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ENTS

제1장      총 칙······················································································· 7

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필요성 ··············································· 8

1.·대중문화예술산업의·지속적·성장을·위한·입법의·필요성································· 8

2.·대중문화예술산업에·대한·규제의·필요성·············································· 10

3.·대중문화예술인의·법적·보호·장치·도입의·필요성······································ 11

4.·대중문화예술산업·관련·행정규제의·체계화·및·소관부처의·일원화·필요성··············· 11

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목적················································· 13

Ⅲ.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정의························································· 14

1.·대중문화예술산업의·범주····························································· 14

2.·문화산업의·한·부분으로서·대중문화예술산업·········································· 17

Ⅳ. 대중문화예술용역 및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의·································· 18

1.·대중문화예술용역···································································· 19

2.·대중문화예술인······································································ 21

3.·대중문화예술인의·근로자·해당·여부와·근로기준법·적용································ 28

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정의······················· 31

1.·대중문화예술기획업·································································· 31

2.·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40

Ⅵ.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정의·················· 41

1.·대중문화예술제작업ㆍ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41

2.·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43

Ⅶ. 신의성실의 의무 등································································ 44

1.·신의성실의·의무······································································ 45

2.·사생활보호·및·명예훼손······························································ 46

3.·비밀누설·금지의무···································································· 47

Ⅷ.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48

제2장      공정한 영업질서 : 공정한 계약················································ 51

Ⅰ.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52

1.·국가의·공정한·영업질서·조성의무····················································· 53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준수사항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불공정계약·및·부당이득·금지························································· 53

3.·불공정계약·통보······································································ 55

Ⅱ.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56

1.·공정한·계약과·계약의·성실한·이행···················································· 57

2.·계약서·필수·기재사항································································· 59

3.·표준계약서·사용의·효과······························································ 60

Ⅲ.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61

1.·표준계약서·제정·및·보급의무························································· 61

2.·표준계약서의·제정ㆍ개정시·의견청취·················································· 63

Ⅳ.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계약·············································· 64

Ⅴ. 사전설명의 의무· ·································································· 65

1.·설명의무············································································· 66

2.·의사에·반하는·계약체결·금지························································· 67

Ⅵ. 회계처리············································································ 68

1.·대중문화예술인별·회계처리··························································· 70

2.·회계장부의·공개의무·································································· 71

3.·45일·이내·수익정산의무······························································ 71

제3장      공정한 영업질서 : 공정거래와 금지행위···································· 75

Ⅰ.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의 겸업 특례···················· 76

1.·대중문화예술인의·동의·· ····························································· 77

2.·계약의·해지·········································································· 78

3.·알선료·청구금지······································································ 79

Ⅱ. 도급계약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에 대한 책임····························· 80

1.·연대책임············································································· 81

2.·직상·수급인의·귀책사유······························································ 82

3.·지급보증조치········································································· 83

Ⅲ. 영업승계 시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 84

1.·영업승계에·따른·법적·지위···························································· 85

2.·선의의·제3자·보호···································································· 86



CONTENTS

Ⅳ. 거짓 광고 등 금지·································································· 87

1.·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거짓·정보·금지·············································· 88

2.·예능교습학원의·거짓·정보·금지······················································· 88

Ⅴ. 금지행위············································································ 89

1.·성적·행위·알선·금지·································································· 90

2.·성적·행위·강요·금지·································································· 92

3.·성매매처벌법의·적용배제····························································· 93

Ⅵ. 지원센터············································································ 96

1.·지원센터············································································· 97

2.·자문위원회··········································································· 98

Ⅶ. 실태조사············································································ 98

제4장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101

Ⅰ. 청소년의 정의·····································································102

Ⅱ. 청소년보호 원칙· ·································································104

Ⅲ.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106

1.·성적·표현를·위한·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의·용역제공·금지····························107

2.·청소년유해약물·등·광고에·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의·용역제공·금지···················111

3.·청소년유해업소에·청소년의·대중문화예술용역·알선·금지·····························118

Ⅳ.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119

1.·청소년보호를·위한·계약조치·························································119

2.·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에·대한·선정적·표현행위·강요·금지····························122

Ⅴ. 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123

1.·15세·미만·대중문화예술인의·용역제공시간·기준······································123

2.·15세·미만·대중문화예술인의·야간용역제공의·원칙적·금지····························125

3.·정당한·사유에·의한·용역제공시간·기준의·적용배제···································126

Ⅵ. 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128

1.·15세·이상·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의·용역제공시간·기준······························128

2.·심야시간대의·원칙적·용역제공·금지와·예외···········································130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준수사항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3.·정당한·사유에·의한·용역제공시간·기준의·적용배제···································131

Ⅶ.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시정조치······································133

Ⅷ. 청소년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청구· ·········································135

제5장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운영·········································137

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138

1.·등록요건············································································139

2.·결격사유············································································147

3.·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제····························································149

4.·변경등록············································································150

5.·등록증·발급/재발급·및·등록사항·통보················································153

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154

1.·명의대여의·금지·····································································154

2.·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교육························································155

3.·영업의·승계·········································································157

4.·휴업ㆍ폐업·및·재개의·신고와·직권말소···············································159

5.·종합정보시스템의·구축ㆍ운영························································161

7.·권한의·위임ㆍ위탁··································································163

제6장      행정조치 및 벌칙···································································165

Ⅰ. 행정조치···········································································166

1.·등록취소와·영업정지································································166

2.·과징금·부과·········································································169

3.·행정제재처분의·효과승계····························································170

Ⅱ. 벌칙·················································································171

1.·형사벌··············································································171

2.·과태료··············································································172

부록Ⅰ.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3단 비교표············································177

부록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219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준수사항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준수사항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준수사항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총 칙

제1장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준수사항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8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준수사항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총칙

Chapter

0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필요성 Ⅰ

1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한국의 대중문화예술산업은 ‘한류’를 주도하는 등 대내외에 걸쳐 급속히 성장하면서 문

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대중문화예술 콘텐츠 수출액은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중문화예술 콘텐츠의 수출은 지난 1990년대 후반

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드라마를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다. 드라마를 필두로 촉발된 한류 

열풍은 2000년대 중후반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케이팝(K-POP) 열풍으로 진화

된다. 특히, 아이돌 스타를 중심으로 아시아권을 넘어 미주ㆍ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제2의 

한류 열풍이 시작되었으며, 유튜브ㆍSNS 등 콘텐츠 전파 경로가 다양화되면서 한류 열풍

은 가속하게 된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은 모바일,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새로운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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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창출하고 있으며, 해외로 진출하면서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이 양적인 측면에서 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문화산업의 측면에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은 그 특성상 긍정적 파급효과가 크다. 제조

업이나 관광산업 등 다른 산업에 비교해보면 훨씬 커다란 광고 효과를 수반하며 대중문화

예술제작물의 해외 수출 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수반한다. 특히 현재의 한류 열

풍은 대중문화예술을 넘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여야 한다. 기존에도 콘텐츠 창작이나 제작 활

성화 차원에서의 정부지원은 있어 왔으나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효과

적인 정부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정부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참고자료 ▶▶▶

한류의 어원

한류의 어원이나 발생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생하였기 때

문에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980년대 홍콩 영화의 유행을 일본에서 홍콩류, 즉 항류

(港流)라 했고, 1990년대 일본 TV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유행을 일본 스스로 일류(日流)라 

칭했으며, 1990년대 하반기에 한국 TV드라마와 대중음악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한류라는 용어가 사

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류(流)’라는 표현은 ‘~식’, ‘~스타일’, ‘~파’ 등의 뜻으로 일본에서 사용되

는 일본식 용어다. 최근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대만 TV드라마와 스타의 인기를 대류(臺流)라 부르

다가 중국 영화, 방송, 관광 등의 인기몰이를 총칭하여 화류(華流)라고 부르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이렇듯 한류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류’의 일환으로 1990년대 말 한국 대중문화가 다른 국

가로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류 [韓流] (한류와 아시아류, 2012,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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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필요성 Ⅰ

1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한국의 대중문화예술산업은 ‘한류’를 주도하는 등 대내외에 걸쳐 급속히 성장하면서 문

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대중문화예술 콘텐츠 수출액은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중문화예술 콘텐츠의 수출은 지난 1990년대 후반

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드라마를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다. 드라마를 필두로 촉발된 한류 

열풍은 2000년대 중후반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케이팝(K-POP) 열풍으로 진화

된다. 특히, 아이돌 스타를 중심으로 아시아권을 넘어 미주ㆍ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제2의 

한류 열풍이 시작되었으며, 유튜브ㆍSNS 등 콘텐츠 전파 경로가 다양화되면서 한류 열풍

은 가속하게 된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은 모바일,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새로운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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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눈부신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중추인 대중

문화예술인을 육성ㆍ관리하고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연계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한 법ㆍ제도적 기반의 부재(不在)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일부 대중문화예

술기획업자의 횡포로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었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 간의 불공정 계약 문제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대한 법과 제도가 미비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으로 가장 심각한 것은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계약관계로만 규율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

으로 대중문화예술인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간의 경제적ㆍ사회적 

지배력의 우열관계는 그 사이에 체결되는 모든 법적 계약에 투영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제작

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체결한 불공정계약의 문제도 대중문

화예술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 간의 계약관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대중문화

예술산업 내부의 법적 문제가 제도적 틀 없이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로만 규율됨으로써 계약체

결 및 분쟁발생 시 막대한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분쟁이 법원의 소송으로 귀

결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부정적 이미지가 쌓이고 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한국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존재하는 특유의 업종임에도 이

에 대한 행정규제 체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모델에이전시와 같은 일부 대중문화예

술기획업자의 경우,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었으나 이는 적정한 규제라고 보기 어

려우며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행정규제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따라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걸맞은 제작 환경과 유통구조를 갖추고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나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가 지위를 남용하지 않으면서도 적정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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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적 보호 장치 도입의 필요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소속되지 않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의 

불공정 계약관행으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 중장년층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인은 대

부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직접 계약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의 우월한 사회적ㆍ경제

적 지위 때문에 적정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

한 보호수단을 찾기 어렵다.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에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권익보호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

역 제공은 필수적이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사실상 없으며 최소한의 기본적 인

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문제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며,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전혀 사회적 이

슈가 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가

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약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특별한 법적 보호 장치의 도

입이 시급히 요청된다.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경우도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직접 계약해 기술적 용역

을 제공하고 있으나, 영세한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의 재정적 문제로 보수 체불 등의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적정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4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행정규제의 체계화 및 소관부처의 일원화 필요성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대한 규제는 독립입법의 규율체계 없이 개별 법률로 부분적이고 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적용되었던 규제는 여러 부처가 소관 

법률에 따라, 그리고 이슈에 따라 비체계적이고 중복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또한 대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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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예술산업에 대하여 법적 규제만이 적용될 뿐이며 진흥체제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은 전

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도 직시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련된 법률을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표·1]·대중문화예술산업·관련·법률

소관부처 법률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저작권법

영상산업진흥기본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연법

문화예술진흥법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대중문화예술산업이 한류를 이끌고 단순히 대중문화예술 콘텐츠 수출을 넘어 한국 문화

의 수출로 확산되려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을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진흥과 

규제체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진흥과 규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종합적ㆍ체계적인 입법의 도입이 시급히 요청되며, 규제 창구도 단일

화하여야 하고, 소관부처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는 문화국가의 원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대중문화예술산업을 문화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매김하게 하여 문화국가 창달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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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목적Ⅱ

제1조(목적)·이·법은·대중문화예술산업의·기반을·조성하고·관련·사업자,·대중문화예술인·등에·관한·

사항을·정함으로써·건전한·대중문화를·확립하고·국민의·문화적·삶의·질·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목적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

지하는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조성은 무엇보다도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할 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공정한 경쟁이 되며, 처음부

터 특정한 계층만 유리하게 되면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

립하기 위한 규제가 기반조성의 출발점이다. 청소년을 포함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

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핵심 내용이다. 

이 법이 정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규율함으로써 대중문

화예술산업의 기반이 조성되면 이를 통해서 건전한 대중문화가 확립되고 국민들은 대중문

화를 더 많이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이 법이 이루고자 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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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정의Ⅲ

 

1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주

 

법 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이란·대중문화예술인이·제공하는·대중문화예술용역을·이용하여·방송영상

물ㆍ영화ㆍ비디오물ㆍ공연물ㆍ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등(이하·“대중문화예

술제작물”이라·한다)을·제작하거나·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제작을·위하여·대중문화예술인의·대중문

화예술용역·제공을·알선ㆍ기획ㆍ관리·등을·하는·산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업을·말한다.

시행령 제2조(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

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업”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산업을·말한다.··

1.·대중문화예술인이·제공하는·대중문화예술용역을·이용하여·다음·각·목의·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산업

가.·「공연법」에·따른·공연물(무용,·연극,·국악·형태의·공연물은·제외한다)

나.·「방송법」에·따른·방송을·위하여·제작된·영상물(보도,·교양·분야의·영상물은·제외한다)

다.·「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따른·영화·및·비디오물

라.·「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따른·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및·음악영상파일

마.·이미지를·활용한·제작물

2.·제1호·각·목에·따른·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제작을·위하여·대중문화예술인의·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또는·알선하거나,·그·제공·또는·알선을·위하여·대중문화예술인에·대한·훈련ㆍ지도ㆍ상담·등

을·하는·산업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법이다. 이 법을 적

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문화예술산업이 무엇인가가 정해져야 한다. 법 제2조 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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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을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

송영상물ㆍ영화ㆍ비디오물ㆍ공연물ㆍ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 등(이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

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ㆍ기획ㆍ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산업”이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예술

인이 무엇인가는 다음에서 설명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연예인이라 지칭하는 사람들이다. 마

찬가지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이라는 것도 연예인이 제공하는 연예용역으로 보통은 예능이라 

하는 것이다. 예능에는 노래, 연기, 춤, 연주 등이 포함된다. 요컨대, 연예인의 예능을 이용

하여야 대중문화예술산업이 된다는 것이다. 영화는 배우의 연기를 이용한다. 하지만 게임

을 만들 때 연예인의 예능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영화는 대중문화예술산업에 포

함될 수 있어도 게임은 포함될 수 없다.

