙임자료로 되어있는 대관규정이 실질적으로 계

8. 분장실에 도시락 반입금지
9. 동(12~2월),하(6월~9월)절기에는 냉난방비 5만원 추가

약서의 역할을 한다.

10. 대관료 입금계좌 : XX은행 : 032-**-****-***
예 금 주 : OO극장

OOO극장 (공연,행사/준비) 대관 계약서

11. 본 극장은 2008 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전용공간지원사업 수혜대상으로 연극/무용 장르에 한하
여 기존 대관료의 50%인 30만원의 대관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체(공연자)명
준비 및 공연사용일시
(리허설포함)
공연시간
공연제목
계약일자
잔금일자
계약금
잔금
신청인
연락처

내용
장르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33*-****, FAX 33*-****로 하여 주십시오.

위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OOO극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2008년
월
일
2008년
월
일
*,***,***원 (입금 일자:
*,***,***원 (입금 일자:
Tel.

붙임. 극장 대관규정

OOO극장 대관규정

)/부가세 별도
)/부가세 별도
Fax.

(2004년 1월 1일자 개정)
제1조 대관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OOO극장(이하“공연장”
) 대관에 따른 세부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OOO극장 사용 준수사항>

제2조 대관의 정의
1) 대관이라 함은‘공연’
이나‘연습’
,’
녹음’
,’
녹화’등을 위하여 공연장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1. 사용 통보서를 받은 후 지정일까지 기본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포스트극장 사용시 사고 혹은 과실로 인한 비품 등 시설물의 손상과 화재, 도난 등 모든 사고
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 하여야합니다.
3. 사용자는 허가 없이 포스트극장 비품을 이동,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 후 정리정돈을 완료하고,
확인 후 사용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관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부수행위를 위하여 당 극장의 시설 설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자라 함은 이 규약을 인정하고 극장의 대관 승인을 받아 극장과 대관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3) 극장은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 유지, 입장 통제, 안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4. 기타사항은 계약 체결 시 사용규정 및 사용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공연과 관련된 주차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6. 모든 공연의 진행 및 안전은 공연 주최측에 있습니다.

제3조 대관의 종류
1) 대관은 정기 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공연준비 대관, 철수 대관,
공연 목적 이외의 방송, 영화, CF 촬영을 위한 기타 대관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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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 대관은 매년 반기를 기준(상반기 : 1월-6월 / 하반기 : 7월-12월)으로 차기 기준반기 개시
전에 극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신청, 승인, 확정한다.
3) 수시대관은 해당 반기에 잔여일정 발생시 가능하며, 극장은 별도의 신청 기간을 정하지 않고 대

Ⅰ

대관 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 대관 승인을 받은 자(이하‘대관자’
)는 대관 승인 통보서에 명시된 일정 내에 대관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관 신청을 접수한다.
제8조 대관 승인 기준
제4조 대관의 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범위는 공연장 공간의 기본 시설 및 부대설비에 해당한다.

1) 대관 승인 기준은 대관자의 전년도 공연실적 및 신청내용과 차기년도 극장 운영 방침을 고려하여
정한다.
2) 대관 일수 및 일정 경합시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5조 대관료

ㄱ) 한국의 전통을 현재적으로 재창조하는 실험적인 공연

1) 대관료는 매년 인건비, 시설 유지비, 감가상각비 등 물가를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

ㄴ) 창작 초연 단체

2) 대관계약 체결 시 대관자는 전체 대관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연시작3일 전

ㄷ) 해외 우수단체 초청공연

에 잔금을 완납하여야한다.

ㄹ) 실적 및 성실성이 우선한 단체 신청일 기준 최근 공연실적 우선

3)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 사용료는 공연은 종료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 극장은 초청하는 공연 및 후원하는 공연, 기획 대관의 경우 대관료를 면제, 감면해 줄 수 있다.

제9조 대관 신청제한

5)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만 다음 사항의 경우는 극장측과 대관자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는 대관 신청을 받지 않는다.

충분한 협의 하에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현행법에 저촉되는 내용의 공연이나 행사

ㄱ) 외선의 고장으로 인한 정전, 화재 사고와 천재지변, 정부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2) 극장의 시설 및 설비, 또는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공연이나 행사

극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극장의 대관 승인이후 대관자 임의로 대관계약을 취소한 전력이 있는 경우

ㄴ)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대관자가 사용일로부터 90일전에 대관취소를 신청
하여 극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10조 대관 승인 취소 및 사용 중지
대관자가 다음 중 한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6조 대관 신청의 접수
1) 제4조의 시설을 일정기간 대관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대관신청서와 대본 1부(행사의 경우 행사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극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관 승인 이후 대관 규정 제 6조의 대관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대관 승인 이후 대관 규정 제 9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밝혀졌을 때
3)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2) 대표는 대관 신청서 접수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대관 기간과 함께 공고하도록 한다.

4) 규정에 따른 기일 내에 대관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3) 대관신청기간 중에 접수한 대관 신청서의 심사 승인 후 잔여 일정이 있을 경우 대관 신청을 추가

5) 대관자가 극장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관련 시설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도한 사실이

접수할 수 있다.

밝혀졌을 경우
6) 위의 항 외에 대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제7조 대관 승인 및 계약 체결
1) 대관 신청서 접수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결과를 대관 승인서 또는 불가 공

7) 사용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극장의 취소 승인을 받은 경우
8) 극장의 승인 없이 과다한 교환권(할인권 포함)을 발행하여 공연장의 지정 좌석이 부족할 경우

문, 기타 대관의 경우 공문 또는 유선으로 대관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2)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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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용권 양도 및 전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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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장치의 설치 및 철거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이로 인해 얻게 된 당 극장의 관련 시설 이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1) 대관자는 극장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여 설치한 경우 극장의

전도할 수 없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하여 대관 승인 또는 계약 체결 후, 공동 주최 및 초청 등 변동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우 극장측은 대관자에게 소정의 예치금(20만원) 부담 및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극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관리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대관자가 반입하는 관련 설치물들은 현행 소방법에 규정된 방염처리가 완결된 시설물이어야 한다.

제12조 사용내용 변경 금지
1) 대관자는 공연을 진행함에 있어 공연의 종류나 내용 등을 계약 체결시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시킬
수 없다.
2) 대관자가 극장의 사전 승인이 없는 내용을 공연하여 극장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경제적인 손실

3) 대관자는 사용한 설치물들을 사용 완료 즉시 원상회복 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 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극장이 철거 또는 폐
기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치금(20만원)에서 사용하고 사용 잔액을 즉시 반납한다. 단, 극
장이 철거시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다.

을 가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대관자는 즉각 그에 상당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극장은 다
음 회부터의 대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의 대관료 반환은 있을 수 없다.

제16조 입장권 발행
1) 대관자가 입장권을 인쇄할 경우에 다음의 사항은 입장권에 명기해야 한다.

제13조 대관일정 변경 불가
대관자 측의 사정에 의한 대관 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대관자가 사용일 90일
전에 일정 변경을 신청하여 극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관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손
실액(계약금 포함)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ㄱ) 어린이 입장은 입장권을 소지한 초등학생 이상의 어린이에 한한다. (단 공연의 특성에 따라
연령 제한은 조정할 수 있다.)
ㄴ) 공연 시작 1분전까지 입장을 완료하여야 하며 공연 중에는 공연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입장
할 수 있다.
ㄷ) 음식물, 꽃다발은 공연장에 가지고 입장할 수 없다. 특히 어떠한 경우라도 화환의 건물반입을

제14조 관리 의무 및 손해 배상
1) 대관자는 극장 대관기간 중 극장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대관자가‘1항’
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
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 대관자는 대관 관련 부속 시설(열쇠, 분장실 집기, 비품) 파손시 극장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하
여야 한다.
4)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공연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인적, 물
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다만 극장 측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의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상황에 한하여 극장이 이를 승인할 시에는 소정의 청소
예치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ㄹ) 휴대전화와 호출기는 반드시 꺼야 한다.
ㅁ) 장내에서는 사진 촬영 및 캠코더 녹화, 녹음 등 공연의 저작권에 침해를 미칠 수 있는 모든 행
위 및 공연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다.
ㅂ) 모든 인쇄물에 사용되는 OOO극장 로고, 약도(극장에서 대관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필히 사용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다.)
2) 극장은 대관자와 협의하여 극장측의 회원에게는 입장권 금액을 일정 비율로 할인 판매할 수 있으
며, 대관단체는 극장측과 합의 하에 대관공연의 초대권을 제공한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5) 대관자는 극장이 어떠한 제 3자로부터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
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극장측이 어떠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극장의 법률적인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17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1) 대관자는 공연의 광고 및 홍보에 있어 극장과 관련된 사항은 극장의 CIP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현수막 부착, 포스터 게시, 전단 배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극장의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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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방송 및 판촉 관련
1) 극장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에는 극장의 승인을 얻고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
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중계위치, 시설 사항 등에 관해서는 사전 협의를 필히 해

Ⅰ

6) 대관자는 총연습 전까지 대본 1부, 프로그램 5부, 입장권, 포스터, 및 극장측이 보관용으로 필요
한 각종 인쇄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7) 극장측은 공연장 대관자에게 무료 주차장을 제공하지 않는다.

야 한다.
2) 방송관련 중계 및 녹화의 경우 극장 내 녹화 차량의 주차위치가 협소한 관계로 대관자는 반드시
수일 전에 극장 측의 협의 하에 방송중계 및 녹화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극장은 대관자

제22조 규정의 효력
본 규정은 OOO극장과 대관자와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의 방송녹화 및 중계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3) 공연과 관련된 리셉션 및 판촉 관련 행사들을 개최할 경우에는 극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 항변권
1) 극장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관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항변할 수 있다.

제19조 서식
대관에 관한 모든 서류는 OOO극장의 소정 양식으로 한다.
제20조 공연진행의 정의
‘공연 진행’
이라 함은 공연준비 기간을 포함한 공연 대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진행

2) 항변에 따른 귀책사유가 개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극장측은 그에 따른 배상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4조 규정 변경 승인
1)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더 필요한 사항이 요구될 경우 극장측 대표는 규정을 추가 시킬 수 있다.

제반 사항을 말한다.

2) 규정을 변경할 경우 극장측은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서 발송일 14일 이내에 서

제21조 공연 진행 협조

3) 제 2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면으로 극장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대관자는 공연 시작 최소 3주전에 극장측이 주최하는 스탭 회의에 기획, 연출, 무대, 조명, 음향감
독, 장치 제작자가 필히 참석하여 공연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2) 공연 당일 진행의 책임은 무대에 관한 사항은 무대감독이 진다.

제25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극장측의 관련 규정과 상용관례에 따른다.

3) 효율적인 공연 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무대감독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4) 공연 대관시간은 1일 최대 2회 공연이며 추가시 1회당 5만원의 사용료가 추가되며 1회 공연시간
은 2시간 이내로 2시간이 넘는 공연은 2회로 규정한다.

제26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OOO극장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ㄱ) 1회 공연시 2시/ 2회 공연시 12시부터이므로 대관단체는 분장실 및 극장의 사용시간을 준수
하여야 한다. 분장실은 사용인이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며, 극장측은 사용인의 분실 및 도난에

제27조 규정 위반시의 책임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

ㄴ) 공연 대관 최대 시간은 저녁 10시까지이며 초과시에는 시간당 50,000원씩 초과 사용료가 부

힌 경우는 이를 필히 배상하여야 한다.

과된다. 공연이 끝난 후 최대 20분까지 극장에서 철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 사용은 극장
측과 협의 하에 사용 가능하다.
5) 공연 진행 기간 중에 극장 및 관련 부속시설(분장실)에 음식물 반입은 불허한다(단 극장측과 협의

제28조 적용시기
본 규정 안은 2007년 1월 1일 이후 공연을 위한 계약 건으로부터 적용한다.

된 행위는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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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단체 매니지먼트 대행 계약서

Ⅰ

나.“공연자”
의 소관업무
1) 공연시에는 행사 3개월 전까지“OOO”
와 일정을 협의한다.

아래 계약서는 공연기획사가 무용공연단체의 전반적인 매니지먼트(미확정된 공연 포함)를 위해 진행

2) 공연에 필요한 서류(통장 및 도장 등)를“OOO”
의 요청시 제출한다.
3) 매니지먼트 대행료를“OOO”
에 지급한다.

한 계약이다.

4)“OOO”
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능한 ”
단체장
“측 담당자를 지정한다.
5) 귀 단체의 담당자는 담당자명로 한다.

약 정 서
다.“OOO”
와”
단체장
“의 공동 소관업무
공연기획OOO(이하“OOO”
라 칭함)과 XXX공연단체 대표 XXX(이하“단체장”
라 칭함)는 다음과 같
이 공연매니지먼트 약정을 체결한다.

1) 매월 첫째주에는“단체장”
과“OOO”
가 만나 월별회의를 한다.
2) 기타 공연시는 수시로 회의를 진행한다.

1. 상호관계

4. 기획대행료 지급방법

“OOO”
는“단체장”
의 매니지먼트 대행사로서 공연의 기획, 홍보, 제작, 진행의 전 과정을 총괄 추진하

가.“단체장”
은 다음의 사례를“OOO”
에 지급하며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고,“단체장”
은 단체를 대표하여“OOO”
에 공연 대행료를 지급한다.

1) 매니지먼트 대행료는 매월 1일“OOO”
에서 지정하는 통장으로 일금***,***원(￦***,***원)을

2. 계약기간

2) 기획진행비 중 일금 *만원(*,***원) 이상의 진행비는“단체장”측에서 영수증 확인 후 지급한다.

입금한다.
계약기간은 계약일(200*년 *월 **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5. 수입에 따른 배분
3. 소관업무 및 기획대행료

가.“OOO”
에 의해 발생되는 수익금은“단체장”
과“OOO”
가 90:10으로 한다.

가.“OOO”
의 소관업무
목

구분

내역

일반행정
기타행정
매체홍보
홍보
기타홍보
외주진행
진행
극장진행
공연제작
인쇄물제작

공연심의, 구청신고, 검인
대관행정, 공연자등록증, 외국인신고 협찬사서류작성,관공서서류작성,결산보고서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방송사, 보도자료 구성, 보도자료 배포
PC통신,기자간담회,인터뷰,방송이벤트,현수막
포스터, 전단배포, 티켓판매, 예매처진행, 초청장발송
매표, 프로그램 판매, 극장진행, 무대진행
조명,의상,무대감독,연출,사진,대본,분장 등 섭외 및 수수료 산정
프로그램, 포스터, 티켓, 전단, 초청장등 진행

행정
기획
대행료

제작비

나.“단체장”
에 의해 발생되는 수입의 모든 권리는“단체장”
이 갖는다.
다. 수익금은 다음과 같다.
- 진흥기금, 무대지원사업 등 기타 정부 및 사립 지원금
- 기타 축제 및 지역 초청공연 경비

- 기업 협찬 및 후원금 등

6. 계약의 파기
“OOO”
와“공연자”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연이 취소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은 그 당사자가 배상해야 하며 계약기간(1년) 후 재계약을 한다.
7. 명시 외 사항

1) 위 사항은 공연에 따라 차등 진행한다.

이약정에명시하지않은사안이발생할경우“OOO”
와“단체장”
은신의와성실을바탕으로협의하여해결한다.

2) 귀 단체의“OOO”담당자는 담당자명로 한다.
3)“OOO”
에서는 흥행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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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정은 2부 작성하고“OOO”
와“단체장”
이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서

23

Ⅰ. 공통계약서

공연기획 대행 계약서
아래 계약서는 일시와 장소가 확정된 공연에 대한 기획대행 계약서이다.

Ⅰ

4)“OOO”
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능한 ”
공연자
“측 담당자를 지정한다.
4. 공연대행료 지급방법
가.“공연자”
는 다음의 사례를“OOO”
에 지급하며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공연대행료의 총액은 일금***,***만원으로 하고 산출내역에 따라 계약시 50%(일금**,***원)

공연대행약정서

를 지급하고 공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50%(일금**,***원)를 지급한다.
2) 세금계산서 필요시“공연자”
는“OOO”
에 부가세 10%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다.

공연기획OOO와 (이하“OOO”
라 칭함)과 단체명(이하“공연자”
라 칭함)는 공연명(이하“공연”
이라
칭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연대행 약정을 체결한다.

5. 수입에 따른 배분
가.“OOO”
에 의해 발생되는 수입은“공연자”
와“OOO”
가 50:50으로 한다.

1. 상호관계

나.“공연자”
에 의해 발생되는 수입의 모든 권리는“공연자”
가 갖는다. 단“공연자”
의 수입을 위하

“OOO”
는“공연자”
의 대행사로서 공연의 기획, 홍보, 제작, 진행의 전 과정을 총괄 대행하고,“공연자”
는 단체를 대표하여“OOO”
에 공연 대행료를 지급한다.

여 행정적인 절차를“OOO”
에서 진행하였을 경우는 수익금의 5%를“OOO”
에 별도 지급한다.
다. 수익금은 다음과 같다.
- 진흥기금, 무대지원사업 등 기타 정부 및 사립 지원금

2. 공연의 개요

- 기업 협찬 및 후원금 등

가. 공 연 명 :
나. 공연기간 :
다. 공연장소 :
라. 주

최:

마. 주

관 : 공연기획OOO

6. 계약의 파기
“OOO”
와“공연자”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연이 취소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은 그 당사자가 배상해야 한다.
7. 명시 외 사항

3. 소관업무
가.“OOO”
의 대행업무(아래 사항을 진행한다.)

이 약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OOO”
와“공연자”
는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1) 공연대행 약정일부터 공연 정산시까지 공연대행을 한다.
2) 대행업무는 행정, 홍보, 진행 등으로 한다.(세부내역은 첨부자료 참조)

이 약정은 2부 작성하고“OOO”
와“공연자”
가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3) 대행공연은 기획적으로 마케팅, 협찬, 홍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4)“공연자”
에게 공연 종료 후 공연결과물(입장내역, 수익금 등)을 알려준다.
나.“공연자”
의 소관업무
1) 공연에 필요로 하는 원고 및 사진자료를“OOO”
에 제출한다.
2) 공연에 필요한 서류(도장, 대관계약서)등을“OOO”
의 요청시 제출한다.
3) 기획대행료를“OOO”
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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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대행 계약서

Ⅰ

가. 마케팅 플랜 수립 및 집행
나. 광고/인쇄물 제작 및 매체 집행

아래 계약서는 기획, 제작이 완료(혹은 진행중)된 공연에 대해 공연제작사와 마케팅회사 간에 맺은

다. 홍보 지원
라.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대행 계약서이다.

마. 온라인 광고 홍보 집행
바. 제휴 프로모션 기획 및 집행

연극“ABC”
마케팅 대행 계약서

2) 협찬 및 그룹 세일즈 대행 부문
가. 협찬사 유치 및 집행 관리
나. 소그룹 및 기업 판매

서울특별시 제작사 주소에 소재하는 제작사 OOO(이하‘제작사’
라 함)와 서울특별시 대행사 주소에
소재하는 XXX(이하‘대행사’라 함 )는 연극“ABC”
(이하‘공연’
이라 한다)을 개최함에 있어 아래와

제3-1조 (마케팅 예산 및 예산 집행)

같이 계약한다.

1) 본‘공연’
의 마케팅 예산은‘제작사’
와의 합의에 기초, 일금***백만원(\***,000,000/VAT별도)

제1조 (계약의 목적)

2)‘대행사’
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마케팅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한다.

본 계약은‘제작사’
와‘대행사’
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연의 성공

3)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예산에 따라‘대행사’
를 통해 계약 및 집행하도

으로 확정하며, 마케팅 활동에 따른 기본 인건비와 기본 업무 비용을 반영한다.

적 개최를 위해 성실한 업무 진행과 상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함에 있다.

록 하고,‘제작사’
은 해당 비용을 책임 지급하도록 한다.
4) 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사전 업무 비용을 선급 요청하여 해당되는 비용을 지급받고 별도의

제2조 (계약의 총칙)
1) 공연의 개요
가. 공연명 : 연극‘ABC’
나. 장 소 : 대학로 △△극장
다. 기 간 : 200*년 *월 *일~200*년 *월 *일
라. 제 작 : 제작사 OOO

결산을 거쳐 증빙하여 승인받도록 한다.
5) 본 예산은 아래와 같이 현금 지급한다.
가. 선금 : 일금*,***만원 (\*,***,***/VAT별도) ~‘공연’시작 20일 이전
나. 잔금 : 일금*,***만원 (\*,***,***/VAT별도) ~‘공연’종료 전 20일 이내
6) 예산의 세부 내역은 별도 첨부에 의거하며‘대행사’
는 첨부 내역과 상이한 집행 내역이 발생하거
나 추가 집행 내역이 발생할 시‘제작사’
와의 사전 합의를 거쳐 조정한다.

2) 본 계약은 위 1)항의 계획에 기초를 두고‘제작사’
가 주최하는 공연에 있어‘대행사’
에게 마케팅
부문의 대행을 포괄 계약한다.
3) 본 공연의 기초 입안부터 공연의 최종 정산 및 결산 완료 시점까지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4)‘대행사’
의 업무 해당범위는‘제작사’
와의 협의결정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한다.
5)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별도 운영 방안 및 계획을 협의 조정하여 실행한다.

제3-2조 (마케팅 관련‘제작사’권리와 의무)
1)‘제작사’
는 본 공연의 제작을 완수할 책임이 있으며 제작 진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은‘제작사’
에게 있다.
2)‘제작사’
는 공연의 산출된 마케팅 예산 중‘대행사’
에게 위임한 지급 비용에 대한 정확한 결과 증
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후 임의의 정산절차를 가질 수 있다.

제3조 (마케팅 업무)
‘대행사’
의 마케팅 관련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마케팅 대행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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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작사’
는‘대행사’
에게 위임한 마케팅 업무에 대해 관리와 감독 권한을 가지며 모든 사항에 대
한 수시 결과보고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다.
4)‘제작사’
는 추가로 업무 영역을 확대할 경우 사전에‘대행사’
에게 통고하여 그에 다른 추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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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책임을 진다.
5)‘제작사’
가 체결한 모든 계약 건과 계약 내용을 수시 통고하여‘대행사’
가 진행하는 업무의 차질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제작사’
는‘대행사’
가 본 계약에 명시된 권리를 원만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성실과 신의로 최선
을 다해야 한다.
7)‘제작사’
는 기타 사항에 대해 일반적 관례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Ⅰ

가. 계약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나. 각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서면에 의
한 최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해지의 효과
가. 위 1)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각 당사자가 상
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전 및 각 서류자료 등은 민법상의 해제효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반환되

제3-3조 (마케팅 관련‘대행사’
의 의무와 권리)
1)‘대행사’
는‘제작사’
가 결정한 마케팅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최상의 결과를 위한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제작사’
에게 사전보고와 허가를 얻도록 한다.

어야 한다. 위 1)항 나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권을 행사하는 당사자
는 귀책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위 1)항에 따른 상황 수습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부담은 별도 당사자들이 합

2)‘대행사’
는 철저한 계획 예산 집행과‘제작사’
의 이익을 위한 업무 조정과 진행에 최선을 다한다.

의하는 법에 따르되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반분하여 부담하고, 위 1)항 나 규정의 사유

3)‘대행사’
는 해당 시점의 업무 비용 등은 발생 시점마다‘제작사’
와‘대행사’
의 합의에 따라 청구

에 의하여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 계약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하여 지급받는다.

다. 단, 본 계약의 해지 이전에 각 당사자에게 이미 발생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4)‘대행사’
는‘제작사’
의 제반 위탁 대행사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비용 등은 제 4
조의 업무비용을 통해 보장받고 자사의 비용은 해당 범위로 인정받는다.
5)‘대행사’
는‘제작사’
에게 위임 받은 주요 업무영역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도록 한다.

제7조 (면책)
1)‘대행사’및‘대행사’
의 피용인, 대리인 및 기타 관련자들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제작사’
를 제외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대행사’
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제작사’
를 면책시

제4조 (합의사항)
1)‘대행사’
는 해당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 3의 업무 대행사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다.

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제작사’
가 위 제3자 등에게 손해배상 등 기타 조치를 이행한 경
우,‘제작사’
는 지체 없이‘대행사’
에게 이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2) 본조의 면책의무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 및 본 계약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 1년간 유효하다.

2) 본 계약은 광의의 약정사항을 기초로 하고 있어 근본적 취지와 목적을 근거로 추가적인 약정이
필요할 경우 수시 첨부할 수 있도록 한다.
3)‘제작사’
의 계약 관계사 등과 발생되는 제반 문제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 모든 업무에‘대행
사’
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기타 각 조항의 해석상 세분화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합의 또는 일반적 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
1) 계약 당사자 및 각 당사자의 피용인, 대리인 및 기타 관련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3
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양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법령
의 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동안 유효하다.

제5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제작사’
과‘대행사’
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
으며, 본 계약서에 우선한다.

제9조 (불가항력)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공연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제작사’
와
‘대행사’
가 상호 협력하여 이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해지)
1)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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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분쟁해결)
본 약정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제작사’
와‘대행사’
가 상호 협력하여 이를 처리함을 원칙

Ⅰ
법률 검토 의견

으로 한다. 본 약정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의 모든 법적인 분쟁 해결은 서울중앙지방
법원의관할로 한다.

제3-2조 (마케팅 관련‘제작사’권리와 의무)
1)‘제작사’
는 본 공연의 제작을 완수할 책임이 있으며 제작 진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제11조 (효력발생)

모든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은‘제작사’
에게 있다.

본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 날인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서의 내용
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이상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 작
성하여‘제작사’
와‘대행사’
가 각각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작 진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형사책임이 일방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책임은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므로, 그 배상의무를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할 수 있는 것이 원
칙이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전제로 하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책임의
귀속이 달라질 수 없다. 형사책임은 직접 그 범죄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참고로, 법인 혹은 개인의 종업원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양벌규정’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형법상의‘책임주의’
에 반한다고 위헌판단을
하였고, 이후 관련법이 개정되었다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
법’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 10‘청소년보호법’
저작권법도 2006년 전면개정시 제141조 [양벌규정]에 단서“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를 신설한 바 있다.

제6조 (해지)
2) 해지의 효과
가. 위 1)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각 당사자
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전 및 각 서류자료 등은 민법상의 해제효과에 따라 상대방에
게 반환되어야 한다. 위 1)항 나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권을 행
사하는 당사자는 귀책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지’
와‘해제’
의 구별 :‘해지’
는 소급효가 없이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 것이고민법 제5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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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의 경우에도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관련 서류를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무리
가 없다. 단‘민법상의 해제효과에 따라’
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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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매니지먼트 대행 계약서

‘해제’
는 소급적으로 계약이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민법 제548조.

아래 계약서는 공연을 앞두고 있는 제작완료(혹은 진행중)된 작품에 대한 티켓 관리 업무 대행 계약
서이다.

계 약 서

제8조 (비밀유지)
2)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동안 유효하다.

제작사 OOO(이하‘제작사’
라 한다)과 대행사 XXX(이하‘대행사’
이라 한다)는 뮤지컬“ABC”
(이하
당사자의 의사가 그 정도(계약의 유효기간 동안만 비밀유지 의무 유효)로 만족한다면 이렇게 규정

‘공연’
이라 한다)의 티켓 매니지먼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하여도 무방하나, 비밀유지의무를 계약 종료 이후 일정기간 유지하고 싶다면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제10조 (분쟁해결)

본 계약은‘대행사’
가‘공연’
의 티켓 매니지먼트 업무에 담당함에 있어‘제작사’
와‘대행사’
간의 상호

본 약정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제작사’
와‘대행사’
가 상호 협력하여 이를 처리함을

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원칙으로 한다. 본 약정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의 모든 법적인 분쟁 해결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의관할로 한다.

제2조 (계약의 총칙)
1) 공연의 개요

분쟁해결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혹은 계약을 주도하는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의 판결에 의하
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에 대하여는 고려를 요한다.

가. 공연명 : 뮤지컬“ABC”
나. 장 소: △△극장
다. 공연기간: 200*년 *월 **일~*월 **일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은 상식이다. 또한 직업법관은 대체
로 공연업계의 관행을 깊이 이해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처
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업계의 관행과 합치할 가능성이 높다. 단, 중재에 의하려면 계
약서에 미리 분쟁해결을 중재에 의하여 처리한다는‘중재조항’
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자나 계약서
를 검토하는 변호사들이 중재가‘단심’
으로 종결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중재를 기피하는 경향
이 없지 않으나(중재판정에 대하여는 재판의‘상소’
에 준하는 제도가 없다), 건전한 중재인 풀(pool)
이 존재하는 한 공연과 관련한 분쟁을 중재에 의하는 것이 법원의 재판에 의존하기 보다는 합리적
일 확률이 높다고 이해한다.

라. 계약기간 : 200*년 *월 **일~*월 **일
마. 티켓매니지먼트대행 :‘대행사’
2) 주요 계약 사항
‘제작사’
가‘공연’
을 진행함에 있어‘대행사’
가 티켓판매, 운영, 관리, 정산 등 티켓 매니지먼트
에 관련한 포괄적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연의 티켓 매니지먼트 업무의 기초 입안부터 공연의 최종 정산 및 결산완료 시점까지의 기간을
‘대행사’
의 업무 기간이라 하며 이를 본 건 계약의 기간으로 한다.
4)‘대행사’
는 티켓 매니지먼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별도 운영방안 및 계획을 수립하며,‘제작사’
와의 협의를 거쳐 실행한다.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은 공연업계·문화산업계 전반에 권장하고 싶은 방식이다. 대한상사중재원
은 최근 공연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한 중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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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요 업무 위임 내역)
‘제작사’
가‘대행사’
에게 위임한 주요 업무영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한다.
티켓 매니지먼트의 기본 업무 범위
가. 일반 판매 기획 관리 / 판매 운영 / 예매처 관리
나. 특별 판매 관리 및 진행
다. 그룹 및 기업 판매

Ⅰ

3) 입금 및 수수료 공제사항의 수정은 최종 정산 분인 마지막 공연 결산입금 시점에 상호 조정 합의
하여 처리한다.
4) 판매금액은 구매자의 결재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관객 미 관람분 또한 판매로 한다.
5) 사랑티켓의 등록 및 금액결산은 제3의 단체가 관리하며 본 금액에 대해서‘대행사’
는 결산의 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명확한 금액 및 수량은‘제작사’
에 보고한다.
6) 세금계산서 발행 등 회계적 처리는 제작사가 지정한 프로젝트 또는 업체로 귀속한다.

라. 판매 결산 및 판매 회계
제6조‘제작사’
(
의 권리와 의무)
제4조 (수수료)
위임 업무에 따른 수수료, 기타 수익 보장을 위한 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른 해당 업무의 원가인 모든 비용을‘대행사’
가 직접 또는 제3의 지급처를 통해 책임 지급하도
록 하고 아래 소 항목의 비용을 해당 업무 대행료로 지급하도록 한다.
가. 티켓판매 기획 및 수수료, 관리 비용은 통합하여 ***,***,***만원(VAT 별도)으로 하며 판매 정
산 시 공제 후 입금하기로 한다.
나.‘대행사’
에서 판매한 모든 판매매출에 대해서 **%(VAT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 기업 및 단체 판매 수수료는 가항의 판매수수료 외 추가 *%(VAT 별도)로 한다. B2B 및 기타 단
체는 단체로 포함되나 동호회는 단체 적용되지 않는다.
라.‘대행사’
에서 판매되지 않은 티켓(초대, 교환권, 잔여석)을 발권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당 100원
의 발권료를 지급한다.
마.‘제작사’
에서 직접 판매하여 관리한 판매금은‘대행사’
정산 시에는 미수처리하며 본 사항에 대
해서는‘대행사’
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바. 판매처와의 계약 및 결산은‘대행사’
에서 기본적으로 진행하나
‘제작사’
이 직접 계약할 경우 또

1)‘제작사’
은 입장권의 좌석 등급 부여 및 할당, 입장권의 발권 및 매표에 관한 조정권을 가지며,
‘제작사’
의 사업장내 매표소를 관리, 감독한다.
2)‘제작사’
는‘대행사’
에게 위임한 티켓판매관리에 대한 정확한 결산과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
으며 사후 임의의 정산절차를 가질 수 있다.
3)‘제작사’
는‘대행사’
에게 위임한 업무에 대해 관리와 감독 권한을 가지며 모든 사항에 대한 수시
결과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제작사’
는 사전 합의 하에‘대행사’
에게 티켓 판매 관리회사로서 일체의 감독 및 계약 권한을
위임하여 하위 판매처 및 해당 업체의 감독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한다. 전 판매
처에 대한 업무조정은‘대행사’
이 담당한다.
5)‘제작사’
는 본 공연의 초상권, 음악 사용권 등 지적 재산권을‘대행사’
에게 일부 권리 위임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공연의 수익성 판매 진행을 위한 사용을 허가한다. 단, 이의 사용이 공연과
‘제작사’
의 이미지 실추 또는 수익에 대한 고의 누락이 있을 경우 본 권리를 해지하고 또한 해당
손해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한다.
6)‘제작사’
는 기타 사항에 대해 일반적 관례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는‘대행사’
에서 판매처계약 및 결산을 진행하나‘제작사’
의 원인제공으로 가압류 또는 선 지급
될 시에는 본 사항에 대해서‘대행사’
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사. 기타 세부 명기하지 않은 수익 발생, 각 항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합의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는 건 별로 사전 제안과 협의를 통해 수익 분할에 대해 결정하기로 한다.

제7조‘대행사’
(
의 권한과 의무)
1)‘대행사’
는‘제작사’
가 결정한 업무 영역을 대행함에 있어 최상의 결과를 위한 업무 시스템을 구
축하고 항시‘제작사’
에게 사전 보고와 허가를 얻도록 한다.
2)‘대행사’
은 철저한 계획과 항시‘제작사’
의 이익을 위해 관련 업무 조정 및 진행에 있어 최선을

제5조 (판매대금 결재 및 결산)
1)‘대행사’
는‘공연’
의 티켓판매대금을 공연개시 후 매 월 단위로 정산하며, 수요일 정산 내역을 리
포트하고 금요일에 관련 수수료를 공제하고 해당금액을 입금 처리하기로 한다. 이때 입금은‘제
작사’
가 지정한 구좌로 한다.

다한다.
3)‘대행사’
는‘제작사’
의 제반 위탁 대행사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비용 등은 제3조
의 수수료를 통해 보장 받고 자사의 비용은 별도 청구할 수 없다.
4)‘대행사’
는‘제작사’
에게 위임 받은 주요 업무영역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도록 한다.

2) 최종 정산 입금은 공연종료 후 10일 이내 마감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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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기록 대행 계약서

제8조 (환불과 공연의 취소)
1) 환불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각 판매처의 내규에 따른다.
2)‘제작사’
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작사’
와‘대행사’
는 이미 판매한 입장권에 대

아래 계약서는 공연예술 행사의 주최기관과 영상촬영·편집 업체가 맺은 계약서이다.

하여 판매처별로 즉시 전액 환불하되 이 때‘대행사’
의 수수료는 판매가액의 %로 한다.

계약서

제9조 (합의사항)
가.‘대행사’
은 해당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3의 업무 대행사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다.
나. 본 계약은 광의의 약정사항을 기초로 하고 있어 근본적 취지와 목적을 근거로 추가적인 약정이
필요할 경우 수시 첨부 할 수 있도록 한다.

공연예술행사 개최에 있어 주최사 OOO(이하“갑”
이라 한다)와 영상업체 XXX(이하“을”이라 한다)
는 다음 조건으로‘영상제작 및 사진촬영’계약을 체결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준수할 것
을 약정한다.

다. 티켓판매관리 및 운영을 위한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진행하도록 한다.
라. 기타 각 조항의 해석상 세분화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합의 또는 일반적 관례를 적용 할 수 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①‘영상제작’
이라 함은 행사명 의 홍보영상 및 기록영상 제작을 뜻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0조 (불이행에 대한 책임과 계약해지)

가) 홍보영상 제작 - 사전홍보영상 및 본 홍보영상 2종(각 1분 이내)

계약 이행의 기초는 계약 명기, 사전 계획, 사전 인가, 승인, 협의된 사항에 한하며 불이행 사항이 발생

나) 전체 소개영상 제작 - 디스플레이용 소개영상 1종(5분 내외)

시 모든 계약이 해지 및 소멸되고 이로 발생된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 법적 책임을 진다.

다) 기록영상촬영 - 각 공연 풀촬영 및 부대행사 스케치촬영
라) 기록영상DVD 제작 - 각 공연 풀본 및 하이라이트영상 제작(각 1종)

제11조 (분쟁해결)
본 약정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법적인 분쟁해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마) 사진촬영 - 각 공연 및 부대행사 스케치 촬영
② 단,‘홍보영상’
은 신규촬영 없이 기존 영상소스를 활용하여 제작하며,‘기록영상촬영’
에 있어 공
연촬영은 최소 카메라 3대, 스케치촬영은 카메라 1대 이상 장비를 동원하여 기록한다.

제12조 (효력 발생)

③‘영상제작 및 사진촬영’
은 경력이 있는 개인 및 업체에 한한다.

본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 날인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서의 내용
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이상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제
작사’
와‘대행사’
가 정당한 수권을 가진 자로 하여금 각각 서명 날인하게 한 후 원본을 각각 1부씩 보
관하기로 한다.