둘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경우이다.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은 “방송영상물ㆍ영

화ㆍ비디오물ㆍ공연물ㆍ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 등”의 줄임말이다. 방송, 

영화, 공연, 음악 등을 합해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라 하는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제작물에 

해당하려면 단순한 콘텐츠여서는 충분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것이 대중문화예술산업이다. 

셋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ㆍ기획ㆍ관리 등을 하는 경우이다. 둘째와 셋째 요건은 “-거나”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둘다가 아니라 둘 중 어느 하나이다.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의 의미는 대

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ㆍ기획ㆍ관리 등을 하는 것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가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할 때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

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 보통은 연예기획사라 부르는 영역을 

말한다. 연예기획사도 대중문화예술산업에 포함된다.

넷째,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정의 문구의 마지막이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

업”으로 되어 있다. 이 문구의 의미는 앞에서 말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도 이것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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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 정해져야만 대중문화예술산업이 된다는 것이다. 만일 법이 정한 문구에는 충분히 

해당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해지지 않다면 대중문화예술산업이 아니다. 결국 대중문화예

술산업이 무엇인가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셈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을 정하고 있다. 먼저 

대중문화예술제작과 대중문화예술기획으로 나누었다. 둘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여도 대

중문화예술산업이 된다. 

첫 번째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시행령이 정하

는 것은 「공연법」에 따른 공연물(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은 제외한다),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보도, 교양 분야의 영상물은 제외한다), 「영화 및 비디오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

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이미지를 활용한 제작물이다. 공연물에서 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을 제외한 것은 순수예술 분야의 공연물을 제외하고 대중문화예술

만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뮤지컬이나 가수들의 공연 등은 이에 해당한다. 방송영상물에

서도 보도, 교양 분야의 영상물은 제외한다. 뉴스나 다큐멘터리 영상물이 제외된다고 보면

된다. 방송영상물이라 해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뉴스

나 다큐멘터리는 그 자체로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보도, 교양 분야의 영상물 제외는 일종

의 확인규정이라 볼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이 출연한 다큐멘터리의 경우는 대중문화예술

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그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

문화예술인으로서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이미지를 이용한 제작물”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만든 화보나 출판물, 광고 등을 말한다. 이를 제작하는 것도 대중문화예

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에 포함된다. 

두 번째는 위에서 정한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

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그 제공 또는 알선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

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산업이다. 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말한다. 

요컨대 대중문화예술산업이란 공연물, 방송영상물, 영화, 음악, 이미지화보 등의 대중문

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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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산업의 한 부분으로서 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문화산업진흥·기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부터·차목까지를·각각·자목부터·카목까지로·하고,·같은·호에·아목을·다음과·같이·

신설하며,·같은·호·카목(종전의·차목)·중·“자목”을·“차목”으로·한다.

아.·대중문화예술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문화산업”이란·문화상품의·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등과·이에·관련된·서비스를·하

는·산업을·말하며,·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포함한다.

가.·영화ㆍ비디오물과·관련된·산업

나.·음악ㆍ게임과·관련된·산업

다.·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관련된·산업

라.·방송영상물과·관련된·산업

마.·문화재와·관련된·산업

바.·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제외

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관련된·산업

사.·디지털문화콘텐츠,·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및·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

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등과·이에·관련된·서비스를·하는·산업

아.·대중문화예술산업

자.·전통적인·소재와·기법을·활용하여·상품의·생산과·유통이·이루어지는·산업으로서·의상,·조형

물,·장식용품,·소품·및·생활용품·등과·관련된·산업

차.·문화상품을·대상으로·하는·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및·축제·등과·관련된·산업.·다만,·「전시

산업발전법」·제2조제2호의·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과·관련된·산업은·제외한다.

카.·가목부터·차목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각·문화산업·중·둘·이상이·혼합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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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개정되어 

대중문화예술산업이 문화산업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한류를 이끄는 대중문화예

술산업이 문화산업의 일원이 되었다는 점이 이 산업의 위상과 종사자의 긍지를 높이는 것은 

분명하다. 이와 함께 대중문화예술산업이 문화산업의 한 부분이라는 것의 법적 의미는 대중

문화예술산업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산업진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에 산업진흥 조항이 따로 규정되지 않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용역 및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의Ⅳ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중심 내용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

을 알선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이 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세 주체는 대중문화예술인-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라고 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다른 법률에 규율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이 법에 따라 규율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이 법을 크게 말한다면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을 규율하는 법이라 할 수 있으며 주로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자가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이 말하는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무엇인가를 이

해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

역을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에게 알선하는 것이다. 결국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대중문화예

술제작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용역과 대중문화예술인의 개념을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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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문화예술용역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2.·“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그·밖의·예능과·

관련한·용역을·말한다.

(1)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을 위해 제공하는 예능용역

대중문화예술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용역

은 대중문화예술인이 하고 있는 일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하는 알

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법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이라 정하고 있다. 연기를 하는 경우를 연기자 또는 배우, 무용

을 하는 경우를 무용가 또는 댄서, 연주를 하는 경우는 음악연주자, 가창을 하는 경우는 가

수, 낭독을 하는 경우는 성우라고 한다. 법에서 제시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도 대중문화예술용역이지만 여

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여도 대중문화예술용역이다.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이라 하였으므로 법에서 제시한 것은 사례를 예시한 것일 

뿐이다.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이 아니라 하여도 사회통념상 예능에 해당하는 것

들이 있다. 모델이 그 예가 될 것이고 만담이나 쇼의 사회를 보는 것도 대중문화예술용역에

서 말하는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에 해당한다. 

법규정에서는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이라 하여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지만 이를 포괄해서 이해해보면 대중문화예술용역이라는 것은 관객

이나 시청자, 청취자, 이용자 등이 대중문화예술제작물(방송영상물ㆍ영화ㆍ비디오물ㆍ공

연물ㆍ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 등)을 통하여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

는 것을 말한다. 즉 대중문화예술용역이라는 것은 무대 위에서 이루어져 관객이 볼 수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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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카메라로 촬영되거나 음향기기로 녹음되어 시청자나 청취자 또는 이용자가 보거나 들

을 수 있는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에서 무대 뒤나 카메라 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관객 등이 직접적으로 이를 보거나 들을 수 없다. 물론 무대 뒤나 카메라 뒤의 스태프

들의 용역제공이 있기 때문에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스태프들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만들 수는 있어도 그들이 제공한 용역을 관객 등

이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통하여 직접 보거나 들을 수는 없다. 시나리오나 드라마 작가, 가

요의 작곡가, 작사가 등은 스태프는 아니지만 이들의 용역을 기초로 하여 대중문화예술제

작물을 만든다. 하지만 관객 등이 보거나 듣는 것은 시나리오나 악보가 아니고 실연자의 연

기나 가창이다. 따라서 대중문화예술의 창작자라 할 수 있는 시나리오 작가나 드라마 작가, 

대중음악의 작곡가나 작사가가 제공하는 용역은 관객 등이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없다는 점

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보조용역과 차이점

대중문화예술용역은 원칙적으로 관객 등이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통해서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스태프들이 제공하는 용역이 카메라 앞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카메라 앞에 있다는 것은 촬영을 해서 관객 등에게 보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법 제2조 제9호에서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라는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촬영 업무의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라고 되어 있다. 카메라 뒤에서 이

루어지는 스태프의 용역제공을 기술적인 용역제공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보조적인 용역의 

의미는 카메라 뒤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의 의미로 한정할 수는 없다. 촬영을 위해서는 기술

적인 용역 이외에도 카메라가 찍는 대상을 현실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

다. 관객 등이 주목하는 것은 배우의 연기이지만 그 연기에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제반 장

치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다. 흔히 엑스트라라고 불리

는 보조연기자가 그들이다. 사회통념으로 볼 때 엑스트라의 활동은 연기가 아니라 배우의 

연기에 현실감을 주기 위한 제반 장치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엑스트라의 활동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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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화예술용역이 아니라 촬영업무의 보조적인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엑스트라는 대중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아니라 촬영업무의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 해당한다. 

2    대중문화예술인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3.·“대중문화예술인”이란·대중문화예술용역을·제공하는·자·또는·대중문화예술용역을·제공할·의사를·

가지고·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대중문화예술용역과·관련된·계약을·맺은·자를·말한다.

(1) 대중문화예술인 명칭의 유래

대중문화예술인은 이제까지 사회적 통칭으로 ‘연예인’이라 부르는 직종의 사람들을 새로

이 법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연예인이란 사회적 통칭이라는 것이 일거에 없어지기도 어렵

고 앞으로도 언론이나 일상 언어에서 계속해서 사용될 것이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인 이름

은 ‘대중문화예술인’이다. 가능하다면 법적인 이름을 좀 더 널리 사용하는 것이 법의 실효

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왜 하필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딴따

라’라고 하는 이들 직종의 사람들을 비하하여 부르는 관습적인 어법이 아직 통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술인’이라는 어마어마한 명칭을 붙여준 것인가. 적어도 법적

인 의미에서만 말한다면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명칭이 새삼스럽게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연예인은 「예술인복지법」에 의해서 이미 예술인이라 

불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이미 법적으로 예술인의 자격을 갖추었지만 그간에 사

회적으로 예술인이라 불리지 못한 것이다. 그 연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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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은 무엇이 ‘문화예술’인가를 정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

1항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문화예술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 규정하지 않고 문화예술의 개별 분야를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영화와 연예가 

문화예술 정의에 포함된 것은 1995년 전부개정 「문화예술진흥법」에서부터였다. 따라서 

1995년 부터는 영화와 연예가 문화예술의 영역이었던 것이다. 예술인이라는 용어는 2012

년에 제정된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규정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증

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연예도 문화예술의 한 분야이므로 연예인도 이 법에 따른 증명

을 한다면 예술인이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예술인복지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예술인”이란·예술·활동을·업(業)으로·하여·국가를·문화적,·사회적,·경제적,·

정치적으로·풍요롭게·만드는·데·공헌하는·자로서·「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문

화예술·분야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창작,·실연(實演),·기술지원·등의·활동을·증명할·

수·있는·자를·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문화예술”이란·문학,·미술(응용미술을·포함한다),·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演藝),·국악,·사

진,·건축,·어문(語文),·출판·및·만화를·말한다.

다시 말하면 연예인은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된 2012년부터는 법적으로 예술인으로 불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대중문화

예술인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는데 이것은 연예인이 이미 예술인이라 불릴 수 있었으므로 처

음으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름이 생겨난 것은 아니다. 연예인이 예술인에 포함되었지만 

사회적으로 연예인에 대한 호칭으로 예술인이 사용되지 못한 것은 「예술인복지법」의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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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수문화예술 분야가 주를 이루고 영화, 연예, 만화와 같은 대중문화예술 분야가 그것에 

끼어든 것 같은 모양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이 이미 예술인이라는 관점에서는 이를 확인했다고 볼 수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인의 연예 분야와 달리 사회적 통념으로의 연예인을 독자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따

라서 대중문화예술인은 개념적으로 볼 때 예술인에서 따로 한 살림을 차려 독립한 모양새라

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예술인과 달리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어 연예인이

라는 사회통념을 대체하기를 기대해본다.

(2) 예술인복지법의 예술인과의 차이점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법적 개념은  「예술인복지법」의 예술인 개념에서 분가했다는 점 

이외에도 별도의 증명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요건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기만 

하면 요건이 충족된다. 다시 말해서 연예활동을 하기만 하면 대중문화예술인이 되는 것이

다. 연예활동을 의미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이겠거니와 

직업으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회통념으로 ‘아르바이트’로) 연예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대중문화예술인에 해당한다. 아직 연예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지만(연예활동의 시작은 보통 

데뷔라고 한다) 연예기획사(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

을 맺었다면 데뷔를 하지 않았다 해도 이 법에서 말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이다. 

이에 비해 「예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예술인은 연예활동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술

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증명을 받아야 한다. 예술인은 연

예활동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증명은 단순한 과

거의 연예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3년간의 활동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된 것은 

「예술인복지법」의 예술인은 예술인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예술인복지의 적용대상을 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제한적으

로 규정한 것이다. 만일 연예활동으로 예술인 증명을 받았다면 당연히 대중문화예술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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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그렇지만 연예활동으로 대중문화예술인에 해당하였다 해도 당연히 예술인이 되

는 것은 아니다. 그 연예활동이 증명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예술인복지법」의 예술인 규정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대중문화예술인 규

정의 선구자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증명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

다. 이에 비해 대중문화예술인 규정은 모든 연예인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3)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대중문화예술인 정의 규정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의 부분은 “대중문화예술용

역을 제공하는 자”이다. 이것의 의미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용역 개념을 이해

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용역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으로서 관객 등이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통하여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제공하는 촬영업무의 기술적 또는 보조

적인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대중문화예술인

이 아니다. 이외에 시나리오 작가의 시나리오 집필 용역이나 작곡가 작곡 용역도 관객 등이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없다는 점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중문

화예술제작물의 창작자들도 대중문화예술인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대중문화예술인이

란 일반적으로 ‘실연자’라고 불리는 이들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도 대체적으로 실연자라 

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을 알선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미국 캘리포니아 탤런트 에이전시법에서 정하는 아티스트의 범주

캘리포니아 탤런트 에이전시는 아티스트의 용역제공을 알선하는 것을 영업으로 한다. 이 법에서 

정하는 아티스트 즉 예술가는 배우나 가수와 같은 실연자뿐만 아니라 시나리오 작가나 작곡가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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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 에이전시의 기능은 실연자뿐만 아니라 시나리오 작가나 작곡가와 같은 대중문화예술 창작자

에게도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예술가라는 개념을 통해 실연자와 창작자를 모두 포괄하도록 

하고 이를 에이전시 업무의 대상으로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인을 실연자

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업무도 실연자로 제한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의 

규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Talent Agencies Act California Labor Code 1700

1700.4. (b) “Artists” means actors and actresses rendering services on the legitimate 

stage and in the production of motion pictures, radio artists, musical artists, musical 

organizations, directors of legitimate stage, motion picture and radio productions, musical 

directors, writers, cinematographers, composers, lyricists, arrangers, models, and other 

artists and persons rendering professional services in motion picture, theatrical, radio, 

television and other entertainment enterprises.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의미는 현재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에 해당

하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는 후단에서 정하는 예외가 있다. 현재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한다면 반드시 이를 직업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일시적으로 다시 말해서 아르바이

트로 혹은 일회성으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대중문화예술인에 해당한다. 