제2조 (지급내역)“갑”
은“을”
에게 지급하는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영상제작비 금액 : 부가세 포함 일금**,***,***원정(￦**,***,***)
가. 계약금 : 계약체결 후 일금**,***,***원정(￦**,***,***)을 지급한다.
나. 잔금 : 최종 편집테이프 제출 후 14일 이내에 일금**,***,***원정(￦**,***,***)을 지급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제작사’
와‘대행사’
가 각각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제3조“을”
( 의 의무)
①“을”
은“갑”
과 영상제작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치며“갑”
의 제작의도와 일정에 협조하며 영상
제작에 임하도록 한다.
②“을”
은 영상제작에 관한 최종자료에 있어 행사개시 3개월 전까지 개별 홍보영상을 제출하며 종
합 홍보영상은 행사 1개월 전에“갑”
에게 제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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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통계약서

③“을”
이 편집한 영상의 저작권은“갑”
에게 있으며 이후“갑”
이 영상내용을 사용할 경우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Ⅰ
법률 검토 의견

④ 그 밖의 사항은“갑”
의 운영방침에 따른다.
제3조“을”
( 의 의무)
제4조 (영상제작 취소 및 해약)
“갑”
은“을”
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③“을”
이 편집한 영상의 저작권은“갑”
에게 있으며 이후“갑”
이 영상내용을 사용할 경우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① 위 3조를 위반한 경우
② 당초 기획의도의 내용과 상이한 편집영상이 제작될 경우
③ 편집영상 제작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한 때
④ 행사준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아니한 경우
제5조 (책임의 한계)
① 편집영상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갑”
의 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5조 (책임의 한계)
② 제작된 영상저작권은“갑”
에게 있으며“을”
은 행사기간 및 이후에도 편집영상 저작권에 대
해 관여하지 않는다.
위의 조항에서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갑”
에게 있다고 규정하였다. 영상저작물을 창작한
주체는‘영상업체(촬영기사/촬영감독)’
일 터인데, 그 저작권이 그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니라 영
상저작물 제작을 위탁한“갑”
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② 제작된 영상저작권은“갑”
에게 있으며“을”
은 행사기간 및 이후에도 편집영상 저작권에 대해 관
여하지 않는다.

물론 공연을 촬영하였을 때 그 촬영물이 항상 영상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카메라를 고정하
고 공연의 전부를 기계적으로 촬영하였다면 이에는 촬영기사의‘창작성’
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이

제6조 (손해배상)
“을”
이 본 계약이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영상 제작취소 또는 중지를 받음으로써 발생되는 손해에 대
하여“갑”
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계약조항의 해석)
본 계약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갑”
과“을”
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러한 촬영은‘공연의 복제’
라고 하는 것이 옳다. 영상저작물은‘저작물’
이므로‘사상·감정을 표현
한 창작물’
이어야 한다. 즉, 공연을 촬영하고 편집을 거쳐 완성된 영상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창작성’
이 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위 규정은 영상업체가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상응하는 대금을 받고 저작재산권을 제작을 위탁한
“갑”
에게 양도하였다는 법률적 의미로 해석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에게 귀속하
므로“갑”
은‘영상업체’
의 크레딧을 훼손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영상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의

제8조 (계약의 증명)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2조, 저작권법 제13조. 단,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갑”
,“을”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허용된다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실무 TIP
▶ 공연의 영상기록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야 할 사항은 희망하는 제작물의 구체적인 종류, 사용을 희망
하는 카메라 장비, 사례비와 함께 영상제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다.
▶ 또한, 제작기간뿐 아니라 최소 촬영기간도 제시하는 것이 좋으며 공연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원본
제출의 의무, 사본 유출에 대한 책임 규정을 포함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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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용 계약서
1. 아티스트 계약서
- 연출가 고용 계약서
- 전속단원 고용 계약서
- 객원 아티스트 고용 계약서
- 음악반주단 고용 계약서
- 해외 출연자 고용 계약서(영문)
2. 스태프 계약서
- 국내 스태프 계약서①
- 국내 스태프 계약서②
- 해외 스태프 계약서①
- 해외 스태프 계약서②

Ⅱ. 고용 계약서 1. 아티스트 계약서

연출자 고용 계약서

부할 권리가 있다.

Ⅱ

6)“B”
는 OO무용단의 활동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아래는 무용단체가 외부에서 연출가를 영입할 때 작성한 계약서이다.

제5조 위약과 해지
1)“A”
와“B”
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서

2)“A”
와“B”
는 상대방이 위의 내용 및 권리와 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소요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OO무용단의 기획자 OOO(이하“A”
라 한다)과 연출자 XXX(이하“B”
라 한다)는 신의 성실의 원칙
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3)“A”
와“B”
는 상대방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소요비용 및 손해배
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제6조 일반 판례

본 계약의 목적은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A”
와”
B”
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에 있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합의를 우선으로 판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2조 계약 내용

제7조 관할 법원

1)“B”
는 향후 OO무용단의 방향과 구성 시스템 그리고 공연활동을 비롯한 훈련 및 창작활동에 관하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A”
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절차에 따라 의거 분쟁을 조정한다.

여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B”
는 계약기간 내에 한 작품에 책임연출자로서 활동하며, 이때 작품에 대하여 OO무용단과 상
의는 거치되 결정권을 갖는 총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8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을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2)“A”
는”
B”
의 활동에 대한 진행비로서 매달***,***만원(***,***원)을 지급하며 추후 OO무용단
활동을 통한 수익금의 발생 시 전체 수익금의 10%를 연말에 지급한다.

상기 계약서를 증빙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A”
와“B”
가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200*년 *월 **일 - 200*년 *월 **일
제4조 권리와 의무
1)“A”
는 OO무용단의 활동을 위하여“B”
의 이름과 프로필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단 연출자로의 이름사용은“B”
와 협의한다.)
2)“A”
는”
B”
의 활동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3)“B”
는 OO무용단 이외의 모든 활동(타 단체의 연출 및 공연 등)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권리
를 갖는다.
4)“B”
는”
A”
가 요구하는 공연에 대한 사전정보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5)“B”
는 OO무용단에서 정한 일정(주 21시간 이하)을 제외하고, 합의되지 않은 시간에 동원됨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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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용 계약서

전속단원 고용 계약서

할 의무를 가진다.

Ⅱ

라)“B”
는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아래 계약서는 무용단체가 전속단원과 맺은 계약서이다.

마)“B”
는 OO무용단에서 정한 일정(주 35시간 이하)을 제외하고, 합의되지 않은 시간에 동원됨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바)“B”
는 계약서상의 역할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겨우 모든 훈련과 공연에 참여할

계약서

권리가 있다.
사)“B”OO무용단의 팀원으로서 품위와 명예를 지키며 ”
A”
와 협의한 내용을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

OO무용단(이하“무용단”
이라 한다)의 기획자 OOO(이하“A”
라 한다)과 무용수 XXX(이하“B”
라한
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서를 체결한다.

는다.
아)“B”
는 OO무용단이 정한 일정에 따라 연간 최소 14일의 휴가기간을 보장받는다.
자)“B”
는 위의 OO무용단 활동 이외의 모든 예술 활동에 개인의 자격으로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

제1조 계약의 목적

다. 단 위의 정한 OO무용단의 일정 및 활동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본 계약의 목적은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A”
와”
B”
의 역할 그리고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에 있다.
제6조 위약과 해지
제2조 계약내용
“B”
는 OO무용단의 활동에 무용수로서 활동한다.
“A”
는“B
“가 참여한 OO무용단의 활동(제 3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전상의 수입에 대하여 투자금,
세금 및 활동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를“B”
에게 연말에 지급한다.

가)“A”
와”
B”
는 각각의 비협조로 계약상의 활동이 어려워지거나 본 계약을 원활히 이행하기 어려
울 경우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A”
와”
B”
는 상대방이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소요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A”
와”
B”
는 상대방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소요비용 및 손해배

제3조 OO무용단의 활동

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가. 한국무용을 이용한 모든 공연활동
나. 공연을 위한 훈련 및 연습

제7조 일반 관례

다. 기타 공연의 홍보와 진행을 위한 OO무용단의 모든 활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합의를 우선으로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계약기간

제8조 관할 법원

200*년 *월 **일부터 200*년 *월 **일까지로 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A”
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절차에 의거 분쟁을 조정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제9조 효력의 발생

가)“B”
는 무용수로서 OO무용단 활동에 있어서의 공연 참여, 공연에 필요한 연습과 훈련, 공연에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필요한 홍보활동 및 진행 등의 필요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나)“A”
는”
B”
의 창의적 활동을 위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할 의무를 가진다.

상기 계약서를 증빙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A”
와”
B”
가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다)“A”
는 OO무용단의 모든 광고 및 홍보를 위해“B”
의 프로필, 사진, 공연결과물(사진 및 영상물)
등을“B”
의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
B”
는“A”
가 요구하는 정보를 성실히 제공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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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 아티스트 고용 계약서

아티스트가 본 계약서의 의무사항을 완수하는 조건으로‘단체’
는 아티스트에게 아래와 같이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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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다.
아래 계약서는 무용단체가 단원 외의 무용수를 외부에서 영입할 때 작성한 계약서이다.

3-1. 사례 및 지급방법 :‘단체’
는 아티스트에게 2-1에 명시된 모든 리허설 참가에 대한 사례를 포
함하여 공연 1회당 일금***,***원(\**,*** / 세금 3.3% 포함)를 지급한다. 동 사례는 공연종료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티스트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계 약 서

3-2. 기타제공사항 :‘단체’
는 아티스트에게 리허설 및 공연에 참가하기 위하여 아티스트 거주지,
한국 인천 공항 왕복 항공권(이코노미 클래스)을 **회 제공한다.

본 계약서를 아래 명시된 계약자 간에 체결한다.
4. 저작권
계약자1: OO단체대표자 OOO(이하‘단체’
라 칭함)
계약자2: 객원아티스트 XXX(이하‘아티스트’
라 칭함)

아티스트가 출연한 동 작품의 TV, 영화, 비디오테이프, 전송매체 및 현재 통용되고 있고 앞으로 개발
될 모든 오디오-비디오 장치에 의한 녹음, 녹화, 배포권 등의 저작인접권은 영구적으로‘단체’
가 소유
한다. 따라서‘단체’
는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도 TV 방송사에 동 공연의 전막 녹화를 의뢰할 수 있으며

서언

아티스트는 동 공연의 녹화를 무상으로 허락하여야한다.

‘단체’
와‘아티스트’
는, 200*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대한민국 OO극장 대극장에서 공연될
<ABC> 공연과 관련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5. 계약해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동 계약의 의무 사항 불이행 시, 다른 일방은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사항
1. 계약 기간
‘단체’
와 아티스트의 계약 기간은 200*년 *월 **일 ~ 200*년 *월 **일까지이다.

6. 보상 및 배상
쌍방 중 어느 일방의 과실로 인해 다른 일방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손해, 비용청구,
소송절차, 고소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2. 아티스트의 의무
2-1. 아티스트는 계약 기간 동안‘단체’
와 협의하여 리허설 및 무대리허설, 2회 공연에 참가한다.
2-2 .아티스트는‘단체’
의 파트너와 <ABC> 공연의 역할명역을 맡아 공연해야한다.
2-3. 아티스트는 자신의 토슈즈를 본인이 제공한다.

(ⅰ) 중대한 과실일 경우, 피해를 준 일방은 동 계약서 3-1항에 명시된 사례 총액의 100%를 피해를
입은 다른 일방에게 현금으로 변상한다.
(ⅱ) 경미한 과실일 경우, 피해를 준 일방은 동 계약서 3-1항에 명시된 사례 총액의 50%를 피해를
입은 다른 일방에게 현금으로 변상한다.

2-4. 동 계약서가 합의되는 즉시 아티스트는‘단체’
에게 자기소개서(이력서), 사진과 기타 홍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2-5. 아티스트는 서울 체류 기간 동안 동 공연의 홍보를 위해‘단체’
가 요청하는 TV출연, 언론사
인터뷰에 무상으로 응한다.

7. 어구의 해석
7-1. 동 계약서상에 의문이 있을 경우,‘단체’
의 해석에 따른다.
7-2. 동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2-6. 아티스트는 서울 체류 기간 동안‘단체’
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ABC> 이외의 다른 단체와 음
악, 춤, 교육, 종교 또는 정치적인 성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8. 법률
동 계약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통제되고 해석된다.

3.‘단체’
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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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토 의견

의·과실이 있었던 경우 그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의무는 계약에 규정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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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인정된다. 실제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손해배상의 범위’
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의 과실을 어느 정도로 참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4. 저작권
아티스트가 출연한 동 작품의 TV, 영화, 비디오 테잎, 전송매체 및 현재 통용되고 있고 앞으로 개

‘중대한 과실’
과‘경미한 과실’
을 기준으로 손해의 범위를 구분한 경우 어떠한 과실이‘중대한

발될 모든 오디오-비디오 장치에 의한 녹음, 녹화, 배포권 등의 저작인접권은 영구적으로‘단체’

과실’
이고 어떠한 과실이‘경미한 과실’
인지가 다투어 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 방식이 실천

가 소유한다. 따라서‘단체’
는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도 TV 방송사에 동 공연의 전막 녹화를 의뢰

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일방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상대방에게 경미한 과

할 수 있으며 아티스트는 동 공연의 녹화를 무상으로 허락하여야한다.

실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항목명‘저작권’
은‘저작인접권’
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 (객원)연주자는 실연자이고 실연자는

민법은‘손해배상의 범위’
를 원칙적으로‘통상의 손해’
를 한도로 배상한다. (매수인의 잔금지급

저작인접권자이다. 이 규정은 연주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지체로 인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면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양도받았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에도 인격권에 해당하는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67조, 동일성유지권저작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

권법 제68조은 일신전속권이므로 양도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68조.

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5897 판결.)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6. 보상 및 배상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의 과실로 인해 다른 일방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손해, 비용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청구, 소송절차, 고소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배상의 책임이 있다.

(ⅰ) 중대한 과실일 경우, 피해를 준 일방은 동 계약서 3-1항에 명시된 사례 총액의 100%를 피
해를 입은 다른 일방에게 현금으로 변상한다.
(ⅱ) 경미한 과실일 경우, 피해를 준 일방은 동 계약서 3-1항에 명시된 사례 총액의 50%를 피
해를 입은 다른 일방에게 현금으로 변상한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항목명‘보상 및 배상’
은‘(손해)배상’
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보상’
은 국가의 합법적인 권력
행사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국가가 보전(補塡)하여 준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8. 법률
동 계약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통제되고 해석된다.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과 제한]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내국인간의 계약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나라의 법률로 처리할 것이냐를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계약 당사자가 같은 국적이 아니거나 생활 근거지가 상이하다면 어느 지역의 법률을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법으로 할 것인가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다. 이는 결국 계약 당사자 어느

계약서에 일방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타방의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쪽이 교섭력bargaining power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규정은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그에게 귀책사유 즉,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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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반주단 고용 계약서

나.“을”
은“공연”연습일정 및 공연일정을 준수하고 200*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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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공연”반주를 담당한다. 단,“갑”
의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

아래 계약서는 무용단체가 특정 공연을 위해 음악반주단을 초빙할 때 맺은 계약서이다.

다.“을”
은“갑”
이 의뢰할 경우, 스튜디오에서 녹음의 반주를 담당한다.
라.“을”
은“갑”
에게 제공받은 악보를“공연”
이 끝난 후에 반납하며 분실 및 파손 시 이를 배상한다.

계 약 서
제4조 (배상규정)
OOO무용단의 대표 OOO(이하“갑”
이라 한다)과 XXX음악단체의 대표 XXX(이하“을”
이라 한다)는
200*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공연장에서 공연될“갑”
의 공연 <ABC>(이하“공연”
이라
한다)의 오케스트라 반주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갑”
과“을”
은 천재지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계약을 취소, 변경할 수 없다.
2.“갑”
과“을”
은 어느 한쪽이 계약조건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의 전액은 위
약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제5조 (비밀 등의 보존 유지)

본 계약은“공연”
의 원활한 진행과 성공적인 공연을 위하여 당사자간의 제반절차와 권리 및 의무를 규
정하고 이행함에 있다.

1. 양당사자는 본 계약서에 관련해서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 또는 내부사정 등에 대해서는 그것
을 제삼자에게 누설하거나 자기를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양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제삼자에게 밝혀서는 안 된다.

제2조 (공연개요)
공연명

공연일시

공연장소

비고

제6조 (계약의 효력)
1. 본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의 기명날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 (권리 및 의무사항)
1.“갑”
의 의무
가.“갑”
은“을”
에게“공연”
을 위한 출연에 대한 대가로 회당 일금***,***원(￦***,*** / 면세사

제7조 (분쟁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의견 대립, 쟁의 등 모든 분쟁은“갑”
과“을”
의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함
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갑”
의 소재지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업자)의 출연료에 출연횟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200*년 *월 **일까지“을”
이 지정하는
계좌를 통하여 입금한다.

이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갑”
과“을”
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나.“갑”
은“공연”
을 통해 발생하는 방송매체 방영권, 영상물 제작권, 초상권 판권 등 일체의 저작
권을 갖는다.
다.“갑”
은“을”
에게 공연에 사용될 악보를 제공한다.
2.“을”
의 의무
가.“을”
은“갑”
이 지정한 지휘자의 지휘를 받아 연습과 공연에 참여하며 성공적인 공연을 위하
여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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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토 의견

제3조 (권리 및 의무사항)

Ⅱ

2.“을”
의 의무
제3조 (권리 및 의무사항)
1.“갑”
의 의무
1조항의 제목은“갑”
의 의무이나 나.항에서는“갑”
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1조의 제목을“갑의
권리와 의무”
, 혹은“갑의 지위”
로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 계약은 무용단이 공연의 반주를 위해 연주단체에게 연주를 위임한 계약으로서, 갑이 확보하는
권리로‘방송매체 방영권, 영상물 제작권, 초상권, 판권 등 일체의 저작권’
을 규정하고 있다. 그 의미
는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 중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및 초상권을 포함한 퍼블리시티권을

라.“을”
은“갑”
에게 제공받은 악보를“공연”
이 끝난 후에 반납하며 분실 및 파손 시 이를 배
상한다.
위 조항은 악보의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악보에 대한 저작권 의식이 강하지 않았으
나 최근 유럽의 음악출판사(music publisher)가 국내 출판사와 연계하여 악보의 무단 복제에 대하
여 제동을 걸고 있다. 교향악단의 연주자 수와 교향악단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악보 수의 차이를 문
제 삼는 식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가 소비자의 업무형태와 정품의 소비량을 비교함으로써 불
법복제품을 추정하여 정품의 사용을 압박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조만간 상업적 혹은 공공단체의 경
우 무단복제에 의한 악보를 사용할 여지는 없어질 듯 하다.

양도 받는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여기서 판권(版權)의 유래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근대 지식인 福澤諭吉(18351901)이‘서양사정’
에서 copyright를‘藏版의 免許’
라고 번역하였다가 그 후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
다고 판단하였던지 1893년 東京府에 제출한 문서에서‘出版의 特權’
이라고 지칭한 후 이를 줄여 版
權이라 하였다. 우리나라는 1908년 일본 저작권법제를 받아 들였는데, 그 무렵 일본에서는
copyright의 번역어로서 이미 판권보다는 저작권이 통용되고 있었고, 우리 법제도 저작권을
copyright에 대응하는 법률용어로 사용하여 왔다박성호,“한국에 있어서 저작권법제의 도입과 전개”,지적재
산권법의 제문제, 매산 송영식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004, 500면 이하.

판권이라는 용어는 국면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실제로 현장에서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과 별개의 개념인양 통용되고 있기도 하다. 저작권
이 권리의 다발로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판권도 출판계에서는 (출판물의) 복제권
의 의미로, 방송업계에서는 방송권으로, 영화계에서는 영상화권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저
작권’
이 법률용어로 정착한 마당에 판권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뿐 아무
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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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연자 고용 계약서

3) Engagement Details

Ⅱ

Date: April ** - April **, 200* (Rehearsals)
April **, **, 200* (2 performances)

아래 계약서는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오페라 작품에 출연하는 해외 아티스트와 제작사인 공연장이

Role: 역할명

맺은 계약서이다.

B. THE PRESENTER’
S COVENANTS

AGREEMENT
4) The PRESENTER will pay the ARTIST a net fee of **,*** Euros (**,*** EURO). This
This Agreement is entered into on this *th day of December 200* by and between 주최사

fee will be paid to the ARTIST as follows:

OOO, Korea, represented by OOO, President(hereinafter called“the PRESENTER”
)
- The ARTIST:
and
해외아티스트 XXX, represented by XXX(hereinafter called“the ARTIST”
).
WHEREIN both parties have agreed to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hereunder

(passport number:

)

(nationality:

)

(birthday:

)

(date of issue / place of issue:

)

(expiry date:

)

(personal address:

)

- Account No./Name:
A. ENGAGEMENT DETAILS
The PRESENTER agrees to engage the ARTIST to provide a service for the following.
1) Production Details

- Bank:
(Address or the bank:

)

(swift code:

)

5) Payment schedule: *,*** Euros will be paid on April **, and *,***Euros on the next day

Productions: <ABC>(hereinafter called“the PRODUCTION”
)

of the last performance. The date stated hereby shall be postponed to the next working

Venue: △△△ 극장(hereinafter called“the VENUE”
)

day in case that it is a bank holiday.

Date: April **, **, **, 200*
(4 performances - hereinafter referred to as“the PERFORMANCES”
)
2) Rehear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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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ARTIST’
S COVENANTS
6) Provide rehearsals and performances at the times and venues informed in advance. Any

Date: March ** - April **, 200*

amendments to the schedule of services shall be communicated reasonably in advance

Venue: rehearsal studio

and no reasonable request shall be decl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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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hall be presented at rehearsals in condition of entirely prepared and mastered for

that the PRESENTER may broadcast one performance of the PRODUCTION for one

music and script. In case that the ARTIST is unwilling and unable to perform such

relay on local television to Korea only. In addition, the ARTIST grants the

duties hereunder, the PRESENTER is entitled to terminate this Agreement and be

PRESENTER the right to transmit live performances to a screen immediately outside

discharged from all the payment and all covenants to the ARTIST stated on and related

the performance venue. It is hereby agreed that the PRESENTER has all television,

to this Agreement.

video and film rights to the PRODUCTION and recording, compiling and distributing

Ⅱ

rights to the PRODUCTION by all audio or/and video materials, on condition that the
8) Shall not appear in any rehearsals and any performances for other operas and concerts

PRESENTER applies such materials for its own purpose and receives no income for

without the consent of the PRESENTER during the period from four (4) weeks before to

any such materials. Any further details not outlined above will be agreed by separate

two (2) weeks after the PRODUCTION.

negotiation.

9) Shall provide photographs, a biography and other visual_audio materials, as the

14) Force Majeure: Both parties shall be in mutual cooperation to cover losses caused by

PRESENTER requires for front-of-house, advertising, publicity print and the

any delay in or failure of performance under this Agreement if such delay or failure is

production of programs.

caused by acts of god, riots, war, strikes or other labor troubles, or any other events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y affected. In such delay in or failure of performance, all

10) Shall do its best to ensure the participation in press conferences, interviews and photo
sessions required by the PRESENTER for publicity and promotional purposes.

payment transferred to the ARTIST by this Agreement shall be immediately returned
to the PRESENTER.

11) Shall provide with passport information for visa application and the PRESENTER shall

15) Neither party shall amend or discharge a part or whole of this Agreement, without the

assist the ARTIST with arrangements necessary to secure the travel documents and/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hereto. If such amend or discharge is made without

a work permit.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any damages or losses shall be covered by the party
affected.

D. GENERAL COVENANTS
16)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12) The ARTIST shall provide insurance to protect himself against all risks such as
personal injury, sickness, disease and loss of his own property. The PRESENTER will

Korea and both parties to this Agreement hereby irrevocably submit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Korea.

be responsible to cover all risks caused by an act default or neglect of the
PRESENTER.

17) Any matters that are not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general practice and custom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mutual

13) The PRESENTER has the right to record performances of the PRODUCTION for its

cooperation.

archives. The PRESENTER is entitled to broadcast audio and audio-video excerp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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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hearsals and the performances with a length of up to at most 10 minutes for

18) This Agreement is executed in two original copies and retained by each party. The

current reporting and advertising purposes. Further to the above, the ARTIST agrees

term o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on the completion of the PRODUCTION and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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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nants of any parties shall be dismissed except all rights of any parties, which shall
be effective.

실무 TIP

Ⅱ

▶ 항공료의 지급
- 계약서에는 해당 출연자 또는 스태프가 제공받는 모든 사항을 명확히 기재한다. 그 중 하나가 항공료이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executed this agreement through their

다. 이 경우 출발국-경유지-도착지 등을 표기하며 좌석의 등급도 명확히 한다.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n the Date set forth above.
▶ 호텔 등 숙박에 관한 비용

The PRESENTER

The ARTIST

- 숙소의 결정은 공연장의 결정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출연자들의 컨디션이 공연에 미치는 영향이 지
대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자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지정하여야 한다. 보

THE ABOVE SIGNATURES CONFIRM THAT BOTH PARTIES HAVE READ AND APPROVE

통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주최 측이 지정하여 권고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나 오페라처럼 장기간 체

ALL OF“ADDITIONAL TERMS AND CONDITIONS”ATTACHED.

류해야 하는 경우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산을 상회하는 요구를 할 경우에는 주최자가 호텔
측에 가능한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부분은 출연자가 개별적으로 지불하도록
협의한다.

Additional Terms and conditions
▶ 일비 지급

The PRESENTER shall provide the ARTIST with;

- 일비(per diem, by the day)는 일당 혹은 일급이라고도 한다. 공연단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비공연일을
포함한 투어기간 전 일정 동안에 필요한 식사비 및 기타 잡비 등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A) One 좌석등급 round trip air ticket between 출발도시명(국가명) and Seoul
B) Hotel accommodation during the stay for the PRODUCTION
C) Local transportation (Hotel ~ Airport / Hotel ~ Theater)

일비는 국가나 도시별 물가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결정에 있어 다소 협의할 필요가 있다.
- 공연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에게는 보통 출연료, 항공료, 숙박 등이 제공되지만 지휘자, 음악코치, 테크니
컬 스태프의 경우는 체류기간이 장기이므로 일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기 제공된
숙박비가 조식 포함 금액인지 여부를 미리 살펴보아 중복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AGREED AND SIGN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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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태프 계약서①
아래 계약서는 특정 클래식 음악 연주회를 위한 편곡자 용역계약서이다.

법률 검토 의견

Ⅱ

편곡의 결과물은‘2차적저작물’
이다.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주체에게
귀속한다. 즉, 원곡에 대한 저작자와 편곡의 저작자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다.

계약서

사안의 경우, 갑이 을에게 편곡에 대한 사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공연에서 그 편곡을 이용한다
는 점은 명백하나, 그 사례금이 편곡의 2차적저작권‘양도’대가인지‘이용허락’
의 대가license fee인지

주최자 OOO(이하“갑”
)과 편곡자 XXX(이하“을”
)은 음악공연 <ABC> 악보 편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분명하지 않다. 즉, 공연이후 그 편곡에 대한 권리가“갑”
에게 귀속하느냐,“을”
에게 귀속하느냐가 분명
하지 않다는 뜻이다.“을”
이 편곡의 2차적저작권이 양도된 것이라고 자인한다면 별문제이나,“을”
이저
작권 주장을 한다면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게 될 터인데, 결국은 사례금의

1. 연주회명 : <ABC>
2. 연주장소 : △△△공연장

액수가 관건이 되기 마련이다.
당시 수령한 사례금이 일반적으로 이용허락 대가라고 보기에는 훨씬 고액이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의심스러울 때는 저작권자의 이익으로’
의 원칙에 따라 편곡자에게 2차적저작권이 귀속하는 것으로

3. 연주일시 : 200*년 **월 **일 **시, **시 (총 *회)
4. 편곡내용 : 곡명 외 **곡(총 **곡)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서에서 편곡물에 대한 2차적저작권 귀속을 명확하게 규정
할 필요가 있다.

5.“갑”
은“을”
에게 악보 편곡에 대한 사례로 편곡료 일금 *,***,***원(세금포함)을 공연당일 아래의
구좌로 송금하여 지급한다.
예 금 주 : XXX
구좌번호 : △△은행 ***-**-*****
6. 계약의 파기나 취소는 쌍방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파기 또는 취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및
손실은 파기 또는 취소시킨 당사자가 배상해야 하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계약이 파기 또는 취
소되었을 경우 발생된 손해는 쌍방합의에 따른다.
7.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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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태프 계약서②

나.“을”
은 본 공연의 주요 업무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갑”
이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

Ⅱ

“갑”
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을”
은 주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나 사례비 등을 청구
아래 계약서는 국내의 공연장이 제작하는 오페라의 조연출에 대한 용역계약서이다.

할 수 없다.
다.“을”
이 위 업무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갑”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을”
은“공연”
의 홍보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며, 필요한 자료를“갑”
에게 제공한다.

스태프 계약서
5. 저작권
주최자 OOO(이하“갑”
)과 스태프 XXX(이하“을”
)은 공연 <ABC>(이하“공연”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갑”
은“공연
“과 관련된 녹화, 녹음 및 방송, 그리고“공연”
에 관한 TV, 영화, 비디오테이프, 전송매체
및 현재 통용되고 있고, 앞으로 개발될 모든 오디오-비디오 장치에 의한 녹음, 녹화, 배포에 대한 권리
를 가진다.

-아

래-

1. 공연 개요

6. 일반 계약 사항

가. 공연명: <ABC>

가.“공연”
의 취소

나. 공연장소: △△극장

1) 전쟁, 폭동,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공연”
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공연”
을 취소

다. 공연일정: 200*년 *월 **일 - *월 **일 (총 **회 공연)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쌍방 합의에 따라 배상한다. 이때 취소된“공연”
에 대한 사례비

라. 주요스태프 및 출연자

가 이미 지급된 경우,“을”
은“갑”
에게 사례비 전액을 즉시 환불한다.

- 지휘:

- 연출:

- 연주:

- 출연:

외

2)“을”
의 질병, 신체적 장애로 인해 공연이 어려울 경우“갑”
은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며,“갑”
이 요구할 경우“을”
은 이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업무 내용

나.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체의 파기나 취소는 쌍방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만일“갑”또는“을”

가. 주요 업무 : 조연출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파기 또는 취소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은 파기 또는

나. 업무 기간 : 200*년 *월 **일부터 200*년 *월 **일까지

취소시킨 당사자가 배상해야 한다.
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의 합의에 따르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갑”
의소

3.“갑”
의 의무

재지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가.“갑”
은“을”
에게 주요 업무에 대한 사례로 일금*,***,***원(식대, 세금 포함)을 아래의 은행 계
좌로 송금, 지급한다.
- 성명: XXX

- 은행: △△은행

라. 본 계약은“갑”
과“을”
이 서명 날인한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공연”
이 끝나면 이 출연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 계좌번호: ***-**-*****

나. 사례비는 마지막 공연 다음날에 지급한다. 단, 지급예정일이 휴무일인 경우는 익영업일로 지급

실무 TIP

일이 연기된다.

▶ 위 공연은 국내 제작 오페라의 조연출 계약으로 실제 오페라를 연습하기 훨씬 이전부터 조연출이 연습

다.“갑”
은“을”
에게 Set-up 및 리허설 기간 동안 식사를 제공한다.

및 공연진행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한바 조연출 계약에서는 대략 조연출이 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총 기간을 명기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도 지정하도록 한다.

4.“을”
의 의무
가.“을”
은 위 공연의 조연출로서 연출자와의 협의 하에 작품의 전 제작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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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토 의견

6. 일반 계약 사항

Ⅱ

가.“공연”
의 취소
위 계약은 조연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출연자 계약서’
를 그대로 이용한 경우로 보인다. 스태프의
업무 특성에 맞게 아래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전쟁, 폭동,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공연”
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공연”
을
취소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쌍방 합의에 따라 배상한다. 이때 취소된“공연”
에대
한 사례비가 이미 지급된 경우,“을”
은“갑”
에게 사례비 전액을 즉시 환불한다.

3.“갑”
의 의무
나. 사례비는 마지막 공연 다음날에 지급한다. 단, 지급예정일이 휴무일인 경우는 익영업일로
지급일이 연기된다.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을”
은 미리 지급받은 사례비 전액을 환불한다’
는 규정도 합
리성을 상실하였다. 이미 용역을 제공한 조연출의 용역비를 반환받는 점은 어색하다. (한편 계약서
3. 나항에서는 지급시기를 공연종료 후라고 못 박았으므로 인과관계에 오류가 있다.)

스태프에 대한 사례비를 공연 이후 지급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업무의 진행 과정에 따라 분
할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출연자와의 계약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빚어진 모순이다. 출연자에게 미리 지급한 보
수가 있으면, 불가항력으로 주최자가 채무불이행의 책임에서 벗어나므로 출연자에 대한 선지급 보
수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4.“을”
의 의무
나.“을”
은 본 공연의 주요 업무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갑”
이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갑”
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을”
은 주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나 사례비
등을 청구할 수 없다.

6. 일반 계약 사항
가.“공연”
의 취소
2)“을”
의 질병, 신체적 장애로 인해 공연이 어려울 경우“갑”
은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갑”
이 계약을 해지하면“을”
은 아무런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은 부당하다. 해지 시점까지

“갑”
이 요구할 경우“을”
은 이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 용역에 대하여는 날짜 수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물론 조연출의 과실로“갑”
에게 손해
가 발생하였다면 조연출에게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갑”
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위 내용도 출연자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사례비 지급 시기와 묶어서 판단하면‘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
조’위반의 혐의가 농후하다.

6. 일반 계약 사항
나.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체의 파기나 취소는 쌍방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만일“갑”또는
5. 저작권
“갑”
은“공연”
과 관련된 녹화, 녹음 및 방송, 그리고“공연”
에 관한 TV, 영화, 비디오테이프, 전송

“을”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파기 또는 취소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은 파
기 또는 취소시킨 당사자가 배상해야 한다.

매체 및 현재 통용되고 있고, 앞으로 개발될 모든 오디오-비디오 장치에 의한 녹음, 녹화, 배포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계약을 쌍방합의에 의해서만 파기/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의미가 있을까?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계약은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므

‘저작권’
은 스태프(상기 계약서의 경우 조연출)와 무관한 규정으로 보인다.

로 해지/해제가 가능한 것이고 이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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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태프 계약서①
아래 계약서는 해외 오페라 작품을 들여와 공연할 시(렌탈 공연) 원 연출자가 아닌 다른 연출자(리바
이벌 디렉터)가 작업할 시 맺은 계약서이다.

Date of Expiry

Ⅱ

(Beneficiary)
Bank Name
Bank Address
Sort Code

AGREEMENT

Account Name
Account Number

An agreement made this 10th day of February 2007 between 주최사 OOO, 주소, Korea,

Reference

represented by Mr. 대표 OOO(hereinafter called“the PRESENTER”
) and 리바이벌 디렉터

Swift Code (BIC)

).
XXX, represented by 오리지널 디렉터 △△△, 주소(hereafter called“the DIRECTOR”

IBAN

WHEREIN both parties have agreed to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hereunder

a) ￡*,*** on the DIRECTOR’
s arrival in Seoul
b) ￡*,*** on April **, 200*

1) The PRESENTER agrees to engage the DIRECTOR to provide a service for the following
production as indicated below.

3) The PRESENTER shall provide DIRECTOR with ;
a) One business round trip air ticket between London and Seoul

Productions: <ABC> (hereinafter called“the PRODUCTION”
)

b) Hotel accommodation during stay in Seoul for performances.

작품 소유 회사
Venue: △△극장(hereinafter called“the VENUE”
)

4) Rehearsals will begin in Seoul on April **(expected schedule), 2007 and a detailed

Date: April **, **, **, **, 200*(4 performan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hearsal schedule will be discussed with the DIRECTOR.

“Performances”
)
5) Ownership and copyright for all documents created by the DIRECTOR hereunder shall
2) The PRESENTER will pay the DIRECTOR a net fee of ** thousand pounds ￡**,*** net of

remain the exclusive property of the DIRECTOR.

taxes). The fee will be paid to the following account in the following instalment.
6) The DIRECTOR shall provide insurance to protect himself against all risk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jury, sickness, disease and loss of his own property. The PRESENTER will be

Name

responsible to cover all risks caused by an act default or neglect of the PRESENTER.

Address
Nationality

66

.

7) The PRESENTER has the right to record performances of the PRODUCTION for its

Passport Number

archives. The PRESENTER is entitled to broadcast audio and audio-video excerpts of the

Place / date of issue

rehearsals and the performances with a length of up to at most 10 minutes for current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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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ing and advertising purposes. Further to the above, the DIRECTOR agrees that the

13) Any matters that are not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in

PRESENTER may broadcast one performance of the PRODUCTION for one relay on local

accordance with general practice and custom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mutual

television to Korea only. In addition, the DIRECTOR grants the PRESENTER the right to

cooperation.

Ⅱ

transmit live performances to a screen immediately outside the performance venue. It is
hereby agreed that the PRESENTER has all television, video and film rights to the

14) This Agreement is executed in two original copies and retained by each party. The term

PRODUCTION and recording, compiling and distributing rights to the PRODUCTION by all

o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on the completion of the PRODUCTION and all covenants of

audio or/and video materials, on condition that the PRESENTER applies such materials for

any parties shall be dismissed except all rights of any parties, which shall be effective.

its own purpose and receives no income for any such materials. Any further details not
outlined above will be agreed by separate negotiation.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executed this agreement through their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n the Date set forth above.

8) The DIRECTOR shall provide photographs and a biography, as the PRESENTER requires
for front-of-house, advertising, publicity print and the production of programs and do its
best to ensure the participation in press conferences, interviews and photo sessions.

실무 TIP
▶ 위 계약서는 오리지널 공연의 연출가를 대신하여 리바이벌 디렉터가 내한하여 최대한 오리지널 공연에

9) The DIRECTOR shall provide with passport information for visa application and the

근접하게 연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이다. 이 경우 계약의 내용을 오리지널 연출가도 숙지할 수

PRESENTER shall assist the DIRECTOR with necessary arrangements necessary to secure

있도록 맨 아래 서명란에 오리지널 연출가의 서명란을 본 계약 당사자인 리바이벌 디렉터와 함께 병기하

the travel documents and/or a work permit.

였다.

The PRESENTER shall provide the credit for the DIRECTOR in all programmes.
▶ 계약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사례비는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10) The PRESENTER shall be entitled to terminate this Agreement if the PRODUCTION is
cancelled due to the outbreak of war, civil commotion, force majeure or any other
circumstances beyond its control shall render the carrying out of this contract impossible.
The DIRECTOR shall refund to the PRESENTER any monies already received under the
provisions of Clause 2.
11) Neither party shall amend or discharge a part or whole of this Agreement,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hereto. If such amendor discharge is mad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any damages or losses shall be covered by the party affected.
12)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Korea and both parties to this Agreement hereby irrevocably submit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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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는 처음부터 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고, 법원의 조정담당판사나

Ⅱ

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처리한다민사조정법 제7조. 법원은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6조. 조정신청의 수수료는 민사소송사건 인지금액

9) (전략) The PRESENTER shall provide the credit for the DIRECTOR in all

의 1/5로 하므로 대단히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3조.

programmes.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한 조서는‘재판
디렉터는 credit을 요구하고 있다. 위 계약서에서는 credit 기재를 요구하는 데 그치고 있으나, 사
안에 따라서는 credit을 요구하는 홍보물의 종류, credit의 순서, 크기, 위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의 화해’
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재판상의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
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결국 조정조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요구를 하기도 한다.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 혹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을 하고, 그러한 결정문법률용어로는 조서정본調書正本이라 한다

12)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일방의 이의가 있으면 그러한 결정은 효력이 없어진다.

Korea and both parties to this Agreement hereby irrevocably submit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Korea.

법원 이외의 조정기관으로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대표적인데, 저작권 관련 분쟁에 있어 일방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면 절차가 진행이 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민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한국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재판

조정법의‘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을 할 수는 없으나, 조정성립의 효력은 민사조정과 동일하다저작권

에 의하여 분쟁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처음부터‘서울중앙지방법원’
으로 특정하는 것이 적절

법 제117조. 저작권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은 분쟁의 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10,000원,

하겠다. 국제적인 성격을 가진 분쟁, 전문성이 필요한 분쟁은 아무래도 다종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는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인 경우 30,000원,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50,000원, 1천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이해된다.

원 이상인 경우 100,000원이며,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건은 50,000원으로 처리하고 있다.

가끔 쌍방의 실무진이 자기주장을 하다가 준거법은 A국의 법으로 하고 관할은 B국의 법원으로

중재는 조정보다 강력한 제도이다. 조정은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하자고 결론짓는 경우를 본다. 그렇게라도 하여야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았다는 느낌에 정서적 만족

응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절차가 종결되나, 중재절차는 상대방이 응하지 않더라도 진행되어 중재판정

을 얻는 것 같으나 실천적으로는 전혀 권할 방법이 아니다. 실제로 법률문외한인 당사자가 제3국의

이 나오게 된다. 단, 전제로서 중재신청은 반드시 당사자 사이에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종결하겠다는

법을 조사, 연구하여 법원에 제공할 수도 없거니와, 한 국가의 법원이 제3국의 법을 적용하여 재판

합의 즉,‘중재합의’
가 전제가 된다. 중재합의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제소하고

한다는 것이 현실문제로서 가능하지 않다.

상대방이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면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중재법 제9조.

한편 문화예술계의 분쟁이 재판에 친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선 분쟁의 규모가 작

당사자가 계약서에서 분쟁해결방법에 대하여‘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다’
고 기재한 경우(이를‘선

아서 법률비용 대비 실익이 없고, 법관들이 그러한 분쟁에 낯설어 할 수 있다. 결국 대부분의 다툼

택적 중재조항’
이라고 한다), 이러한‘선택적 중재조항’
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조

이 정리되지 않은 채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정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여기에 재판외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의 조정, 중재를 이용할 필

2005. 5. 27. 선고 2005다12452 판결.

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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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태프 계약서②

Sort Code :

Ⅱ

Account Name :
아래 계약서는 한국에서 제작하는 오페라 작품을 위해 해외 무대디자이너를 초빙할 경우 작성된 계

Account Number :
Reference :

약서이다.

Swift code is :
IBAN number :

AGREEMENT
An agreement made this *th day of August 200* between 주최사 OOO, 주소, Korea,
represented by Mr. 대표 OOO(hereinafter called“THE PRESENTER”
) and XXX(hereafter

BIC :
3) If the production is reproduce within 5 years, THE PRESENTER shall will pay THE
DESIGNER 20% of an original copyright fee.

called“THE DESIGNER”
). WHEREIN both parties have agreed to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hereunder.

4) THE PRESENTER has the right to record performances of THE PRODUCTION for its
archives. THE PRESENTER is entitled to broadcast audio and audio-video excerpts of the

1) THE DESIGNER agrees THE PRESENTER to engage a set design for the following

Rehearsals and the Performances with a length of up to at most 10minutes for current

production and produce it as indicated below.

reporting and advertising purposes. Further to the above, THE DESIGNER agrees that THE
PRESENTER may broadcast one performance of THE PRODUCTION for one relay on local

Productions: ABC Production (hereinafter called“ THE PRODUCTION”
)

television to Korea only. In addition, THE DESIGNER grants THE PRESENTER the right to

Venue: △△△ Theater (hereinafter called“THE VENUE”
)

transmit live performances to a screen immediately outside the performance venue. Any

Date: October ** 200* (3 perform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Performances”
)

further details not outlined above will be agreed by separate negotiation.

Director: △△△
5) THE DESIGNER shall provide photographs and a biography, as THE PRESENTER
2) THE PRESENTER will pay THE DESIGNER a copyright fee of ** thousand euros(Eur**,

requires for front-of-house, advertising, publicity print and the production of programs.

net of taxes). The fee will be paid to the following account in the following instalment.
6) THE PRESENTER shall provide the credit for THE DESIGNER in all programmes.
a) EUR ** on 7th October , 2007
(Beneficiary)

7) THE PRESENTER shall be entitled to terminate this Agreement if THE PRODUCTION is

Name :

cancelled due to the outbreak of war, civil commotion, force majeure or any other

Identity Number(Registered number in England) :

circumstances beyond its control shall render the carrying out of this contract impossible.

Address :

THE DESIGNER shall refund to THE PRESENTER any monies already received under the
provisions of Clause 2.

Bank name :
Bank Add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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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Neither party shall amend or discharge a part or whole of this Agreement, with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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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hereto. If such amend or discharge is mad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any damages or losses shall be covered by party affected.

법률 검토 의견

Ⅱ

9)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Korea and

3) If the production is reproduce within 5 years, THE PRESENTER shall will pay THE

both parties to this Agreement hereby irrevocably submit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Korea.

DESIGNER 20% of an original copyright fee.

10) Any matters that are not provides for in this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general practice and custom in accordance with spirit of mutual cooperation.

계약 작품을 5년 이내 기간 동안 재공연을 하는 경우 무대미술가가 저작권료로서 최초 저작권료
의 20%를 요구하고 있다.

11) This Agreement is executed in two original copies and retained by each party. The term

최근 국내에서도 무대미술가, 소품제작자 등 창작자가 저작권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

o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on the completion of THE PRODUCTION and all covenants

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양도한 바 없음에도, 최초에 일정 금액을 받은 후에는, 작품이 재공연 되더라

of any parties shall be dismissed except all rights of any parties, which shall be effective.

도 별도의 이용료를 받지 못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한편 이들 창작자들이 권리요구를 강하게 한다면
제작자 입장에서는 제작비 상승 요인이 되므로 제작을 포기하거나 사소한 개변을 하고서 새로운 창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executed this agreement through their

작물이라고 주장할 여지도 없지 않다.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n the Date set forth above.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창작자들과 제작자의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3조는 일응 합리적
으로 보인다. 공연은‘복제에 친하지 않은 산업’
이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제작비 부담이

Additional Terms and conditions

공연의 수익구조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우리 공연 제작자들과 창작자들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창작
자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할 터인데, 검토할 만한 기준이라고 생각된다.

The PRESENTER shall provide the DESIGNER with;
A) One economic round trip air ticket between Italy and Seoul
B) Hotel accommodation during stay in Seoul for performances (Including breakfast)
AGREED AND 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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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공연 렌탈 계약서(영문/국문)
- 해외 뮤지컬 라이선스 계약서(영문/국문)
- 해외 뮤지컬 라이선스 작품 번역자 계약서(영문)

Ⅲ. 프로덕션 라이선스 계약서

해외공연 렌탈 계약서
아래 계약서는 해외 공연장이 제작, 공연한 오페라 작품을 그대로 한국에 들여와 공연할 시, 제작주
체인 해외 공연장과 맺은 계약서이다.

Ⅲ

** January 200*
Mr. OOO
President

공연장 주소
South Korea
Dear Mr. XXX

RENTAL OF <ABC>

<ABC> 작품 임대

This letter agreement when signed in duplicate will constitute a binding agreement between 해

이 문서로 된 합의는 동일한 두통이 양쪽에 의하여 모두 사인된 경우에 한하여 XXX(이하에서는

외제작극장 XXX, 주소(hereinafter“XXX”
) and 국내 임차 극장 OOO(hereinafter“OOO”
)

“XXX”
라고 한다.)와 OOO에 의해 대표되는 OOO 극장(이하에서는“OOO”
라고 한다.) 사이에 XXX이

represented by you for the hire of scenery, costumes and properties for <ABC> owned by XXX.

보유하고 있는 <ABC>의 무대장치, 의상, 그리고 소품들에 대한 임대에 관하여 하나의 구속력 있는 합
의를 구성한다.

Scenery, costumes and properties shall mean the items listed in the inventory list prepared by

78

the transport agents of XXX. XXX will notify OOO as early as possible of any stock items

무대장치, 의상, 그리고 소품이라 함은 XXX의 운송 대행인에 의해 만들어진 물품 목록표에 기재되어

and/or any items of scenery, properties or costumes not exclusive to the production of <ABC>

있는 아이템들을 말한다. XXX은 가능한 한 빨리 OOO에게 <ABC> 프로덕션만을 위한 품목이 아니기

which will not be included in the rental. XXX will also notify OOO as early possible of any

때문에 임대에 포함되지 않는 상연목록 또는 무대장치, 소품, 의상의 내역을 공지한다. 또한 XXX는

special machinery and/or special effects items which will not be included in the rental.

가능한 한 빨리 임대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장비와 특수효과장치의 내역을 OOO에 공지한다.

It is hereby agreed as follows: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XXX will hire the scenery, costumes and properties excluding wigs, armoury, footwear and

1. XXX은 가발, 무기류, 가죽제품을 제외한 무대장치, 의상 그리고 소품들을 ￡ (**파운드)의 임대료

furs to OOO for a fee of ￡**,***(** thousand pounds)

를 받고 OOO에 임대한다.

In addition OOO will pay to XXX

더불어 OOO는 XXX에 다음과 같이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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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m of ￡*,*** (** thousand pounds) to cover the costs of insurance throughout the

임대기간 전체에 걸친 보험비용을 납부하기 위한 비용 총 ￡ (**파운드)

rental period.

XXX의 창고에서 물품이 나가고 들어오는 동안의 준비와 취급을 위한 비용 총 ￡ (**파운드)

the sum of ￡*,*** (** thousand pounds) to cover handling and preparation charges during

(XXX은 OOO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러한 비용청구에 대한 항목별로 기재된 상세내역서를 OOO

the get-out and get-in OOO’
s stores.(XXX will provide OOO with an itemised breakdown

에 제공한다.)

Ⅲ

of these charges upon request.)
OOO will pay to XXX the sum of ￡*,***(** thousand pounds) as a deposit in relation to any

OOO는 OOO가 보상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손해를 대체하여 초래된 모든 비용과 관련된 보증금으로

costs incurred in replacing any damage not made good by XXX. If there is no such damage this

서 XXX에 총 ￡ (**파운드)를 지급한다. 만약 이러한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이 보증금은 임대 프로덕

deposit will be returned to OOO within twenty-eight days after the production is received in

션이 XXX의 소재지에 있는 XXX의 창고에 도착한지 28일 내에 OOO에 반환된다.

the XXX stores in Wales.
The fee of ￡**,***(** thousand pounds) is payable in the following instal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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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운드)의 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지급된다.

a) ￡**,*** (** thousand pounds) on signature of this agreement;

a) ￡ ( 파운드)는 계약서 서명시;

b) ￡**,*** (** thousand pounds) no later than 28 days before despatch;

b) ￡ ( 파운드)는 늦어도 화물운송 28일 전까지;

c) ￡**,*** (** thousand pounds) on delivery of the production in Seoul.

c) ￡ ( 파운드)는 화물의 서울 도착시.

The sum of ￡**,*** (** thousand pounds) for handling and insurance charges, and the deposit

물품에 대한 취급과 보험을 위한 비용 총 ￡ ( 파운드)와 보증금 ￡ ( 파운드)는 늦어도 화물운송

of ￡**,***(** thousand pounds) will be paid at least twenty-eight days prior to despatch.

28일 전까지는 지불되어야 한다.

d) Payments due for the services of a lighting manager as provided for under Clause 6 below,

d) 아래의 계약서 6조에 명시된 조명감독에 대한 보수, 계약서 7조에 명시된 의상 감독, 그리고 계

costume supervisor as provided for under Clause 7 below and the technical assistants

약서 8조에 명시된 테크니컬 어시스턴트에 대한 보수는 XXX의 명세기입청구서(혹은 송장)에 정

provided for under Clause 8 below will be payable against invoice from XXX.

한 시기에 지급되어야 한다.

All sums will be paid to the account of XXX.

모든 지불금은 다음 계좌에 지급되어야 한다.

XXX의 계좌정보

XXX의 계좌정보

and will not be subject to any deduction of any kind whatsoever.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 의한 감액도 허용되지 않는다.

2. The scenery, costumes and properties will be delivered to OOO from the XXX Stores in XXX

2. 무대장치와 의상 그리고 소품들은 200*년 4월에 XXX 소재지에 있는 XXX의 창고에서 OOO로 운

소재지 in April 200*, and will be sent by OOO to the XXX Stores in Wales following the last

송된다. 그리고 200*년 4월 **일 마지막 공연이 끝나는 즉시 OOO에서 XXX 소재지에 있는 XXX의

performance on ** April 200*.

창고로 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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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OO should provide XXX with a detailed schedule of the get-in, technical and stage

3. OOO는 200*년 1월 1일까지 물품의 공연장 수령, 장치리허설 및 무대리허설과 <ABC> 공연에 관한

rehearsals and performances of <ABC>, by 1 January 200*. This should include details of how

상세한 스케줄을 XXX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스케줄에는 XXX의 고용 기술감독과 상의하여 결정된

many stage crew will be available for the fit-up and technical rehearsals, which should be

사항으로 핏업과 장치리허설을 위하여 몇 명의 무대 크루가 제공될 것인가 하는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

decided in consultation with the Technical Hires Manager, XXX.

어 있어야 한다.

4. Transportation of the scenery, costumes and properties between the XXX’
s stores in XXX 소

4. XXX 소재지에 있는 XXX의 창고와 서울 사이의 무대장치, 의상 및 소품의 운송은 XXX에 의하여

재지 and to Seoul shall be arranged by XXX. The choice of transport agent shall be by

조정된다. 운송대리인은 XXX과 OOO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OOO는 운송대행인의 경비

agreement between XXX and OOO, and OOO shall be responsible for all costs of the transport

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러한 비용에는 모든 서류작성비용, 물품상세목록 작성의 준비비용 모든 운

agent. Those costs include any documentation, the preparation of inventories, all

송비용, 초과정박과 XXX에서의 물품 반출과 반입, OOO에서의 물품 반출과 반입에 들어가는 추가적

transportation, demurrage and any additional labor costs on get-out and get-in at the XXX

인 노임이 포함된다. 또한 OOO는 물품운송에 대하여 관할을 가지는 모든 정부가 부과하는 운송에 대

stores and get-out and get-in Seoul. OOO will also be responsible for all taxes, bonds and

한보증금 및 수입 또는 수출 관세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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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or export duties imposed by any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transaction.
5. XXX makes the production of <ABC> available to OOO on condition that OOO agrees terms

5. XXX은 OOO가 연출가 △△△와 디자이너 △△△을 프로덕션과 함께 고용하는 계약에 합의한다는

for the use of the production with the director △△△ and the estate of the designer, △△△ and

조건하에서 OOO에서 <ABC>의 프로덕션이 가능하도록 하며, OOO는 200*년 1월 1일까지 이들과 계

shall provide XXX with a copy of each such contract no later than 1 January 2007.

약한 계약서의 사본을 XXX에 제공하여야 한다.

OOO agrees to engage the services of the revival director, △△△. OOO shall be responsible for

OOO는 재상연(리바이벌) 감독 △△△의 서비스를 고용하는 데 동의한다. OOO는 모든 보수와 여행경

all fees, travel and subsistence payments involved.

비 그리고 관련된 체류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As OOO requires the services of a XXX Lighting Manager as lighting designer for its

6. OOO가 XXX의 조명감독을 <ABC> 프로덕션의 제작을 위한 조명 디자이너로 쓰는 것을 요청해옴

presentation of the production of <ABC>, OOO will charge ￡￡*,*** (*thousand pounds) to

에 따라 XXX은 모든 준비작업에 더하여 여행기간을 포함한 8일간의 작업에 대한 경비로 ￡ ( 파운

cover all preparation work plus up to eight days on site including travel days. Any work on site

드)를 청구한다. 8일을 넘는 경우에는 어떤 작업에 대하여도 매일 ￡ ( 파운드)를 추가로 청구한다. 또

in excess of eight days will be charged at ￡￡*** per day. OOO will also be responsible for

한 OOO는 서울에서의 호텔 숙박 경비와 지역 환율에 따른 매일 ￡ ( 파운드)에 해당하는 생활비, 그리

providing hotel accommodation in Seoul, paying subsistence at ￡￡** per day in local currency

고 조명감독에게 합당한 비행경비를 지급한다. 이 사람을 위한 기간과 보수지급은 200*년 1월 1일까

and paying air fares as appropriate for the Lighting Manager. The dates and payments for this

지 문서로 확정되어야 한다.

individual should be confirmed in writing by 1 January 200*.
7. XXX은 OOO가 의상감독(장차 확정될)에게 여행기간을 포함하여 일일 ￡ ( 파운드)를 지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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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XXX makes the costumes for the production of <ABC> available to OOO on condition that OOO

을 조건으로 하여 <ABC>의 프로덕션을 위한 의상을 제공한다. 또한 OOO는 핏업과 의상을 착용한 무

pays for the services of a costume supervisor (identity to be confirmed) at a fee of ￡￡***per day

대리허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 사람에게 호텔 숙박 경비와 지역 환율에 따른 일일 ￡ ( 파운드)에

including travel days. OOO will also be responsible for providing hotel accommodation in Seoul,

해당하는 생활비, 그리고 의상감독에게 합당한 비행경비를 지급한다. 이 사람을 위한 기간과 보수지급

paying subsistence at ￡￡** per day in local currency and paying air fares as appropriate for the

은 200*년 1월 1일까지 문서로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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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ume supervisor to be present at fittings and stage rehearsals in costume, the dates and
payments for this individual should be confirmed in writing by OOO no later than 1 January 2007.
8. OOO will ensure that costumes shall always be worn with dress preservers, where applicable,

8. OOO는 의상들이 적적한 장소에서 의상인력과 함께 착용되고 의상의 반환 시에는 적적한 상태로

and that the costumes are returned either laundered or dry-cleaned, as appropriate. No

세탁 또는 드라이 세탁이 된 상태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요한 의상에 대하여는 앞서 적은 XXX의

alterations whatsoever are to be made to the Principals’costumes without the prior written

의상감독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변형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OOO에 의한 변형에

approval of the Head of Costume of XXX. Under no circumstances are any costumes to be cut if

의해서 의상이 잘려서는 안된다. XXX으로 반환 이전에 OOO에 의해 행해지는 코러스 의상에 대한 어

any alterations are made by OOO. Any minor alterations to chorus costumes are to be made

떠한 작은 변형이라도 사전에 XXX의 의상감독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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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by OOO prior to the return of the costumes to XXX unless otherwise agreed in advance
with the Head of Costume of XXX.
9. XXX makes the set and properties for the production of <ABC> available to OOO on condition

9. OOO은 XXX가 고용한 기술 감독에게 여행기간을 포함하여 일일 ￡ ( 파운드)를 지불하는 것과 두

that OOO pays for the services of the Technical Hires Manager, 기술감독이름, at a fee of ￡***

명의 기술 보조자에게 여행기간을 포함하여 일일 ￡ ( 파운드)를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ABC>

per day including travel days and for the services of two Technical Assistants at a fee of ￡***

프로덕션을 위한 세트와 소품을 제공한다. 또한 OOO는 XXX의 피고용팀과 투어팀의 인솔자, 기술 보

per day each including travel days. OOO will also be responsible for providing hotel

조인력이 핏업과 서울에서의 물품 반출에 함께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에게 호텔 숙박 경비와 지역 환율

accommodation in Seoul, paying subsistence at ￡** per day in local currency and paying air

에 따른 일일 ￡ ( 파운드)에 해당하는 생활비, 그리고 합당한 비행경비를 지급한다. 이 사람들을 위한

fares as appropriate for the Head of Hires and Tours of the XXX and the Technical Assistant to

기간과 보수지급은 200*년 1월 1일까지 문서로 확정되어야 한다.

be present at the fit-up and get-out in Seoul. The dates and payments for these individuals
should be confirmed in writing by OOO no later than 1 January 200*.
10. OOO will ensure that the scenery, costumes and properties are returned in an equivalent

10. OOO는 무대장치, 의상, 그리고 소품들이 상식적인 선에서의 닳음과 헤짐 이외에는 XXX소재지에

condition to their condition at the time of despatch from the XXX Stores in XXX소재지 to Seoul,

있는 XXX에서 서울로 운송될 당시의 상태와 똑같이 적합한 상태로 반환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normal wear and tear excepted. Any XXX identification labels are not to be removed. No

어떠한 XXX의 인식표도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 앞서 적은 프로덕션의 인솔자의 승인 없이는 세트나

alterations whatsoever are to be made to the sets or properties without the prior written

소품들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어떠한 변경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approval of the Head of Production of XXX.
OOO will ensure that the scenery is correctly and completely fitted-up for each performance of

OOO는 XXX의 기술스태프들의 지도에 따라 <ABC>의 모든 공연에 있어서 무대장치들이 정확하고 완

<ABC>,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given by the technical staff of XXX, and with due regard

벽하게 핏업 되는 것과 공연에 관계된 모든 프로덕션, 기술 스태프 및 모든 공연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

to the Health and Safety of all performers, production and technical staff involved in the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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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will be responsible for making good any damage or alterations to scenery, costumes and

OOO는 모든 손상 또는 무대장치, 의상 및 소품들에 가하여진 변경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책임을

properties at their own cost, with the proviso that any costs incurred at XXX in repairing any

지며, XXX이 손해, 손실 또는 변경을 복구하거나 또는 OOO에서 이행하지 않은 의상의 세탁을 하는

damage, loss or alteration or in cleaning any costumes not made good by OOO shall be

경우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chargeable to OOO.
11. OOO will insure the scenery, costumes and properties for material damage from departure

11. OOO은 1조항에 따라 XXX소재국의 출발부터 XXX소재국으로의 반환까지 무대장치, 의상, 소품

from the XXX소재국 until return to the XXX소재국, at the expense of XXX as stated under

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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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se 1.
12. Until the scenery, costumes and properties are despatched to Seoul, XXX shall be entitled to

12. 무대장치, 의상 및 소품들이 서울을 떠날 때까지 전쟁의 발발, 시민 폭동, 무장 봉기 기타 다른 모

cancel or terminate this contract or suspend its operation, if outbreak of war, civil commotion,

든 계약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컨트롤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어서 XXX은 이 합의를 취소 또는 폐

force majeure or any other circumstances beyond its control shall render the carrying out of

기하거나 적용을 중지하는 권한을 갖는다.

this contract impossible.
13. OOO shall be entitled to terminate this contract for the same reasons at any time, except

13. OOO 역시 같은 이유로 이 계약을 파기할 권한을 계속해서 보유한다. 다만 OOO는 그 이전에

that OOO shall remain liable for any expense already incurred by XXX in preparation of the

XXX에 이 계약과 관련하여 프로덕션을 준비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책임이 있다.

production for hire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14. It is hereby agreed that all television (including pay cable television), video and film rights to

14. 이 문서에 의하여 <ABC>의 프로덕션에 관한 텔레비전(유료 케이블 텔레비전 포함), 비디오, 그리

this production of <ABC> are reserved to XXX to the effect that this production will not be

고 필름에 관한 권한은 XXX이 갖는다. 따라서 XXX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전체로든 부분적으로든

televised in whole or in part by OOO in association with any television company, without the

OOO와 관련된 방송사에 의하여 방영될 수 없다. 그러한 동의권은 지나치게 남용하지 아니한다. 이러

prior written consent of XXX. Such consent will not unreasonably be withheld. The only

한 조항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뉴스나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2분 가량의 장면을 녹화하는 것이다.

exception to this provision is the recording of up to two minutes’footage for news or publicity
purposes only.
Further to the above XXX agrees that OOO may broadcast one performance of the production

또한 XXX은 OOO가 <ABC> 프로덕션 한 회분을 한국에서만 방영되는 지역방송에 중계하여 방송하는

of <ABC> for one relay on local television to Korea only.

것에 동의한다.

15. XXX grants to OOO the right to transmit performances live to a Big Screen immediately

15. XXX은 OOO가 유료 입장하지 못한 관객들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공연장

outside the performance venue to a non-paying audience only on condition that OOO receives

바깥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공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연실황을 송출하는 권리를 인정하며 OOO

no income for any such transmission, and that OOO obtains permission for any such

는 프로덕션팀으로부터 이러한 송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transmission from the production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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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OOO agrees that it will not lend or hire any part of the production or assign any rights in

16. OOO는 XXX의 문서로 된 사전 동의 없이 다른 회사나 단체로부터 프로덕션의 일부를 빌리거나

this production to any other company or organization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XXX.

고용하거나 하는 행위 또는 권리의 일부를 할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17. OOO hereby indemnifies XXX from and against all proceedings, claims, demands, liabilities,

17. 여기에서 OOO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XXX이 직면하게 될 모든 종류의 소송과 클레임, 요구와 책

losses and expenses sustained or incurred by XXX in respect of:

임, 손실과 비용을 보상한다 :

a) any personal injury or damage to property arising from the hire of the scenery, costumes
and properties of <ABC>.
b) any breach by XXX of any of its warranties, undertakings and obligations under this

Ⅲ

a) <ABC>의 무대장치, 의상 및 소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있어서 생긴 모든 종류의 신체적 상해와
물적 손해
b) 이 계약에 의해 부과되고 의무 지어진 OOO의 모든 보장에 대한 파기

agreement.
18. In all programs and advertising material, and on any Big Screen transmission, the following

18. 모든 프로그램과 광고매체, 그리고 모든 대형화면에 대한 송출에 있어서 오리지널 감독, 리바이벌

credit shall appear in addition to credits for the Original Director, the Revival Director, the

감독, 디자이너, 조명디자이너의 크레딧에 부가하여 다음과 같은 크레딧을 명시하여야 한다.: <ABC>

Designer, and the Lighting Designer: <ABC> is produced in association with the XXX.

is produced in association with XXX, XXX소재지.

19. This agreement shall in all respects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19. 이 계약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XXX 소재국 법에 따르고 해석된다.

Laws of XXX 소재국.
If you are in agreement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as stated herein, please sign and return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과 조건들에 동의한다면, 사인을 하신 후 귀하가 받으신 것과 같은 계약서

the enclosed copy letter of agreement as being your acceptance.

사본을 동봉하여 보내주기 바란다.
실무 TIP
▶ 위 계약서는 국내 공연장이 해외 유명 오페라하우스로부터 무대, 의상, 조명디자인 등을 렌탈하여 국내
에서 라이선스 버전의 오페라를 선보인 경우이다. 이 경우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무대, 의상에 대한 렌탈에
관한 계약 사항이며 특기할 만한 내용으로는 기 임대한 무대, 의상에 대한 원형보존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보증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신들의 작품을 위해 의상담당자, 조명디자이너, 기술감독,
무대기술 인력 등을 파견하고 그에 대한 계약사항도 본 계약에 포함시키고 있다.
▶ 공연료의 지급
- 오페라 계약 중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료에 관한 부분은 그 지급시기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
은 조금이라도 빨리 임대료를 받길 원할 것이고 임차인은 그 시기를 늦추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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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토 의견
로 거액에 해당하는 총액을 회수를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통상 관례이며 주로 배로 이동하여 도달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첫 번째 지급시기는 계약서에 날인한지 3일~1주일 이내 그리고 마지막 지급
시기는 임차인의 극장까지 도착하는 날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공연료를 명기할 때는

19. This agreement shall in all respects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그 금액이 세금 포함인지 세금 제외 금액인지도 표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with the Laws of England.

▶ 화물에 관한 비용

Ⅲ

계약당사자 일방으로 준거법과 관할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국과 다른 국가의 계약에

- 오페라나 오케스트라 공연과 관련하여 화물운송 등이 포함된 경우 국제 운송과 국내운송의 교차점에

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하고 관할을 상대국가 법원으로 (혹은 그 반대로) 하는 방식은 실제 적용에

들어 있는 통관업무에 있어서 관련 책임 및 비용부담 주체의 명확한 정리가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어

서 대단히 번거롭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직

야 한다. 금약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계약서상의 공백이 나타나 사후 종종 분쟁의 원인이 될 수지가 있

무이지만, 법원에게 외국법을 탐색하고 연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법원이 법정지법(法廷地法,

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특정한 관행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된다.

lex fori) 이외의 법에 정통할 리도 없고, 정통하기를 요구하는 것도 무리이다. 따라서 법정지법과 계
약상의 준거법이 상이하다면 그 상이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준거법 적용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부담

▶ 리허설 횟수의 명기

할 수밖에 없다.

- 오페라 공연은 보통 오케스트라 반주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출연자의 출연횟수 못지않게 오케스트라
와의 리허설 횟수도 중요한 사랑이 된다. 이 경우 오페라에 출연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오케스트라도

라이선시licensee는 돈을 내는 사람buyer이고 그렇다면 buyer가 계약상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으

출연계약을 맺게 되므로 오케스트라도 출연자의 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공연회수 뿐만 아니라 오페라

나 뮤지컬(공연)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유명 뮤지컬 시장은 seller’
s market이

를 위한 반주가 필요한 리허설 횟수도 명기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와 함께하는

고, buyer들이 경쟁적으로 seller를 찾아 공연권을 확보하고자 저자세를 보이며, seller는 buyer에게

연습 횟수 따지도 명기하는 경우가 있다. 음악적 완성도가 중요한 오페라 공연의 경우 지휘자가 요구

확보할 수 있는 극장 규모와 제작능력의 입증을 촉구하는 식이다. 흥행성 있는 작품의 경우 국내 프

하는 수준의 음악적 완성을 달성하기 위해 오케스트라의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로듀서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수입 작품의 로열티가 국제 기준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이라는 염려도
없지 않으니, 준거법이 seller의 법이 되는 현상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 이 계약서에서 향후 좀 더 보완하고 법률적인 자문을 요하는 부분은 보증금 조항인데 이 경우 계약 당
사자가 공연 진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보증금 부분에서 상계해야 할 것은 정확히 합의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과정과 조항이 삽입 되어야 만일의 경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수입자로서는 당연히 한국법과 한국법원/중재기관에서의 해결을 요구하여야 하겠으나 여의
치 않은 경우 상대방 국가법과 상대방국가법원/중재기관에서의 해결에 만족하여야 할 것이다.
분쟁의 가액이 큰 경우에는 계약당사국의 법률이 아닌 제3국법을 이용하여 제3국의 중재기관에
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전통적으로 영국 런던의 상설중재기관이 세계적인 권위를 가
졌고 제2차 대전 이후 빛을 잃었다고 하여도 매년 약 1만 건의 물품매매, 해운, 건설계약상의 분쟁이
런던에서 중재로 해결되고 있다고 한다국제계약법(전정판), 법문사, 2002, 162면.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
르가 중재지로 이용되고 있고, 대한상사중재원도 최근 국제중재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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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뮤지컬 라이선스 계약서
아래 계약서는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작품을 한국에서 공연하기 위해 에이전시를 통해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Ⅲ

PERFORMANCE LICENSE - FOREIGN TERRITORIES

공연 라이선스 - 해외 권역

When signed in the spaces indicated below by all parties, this contract, dated **, 200*, will

모든 당사자들이 아래의 지정된 공간에 서명했을 때, 작가, 작사가, 작곡가(이하“원작자”
)의 ABC 라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에이전트OOO“AGENT”
(
) and 제작사 XXX, 제작사주소. (The

는 제목의 뮤지컬을 아래의 조항과 조건에 따라 제작하고 공연할 권리를 제작자에 허가한다는 본

“Producer”
) whereby <ABC> licenses to Producer the right to produce and present the

200*년 *월 **일의 계약이 에이전트( 이하“에이전트”
)와 제작사 XXX, 제작사주소(이하
“제작자”
)간

dramatico-musical work entitled <ABC> by 작가, 작사가, and 작곡가 이름(the“Authors”
) for a

에 성립된다.

production upon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1. OOO’
s Right to License

1. 에이전트의 라이선스 권리

OOO represents that it has the right to license the production and presentation of the Play

에이전트는 공인된 언어(이하
“한국어”
)로 권역(이하
“한국”
)에서 합법적인 무대에 올려지는 본 작품의

on the legitimate stage in Korea (the“Territory”
) in the Korean language (the“Authorized

제작과 상연을 허가할 권리를 갖는다.

Language”
).
2. Scope of Producer’
s License

2. 제작자의 라이선스 범위

OOO hereby licenses to Producer the exclusive right in the Territory to produce and present

에이전트는 제작자에게 한국에서 본 작품의“최고품질의 공연”
을 제작하고 공연할 독점적인 권리를

one first quality production of the Play,“First-quality production”is defined as a production

허가한다.“최고품질의 공연”
이란 [i] 확정된 일정 기간 동안 연속적인 일정에 따라 공연되며, [ii] 최고

[i] presented on a fixed and repeated schedule; [ii] presented in top ranking theatres; [iii]

등급의 공연장에서 공연되고, [iii] 일류의 전문 공연단체와 연출가에 의해 공연되며, [iv] 최상의 가용

presented by one first-rate professional company and director; [iv] employing the best

한 무대장치, 의상, 소도구를 사용하고, [v]합법적인 무대에서 공연하며, [vi] 관객석이 가까이 있으며

available scenery, costumes and properties; [v] presented on the legitimate stage; [vi]

라이브로 배우들이 공연해야하고, [vii] 작가가 승인한 최소 **명의 뮤지션의 연주와 함께 공연하는 것

performed by living actors in the immediate presence of the audience; and [vii] presented

을 의미한다. 악기편성법(오케스트레이션)은 이용 가능한 악기 리스트에서 **개의 악기들로 연주된다.

with an orchestra of not less than ** musicians with Author approval. The orchestration
provided will be for ** instruments, a list of available instruments.
3. Term
3.1 Producer agrees to commence presentation of the Play to the public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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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tory(the“Commencement Date”
) no later than December 1, 200*, and unless such

속한 날짜나 그 전에 공연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본 라이선스는 자동 종료된다. 제작자는 실제

public presentation has commenced on or prior to such date, this License shall

개막일의 최소 2주전에는 에이전트에게 공연 시작 일에 대해 서면 고지해야 한다. 조항 2에 명

automatically terminate. At least two(2) weeks prior to the actual Commencement

시된 권리는 공연 시작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이하
“초기 기간”
)까지 제작자에게 인정되나, 이러

Date, Producer must provide OOO with written notice of such first presentation date.