물론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지속적으로 또는 직업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당연히 대중문화예술

인이다.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고 있는 이상은 중간에 일거리가 없다고 해도 

대중문화예술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인의 고용형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맺은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일시적인 

용역제공(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의 형태)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근로계약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이 지속적으로 또는 직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중간에 용역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이 있다고 해도 대

중문화예술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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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

대중문화예술인 정의의 뒷부분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

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이다. 일단 후단이 적용되는 경

우는 현재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자이다.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면 전단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하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실상 대중

문화예술인과 동일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인정하여 대중문화예술인

에게 적용되는 법적 보호조치를 해주어야 할 경우가 있다. 사회통칭으로 ‘연습생’이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자로서 그 사회적 

지위가 기성의 대중문화예술인보다 낮아서 더욱더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맺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것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아직 대중문화예술용

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일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했다면 이미 대

중문화예술인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 구절의 의미는 계약만 맺고 아직 데뷔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그 계약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

떤 사람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인적 용역제공 계약을 맺는다 해도 그것이 대중문화예

술용역 제공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대중문화예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음에

서 살펴본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시나리오 집필에 관한 용역제공 계약을 했다

고 하면 이는 대중문화예술제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계약의 상대방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이다.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는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있다. 원칙적으로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관련 계약을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맺는다는 것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는 전단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 이 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이 수반되므로 용역제공에는 

당연히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후단이 적용되는 경우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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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계약을 맺었는데 준비기간이 길어져서 아직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경우를 살펴보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전

단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인 대중

문화예술제작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계약을 맺었으므로 대중문화예술인에 해당한

다. 만일 이 용역제공 계약을 맺은 자가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지속적으로 또는 업으로 

하는 자라면 전단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 한 번도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했던 적이 없던 자가 처음 데뷔를 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할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인 정의의 후단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경우에 계약의 상대방은 대중문화예

술기획업자일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와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아직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

공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하는 자이지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중문화

예술용역을 실제로 제공하려면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계약해야 한다. 사회적 통칭으로 

연습생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계약을 맺고 ‘데뷔’를 준비하는 

기간에 있는 자들이다. 이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인에 해당한다. 만일 연습생이 데뷔를 했

다면 그때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대중문화예술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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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문화예술인의 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로기준법 적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중문화예술인이·「근로기준법」의·보호를·받는·경우에는·같은·법을·이·

법에·우선하여·적용한다.

(1) 대중문화예술인은 근로자인가?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만일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대중문화예술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중문화예

술제작물 제작의 특성상 대중문화예술인과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용역제공 계

약 또는 전속계약을 통해서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중문화예술인과 대

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주로 전속계약을 해서 법적 관계를 형성한다.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와 계약을 맺은 대중문화예술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판례>

대중문화예술인의 근로자 여부

(a) 대법원은 방송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TV 관현악단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방

송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TV 관현악단원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연주라

는 노무를 제공하여온 것이 아니라 회사의 구체적인 출연 지시에 따라 방송 출연을 한 점, 출퇴근 등

의 복무 및 기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온 점, 비록 일정한 근

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회사의 승인하에 다른 출연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필요로 할 때에는 수시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특정의 프로그램 또는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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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단원으로 출연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그 경우 악단원으로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

담한 점, 회사로부터 노무 제공의 대가로 매월 일정한 기준에 의한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등을 지

급받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송회사에 대하여 사용ㆍ종속관계

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17575 판결【퇴직금】[공

1998.2.1.(51),396]).

(b) 반면에 유흥업소 출연가수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즉, “소외인인 출연가수는 그 업무수행이나 업무내용에 관하여 원고인 유흥업주의 구체적이고 직접

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소외인의 노무제공 장소가 원고업소라는 점만으로 

소외인이 장소적 구속하에서 노무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연시간이 일반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극히 짧고, 소외인이 공연시간 이외에 달리 원고로부터 시간적 구속을 받고 있

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소외인이 시간적 구속하에서 노무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원

고가 소외인의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온 점으로 보

아 소외인에 대한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

면 소외인이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소외인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4.4.29. 선고 93누16680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

정취소】).

(c) 대법원은 용역매니지먼트사를 이용하여 출연하는 러시아무용수를 파견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9.7. 선고 2000도5070 판결).

(d) 대법원은 연예인의 전속계약금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

에 비추어 볼 때 연기자 겸 광고모델로서의 해당 탤런트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

루어져 온 것인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

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광고모델 활동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그 탤런트의 각종 연예계 관련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어서 그 탤런트의 전속계약금 소득

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종합소득세부과처

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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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대법원 판례를 비추어 볼 때, 대중문화예술인의 근로자성은 제작자와 전속계약을 맺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부정된다고 보이지만 이것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

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중문화예술인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률

적으로 근로자성을 단정하기보다는 개별 사항에 따라 그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근로기준법의 적용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사용

자는 근로자에 대해 성별ㆍ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

하며, 근로계약 중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

「근로기준법」은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용자가, 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남용하여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 또는 실시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데 그 일차

적 의의가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의 성립ㆍ존속 또는 종료와 관련하여 일정

한 권리를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강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수 없고,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은 이처럼 근로관계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현되어야 하며, 

그 준수와 이행은 감독기관을 통하여 확보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기준법」은 공법적 

성격을 가지면서 근로자에게 법정 기준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사

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중문화예술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

Chapter

01

제1장 총칙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정의Ⅴ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6.·“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대중문화예술인의·대중문화예술용역을·제공·또는·알선하거나·이를·위

하여·대중문화예술인에·대한·훈련ㆍ지도ㆍ상담·등을·하는·영업을·말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핵심적인 요소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

선하는 것이다. 법에는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알선 이외에도 훈련ㆍ지도ㆍ상담 등도 규

정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정의 규정은 이 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등

록을 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히 할 수 있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누구인지도 이 규정

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등록을 하지 않고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등록을 해야 하는, 다시 말해서 법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

할 필요도 없고 그 업무는 다른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유업일 것이다. 그런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한다면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그 업무를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법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이라고 

정한다. 이 규정을 요건별로 구분하여 설명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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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첫째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용역은 대중

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것이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정의에서 말하는 것은 대중문화예

술기획업자를 통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중문화예

술기획업자는 어떻게 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법적인 의미에서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하나의 몸 또는 하나의 실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경우에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하나의 실

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과 전속계약을 

맺고 독점대리인(에이전트)으로서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그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

예술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전속계약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

문화예술인의 독점대리인이 되었다면 그는 법적인 의미에서 대중문화예술인과 하나의 실체

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점대리인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대

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을 맺으면 그 효과는 전속계약에 의해서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전속계약을 맺어 독점대리인이 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

술제작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계약을 맺을 수 있으므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

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대중문화예술인이 자신이 개인사업자로서 직접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관한 계

약을 맺는다면 이는 당연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중문화예술

인이 자신만이 소속되어 있는 1인 연예기획사인 ‘법인’을 설립하여 자신의 대중문화예술용

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와 달리 보아야 한다. 법적으로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주체이다. 

대중문화예술인 자신만이 속한 1인 기획사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법적

으로 그 대중문화예술인과 다른 주체이다. 따라서 1인 기획사인 법인을 통해 대중문화예술

용역 제공을 하였다면 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통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 

것이 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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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알선

둘째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알선”하는 것이다. 알선한다는 것은 타인의 

용역을 소개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에게 대

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알선해주는 것을 말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

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전속계약을 통해서 독점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는 전속계약이 없이는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에 관한 계약을 맺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전속계약이 없

이도 얼마든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인과 전속계약을 맺지 않았으므로 대중문화예술용역제

공 계약은 일회성에 그치며 그것의 법적 실체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알

선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알선한다는 것은 전속계약이 없이 일시적으로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

우도 그것의 법적 실체는 알선을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양자가 같다. 다만 전속계약을 

통해서 독점대리인으로서 알선 계약을 맺는 경우를 법규정에서는 “제공”한다고 하고, 전속

계약 없이 일시적으로 알선 계약을 맺는 경우를 “알선”한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행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는 업무

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 또는 알선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기본 

업무이지만 이에 부수하여 다른 업무를 할 수도 있다.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

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에이전시에 해당하는 업무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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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개략적으로 본다면 한국의 연예기획사라고 불리는 업종은 기

존의 사회관행으로 볼 때 에이전시 이외에도 매니지먼트와 대중문화예술인 양성을 함께하

였다.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의 의미는 에이전

시 업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매니지먼트와 양성 업무를 한다는 것

이다. 만일에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 또는 알선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훈련ㆍ지도ㆍ상담의 업무를 할 수는 없다. 이것이 “이를 위하여”가 의미하는 바이다. 즉 훈

련ㆍ지도ㆍ상담 업무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 또는 알선 업무를 “위

하여” 하는 것이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 또

는 알선 업무는 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업무만 하는 경우라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할 필요도 없

다. 다만 훈련ㆍ지도ㆍ상담 업무가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면 그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야 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 또는 알선 업무

는 하지만 별도로 훈련ㆍ지도ㆍ상담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가? 이 경우에는 대중

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

역의 제공 또는 알선 업무가 기본이 되고 이에 부수하여 훈련ㆍ지도ㆍ상담 업무를 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요컨대 대

중문화예술기획업이 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 또는 알선 

업무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이를 위하여 하는 훈련ㆍ지도ㆍ상담 업무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a. 훈련 : 양성업무

 그러면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훈련”은 연예기획사가 해왔

던 업무 중에서 사회통념으로 양성이라 불리는 기능에 대한 법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으

로 대중문화예술인을 훈련 또는 교습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훈련”이란 대중문화예술용

역 제공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대상이 되는 자는 대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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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이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용

역 관련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미 실제 데뷔는 하지 않았다 해도 법적인 의미에서 대중문

화예술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정의에서 말하는 훈련의 

대상은 연습생이라 할지라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미 대중문화예

술인이 된 자이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체결이 없이, 다시 말해서 그냥 단순

한 연예인 지망생을 훈련하는 것은 이 규정에서 말하는 훈련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중문화

예술인이 아닌 연예인 지망생을 훈련하는 것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업무로 할 수는 없으

며, 그것은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 해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아닌 

연예인 지망생을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원 등록을 하거나 직업훈련기관 등록을 해야

만 하며 그것에 관계되는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대중문화예술인이 아닌 자를 

훈련하는 것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업무가 아닐뿐더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적

용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이들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의 알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알선은 오

직 대중문화예술기획업만이 할 수 있다. 학원 또는 직업훈련기관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알선

을 조건으로 학습자 또는 훈련생을 모집하는 것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원 또는 직업훈련기관이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용역 알선을 조건

으로 학습자 또는 훈련생을 모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은 학습자나 훈련생에게 교육비나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는 달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대중문화예술인을 훈련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만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만

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훈련만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받는다면 그 본질이 학원이나 직

업훈련기관이 되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하는 훈련만을 위

한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해도 데뷔 이후에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

에는 훈련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데뷔 직후의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

예술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더 높게 책

정되는 것은 이와 같은 훈련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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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캘리포니아 탤런트 에이전시법의 탤런트 에이전시 규정

미국 캘리포니아 탤런트 에이전시법에서는 탤런트 에이전시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탤런트 에

이전시 아티스트의 용역제공을 알선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면서 아티스트의 직업경력 개발을 위해서 

상담이나 지도를 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이외에도 훈련이

라 규정하는 양성 업무를 할 수 있다.

Talent Agencies Act California Labor Code 1700

1700.4. (a) “Talent agency” means a person or corporation who engages in the 

occupation of procuring, offering, promising, or attempting to procure employment or 

engagements for an artist or artists, except that the activities of procuring, offering, or 

promising to procure recording contracts for an artist or artists shall not of itself subject 

a person or corporation to regulation and licensing under this chapter. Talent agencies 

may, in addition, counsel or direct artists in the development of their professional 

careers.