한 권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200*년 11월 30일에는 종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초

The rights specified in Paragraph 2 above are granted to Producer for an initial period

기 기간 동안 서울에서 제작자에 의해 본 공연이 적어도 50회 이상 공연된다면 제작자는 최대

ending One (1) year after the Commencement Date (the“Initial Period”
), but in any

추가 1년 동안 본 작품을 공연하고 본 계약서를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수 있다. 제작자는

event such rights shall terminate on November 30, 200*. Notwithstanding the

본 계약서를 연장할 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 에이전트에 초기기간이 종료되기 최소 30일 전에

foregoing, if at least Fifty(50) performances of the Play have been presented by

이러한 옵션 행사를 결정했음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작자가 앞서 말한 초기기간동안

Producer in the city of Seoul during said Initial Period, Producer shall have the option

최소 횟수의 공연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초기기간의 종료 시점에 제작자의 권리가 자동적으

to extend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present the Play for a maximum of One (1)

로 소멸됨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미리 이야기된 최대 연장 기간(최대 1년)의 종

additional year (the“Extended Period”
). In order to exercise its option to extend the

료 이후에는 제작자의 권리가 지속되지 않는다. 앞서 설명된 연간 연장기간에도 불구하고, 제작

Term of this agreement, Producer must notify OOO in writing of its decision to

자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들은 200*년 11월 30일에 종료된다. 여기에 사용된 것처럼,“기간”
은

exercise such option at least thirty (30) days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Initial

초기기간과 제작자가 이 계약 하의 옵션을 실행하는 연장 기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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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It is understood that Producer’
s rights shall terminate automatically at the end
of the Initial Period in which the aforesaid minimum number of performances of the

*Option(옵션): 일정한 기간 내에 책이나 대본, 논문, 요약물 등의 창작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독점

Play have not been presented by Producer, and in no event shall Producer’
s rights

권. 기간은 대개 6개월에서 2년이다.

continue beyond the end of the last of the aforesaid maximum number of additional
yearly Extended Periods (i.e.,one). Notwithstanding the yearly extension described
herein, all rights granted to Producer herein shall terminate by November 30, 200*. As
used herein,“Term”shall refer to the Initial Period plus the Extended period, if any,
for which Producer exercises its option hereunder.
3.2 In the event that any governmental or other official prohibition or suspension of

3.2 본 공연에 대해 정부나 혹은 기타 공식적인 금지나 중지가 라이선스 기간 중 *개월 이상 지속될

performances of the Play hereunder shall continue for * months or longer at any time

경우, 에이전트는 미국우정공사 우선취급우편(USPS Priority mail)이나 페더럴 익스프레스

during the Term of this License, OOO shall have the absolute right to terminate this

(Federal Express) 또는 유사한 방법을 통한 서면 통지에 의해 본 계약과 권리를 종료할 절대

Agreement and the rights granted thereby, by notice to Producer in writing by USPS

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계약해지로 인해 본 계약 조항에 따라 이미 계약과 관련하여

Priority mail or Federal Express or similar carrier. Such termination shall be without

발생한 수입 총액을 유지하거나 수령할 에이전트의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는다. 제작자는 에이

prejudice to OOO’
s rights to retain or receive any sums previously accruing to it under

전트에 이러한 모든 공식적인 금지나 중지를 즉시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the terms of this Agreement. Producer must notify OOO in writing immediately upon
any such official suspension or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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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eservation of Play’
s Integrity

4. 공연 형태의 보존

Producer agrees to produce and present the Play so as to express and preserve faithfully the

제작자는 본 공연을 제작하고 상연할 때, 원작자가 집필하고 원 제작자가 제작하고 공연했던 것처럼

story, plot, characters and characterizations, including gender, situations, period, climaxes,

성별, 상황, 기간, 클라이맥스, 아이디어와 의미 등을 포함하여 본 공연의 스토리, 플롯, 캐릭터와 성격

ideas and meaning, of the Play as written by the Authors and produced and presented by the

묘사를 표현하고 보존하는 것에 동의 한다. 제작자는 원작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대본에 어떠한

original producer. Producer agrees to produce and present the Play without any changes,

변경이나 첨가, 삭제, 삽입, 개작 등을 하지 않고 공연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서면 허락이 승인된

additions, omissions, interpolations or alterations in the book, the music and/or lyrics of the

경우에는, 대본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 편곡, 악기 편성법(오케스트레이션)을 포함한 창작되

Play, unless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Authors has been obtained by OOO. Should

거나 변경된 모든 자료들은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저작권 소유자의 소유물로 남게 되며 에이전

such written permission be granted, any and all materials so created or changed, including

트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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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not limited to the script, musical arrangements and orchestrations, remain the property
of the copyright owners subject to their sole disposition and must be returned to OOO.
5. Authorization of Translation

5. 번역에 대한 인증

For the sole purpose of exercising the rights licensed hereunder, OOO hereby authorizes the

에이전트는, 제작자가 오직 허가된 권리 행사의 목적으로만 자신의 경비와 비용으로 공연 대본과 가사

Producer, at its sole cost and expense, to cause one translation and adaptation of the book

를 한국어로 한 종류로만 번역하고 각색하는 것을 허가한다. 번역은 원작자가 집필하고 원 제작자가

and lyrics of the Play (the“Translation”
) to be created in the Authorized Language. The

제작하고 공연했던 방식에 따라 본 공연의 스토리, 플롯, 캐릭터, 성격묘사, 상황, 클라이맥스, 아이디

Translation shall be in an idiom faithful to and expressive of the story, plot, characters,

어, 의미와 극의 형식 등의 어법을 따르고 이를 표현하여야 한다. 제작자는 원작자를 대신한 에이전트

characterizations, situations, climaxes, idea, meaning and form of the Play as written by the

가 본 공연의 모든 번역을 승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렇게 준비된 각 번역 3부가

Authors and produced by the original producer. Producer agrees that OOO, on behalf of the

공연제작 첫 리허설의 적어도 8주전에 승인을 위해 에이전트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만일 제작자가 원

Authors, shall have the right to approve each Translation of the Play. Three copies of each

고를 제출하고 에이전트가 그것을 수령 한 후 8주안에 번역에 대해 어떠한 반대도 하지 않는다면 번역

Translation so prepared must be received by OOO for such approval at least eight (8) weeks

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번역의 어떤 부분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다면, 이의가 있는 문제는 특히 에

prior to the first rehearsal of the production. If no objection to the Translation is received by

이전트의 의해 개별적이며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으며, 제작자는 제작자의 비용과 경비로 그런 이의

Producer within eight (8) weeks after its submission and receipt by OOO, the Translation

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정작업을 할 것에 동의한다. 나아가 제작자는 에이전트가 명시한 바에

shall be deemed approved. If objection is made to any part of the Translation, the

따라 수정한 3부의 번역 사본을 공연제작 첫 리허설 최소 4주전에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에 동의한다.

objectionable matter will be specified by OOO with particularity, and Producer agrees to

제작자는 번역가와 각색자가 그의 고용 전의 조건에 따라 피고용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이행함을

make all changes necessary to eliminate such objections at Producer’
s sole cost and expense.

보증하고, 에이전트는 그들이 번역가와 각색자로서 일하기 전에 본 계약서에 첨부된
“번역자 계약서”

Producer agrees, further, that OOO will receive three copies of the Translation, changed in

라고 명기된 계약서의 서명된 사본을 입수한다. 원작자를 대신하여 에이전트가 승인한 번역을 포함한

accordance with the specifications, at least four (4) weeks prior to the first rehearsal of the

본 공연의 모든 수정사항은 원작자의 이해사항이 될 수 있기에 원작자의 단독재량으로 현재 및 추후

production. Producer warrants and represents that any translator and adapter, as a

수정 사항이 될 수 있으며 자동적으로 원작자의 독점 소유물이 된다.

condition prior to his employment, shall agree that he will render all his services as an
employee-for-hire and he shall execute and OOO shall receive an executed copy of the
agreement marked“Translator’
s Agreement”annexed hereto prior to his being engaged as
such translator and adapter. Any and all changes in the Play, including the Translatio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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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ed by OOO on behalf of the Authors, shall automatically become the sole property of
the Authors as their interests may appear, subject to modification now and in the future at
their sole discretion.
6. Materials

Ⅲ

6. 자료

6.1 OOO agrees to lease and deliver to Producer in Seoul, Korea one complete copy of the

6.1 에이전트는 주당 미화 *백 ** 달러의 대여료로 공연에 필요한 완성 가사대본, 피아노 보컬 악

libretto/vocal book, piano vocal score, choreographic manual and/or such orchestration

보, 안무 매뉴얼, 악기편성법(오케스트레이션)의 완벽한 사본 1부를 서울에 있는 제작자에게 대

as is available of the Play for a rental fee of * Hundred ** US Dollars ($**0.00) per

여하고 배송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가운데 **천*백 달러는 자료의 배송이전에 납부하고 공연

week of performance, with * Thousand * Hundred US Dollars ($**00.00) due to OOO

종료 최소 4주전까지는 전액을 완납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prior to shipment of materials, which payment shall represent the last Four (4) week of
performances.
6.2 For the sole purpose of the exercise of the rights licensed to Producer hereunder, OOO
hereby authorizes Producer, at its sole cost and expense, to make or cause to be made

6.2 에이전트는, 제작자에 허가된 권리를 행사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제작자가 그들의 경비와 비용
으로 사진이나 복사, 혹은 필사를 통해 대본 번역의 사본을 제작하는 것을 허가한다.

copies, by photograph or photostatic processes, or by copyists, of the Translation of
the script.
6.3 Immediately upo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Producer agrees at its expense to

6.3 본 계약이 종료된 즉시 제작자는 뉴욕에 있는 에이전트에게 보험에 가입되고 우편요금이 지급

deliver or cause to be delivered to OOO in New York fully insured and postage prepaid,

된 소화물로 제작자와 제작자의 대리인, 고용인, 자회사 혹은 제휴업체에 의해 제작된, 앞서 언

all copies of all of the musical arrangements and the orchestrations of the music of the

급된 모든 자료들을 포함하여 음악 편곡과 악기 편성법 사본, 공연의 모든 대본, 부속, 번역본,

Play, and all scripts, parts, translations, prompt books and scores of the Play.

프롬프터 대본, 악보를 배송하고 배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한다.

“including any and all copies of the of the aforementioned materials made by
Producer, its agents, employees, or subsidiary or affiliated companies.
6.4 A security fee of * Hundred US Dollars ($*00.00) must be paid and will be refunded
less missing and/or damaged performance materials as well as shipping charges upon

6.4 **,** 달러의 보증금이 지불되어야 하며, 안전하게 공연 자료가 반환되면 운송비 및 손망실된
공연 자료의 공제 후 환불된다.

the safe return of performanc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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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illing and Credits
7.1 Producer agrees that every billing of the Play and the Authors shall appear on all
programs, house boards, billboards, displays, advertising, poster, circulars,

7. 소개 자료(*Billing) 및 크레디트
*Billing(빌링)은 연극, 영화, 텔레비전 등의 창작물에서 크레디트의 순서와 형태를 언급하는 용어
로, 빌링에는 주로 극단, 배우, 연출자, 제작자, 스탭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간다.

Ⅲ

throwaways, announcements and all other publicity for the Play. Only the name of the
producer, stars and director and the title of the play may be larger or more prominent
in size, type, coloring, and/or boldness than the Authors’names.

7.1 제작자는 본 공연과 원작자에 대한 소개 자료가 모든 프로그램, 게시판, 옥외광고판, 광고, 포스
터, 광고전단, 보도자료, 기타 본 공연의 홍보자료에 표시되어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 단, 프로
듀서, 주요 출연진, 연출자, 공연의 제목만이 원작자의 이름보다 크기, 형태, 색, 굵기에 있어서
더 크거나 두드러질 수 있다.

<ABC>

<ABC>

Based 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ook by _________ Music by __________ Lyrics by _________

대본 _________ 음악 __________ 작사 _________

Produced on the New York Stage by ________

뉴욕공연 제작자 ________

Original New York Stage Production Directed and Choreographed

오리지널 뉴욕공연 연출자 및 안무자 _________

By _________
Producer further agrees to include the below description of OOO in all programs, in the

또한 제작자는 배우 및 스탭들의 약력 소개란에 아래와 같이 에이전트를 소개하는 것에 동의한다.

section designated for performers’and the creative team’
s biographies:
OOO is one of the world’
s leading dramatic licensing agencies, protecting the rights and

에이전트는 세계적인 유수의 공연 라이선스 대행사로서, 작곡가, 작사가, 대본작가들의 권리와 작

legacy of composers, lyricists and book writers and supplying scripts and musical

품을 보호하고, 전 세계에 걸쳐 대본과 음악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카달로그에 250개 이상의 출판

materials to theatres around the world. With over 250 titles in its catalogue, OOO has

물을 가지고 에이전트는 ..........와 같은 위대한 뮤지컬들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더

been the driving force in perpetuating such great musicals as …회사소개. For more

자세한 정보를 위해 www.xxxxx.com을 검색하세요.

information, please visit www.XXXXXX.com.
7.2 Producer shall send to OOO, at its own expense, Five (5) copies of all programs,

7.2 제작자는 모든 신문 공지, 리뷰, 광고, 언론보도결과의 사본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포스터, 사

posters, pictures, circulars, pamphlets, promotional materials, advertising copy,

진, 전단, 팸플릿, 프로모션 자료, 광고 카피, 그림 자료, 그리고 본 공연과 관련하여 준비한 모

artwork and other materials prepared in connection with the Play, as well as copies of

든 기타 자료들의 사본 5부를 제작자의 부담으로 이들을 준비하거나 혹은 발행한 지 7일 안에

any and all newspaper notices, reviews, advertisements and clippings referring to the

에이전트에게 보내야 한다.

Play, within seven (7) days after their preparation or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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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imitation of rights

8. 권리의 제한

8.1 The license granted to Producer herein includes only OOO’
s rights with respect to the

8.1 본 계약에서 제작자에게 승인되는 라이선스는 저작권이나 본 공연의 대본, 음악, 가사의 문자적

copyright or literary property in the book, music and lyrics of the Play and does not

인 소유권에 대한 에이전트의 권리만을 포함하며, 어떠한 성질의 것이든 본 공연의 물질적인 제

include the physical production of the Play or the properties or accessories thereof of

작물이나 자산이나 부대용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작자는 세트, 안무, 음악의 무대화, 무대

any kind or nature whatsoever. Producer understands and agrees that the sets,

와 의상 디자인은 에이전트의 자산이 아니며, 이 같은 권리가 본 라이선스에서 제외됨을 인지하

choreography, musical staging and stage and costume designs are not OOO’
s property

고 동의하여야 한다.

Ⅲ

and that the rights to the same are specifically excluded from this License.
8.2 This License specifically prohibits Producer from making and/or distributing any

8.2 본 라이선스는 특히 제작자가 리허설이든 실제 공연이든, 기록을 위한 목적이든 상관없이 공연

mechanical recording of the Play or any portion of it, whether of rehearsals or actual

전체나 일부분을 오디오 카세트, 비디오, 필름, 디지털 시퀀스 등을 포함한 기계적 녹음, 녹화를

performances or for archival purposes, by any means whatsoever, including, but not

제작하고 배포 하는 것을 금지한다. 나아가 본 라이선스는 제작자가 음악의 일부 발췌를 포함하

limited to, audiocassette, video, film and digital sequencing. This License further

여 본 공연의 어떤 부분이라도 오디오나 비디오 형태로 방송하는 것, TV 촬영, 인터넷 포스팅을

prohibits Producer from broadcasting, televising and/or electronically posting on the

금한다. 만일 제작자가 광고 클립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 이것은 단지 자료로서 전체 3분을 넘

Internet any part of the Play, either audio or visual or both, including musical

기지 않고 연속된 3분의 분량이 아닌 한국어로 된 홍보용 자료만이 허용됨을 인지하고 동의해

selections. If Producer needs to create advertising clips, it understood and agreed that

야 한다.

mechanical promo material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not to exceed three
(3) minutes in total and no more than three (3) consecutive minutes of material.
8.3 Producer acknowledges that OOO and the Authors shall not be obliged at any time to

8.3 제작자가 원작자와 직접적으로 맺은 진본 서면 협약에 들어있는 인력이 아닌 경우, 에이전트와

offer royalty participation or otherwise make payment to any persons hired by

원작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작자가 본 공연제작을 실현할 목적으로 고용한 연출, 안무, 무대,

Producer to direct, choreograph, stage, design or otherwise actualize this production

디자인과 같은 인력에게 저작권 사용료의 부분을 제공하거나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음을 제

unless that person or persons have entered into a bona fide written collaboration

작자는 인정해야 한다.

agreement directly with the Authors.
8.4 Any performance outside of the territory listed in Paragraph 1 impinges on the

8.4 조항 1에 명시된 권역 외에서의 공연은 원작자들의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므로 저작권 침해로

Authors’reserved rights and is, therefore, deemed a copyright infringement and,

간주되며, 권역 외에서 공연될 경우, 다른 적용될 수 있는 구제방법에도 예외 없이 전체 라이선

without exclusion to any other remedy that may be available to it, this entire License

스가 자동적으로 취소,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will be deemed automatically revoked and terminated if such performance takes place.

102

계약서

103

Ⅲ. 프로덕션 라이선스 계약서

9. Payments, Royalties, Accountings

9. 지급, 저작권 사용료, 정산

9.1 In consideration of the rights herein granted to Producer, upon signing this

9.1 본 계약에서 제작자에게 승인된 권리에 대한 보답으로, 제작자는 계약서에 서명하자마자 아래 9

agreement, Producer agrees to pay to OOO **** Thousand US Dollars ($***,000.00) in

조 2항에 명시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환급 및 환불이 되지 않는 선급금 미화 **,** 달러를 에

United States currency as a non-refundable, non-returnable advance against royalties

이전트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Ⅲ

as set forth in Paragraph 9.2 below.
9.2 Producer agrees to pay OOO on behalf of the Authors a royalty of * percent(*%) of the

9.2 제작자는 본 라이선스 하에, 원작자를 대신하는 에이전트에게 제작자가 상연하는 공연으로 인

gross weekly box office receipts from the production of the Play as presented by

해 발생하는 주당 박스오피스 총소득의 * %를 저작권 사용료로 지불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이

Producer under this License. This royalty shall be paid not later than ten (10) days

선스 기간 동안 제작자는 저작권사용료를 미화로 매월 말 10일 이내에 뉴욕의 에이전트에게 아

after the end of each month of the term of this License, in United States Dollars, by

래에 적혀 있는 지시사항에 따라 계좌 이체로 보내거나, 제작자나, 적절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electronic wire transfer in accordance with instructions set forth below or by airmail

제작자의 대리인이 서명한 항공우편 송금으로 보내야 한다. 지급할 당시의 기준이 되는 환율고

remittance to OOO in New York City countersigned by Producer or Producer’
s duly

시에 있는 공식 환율을 기준으로 미화로 지급되는 총액을 결정한다.

authorized representative. The official rate of exchange as reported in 기준되는 환율고
시 at the time each payment is due hereunder shall determine the amount of each
payment in United States Dollars.
9.3 The Producer and AGENT agree that payment of royalties and any other fees

9.3 제작자와 에이전트는 저작권 사용료 및 다른 수수료의 지급은 세금면제를 보고하거나 원천징

hereunder shall be subject to the laws or regulations of any country requiring the

수, 추가부담세금을 요구하는 해당 국가의 법과 규제의 권한 하에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라이

reporting deduction or withholding of any tax duty or levy. The licensee shall notify

선스는 그러한 세금의 송금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이선스는 그러한

the owner before making remittance of such tax. The licensee agrees to secure a tax

세금을 송금하기 전에 소유권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라이선스는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공제 금

withholding certificate in respect of all sums withheld which will otherwise be due to

액에 대한 세금원천징수 영수증을 확보하는 것에 동의한다.

the owner here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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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the term“gross weekly box office receipts”is

9.4 본 계약에 있어“주당 박스오피스 총수입”
이라는 용어는 제작자가 수령하거나 제작자에게 지급

hereby defined as the total sums received or credited each week by reason of the

예정인 총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본 공연의 상연을 통해 매 주 수령되거나 지급 예정인 모

performances of the Play hereunder (exclusive of admission taxes) from all sources,

든 총계(입장료에 대한 세금 제외)로, 제작자, 그의 대리인, 고용인, 자회사, 제휴업체로부터 수

the sales, distributions or whatsoev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and all sums

령된 것이나 제작자에게 지급 예정 금액, 지급 보증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티켓 판매상, 티켓 판

received by Producer or credited to Producer, its agents, employees, or subsidiary or

매처, 티켓 중개업체 등과 같이 제작자, 제작자의 대리인, 고용인, 자회사 등이 수령하거나 제작

affiliated companies, from ticket speculators, ticket agencies, ticket brokers or other

자에게 지급 보증된 다른 형태의 모든 총수입을 말한다. 에이전트에게 지급되는 저작권 사용료

persons, and any other additional sums whatsoever, received by producer, its agents,

를 계산하는 데에 있어 입장료에 대한 세금이외의 어떠한 종류의 수수료, 세금 수수료, 공제도

employees or subsidiary or affiliated companies or credited to Producer. It is

주간 박스오피스 수입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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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ood that no fees, taxes commissions and/or deductions of any kind other than
admission taxes, if any, shall be deducted from such gross box office receipts in
computing the royalty due to OOO and provided for in Paragraph.
Approved deductions are as follows: ** ( ) percent local tax or the percentage stated by

승인된 공제는 다음과 같다. **%의 지방세나 지방 정부가 공시한 비율, **%의 티켓 판매 대행사의

local authorities; * ( ) percent for commissions paid to ticket sales agents, * ( ) percent for

수수료, **%의 신용카드 수수료, **%의 단체판매 대행사에 제공되는 수수료. 이들 수수료 중 하나

credit commissions and ** ( ) percent commissions paid to group sales independent

만이 각 티켓 구입에 적용될 수 있다. 제작자와 제작자의 권한을 부여받은 박스 오피스 관리자는 모

agents. Only one of these commissions may be applied to each ticket purchase. All box

든 박스 오피스 입출금내역서와 이에 상응하는 에이전트로 지급된 금액에 대한 법적 유효성에 관하

office statements and corresponding payments transmitted to OOO must be certified by

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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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and its authorized box office official as to their validity.
9.5 Within ** days after the end of each month during the Term of this License,

9.5 상기 9조 4항에 정의된 것과 같이
“주당 박스오피스 총수입”
이 처음으로 발생한 해당 월에 시작

commencing with the month in which gross weekly box office receipts as defined in

된 이 라이선스의 기간 동안 매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일 내에, 제작자는 에이전트에게 다음

Paragraph 9.4 above are first earned, Producer shall serve upon OOO written

의 정보가 명시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statements which will set forth the following information:
(i) Gross weekly box office receipts received during the preceding monthly period,
specifying and detailing all sources thereof.
(ii) Total admission taxes paid by Producer during the preceding monthly period,

(i) 이전의 월별 기간 동안 발생한 출처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입된 주당 박스오피스 수
령액
(ii) 제작자가 지급한 입장료에 대한 세금 총액으로 국가나 기타 관할정부가 발행한 명세서

itemized by country or other governmental jurisdiction to which such taxes were
paid.
(iii) Calculation of royalties due.

(iii) 지불해야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산출

OOO shall receive such statements from Producer for the duration of the Term of this

제작자는 에이전트에게 계약 기간 동안의 모든 상연기간에 대한 저작권사용료 내역서를 제출해야

Agreement, whether or not royalties are claimed to be due to OOO for the preceding

한다. 제작자는 이러한 내역서와 더불어, 회계원, 매니저나 모든 상연기간 동안 공연되는 각 공연장

monthly period. Together with all such statements, Producer shall provide OOO with

의 인증된 대리인에 의해 보증된 각각의 내역서를 에이전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내역서들은 해

separate statements certified by the treasurer, manager or other authorized agent of each

당 월에 각 공연장에서 받은 모든 총수입을 제시하고 있어야 한다.

and every theatre at which the Play was presented hereunder during the preceding
month, setting forth all sums received by each such theatre for such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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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nspection of Books and Records

10. 장부와 기록 검토

10.1 Producer agrees that it and all of its agen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will keep,

10.1 제작자는 본 공연의 제작 및 상연과 관련하여 제작자, 대리인, 자회사, 제휴업체가 각각 수령하

preserve and maintain full, accurate and regular books and records wherein shall be

거나 신용 거래한 금액, 이미 발생한 모든 금액과 지출되는 모든 금액이 기록되어 있는 상세하

recorded all items, including all monies received, credited or earned and all monies

고 정기적인 장부를 만들어 기록하며 보존하는 것에 동의한다.

expended,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ion and presentation of the Play. Such books

이러한 장부와 기록들은 뉴욕의 제작자 사무실에서 적절한 근무시간에 검토를 위해 공개되어

and records shall be open at all reasonable business hours for inspection at Producer’

야 한다. 뉴욕에 사무실이 없을 경우에는 에이전트의 대리인이 한국의 제작자 서울 사무실에

s office in New York, or, if no New York office exists, at Producer’
s office in Seoul,

서, 본 계약의 조항 아래, 모든 내역서와 제작자에 의해 지급된 금액이 정확하게 이행 되었는

Korea by a representative of OOO who shall have the right to inspect the daily box

지를 확인하고자 일일 박스오피스 기록과 공연이 상연되는 모든 극장의 수령액 검토를 시행

office records and receipts of all theatres in which the Play is presented hereunder for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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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verifying the accuracy of all statements furnished and the sums paid
by Producer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10.2 All royalties payable to OOO hereunder shall be its property, and Producer agrees

10.2 에이전트에 지불되는 모든 저작권 사용료는 차후 에이전트의 자산이 되며, 제작자가 에이전트

that such monies when in Producer’
s possession shall be held in trust by Producer for

에게 지급하기 전까지 소유하고 있을 동안 에이전트의 이익을 위해 신탁에 맡기는 것에 동의

OOO’
s benefit until received by OOO. Producer agrees, at its own cost and expense,

한다. 제작자는 자체 비용과 경비로 에이전트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액에 필요한 모든 정부의

to obtain all necessary governmental approval for all payments to OOO hereunder. If,

승인을 얻는 것에 동의한다. 만약 정부의 어떠한 법, 명령, 혹은 규제로 인하여 제작자가 에이

because of any law, edict or regulation of any governmental authority, Producer is

전트에게 미화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작자는 저작권 사용료를 즉시

prevented from paying royalties to OOO in United States Dollars, Producer agrees to

예금하고 예금전표 사본을 에이전트에게 보내는 것에 동의한다.

deposit forthwith such royalties which it is so prevented from paying in a separate

제작자는 에이전트가 서면으로 지급을 승인할 때까지 저작권 사용료를 공탁하고 제작자는 후

bank account in trust for OOO, with duplicate deposit slips to be sent to OOO.

일 저작권사용료를 즉시 에이전트나 그의 피위임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작자는 어떠한 경우

Producer further agrees to leave such royalties on deposit therein until such time as

에도 기준 환율에 따라 미화로 모든 비용을 환전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경비를 부담하

their payment is authorized by OOO in writing, and Producer shall then forthwith

는 것과 지급액을 에이전트에 송금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추가 문항은 조항9 에서 허가된 세

make payment of such royalties to OOO or its designee. Producer agrees, in any

금원천징수를 조건으로 한다.

event, to bear any cost or expense involved in converting all payments into United
States currency at the official rate of exchange and in transmitting such payments to
OOO. This sub-paragraph is subject to the tax withholding permitted by Paragraph 9
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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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efault Provisions

11. 불이행 조항

OOO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and all of Producer’
s rights in the

에이전트는 제작자가 저작권 사용료 지불에 대한 조항을 지키지 못하거나 정해진 기간에 내역서를 제

event that Producer fails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hereof for payment of royalties or

출하지 않는 경우, 혹은 제작자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의 본질로 간주되는 기간과 조건을 불

fails to render statements when due, or in the event of any other default by Producer in the

이행하는 경우에 계약 내용 및 제작자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종료시키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performance of any of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of, all such terms and conditions being

제작자는, 가장 최근에 알려진 주소로 발송된 에이전트의 불이행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후 10일안에

of a material nature. Producer shall have ten (10) days after service by OOO of written notice

불이행을 시정해야 한다. 제작자가 이에 실패하거나 고칠 수 없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10일 만

of such default, mailed to Producer at its last known address, within which to rectify any

기 기간 안에 종료된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종료 전까지 발생한 모든 금액을 수령하거나 보유할 에이

such default. In the event of Producer’
s failure or inability to so cure, this Agreement shall

전트의 권리을 포함하여 제작자의 불이행에 의해 발생한 합법적이며 공정하게 에이전트에게 부여된

automatically terminate at the expiration of such ten-day period, and, in such event, all

다른 권리와 배상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제작자에게 주어졌던 권리들은 자동적으로 에이전트에게 회수

rights herein granted to Producer shall automatically revert to OOO without prejudice to any

된다. 본 계약의 조항들 가운데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불이행에 대한 에이전트의 권리 포기는 제작자의

other right or remedy to which OOO is entitled at law or in equity by reason of Producer’
s

역할에 대한 이후의 불이행에 대해 에이전트의 지속적인 권리 포기 혹은 동의로 해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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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 including OOO’
s right to receive or retain all sums accruing to it prior to
termination. The waiver by OOO of the breach or breaches of any one or more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not be construed to be a continuing waiver or consent by
OOO to any subsequent breach on Producer’
s part.
12. Insolvency of Producer

12. 제작자의 파산

If a petition in bankruptcy shall be filed by or against Producer, or if Producer shall make an

제작자에 대해 파산신청이 제기될 경우, 제작자 본인에 의해 파산이 제기될 경우, 제작자가 채권자의

arrangement or 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creditors or take advantage of any law

이득에 대해 합의나 할당을 시도할 경우, 파산과 관련된 어떠한 법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할 경우, 파산

respecting insolvency, or if a receiver is appointed for Producer’
s affairs and remains

관재인이 제작자의 업무에 임명되고 10일의 기간 동안 면직되지 않는 경우, 혹은 이와 비슷한 사건이

undischarged for a period of ten (10) days, or any similar occurrence or act takes place, then

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고 제작자에게 주어졌던 권리는 그와 같은 상황

this Agreement shall thereupon automatically terminate, and the rights granted to Producer

의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계약종료 전에 발생한 모든 금액을 수령하고 보유할 에이전트

shall automatically revert to OOO upon the happening of such occurrence without prejudice

의 권리는 에이전트에게 귀속된다.

to OOO’
s right to retain or receive all sums accruing to it prior to such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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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Reservation of Rights

13. 권리의 보존

Acknowledging and stating that this is an exclusive license, OOO reserves for its use and

독점적인 라이선스임을 인지하고 기술함에 있어, 에이전트는 그러한 권리가 현재 인지되었든 미래에

disposition in the Territory and throughout the world at any and all times, all rights of any

존재하든 상관없이, 그러한 권리가 여기서 허용된 권리와 상충되는 것과 상관없이, 제작자에게 구체적

kind or nature other than the rights specifically licensed to Producer hereunder, whether

으로 허가된 권리 이외의 어떠한 종류나 유형의 권리도 언제든지 한국내에서 혹은 세계적으로 라이선

such rights are now known or shall hereafter come into existence, and whether such rights

스의 사용과 양도를 보유한다. 거론된 보유 권리는 모든 동영상, 동시녹음, 방송, 녹음/녹화, 텔레비전,

are of a competing nature with the rights licensed hereunder. The said reserved right’
s shall

라디오, 무대, 전기적 혹은 기계적 재생산, 상업적 파생 상품, 모든 종류의 판권을 포함하지만, 그것들

include, but shall not be limited to, all motion picture, synchronization, broadcast, recording,

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에이전트는 언제든지 제작자의 어떠한 주장이나 방해로부터 자유롭게 그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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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vision, radio, stage, electrical or mechanical reproduction, commercial tie-in and

유 권리들을 직접 사용하거나 집행할 권리와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집행하도록 허가할 권리를 가진

publication rights of all kinds. OOO shall have the right to use and exercise and to permit

다. 제작자는 그가 제작한 공연에서 오리지널 캐스트 앨범 녹음/녹화권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음을 구

others to use and exercise such reserved rights at any time, free from any claim or

체적으로 이해한다. 제작자에 의해 제작된 어떤 배우나 오케스트라의 공연이든지, 그것이 사진이든

interference by Producer. It is specifically understood that Producer is not authorized to

CD, 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디지털이나 전기적 전송이거나 혹은 다른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제작자는

exercise any original cast album recording rights in the Play as produced by it hereunder.

재제작이나 녹음/녹화를 제작하거나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제작자는 원작자

Producer agrees not to produce, sell or distribute any reproduction or recording (whether

의 대리인인 에이전트의 서면 허가 없이 공연의 그러한 녹음/녹화를 제작할 목적으로 제작자에게 대여

phonograph, CD, tape, videotape, digital and/or electronic transmission or otherwise)

된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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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odying the performance of any member of any cast or orchestra performing the Play as
presented by it hereunder. Producer will not furnish any materials rented to it hereunder for
the purpose of producing any such recording of the Play without written permission by OOO
on behalf of the Authors.
14. Merchandise

14. 머천다이즈 상품

Producer agrees as a condition of this License that no merchandise based on the Play,

제작자는 본 라이선스의 계약 조건에 따라, 원작자와 주요한 권리 소유자를 대표하는 에이전트와의 별

including souvenir programs, shall be sold or distributed without reaching a separate

도의 계약 없이는 기념용 프로그램을 포함한 공연에 대한 그 어떠한 머천다이즈 상품도 판매하거나 배

agreement with OOO on behalf of the Authors and underlying rights holders. The

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필요하다면, 상품에 대한 계약은 본 계약과 별도로 협의되어야만 한다.

Merchandise agreement, if any, must be negotiated separately from this agreement.
15. Cooperation Regarding Taxes

15. 세금에 대한 협조

Producer agrees upon OOO’
s request to cooperate fully with OOO in connection with the

제작자는 에이전트의 요청에 따라 소득세 내역서의 준비 및 제출과 한국내에서 제출되어야만 하는 기

preparation and filing of any income tax returns and/or any other applications or forms

타 서류나 형식과 관련하여 에이전트에게 전적으로 협조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제작자는 에이전트

which may be required to be filed in the Territory, and Producer shall furnish OOO with full

에게 본 공연과 관련된 소득 및 다른 조세의 의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제작자는 모든 필

information as to all income and other tax liabilities in connection with the Play and will

요한 서식을 준비해야 한다.

prepare all necessary forms and blanks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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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Production and Presentation Liability

16. 제작 및 상연에 대한 책임

Producer assumes all risks and responsibilities in connection with its actions pertaining to

제작자는, 에이전트에게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본 공연의 제작과 상연에 관련한 제작자의 행위에

the production and presentation of the Play, without recourse of any kind to OOO. It is

연관된 모든 위험요소와 의무사항을 책임진다. 에이전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권역에 있어 검열 규

understood that in no event shall OOO be liable in connection with censorship regulations in

정과 관련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검열의 제한 때문에 지급 금액을 상환할 수 없다. 제

the Territory, and in no event shall payments made hereunder be refundable because of

작자는 에이전트에게 배상할 것에 동의하며 제작자나 에이전트가 요구사항이나 고소 혹은 본 공연의

censorship restrictions. Producer agrees to indemnify OOO and to hold OOO harmless

제작과 상연 때문에 야기된 소송으로 맡게 되는 모든 보상, 청구금액, 판정, 비용, 지출(변호사수수료

against and from all liabilities, charges, awards, costs and expenses (including reasonable

포함) 및 여기에 포함한 어떤 보증이나 제작자의 계약조항 불이행의 이유로 에이전트가 입게 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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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sel fees) which Producer or OOO may incur because of demands, proceedings, or claims

든 비용으로부터 에이전트가 피해 받지 않도록 한다.

by reason of the production and presentation of the Play hereunder and against and from all
charges, costs and expenses incurred by OOO by reason of Producer’
s breach of any
warranty, representation or covenant herein contained.

Ⅲ

17. Copyright Protection of the Play

17. 공연의 저작권 보호

Producer agrees to comply with all laws, regulations, treaties and conventions effective in

제작자는 권역 내(한국)에서 효력 있는 모든 법, 규제, 협약을 따르고 본 공연의 원작자, 본 공연의 악

the Territory or any part thereof pertaining to the copyrighting and copyright protection in

보와 출판물과 계약서 안에 제공되어 있는 번역의 이름아래 저작권 및 저작권 보호에 관계되어 있는

the names of the Authors of the Play, the score of the Play and the title and translation

모든 부분을 준수하는데 동의한다. 제작자는 한국, 미국, 그리고 베른 협약 하의 국제 저작권 조합

thereof as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Producer shall not commit or permit any act or

(International Copyright Union), 세계 저작권 조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에 포함되어

omission by which such copyright protection in the Territory, in the United States, in the

있는 지역에서의 저작권 보호가 손상될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를 범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International Copyright Union under the Berne Convention, or in territories embraced
within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will be impaired.

*부작위: 법률용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을 의미함.

18. Relationship of Parties

18. 계약 주체자의 관계

Nothing herein contained shall be construed to create any partnership or joint venture

본 계약을 제작자와 에이전트 사이에 동업이나 합작투자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이나 에이전트가 제작자

between Producer and OOO or to constitute Producer as OOO’
s agent for any purpose. No

를 에이전트로서 임명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계약서에 특정하게 부여된 의무 외에는 어떠한

liability of any kind shall be imposed on OOO other than for the obligations specifically

종류의 책임도 에이전트에 부가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에이전트는 공연의 제작 및 상연과 관련하여 발

assumed by it hereunder, and OOO shall not be liable for any expenses of any nature or kind

생하는 어떤 종류의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whatsoever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ion or presentation of the Play.
19. Non-Assignability

19. 양도 불가

This agreement and the rights granted to Producer hereunder cannot be assigned or in any

제작자는 본 계약에서 승인되어진 OCESA로의 양도 외에, 에이전트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과 제작

way transferred by Producer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OOO other than

자에게 인가된 권리를 양도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이전할 수 없다.

assignment to OCESA, which is hereby approved.
20. Modification

20. 조항의 수정

This agreement cannot be changed or modified except by an instrument in writing duly

본 계약은 제작자와 에이전트에 의해 정식으로 서명된 문서를 제외하고는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없다.

signed by Producer and OOO.

114

계약서

115

Ⅲ. 프로덕션 라이선스 계약서

21. Governing Law
21.1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s though it had been written and executed in
the State of New York, and is to be completely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21. 준거법
21.1 본 계약은 뉴욕주에서 작성되고 집행된 것으로 해석되며 뉴욕주의 법에 따라 전적으로 실행
된다.

Ⅲ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21.2 controversies or claims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or to its

21.2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관련되어 있거나 혹은 본 계약의 해석이나 불이행에 관련되어 있

interpretation 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the City of

는 논쟁이나 주장들은 미국 중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뉴욕시 내에서의 중재로 해결되며 중재자

New York,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에 의한 판정에 대한 판결은 사법권을 보유한 법정에 청원된다.

and judgment upon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may be entered in any

중재 판결의 집행이나 확정과 관련하여, 혹은 제작자를 인정하는 제작자가 제기한 모든 중재

court having jurisdiction thereover. Producer agrees that such an award in

와 관련하여, 제작자는 중재의 판결에 모든 경비, 비용, 수수료(변호사 수수료 포함),에이전트

arbitration shall include and Producer agrees to pay any and all costs, expenses,

를 인정하는 어떠한 소송을 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 포함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리고 중재

fees (including attorneys’fees) and disbursements incurred by OOO in asserting

판결의 집행이나 확정과 관련하여, 혹은 제작자가 제기한 모든 중재와 관련하여, 제작자는 모

any claim by OOO which is thereafter sustained, in connection with the

든 경비와 비용,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및 에이전트를 인정하는 어떠한 소송을 하기

enforcement or confirmation of such award in arbitration, or in connection with

위해 발생 되는 비용을 지불할 것에 동의한다.

any such arbitration instituted by Producer in which no claim asserted by Producer
is sustained.
22. Brokerage

22. 중개 수수료

Producer represents that this agreement was obtained, negotiated and consummated

제작자는 본 계약을 에이전트와 직접 성사시키고 협상하고 체결했다는 것과 어떤 개인이나 회사도 이

directly with OOO and that no person or concern is entitled to any brokerage fee or other

러한 이유에 의해 중개수수료나 대리수수료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commission by reason thereof.
23. Rights of the Publisher

23. 출판자의 권리

Producer has been advised that 원출판사 (the“Local Publisher”
) owns and/or controls all

제작자는 원출판자가 모든 출판물(음악을 각색하고 가사를 번역하는 권리를 포함), 기계적, 전기적 재

publication (including the right to make arrangements of the music and translations of the

생산, 음악 및 공연의 음악적 요소(대사, 음악, 출판물)을 공연할 권리를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통보 받

lyrics), mechanical and electrical reproduction and small performing rights in the music and

았다. 제작자는 음악과 음악적 요소를 이용하고 판촉 하는 것과 기록사진, 카셋트, CD, 혹은 다른 전자

musical compositions (words, music and titles) of the Play. Producer agrees to cooperate with

미디어적 복사와 전송의 제작 및 판매에 있어서“원출판자”
와 협력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작자는 자신

the Local Publisher in its exploitation and promotion of said music and musical compositions

의 비용으로 제작 스탭과 공연 출연자들에 관련한 소개 자료 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모션 자료, 광고문

and in the production and/or sale of phonograph records, cassettes, CDs and/or any other

구, 사진, 공연 준비와 관련된 그림 자료 등을 원출판자가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작자는 권역내

electronic media reproductions or transmissions. Producer further agrees to make available

공연의 시작날짜를 에이전트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동시에 원출판자에게도 알린다.

to the Local Publisher, at its expense, all-promotional material, advertising copy,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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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rtwork prepared in connection with the Play, as well as biographic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production staff and of the performers in the Play. Producer will advise the
Local Publisher of the opening date of the Play in the Territory in writing at the same time
that it advises OOO thereof.

Ⅲ

24. Liability

24. 보상

It is understood and agreed that the maximum liability of OOO for any breach of any or all

에이전트의 보증, 진술, 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최대 보상 금액은 에이전트가 받는 이익 금액임을 인지

warranties, representations, or covenants herein contained shall be the net amount received

하고 동의한다.

by OOO hereunder.
실무 TIP
▶ 라이선스 계약은 오리지널 원작자(author)와 계약하는 경우, 에이전트와 계약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브로드웨이, 웨스트엔드 등 영미권의 작품 라이선스 계약은 대부분 에이전트와 이루어진다.
- 에이전트의 역할 및 의무 : 에이전트는 작품을 해외 프로듀서들에게 프로모션하고 계약을 체결할 뿐
만 아니라 로열티를 받아 원작자(오리지널 프로듀서가 포함되기도 함)에게 분배하는 모든 과정을 책임
진다. 에이전트 내의 라이센서 업무 대리는 주로 변호사들이 담당한다. 에이전트에게 지불되는 비용은
대부분 계약서에 제시된 로열티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국 제작사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매우 드물기는 하나 로열티와 관계없이 원작자와 제작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성공보수로 받는 에이전
트도 있다.
- 라이선스 비용은 선급금(Flat Fee)과 로열티로 구분된다. 로열티 중 일정 금액을 선급금으로 먼저 지
급하는 형식이다. 선급금은 계약 체결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없으며(Non
Refundable)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로열티 해외 사례’
를 참고하기 바란다.
▶ 2조‘First Class Production’
의 의미
-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가장 일반적이면서 우선시 되는 의무가‘First Class Production’
, 즉 일등급 작
품제작의 의무이다.
- 이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상기 계약서의 2항처럼“[i]미리 계획된 일정, [ii] 최상급 공연장, [iii]
일류급의 제작사와 연출가, [iv] 최상의 무대, 의상, 소품, [v] 적합한 조건을 갖춘 공연장, [vi] 실제 배
우들에 의한 실연, [vii] 오케스트라와 악기 구성 규모”
에 대해 원작자와 합의해야 한다.
- 이 조건 중 [vii]를 제외하고는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원작자가 본인의 작품의
퀄리티를 유지하고자 하는 계약조건으로, 통상 서울에 위치한 전문공연장, 유명한 작품 경력이 있는
크리에이티브 스태프와 캐스트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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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작자는 이의 확인을 위해 공연장의 공연연보나 크리에이티브 스태프와 캐스트의 프로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작사는 이를 제공해줄 의무가 있다.

▶ 9조2항 로열티 지급요율 및 환율 고시
- 상기 계약서에서는 로열티 지급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이 되었을 것으로 간주하고 로열티와 관련
된 통화의 종류와 환율기준을 규정했다.

▶ 3조‘Term’
(계약기간)에는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명시되어야 한다.
- 상기 계약서에서 보듯 제작자가 최초 계약기간(1년) 내에 조건(50회 공연)을 만족시켰을 경우에 한해
최대 일년 더 라이선스를 가질 수 있다.
- 단, 라이선스 사용권리의 자동연장을 위해서는 최초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추후의 제작 의사,

- 통화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원작자(국가)의 통화를 절대 기준으로 하되 지급기준은 미국 달러(US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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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많다.
- 또한, 계약서 환율기준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어디에서 공시된 것으로 증빙할 것인지를 계약서
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

혹은 구체적인 제작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이러한 자동연장 조건은 재계약에 따른 업무의 번거로움 및 비용절감, 재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로열
티 인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작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 자동 계약기간 연장이 모든 라이선스 계약의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사전 협의를 통해 계약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유리하다.

▶ 11조 프로듀서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파기
- 상기 계약서에서는 ① 로열티 지급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 ② 계약서에 명시한 기타 준수사항을 지
키지 못한 경우를 제작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이 점을 원작자가 제작자에게 이메일로 통지(notice) 후
1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라이선스에 대한 모든 권한은 자동 소멸된다고 규정했다.
- 단, 원작자는 프로듀서의 귀책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서면 통보 10일 이후에 프로

▶ Replica / Non-replica

듀서의 라이선스는 자동적으로 박탈된다.

- 기본적으로 공연의‘라이선스’
라 하면 오리지널 대본과 뮤지컬 넘버(가사 포함)만을 일컫는데, 이러한
라이선스 형태를‘Non Replica’
라고 한다.
- 대본과 넘버 외에 오리지널 프로덕션의 연출, 특정 분야의 디자인, 안무 등 기타 오리지널 작품과 관
련된 부분까지 포함하는 라이선스 형태를‘Replica’
라고 한다.
- 라이선스 계약시 Replica, Non-replica 선택은 제작자가 결정하여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드물게
는 원작자 측에서 어떤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옵션으로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
우 로열티 수혜자가 추가되므로 로열티 요율이 올라가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 로열티 요율을 조정하
지 않고 Flat 비용(고정 비용)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 5조 Authorization of Translation. 번역 대본에 대한 원작자와의 협의
- 상기 계약서에서는 제작자가 번역 완료된 대본(가사의 개사 포함)을 리허설 8주전에 원작자에게 보내
검토를 받되, 원작자는 번역 완료 대본 수령부터 8주 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
작자에게 통지, 제작자는 이를 수정하여 연습시작 4주전까지 원작자에게 보내도록 되어있다.
- 계약서 문안 협의시 제작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해야 하며, 특히, 제작자는 라이
선스 계약시점부터 리허설 시작일정까지의 소요기간을 미리 계산해 협의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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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토 의견

5. Authorization of Translation
(전략) Producer warrants and represents that any translator and adapter, as a condition
prior to his employment, shall agree that he will render all his services as an employee-

3.2 In the event that any governmental or other official prohibition or suspension of

for-hire and he shall execute and OOO shall receive an executed copy of the agreement

performances of the Play hereunder shall continue for * months or longer at any time

marked“Translator’
s Agreement”annexed hereto prior to his being engaged as such

during the Term of this License, OOO shall have the absolute right to terminate this

translator and adapter. (후략)

Ⅲ

Agreement and the rights granted thereby, by notice to Producer in writing by USPS
Priority mail or Federal Express or similar carrier. Such termination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OOO’
s rights to retain or receive any sums previously accruing to it under

위 조항은 프로듀서가 국내 공연을 위하여 번역가/번안가와 계약하는 경우‘업무상 저작물’계약
을 하라는 취지이다.

the terms of this Agreement. Producer must notify OOO in writing immediately upon
any such official suspension or prohibition.

미국저작권법 제101조는 피고용 저작자가 자신의 직무범위 내에서 만든 저작물 및 특별히 주문을
받거나 법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수집저작물의 기여분, 번역물, 교과서, 영화나 기타 시청각저작물

‘정부에 의한, 혹은 기타 공적인 원인에 의한 공연중단’
이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에이전트

의 일부 등) 일정한 사용을 위하여 촉탁을 받은 저작물을 직무상저작물(work made for hire, 혹은

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천재지변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일부 사

고용저작물, 단체명의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이라고도 한다)이라고 한다. 촉탁을 받은 저작물의 경우

유(본 계약서는 의도적으로‘천재지변’조항을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 대해서조차 에이전

직무상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당사자 사이에서 서면으로 그러한 저작물을 직무상저작물로 한다는

트에 대하여 광범위한 해지권한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규정이라 판단된다.

합의가 있어야 한다.
미국저작권법 §
101

4. Preservation of Play’
s Integrity

A“work made for hire”is -

(전략) Should such written permission be granted, any and all materials so created or

(1) a work prepared by an employee within the scope of his or her employment; or

chang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script, musical arrangements and

(2) a work especially ordered or commissioned for use as a contribution to a collective

orchestrations, remain the property of the copyright owners subject to their sole

work, as a part of motion picture or other audiovisual work, as a sound recording, as

disposition and must be returned to OOO.

a translation, as a supplementary work, as a compilation, as an instructional text, as a
test, as answer material for a test, or as an atlas, if the parties expressly agree in a

위 문장에서 서면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새롭게 창작된 대본의 수정부분, 편곡 부분 등은 에이
전트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원저작권자의 권리로 귀속한다고 규정한다. 2차적저작물의 법리에 의하

written instrument signed by them that the work shall be considered a work made for
hire. ...

면 적어도 새롭게 창작된 부분에 대한 권리는 수정작가, 편곡자에게 있는 것이지만 계약에 의하여
원저작권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work made for hire를‘업무상저작물’
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는 미국저작
권법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 보듯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저작권법 제101조의 (1)을
‘업무상저작물’
로 규정하고 있으나 (2)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미국저작권법에 의하면, 번역
가와의 계약에서 번역물을‘업무상저작물’
로 한다고 서면계약을 하는 경우 그 번역물은 처음부터
촉탁자의 저작물이 된다. 그러나 우리저작권법 아래에서 그러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2차적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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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대한 저작권은 번역가에게 발생하고 다만 계약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을 촉탁자에게 양도한 것

materials made by Producer, its agents, employees, or subsidiary or affiliated

으로 해석될 뿐이다. (따라서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은 번역가에게 남아있다.)

companies.

어쨌든 위 여섯 번째 문장에서 원작자의 강한 권리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악보, 대본 등을 프로듀서에게 대여하고(6.1), 프로듀서에게 복제를 허용하되 프로듀서는 복제한
저작권법

악보, 대본 등을 계약 종료 후 전부 반환한다는 취지이다(6.3) 대본의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이 고용

제2조(정의)

저작물(work made for hire) 이론에 의하여 원작자에게 귀속한다는 전제에서, 프로듀서에게 번역물

31.“업무상저작물”
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법인등”
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다고 하고 있다(6.2)

Ⅲ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말한다.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
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하‘프로그램’
이라 한다) 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7. Billing and Credits
7.1 Producer agrees that every billing of the Play and the Authors shall appear on all
programs, house boards, billboards, displays, advertising, poster, circulars,
throwaways, announcements and all other publicity for the Play. Only the name
of the producer, stars and director and the title of the play may be larger or more

6. Materials

prominent in size, type, coloring, and/or boldness than the Authors’names.

6.1 OOO agrees to lease and deliver to Producer in Seoul, Korea one complete copy of
the libretto/vocal book, piano vocal score, choreographic manual and/or such

Based 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rchestration as is available of the Play for a rental fee of * Hundred ** US

Book by _________ Music by __________ Lyrics by _________

Dollars ($**0.00) per week of performance, with * Thousand * Hundred US

Produced on the New York Stage by ________

Dollars ($**00.00) due to OOO prior to shipment of materials, which payment

Original New York Stage Production Directed and Choreographed

shall represent the last Four (4) week of performances.

By _________

6.2 For the sole purpose of the exercise of the rights licensed to Producer hereunder,
OOO hereby authorizes Producer, at its sole cost and expense, to make or cause

Producer further agrees to include the below description of OOO in all programs, in
the section designated for performers’
and the creative team’
s biographies:

to be made copies, by photograph or photostatic processes, or by copyists, of the
Translation of the script.

OOO is one of the world’
s leading dramatic licensing agencies, protecting the rights
and legacy of composers, lyricists and book writers and supplying scripts and musical

6.3 Immediately upo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Producer agrees at its expense

materials to theatres around the world. With over 250 titles in its catalogue, OOO has

to deliver or cause to be delivered to OOO in New York fully insured and postage

been the driving force in perpetuating such great musicals as……회사소개. For more

prepaid, all copies of all of the musical arrangements and the orchestrations of

information, please visit www.XXXXXX.com.

the music of the Play, and all scripts, parts, translations, prompt books and
scores of the Play.“including any and all copies of the of the afore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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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imitation of rights

라도 원칙적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라이선시licensee 입장
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규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협상과정에서 적극적으로

8.1 The license granted to Producer herein includes only OOO’
s rights with respect to

의견을 표명하여야 할 것이다.

the copyright or literary property in the book, music and lyrics of the Play and

Ⅲ

does not include the physical production of the Play or the properties or
accessories thereof of any kind or nature whatsoever. (후략)

13. Reservation of Rights
Acknowledging and stating that this is an exclusive license, OOO reserves for its use

8.2 This License specifically prohibits Producer from making and/or distributing any

and disposition in the Territory and throughout the world at any and all times, all

mechanical recording of the Play or any portion of it, whether of rehearsals or

rights of any kind or nature other than the rights specifically licensed to Producer

actual performances or for archival purposes, by any means whatsoever,

hereunder, whether such rights are now known or shall hereafter come into existenc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udiocassette, video, film and digital sequencing. (중

and whether such rights are of a competing nature with the rights licensed hereunder.

략) If Producer needs to create advertising clips, it understood and agreed that

The said reserved right’s shall include, but shall not be limited to, all motion picture,

mechanical promo material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not to exceed

synchronization, broadcast, recording, television, radio, stage, electrical or mechanical

three (3) minutes in total and no more than three (3) consecutive minutes of

reproduction, commercial tie-in and publication rights of all kinds. OOOshall have the

material.

right to use and exercise and to permit others to use and exercise such reserved rights
at any time, free from any claim or interference by Producer. It is specifically

에이전트가 확보하고 있는 권리가 대본, 가사, 가곡에 한하므로 licensing도 그 범위에서 이루어

understood that Producer is not authorized to exercise any original cast album

진다는 점(8.1), 상업 공연이므로 recording을 엄격히 통제하며, 상업성이 약한 공연에서 일반적으로

recording rights in the Play as produced by it hereunder. Producer agrees not to

허용하는 보존 목적(archival use)의 recording도 금지하고 있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공연

produce, sell or distribute any reproduction or recording (whether phonograph, CD,

실황을 3분 이상 담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ape, videotape, digital and/or electronic transmission or otherwise) embodying the
performance of any member of any cast or orchestra performing the Play as presented
by it hereunder. Producer will not furnish any materials rented to it hereunder for the

11. Default Provisions

purpose of producing any such recording of the Play without written permission by

(전략) or in the event of any other default by Producer in the performance of any of the

OOO on behalf of the Authors.

terms and conditions hereof, all such terms and conditions being of a material nature.
(후략)

계약서의 문면으로는 에이전트가 licensee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간상의 제약, 지역적인 제약, 표
현매체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이 계약상 허락된 공연권 외의 모든 권리를 무제한, 자유롭게 행사

계약법의 기초이론으로는, 계약상 중요규정(material terms)을 위반한 경우 계약 위반의 책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유명 작품의 원작자/에이전트가 터무니없는 행태로 라이선시의 영업에 지

지는 것으로 한다. 그런데, 위 문장에서는 문제의 규정이 계약상 의미가 심각한 중요규정이 아니므

장을 줄 확률이 적다고 해도 이러한 규정은 지나치게 에이전트만을 배려한 일방적인 것이라고 하지

로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라는 항변을 봉쇄하겠다는 취지이다.

않을 수 없다.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이고,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하였다 하더

126

이론상으로는, 라이선스 계약이라면 오히려 원작자가 라이선시의 배타적 이용권한(exclusive

계약서

127

Ⅲ. 프로덕션 라이선스 계약서

license)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적/시간적으로 경쟁 행위를 자제한다는 식의 규정이 합리적이다.
한편‘exclusive license/non exclusive license’
와 우리 법상의‘독점적 이용허락계약/비독점적
이용허락계약’
이 구별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해외 뮤지컬 라이선스 작품 번역자 계약서
아래 계약서는 해외 뮤지컬 작품을 라이선스로 한국으로 들여와 공연할 경우, 한국어 번역자와 라이
선스 에이전시 간에 맺는 계약이다.

Ⅲ

미국저작권법 §
201 d.가 규정하는 Transfer of Copyright(저작권 양도)는 assignment와

Translator’
s Agreement

exclusive license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exclusive license는 저작권 양도의 일종이고
따라서 exclusive licensee에게는 금지청구권(injunctive relief)이 인정되는 것이다.

AGREEMENT made the ** day of April 200*, Between Producer, hereinafter called the
그러나 우리 법상 독점이용허락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그 자체로 금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LICENSOR”
, as agent for <ABC>(all of whom are referred to as“Authors”
) and a corporation

그렇다면, 원작자와 계약한 국내 exclusive licensee가 불법복제물을 공연하는 단체를 상대로 공연

, and
licensed under the laws of 라이선스 취득자의 소재국가 hereinafter called the“Producer”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exclusive license의 지위가

번역자이름, hereinafter called the“TRANSLATOR”
.

그 자체로 국내 법체계와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exclusive licensee의 지위에서 금지청구권을 행사
할 수는 없고 소권(訴權)에 대한 별도의 수권(授權)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WHEREAS, LICENSOR has licensed Producer to produce and present the dramatico-musical
work <ABC> hereinafter called the“Musical”in the 번역언어 language, in an translation
prepared by the TRANSLATOR who has been approved by LICENSOR .
NOW, THEREFORE, It is mutually AGREED AS FOLLOWS:
1. LICENSOR hereby approve of the TRANSLATOR.
2. The TRANSLATOR agrees to translate the Musical in the said language.
3. The TRANSLATOR agrees that the translation will preserve the spirit of the version in
the 원작언어 language.
4. The TRANSLATOR and Producer warrant that the said translation will not violate the
rights of any person or entity and will not be a libel or slander or an invasion of the
right of privacy of any person.
5. The TRANSLATOR agrees that all work prepared by the TRANSLATOR in connection
with the Musical, including preliminary and final translations is work made for hire,
and TRANSLATOR and Producer agree that all rights therein shall belong to the
Authors. The Translation shall be submitted to LICENSOR for the obtainment of
Authors’approval. The TRANSLATOR does not waive any“droit moral”in the said
translation of the Musical, made or to be made by him. However in relation to the
TRANSLATOR’
s copyright, the TRANSLATOR waives his private property.

128

계약서

129

Ⅲ. 프로덕션 라이선스 계약서

6. The TRANSLATOR reserves the right to receive payment from Producer for his services
rendered.

법률 검토 의견

7. The TRANSLATOR and Producer agree to place a copyright notice on all copies of the
adapted materials and to register the Adaptation for copyright in the name of 원작자 이

5. The TRANSLATOR agrees that all work prepared by the TRANSLATOR in

름 with respect to the book and lyrics and 작곡자 이름 with respect to the music and

connection with the Musical, including preliminary and final translations is work made

deposit copies if required and comply with all laws of the country or territory necessary

for hire, and TRANSLATOR and Producer agree that all rights therein shall belong to

for the protection of such copyright.

the Authors. (중략) The TRANSLATOR does not waive any“droit moral”in the said

8.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laws of Republic of Korea.

Ⅲ

translation of the Musical, made or to be made by him. (후략)

9. This agreement may not be changed or terminated orally.
위의 첫 문장은 번역물이 업무상 저작물이 된다는 취지이나. 둘째 문장에서 번역자가 저작인격권
실무 TIP

(droit moral, moral rights)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 번역자의 권리
- 라이선스 뮤지컬에서 부분 각색이나 번역은 역할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빌링에 이름을 명시하
는 정도가 일반적이다.

미국저작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1987년 12월 발효한
베른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대신 1955년 발효한 세계저작권협약을 주도하다가 1988년에나 베른협

- 작품을 공연국가에 맞춰 현지화(Localization)하면서 문구나 상황표현 등에 원작과는 다른 변형은 있

약에 가입한 데 대하여는 베른협약이 저작인격권 보호를 요구하기 때문인 점도 한몫 하였다.

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원작자들의 창작을 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최종 각색 및 번역물 역시

WTO/TRIPs, WIPO저작권조약, WIPO실연음반조약 등 국제조약이 모두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고 있

원저작자의 동의와 허락 하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고, 미국도‘시각저작물’
에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니 그 보호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시
간문제라고 하겠다.

▶ 별도 라이선스 공연시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
- 동일한 작품에 대하여 라이선스 공연시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 같은 작품을 같은 나라에서 몇 년 후에

어문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저작권법의 태도와 고용저작물 이론에 의하면 번

다른 프로듀서가 제작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전에 공연시 사용되었던 번역대본을 사용하고자

역가에게 저작인격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미국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 국가가 저작인격권을

한다면, 이전 공연의 제작자 혹은 번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원작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

인정하고 있으므로 번역가에게 저작인격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다.

려야 한다. 원작자의 입장에서 그전 대본이 작품의 퀄리티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할 경우 그
전 번역본 사용에 대해서 허가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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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창작자의 로열티 요율 산정의 해외 사례 및 제언

존재할 수도 있다. 러닝 로열티는 국제적으로 지명도 높은 창작자가 만든 완성도 높은 브로드웨이
의 대형 작품의 경우 12~18% 정도에 이르기도 하나, 이는 극소수다.
조용신
설앤컴퍼니 프로덕션 매니저/ R&D 팀장

B. 창작 초연의 로열티 현황

Ⅲ

뮤지컬 칼럼니스트,『뮤지컬 스토리』
(도서출판 숲) 저자
현재 브로드웨이에서 초연 창작 뮤지컬에 대한 작곡가/작사가/작가의 로열티는 Pre-recoupment
뮤지컬을 비롯한 상업적인 공연물의 역사가 긴 서구에서는 창작자와 제작자간의 공연권 양도, 로열티

4.5%, Post-recoupment 6%이다. 프로듀서, 연출가, 안무가 역시 크리에이티브적인 활동 정도, 계

지급에 대한 절차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고 그 사례 또한 많다. 특히 한 세기 전부터 산업화를 이룬

약 방식에 따라 로열티 수혜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례 1) 도표에서 보듯 브로드웨이의 창작자

브로드웨이 극장가는 1930~40년대까지 작곡가들이 회사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주급을 받고 곡을 쓰

들의 로열티 요율은 영국과 프랑스(7~9% 내외)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는 경쟁

는 송 플러거(Song Plugger) 시대를 거쳐 점차 보다 많은 권익을 찾고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발전을

이 치열하고 상대적으로 흥행 여부가 불투명한 브로드웨이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루어왔다.
현재는 미국의 방송, 영화, 뮤지컬을 비롯해 전반적인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관장하는

(사례) 각국의 Post-Recoupment 로열티 비율

ASCAP(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 & Publishers), BMI(Broadcast Music, Inc.),
극작가 조합(Dramatists Guilds)과 같은 단체들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A. 공연권과 라이선스의 업무 흐름

영국

프랑스

미국

맘마미아

CATS

Amour

ABBA 6%

작곡/작사/대본 9%

작곡/작사/대본 9%

대본 1%

프로듀서 3.5%

프로듀서 2%

프로듀서 2~3%

프로듀서 2~3%

프로듀서 4%

연출 1~1.5%

연출 1%

연출 1~2%

연출 1~2%

안무 1~1.5%

안무 0.5%

안무 0.5%

일반적으로 창작자와 제작사를 중개하는 완충지대로서 에이전시가 존재한다. 현재 미국의 주요 에

Wicked

Spelling Bee

작곡/작사/대본 6% 작곡/작사/대본 6%

이전시로는 MTI(Musical Theatre International), 사무엘 프렌치(Samuel French), R&H
Theatrical 등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라이선스화 되는 대부분의 뮤지컬은 아래와 같은 경로

그러나 오프브로드웨이(100~499석의 극장에서 행해지는 상업 레퍼토리)와 오프-오프(99석 이하

를 통해서 공연되고 있다.

의 극장에서 행해지는 비상업 레퍼토리)의 경우는 브로드웨이와 또 다르다. 뉴욕주 문화위원회
(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가 1974년에 설립하여 현재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는 작곡

1. 창작자(작곡가, 작사가, 작가)가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에이전시에게 공연권을
위임한다.

가 지원 단체인 Meet the Composer(http://www.meetthecomposer.org)에서는 오프브로드웨이
에서의 Post-Recoupment 로열티 요율을 1~2%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비상업적(Non-profit)

2. 에이전시는 이를 시장에 내놓는다.

프로덕션인 제작하는 오프-오프 뮤지컬 공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선급금만을 지급하고 로열티는

3. 이 작품을 원하는 프로덕션(상업, 비영리 포함)은 공연권을 가진 에이전시와 특정 기간 동안

0%다.

공연권을 양도받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라이선스 fee를 지급한다.
4. 에이전시는 프로덕션에 관련 자료(대본, 악보 포함)를 제공한다.

C. 한국 창작 뮤지컬의 로열티 산정

5. 에이전시는 창작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창작 뮤지컬 제작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브로드웨이 혹은 오프브로드웨
이 시장 여건과 한국 상황을 단순 비교해 로열티 요율을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크게 세

이때 라이선스 fee는 작품의 인지도와 Recoupment 여부 등 기타 제반 조건들에 의해 결정되며 일

가지 이유 때문이다.

반적으로 선급금(Advanced) + 매출 대비 러닝 로열티가 결합된 형태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쪽만

※ 위 자료는「CJ 뮤지컬 쇼케이스 2007 컨퍼런스 자료집」
(2007, CJ문화재단)에서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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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기획개발 계약서

3. 작가 :“프로듀서”
의 의뢰를 받아 공연의 대본을 창작, 집필하며 본 작품을 위해 창작된 대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아래 계약서는 공연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작(원천 컨텐츠)을 뮤지컬 공연으로 개발하기

4. 작곡가 :“프로듀서”
의 의뢰를 받아 공연의 음악을 창작, 작곡하며 본 작품을 위해 창작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위해 작가와 맺은 계약서이다.

5. 대본 : 작가가 창작, 구성한 뮤지컬 대본을 의미한다.
6. 공연 낭독: 전문 배우들로 하여금 뮤지컬 대본의 낭독 및 음악 연주(노래)를 통한 리딩 및 쇼케이

계

약

서

Ⅳ

스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OO구 OO동 OO번지 제작사 OOO(이하“프로듀서”
)와 서울시 XX구 XX동 XX번지 작가

제4조 (계약기간)

XXX(이하“작가”
)은 뮤지컬 <ABC>(이하“공연”
)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작가”
는“프로듀서”
와 우선협
상을 하여야 하며, 별도의 의사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5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프로듀서”
와“작가”
가“공연”
을 창작, 개발함에 있어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자의 의무와 권리를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1.“프로듀서”
는“작가”
에게 원작의 뮤지컬 <ABC>를 집필할 것을 요청한다.
2.“작가”
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본“공연”
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아래에 규정된 권리를“프로

제2조“공연”
(
내용)
1. 공연명 : 뮤지컬 <ABC>
2. 원작 : △△△의 <원작명>
3. 창작자 : 작가 XXX / 작곡 XXX / 연출 XXX
4. 작품 개발 일정

듀서”
에게 완전히 양도하고“프로듀서”
를 저작재산권 양도인으로 한다.
가. 국내 및 전 세계에서“공연”
을 위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모
든 권리“프로듀서”
(
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동 뮤지컬 등을 공연, 복제, 배포, 방송, 전송
할 권리를 모두 포함)
나.“공연”
을 위하여“프로듀서”
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저작물을 각색, 개사, 개작할 권리

1) 대본 완성 : 1차 - 2009년 월 / 2차 - 2009년 월

및 저작물을 이용한 편집저작물 등을 작성할 권리. 단, 이 경우“프로듀서”
는“작가”
와 충분한

2) 음악 완성 : 1차 - 2009년 월 / 2차 - 2009년 월

협의 후 진행한다.

3) 1차 공연낭독 (리딩) : 2009년 월
4) 2차 공연낭독 (쇼케이스) : 2009년 월
* 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 가능
5. 공연 일정 : 20XX 년도 X월 (미정)

다.“공연”실황의 영상화, 복제, 발행, 배포, 방송, 전송, 전시권(본 공연 실황이나 연습 장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홍보를 위하여 영상화하거나 사진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경우 포함)
라.“공연”
의 음반제작에 대한 모든 권리
마.“공연”
과 관련된 모든 상품화권(머천다이징 권리)
바. 기타 본“공연”및 공연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하거나 관련된 일체의 권리

제3조 (용어의 정리)
1. 공연 : 새롭게 창작될 뮤지컬을 말하며 <ABC>을 위한 모든 창작물과 창작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과물을 총괄 포함한다.
2. 프로듀서 :“공연”
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본 작품의 공연을 진행하기 위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독
점적으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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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2항의 권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외국에서의 외국어로 번역된 공연 및 발행, 복제, 배
포, 방송, 전송, 전시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에 부수해서 각 외국에서의 해당 국가의 언어로
의 번역 및 더빙에 관한 권리도 포함한다.
4. 위 2항 (다) 및 (라)의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 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DVD, 레이저 디스크, VOD(vide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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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 MP3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를 모두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5.“작가”
는 본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중에서“공연”
의 영화화 권리, 드라마화 권리 등“프로
듀서”
에게 양도한 권리 이외의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 이용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에“프

③ 최종대본 : 2010년 *월“공연”
의 리허설 *일전
나.“작가”
는 대본초고 제출 후“작곡가”
와 함께 공연낭독(Reading)을 2회 실시하며 공연낭독
의 진행방법은“프로듀서”
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기획개발비는“작가”
가 대본을 집필하는 인건비 금액이므로 환불이 불가하다.“프로듀서”

로듀서”
에게 우선협상 권리를 부여한다.“작가”
는“프로듀서”
와의 우선 협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

가 대본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을 때 기 지불된 금액에 대

어지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위 저작재산권을 양도 및 이용 허락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작

하여“작가”
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Ⅳ

가”
가 제3자에게 제시하고 체결한 계약조건은“작가”
가“프로듀서”
에게 제시한 조건보다 유리하
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제3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프로듀서”
는“작가”
에
대해“프로듀서”
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작가”
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등록 서류의

2.“프로듀서”
는 본“공연”
의 국내는 물론 해외공연으로 발생하는 순매출(부가가치세, 티켓판매 수
수료, 특별할인 기타 제반 제세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티켓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를“작가”
에게 공연 로열티로서 지급한다. 로열티는 초대용 또는 단체 관람객 제공용 등 모

제공 등 양도등록에 필요한 제반 협력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본 양도등록에 필요한 비용

든 무료티켓을 제외한 모든 총 박스오피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불한다.

은“프로듀서”
의 부담으로 한다.

단, 일정금액의 개런티를 받는 국내 지방이나 초청공연의 경우 초청금액의 [*.*%]를 지급한다.
3.“프로듀서”
는 초연“공연”일정이 확정되면“작가”
에게 로열티 선급금으로 일금*******원

제6조 (본건 2차적 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
“작가”
는“프로듀서”
가 위 제5조에서 규정한 제반 권리의 양수인으로서,“작가”소유의 저작물과 별개

(￦\*,***,***)을 지급하며“공연”
이 상연되면 선급금은 로열티에서 우선 공제된다. 단“공연”
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경우 선급금은 그 다음“공연”
으로 승계된다.

로 제5조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공연”등의 공연행위, 공연물, 음반, 상품화물 등에 대

4.“프로듀서”
는 별도의 추가약정이 없는 한,“공연”일정이 종료되고 나서“공연”
의 정산이 완료된

해 각각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자, 기타저작권 및 관련 법령에 의한

후 1.5개월 이내에 위 공연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하고,“프로듀서”
는“작가”
에게“공연”
의 정산자

권리자임을 인정하고,“공연”등의 2차적 저작물의 이용 및 관리 행위 및 음반에 대한 권리자로서 행하

료를 제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는 음반의 이용 및 관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프로듀서”
는“공연”
의 음반 및 공연 실황의 영상물(비디오, CD, DVD, 컴퓨터용 파일형태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제작 및 그 영상물의 복제, 배포, 전송과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

제7조 (대금지급)
1.“프로듀서”
는“공연”
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작가”
에게 기획개발비로 총 일금*******원
(￦\*,***,***)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법이나 매체로의 이용(디지털 유통 포함)으로 인한 수익발생시 위 판매 및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
하는 순수익의 [*.*%]를“작가”
에게 지급한다. 본 조항의 지급의무는 수익이 발생한 해당월의 익
월 *일까지“작가”
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a. 계약금 지급: 일금*******원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b. 중도금 지급: 일금*******원 (￦\*,***,***) (2차 공연 낭독 후 7일 이내)
c. 잔금 지급: 일금*******원 (￦\*,***,***) (공연 개막 7일 이후)

1.“작가”
는 본건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본건 저작물은“작가”
의 독자적인 창작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가.“작가”
는 계약과 동시에 대본 집필작업을 시작하여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작업하며, 대본

것이며, 대본의 전부 혹은 일부의 요소들은 저작권을 지닌 타 작품을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집필되는 과정에서“프로듀서”
는 작가에게 대본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사항을 제공할

을 보증한다.“작가”
는 본건 저작물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과 저작권 등을 보유

수 있으며,“작가”
는 이를 바탕으로 대본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통해 최종 대본을 완성하여
“프로듀서”
에게 전달한다.