참고자료 ▶▶▶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학원교습의 비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직무수행능력을 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문화예술인의 직무수행능

력을 훈련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훈련”은 대중문화예술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아니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하는 “훈련”이 대중문화예술

인이라는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라는 점에서

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유사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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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하는 것이고 10

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학원의 법적 정의에도 예능교습이 포함되어 있듯이 

대중문화예술인 양성 학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하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

한 훈련도 예능교습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훈련은 「학원의 설립ㆍ운

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학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

능교습이라는 측면에서 학원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원이 어

떠한 의미에서라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학원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

예술용역 제공을 알선하지 못한다. 만일 이를 알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중문화예술용역 알선이 금지된다. 이와 별도로 학원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알선을 하지 않았다 해도 학습자 모집을 위한 광고에서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된 광고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5조 제2항). 반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

면 대중문화예술용역 알선은 당연한 것이고 계약을 맺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 또한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b. 지도ㆍ상담 : 매니지먼트 업무

“지도ㆍ상담”은 연예기획사의 업무 중에서 사회통념상 매니지먼트라 불리는 기능에 대한 

법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도”는 컨설팅이라는 사회관용어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

를 들어 「직업안정법」에서 ‘직업지도’를 취직하려는 사람에게 그 능력과 소질에 알맞은 직

업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직업상담, 권유 또는 조언을 하는 것이라 하는데, 이

를 ‘컨설팅’이라 포괄하여 볼 수 있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는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라고 표현하여 컨설팅을 지도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매니지먼트의 중요한 측면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대한 컨설팅, 다시 말해서 지도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상담” 또한 직업지도의 일환인 직업상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직업상담은 직업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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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 한다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행하는 상담은 그보다 더 넓은 범주

를 전제로 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필요한 상담을 한다는 

것은 어떤 작품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것인가가 있을 것이고,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한 여러 차원의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대중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 이후에도 다음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기까지의 준비기간을 어

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상담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대중문화예술용역이 인적 용역이라

는 측면에서 이미지 관리라고 할 수 있는 상담 및 지도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직업안정법상 “직업지도” 업무와 비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을 위해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 매니지먼트 업

무의 하나로 지도나 상담을 하는 업무를 행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직업안정법

상의 “취직하려는 사람이 그 능력과 소질에 알맞은 직업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적성

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기타 직업에 관한 지도”를 의미하는 직업지도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3호)의 업무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업무

가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인 또는 사기업이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공적 기관인 직업안정기관(「직업

안정법」 제5조)의 업무인 직업지도와 동일한 차원에서 이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의 관행을 볼 때, 직업지도 및 상담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계약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포괄적인 연예인매니지먼트 계약(전속계약)에 이를 포함시켜 계약한다. 따라서 대중

문화예술기획업자가 받는 보수에는 연예인 관리 업무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영업행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영업”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 영업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

를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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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에 걸쳐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가 

핵심요소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1회에 그쳤다 해도 계속적ㆍ반복적 의사가 있었다면 영업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계속적ㆍ반복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제시할 수 있다. 요컨대 영업에 해당하는가는 계속적ㆍ반복적 의사를 가

지고 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대가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판단기준 중 하나가 된다. 

일시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알선을 했다고 해도 대중문화예술인으

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면 계속적ㆍ반복적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업에 

해당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한 것이다. 학교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학생 또는 졸업생

애 대하여 영화 또는 드라마 출연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대가를 받지 않았으

므로 영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추

천을 받은 학생이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선물은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 만일 선물이 환가가능성이 높은 고가의 것이라면 대가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

다. 그렇게 되면 영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선물이 환가가능성이 낮은 저가의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선물에 해당하므

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예능학원에서 알선 자체에는 대가를 받지 않

았지만 학습자를 모집할 때 대중문화예술용역 알선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학원비에 알선료

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가를 받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알선을 할 수 없다. 학원이 정상적

인 학원비만을 받았고 알선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으며 대가 없이 단순히 추천만 하였다면 

알선 영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중문화예술인을 선발하는 사회통념으로 오디션이

라 불리는 행사에서 참가자에게 참가비나 알선비 등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고 협찬만으로 

행사를 진행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라면 오디션에서 선발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소개해주었다고 해도 대가를 받은 경우라 보기 어렵다. 알선의 당

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알선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참가비를 받거나 선발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별도의 

알선료를 받았다면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는 영업에 해당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업

무에 포함된다.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가 자신이 제작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에 출연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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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대중문화예술인을 선발하는 오디션을 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신의 제작물에 

출연시키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지어 참가비를 받았다 해도 

알선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7.·“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하기·위하여·제26조제1항에·따라·등록을·한·자

를·말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구분하여 

규정한다. 상식적으로 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이다. 

법적으로 인(人)에는 사람을 뜻하는 자연인과 법적으로 사람과 같은 것으로 취급되는 법인

이 있다. 따라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

인사업자를 말한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이와 같이 상식적으로 말할 수 없다. 「대중문화예

술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하

여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다. 즉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업무만을 한다고 해서 대중

문화예술기획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만 대중문화예술기

획업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이다. 아무리 대중문화예술기

획업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아니다. 대

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아니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업무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여야만 이 법이 정하는 대중문화예술기

획업의 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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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정의Ⅵ

1    대중문화예술제작업ㆍ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4.·“대중문화예술제작업”이란·대중문화예술용역을·이용하여·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제작하는·영업

을·말한다.·이·경우·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1회·이상의·도급에·따라·제작되는·경우에는·상위·수급

인(도급인을·포함한다)의·영업을·포함한다.

5.·“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란·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하는·자를·말한다.

8.·“대중문화예술사업자”란·대중문화예술제작업·또는·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하는·자를·말한다.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산출물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만드는 영

업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제반요소는 궁극적으로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의 대중문화예술

제작물 제작으로 귀결된다. 이 법에서는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

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영업”으로 규정하였다.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이 영화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영업과 다른 것은 ‘대

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한다는 점이다. 다른 영업에 대한 

규정에서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예를 들어 「영화 및 비디오

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영화제작업으로 규정된 영업이 이 법에서 대중문화예술제작업

으로 규정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한다면, 영

화제작ㆍ방송영상물제작ㆍ비디오물제작ㆍ공연물제작ㆍ음반 및 음악영상물 제작 등도 대

중문화예술제작업이 된다. 법 제2조 제1호의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의에서는 공연물, 방송

영상물, 영화 및 비디오물,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이미지를 활용

한 제작물이 대중문화예술제작물로 규정되어 있다.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의 법적 정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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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영업”이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이 되고, 대중문화예술산업에 포함되지 않

는다고 해도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이 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제작업 정의에서는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도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을 포함한다.”라 하여 일반적으로 

하청이라 불리는 도급계약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도급을 준 상위사업

자도 제작업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법해석으로도 이와 같이 볼 수 있지만 법률로 명확히 규

정하려는 것이 취지이다. 예를 들어 어떤 제작물을 애초에 제작하기로 한 A라는 제작사가 있

고 이 A 제작사가 다른 제작사인 B를 수급인으로 하여 도급을 주고 이 B 제작사가 도급인이 

되어 또다른 C 제작사에게 재차 도급을 주었다고 하면 2회의 도급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경

우 실제 제작물을 제작한 것은 C 제작사이다. 대중문화예술인이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

프들은 C 제작사와 계약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기술용역을 제공하였다. A나 B 제작사

는 C 제작사와 도급계약을 맺었을 뿐 실제 제작물을 제작한 것이 아니므로 대중문화예술인

이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와는 계약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도급인

이거나 상위수급인인 A나 B 제작사가 전적으로 법률관계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도급인인 A사나 상위수급인인 B 제작사도 대중문화예술제작업에 포함되도록 하여 대중문화

예술제작업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A나 B 제작사와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

지만 이 법에 따른 규제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

이나 대중문화예술스태프에 대한 보호가 일보 전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은 대부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방송법」 등의 규율대상이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존재

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의 거의 대부분이 이미 현행법에서 규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

중문화예술제작업의 경우 사실상 이미 이를 규율하고 있는 기존의 법률과 소관부처가 있으므

로 이 법에서 대중문화예술제작업에 대한 별도의 행정적 관리 규정을 두면 이중규제와 부처 

간의 업무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의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예를 들

어 등록취소와 같은 행정적 제재를 한다고 해도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이 유효한 이상은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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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

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자의 관계에서 규율되는 경우와 이 법에서 정

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행정적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이 법에서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라고 하는 것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하는 자를 말한

다.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법

에서는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를 함께 지칭할 때는 대중

문화예술사업자라고 한다.

2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9.·“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란·대중문화예술산업에·종사하는·자로서·대중문화예술제작물·제작

과·관련된·기획,·촬영,·음향,·미술·등·업무에·기술적·또는·보조적인·용역을·제공하는·자를·말한다.

사회통념상 제작스태프로 불리는 사람들을 이 법에서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로 

규정한다. 이 법에서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를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

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한다. 

스태프의 또 다른 법적 용례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

3항 제1호에서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 스태프 등 주요 제작 인력 부문”이라고 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는 한국영화 제작에서 우리나라 인력이 참여하는 정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 용례에서 스태프는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인력 중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를 제외한 것

이다. 이는 사회통념상 제작스태프를 의미한다. 국어사전에서 스태프는 배우를 제외한 제작

인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법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범위가 이보다 더 

제한적이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용례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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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 관한 정의 규정에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인력 중

에서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들이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약자라

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 대한 법적 지원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기술적 또는 보조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제한하였다.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정의는 다음의 세 가지 개념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째, 대

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대중문화예술산

업에 종사하는 자가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될 수 있다. 둘째,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이는 예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명시된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에서 

법 제2조 제2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 업무를 말한다. 셋째, 기술

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다. 기술적 용역이라 기계나 장치, 기구 등의 작동

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보조적 용역이란 전문기술이나 지식 또는 창작과 관련된 업무가 

아닌 단순 노무제공 성격의 용역을 의미한다. 보조연기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이 아니라 촬

영보조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대중문화예술인이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 

포함된다.

. 

신의성실의 의무 등Ⅶ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등) ①·대중문화예술인,·대중문화예술사업자·및·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는·신의에·따라·성실히·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②·대중문화예술사업자·및·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대중문화예술인의·사생활을·보호하고·명예

가·훼손되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③·대중문화예술인,·대중문화예술사업자·및·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업무상·알게·된·비밀을·누

설하거나·부당한·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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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의성실의 의무

이 법의 규율대상인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민사법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리는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신의를 가지고 행동하라

는 것이다. 이 원칙은 로마법에서 기원하였으며 특히 당사자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채권법의 영역에서 발생ㆍ발전한 법리이다. 즉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權利濫用)이 되는 것이 보통이며, 의무의 이행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의

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재차 의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신의나 성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때나 장소가 변함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결국 그 사회

의 상식이나 일반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서 사정변경의 원칙과 실효의 원칙과 같은 

원칙이 파생된다. 그러나 그 중심은 권리의 공공성ㆍ사회성을 존중하려고 하는 데 있다. 신

의성실의 원리는 법적 책임의 문제와 계약해석의 기초가 되는 법원리이며, 이를 위반한 경

우에는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참고자료 ▶▶▶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법률행위에서 그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어, 당초에 정하여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한다면 대단히 부당한 결

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를 신의칙에 맞도록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

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에서 “사정”

이란 객관적 사정일 뿐, 주관적 사정은 해당하지 않는다.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행위를 하거나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권

리의 행사가 없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권리의 행사를 권리남용으로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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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생활보호 및 명예훼손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사생활을 보호

하고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인의 사생활은 대중의 주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 의해서 사생활

이 노출되고 명예훼손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기 쉽다.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보호라

는 측면에서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는 

취지의 조항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일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참고자료 ▶▶▶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명예’란 사

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

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

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은 민사 문제와 형사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민법」 

제750조 민사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

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

가를 저하시킬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

의사불벌’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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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밀누설 금지의무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업무상 비밀을 누

설하거나 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 민

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법의 관련 조항에 의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숨김으로써 본인이 일정한 

이익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비밀이란 반드시 사생활상의 비밀에 한하지 않고, 공적 

생활상의 비밀도 포함된다. 일반인이 비밀로 하려는 사항(객관적 비밀)과 본인이 특히 비밀

로 할 것을 원하는 사항(주관적 비밀)을 포함한다. 비밀은 업무처리 중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어야 하므로 업무와 관계없이 알게 된 비밀은 포함되지 않는다. 

 누설이라 함은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말 또는 문서로 알리거나 비밀서

류를 보이는 등 그 방법 여하는 불문한다. 여럿에게 알릴 필요는 없고 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누설이 된다. 이는 판례에서 이른바 ‘전파성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명예훼손 등의 경우에

도 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전파성이 있다면 이 같은 비밀이 누설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본인의 

명시ㆍ묵시의 승낙이 있거나 비밀누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조 제3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

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41조 제1항 제1호). 시행

령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의 경우는 500만원, 2차 위반의 경우는 800

만원, 3차 이상 위반은 1,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48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준수사항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Ⅷ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국가는·국가브랜드·가치·제고를·위하여·대중문화예술

산업의·해외시장·진출에·관한·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할·수·있다.

1.·대중문화예술산업의·해외·홍보·및·해외·마케팅·활동·지원

2.·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국제공동제작·및·해외배급·지원

3.·해외진출에·관한·정보제공

4.·외국인의·투자유치

5.·해외·시장에서·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지식재산권·보호

②·국가는·제1항·각·호의·사업을·추진하는·자에게·필요한·행정적ㆍ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국가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홍보 지원, 마케팅 활동 지원, 국제공동

제작 및 해외배급 지원, 정보제공, 외국인 투자유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

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이 지속적이고 꾸준한 성장

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직간접적인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대중문화예술 콘텐츠를 제작ㆍ기획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이 좁은 국내

시장을 떠나 해외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

다. 나아가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를 

제약하는 각종 법적 규제를 완화해주는 가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문화콘텐츠 산업은 전체 경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기반이자 중요한 해외 수

출품목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자국의 문화콘텐츠를 통하여 해외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마케팅 지원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거래시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역보복 수단까지 

강구할 정도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2009년 태국에서 원더걸스의 ‘텔미’를 국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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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었는데, 대중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수익창출로 연결되

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이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상승시키

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를 제작ㆍ기획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수익창출로 이어져

야만 다시 더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언론기사 

동남아시아에서 짝퉁 원더걸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류 짝퉁이 자꾸 늘어나면서 우리 가요계

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멜로디와 가사, 춤 동작에 복고풍 의상까지 우리나라의 원더걸스를  판박이처럼 베낀 이들은 캄보디

아의 RHM이라는 4인조 여성그룹으로, 현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태국에서 

정식 앨범을 내면서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장에 진출한  원더걸스 측은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현지 업자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해외 저작권을 관리하는 업체하고 면

밀하게 협조를 해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그룹의 같은 앨범 속에는 가수 엄정화의 히트곡도 불법 번안돼 있습니다. K-POP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가요 베끼기는 동남아에서 아주 흔한 일이 됐습니다. 베트남의 한 남자 가수가 

DJ DOC의 노래를 전부 베껴 만든 뮤직비디오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동남아는 아직 세련된 팝을 작곡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팝을 동양적 정서에 잘 맞게 소

화하고 있는 한국 노래들을 그대로 번안해서 쓰고 있다.” 

우리 가요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해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17일 MBC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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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영업질서 : 공정한 계약

Chapter

02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Ⅰ

제6조(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①·국가는·대중문화예술산업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공정한·영업

질서의·조성에·노력하여야·한다.

②·대중문화예술사업자·또는·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대중문화예술제작물·제작공급계약을·체결하는·

자는·그·지위를·이용하여·계약의·상대방에게·불공정한·계약의·체결을·강요하거나·부당한·이익을·

취득하여서는·아니·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대중문화예술사업자·또는·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대중문화예술제작물·제

작공급계약을·체결하는·자가·제2항을·위반하는·경우·공정거래위원회·또는·관계·기관에·그·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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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의무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른바 ‘장자연 사건’ 또 여러 인기가수그룹과 

대형기획사 사이의 계약분쟁 등 많은 혼탁한 모습이 나타나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에 부각되고 물의를 일으켜왔다.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하여  우선적으로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대중문화예술산업에도 접목할 필요가 있었다. 

 우선 제6조 제1항에서는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선언하였다. 혼

탁해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공정한 영업질서

를 확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그

에 기한 민간의 창의성 발현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여러 특수성, 특히 대중문화예술산업 참여자들의 차등적인 역학관계로 이 분야에서 공정한 

영업질서의 확립을 시장에만 맡겨 두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행정 당국의 적절한 규제체제가 작동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2    불공정계약 및 부당이득 금지

제6조 제2항은 대중문화예술 관련계약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것이다. 계약의 공정성이란 

모든 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과 동시에 존중되어야 할 원리로서, 우리 「민법」도 제104조에

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제목하에 계약상대방의 약점이나 열악한 형편(궁박, 경솔, 무경

험 등)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모습을 띠는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선언하고 있다.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계약은 시장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당사자 간에 어느 정

공정한 영업질서 : 공정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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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Ⅰ

제6조(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①·국가는·대중문화예술산업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공정한·영업

질서의·조성에·노력하여야·한다.

②·대중문화예술사업자·또는·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대중문화예술제작물·제작공급계약을·체결하는·

자는·그·지위를·이용하여·계약의·상대방에게·불공정한·계약의·체결을·강요하거나·부당한·이익을·

취득하여서는·아니·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대중문화예술사업자·또는·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대중문화예술제작물·제

작공급계약을·체결하는·자가·제2항을·위반하는·경우·공정거래위원회·또는·관계·기관에·그·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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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균형이 확보되는 가운데 재화나 용역과 그에 대한 대가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데 비해, 

불공정하다는 것은 그 균형이 현저히 깨짐으로써 결국 일방의 타방에 대한 경제적 착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를 본문에서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계

약의 불공정성은 이처럼 계약당사자의 교섭력(bargaining power)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내용에 대해 자유로이 협상하는 가운데 최대공약수를 추출해내는 계

약체결의 일반적 원리가 작동되지 못하고, 교섭력이 우세한 자의 주장과 이해관계만이 일

방적으로 반영됨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의 실태를 보면,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자에 대해서, 방송사업자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드라마제작사와 같은 다른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에 대해서, 대중문화예

술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

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 대해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우월한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주체는 일차적으로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즉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을 하는 자이나, 법 제6조 제2항에서는 그 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

을 체결하는 자를 별도로 명기하고 있다. 이는 주로 방송사 등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발주

자가 드라마제작사 등 다른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예정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교섭력의 우월성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선언한 것이다.

■ 언론기사 

연예 지망생 200만 명… ‘악마 기획사’의 마수

‘자신의 영화학원에 다니는 10대 여성을 여관으로 끌고 가 강제로 성폭행한 비디오 영화감독’(1993

년), ‘연예인 데뷔를 미끼로 지망생을 성폭행한 기획사 대표’(2002년), ‘노예 각서에 서명토록 강요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연예기획사 대표’(2009년), ‘연예인 지망생 4명과 부모로부터 2억 2,000여 만원을 뜯

어낸 매니저’(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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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기, 횡령 등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는 아무런 근절 대책 없이 지난 1990년대

부터 지금까지 20년간 지속돼왔다. 특히 최근 세계로 뻗어가는 케이팝(K-POP) 열풍과 공중파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이어지면서 연예인 지망생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이들을 대

상으로 한 범죄 역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속출하고 있다. 지난 8일엔 유령 기획사를 차려 연예

인 지망생을 모집한 뒤 돈을 뜯고 성폭행한 이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연예인 지망생은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초ㆍ중ㆍ고교생을 포함해 연예인을 지망

하는 사람이 10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지난해부터 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급증하면서 지

망생은 이제 ‘200만 명 시대’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지망생은 늘고 있지만, 연예계 진출자가 적다보니 경쟁은 치열하다. 이 틈을 타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기획사들이 ‘연예인 시켜주겠다’며 접근, 사기와 성폭행 등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는 것이다. 한 연예기획사 이사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떨어지는 지망생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허가 기획사의 꾐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다”며 “공급(지망생)에 비해 수요(기획사)가 상대적으

로 적다보니, 권력 관계에서 약자인 지망생들이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하 생략)

(문화일보 2012년 5월 10일 자)

3    불공정계약 통보

제6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차적 조치로서 주무부장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위반한 사업자 등을 공

정거래위원회나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상 또는 신고 등으로 불공정거래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 

그 경중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치하거나 그 불공정성이 현저하거나 지속적인 경우 등에는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피통보기관은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질서의 확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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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해당 불공정거래가 방송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될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Ⅱ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한 계약에서 지켜야 할 계약체결의 기본원칙을 선언하는데 의

의가 있으며, 먼저 일반조항으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체결할 것과 체결된 계약에 

대한 신의성실 이행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률로 정한 중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할 의무와 그 중요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

여야 할 의무를 선언함으로써 계약체결과정을 투명화해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대중문화예술용역과·관련된·계약의·당사자는·대등한·입장

에서·공정하게·계약을·체결하고,·신의에·따라·성실하게·계약을·이행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계약의·당사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계약서에·명시하여야·하며,·서명·또는·기

명ㆍ날인한·계약서를·서로·주고받아야·한다.

1.·계약·기간ㆍ갱신ㆍ변경·및·해제에·관한·사항

2.·계약당사자의·권한·및·의무에·관한·사항

3.·대중문화예술용역의·범위·및·매체에·관한·사항

4.·대중문화예술인의·인성교육·및·정신건강·지원에·관한·사항

5.·상표권,·초상권,·콘텐츠·귀속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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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수익의·분배에·관한·사항

7.·분쟁해결에·관한·사항

8.·아동ㆍ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보호에·관한·사항

9.·부속·합의에·관한·사항

③·제8조에·따른·표준계약서를·사용하는·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에·따라·계약을·체결한·것으로·본다.

1    공정한 계약과 계약의 성실한 이행

제7조 제1항에서는 계약체결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체결의 당사자는 일반적으로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이 될 것이다. 

그 밖에도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간의 공급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대중문화예

술인이 직접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당사자가 누구이든 간에 계약의 당사자는 체결과정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

을 체결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현실의 체결과정에서 당사자의 교섭력은 차등적이고 이

에 따른 계약내용의 유불리가 반영되는 것은 자유시장 거래에서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일방 당사자가 이런 불평등한 역학관계를 악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계

약체결을 유도하는 것은 이미 제6조에 의해 용인되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는바, 동 조항은 

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재차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아가 체결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양자에게 이른바 신의성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에 규정되어 있듯이 모든 민사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이다.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의 기본법이 될 이 법에서 이런 기본원칙을 수용하여 규정한 것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의 일반적인 형태는 ‘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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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다. 이 법에서는 전속계약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대중문화예술인전

속계약이라는 것도 하나의 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계약자유의 원칙상 법적으로 이를 규율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는 전속계약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용역에 

관련한 모든 계약에 적용될 규율사항을 규정한다. 

<판례>

1. 공서양속 판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의사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불확정한 기간 동안 원고

의 가수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 ‘전속’되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원고에

게 지휘종속관계와 유사한 법률관계의 존속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는 공서양속에도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계약기간 내 총 5개의 음반을 제작하기로 정한 부분은,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기하여 계약기간 동안 원고에게 취입을 요구할 수 있

는 음반 수량의 상한을 정함과 동시에 원ㆍ피고가 계약기간 동안 서로 협력하여 출반하기로 하는 음

반의 목표 수량을 정한 것이거나, 가사 계약기간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36개월의 계약기

간 내에 출시할 수 있도록 피고가 5개까지의 음반제작을 기획하고 원고에게 취입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만 그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

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06.8.17. 선고 2005나99789 판결)

2. 신의성실 판례

음반출시일로부터 5년이라고 정한 전속계약에 대하여 “투자에 대한 자금회수신인을 발굴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신인들 중 소수의 사람들만이 소위 ‘스타’가 되는 위험성이 높은 산업

이어서, 위와 같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피고가 수익을 거둘 시점에 계약이 끝나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민

법 제150조 제1항)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계약기간에 관

한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라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5.25. 선고 2005가합851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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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제7조 제2항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에 명시될 사항 및 계약서의 교부의무에 관하

여 규정하였다.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상당부분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계약내용이 명쾌하

지 않아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일어난다. 계약의 해석은 일반적ㆍ추상적인 언어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집행하기 위해 그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계약은 인간

의 언어로 표현되며, 언어는 해석에 따라 뜻이 변하고 글 자체로만으론 저자의 의도나 생각

이 완벽히 전달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예술이나 문학작품, 성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해석의 논쟁이 많이 등장한다. 계약 역시 계약체결자의 의도가 완벽히 파악되기 어렵고, 경

우에 따라서는 계약체결자의 의도는 현실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취급되기도 한

다. 또한 계약서에 사용된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 자체의 의미가 변하거나 도덕률이 

변하면서 해석이 더욱 중요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계약체결과정에서 당자자의 의사표시

를 명확히 하는 것은 분쟁예방의 제일보라고 할 것이다.

우선 계약당사자에게 계약의 중요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일차적으로 당사자 간의 구두계약은 인정되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서에 명

시되어야 할 사항은 계약의 주요 내용이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계약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에 관한 사항, 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상표권, 초

상권, 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아동ㆍ청

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에 관한 사항과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이다.

참고자료 ▶▶▶

구두계약이란?

구두(口頭)나 불요식의 서면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서면으로 날인하는 날인계약(捺印契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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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by seal)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단순계약(simple contract)이라고도 한다. 명칭은 구두로 

되어 있으나 단순히 구두로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날인계약 이외의 모든 계약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진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서로에게 

교부하여야 할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일부 열악한 거래에서 계약서 자체

를 교부하지도 않는 행태가 벌어지는 일도 있었음을 고려하여 교부의무를 부과하여 계약당

사자인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자신이 체결한 계약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 항을 위반하여 명시나 교부의무를 소홀히 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제41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

에 따르면, 1차 위반은 150만원, 2차 위반은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500만원의 과태료

에 처한다.

3    표준계약서 사용의 효과

제7조 제3항은 표준계약서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다. 제8조에서는 표준계약서의 도입

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들이 이러한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는 동 조항의 요건은 당연히 충족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이 조항은 표준계약서를 보급

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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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Ⅲ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

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

약서를 제정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하며,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

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

용역관련 계약체결 시 준수사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대중문화예

술제작물 제작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근로계약은 

제외)에도 적용된다.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공정거래위원회와·협의하여·대중문화

예술인과·대중문화예술사업자·사이·또는·서로·다른·대중문화예술사업자·사이의·대중문화예술용

역과·관련된·표준계약서를·마련하고·사업자·및·사업자단체에·대하여·이를·보급하여야·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른·표준계약서를·제정·또는·개정하는·경우에·관련·사업자단체·

등·이해관계자와·전문가의·의견을·들어야·한다.

1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의무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사자들에게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해주는 계약의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당

사자들에게 계약체결에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로서 표준

계약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표준계약서(standard contract terms)란  특정한 거래분야에서 체결되는 개별계약에서 

모범으로 참조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전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 초안을 말한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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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계약서를 통해 계약실무에 능통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들도 쉽게 계약체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표준계약서가 담보하는 일정 수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표준계약

서에 대한 첨삭으로 당사자들의 개별적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도 있다.

표준계약서에 상응하는 법적 개념으로 ‘약관’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약관규

제법에 따르면 약관의 정의는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

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중 다수의 

반복되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의 샘플이 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성격을 

같이한다. 그러나 약관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작성한다는 일방성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사

업자인 작성자의 주관적인 이해관계가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게 되므로 이를 통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약관에 대하여서도 이른바 ‘표준약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동법 제19조

의2). 이는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리 양 당사자의 이해

관계를 균형적으로 반영한 계약내용에 대해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으로 

인정해줌으로써 고객들에게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약관의 내용을 순화하

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표준계약서는 표준약관에 상응하는 공신력은 없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명의로 고시되며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내용의 공정

성을 담보받고 있다. 또한 법 제7조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정한 표준계약서

를 사용하면 공정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공신력이 부여될 수 있

도록 하였다.