138

제8조“작가”
(
의 진술 및 보장)

하고 있고,“프로듀서”
에게 제2조에 규정된 권리를 양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2. 본 계약 체결 이전 및 본 계약 체결 당시에 본건 저작물과 관련하여 제5조에 기재된 권리에 대

① 대본초고: 2009년 *월

해 제3자에게 양도, 이용허락 하거나 기타 질권 등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권리 제한이나 부담을

② 대본2고 : 2009년 *월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기타 이해 상충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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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
3. 본 계약 체결 이전 및 본 계약 체결 당시에 본건 저작물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자신의 권리의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송, 청구, 주장, 요청, 이의 제기 등이 제기된 바 없다.
4.“작가”
의 본 조의 진술 및 보장의 위반으로 인해“프로듀서”
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작가”
는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고,“프로듀서”
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태로, 예를 들어 TV드라마, 영화 제작 등으로 사용하거나 동일 목적으로 제3자에게 그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대본에 대한 저작권(Copyright) 양도 혹은 관련된 영화/공중파/케이블TV/게임
등에 사용허가를 할 경우“프로듀서”
가 우선 협상권을 갖는다.
5.“작가”
는“프로듀서”
로부터 제7조 제1항의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5조에 규정된 권리의 양
도 및“프로듀서”
의 권리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저작물 및 관련 자료 등을“프로듀서”
에게 7일 이
내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9조“작가”
(
의 권리)
1.“작가”
는“프로듀서”
로부터 요청 받은 대본을 집필하고 기획개발비를 받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
“공연”
이 제작될 경우 로열티 및 선급금(advance)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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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작가”
는 본건 저작물에 대한“작가”
의 저작재산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승
계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고 본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승계인의 동의
서 또는 확약서를 첨부하여“프로듀서”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는 이상“공연”제작시“프로듀서”
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프로
그램, 광고, 하우스간판, 사인판 및 기타 홍보용 자료의 billing credit에“작가”
의 이름이 기재되
어야 한다. 단“작가”
의 이름은 뮤지컬의 제목, 극장명, 그리고 유명스타의 이름만이 표기되는 티
저 광고의 경우에 미표기 할 수 있다.
3.“작가”
는“공연”
의 모든 리허설, 오디션, 캐스팅 및 프로덕션 미팅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4.“작가”
는 모든 공연에 무료로 입장한다. 각 회 공연마다 *매 이상의 하우스 좌석을 요청할 수 있
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하우스 좌석은 공연시간 2시간 전까지만 확보될 수 있다.“작가”
가이좌
석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관객에게 판매할 수 있다.

제11조“프로듀서”
(
의 권리)
1.“프로듀서”
는“공연”
의 기획 및 제작을 총괄하고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국내 및 전 세
계에서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프로듀서”
는“공연”
을 행사하여 파생하는 음반, 출판, 캐릭터 등의 부가사업권을 가지며 영화
등의 2차적 저작물의 제작권에 관한 우선 협상 권리를 갖는다.
3.“프로듀서”
는“공연”
의 원활한 창작을 위해 대본에 대한 적격성 판단여부 등 이와 관련된 모든
진행 사항에 대한“작가”
와의 협의 및 결정권을 갖는다.

5.“작가”
는“프로듀서”
가 최종대본 완료 후 *년 이내에 공연을 하지 않을 경우 대본의 공연권 재양
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프로듀서”
와 협의하여 다른 제작자에게 공연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6.“작가”
는 교육 또는 비영리의 목적으로 이“공연”
의 사용을 원하는 경우“프로듀서”
와의 사전협
의 하에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프로듀서”
(
의 의무)
1.“프로듀서”
는“작가”
에게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기획개발비 및 로열티와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2.“프로듀서”
는 최종 대본 완료일로부터 *년 이내에“공연”
을 제작하여야 하며, 만일 위 기간 내에
공연을 하지 않을 경우“프로듀서”
는“작가”
에게 공연권을 재양도할 수 있으며,“프로듀서”
와협

제10조“작가”
(
의 의무)
1.“작가”
는“프로듀서”
가 기획, 의뢰한 공연의 대본을 본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집필, 완료하
여야 한다.
2.“작가”
는 계약기간 중“프로듀서”
가 대본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대본
의 창작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공연 제작시 합리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뮤지컬 대본 수정을 제공
한다.

의 하여 다른 제작자에게 공연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프로듀서”
는 공연일이 결정되면 즉시, 늦
어도 공연일의 일주일 전까지는“작가”
에게 공연일정표 등 관계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3.“프로듀서”
는 공연관련 광고 등에서“작가”
의 성명과 개작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4.“프로듀서”
는“작가”
의 요청이 있는 경우,“작가”
에게 회당 *매까지 공연 입장권을 무료로 제공
하여야 한다.
5.“프로듀서”
는“대본”
을 구성하는 요소를 변경, 추가, 삭제, 수정할 경우“작가”
와 협의하여 한다.

3.“작가”
는“공연”
을 준비함에 있어서 프로듀서, 작곡가, 연출가, 및 프로덕션 스태프들에게 조언
및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 받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대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공연”
의 리허설, 프리뷰 공연에 참석한다.
4.“작가”
는“공연”
이 공식 오픈되기 전에는“프로듀서”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대본을 다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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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저작재산권의 침해)
1. 본건 저작물과 관련하여“프로듀서”
의 제2조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 대해 제3자로부터 저작권
등의 침해의 주장이나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작가”
는“프로듀서”
를 대신하여“작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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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책임으로 위 주장, 청구, 소송 등을 방어하며, 이로부터“프로듀서”
를 면책시키고,“프로
듀서”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2.“작가”
는 본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3자의 불법 공연이나 행위로부터 야기되는“프로

제18조 (권리 및 의무 양도)
“프로듀서”
와“작가”
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없다.

듀서”
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제3자의 불법
공연이나 행위를 중지, 금지시키기 위해“작가”
의 도움이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프로듀서”
의
요청이 있는 경우“작가”
는“프로듀서”
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단
속, 금지행위에 대해 최선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기타)
가.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준비, 체결을 위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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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등과 관련하여 각자에게 부과 혹은 초래되었거나 발생한 일체의 비용, 경비 및 세금은 각
자 부담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1. 본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한 경우 일방 당사자는 위약 당사자
에게 서면에 의한 시정 최고를 하고, 3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하고 위반한 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2.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본

나. 본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 날인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 본 계약은 본건 계약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본건 계약 내용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서면 및 구두의 모든 사전합의와 양해를 대체한다.
라.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프로듀서”
와“작가”양자간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 할 수 있다.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서로에게 지급된 금액과 본 계약상의 공연 준비
및 운영에 따라 기 지급된 소요비용 총액 그리고 제 3자에게 약속된 보장 금액을 합한 금액의 2배
를 손해배상액으로 하기로 합의한다. 위 금액의 산정은 상호가 증빙하는 기준자료를 근거한다.

실무 TIP
▶ 계약서 작성의 주체

제15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 상기 계약서는 제작자(사)가 작가에게 새로운 뮤지컬을 제작을 위한 대본을 의뢰하는 내용으로, 제작

1. 본 계약은 한국법에 의해 규율되고 해석된다.

사 입장에서 정리된 계약서라고 할 수 있다. 작가로서는 제작사의 입장만이 강조되었다는 인상을 가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원만

질 수도 있지만, 공연화에 대한 보장 없이 위험부담을 감수한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한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을 시 제소에 앞서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제소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모든 법적인 분쟁은

- 상기 계약과는 반대로 완성된 대본에 대해 제작사가 추가 개발이나 작품화를 원할 경우 창작자에게
더 많은 결정권이 주어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5조 저작권자의 권리 / 저작 재산권 양도 범위

제16조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전쟁(전쟁과 유사한 국내 상황), 기타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
는 합리적인 범위의 유사 상황을 말한다.

- 뮤지컬은 작가, 작사가, 작곡가 등 복수의 창작자의 공동저작물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공동저작물의
지적재산권(저작권법 제48조)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본, 가사, 곡 등 저작물은 각각 작가,
작사가, 작곡가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 제작자의 경우 각각의 저작권자와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언제까지, 어떤 용도로 각 저작
물에 대한 저작재산권(공연권)을 행사할지를 규정한다.

제17조 (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내용을 제3자에
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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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개발 계약의 기간
-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 하에 정할 수 있으나 연극이나 뮤지컬의 경우 창작자와의 계약이 성립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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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 그리고 첫 공연까지의 기간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4년
씩 소요되며 초기 제작비가 많이 투여되고 이것이 수익으로 변환되기까지는 더 긴 시간이 걸린다.
- 이러한 장르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10년 정도의 계약 기간 확보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창작물이 제

정리(제3조) 등을 통하여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이 조항의 명시가 계약 기간 및 개발비에 대한 서로의 의무과 권리에 대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며 작
품의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하며 객관적인 근거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작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제작자 역시 성공적인 런칭 및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기간을 확보하게
된다.

▶ 작가의 의무
- 연극, 뮤지컬은 장르의 특성상 일단 대본이 탈고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연출가와 배우가 참가

▶ 창작물의 번역
- 한국어로 쓰인 저작물을 한국에서 공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제작자가 계약 기간 내에 다른 언어
로 번역, 다른 국가 혹은 지역에서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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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프로덕션 리허설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정의 단계를 거쳐 비로소 공연을 위한 최종 저작물이 완
성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작자와 창작자는 이를 염두에 두고 창작물의 완성 시점을 명시하고 이
에 따라 계약금의 지급 시점 및 창작자의 작품완성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 또한 이때 원 작가가 번역된 저작물에 대한 검수와 승인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을 지 여부도 협의
해 두어야 한다.

[참고] 창작물의 수정에 대한 작가의 권리와 의무
브로드웨이의 경우 새로운 공연이 정식 오픈하기 전 프리뷰 기간을 비교적 오랫동안 가지는데 창

▶ 저작물의 2차 활용 관련 규정
- 공연을 위해 창작된 저작물이 영화, 드라마 등 저작권자가 제작자에게 양도한 저작재산권 외의 용도
로 사용될 경우에 대한 권리 규정을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 공연제작자는 기본적으로 저작물에 대한‘공연권’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작자는 이 기간 동안 작품이 제작자와 창작자 간에 합의된 창작의도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게 되
고, 이경우제작자뿐만아니라연출가와의상호협의에따라수정여부및수정방향을협의한다.
또한 공연기간 중 적어도 주기적으로 작품을 관람함으로써 본인의 작품이 잘 공연되고 있는지
점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 하지만, 저작부터 공연화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제작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창작자가 제작자에게‘우
선협상권’
이나‘계약조건의 합리성’등을 부여하여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

▶ 기획개발비 지급과 로열티
- 작가에 대한 기획개발비 지급 방법에는 일시 지급과 선급 및 로열티 지급의 두가지가 있다. 후자는 전

▶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
- 저작권자는 본인의 저작물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저작권자뿐
만 아니라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체 작가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앞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로열티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방법이다.
- 적정한 로열티 산출방식에 대해서 최근 국내 공연시장에도 많은 관심과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로열
티 지급 시스템이 정착되어있는 해외의 경우 아래와 같이 로열티를 산정한다.

- 저작재산권 양도는 저작권자인 창작자만이 행사 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창작자들이 직접 실행하여야
하나 이에 따른 비용은 현실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지급된다.??

[참고] 브로드웨이의 로열티 산정 방법
- 브로드웨이 프로덕션에서는 로열티를 Pre-Recoupment와 Post Recoupment로 나누어서

▶ 8조, 13조 저작권 침해 경우 제작자 보호
-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권자(창작자)는 본 창작품이 타 작품을 표절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며 이로 인하
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소송으로부터 제작자를 면책시킬 의무가 있으며 손해로부터 제작자를 보호
할 의무가 있다.

산정한다.
Pre-Recoupment : 고정 금액 + 수익의 **%
Post-Recoupment: 순매출의 **% 혹은 수익의 **%. 단 이 경우 순매출(GWBOR)의 5%
를 넘지 못한다.
※ 로열티 수혜자는 원칙적으로‘저작권자’에게만 해당된다.

▶ 2조, 3조 중간 점검 관련 사항
- 창작물 완성까지의 단계와 일정, 중간 점검의 형식을 상호 협의하여 작품 개발 일정(제2조) 및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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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WBOR(Gross Weekly Box Office Record) : 총 매출에서 부가세, 티켓대행사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단체판매대행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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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토 의견

하고 있으므로 양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한다면‘10년의 양도기간을 정한 양도계약’
이라고 하겠다.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제4조 (계약기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작가”
는“프로듀서”
와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

우선협상을 하여야 하며, 별도의 의사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5년간 자동으로

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연장된다.

한 2차적저작물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Ⅳ

제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5.“작가”
는 본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중에서“공연”
의 영화화 권리, 드라마화 권리 등“프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로듀서”
에게 양도한 권리 이외의 저작재산권을 제 3자에게 양도, 이용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

프로듀서”
에게 우선협상 권리를 부여한다.“작가”
는“프로듀서”
와의 우선 협상에 관한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 3자에게 위 저작재산권을 양도 및 이용 허락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작가”
가 제 3자에게 제시하고 체결한 계약조건은“작가”
가“프로듀서”
에게 제시한 조건보다 유

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
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리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제 3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프로듀서”
는“작
가”
에 대해“프로듀서”
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제4조, 제5조 5항, 제10조 제4항 등에서 프로듀서에게‘우선협상권’
을 인정하고 있다. 우선

6.“작가”
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등록 서류

협상권은 협상에 우선권을 인정하는 권리이다(right of first negotiation). 물론 우선협상권자와 후속

의 제공 등 양도등록에 필요한 제반 협력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본 양도등록에 필요한 비

계약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유사한 권리로서 최종거절권(right of last refusal)이 있다. 최종거절권

용은“프로듀서”
의 부담으로 한다.

이 인정되면 상대방은 권리자에게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개시하고, 그가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
하는 경우 상대방은 권리자와 계약을 하여야 한다.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최종

제10조“작가”
(
의 의무)

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지위가 확보되므로 최종거절권이라고 한다.

4.“작가”
는“공연”
이 공식 오픈되기 전에는“프로듀서”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대본을 다른
형태로, 예를 들어 TV드라마, 영화 제작 등으로 사용하거나 동일 목적으로 제 3자에게 그 사용권
을 양도할 수 없다. 대본에 대한 저작권(Copyright) 양도 혹은 관련된 영화/공중파/케이블TV/게

제4조에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 프로듀서에게 우선협상권을, 제5조 5에서는 공연권 이외의 권리
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임 등에 사용허가를 할 경우“프로듀서”
가 우선 협상권을 갖는다.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제4조에서‘계약기간’
은 10년으로 하면서, 제5조에서‘저작재산권의 양도’

6.“작가”
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등록 서류

저작권법 제45조, 제46조.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이용허락’계약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저작권을 일

의 제공 등 양도등록에 필요한 제반 협력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본 양도등록에 필요한 비

정한 기간을 정하여 양도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회수하는 취지의 계약도 못할 바는 아니다.

용은“프로듀서”
의 부담으로 한다.

위 계약은‘공연을 위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을‘양도’
하는 내용이나 제4조에서 계약기간을 약정

146

제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양도’
와‘이용허락’
이다

종전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2009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합하여‘한국저작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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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가 되었다. 저작재산권 양도등록을 하게 되면 2중 양도가 된 경우 우선권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

[참고] 롯티 사건

다법 제54조,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A가 먼저 양도

호텔 롯데가 그 계열사인 광고대행사를 통해 캐릭터 도안을 모집하였고, 출품자의 너구리 도안이

를 받고 B가 후에 양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B의 양도가 등록되었다면 B의 권리가 A에 우선하는 것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출품자와 호텔 롯데는 응용도안을 개발하되 출품자는 작품료를 받고 저

이다.

작권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수정 과정이 반복되자 출품자는 수정을 거부하였고, 호텔 롯데는 제
3자에게 출품자의 도안을 기초로 한 새로운 캐릭터를 납품 받아‘롯티’
로 명명하였다. 출품자는

저작권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신청서에 등록의

‘저작권법상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를 이유로 사용금지를 요구하였다.

Ⅳ

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

법원은,‘출품자가 제작한 너구리도안은 순수미술작품과는 달리 성질상 주문자의 기업활동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캐릭터제작계약에 의하여 호텔 롯데가 도안에
제7조 (대금지급)

관한 소유권,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물론 도안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까지 유보하고 있었음을 알

다. 기획 개발비는“작가”
가 대본을 집필하는 인건비 금액이므로 환불이 불가하다.“프로듀서”
가

수 있을 분 아니라 출품자가 호텔 롯데의 요구에 의하여 몇 차례 수정을 하다가 자기로서는 수정

대본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을 때 기 지불된 금액에 대하여“작

을 하여도 같은 도안 밖에 나아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의 수정을 거절한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출

가”
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품자는 그의 의무인 도안의 수정을 거절함으로써 호텔 롯데가 도안을 변경하더라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호텔 롯데가 제3자로 하여

제10조“작가”
(
의 의무)

금 출품자가 제작한 너구리도안을 일부 변경하게 한 다음 변경된 기본도안과 응용도안을 기업목

2.“작가”
는 계약기간 중“프로듀서”
가 대본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대

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변경은 출품자의 묵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므로 저자권법

본의 창작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공연 제작 시 합리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뮤지컬 대본 수정을 제

에 규정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다.

공한다.
제작자가 창작물이 본인의 의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기 지급된 기획개발비를 돌려

제15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받을 수는 없다. 단 창작자가 약속한 기간 내에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않는 등 창작자의 의무 불이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원

행으로 인해 계약 해지가 발생할 경우에 창작자는 제작자에게 이미 받은 개발비를 돌려줘야 할 의

만한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을 시 제소에 앞서

무가 있다.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제소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모든 법적인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여러 이유로 창작자와의 계약이 해지되고, 다른 작가로 교체될 경우, 기존에 개발된 작가의 작업
을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분쟁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규정하지 않는 한 해석상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약정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법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자에게는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저작권법 제123조. 작

원의 소송절차 보다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훨씬 유용하고, 저작권법 전문가 및 관련업계의 전

업 도중 창작자가 교체되었다면 모든 정황으로 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지를 합리적으로 판단

문가가 함께 참여하므로 공연업계 친화적인 결론을 얻는데도 유리하다고 본다.

하여야 한다.
참고가 될 만한 선례로‘롯티 사건’
이 있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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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창작 개발 계약시 유의점

▶ 기획개발된 작품을 다른 지역(나라)에서 구입하여 제작할 경우
- 프랑스에서 제작된 단편영화를 원작 컨텐츠로 하여 한국에서 뮤지컬로 공연하고, 이 뮤지컬을 본 영

영화, 드라마, 만화 등의 원천컨텐츠를 연극이나 뮤지컬로 개발할 경우, 원천컨텐츠의 저작권 사용
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유의한다.

국의 뮤지컬 제작사가 한국 뮤지컬을 바탕으로 영국 프로덕션을 제작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기본
적인 원작자로서의 권리는 원천 컨텐츠 저작권자인 프랑스 단편영화 저작자에게 있다. 하지만 한국의
뮤지컬 제작자가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원작자가 받는 로열티 중 일부를 한국 뮤지컬 제작자가 수

실무 TIP
▶ 기간 및 비용 지불

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하며 한국의 뮤지컬 제작자는 이를 다시 작가, 작곡가 등 창작자들과
- 원 저작자의 입장에서는 원작이 2차 창작되어 다른 장르화가 될 경우 특히 현지화 될 경우 원작의 의

는 원천 컨텐츠 저작권자에게는 본인의 저작물이 제작자의 실패나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동

도나 뉘앙스가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몇 단계로 나

안 권리를 획득하는 것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함으로서 구매비용의 합리성...끊겻음

누어 작품의 개발 과정을 중간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때 다른 언어로 기획개발되고 있는 작품을 원작

- 일시적인 저작권 활용권(공연권)을 획득하는 경우 사용 기간 및 지역을 구체화하여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몇 년 동안, 어디에서 어떤 언어로 공연화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기획개발을 진행할 것인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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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통해서 재분배하여야 한다.

- 원천 컨텐츠의 저작권자로부터 공연권을 영구히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자에게 보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원작자의 언어로의 번역자 선정 및 검수자 선정, 번역비 부담
을 누구의 책임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계약서 상에 명시해야 한다.

한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중국’
과의 계약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대륙 (Mainland China) 이
외에도 홍콩, 마카오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미리 법적인 중국령 전체를 일컫는 것인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 계약금은 회수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단, 원천컨텐츠에서 공연으로 개발할 때 원작자에게 로열
티를 지급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선지급된 비용을 원작자의 로열티에서 상계처리할 것인지 기획개발
권리 획득만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할 것인지 협의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기간연장에 따른 조건 명시 (계약금 및 결과물)
- 주어진 기간(Initial Period)에 기획개발을 끝내지 못했을 경우 어떠한 조건으로 얼마동안 더 연장해 줄
것인지 명기하도록 한다. 제작자의 입장에서도 기획개발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체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
- 원작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로열티에 포함되지 않고 순수 기획개발비로 책정되는 경우 최대 계약 연
장 기간이 여러 단계일수록 제작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 계약서상의 개발 과정에 뮤지컬 대본의 완성 여부, 뮤지컬 넘버 (작사, 작곡에 대한 진행경과 구체적
으로 명기)를 몇 곡 이상 진행할 것인가, 실제 배우들과의 무대 리딩 진행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하도록 한다. 이를 결정할 때 제작자는 창작자와 원작 컨텐츠의 장르나 형태가 공연화 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인지 충분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
- 통상적으로 소설이나 영화를 뮤지컬화 하는 기획개발 기간을 1년 ~ 1년 6개월을 개발기간으로 잡지
만 원작 컨텐츠의 인기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공연의 성공적 런칭도 중요하지만 하루라도 빠른
시간에 공연화 되어 로열티를 가져가는 것을 중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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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제작자(사)의 공동 기획개발 계약서

본 및 음악을 완성하는 단계까지를 일컫는다.
나. 기획개발비 : 대본집필, 음악작곡, 쇼케이스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작가, 작곡가, 개발연출가의

아래의 계약서는 두 개의 제작자(사)가 저작권자가 있는 원천컨텐츠를 공동으로 기획,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제작사 간에 체결하는 계약서이다.

인건비 및 쇼케이스 운영비를 포함하며, 양사 기획개발 진행 인력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다. 원작자(저작권자) : 원천 컨텐츠의 소유권자인‘△△△’
를 의미한다.
라. 작가 : 원작을 바탕으로 한 공연 대본의 작업을 맡은 이를 의미한다.
마. 작곡가: 공연 가능한 음악을 작곡하는 이를 의미한다.

공연 기획개발 약정서

Ⅳ

바. 연출가: 작가, 작곡가와 함께 작품의 기획개발을 하며, 쇼케이스 연출을 맡는 이를 의미한다.
사. 제작지분 : 본 공연의 총제작비를 기초로 지분참여금액/총 제작비의 %를 말하며, 손익배분의 기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제작사 ○○○(이하‘○○’
라 함) 와 서울특별시

초가 된다.

XXRN XX동 XX번지에 소재한 제작사 XXX(이하‘XXX’
)는 <ABC>(이하‘공연’이라 함)에 관한 공
동 기획개발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4조 (계약기간)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기획개발최종 결과물(대본, 음악)이 완성되는 시점으

제1조 (계약의 목적)

로 한다. 단, 1년이 지난 후 최종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을 경우‘OOO’
와‘XXX’
는 재협의를 통해 약정

본 약정은‘공연’
을 기획개발함에 있어‘○○O’
와‘XXX’
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성

을 체결한다.

공적인 기획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또한 상호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제5조 (합의사항)
가.‘공연’
의 기획개발비는 일금**,***,***원정 (\**,***,***)으로 한다. 단, 기획개발비는 양사 합

제2조 (기획개발의 개요)

의하에 추가 집행될 수 있음을 합의한다.

가. 공연명: <ABC>

나.‘공연’
의 기획개발비 중‘OOO’와‘XXX’
는 각각 50%씩 부담한다.

나. 원작 : 드라마 <abc>

다.‘공연’
을 위해 개발 된‘대본’및‘음악’
의 공연권은 양사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 개발 크리에이터 : 작가 △△△ / 작곡 △△△ / 연출 △△△

다. 기획개발 완성 후‘공연’
의 제작 결정 시‘OOO’와‘XXX’
는 각각 50%의 제작지분을 갖는다.

라. 기획개발비 : 금*********원정 (\**,***,***)

라.‘공연’제작 결정 시, 기획개발비는‘공연’
의 총 제작비로 상계 처리하며,‘공연’제작 미결정 시

마. 기획개발 일정

기획개발비는 각각 양사 비용으로 상계 처리한다.

1) 대본 완성 : 1차 - 200*년 *월 / 2차 - 200*년 *월

마.‘공연’제작 결정 시,‘OOO’
와‘XXX’
는‘공연’제작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2) 음악 완성 : 1차 - 200*년 *월 / 2차 - 200*년 *월

바.‘△△△’
는 원작자(저작권자)로서 기획개발 약정 기간 중‘OOO’외 제3자와 별도의‘공연’
에대

3) 1차 쇼케이스(리딩) : 200*년 *월

한 약정을 할 수 없으며,‘공연’제작 결정 시‘OOO’
와‘XXX’
는‘공연권’
에 관한 계약을 협의

4) 2차 쇼케이스(리딩) : 200*년 *월

후 체결한다.

* 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 가능
제6조 (계약의 효력발생)
제3조 (용어의 정리)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획개발 : 공연 제작을 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원작의 컨셉과 내용을 바탕으로 공연 가능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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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OOO’
(
의 권리, 의무)
가.‘OOO’
는 기획개발비의 50%인 일금*********원정 (\**,***,***)을 부담하고, 이후‘공연’제
작 시 제작비의 50%를 부담하며 그에 따른 50%의 제작지분을 가질 수 있다.
나.‘OOO’
는‘공연’
의 대본작가, 음악작곡가, 연출가 등과의 계약 체결 주체가 되고, 쇼케이스를
운영하는 등 기획개발비에 대한 총괄 집행의 권리 및 기획개발의 주요 결정권을 갖는다.
다.‘OOO’
는‘공연’
의 기획 개발을 총괄한다.

가. 일방에 대하여 파산, 회사정리, 화의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나. 일방이 부도처분을 받은 경우.
다. 일방이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상태가 악화되어 상대방에 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일방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최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정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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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OOO’
는‘공연’
의 대본, 음악에 대한 적격성 판단여부 등 이와 관련된 모든 진행 사항에 대해
‘XXX’
와의 협의 및 결정권을 갖는다.
마. 작가, 작곡가, 연출가가‘OOO’
에 의뢰 받은 작업을 상호 합의된 기간 내에 완료시키지 못하거
나, 그 직책을 태만히 하여‘기획개발’
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OOO’
는‘XXX’
와 협의
하에 다른 인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OOO’
는‘공연’기획개발의 의무를 갖고 본 계약에 맞게
성실하게 책임 집행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당사자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
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또는 본 계약서 제11조를 위반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
사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본 계약에 의거 지출한 금액의 2배를 위약벌금으로 지급하여야 하
며 이와는 별도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손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XXX”
(
의 권리, 의무)
가.‘XXX’
는 기획개발비의 50%인 일금*********원정 (\**,***,***)을 부담하고 계약 후 10일 이

제13조 (해석)

내에‘공통으로 관리하는’계좌로 입금하며, 제작 시 제작비의 50%를 부담하며 그에 따른 50%

본 계약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계약

의 제작지분을 가질 수 있다.

당사자 간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다.

나.‘XXX’
는‘공연’
의 기획개발에 대한 주요 결정권을‘OOO’
와 공동으로 갖는다.
다.‘XXX’
는‘OOO’와 협의하여‘공연’
의 기획 개발에 참여한다.

제14조 (분쟁해결)

라.‘XXX’
는‘공연’기획개발의 의무를 갖고 본 계약에 맞게 성실하게 책임 집행해야 한다.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로서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모든 법적인

제9조 (권리 및 의무 양도)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당사자 일방은 본 계약상의 목적물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 등의 지위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5조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불

제10조 (계약의 변경)

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전쟁(전쟁과 유사한 국내상황), 기타 계약 당사자가 지배할 수 없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OOO’
와‘XXX’
는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

유사원인을 말한다.

며, 변경된 내용은 본 계약서에 우선한다.
제16조 (비밀유지)
제11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아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

‘OOO’및‘XXX’
는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상대방의 영업비밀, 기술정보, 자료 등을 상
대방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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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효력발생)
본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 날인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원천 컨텐츠 저작권자와의 계약사항 명기
- 상기 계약서의 경우는 한쪽의 제작사가 원천컨텐츠의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공동기획, 개
발하는 케이스다. 따라서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원작자와 제작사간의 계약사항은 저작재산권을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이상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

가진 제작자가 원작자와 작성한 계약서에 의거하며, 위의 공동제작 계약서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OOO’
와‘XXX’
가 정당한 수권을 가진 자로 하여금 각각 서명 날인하게
한 후‘OOO’
와‘XXX’
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Ⅳ

별첨: 공연권계약서(생략)
실무 TIP
▶ 명확한 용어정리
- 용어의 정리 및 각 프로듀서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원저작자, 복수의 기획개발 주체
가 참여하는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 기획개발 비용
- 기획개발 단계는 비즈니스 모델이 완벽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상대적으로 비용소모가 크지 않으므
로 별도의 투자자 없이 제작사 양측의 협의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 수월하다.
- 본 계약서에는 별도의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나 기획개발비를 하나의 예금구좌로 모아 공동 관리하거
나 제3자(프로젝트 기획개발 프로듀서, 기획개발 매니저)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 제작 주체간 이견 대립시 조율
- 아직까지 국내의 계약서들을 살펴보면 계약당사자 간에‘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는 문구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상호협의’
라고 하는 표현은 각자의 입장만 주장할 경우 의사결정 및 작품
개발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다.
- 기획개발 단계에서 연출가를 지정하기 힘들다면 본 작품의 기획개발을 전담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
인 입장의 별도의 프로듀서를 영입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의 경우 특정한 작품 제작과 관련하여 10명 이상의 프로듀서가 참여하고 별
도의 제작팀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Joint Venture가 별도로 수립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이
견 대립과 관련하여 3자의 결정권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예술적 측면에서는 연출가, 비즈
니스적인 측면에서는 변호사가 그 사항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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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토 의견

제12조 (손해배상)
나.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또는 본 계약서 제11조를 위반하는 경우 귀책사유 있
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본 계약에 의거 지출한 금액의 2배를 위약벌금으로 지
급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손해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 조항은‘위약벌’
을 규정하고 있다.‘위약금’
의 약정은‘손해배상액의 예정’
으로 추정하고,‘손
해배상액의 예정’
을 규정한 경우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
다민법 제398조 제2항, 제3항.
그러나‘위약벌’
은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491 판결. 단, 위약벌의 약정에
의한 의무강제를 통해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6976사건.

[참고] 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5호는‘문화산업전문회사’
를‘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사업
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 사원,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
로 정의한다. 이는 2006년 신설
된 규정으로 종래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하여 활용하던 특수목적법인을 문화산업
분야에 도입한 예이다.
이는 문화산업의 특정 프로젝트의 수행과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의 회계투명화에 대한 요구에 대
응한 제도로서 영화, TV드라마, 전시, 공연 등 제작에 상당히 왕성하게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공연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으로서의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고 그 공연과 관련한 정산이 종료
하면 회사를 해산함으로써 제작사의 기존 회계와 특정 공연의 회계를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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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단체 초청공연 계약서
- 해외단체 초청공연 계약서(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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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초청 계약서

국내단체 초청공연 계약서

대관을 지원한다. 이 때‘예술제
‘ 측에서는 공연장의 대관규약에 명시된 기본 대관만을 책임
진다. 이때, 기본 대관과 관련하여 상기 제2조에 명시된 공연장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
예술제

아래 계약서는 공연예술축제가 국내단체의 공연을 초청할 때 체결한 계약서이다.

‘는 이를 즉시 해결하여 공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3.‘예술제’
는 2009OOO공연예술제와 관련된 기본 홍보물, on-line 및 off-line 홍보매체를 통

공 연 계 약 서
(재)OOO공연예술축제(이하‘예술제’
)와 XXX 공연단체(이하‘단체’
)는 2009OOO공연예술제와 관
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해 상기 제2조에 명시된 해당 공연을 홍보한다.
제4조‘단체’
의 주요 의무
4-1.‘단체’
는 상기 제2조에 의거하여 공연을 제작, 진행한다.

-아

래-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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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단체’
는 상기 제2조에 명시된 해당 공연의 홍보와 마케팅을 총괄한다.
4-3.‘단체’
는 2009OOO공연예술제가 개최되는 동안 (재)OOO공연예술축제의 티켓예매시스템에

‘예술제’
는 아래 명시된 2009OOO공연예술제를 위하여‘단체’
를 초청하기로 한 바, 상호 권리와 의

티켓오픈 3일 전에 등록한다.

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4-4.‘단체’
는’
예술제
‘에서 지원하는 기본 대관 이외에 대관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
제2조 해당공연

용(추가조명시설, 추가인력 등)에 대해서 자체 부담한다.

행사명 : 2009 OOO공연예술제
단체명 : XXX 공연단체
작품명 : <ABC>

제5조 입장권
5-1.‘단체’
는 입장권의 종류 및 할인율 등‘예술제’
가 제시하는 티켓정책의 취지를 이해하고 가능

공연장 : △△△극장

한 이에 협조한다.

셋업일 : 200*년 *월 **일(수) 오전, 오후, 야간
공연일 : 200*년 *월 **일(금) 오전: 셋업, 오후: 드레스리허설, 야간: 공연
*월 **일(토) 1회 공연, 공연 종료 후 3시간 이내 철수
제3조‘예술제
‘의 주요 의무
3-1.‘예술제’
는‘단체’
에게 2009OOO공연예술제 기간에 제2조의 공연을 정해진 장소와 기간에

5-2.‘단체’
는 2009OOO공연예술제가 개최되는 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문화재단이 운영
하는‘사랑티켓’
에 참여한다.
5-3.‘단체’
는 2009OOO공연예술제 개최 2주 전까지 후원기관 및 의전용으로 발행하는 전체 좌석
의 10%를‘예술제’
에 제공하고, 공연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관객현황을 고지해야 한다.

공연하는 조건으로 지원금 ***,***만원(￦***,***)을 지급한다.
‘예술제’
는 본 계약 체결 후 한 달 내에 위 지원금의 **%(￦***,***)를 지급하고, 공연 시작

5-4. 공연에 대한 모든 입장권에 대한 발행 및 관리 권한은‘단체’
에 있다.

한 달 전까지 **%(￦***,***), 행사 종료 후 공연 정산시 **%(￦***,***)를 지급한다.
제6조 티켓수입 배분
3-2.‘예술제’
는 2009OOO공연예술제로‘단체’
를 초청, 상기 작품을 공연하는 조건으로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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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보고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 기한 : 공연 종료 30일 이내

있으며,‘예술제’
는 계약해지 시점까지‘단체’
가 상기 제2조의 공연과 관련하여 사용했다고
인정되는 경비의 110%를 배상하여야 한다.

- 방법 : 계좌이체, △△은행 ***-**-****** / (재)OOO공연예술축제
제10조 비밀유지
제7조 홍보 및 마케팅
7-1.‘단체’
는‘예술제’
가 요구하는 경우,‘단체’
가 제작한 공연용 인쇄물에‘예술제’
가 원하는 공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체결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
지 아니한다.

식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사항
7-2.‘예술제’
에서 상기 3-2항의 사항 이행 시 반드시 XXX공연단체라는 정식 단체명을 사용하며,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예술제’
와‘단체’
는 각각 한 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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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와 관련된 모든 홍보소스(기본 텍스트자료, 사진, 영상 등)는‘단체’
에서 제공한 것을 이
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관할법원은‘예술제’
가 속한 지방법원으로 한다.

7-3.‘단체’
가 상기 제2조에 명시된 해당 공연과 관련하여 기금 또는 협찬금을 유치할 경우 유치 금
액 전액은‘단체’
에 귀속한다.

붙임 : 공연결과보고서(양식) 1부. 지원금 정산보고서(양식) 1부.(생략)

제8조 저작권
8-1.‘단체’
는 상기 제2조에 명시된 저작물(공연작품)의 원저작자와의 계약을 책임지며, 본건 저작
물이‘단체’
의 독자적인 창작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안무(연출)의 전부 혹은 일부의
요소들은 저작권을 지닌 타 작품을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증한다.
8-2.‘예술제’
는‘단체’
가 상기 제2조에 명시된 공연작품의 공연행위, 공연물, 영상, 상품화물 등에
대해 각각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 영상저작물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자, 기타 저작권 및
관련 법령에 의한 권리자임을 인정하고,‘공연’등의 2차적 저작물의 이용 및 관리 행위 및 영
상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행하는 영상 저작물의 이용 및 관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9조 손해배상
9-1.‘단체’
의 귀책사유로 공연을 하지 못할 경우‘예술제’
는‘단체’
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
며,‘단체’
는 계약해지 시점까지 ’
예술제
‘가 상기 제2조의 공연과 관련하여 사용했다고 인정
되는 경비의 110%를 배상하여야 한다.
9-2.‘예술제’
의 귀책사유로 위 공연을 하지 못할 경우‘단체’
는‘예술제’
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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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토 의견

그렇다면 공연과 관련하여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일 뿐 단체에 인정되는 권
리는 아니다. 한편 저작권법에서는‘저작물의 예시’
로서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
의 어문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등을 들고 있다법 제4조. 여기서 어문저작

8-2.‘예술제’
는‘단체’
가 상기 제2조에 명시된 공연작품의 공연행위, 공연물, 영상, 상품화물

물로서의 연극대본과 공연형식으로서의 연극저작물은‘원저작물’
과‘2차적저작물’
의 관계가 될 것

등에 대해 각각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 영상저작물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자, 기타 저

이다. ‘2차적저작물’
(
이란 원자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작권 및 관련 법령에 의한 권리자임을 인정하고,‘공연’등의 2차적 저작물의 이용 및 관리

창작물을 말한다법 제5조 제1항).