표준계약서의 적용대상으로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물론 대중문화

예술제작업자도 포함시킴으로써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가 공정하게 조성될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제작과 관련한 용역제공 

계약에도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처우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대중문화예술 관련계약 중 분쟁의 빈도나 거래표준의 확립 등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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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수 있고 이를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고시된 표준계약

서는 해당 거래분야에서 하나의 모범제시기능을 함으로써 계약내용의 공정화를 선도해나

갈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계약서의 제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

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자적으로 표준약관제정권에 의해 이미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 부문에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공포한 바 있다. 따라서 양 제도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

록 하는 의미에서 표준계약서 제정에서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한 것이다.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방안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7조

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체결 시 준수사항인 ①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계

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제7조 제1항)와 ②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계약기간ㆍ보수 등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

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야 할 의무(법안 제7조 제2항)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표준계약

서는 법률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준수사항이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계약은 법이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용

역 관련계약체결 시 준수사항을 당연히 충족하게 된다.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체결 시 준수사항을 위반하

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이에 따라 계약을 체

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표준계약서의 확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표준계약서의 제정ㆍ개정 시 의견청취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개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사업자단체들이 조직화되어 있는바,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은 이들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하며 그 밖의 여러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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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거래현실과 괴리된 표준계약서로 오히려 거래에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약관”이란·그·명칭이나·형태·또는·범위에·상관없이·계약의·한쪽·당사자가·여러·명의·상대방과·계

약을·체결하기·위하여·일정한·형식으로·미리·마련한·계약의·내용을·말한다.

제19조의2(표준약관)·①·사업자·및·사업자단체는·건전한·거래질서를·확립하고·불공정한·내용의·약

관이·통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일정한·거래분야에서·표준이·될·약관을·마련하여·그·내용이·

이·법에·위반되는지·여부에·관하여·공정거래위원회에·심사를·청구할·수·있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또는·제4항에·따라·심사하거나·마련한·약관(이하·“표준약관”이라·한다)

을·공시(公示)하고·사업자·및·사업자단체에·표준약관을·사용할·것을·권장할·수·있다.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계약Ⅳ

제9조(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계약)·대중문화예술제작물·제작과·관련하여·대중문화예술제

작물스태프가·당사자가·되는·계약에·대하여는·제7조·및·제8조를·준용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안정적 발전

을 가로막는 숙제이다. 그중 ‘스태프’라는 이름으로 영화ㆍ드라마ㆍ연극 등의 제작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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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종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일을 뒷받침하는 집단의 처우는 시급한 

문제이다. 이들이 관련된 계약에서도 대중문화예술인이 당사자인 계약과 동일한 보호장치

가 적용됨을 명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스태프들도 계약의 공정성이라는 보호의 우산 아래 

있어야 함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이들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사이의 계약에도 제7조와 제

8조가 준용됨에 따라 공정한 계약체결, 중요사항의 계약서명시의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표준계약서 고시 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로써 대중문화예술제작스태프들도 계약의 체

결 및 내용의 형성에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제7조가 적용되

므로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가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제41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은 

150만원, 2차 위반은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사전설명의 의무Ⅴ

종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체결의 관행에서 계약내용에 대해 해당 대중문화예술

인이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계약이 체결되거나 심지어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의사에 반해 

체결되는 등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종종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면

에서 ‘사전설명 의무’를 계약체결에서 기본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제10조(사전설명의 의무) ①·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소속·대중문화예술인을·대리하여·대중문화

예술용역제공계약을·체결할·때에는·해당·대중문화예술인에게·계약의·내용을·미리·설명하여야·한다.

②·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제1항의·경우·해당·대중문화예술인의·명시적인·의사표시에·반하는·계약

을·체결해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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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의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설명의무가 적용되는 경우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

화예술인을 대리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는 때이다. 즉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는 일반적으로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대중문화예술제공계약을 체결할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정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므로, 구체적인 

계약체결에 임하여서는 주요한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을 고려

하면 동의에는 명시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동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설명의 시기는 계약체결 전이어야 한다. 즉 사전설명만이 인정된다. 이는 설명을 듣고 대중문

화예술인이 계약체결을 거절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계약체결 사후에 그 내용을 

설명해준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설명의 대상은 계약의 주요한 내

용이다. 예컨대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 보수, 제공기간 등이다. 객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

더라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의미 있는 내용이라면 설명의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사전설명을 듣고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이 명시적ㆍ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계약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는 대리권이 있으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동항의 사전설명의무를 위반한 대중

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41조 제1항 제2호). 시

행령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은 150만원, 2차 위반은 300만원, 3차 이

상 위반은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참고자료 ▶▶▶

설명의무란?

설명의무는 금융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 상품 내

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에서 시작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과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의무이다. 즉, 「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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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투자자를 오도(misleading)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투자자의 합리

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

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형식적 설명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명 내용

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발

생시킨 경우 원본결손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의 입증책임을 금융투자회사에게 전

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2    의사에 반하는 계약체결 금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사전설명을 듣고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해 계약에 대하여 기획업자는 대리권이 없는 것이 되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계약을 체

결하지 않겠다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법조문에 “명시적인 의사표

시”라 하였으므로 이 경우는 묵시적인 의시표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점이 동의의 의사표시와

의 차이점이다. 즉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는 명시적인 것과 묵시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여야만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반대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여 결국 용역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민법상의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참고자료 ▶▶▶

무권대리(無權代理)란?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를 말하며,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로 나눌 수 있다. 무권대리는 원래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아무런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으므로 무

효이다. 다만,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하다. 그러나 민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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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안전과 상대방보호를 위하여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

행위에 의한 법률효과를 인정하고 본인에게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를 표현대

리라고 부른다(「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회계처리Ⅵ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대중문화예술인별 분리회계처리 의무, 회계내역 및 정산자료 

공개의무, 45일 이내 수익정산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수익분배를 투

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함이 본 조항의 목적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통상 여러 

명의 대중문화예술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으로 벌어

들인 수익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모두 통합 관리될 경우 수익정산 

분배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회계처리의 투명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정산자료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수익이 발

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45일 이내에 분배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제14조(회계처리) ①·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소속·대중문화예술인에게·제공한·대중문화예술기

획업무의·대가·및·비용을·해당·대중문화예술인별로·분리하여·계상ㆍ관리하고·회계장부를·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한다.·다만,·2인·이상의·대중문화예술인들이·하나의·대중문화예술용역을·제

공하고·있어서·각·대중문화예술인이·제공하는·대중문화예술용역의·내용·및·정도를·분리할·수·

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소속·대중문화예술인의·요구가·있는·경우·제1항에·따른·회계장부·등·해

당·대중문화예술인과·관련된·회계·내역을·지체·없이·해당·대중문화예술인에게·공개하여야·한다.

③·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제3자로부터·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의·대가를·수령한·경우·수령일로부

터·45일·이내에·해당·소속·대중문화예술인에게·계약에·따른·보수를·지급하여야·한다.·다만,·지급

을·지체할·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45일의·범위에서·그·지급·기한을·연장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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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기사 

아이돌 그룹과 기획사 갈등 왜 반복되나

최대 문제는 수익정산 부분… 멤버 간 빈익빈부익부도 생겨 

아이돌 그룹과 기획사의 마찰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룹 ○○○의 리더 ○○○이 21일 사회관

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속사 ○○의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수익정산 등 지금까지의 처우에 대

해 문제제기를 하고 우울증까지 겪었다고 토로했다. 그간 아이돌 가수와 기획사 간의 갈등 또는 전속계약 

분쟁은 심심찮게 일어났지만 가수가 공개적으로 높은 수위의 주장을 펼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략]

수익정산 힘든 기획사 적자 구조… 가수들 육체적 피로만 쌓여

아이돌 그룹이 기획사와 마찰을 빚는 가장 큰 문제는 수익정산 부분이다. ○○○도 이날 SNS에 “아

홉 명 아들들이 코 묻혀가며, 피 묻혀가며 일해온 수익, 자금, 피 같은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세요”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기획사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가요계는 

많은 아이돌 그룹이 육성되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상황, 그로 인해 수년간 활동해도 제대로 ‘뜨지 

못하면’ 수익정산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에 공감한다. 

특히 중소규모 기획사들의 경우 신인 그룹 육성 과정에서 수억대의 돈을 투자하지만 팀의 성공까지 

수년이 걸리고, 이마저도 어려워 적자를 면치 못해 수익정산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또 때론 정산 시스

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주먹구구로 기획사를 운영해 수익을 투명하게 분배하지 않는 일부 제작자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 실제 여러 가수는 방송에서 “아직 뜨지 못해 정산을 받지 못했다”, “한 달에 

10만원밖에 못 벌었다” 등을 스스럼없이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 아이돌 가수들은 수년간 방송과 공연을 

하면서도 육체적인 피로만 쌓여가는 상황이다. 이 대목에서 가수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고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를 자연스레 하게 된다.

기획사들은 그나마 해외 공연이나 행사를 통해 적자를 메우려 하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으며,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부 멤버를 띄워 충당하지만 멤버 간 수익의 빈익빈부익부만 커질 뿐이다. 한 아

이돌 그룹 기획사의 홍보 실장은 “어느 그룹을 막론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갈등이 생기면 정

기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일부 그룹 중엔 기획사와의 갈등으로 제대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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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는 계속 잠재돼 있다고 본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기획사의 대표 

는 “몇 년 전 케이팝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 등지로 퍼져 나갈 때 해외 언론이 한국의 아이돌 가수 육성 

시스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며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면 한류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우

려했다.

(연합뉴스, 2014년 9월 21일 자)

1    대중문화예술인별 회계처리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중문화예술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수익이다. 그런데 대중문

화예술기획업자가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정

산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존 대중문화예술용역기획업자 중 일부

는 주먹구구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거나 제대로 된 정산자료를 대중문화예술용역종사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여 많은 분쟁을 야기하여왔다.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대중문화예술인

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항을 도입한 것이다.

다만 2인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인이 하나의 팀으로 활동하면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하는 경우, 개인별로 수익과 비용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계상ㆍ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별로 분리하여 계상ㆍ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룹이나 팀 단위의 회계장부를 작

성ㆍ비치하면 된다.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에 처한다(제41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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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장부의 공개의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통상 여러 명의 대중문화예술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데,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제공해 벌어들인 수익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개설한 예

금계좌에 모두 통합 관리될 경우 수익정산 분배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

고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정산자료의 제공을 

의무화하였다.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한다(제41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은 30만원, 

2차 위반은 6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3    45일 이내 수익정산의무

대중문화예술산업이 발달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대중문화예술인 에이전트는 대중

문화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자금을 반드시 별도 신탁계정(trust account)에 보관하여야 하

며, 그 돈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에이전트 수수료를 공제하고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법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45일로 연장하였

으며,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분배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1,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41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에 따

르면, 1차 위반은 500만원, 2차 위반은 8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1,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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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기사 

檢, ○○ㆍ△△ 출연료 횡령 연예기획업자 기소  

유명 가수 ○○과 △△의 행사 출연료 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업자가 검찰에 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과 △△에게 팬미팅 행사 출연료로 지급할 2억원을 빼돌린 혐의(횡

령)로 연예기획업자 정모(3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연예기획업체 S사를 

운영하던 정 씨는 2009년 5월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팬미팅 행사를 기획하는 M사와 ○○과 

△△을 출연시키는 조건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의 2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정 씨는 가수들의 소속사

와 협찬 문제 등으로 약정한 시한인 2009년까지 이들의 출연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에 M사는 2억원

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정 씨가 이를 거부해 M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정 씨는 횡령한 2억원을 영

화 제작비와 개인 생활비 등에 모두 써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2013년 11월 1일 자) 

참고자료 ▶▶▶

미국 캘리포니아 탤런트 에이전시법의 회계처리 규정

탤런트 에이전시는 아티스트에게 지급되는 자금을 반드시 별도 신탁계정(trust account)에 보관

하여야 하며, 그 돈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에이전트 수수료를 공제하고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에이전트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가 에이전트에게 지불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한도로 또는 에이전트와 아티스트 사이에 수수료와 관련된 분쟁이 제기된 경우

에 그 분쟁금액에 해당하는 자금은 30일 이상 보유할 수 있다. 

Talent Agencies Act, California Labor Code 1700

1700.25. (a) A licensee who receives any payment of funds on behalf of an artist shall 

immediately deposit that amount in a trust fund account maintained by him or her in a 

bank or other recognized depository. The funds, less the licensee’s commission, shall  

be disbursed to the artist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However, notwithstand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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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ing sentence, the licensee may retain the funds beyond 30 days of receipt in 

either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1) To the extent necessary to offset an obligation of the artist to the talent agency that is 

then due and owing.

(2) When the funds are the subject of a controversy pending before the Labor 

Commissioner under Section 1700.44 concerning a fee alleged to be owed by the artist 

to the licensee.

(b) A separate record shall be maintained of all funds received on behalf of an artist and 

the record shall further indicate the disposition of the funds.

(c) If disputed by the artist and the dispute is referred to the Labor Commissioner, 

the failure of a licensee to disburse funds to an artist within 30 days of receipt shall 

constitute a “controversy”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1700.44.

(d) Any funds specified in subdivision (a) that are the subject of a controversy pending 

before the Labor Commissioner under Section 1700.44 shall be retained in the trust fund 

account specified in subdivision (a) and shall not be used by the licensee for any purpose 

until the controversy is determined by the Labor Commissioner or settled by the parties.

(e) If the Labor Commissioner finds, in proceedings under Section 1700.44, that the 

licensee’s failure to disburse funds to an artist within the time required by subdivision 

(a) was a willful violation, the Labor Commissioner may, in addition to other relief under 

Section 1700.44, order the following:

(1) Award reasonable attorney’s fees to the prevailing artist.

(2) Award interest to the prevailing artist on the funds wrongfully withheld at the rate of 10 

percent per annum during the period of the violation.