행위 및 영상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행하는 영상 저작물의 이용 및 관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현재의 계약서 항목 상에서는 용어사용이 혼란스러우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규정의 취지는‘예술제’
와‘단체’사이에서, 공연물에 대한 권리 및 그 영상저작물에 대한

‘예술제’
는‘단체’
에게 위 제2조에 명시된 공연작품과 관련한 저작권, 저작인접권, 영상제작자로

권리가 단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제작이 아니라면 공연물에 대한 저작

서의 권리, 상품화권 기타 권리가 귀속함을 인정하고 그 권리행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

권(공연이‘결합저작물’
이든‘업무상 저작물’
이든)이 예술제에 귀속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는다.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귀속하는 권리이고 영상제작자의 권리와는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예술제’
와‘단체’사이에서 일응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권

구별된다. 영상저작물의 특례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이다저작권법 제

리의 귀속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사랑은 비를 타고> 사건에서 법원은 뮤지컬을‘결합저작

101조.

물’
로 확정하였고, 그 이전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사건에서 법원은 뮤지컬을‘업무상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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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로 파악한 바 있다. 사실관계의 차이, 분쟁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공연에 대
저작권(copyright)은 창작자에 대하여 부여되는‘권리의 다발’
이고,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
권으로 나뉜다.

한 저작권이‘극단’
에 귀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물론 극단이 대본 작가, 음악가
등 창작자 집단으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면‘극단’
이 저작(재산)권자가 될 수 있고, 제3의 영상
제작자로부터 영상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다시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이하‘저작권법’
을‘법’
이라 함), 공연권법 제17조, 공
중송신권법 제18조; 이는‘방송권’,‘전송권’,‘디지털음성송신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시권법 제19조, 배포권

‘결합저작물’
이란‘공동저작물’
과 구별되는 개념이다.‘공동저작물’
은‘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

법 제20조, 대여권법 제21조, 2차적저작물작성권법 제22조으로 분류하고, 저작인격권은 공표권법 제11조,

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
을 말하고,‘결합저작물’
은

성명표시권법 제12조, 동일성유지권법 제13조로 분류한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공동저작물의 예로 영상저
작물을, 결합저작물의 예로서 뮤지컬·오페라를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리이용가능성설’법 제2조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은 저작물의 해석·확산에 기여한 주체, 즉 실연자·음반제작자·방

제21호 참조).

송사업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연혁적으로 저작인접권자는 창작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저작권자에 비하여 열등한 주체로 인식되어, 인격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산권도 제한된 범위에서

‘업무상저작물’
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

만 인정되었다. 그러나 저작인접권자의 지위를 저작권자의 지위에 가깝게 끌어 올리는 것이 국제적

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법 제2조 제31호’
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

추세이다. 우리 저작권법상 실연자를 예로 들면, 2006년 인격권인‘동일성유지권’및‘성명표시권’

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법 제9조.

이 인정되었고, 2006년 (생실연의)‘공연권’
법 제72조등을, 2009년‘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
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권제76조의 2을 신설하는 등 재산권도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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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체 초청공연 계약서

법률 검토 의견
9-1.‘단체’
의 귀책사유로 공연을 하지 못할 경우‘예술제’
는‘단체’
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아래 계약서는 국내의 국제 공연예술축제가 해외단체의 공연작품을 초청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으며,‘단체’
는 계약해지 시점까지 ’
예술제
‘가 상기 제2조의 공연과 관련하여 사용했다고
인정되는 경비의 110%를 배상하여야 한다.

CONTRACT
상기 항목은‘손해배상액의 예정’
의 일종이다민법 제398조. 민법상 계약위반의 상대방에게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은 당연하다. 이 경우 손해의 범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계약 당사

BETWEEN

자가 계약의 내용으로,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게 상대방에게 일정금액을 손해배상을 하도
록 미리 규정할 수가 있다. 법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계약을 유효하다고

DLB Spectacles EURL

하는데, 상대방은 계약위반 사실만 입증하면 위약한 당사자는 미리 약정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

XXX단체주소

야 하는 것이다.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과실이 없었던 경우 책임을 면하느

Represented by Mr. XXX, on behalf of 단체명 XXX, Italy

Ⅴ

냐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으나, 귀책사유가 없었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액 예정액에 대한 책임을 물
을 수는 없다고 본다.)
물론 이 규정은‘금액’
을 미리 약정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의‘경비’
가‘공연’
과 관련된 것인지

Hereafter called THE COMPANY
AND

여부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기는 하나, 이러한 약정은 계약당사자에게 계약 준수에 대한 심리적 부담
이 될 수도 있으므로 효율적인 규정이라고 이해된다.

OOO Dance Festival 200*

초청자주소, KOREA
Represented by: Mr. OOO, Artistic Director
Hereinafter called THE ORGANIZER on the other part

IT IS STATED THAT
A/ THE ORGANIZER has the right to present in G city the following performance for
which he certifies having the participation of the necessary artists of THE COMPANY.
<ABC>
Choreography: Mau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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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ORGANIZER guarantees the availability of the following venue:

(2) THE ORGANIZER will also provide all the services that theater offers: box office,

G Arts Center

information, ticket sales, cashing and accounts of the ticket sales as well as security

극장주소, KOREA

services.

WHEREBY IT IS AGREED AS FOLLOWS

(3) As an employer, THE ORGANIZER will pay the wages of his personnel, social charges
and taxes in terms of the mentioned issue above.

1/ OBJECT OF THE AGREEMENT
THE COMPANY has taken the engagement to give 2 performances at OOO Dance Festival
with the above program in the above mentioned theater with the following schedule:

4/ PERFORMANCE FEE
(1) THE ORGANIZER will pay THE COMPANY a fee of ***,***(***,*** Euros) for the

Ⅴ

above mentioned performances. THE COMPANY agrees that this fee also includes: all
Date

Details

the royalties of text, music and choreography, performance rights fee, tax or whatever

October 21

Arrival in G city

the production of the performance entails.

October 22

Setup

October 23

2nd Performance at OOO Dance Festival 200*

October 24

3rd Performance at OOO Dance Festival 2009

October 25

Departure

(2) The total amount of fee will be transferred to THE COMPANY upon the completion of
the performance to the following bank account.
Bank:

2/ OBLIGATIONS OF THE COMPANY
(1) THE COMPANY will provide the performance entirely set up and will bear the artistic

Address of the Account Holder:

responsibility for the performances. THE COMPANY on tour includes ** persons. The

Address of the Bank:

performances will be given with sets, costumes and set props necessary that will be

IBAN:

brought by THE COMPANY.

BIC:

(2) Upon request, THE COMPANY agrees to furnish THE ORGANIZER with his photos, an

5/ PER DIEM

additional CV and/or the documents containing his artistic statement for the occasions

THE COMPANY will take full charge of the per diem for ** persons during the tour, from

selected by THE ORGANIZER for the promotional purpose.

the arrival on 21st October till the departure on 25th October.

3/ OBLIGATIONS OF THE ORGA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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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the Account Holder:

6/ ACCOMMODATION

(1) THE ORGANIZER agrees to create good working conditions with the staff necessary

THE ORGANIZER will take full charge of the accommodation of 4 nights in 13 singles, 4

for setting up, lighting, sound, load in and load out and performances. THE

doubles, and 6 twins (check-in on October 21st / check-out on October 25th) of the company

ORGANIZER will also provide English speaking translators for technical crew and

(breakfast included), in a comfortable residence hotel, equipped with en suite bathroom. **

dancers during their stay in Seoul.

Room charge and Breakfast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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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RANSPORTATION

9/ RECORDING

(1)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and its seat reservation shall be arranged by THE

(1) For the purpose of the archival use of the performance of the present agreement, THE

COMPANY and paid by THE ORGANIZER and THE COMPANY. THE ORGANIZER will

ORGANIZER has the non exclusive right to record full performance. THE ORGANIZER

transfer***,***(***,*** Euros) to the above mentioned bank account upon the

shall inform the company of any broadcast of the except for promotional purpose.

signature of the contract.
(2) THE COMPANY agrees that THE ORGANIZER may record the full performance, and
(2) International freight transportation shall be arranged and paid by THE ORGANIZER.
THE COMPANY will cooperate with THE ORGANIZER for the smooth transportation
of the freight to ensure the tour schedule.

broadcast and reproduce the excerpt of the production, not prolonging more than 3
minutes, presented under this contract provided that:
- Such recordings are not used for any commercial purpose, either by THE

Ⅴ

ORGANIZER, his commercial or broadcasting partner or the recording company or
(3) All local transportation of THE COMPANY (including personal belongings) between the
airport and hotel during their stay in Korea will be arranged and paid by THE
ORGANIZER.

photographer.
- Recording and images are used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artist,
performance, THE ORGANIZER or the arts in Korea, which may include free
screening of such recordings and images in its entirety rather at the venue for THE

(4) If the hotel is situated more than 15 minutes walk from the places of performances and
the rehearsal, THE ORGANIZER will provide a vehicle to THE COMPANY for the
transportation for the performance and rehearsal.

ORGANIZER
- THE ORGANIZER agrees he will endeavor to comply with any or all directions
given by the artist or their representatives in relation to obtaining the recordings
or images.

8/ SET UP-LOAD OUT-REHEARSALS
(1) THE ORGANIZER ensures that the venue will be available for THE COMPANY for the

- The copy of the recording of the whole production mentioned above will be given to
THE COMPANY in dvd (NTSC type) format upon the completion of its editing.

setup and technical rehearsals of THE COMPANY. THE ORGANIZER will provide the
necessary stage hands.

10/ MERCHANDIZING
THE ORGANIZER agrees to allow THE COMPANY to sell his merchandizing items in the

(2) Rehearsals will be strictly private in which nobody will be allowed to enter the stage or
the house without permission from THE COMPANY and THE ORGANIZER.

performance area including but are not limited to: postcards, dvds, t-shirts, posters, and
other promotional goods.
Given that, THE ORGANIZER has the right to require 15% of income of merchandizing

(3) The load out will be after the last performance.

products and fee of ***,*** Korean Won per day for the staff as a handling fee, where THE
COMPANY should notify beforehand the price, amount, items of the merchandizing

(4) A rehearsal room for THE COMPANY will be provided by THE ORGANIZER upon the

products.

request of THE COMPANY, which should be informed to THE ORGANIZER in advance.
11/ INSURANCE
(1) THE COMPANY declares that the company has contracted a general liabilit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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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covers the risks for its artistic activities, its responsibility and the safety of its

appointment should be made with reasonable prior notice to THE COMPANY.

staff. This shall be in effect to each and every member of THE COMPANY.
(3) THE COMPANY will give to THE ORGANIZER all elements necessary (black and white
(2) THE ORGANIZER is not liable for additional damage control expenses for the members
of THE COMPANY which may exceed the maximum amount of benefit approved and

pictures, color pictures, press book, brochures) for a good promotion of the
performance.

covered by THE COMPANY’
s insurance policy.
14/ CANCELLATION OF THE AGREEMENT
(3) THE COMPANY agrees to indemnify THE ORGANIZER from any claims and damage

The present agreement would be declared void or cancelled without any compensation in the

related to and arising from the delivery and storage of sets, union acts of THE

event of an Act of God. THE ORGANIZER shall have no obligation or liability to THE

COMPANY, and other elements in securing the production and its sets.

COMPANY for payment of the compensation provided for herein nor shall THE ORGANIZER

Ⅴ

be obligated to reschedule the performance if the performance is prevented by (i) THE
12/ IMMIGRATION

COMPANY’
s failure for any reason to be available for the rehearsal(s) or the performance

(1) THE ORGANIZER shall assist THE COMPANY to obtain approval of the visa(s) and the

mentioned in article A/, or (ii) by accident, riots, civil unrest, insurrection, war, terrorist act,

permit(s) for THE COMPANY. THE ORGANIZER agrees to make a reimbursement of

act or order of any public authority, strikes, lockouts, other labor difficulties, fire, floods,

the fee which the visa procedure may entail. Should this case happen, THE COMPANY

epidemics, natural disasters, acts of God, widespread power shortages/outages or other

must notify THE ORGANIZER the exact amount of the visa fee mentioned above with

conditions or events, similar or dissimilar, or any threat thereof, beyond THE ORGANIZER’
s

presenting the receipt of the visa fee to THE ORGANIZER upon his arrival in Seoul.

control.

(2) THE COMPANY must ensure that their working visa (C4 type) which is valid for at

(1) In the case of a cancellation by THE ORGANIZER, after THE COMPANY has arrived in

least 8 days from the date of arrival in Korea. THE COMPANY is also liable for any

Korea and even in the case of an Acts of God, THE ORGANIZER agrees to pay the

type of problem that may occur in relations to the visa he carries after being granted.

accommodation of THE COMPANY so far as THE COMPANY has already engaged in
the tour to Asia.

13/ PUBLICITY/PROMOTION
(1) THE ORGANIZER will be responsible to pay for all publicity to promote the

(2) The illness or injury of one of the artists cannot be considered as a reason for

performances; THE ORGANIZER will respect all credits to be mentioned in all publicity

cancellation of a performance. In such situation THE COMPANY shall replace this

and promotional material. The program will be edited in accordance with THE

artist by his/her understudy and special announcement will be made to the audience.

COMPANY. All the printed matter of the performances such as the program and the
poster will be edited by THE ORGANIZER. THE ORGANIZER will inform THE
COMPANY of the projects before editing.

(3) If THE ORGANIZER shall fail to observe any material term, condition or covenant of
this agreement, or shall fail in any financial obligation, THE COMPANY if he deemed
necessary can terminate this agreement. Written notice should be made within 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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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COMPANY or part of THE COMPANY agree to be available for PR events

after the performance mentioned in article A/. If no response is made by THE

including but are not limited to: press conference, meetings, and receptions. The

ORGANIZER after receiving the above mentioned letter, THE COMPANY has th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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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erminate this agreement.

법률 검토 의견

(4) In case of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ll amount already received by THE
COMPANY will stay to THE COMPANY, the remaining of the contract will be
immediately payabl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THE COMPANY to seek damage
from THE ORGANIZER.

4/ PERFORMANCE FEE
(1) THE ORGANIZER will pay THE COMPANY a fee of ***,***(***,*** Euros) for the
above mentioned performances. THE COMPANY agrees that this fee also includes:
all the royalties of text, music and choreography, performance rights fee, tax or

(5) In case of a cancellation by THE COMPANY after signing the contract, THE

whatever the production of the performance entails.

ORGANIZER remains the right to seek damage from THE COMPANY and all amount
already paid to THE COMPANY should immediately return to THE ORGANIZER.

Ⅴ

이 계약에서는 단체가 대본, 음악, 안무의 저작권료, 세금 기타 공연과 관련한 일체의 부담에 대
하여 책임을 지고 있으나, 공연단체 중에는 공연료 이외에 별도로 음악, 안무에 대한 저작권료를 요

15/ LAW SETTLEMENT

구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등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In case of a disagreement with the meaning or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agreement,

초청자가 책임지는 경우를 별론으로 하고, 음악, 안무에 대한 저작권료는 공연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both parties agree to stand by the Seoul law court.

계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16/ SPECIAL CLAUSES

한편, 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까지 초청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예산 책정시 주의하여야

THE ORGANIZER shall provide THE COMPANY with 10 complimentary tickets for each

한다. 통상 공연료의 22%(소득세 20%, 부가가치세 2%)를 원천징수하므로 이를 예산으로 확보하면

performance, and the requested amount of the tickets will be reserved for THE COMPANY,

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쉬우나, 실제로 과세당국은 (초청자가 부담하기로 한) 22%에 해당하는 세금

which should be confirmed in advance and will be purchased by THE COMPANY at the box

까지도 공연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므로 계산상 초청자의 부담분이 약 28%까지 증가하는 것이다.

office. The receipt will be given to THE COMPANY upon payment. 20 evening programs will
be given to THE COMPANY.

순지급액을 a, 세금합계를 b로 하여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다.
b=(a+b)×0.22 ⇒ (1-0.22)b=0.22a ⇒ b≒0.28a

All changes and amendments in this contract have to be made in writing signed by both
parties

미국과 불가리아 등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 소속 법인인 경우 그 제공 용역은 조세
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초청

Made in Seoul on 3 Aug, 200* in two originals

자의 원천세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한편 2006년 세법 개정시 2006년 2월 9일 이후 최초로 발
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총 지급액에서 항공료·숙박비·식대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강은경,『계약에서 공연장까지』
Eklasee, 2007, 223면, 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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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아티스트 초청계약서①

9/ RECORDING
(1) For the purpose of the archival use of the performance of the present agreement,
THE ORGANIZER has the non exclusive right to record full performance. THE
ORGANIZER shall inform the company of any broadcast of the except for

아래 계약서는 해외 팝페라 가수의 단독공연(피아노 반주자 동반)을 위해 초청할 때 아티스트와 직
접 맺은 계약서이다.

promotional purpose.

AGREEMENT

공연의 녹음, 녹화에 대하여는 상업성이 강한 단체일수록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상업뮤지컬이 아
닌 한, 보존목적, 혹은 교육목적(for archival purpose or educational purpose)의 녹음, 녹화에 대
하여는 대체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This Agreement is entered into on this ** April, 200* by and between 주최사 OOO, 주소,

Ⅴ

Korea represented by OOO, CEO(hereinafter called“the PRESENTER”
) and 해외아티스트
XXX(hereinafter called“the ARTIST”
).
14/ Cancellation of the Agreement
(3) If THE ORGANIZER shall fail to observe any material term, condition or covenant

WHEREIN both parties have agreed to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hereunder

of this agreement, or shall fail in any financial obligation, THE COMPANY if he
deemed necessary can terminate this agreement.
계약의 해제는 계약에서 규정한 규정 중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material) 규정을 위반한 경

A. ENGAGEMENT DETAILS
The PRESENTER agrees to engage the ARTIST to provide a service for the following

우에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계약서 초고에‘material’
이 빠져 있었다면 초청자 입장에서는
‘material’
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1) Engagement Details
Name: Popera Nights at △△△ Music Hall(hereinafter called“the CONCERT”
)
Venue: △△△ Music Hall(hereinafter called“the VENUE”
)
Date: August ** and **, 200* (2 performan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the
PERFORMANCES”
)
Show Time: Seventy Five Min. (75 Min.)
2) Rehearsals
Date: August ** and **, 200*
Venue: TBA
B. THE PRESENTER’
S COVENANTS
1) The PRESENTER will pay the ARTIST a net fee of ** thousand Euros (**,*** EURO).
2) In addition, The PRESENTER will pay the fee a net fee of * thousands Eur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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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 for a pianist.
3) This fee will be paid to the ARTIST as follows:
Payment schedule

5) Shall provide with passport information for visa application and the PRESENTER shall
assist the ARTIST with arrangements necessary to secure the travel documents and/or
a work permit.

1st Deposit - ________EURO due
Balance - __________ EURO due

D. GENERAL COVENANTS

4) All payments to be paid to:
Bank Information:
Account No./Name:
Bank Name:
Bank Address :

1) The ARTIST shall provide insurance to protect himself against all risks such as personal
injury, sickness, disease and loss of his own property. The PRESENTER will be
responsible to cover all risks caused by an act default or neglect of the PRESENTER.

Swift code :

archives. The PRESENTER is entitled to broadcast audio and audio-video excerpts of

IBAN :

the rehearsals and the performances with a length of up to at most 10 minutes for

ABI :

current reporting and advertising purposes. Further to the above, upon the ARTIST’
s

CAB :

prior written consent, the PRESENTER may broadcast one performance of the

CIN :

Ⅴ

2) The PRESENTER has the right to record performances of the PRODUCTION for its

PRODUCTION on local television to Korea only.
3) In addition, the ARTIST grants the PRESENTER the right to transmit live

C. THE ARTIST’
S COVENANTS

performances to a screen immediately outside the performance venue. Any further
details not outlined above will be agreed by separate negotiation.

1) Provide rehearsals and performances at the times and venues informed in advance. Any

4) Force Majeure: Both parties shall be in mutual cooperation to cover losses caused by

amendments to the schedule of services shall be communicated reasonably in advance

any delay in or failure of performance under this Agreement if such delay or failure is

and no reasonable request shall be declined.

caused by acts of god, riots, war, strikes or other labor troubles, or any other events

2) Shall be presented at rehearsals in condition of entirely prepared and mastered for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y affected. In such delay in or failure of performance, all

music and script. In case that the ARTIST is unwilling and unable to perform such

payment transferred to the ARTIST by this Agreement shall be immediately returned to

duties hereunder, the PRESENTER is entitled to terminate this Agreement and be

the PRESENTER.

discharged from all the payment and all covenants to the ARTIST stated on and related
to this Agreement.
3) Shall provide photographs, a biography and other visual/audio materials, as the
PRESENTER requires for front-of-house, advertising, publicity print and the
production of programs.
4) Shall do its best to ensure the participation in press conferences, interviews and photo
sessions required by the PRESENTER for publicity and promotional purposes, if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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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either party shall amend or discharge a part or whole of this Agreement,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hereto. If such amend or discharge is mad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any damages or losses shall be covered by the party
affected.
6)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Korea and both parties to this Agreement hereby irrevocably submit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Korea.
7) Any matters that are not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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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ance with general practice and custom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mutual
cooperation.

법률 검토 의견

8) This Agreement is executed in two original copies and retained by each party. The term
o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on the completion of the CONCERT and all covenants

이 계약서는 조별 제목heading을 생략한 약식 형태이나 예술단체에서는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없다.

of any parties shall be dismissed except all rights of any parties, which shall be
effective.
D. GENERAL COVENANTS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executed this agreement through their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n the Date set forth above.

1) The ARTIST shall provide insurance to protect himself against all risks such as
personal injury, sickness, disease and loss of his own property. The PRESENTER

Ⅴ

will be responsible to cover all risks caused by an act default or neglect of the
PRESENTER.

Additional Terms and conditions
투어 공연의 경우 주최측은 연주자에게 상해, 질병 등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보내

The PRESENTER shall provide the ARTIST with;

줄 것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물론 주최측은 공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연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따로 가입한다.

1) The best and right orchestra having 2 Horn section composing of total 45-50 people.
2) Two business class round trip air ticket and one economy class round trip air ticket
between Venice and Seoul.
3) Five-star Hotel accommodation during the stay for the CONCERT

D. GENERAL COVENANTS
3) In addition, the ARTIST grants the PRESENTER the right to transmit live
performances to a screen immediately outside the performance venue. Any further
details not outlined above will be agreed by separate negotiation.
가수는 주최측에 공연장 외부 인접한 지점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생실연을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다. 이는 실연자의 생실연을 공중전달하는 권리로서, 우리 저작권법은 2006년 전면 개정시
이러한 권리를 신설하였다.
제72조 (공연권)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실연
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마협약과 WIPO실연·음반조약은 실연자에게,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방송 또는 공중전달할 권
리(communication to the public)를 인정하고 있다로마협약 제7조 제1항 (a), WIPO실연·음반조약 제6조 (i).
WIPO실연·음반조약 제2조 (g)는‘실연이나 음반의“공중전달”
이란 방송이외의 매체에 의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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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아티스트 초청계약서②

연의 소리, 음반에 고정된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이라고 한다
“communication
(
to the public”of a performance or a phonogram means the transmission to the public
by any medium, otherwise than by broadcasting, of sounds of a performance or the sounds or the

아래 계약서는 해외의 클래식 연주자를 초청할 때 연주자와 직접 체결한 계약이다.

에 유선방송, 확성기나
representations of the sounds fixed in a phonogram.) 국제적으로는‘공중전달’
대형화면을 통한 전달 등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데, 우리 저작권법상‘방송’
에 유선방송이 포함된다

AGREEMENT

약정서

Agreement made by and between

XXX(이하“아티스트”라 함)을 대표하여

XXX(herein called“ARTISTS) and OOO of

OOO(이하“주최자”
라 함)과 공연 출연에 관해

주최자주소(herein called“PRESENTER”
) for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고 해석하므로 실제로는 확성기나 대형화면을 통한 전달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임원선, 개정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282면

D. GENERAL COVENANTS
4) Force Majeure: Both parties shall be in mutual cooperation to cover losses caused

Ⅴ

services of the ARTISTS.

by any delay in or failure of performance under this Agreement if such delay or
failure is caused by acts of god, riots, war, strikes or other labor troubles, or any

It is mutually agreed between the parties

other events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y affected. In such delay in or failure of

as follows:

performance, all payment transferred to the ARTIST by this Agreement shall be
immediately returned to the PRESENTER.

SECTION A. - ENGAGEMENT

Section A - 공연

The PRESENTER engages the ARTISTS

주최자는 아티스트를 고용하고 아티스트는 다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력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nd the ARTISTS agrees hereby to perform

음에 명기된 모든 조건, 상황에 의거하여 약정

불가항력의 법률적 의미는 지진, 폭동 등 자신의 통제 범위 밖의 사정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the engagement hereinafter provided, upon

을 이행하는 데에 동의한다.

된 일방당사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불가항력의 구체적 내용

all of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in set

은 공연지역에 따라, 공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자의 파업이 잦은 지역에서 공연이

forth.

예정되었다면 주최측은 이러한 사정, 즉 strikes or other labor troubles를 불가항력에 포함하고자
할 것이고, 공연하는 측은 이에 반대할 것이다.
연주자 중에는 illness가 계약상‘불가항력’
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공연기간 중에 아프다는 핑계
로 공연취소를 반복하기로 악명 높은 이도 있고, 따라서 주최측은 다음과 같은 문구를 계약서에 포
함시키고자 시도한 적도 있다.

1. ENGAGEMENT INFORMATION:

1. 공연

DATE Saturday, July 3, 200*

날짜

TIME 20:00

시간

PERFORMANCE LOCATION

공연장

△△△ Music Hall

프로그램 : 푸치니, 피아졸라 외

PROGRAM: Puccini, Piazzolla etc.
However, if the Artist cancels the performance because of illness within ** days of

182

the CONCERT date, he shall, with the discussion of the 주최자명, arrange a

2. Any change hereto in regard to the above

replacement of similar stature and quality and compensate the 주최자명 for the loss

programs are to be determined in the

caused by the cancellation.

discussion of ARTIST and PRESENTER.

2. 결정된 아티스트와 프로그램이 변경될 경
우 쌍방의 합의 하에 변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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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HEARSAL INFORMATION:

3. 리허설: 추후협의

DATE

TIME

REHEARSAL LOCATION

TBA

TBA

△△△ Music Hall

SECTION B. - PRESENTER OBLIGATIONS
1. COMPENSATION: For and in consideration of the engagement herein, the PRESENTER
shall pay to the ARTISTS the compensation of US$*,***(****dollars) in cash per

Section B - 주최자 의무사항
1. 공연료 : 주최자는 상기 공연과 관련하여 출연료로 총**,***달러(세금별도)를 200*년 7월 3일까
지 출연료를 아티스트에게 당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member net of tax by July 3, 200*.
2. ADDITIONAL CONDITIONS: The PRESENTER agrees to provide the ARTIST at its own

Ⅴ

2. 부가 조건 : 주최자는 위의 출연료와 별도로 다음 사항들을 자체 경비로 제공한다.

expense with the followings:
a. accommodation including breakfast at a five star hotel.
- 3 single and 1 double room for 3 nights, 5 single room for 2 nights
b. Round trip airfare for Italy to Seoul;
- Passengers: 6 economy classes

a. 5성급 호텔 숙박(조식포함)
- 싱글 1실, 더블 1실 - 3일 / 싱글 5실 - 2일
b. 이탈리아-서울(왕복) 항공권
- 비즈니스클래스 6매

c. Local transportation in Korea from airport to hotel.

c. 영내 교통(공항-호텔)

(Rehearsal & Concert: from hotel to hall, hall to hotel)

d. 공연과 관련되어 한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과세

d. Payment of all local taxes in connection with the engagement herein.
SECTION C. - ARTIST OBLIGATIONS
1. Provide for such work visa and travel documents of the ARTIST as may be required by
the laws of Korea. The PRESENTER shall assist the ARTIST with arrangements
necessary to secure said document and/or work permit.

Section C - 아티스트 의무사항
1. 아티스트는 국내법이 필요로 하는 여행 서류를 제공하고 주최자는 아티스트가 공연 허가 및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한다.
2. 아티스트는 공연의 홍보 및 흥행에 필요한 홍보 자료를 주최자에게 제공한다.

2. Supply the PRESENTER with a press and publicity kit for the ARTIS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urrent biography and photographs.
SECTION D. - RECORDING

Section D - 녹음

The PRESENTER and the ARTISTS understand that the performance of the ARTIST

주최자와 아티스트는 주최자의 보관용으로 공연의 녹음/녹화가 가능함을 상호 이해하고 이 자료는 주

engaged herein could be audio/video recorded for library use of the PRESENTER and its

최자의 권한으로 비상업적인 용도로 방송될 수 있다.

non-commercial broadcasting shall be also within the direction of the PRES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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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E. - FORCE MAJEURE

Section E - 공연 불가사항

In the event that the performance of any of the terms of this Agreement in the part of the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본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양측은 본 약정의 의무사항에

PRESENTER, or the ARTIST shall be prevented by an act of God, the acts or regulations of

서 면제된다. 쌍방은 상호 합의 하에 공연 일정을 새롭게 조정할 수 있으나 새로운 약정을 체결해야 할

public authorities, war, interruption, delay of transportation service or any other cause

의무는 없다.

beyond control, all the parties shall respectively be relieved of their obligations hereunder.
The parties shall use their best efforts to reschedule the performance so prevented, but there
shall be no duty on the part of either party to reach such new agreement.
SECTION F. - BREACH OF AGREEMENT

Section F - 약정의 파기

Each party shall be excused from obligations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without

각 측이 본 약정에 명시된 사항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 상대측은 본 약정의 사항들을 이행할 의무에

liability in the case that the other party fails to comp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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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SECTION G. - ARBITRATION

Section G - 중재

Any claim or dispute arising out of this Agreement or the breach or alleged breach thereof

본 약정과 관련된 모든 분쟁 및 소송은 대한민국 서울의 관련법의 중재에 의거한다.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Korea and the parties hereto agree to be bound by the
award of such arbitration and judgement.
SECTION H.

Section H.

The PRESENTER and the ARTIST warrant and represent that those parties whose

쌍방의 서명으로 본 약정은 효력을 발생하며 쌍방의 동의 없이 서명 되지 않는다.

signatures appear hereunder are authorized to sign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may
not be assigned without the consent of all parties.
In witness 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executed this Agreement in duplicate on the date

쌍방은 여기에 본 약정의 내용을 계약서 2부로 만들어 시행하며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first above written, each party retaining one copy thereof. This Agreement shall take effect
upon signature.

실무 TIP
▶ 공연시간의 명기
- 클래식 공연의 경우는 회당 공연 시간을 명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계약사항이 오케스트라가 속
한 노동조합이 정한 노동시간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따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오페라공연의
경우 해당 작품의 종결까지가 한 회가 되므로 클래식 공연처럼 공연의 시간을 명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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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토 의견
▶ 공연의 준비
- 클래식 공연의 경우 공연자체만큼이나 공연 이전에 공연장을 적절하게 준비해 놓는 일 또한 매우 중
요하다. 공연준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technical rider라는 부가조항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

SECTION G. - ARBITRATION

이다.

Any claim or dispute arising out of this Agreement or the breach or alleged breach

- 출연자의 중요도에 따라 또는 온도에 민감한 고 악기가 사용되는 음악회의 경우는 무대의 온도 및
습도까지도 지정된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다.

thereof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Korea and the parties hereto agree to be bound
by the award of such arbitration and judgement.

- 오케스트라가 내한하는 클래식 공연의 경우 피아니스트가 협연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교
향곡 등에 피아노가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개 단체 측에서 필요한 장비와 악기를 지참하고

‘중재’
(Arbitration)에 의한 해결을 규정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이왕이면 중재기관

내한하기 때문에 피아노는 겨의 유일하게 공연 주최자가 준비해야 하는 악기이다. 보통 공연장에 구

까지 특정 하는 것이 혼선을 막을 수 있겠다. 중재법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법 제40조

비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반드시 피아노의 기종이 구체적으로 확정

에 의하여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부칙 ③) 대한상사중재원

되어야 하며 공연 전 조율을 위해 반드시 음높이(pitch)를 병기하여야 한다.

의 중재에 의하도록 하면 간명할 것이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정리하면 좋겠다.

Ⅴ

- 무대 뒤 백 스테이지 준비에 있어서 가장 핵심사항은 주역급 들의 분장실 준비와 출연자들의 휴게실
(Green Room)의 준비사항이다. 이 또한 rider에 명시된 대로 또는 합의한 대로 준비한다.

ARBITRATION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SECTION H.
The PRESENTER and the ARTIST warrant and represent that those parties whose
signatures appear hereunder are authorized to sign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may not be assigned without the consent of all parties.
양도 금지(Non-Assignability)에 대한 조항이다. 출연계약처럼 개인의 재능(talent)을 대상으로 하
는 계약을 (연기자/가수의 출연계약, 연예인의 전속계약, 작가의 집필계약, 영화감독, 촬영기사와의
계약 등을 포괄하여) 탤런트 계약이라고 한다. 이 계약에서는 개인의 인적 개성(personal identity)이
중시되므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assign)하는 것
이 엄격히 금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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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공동제작 계약서
- 극장-공연단체 간 공동제작 계약서
- 복수 제작자(사) 간 공동제작 계약서
- 국내 공연단체-해외 공연단체 간
공동제작 계약서(영문)

Ⅵ. 공동제작 계약서

극장 - 공연단체 공동제작 계약서

제3조 (업무분담 및 의무)
‘공연’
을 위해‘갑’
과‘을’
은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각자의 의무를 이행한다.

아래 계약서는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특정 공연을 공동기획/제작할 시 체결하는 계약이다.

가.‘갑’
의 업무 및 의무
① 대관료 및 부대시설, 장비사용료 면제

공연약정서

- 주차 1대 무료 제공(셋업 기간 포함)
② 무대인력(스텝) 가능 부분 지원

OO예술극장 극장장 OOO(이하‘갑’
이라 칭함)과 XXX컴퍼니 대표 XXX(이하‘을’
이라 칭함)는 공연
<ABC>(이하‘공연’
이라 칭함)를 OO예술극장이 주최하는“공동기획프로그램”
으로 약정을 체결한다.

- 단, 예술극장 가능 스텝 이외의 추가인력 고용에 따른 비용은‘을’
이 부담
③‘갑’
의 공연장 보유 공연 기본 장비 제공
④ 제작비 *0,000,000원 투자

제1조 (양측의 의무)

⑤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Ⅵ

‘갑’
과‘을’
은‘공연’
이「공동 기획 프로그램」참가 작품으로 추진되는 취지를 이해하고,‘공연’
의성
공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측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나.‘을’
의 업무 및 의무
①‘공연’
의 제작 및 실연 관련 제반 업무

제2조 (공연개요)

- 리허설 및 공연 진행

○ 공연명 : <ABC>

- 무대장치 및 공연 필요물 (세트, 소품, 의상, 음악 등) 제작과 운반

○ 주 최 : OO예술극장, XXX컴퍼니

- 무대 기술적 준비사항 (무대세트, 음악, 음향 등)

○ 제 작 : XXX컴퍼니

- 공연작품 무대 (소품) 설치, 진행, 철거

○ 주 관 : 공연기획△△△

②‘갑’
의 약정 공연수입 분배금(35%) 지급

○ 공연기간 및 횟수 : 200*년 *월 **일(수) ~ **일(목) / 공연준비일

③‘공연’홍보 및 마케팅 (관람권 판매, 판매대금 관리 포함)

200*년 *월 **일(금) ~ **일(일) / 공연일 (총 *회)
○ 공연시간 : 금 20:00 / 토 18:000 / 일 16:00

-‘갑’
의 홍보, 마케팅에 필요한 자료 (각종 공연관련 정보 및 사진, 비디오 등) 제공
- 각종 홍보물 제작 및 활용 (인쇄물, 현수막 등)

※ 추후‘갑’
과‘을’
의 협의 하에 최소 1주일 전 특별공연을 추진할 수 있음

④ 상기‘가’
항‘갑’
의 공연장 보유 외 인력 및 장비

○ 공연장소 : OO예술극장 대극장

⑤ 기타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공연’관련 업무 일체

○ 제작 및 출연진

⑥‘갑’
에게‘공연’초대권 제공

- 안무 △△△ / 무대감독 △△△ / 조명감독 △△△ / 사진 △△△

-‘공연’1회당 유보석 10매 제공

- 출연 : △△△, △△△, △△△, △△△

- 유보석 외‘갑’
의 각종 홍보활동 지원 목적으로 회당 10매의 초대권 제공

※‘을’
의 사정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을’
은‘갑’
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하여 공연추진에 차질이

※ OOO예술극장 회원에게 20% 할인권 제공

없도록 조치한다.)
○ 관람료 : R석 20,000원, S석 10,000원
○ 관람료 할인내용 : 학생(대학생까지) 30%, 장애우 및 국가유공자 50%, 단체관람 40-50%(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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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홍보 및 입장권 판매)
가.‘공연’
의 홍보에 있어‘을’
은 모든 홍보물에 OOO예술극장 기획프로그램“공동기획프로그램”

제6조 (작품 촬영, 방영)
가.‘공연’
의 촬영, 녹화, 방영권은‘을’
에게 귀속된다. 단,‘갑’
은 홍보, 교육이나 자료용 등 비상업

임을 미리 고지한 엠블럼을 통해 표기하여 홍보하여야 하며 대외적으로 홍보물을 발송하기 이

적 목적을 위해‘공연’
을 촬영 또는 방영할 수 있으며, 영상자료로서 열람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

전에‘갑’
에게 그 내용과 표현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공연 프로그램 책

반방영을 계획할 시에는‘을’
과 사전에 별도 협의하도록 한다.

자를 제작하는 경우‘을’
은 책자의 1페이지를‘갑’
의 홍보페이지로 제공하며, 공동주최로서
OOO예술극장 극장장의 인사말을, 제작진에 OOO예술극장 직원의 명단을 명기한다.

나.‘공연’
의 실황 녹화를 위해 방송국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 촬영 당사자인 방송국이 해당 촬영료를
납부토록 한다. 단, 촬영하는 방송국이‘공연’
의 공동주최자 또는 후원자인 경우 예외로 한다.

나. 입장권 판매(예매와 현매 모두 포함)는‘을’
이 전담하여 추진하되, 등급별 좌석배분, 할인 여부
및 할인율의 책정에 있어‘을’
은 판매 전에‘갑’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객석 1% 기부제 시행)
기부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문화소외계층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코자‘갑’
과‘을’
은 공연과

다. 입장권 판매처는 온라인예매처의 경우‘갑’
과 사전협의 후‘을’
이 위탁 계약 할 수 있으나 일정

관련 객석 1%를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함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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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을 극장 예매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한다. 현장판매의 경우‘갑’
의 공연장에 설치된 전산발매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한다.‘을’
은 이를 위한 위탁 판매 계약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판매대
금은‘을’
에게 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8조 (후원/협찬)
가.‘공연’
의 후원, 협찬은‘갑’
과‘을’
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조하되, 섭외대상은‘갑’
과‘을’
의 품격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할 수 있다.

라.‘을’
은 온라인판매를 제외한 전화예매(무통장입금) 및 단체판매 등을 추진할 경우‘갑’
에게 해당
판매정산내역 및 증빙자료(통장 입금내역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한다.‘갑’
은 온라인예매처로부
터 공연 종료 후 제공되는 총판매정산내역을 우선 기준으로 판매 최종정산내역을 산출한다.

나. 현금 협찬의 경우‘갑’
과‘을’
중 협찬을 유치한 쪽이 50%를 단체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50%는
공연수입금으로 포함시킨다. 다만, 티켓판매를 전제로 한 협찬금은 100% 전액 공연수입금에 포
함시킨다.

제5조 (공연수입금 배분)
가. 공연수입금은 예매와 현장판매를 포함한 모든 입장권판매로 얻은 총수입을 대상으로 하며 위탁
판매수수료를 제한 후‘갑’
과‘을’
에게 각각 35%와 65%의 비율로 귀속한다.

제9조 (배상 및 책임)
가.‘갑’
과‘을’
이 본 약정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약정을 위반한 측에서 책임
을 지고 배상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상호 협의 하에 적법하게 해결한다.

※ 위탁판매는 온라인판매대행사에 의한 판매 및 개인의 단체권판매를 지칭하며, 위탁판매 발생시
‘을’
은 위탁판매수수료의 증빙자료로써 각각의 위탁판매 계약서 및 판매정산내역 사본을‘갑’
에
게 제출한다.
나. 입장권판매수입금은‘갑’
의‘공연장’
에서 수표된 입장권을 기준으로 산출하며,‘갑’
의 수표내
용과‘을’
의 판매정산내역을 비교하여 잔표분 수입이 발생된 경우 수입금 배분 기준 공연수입금
에 잔표분 수입을 포함하여 정산하고 그 총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을 배분한다.
다.‘을’
은‘공연’
의 종료 후‘갑’
에게 귀속될 약정비율 35%에 해당하는 공연수입금 및 입장권판매

나.‘을’
이 본 약정체결 후 공연을 취소할 경우 공연 취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약금으로‘갑’
에게
초래되는 기회비용인 공연장 대관료 전액을 배상한다.
다.‘을’
은 공연 준비일을 포함한‘공연장’사용기간 중‘공연’
과 관련하여 발생한 시설 및 장비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 시설은‘공연’
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예술극장 무대, 조명, 음향시설과 장비 및 분장실 시설을 포
함한다.

정산내역 등 결산자료를 공연정산 종료 30일 이내에 납부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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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금품, 향응 제공 요인 사전 차단)
‘갑’
의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을’
로부터 금품수수나 향응을 받지 않으며, 금품수수나 향응이 이루
어질 경우‘갑’
의 담당자 처벌은 물론‘을’
도 불이익이 부과된다.

법률 검토 의견
‘비상업’공연 계약서의 예로서 무리가 없다.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를 서면으로 기록한 내용이다.
좋은 계약서란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객관적으로 뚜렷이 인식이 되고, 분쟁 발생시 해결의 기준이 제

제11조 (보완사항)

시될 수 있는 것이다.

가.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갑’
과‘을’
은 서로 즉시 통보
하고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제4조 (홍보 및 입장권 판매)
나. 본 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의 발생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관
할법원은‘갑’
의 소재지로 한다.

가.‘공연’
의 홍보에 있어‘을’
은 모든 홍보물에 OOO예술극장 기획프로그램“공동기획프로
그램”
임을 미리 고지한 엠블럼을 통해 표기하여 홍보하여야 하며 대외적으로 홍보물을 발
송하기 이전에‘갑’
에게 그 내용과 표현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공

다. 본 계약내용은‘갑’
과‘을’쌍방이 서명한 날로부터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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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프로그램 책자를 제작하는 경우‘을’
은 책자의 1페이지를‘갑’
의 홍보페이지로 제공하
며, 공동주최로서 OOO예술극장 극장장의 인사말을, 제작진에 OOO예술극장 직원의 명단

상기 합의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갑’
과‘을’
은 본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쌍방 서명 후 각 1부씩 보

을 명기한다. (중략)

관한다.
다. 입장권 판매처는 온라인예매처의 경우‘갑’
과 사전협의 후‘을’
이 위탁 계약할 수 있으나
일정 수량을 극장 예매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한다. (후략)
위 계약서에서는 양 당사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위의 제4조 가.를 보면 을
이 홍보물에 갑의 홍보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된다. 단, 다.에서는
‘일정수량’
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계약 당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것으
로 예상된다. 일정수량의 특정이 중요한 사항이라면‘계약 이후 언제까지 (혹은 공연 이전 언제까지)
특정한다’
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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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제작자(사) 간 공동제작 계약서

라. 공연장 : 본 공연이 진행되는 극장을 지칭한다.
마. 제작지분 : 본 공연의 총제작비를 기초로 지분참여금액/총 제작비의 %를 말하며, 손익배분 기초

아래의 계약서는 두 제작자(사)가 뮤지컬을 공동으로 제작할 때 체결한 계약서이다.

가 된다.
제4조 (합의사항)

공동제작계약서

가.‘공연’
의 총제작비는 일금*********원정(\***,***,***)로 한다.
나.‘공연’
의 총제작비 중 50%는‘OOO’
가 50%는‘XXX’
이 부담하며 제작비 투자에 관한 세부일

서울특별시 주소에 소재하는 제작사 OOO(이하‘OOO’라 함)와 서울특별시 주소에 소재하는 제작사
XXX(이하‘XXX’
)는 <ABC>(이하‘공연’이라함)에 관한 공동제작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정은 추후 별도 협상하기로 한다.
다.‘공연’
은 200*년 *월 **일부터 200*년 *월 **일까지 △△△극장에서 **회 이상 공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관 등에 따른 변경상황 발생이 생길 경우 상호협의 하여 공연장, 공연기간,

제1조 (계약의 목적)

공연횟수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은“공연”
을 제작함에 있어‘OOO’
와‘XXX’
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성공적

라.‘OOO’
‘XXX’
는 제3자와‘공연’
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양사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인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또한 상호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마.‘XXX’
은‘공연’
의 저작자와 적법하게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공연’
의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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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연과 관련된 권리는‘XXX’
과‘OOO’
가 공동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2조 (공연의 개요)
가. 공연명 : 뮤지컬 <ABC>
나. 저작권자 : △△△

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가‘OOO’및 그 임직원, 법률고문, 대리인 등(이하‘OOO’등)
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의 소송의 제기, 강제집행, 비용의 배상 등을 청구할 경우에‘XXX’
은
‘OOO’
를 면책시키고,‘OOO’등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연기간 : 200*년 *월 **일 ˜ 200*년 *월 **일
라. 공연장소 : △△△극장

제5조 (계약의 효력발생)

마. 총제작비 : 일금*********원정(\***,***,***)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바. 제작 : OOO, XXX
사. 협찬, 후원 : 확정시 추후 별도 명기

제6조‘OOO’
(
의 권리, 의무)
가.‘OOO’
는 총제작비의 50%인 일금*********원정(\***,***,***)을 부담하고,‘공연’
의 50%의

제3조 (용어의 정리)
본 계약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총제작비 : 공연의 제작과 운영에 소요되는 순제작 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으로 내
역은 본 계약서에 별첨한다. (첨부 #1)
나. 총매출액 : 티켓판매(프리뷰포함) 및 협찬, 상품판매, 프로그램, 기타 모든 경로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매출액 산정 시점은 해당 대금이 입금되는 시점과 해당 의무가 종

지분을 갖는다.
나.‘OOO’
는‘공연’
의 총제작비에 대한 총괄 집행의 권리 및 작품제작의 주요 결정권을 갖는다.
다.‘OOO’
는‘공연’
의 기획, 홍보, 마케팅 등의 업무를 주로 분담하며, 프로덕션 제작 및 공연장 운
영 등의 업무를‘XXX’
과 공동으로 분담한다.
라.‘OOO’
는‘공연’결산을 통한 순이익 배분의 의무를 갖고 본 계약에 맞게 성실하게 책임 집행해
야 한다.

료되는 시점으로 그 기준을 삼는다.
다. 손익 : 총매출액에서 티켓판매 수수료 등 제반 비용 (부가가치세, 티켓판매수수료, 티켓할인금
액)등을 공제한 후 가항의 총 제작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수익배분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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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XXX’
(
의 권리, 의무)
가.‘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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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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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갖는다.
나.‘XXX’
은‘공연’
의 프로덕션 제작 및 배우, 스태프 섭외, 계약, 대관 등의 업무를 주로 분담하여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 완수할 책임을 가지며, 홍보, 마케팅, 공연장 운영 등의 업무를‘OOO’
와
공동으로 분담한다.
다.‘XXX’
은‘공연’
의 제작비용 중 프로덕션 관련 제작비를‘OOO’
와 합의하에 집행하며,‘공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 자료를‘OOO’
에게 제출한다.
제8조 (총제작비, 매출액의 관리)
가.‘OOO’
는 총 제작비와 매출액의 정산, 집행감독 및 수익금 배분의 의무를 갖고 본 계약에 맞게
성실하게 책임 집행해야 한다.
나. 총 제작비 및 매출액은‘OOO’
의 책임 하에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의거 관리되며, 매출액 및 제

제12조 (협찬유치)
가.‘OOO’
와‘XXX’
은 각 협찬사를 유치할 수 있으며 (협찬금액에 따른 제한은 없음) 유치시 협찬
금의 20%는 유치사에 귀속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동 수익으로 귀속한다.
나. 협찬사 유치에 따른 매출액 계리는 유치사가 진행한다.
다. 협찬사의 유치에 대한 초대권 제공의 경우에는 협찬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공동 제공함을 원
칙으로 하며 추가 제공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 후 진행한다.
제13조 (초대권 운영)
가. 무료초대권의 수량은 총 가용객석의 *% 이내로 하며, 제작지분별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나. 언론, 인터넷, 방송 등의 홍보 또는 프로모션 목적의 초대권은 총 가용객석의 *% 이내로 집행하
며, 상호 합의하여 그 수량 및 사용 내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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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비는‘OOO’
의 회계적 비용으로 귀속 처리된다.
다.‘XXX’
은‘OOO’
가 요청하는 경우 제작비의 집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제공하여
야 하며,‘XXX’
은 제작비 집행의 투명성을 가지기 위하여“제작비”
의 집행은 첨부한 세부내역
을 기초로 집행하고 세무회계상 인정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제14조 (프로그램 광고 유치)
가. 양사를 포함한 전체 제작사 그룹은 프로그램 광고 협찬을 유치할 수 있으며, 유치시 광고비의
20%는 유치사에 귀속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동 수익으로 귀속 한다.

양사 합의를 통하여, 증빙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아니한 제작비의 지출을 총 제작비 정산시 지출

나. 전체 제작사 그룹은 각사 1P의 자사 광고 권한을 갖는다.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광고 유치에 따른 초대권은 R석 10매 이내에서 제공한다.

제9조 (수익 및 손실 배분)
가.‘OOO’
는‘공연’종료 후 30일 내에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에 따른 제작원금 및 수익을 분배한다.
나.‘공연’
의 수익 및 손실 발생시‘OOO’
와‘XXX’
은“제작지분”비율로 배분 받는다.

제15조(지방 및 이벤트공연)
‘공연’
이 서울을 제외한 국내외 지역에서 초청되어 공연되어질 경우 총제작비 및 원작 로열티 5%를
제외한 후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OOO’50% :‘XXX’50%의 비율로 배분한다.

다.‘OOO’
와‘XXX’
은‘공연’종료 후 지체 없이 모든 제 증빙이 완비된 공연 정산 보고서를 작성
한다.

제16조 (권리 및 의무 양도)
당사자 일방은 본 계약상의 목적물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 등의 지위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제10조 (연장 또는 재공연시의 공동제작 권리)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본 계약이 종료된 후 향후 *년간‘공연’
이 연장 또는 재공연 될 시 별도의 계약이 없더라도‘OOO’
는
‘XXX’
과 공동 제작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연장 및 재공연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및 구체적
인 계약 조건에 관해서는‘OOO’
와‘XXX’
이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

제17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OOO’
와‘XXX’
은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
며, 변경된 내용은 본 계약서에 우선한다.

제11조 (투자유치)
‘OOO’
와‘XXX’
은 각사의 지분 범위 내에서 투자사를 유치할 수 있으며, 유치시 손익배분은 각 사의
제작지분 내에서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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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아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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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방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일방에 대하여 파산, 회사정리, 화의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나. 일방이 부도처분을 받은 경우.

제24조 (효력발생)

다. 일방이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재정

본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 날인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서의 내

적 상태가 악화되어 상대방에 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일방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최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제19조 (손해배상)

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이상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OOO’
와‘XXX’
이 정당한 수권을 가진 자로 하여금 각각 서명 날인하게 한 후‘OOO’와‘XXX’
이
각1부씩 보관한다.
첨부: 총제작비 세부 내역(생략)

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
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또는 본 계약서 제11조를 위반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
사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본 계약에 의거 지출한 금액(제작비 포함)과 제3자로부터의 수익이
약속된 금액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위약벌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대방에게 손
해가 있는 경우 그 손해를 지급하여야 한다.

Ⅵ

실무 TIP
▶ 투자유치 및 협찬유치의 조건
- 각 제작사의 지분율 안에서 투자사를 섭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손익분배는 제작사와 투자사간
의 협의 사항으로서 제작사간의 계약서에는 명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투자사와 계약하는 조건이
다른 제작사의 손익이나 작품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작품의 제작과 관련한 제작사의 권리를 침

제20조 (해석)
본 계약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계약
당사자간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다.
제21조 (분쟁해결)

해해서는 안 된다.
- 양 제작사 중 어느 한쪽이 공연에 대한 협찬금 (물품포함)을 유치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권리행사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연장공연, 재공연에 대한 규정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간의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로서 상호원만한 합의에 의

- 둘 이상의 제작사가 참여해서 공연을 제작했는데, 다음해에 한 제작사는 재공연의 의사가 있으나 다

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모든 법적인 분

른 제작사에서 제작 의사가 없거나 제작할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명기할 필요가

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있다.
- 제작에 참여하지 않는 회사는 초기 프로듀서로서 어떤 권한(로열티, 수익배분 등)을 가지게 되는지,

제22조 (불가항력)

작품 제작의 리스크를 가지지 않게 됨으로서 포기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공동으로 제작한 무대, 소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불

품, 음악, 의상 등에 대한 소유권 포기), 제작을 원하는 제작사는 제3의 공동제작사를 선택할 수 있는

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전쟁(전쟁과 유사한 국내상황), 기타 계약 당사자가 지배할 수 없는

지 이때 선택의 권한과 기준은 누가 가지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유사원인을 말한다.
제23조 (비밀유지)
‘OOO’
및‘XXX’
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상대방의 영업비밀, 기술정보, 자료 등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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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연단체 - 해외 공연단체 간 공동제작 계약서

Companies agree to each create a 30-40 minute new work for this creation to be performed
& toured as a double bill production for touring in Korea & XXX 200* as outlined in the

아래 계약서는 해외 무용단체와 국내 무용단체가 공동제작을 위해 작성한 계약서이다.

Schedule herein.
This Schedule of Performances (venues attached) has been confirmed except where indicated

AGREEMENT

(TBC) by DTX and OOO Dance Company with the Theatres in their Country, correct as at
this time.

BETWEEN THE UNDERSIGNED:
ARTICLE 2 - Artists/Personnel for the Work
OOO Dance Company

주소

Each Company will bring to the Collaboration the following

Ⅵ

Seoul, South of Korea
Represented by Ms OOO

DANCE THEATRE OF XXX: 4 dancers (2 men/ 2 woman) plus
2 Musicians (one of whom is the“lead composer*)

Hereinafter named as“OOO Dance Company”or“OOO”
and

1 Lx Designer/Technical Director
OOO Dance Company: 4 dancers (3 women/1 man) plus
2 Musicians (one of whom is the“lead composer*)

DANCE THEATRE OF XXX

1 LX designer/Technical director

Bloomfields Centre
Lower Georges Street

*“Lead Composer”is Responsible to the Choreographer for directing the other musicians

Dun Laoghaire, Co Dublin

and laising with the respective choreographer of the work; they are also a musician playing
the work

Hereafter named as“Dance Theatre of XXX”or“Robert XXX”
ARTICLE 3 - Rehearsals & Performance Dates and Premieres
ACCORDING TO THE FOLLOWING SPECIFICATIONS:

(i) Rehearse / Dublin: 2nd June - 12th July 200* inclusive; 6 wks total
4.5 weeks Robert XXX and 1.5 weeks OOO*

ARTICLE 1 - The Work

(See proposed Rehearsal Schedule Dublin)
Plus rehearsal time while touring, shared equally

Creation:

(ii) Rehearse / Korea: 18th August - Sept 13, 200* inclusive; 4 wks total
3 weeks OOO, Plus 1 week shared for

Both Choreographers (OOO of the one part & Robert XXX, of the 2nd part) and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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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week of September 15 - 18 Shared equally

week (Monday through Friday) (though the choreographer(s) may work additional hours.) A

Plus time throughout performance period, Shared equally

usual working day is 8.5 hours per day generally of which about 5.5 hours is actual

(iii) Performances / Korea: Sept 15 through October - 4th October inclusive;
Total 8 performances/6 theatres (TBC)

rehearsal time. The rest is Class (30min - 1.5 hours /Lunch(1hour) /breaks, 5-15minutes); To
be flexible, during rehearsals in either Korea or Dublin, it would be possible to work an

(iv) Rehearse / Dublin: 6th/7the & 9th November 200* Inclusive; (Thus/Fri/Sun)

occasional Saturday or Sunday if absolutely needed for rehearsals, or to work later on some

(v) Performances / Ireland 12th November - 3r December 2008 inclusive

days. All subject to agreement and arranged in advance.

Total 11 performances/ 7 theatres (confirmed)
NOTE: DTI Studio is not free on week nights (Mon-Friday) during June or November it is
* SEE“Rehearse Schedule in 3 parts”attached - giving an outline of rehearsal dates,

also not free on Saturdays (there are classes all day in our Studio on Saturday);

subject to further refinements
ARTICLE 5 - Class, Warm up

Ⅵ

* SEE attached“Schedule of Performances & Get - Ins in Ireland - Korea”
Either In OOO Robert XXX or someone whom they appoint will give a Warmup/Class as
(vi) Official Premiere / Korea: September **h, at A city Culture & Arts Centre, 7:30pm

arranged and desired to the Company during the Rehearsal and Touring periods. For no

(vii) Official Premiere / Ireland: November **, 200*, Pavilion Theatre, 8 pm,

additional fees.

The Choreographers/dancers/musicians agree to be present for the technical preparations

Sometimes (on tour) in Ireland (for DTX), dancers warm themselves up, with a few group

for all performances & for all Get-ins for the performances in Korea & Dublin, as outlined

movement phrases a the end of that period, performed together, before going into any

in The Performance & Rehearsal Schedules attached.

rehearsals or performances. Each warmup (approximately 30min - 1.5) will be specifically
for the purpose of preparing the dancers to work for that choreographer’
s rehearsals.

ARTICLE 4 - Working Day - Rehearsal periods Dublin & Korea
In general, when the Company of dancers are in rehearsals for Robert XXX’
s choreography,
Hours: 10:00am-6pm and one-hour for lunch break (approximately 2:pm-3:00 pm), but as

Robert XXX(or someone they appoint) will be responsible for giving the Company Morning

arranged. The Day will include a short warm up of 30 minutes to 1.5 hours, from 10am -

warm up.

10:30/11/11:15 am for the dancers (see detailed information about Warm up below, in the
Contract).

In general, when the Company is working on OOO’
s choreography, OOO or someone she
appoints from her Company, will be responsible for the Company Morning warm up.

A proposed Rehearsal Schedule is outlined and agreed as an outline. See“Rehea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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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in 3 parts”for Dublin Rehearsal period June 2 - July 12th and in Korea August 18

For both Companies, the choreographers may ask dancers to warm up themselves and/or

- September 13th. See Attached. (see Travel for ARRIVAL DATE)

lead a warm up on days which they wish.

Note: During rehearsals, DTX dancers in Korea or Ireland, should generally work a 5 day

When on tour or in rehearsals, the Warmup, will allow dancers to do some part of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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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mup on their own, and other parts together, and be sympathetic to the vocabulary
needed for BOTH works, in a manner that will be worked out agreeable to both

In Ireland, the Korea musicians will arrive no later than Nov. 4th for rehearsals.

Choreographers and the dancers.
Article 7 - Set/D、
ecor/Props and Costumes
ARTICLE 6 - Music/Musicians
Dance Theatre of XXX will provide and take care of providing the costumes/costume design
Each company shall select 2 musicians respectively who shall perform together as an

& materials needed for its own Choreography as well as Props, Projections, set or any

ensemble performing live at each performance for both works.

additional text, writing, music if it should be desired. This cost will not be shared equally,
but born by Dance Theatre of XXX.

It is agreed that each Company (Dance Theatre XXX / OOO Dance Company) shall work with
their respective musicians to produce music for each work, but where possible, we will be

OOO Dance Company will provide and take care of providing the costumes and Costume

incorporating all 4 musicians to play in both works.

Design & materials needed for its own Choreography as well as Props, Projections, set or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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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text, writing, music if it should be desired. This cost will not be shared equally,
It is agreed that, both new dance works will have elements of using all 4 musicians.

but born by OOO Dance Company.

However, all the music need not be played live, and all 4 musicians, need not play (at all
times) together.

The costs for shipping any decor
cor.
、 will be assumed by each Company for their own set/de、

The Korean Musicians (2) shall be present in Dublin for rehearsals of the creation by Robert

The costs for shipping any musical instruments will be assumed by each Company for their

XXX for approximately 2 weeks: June 30 thru July 12, 200* and they will rehearse as

own musical instruments; where instruments are used in both pieces, the costs are shared

specified, partially by day and with rehearsals also at night.

equally.

The Irish Musicians (2) will be present for rehearsals of the work of OOO (and the entire

ARTICLE 8 - Lighting

programme before it’
s premiere) 2 weeks approximately Sept 1 - Sept 13, 200*.
Dance Theatre of XXX and OOO Dance Company and their Technical Directors will work
Musicians will be present for all Tour dates in Korea & Dublin as per this contract, and

together, each creating the lighting design for their own work, but then for the premiere in

attend all Technical rehearsals as required by The Companies and as outlined in this

Korea they will be combined into one Lighting Plan, containing the elements to Light

Contract and in Rehearsal Schedule and in the Performance Schedule and in any changes

satisfactorily BOTH works. There will be meetings between the Choreographers & the

subsequent to this Contract.

Lighting Designers of both Countries before the premiere in Seoul to make sure that the
Lighting Design for the whole programme (in concept) is agreeable to both Company’
s,

Rehearsal space will be provided for the musicians as needed, by both Company’
s in their

subject to budgetary restraints in both countries (when touring)

respective Countries. If there should be any costs for this, each Company will pay for any
costs incurred in their own Country.

208

Dance Theatre of XXX will provide their own Lighting designer/Technical director who will

계약서

209

Ⅵ. 공동제작 계약서

work with Robert XXX’
s to light their choreography, and Robert & their Technical Director

assist the Technical Directors to receive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dimensions, Lighting

will be supported in Korea (through translators and technical assistants in Korea) to

instruments, etc necessary for them to prepare their work(and assist in translating same).

implement their lighting plan in Korea.
Technical aspects of all theatres in this Tour and touring details in both Countries, will be
OOO Dance Company will provide their own Lighting designer/Technical director who will

discussed in June/July during the Dublin Rehearsals. Decor
、 and design issues will respect

work with OOO to realise the lighting for OOO’
s choreography, and she (and her Technical

the limitations of each venue and should be adaptable.

Director will be supported in Ireland (through translators and technical assistants) to
implement their lighting plan in Ireland.

ARTICLE 9 - Technical Preparations (Get-ins) for the Theatre Performances

Both Company’
s will provide Lighting Design Plans for their work 2 weeks before the date

Premiere Dublin - Technicians. For the DUBLIN premiere, for the technicians, there is a 3

of the Premiere in each Country (minimum).

day Get-in for the Technicians in the Theatre-Nov10,11,12.(The Dancers/musicians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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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hearse in the DTI Studio by day on Nov10th, but will(at some point) visit the Pavilion
Each Company’
s Lighting Designer will be present for the Premiere in Korea Dance Theatre

Theatre in the early evening on Nov 10th.)

of XXX’
s Technical Director(who is also the Lighting Designer) will travel as part of the DTX
Company for the duration of the Tour in Korea and Ireland, to assist on Lighting and Cues

Premiere Dublin - Dancers/Musicians. Dancers are present for Technical Rehearsals on the

for the DTX work, arriving September 8th.

Day BEFORE the show(11th)and on the Day of the Show(12th) - for the whole day - until
show time (8 pm) with breaks and they will also visit the theatre for minor technical

OOO Dance Company Technical Director/Lighting Designer will travel to Ireland as part of

preparations on the evening of November 10th.

the Company for the duration of the Tour in Korea and Ireland, to assist on Lighting and
Cues for the Korean work.(arriving between November 4th or 8th)

Premiere Seoul - Technicians
For Technical rehearsals in Korea (for the premiere) there is a 2- day Get-in for the

Lighting Design will be subject to budget and time constraints of The Companies and venues

Technicians in the Theatre.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Premiere Seoul - Dancers/Musicians For Technical rehearsals in Korea for the premiere
Each Company, (DTX and OOO Dance Company) will make sure that Each Theatre on Tour

there is a 2 day Get-in for the Technicians in the Theatre on other days the dancers are

(in their respective country) provides the necessary Lighting, sound and technical personnel

needed usually only on the day of the show.

to rehearse and perform the work, with in the budget of each theatre/company.
TOURING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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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Company, (DTX and OOO Dance Company) will provide FINAL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Technical Rehearsals in Dublin while on tour, all musicians / dancers are needed for

and drawings on ALL the Theatres to be toured in their Country by June 15, 200* OOO

sound checking and/or rehearsals and must be present for all of the day(on the day of a

DANCE Company will prepare a folder of all Theatre’
s Technical information in Korea and

performance) and on the evening before a performance, for rehearsals and technical

DTX will prepare the information on all Theatres in Ireland. DTX&OOO Dance Company will

prepa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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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NG Korea

Both Companies agree at this time the Title for the programme is:“ABC”
.(subject to change).

For The Korean Tour, Musicians/Dancers are needed all the day of the show for Technical

OOO DANCE Company will provide this title in KOREAN to DTX.

and other rehearsals, but Dancers/musicians are not generally needed the day before the
performance(except for premiere and Previews).

Both Companies will outline and agree overall strategies for publicizing this production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Both Companies will undertake to promote these performances in

ARTICLE 10 - Technical Personnel

their country in as many ways as possible-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mailers,
distribution of printed material (posters/flyers/invitations), mail-outs, arranging interviews

In Ireland, Dance Theatre of XXX will be responsible for organizing the Irish Tour and

and feature articles in advance, billboards, and any televisual(TV) or radio coverage. Both

publicity; In Ireland, this production will tour with 3 technicians: a Technical Director/Lx

Companies will provide each other with a finished packet of Reviews (the salient part of a

designer, a Sound Operator, a Lighting Operator (running the Lighting Board and Hanging

review or feature article translated) and articles indicating the publicity for the programme.

the lights) and possibly a Stage manager (3-4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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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Companies will arrange that all performers in this production will give consent for
In Korea, the OOO Dance Company will be responsible for organizing the Korean Tour and

their participation in and the use of their image in video, audio and photographic recording

publicity; In Korea, OOO DANCE Company will organize all technical get-in and personnel

of rehearsals, performances and surrounding events for promotional uses without additional

into each theatre, for sound and light.

remuneration.

ARTICLE 11 - Publicity Promotion/Photos / TV / press / Video / Film

If the two Companies agree on one image and title to publicize this production, they may
share this image/title and if so the costs for producing same will be shared.

It is agreed, that Dance Theatre of XXX and NOW Dance Company will make available to
each other and allow(at no additional charge) Photographic images, and publicity materials

Printing will be undertaken in each country separately at each company’
s own expense, but

to publicize this production. Each Company will give the necessary credits in using these

both Companies will endeavour to share any artwork.

materials, as requested by the Company providing the materials.
Both Countries will photograph (at least once) a live performance of the production in their
It is agreed that Dance Theatre of XXX will take charge of, pay for and be responsible for

country, and make all images available to each other at no additional charge, but will credit

publicizing the performances of this production in Ireland and printing&creating

the photographers and company.

Posters/flyers/publicity materials for touring this production in Ireland and assuming all
costs thereto.

Dance Theatre of XXX will hire a photographer to photograph the work (studio shots) in
July, and make the images available for pre-publicity shots for both countries, appropriately

It is agreed that OOO Dance Company will take charge of, pay for and be responsible for

credited, in July.

publicizing the performances of this production in Korea and printing&cr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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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s/flyers/publicity materials for touring this production in Korea and assuming all costs

Both Companies will endeavour to film, in their prospective countries, excerpts of

thereto.

rehearsals, interviews and information about the creation of the project. This material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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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given to OOO DANCE Company who will compile documentary footage of the

artistic directors/ technical direct); payment will be made directly to the OOO Company

project/process. The finished project and the original tapes will be made available to both

members

Companies for their use. If the documentary is to be used for television transmission or a
film(or commercial exploitation), CONSENT FORMS and another agreement would be

The host Company of the Tour will arrange and pay for all Ground Transportation

needed from the performers.

associated with the tour.

ARTICLE 12 - Financial Conditions

In both countries the per diem paid to the visiting artists and choreographers & musicians
during the rehearsal and touring period shall be Euro.00 per day (**,000 KRW)

Each Company shall be responsible for salaries & fees for their own dancers, musicians and
technicians.

ARTICLE 13 - Accommodating Artists during Rehearsals & Touring

Each company shall arrange and pay (in a manner as discussed and agreed) for their own

It is agreed that for rehearsal periods in Korea, that OOO Dance Company will arrange for

international travel except that the 3rd air trip(of OOO Dance Company to Dublin for the

Irish artists/dancers to be housed in their own bedroom (not sharing their bedroom); but this

Dublin/Irish Tour) will be split equally between both companies. OOO Dance Company will

can be in an apartment or hotel sharing cooking/living facilities with other artists in their

arrange their own Third Trip, to avail of reasonable prices by July 11th, 200* if not before.

Company, so long as they have their own Bedroom.

Each company shall arrange for the other Company’
s accommodation on behalf of the

It is agreed for Touring Periods in Korea, that OOO Dance Company will arrange, as much

visiting company.

as possible that Irish Dancers/artists will have their own bedrooms on tour in a Hotel, Guest

Ⅵ

house. However, they may occasionally share a bedroom(if it is not more than one
OOO Dance Company will arrange and pay the cost of accommodation in Korea for Dance

consecutive night) ON TOUR, provided that there are 2 beds in the same bedroom and the

Theatre of XXX(artists / artistic directors/ technical director); payment will be made to DTX,

dancers are of the same sex. This is in a hotel/apartment hotel or Guesthouse on Tour only.

who will then pay the Accommodation bill(s).
It is agreed that Dance Theatre of XXX will arrange accommodation for the Korea
OOO Dance Company will pay the per diems for Dance Theatre of XXX in Korea (artists/

Artists/dancers for rehearsals in a house or apartment, sharing;

artistic directors/ technical director); payment will be made directly to the DTX members
from OOO DANCE COMPANY.

OOO will be housed separately from the Dancers on tour and during rehearsals in Ireland.
Robert XXX will be housed separately from the dancers on tour and during rehearsals in

Dance Theatre of XXX will arrange and pay the cost of accommodation in Ireland for OOO

Korea.

Dance Company (artists / artistic directors/ in both trips to Ireland and the OOO Technical
director in November);

It is agreed that for Touring Periods in Ireland, Dance theatre of XXX will arrange
accommodation for the Korean Artists/dancers in a Guesthouse, Bed&Breakfast or Hotel as

Dance Theatre of XXX will pay the per diems for OOO Dance Company in Ireland(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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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h as possible in their own room, or sharing with a same sex member of their company.

계약서

215

Ⅵ. 공동제작 계약서

Including Breakfast.

If there are additional performances or tours of this work which are a result of the 2008
tour, and beyond those in the Performance Schedule herewith, they will be negotiated

ARTICLE 14 - Length of exploitation/royalties:

between the two Companies if they have a desire to do so.

Both Companies and choreographers retain the rights to their individual works;

Article 16 - Teaching

No Royalties will be paid for any work in this contract or future work in relation to this

Any workshops that are for the Public, which are taught by Robert XXX, OOO, On TOUR,

contract.

will be agreed and discussed in advance, and such workshops will only be arrang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Artists involved.

Both Companies retain the Rights to the music created for their individual work. And in
accordance with each Company’
s contract with their own musicians.

Robert XXX, OOO, would be the primary artists to give any such workshops, th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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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eographers may request dancers from their Companies to be present at these workshops
ARTICLE 15 - RIGHTS

to assist if they would like.

Each Company shall have the right to perform their respective works wherever it is invited

Any workshops for the Public on tour in either Country, will be discussed and agreed to,

or promoted. Each Company agrees to give credit in writing to the other Company should

between DANCE OOO Company and Dance Theatre of XXX.

any such performances take place.
ARTICLE 17 - ATTENDANCE
However, The Dance Theatre of XXX dancers cannot be engaged by OOO DANCE Company,
Choreographer OOO (or any projects undertaken by her) within 5 years following this

Robert XXX, DTX Artistic Directors will be responsible for rehearsal direction of their work

collaboration (after December 5th, 2013)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DTI

and OOO will be responsible for rehearsal direction of her work; the time will be shared

Artistic Directors Robert △△△

equally. Reconstruction time will be given due attention after breaks in rehearsal or
performance

And The OOO Dance Company dancers cannot be engaged by Dance Theatre of XXX or
Choreographers Robert XXX on any projects undertaken by them within 5 years following

ARTICLE 18 - INSURANCE

this collaboration (after December 4th, 200*)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OOO dance Company Artistic Director OOO

Each company will provide a letter which declares that it has taken out the necessary
insurance to cover the risks arising from the rehearsals, performances and linked activities,

Each Company/choreographer may re-stage their choreographed work, with different

at home and abroad for all of it’
s personnel.

dancers, but neither company can re-stage the other Choreographer’
s work. It remains the
property of each individual choreographer.

Each Company will provide a Letter which gives proof of the Company’
s Insurance coverage
for Public Liability - to the Limit of Indemnity ￡*.*million - and Employer’
s Liabil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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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 to a limit of ￡*.* million. Each Company will also have Traveller’
s Insurance
and proof of Traveller’
s insurance.

법률 검토 의견
비상업적 계약이므로 형식의 구분을 받지 않고 양 당사자가 자유로이 요구 조건을 평이한 언어로

ARTICLE 19 - DATE OF APPLICATION:

표현하고 있다. 축제 등 비상업적 계약에서는 외국어라는 점에 부담을 느끼지 말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

The present Contract will be applicable from the day when it is signed by both parties
according to the conditions described in this contract.

해외 투어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은 뮤지컬단체에 비
하여 상당히 소박하다. 멋있게 작성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 말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이

Number of copies: 2 (one for each party).

중요하다.

APPENDIX(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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