(f) Nothing in subdivision (c), (d), or (e) shall be deemed to supersede Section 1700.45 

or to affect the enforceability of a contractual arbitration provision meeting the criteria of 

Section 17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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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겸업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인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도 적고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

이 대중문화예술인의 수요보다 더 크지 않은 현실에서 무리한 겸업금지는 대중문화예술인

의 기회를 제한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겸업을 인정하고 대신 

이로 인해 대중문화예술인이 불리한 위치에 처하지 않도록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는 장

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제작업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겸업이 가져오는 문제점은 이른바 이해관

계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즉 제작업자로서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저렴한 용역료로 투입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자 할 것이고, 기획업자

로서는 동시에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출연료를 최대한 높이 받아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

이다. 그리하여 기획업자가 제작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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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변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이를 인위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또 겸업금

지조항을 도입한다고 하여도 동일인 여부에 대한 판단이 회사의 경우 매우 어려운 점도 있

다. 이를 관철하고자 하면 지분구조 등에 대한 규율이 필요한데 이는 사실상 법집행에 상당

한 비용을 요할 것이다. 결국 겸업을 인정하되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 

보완책이 필요한 것이다.

제11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의 겸업 특례)·①·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겸업

하는·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소속·대중문화예술인의·대중문화예술용역을·제공받고자·하는·경우

에는·해당·대중문화예술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다만,·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음반·또는·음원

을·제작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②·대중문화예술인이·제1항에·따른·동의를·하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계약조건을·일방적으로·변경

하거나·다른·소속·대중문화예술인과·차별대우하는·등·부당한·대우를·받은·경우에는·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와의·계약을·해지할·수·있다.

③·제1항에·따른·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소속·대중문화예술인에게·알선료에·따른·비용을·청구할·

수·없으며,·이를·이유로·대중문화예술인에게·그·용역의·대가로·지급하여야·할·보수를·부당하게·삭

감하여서는·아니·된다.

1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작업을 겸하면서 자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을 받

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제1항). 동의를 구하

기 위해서는 제작업을 겸업하는 작품에 알선하는 취지를 사전에 설명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 규정은 최소한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이 그러한 이익충돌의 상황을 알고서 계약체결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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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중문화예술인의 수요보다 더 크지 않은 현실에서 무리한 겸업금지는 대중문화예술인

의 기회를 제한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겸업을 인정하고 대신 

이로 인해 대중문화예술인이 불리한 위치에 처하지 않도록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는 장

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제작업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겸업이 가져오는 문제점은 이른바 이해관

계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즉 제작업자로서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저렴한 용역료로 투입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자 할 것이고, 기획업자

로서는 동시에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출연료를 최대한 높이 받아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

이다. 그리하여 기획업자가 제작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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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권익보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대중문화

예술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는 없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약 3분의 2 규모인 가수 부문의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곧 음

반(음원)제작업을 의미하므로 겸업금지 조항의 도입은 음반산업의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우

려가 크다. 또한 음반 또는 음원 제작의 경우는 초기 투자비용이 매우 크며, 음반 발매기회의 

확대라는 점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의 겸업이 대중문화예술인의 이

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따라서 음반 또는 음원 부문에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음반 또는 음원을 제작한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음반 또는 음원 제작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 조항

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당연히 제2항의 동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차별대우 등으로 계약해지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동의 조항 배제만으로 알선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적용배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음반 또는 음원제

작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알선료와 제작에 따른 대가를 구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알선료 청구금지 조항의 적용에 따른 실질적인 의미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알선료 청구금지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면 영화ㆍ드라마 제작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음반ㆍ음원 제작

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하고, 음반의 최초 발매 이후에는 제작

업 겸업으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 간

의 수수료율 조정의 문제로 해소될 수 있다.

2    계약의 해지

제1항의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대중문화예술인이 동

의를 거부할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 대중

문화예술인에게 동 대중문화예술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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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의 구체적 예로는 계약조건의 일방적 변경, 다른 소속대중문화예술제공자와의 차별대

우 등을 들 수 있다.

3    알선료 청구금지

겸업 시 특히 첨예한 문제가 되는 것은 금전적 이해관계가 될 것이다. 기획업자가 자신이 

제작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에 대중문화예술인을 출연시키는 경우에는 알선의 노력을 했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알선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받을 수

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제3항 전단). 다만 수수료에는 알선료 외에 교육비용 등 투자

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고 수수료 중 알선료의 비율이 어떠한가는 당사자 간의 계약

에 의해서 정할 사항이다. 

알선료를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그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하는 것을 막고 있다(제3항 후단). 부당하게 출

연료가 삭감되었는지는 동종업계의 거래관행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요컨대 겸업으로 인해 대중문화예술인은 자신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의 수령에 있어 

겸업이 아닌 경우와 비교해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동 조항을 위

반하여 알선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여

야 할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41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은 150만원, 2차 위반은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은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참고자료 ▶▶▶

미국 캘리포니아주 영화배우조합(Screen Actors Guild) 규정

SAG Rule 16(g) VI(B)에서는 “에이전트나 에이전트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영화제작자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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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영화의 제작이나 분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화제작사나 영화

배급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영화배우조합 규정에서는 제작업과 에이전트의 겸업을 금지하여 이해관계

의 충돌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1930년대 탤런트를 대리하는 사업과 그 소속 탤런트가 출연하는 

영화 및 TV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업을 겸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지배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자, 

1938년 모든 엔터테인먼트 에이전트들에게 영화제작금지를 강제하였고, 이후 1952년에는 TV프로

그램 제작금지까지 강제하게 되었다. 

도급계약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에 대한 책임Ⅱ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

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도급인을 포함

한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직상 수급

인의 귀책사유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하수급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

유는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

니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기자재, 설비, 인력 등을 공급하지 않거

나 지연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

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12조(도급계약시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에 대한 책임)

①·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1회·이상의·도급에·따라·제작되는·경우에·하수급인(下受給人)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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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直上)·수급인(도급인을·포함한다)의·귀책사유로·대중문화예술인·또는·대중문화예술제작

물스태프에게·보수를·지급하지·못한·때에는·그·직상·수급인은·그·하수급인과·연대하여·보수에·대

한·책임을·진다.·다만,·직상·수급인이·자신에게·귀책사유가·없음을·증명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따른·직상·수급인의·귀책사유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말한다.

1.·정당한·사유·없이·도급계약에서·정한·도급·금액·지급일에·도급·금액을·지급하지·아니한·경우

2.·정당한·사유·없이·도급계약에서·정한·기자재,·설비,·인력·등의·공급을·하지·아니하거나·지연

하는·경우

3.·정당한·사유·없이·도급계약의·조건을·이행하지·아니하여·하수급인이·도급사업을·정상적으로·

수행하지·못한·경우

③·하수급인이·대중문화예술인·또는·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지급하여야·할·보수에·대하여·

제1항에·따른·직상·수급인이·공탁ㆍ보증·등·도급금액의·지급을·보장하는·조치를·한·경우에는·제1

항에·따른·연대책임을·지지·아니한다.

1    연대책임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도급에 의하여 제작되는 경우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

을 제공한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자 또는 기술적ㆍ보조적 용역을 제공한 대중문화예술제작

물스태프가 보수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방송사업자와 같은 도급인과는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맺

지 않았기 때문에 드라마제작사와 같은 하수급인이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

작물스태프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급인이 법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는 없

다. 하지만 도급인과 수급인의 실질적 관계에서는 도급인의 우월한 사회적 지위가 반영되

어 있기 때문에 도급인이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직접적인 계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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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도급인에게 보수

를 청구할 수도 없다. 이 경우에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보수청

구권을 일정한 부분 보장하기 위해서 하수급인이 도급인을 포함한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로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을 포함한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

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계약관계 밖에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함으

로써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도 있으므로 직장 수급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증

명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도급

제작에서 보수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처우가 일정 부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이 1회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제

12조가 적용된다.

참고자료 ▶▶▶

연대책임이란?

수인이 연대하여 각각 그 전 재산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원래 하나

의 사유로 수인이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각자는 분할한 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

법」 제408조),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예외이다. 가사로 인한 채무의 부부 연대책임(「민법」 제

832조), 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신탁법」 제46조), 예금 등에 대한 임원 등의 연대책임(「상호신용금

고법」 제37조의 3) 등은 채무의 이행에 대한 연대책임의 예이다.

2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직상 수급인(도급인의 경우를 포함)이 하수급과 더불어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

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명시하였다.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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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수급인으로부

터 지급받지 못한 보수를 직상 수급인(도급인의 경우를 포함)이 지급하도록 직상 수급인에

게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상 수급인은 그 보수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귀책사유를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기자재, 설비, 인력 등의 공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그 이외의 것은 직장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3    지급보증조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이러한 경우 직상 수급인이 지급에 대한 보장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하

수급인과의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직상 수급인이 보수의 지급

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등 도급금액의 지급을 확실한 정도로 보장하는 경우에도 연대책임

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탁, 보증 등 보수에 대한 지급 보장조치를 

조속하게 하도록 하여,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한편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보수 지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서 보수 지급에 관한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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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①·사업이·여러·차례의·도급에·따라·행하여지는·경우에·하수

급인이·직상·수급인의·귀책사유로·근로자에게·임금을·지급하지·못한·경우에는·그·직상·수급인은·

그·하수급인과·연대하여·책임을·진다.

②·제1항의·직상·수급인의·귀책사유·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법·제44조·제2항에·따른·직상·수급인의·귀책사유·범위는·다음·각·

호와·같다.

1.·정당한·사유·없이·도급계약에서·정한·도급·금액·지급일에·도급·금액을·지급하지·아니한·경우

2.·정당한·사유·없이·도급계약에서·정한·원자재·공급을·늦게·하거나·공급을·하지·아니한·경우

3.·정당한·사유·없이·도급계약의·조건을·이행하지·아니하여·하수급인이·도급사업을·정상적으로·

수행하지·못한·경우

영업승계 시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Ⅲ

영업양도ㆍ합병 등을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기존에 체결된 

대중문화예술인과의 계약상 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규정이다. 영업양도 또는 합

병을 통하여 기존계약관계가 부인되지 않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

한 조항이다. 영업양도 또는 합병으로 계약상대방이 바뀌게 되는데,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의 특성상 대중문화예술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기존에 체결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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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계약관계의 이전을 반대할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은 계약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때의 거부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었다. 이는 영업

양도나 합병 당시에는 반대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사실상 묵인하는 것으로 양수 

또는 합병법인이 신뢰를 하였는데, 추후 대중문화예술인이 변심하여 승계의 효력을 부인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13조(영업승계 시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

①·제30조·제1항에·따라·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승계·당시에·유효한·대중

문화예술용역기획·관련·계약상의·권리와·의무를·승계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소속·대중문화예술인이·명시적인·반대의사를·표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

니하다.·그러나·그·의사표시로써·선의의·제3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1    영업승계에 따른 법적 지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

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양

도하거나 사망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인ㆍ상속인ㆍ합병 후 

법인에게 승계시킴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의 법률상 지위를 안정시키고자 함이 본 조항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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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의의 제3자 보호

그러나 영업자 지위 승계인과 계약관계를 유지시키고 싶지 않은 대중문화예술인도 있을 

수 있으므로 명시적 반대의사표시를 통해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부여한 것

이다. 대중문화예술인이 반대의사를 표시할 기회를 가져야 하므로 영업자 승계에 따른 설

명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인이 영업양도나 합병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였으나, 

양수인 또는 회사 인수자와 거래한 제3자가 그러한 반대의사를 알지 못하였을 경우, 대중

문화예술인과 선의의 제3자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시적 반대의사표시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중문화예술인은 명

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였음을 주

장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은 개별적인 대중문

화예술용역제공계약을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판례>

영업 양도 시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소속연예인의 동의 없이 전속계약서상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연예활동 전반에 대한 지휘, 지시와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

인데, 이 사건 전속계약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할 급부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

어서, 급부의 수령자인 피고의 음반제작 등에 관한 경영판단능력, 기술적 진행능력을 비롯한 기획력 

및 그에 대한 권한과 연예활동 전반에 대한 섭외능력에 따라 원고의 노무 제공의 내용 또는 완성하

여야 하는 일의 내용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수입(대가) 또한 전

속분할금의 지급을 제외하고는 음반판매량에 따른 보너스 및 연예활동으로 얻은 수익급의 분배 등

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위와 같은 원고의 급부의 수령자인 피고의 음반제작 및 기획능력, 연예

활동에 대한 섭외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전속계약의 종속적인 성

격 및 일신전속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전속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 자

신이 제공하여야 할 노무나 완성하여야 할 일의 내용이 현저히 달라지고, 그에 대한 대가 또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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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을 정도로 변동되게 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해서

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그 동의는 당해 계약상 지위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여야 

할 것이고, 계약상 지위 이전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전 동의가 계약상 지위 이전

에 대한 유효한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상 지위 이전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이 사건 

전속계약상 지위를 이전할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고 원고가 제공하게 될 노무의 내용 또는 완성하여야 

할 일의 내용이나 그 범위 역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어야 하며, 사전에 승낙의무를 약정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범위 및 노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승낙의무의 

약정만으로는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동의하는 의미의 승낙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9.10. 선고 2003가합3172 판결)

법원은 합병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양도될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전속계약상 대중문

화예술 매니지먼트사의 채무는 하는 채무로서 채무자 자신의 급부행위가 중요하므로 피고와 ○○이 

합병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이를 이유로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5. 선고 2005가합85172 판결) 

거짓 광고 등 금지Ⅳ

제15조(거짓 광고 등 금지)·①·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또는·그에게·고용된·자는·대중문화예술인을·

모집하거나·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을·알선하면서·거짓의·정보를·제공하거나·거짓의·약속을·하여

서는·아니·된다.

②·「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등록한·자로서·대중문화예술인을·양

성할·목적으로·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자는·학습자를·모집하는·과정에서·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

의·제공과·관련된·광고,·그·밖에·거짓정보를·제공하거나·거짓의·약속을·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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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거짓 정보 금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속이거나 대중문화예술인으로 하여금 잘못 알

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산업

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하는 것이 본 규정의 취지이다. 거짓의 정보나 약속에는 사실과 다

른 정보나 약속을 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은폐 또는 축소하는 것을 모두 포

함한다. 제15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41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은 500만원, 2차 위반은 8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1,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예능교습학원의 거짓 정보 금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

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법령

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교습

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학원설립ㆍ운영자, 학원의 위치, 시설과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예능교습학원이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 알선업무

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의 등록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예능을 교습하기 위하여 학원을 등록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교육서비

스를 제공하는 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마찬가지로 대중문화예술인을 학습자로 모집

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를 속이거나 대상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의 정보

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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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41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르면, 1

차 위반은 500만원, 2차 위반은 8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1,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참고자료 ▶▶▶

미국 캘리포니아 탤런트 에이전시법의 거짓 광고 금지규정

캘리포니아 탤런트 에이전시법에서도 탤런트 에이전시가 거짓의 광고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거

짓의 약속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모든 광고물과 출판물에는 등록된 이름과 주소 그리고 탤런

트 에이전시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1700.32. No talent agency shall publish or cause to be published any false, fraudulent, 

or misleading information, representation, notice, or advertisement. All advertisements 

of a talent agency by means of cards, circulars, or signs, and in newspapers and other 

publications, and all letterheads, receipts, and blanks shall be printed and contain the 

licensed name and address of the talent agency and the words “talent agency.” No talent 

agency shall give any false information or make any false promises or representations 

concerning an engagement or employment to any applicant who applies for an 

engagement or employment.

금지행위Ⅴ

이 조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조항이다. 열등한 계약상 지

위, 배역 등을 따내기 위하여 은밀하게 뒷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실이 드러난 이상 이를 엄격

하게 금지하고 신인 대중문화예술인의 성을 보호하려는 것이 본 조의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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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규정은 폭행이나 협박 등 형사법상의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 규정하는 불법행위 

유형에 이르지 않고 다만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 또는 불이익의 위

협, 직위를 이용한 강요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경

우라도 이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다. 따라서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제16조(금지행위) ①·대중문화예술사업자·또는·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그·직위를·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게·대중문화예술용역과·관련된·이익의·제공이나·약속·또는·불이익의·위협을·통

하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행위를·알선ㆍ권유·또는·유인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②·대중문화예술사업자·또는·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업무관계에서·폭행이나·협박으로·대중문

화예술인에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행위를·강요하여서는·아니·된다.

1    성적 행위 알선 금지 

제1항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대

중문화예술인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 또는 불이익의 위협

을 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ㆍ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우선 이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주체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

프”이다. 대중문화예술사업자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다. 단

순히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또는 대

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하는 자

이다.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하는 자란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ㆍ등록ㆍ허가 등을 받고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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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제작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이 신고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종일 수도 있기에 신고 등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대중문화예술제

작업을 하고 있으면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아니다.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록된 자이고, 법인사업자는 등록된 대표와 결격사유의 적용대상이 되는 

등기된 임원을 말한다.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도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주체이다. 대중

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단순한 종사자 또는 직원은 대중문화예

술제작물스태프가 아닌 이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제

42조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만약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

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이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책임에서 완전

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행위양태는 두 가지가 결합해야 하는데, 첫째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 또는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이다. “그 

직위를 이용하여”라는 것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직위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직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알선하는 직위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에 기술적 용역을 제공하는 직위를 이용하는 것

이다.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 또는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금지행위의 행위대상은 대중문화예술인이다. 장자연 사

건에서 주로 여성 대중문화예술인이 문제되었고 실제로도 여성 대중문화예술인이 문제될 가

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지행위의 적용이 여성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한정되는 것은 아

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성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

련된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은 출연편의나 다음 작품 출연 약속 등을 말한다. 반대로 “불이익

의 위협”은 작품에서 배제하거나 다음 작품에 출연시키지 않는다는 위협 등을 말한다.

두 번째 행위양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ㆍ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성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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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또는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말한다. 이를 “알

선ㆍ권유 또는 유인”한다는 것은 소개하거나 소개하도록 하는 것 또는 하도록 유도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성교행위 또는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ㆍ권유 또는 유인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제39조 제3항). 위반한 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인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33조 제2항 제3호). 시행

령 별표1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

월, 3차 위반은 영업정지 4개월, 4차 위반 이상은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한다.

2    성적 행위 강요 금지

제2항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업무관계에서 폭행이

나 협박으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주체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적

용대상이 되는 “대중문화예술인”, 행위양태의 하나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의미는 제1항의 경우와 같다. 

행위양태는 “업무관계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업무관계란 대중문화

예술제작물제작이나 이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용역 알선을 하는 업무관계를 말한다. 강요라

는 것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수단으

로 “폭행이나 협박”을 규정하고 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대중문화예술인으로 하여

금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1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성교행위 또는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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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 제2항). 제1항의 위반에 비해 형량이 중한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강요하는 것

이 더 가벌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위반한 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인 경우에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33조 제2항 제3

호). 시행령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은 영

업정지 2개월, 3차 위반은 영업정지 4개월, 4차 위반 이상은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한다.

3    성매매처벌법의 적용배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②·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중·“「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으로·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법에서·규정한·사항에·관하여·「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률」·및·「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16조의 금지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ㆍ권유 또는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

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제16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처벌

을 받는 경우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즉 성매매처벌법으로 또다시 처

벌받을 수 있어 이중처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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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을 받는 것이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성매매의 요건인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

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는 것에 해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제16조의 금지행위의 피

해자인 대중문화예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성매매 요건이 적용될 수도 있고, 이를 

“알선ㆍ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

프는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한 것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대중문화예술인도 경우에 따라서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성매매를 

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제16

조 위반에 따른 처벌과 함께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을 한 것으로 이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제16조가 사실상 사문화될 수 있는 우려를 커지게 한다. 제16조의 금지행위는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이 이를 밝혀주어야 하는데 성매매처벌법의 적용문제가 있다면 누구

도 이를 밝히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는 불필요한 이중처벌의 

위험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

벌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16조의 금지행위 규정의 적용에서는 성매매처벌

법이 적용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만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해자인 대중문화

예술인은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으며 가해자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

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도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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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성매매”란·불특정인을·상대로·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수수(收受)하거나·수수하기

로·약속하고·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그·상대방이·되는·것을·말한다.

가.·성교행위

나.·구강,·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

2.·“성매매알선·등·행위”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것을·말한다.

가.·성매매를·알선,·권유,·유인·또는·강요하는·행위

제4조(금지행위)·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성매매

2.·성매매알선·등·행위

제18조(벌칙)·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10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1.·폭행이나·협박으로·성을·파는·행위를·하게·한·사람

제19조(벌칙) 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1.·성매매알선·등·행위를·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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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Ⅵ

제17조(지원센터)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대중문화예술인,·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및·대중문

화예술기획업·종사자의·권익보호를·위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한다)를·설치할·수·있다.

②·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한다.

·1.·실태·및·권익보호를·위한·국내외·제도조사

·2.·불공정거래,·폭력·등·피해·상담·및·법률적·지원

·3.·성폭력·등의·방지를·위한·긴급전화센터·연계·및·지원

·4.·권익보호를·위한·교육·프로그램·운영

·5.·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직업능력·개발·및·교육·지원

·6.·업무의·홍보·등·그·밖에·지원센터의·설치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한·사업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원센터에·대중문화예술산업·정책·수립을·위한·자문위원회를·둘·수·있다.

④·제1항·및·제3항에·따른·지원센터·및·자문위원회의·설치ㆍ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조(지원센터) 법·제17조제1항에·따른·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한다)는·대중문화예

술인,·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및·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자의·권익·침해에·관한·사항을·신고

받고·적절한·지원을·할·수·있도록·관련·공공기관·또는·협회·등과·연계망을·구축ㆍ운영할·수·있다.

시행령 제4조(자문위원회)·①·법·제17조제3항에·따른·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한다)는·위

원장·1명을·포함하여·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자문위원회의·위원은·성별을·고려하여·대중문화예술산업·종사자·및·관계·전문가·중에서·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위촉한다.

③·자문위원회에·출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여비·및·그·밖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

수·있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자문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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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권익을 보호하

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대중문화예술

인, 특히 신인 여자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정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사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소속 매니저나 대중문화예술인을 착취하거나 폭행, 성상납 등의 비

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 및 사회적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해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

련하고자 도입한 조항이다. 신인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기획사에 대하여 매우 열등한 지

위에 놓여 있어 성상납 요구 등 무리한 요구에도 섣불리 저항할 수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 자체가 어려운 특성

을 가지고 있다. 지원센터는 이러한 경우에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직접적이고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이다.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

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행하고, 피해상담ㆍ긴급전화 운영 등을 통하여 부당한 조치에 대한 

신속히 대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이들을 상대로 실효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의무적으

로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직업적

인 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하는 것도 한 대안이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규정(제38조 제2항)에서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관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

터의 운영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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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문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책수립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성별을 고려

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자

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

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규정(제38조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문위원회의 운

영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실태조사Ⅶ

법 제18조(실태조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대중문화예술산업의·공정한·거래질서의·확립을·위

한·정책의·수립ㆍ시행을·위하여·대중문화예술산업·및·대중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대한·실태조사

를·정기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른·실태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필요한·

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이·경우·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③·제1항에·따른·실태조사의·대상ㆍ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시행령 제5조(실태조사)·①·법·제18조제1항에·따른·실태조사의·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대중문화예술산업의·시장·현황·및·영업·환경에·관한·사항

2.·대중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인력·현황·및·수요ㆍ공급·실태에·관한·사항

3.·대중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용역제공·및·관련·계약체결·실태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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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대중문화예술산업의·공정한·거래질서·확립을·위하여·실태조사

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른·실태조사를·2년마다·실시하되,·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

는·수시로·할·수·있다.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정책수립을 위

하여 기초 자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국내외 실태조사를 정부가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

시한 것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나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은 대중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의 

주체로 문화산업입국에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통계를 가지

고 있지 않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나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 안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대상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 대중문화예술산업 종

사자의 인력 현황 및 수요ㆍ공급 실태, 종사자의 용역제공 및 관련 계약체결 실태,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실태조사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서는 관련업체의 자료제공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적절한 실태조사를 위

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엄선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규정(제38조 제2항)에서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관계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은 실태조사를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위

탁한다(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호).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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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Chapter

04

청소년의 정의Ⅰ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0.·“청소년”이란·만·19세·미만의·사람을·말한다.·다만,·만·19세가·되는·해의·1월·1일을·맞이한·

사람은·제외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규율하는 내용 중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관행에 비추

어 볼 때 상당히 전향적인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의 청소년보호 규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적

용된다. 이 규정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대

중문화예술인이란 앞에서 살펴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

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

은 자”이다. 그러면 청소년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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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는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가져왔다. 사회관

용어로 18금, 19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법은 19금이라는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은 문화산업의 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문화산업에 포함되는 영화

와 비디오물, 그리고 게임물에서 청소년 기준은 고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하는 만 18세 미만

의 자이다. 나이 많은 고등학생이 포함된다는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생일 나이, 즉 만나이

를 기준으로 해서 18세 미만의 자가 청소년이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와 청소년이

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은 만나이 18세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같은 문화산업이면서 대중

문화예술산업의 경우는 왜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는 19세 미만의 자를 기준으로 한 걸

까? 이 법은 영화나 게임물과 같은 콘텐츠를 향유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문화향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소년 연령기준을 

낮추기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연령기준을 높게 잡

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법」제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보호와 형평성을 맞추

기 위함이라는 목적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문화산업법의 한 부분이면서도 다른 문화

산업의 청소년 연령기준보다 높게 연령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이 법에서 정하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청소년 연령기준은 일반적으로 연나이 19세라고 한

다. 그 계산법은 만나이에 비해서 다소 복잡한데 간략하게 말한다면 생일이 아니라 해가 바

뀌면 한 살을 먹는 것으로 보는 전통의 나이계산법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연

령기준을 산정하려면 두 단계를 거친다. 먼저 만 19세의 생일이 들어 있는 해를 기산한다. 

1996년 7월 1일이 생일인 사람을 생각해보자. 2015년 생일인 7월 1일이 지나면 만 19세

가 된다.  이 사람은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만 18세이고 2015년 7월 1일

부터 만 19세이다. 이 사람은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청소년이고 그 이후부터

는 청소년이 아닌 자, 즉 성인이 된다. 법규정의 본문인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의미는 이것이다. 이제 다음 단계의 계산을 보자. 청소년인 사람 중에서 만 19세가 되는 해

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1996년 7월 1일이 생일인 자가 만 19세가 되는 해는 

2015년이다. 2015년에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청소년이라는 것은 앞에서 보았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Chapter

04

청소년의 정의Ⅰ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0.·“청소년”이란·만·19세·미만의·사람을·말한다.·다만,·만·19세가·되는·해의·1월·1일을·맞이한·

사람은·제외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규율하는 내용 중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관행에 비추

어 볼 때 상당히 전향적인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의 청소년보호 규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적

용된다. 이 규정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대

중문화예술인이란 앞에서 살펴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

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

은 자”이다. 그러면 청소년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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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두 번째 단계의 계산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이 유지되는 

6월 30일까지는 청소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본문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는 만나이로는 여전히 청소년에 해당하지만 단서에 따라 이것이 청소년에서 제외되므

로 청소년이 아닌 자, 즉 성년이 된다. 이것이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

한 사람은 제외한다”의 의미이다. 요컨대 1996년 7월 1일이 생일인 자가 「대중문화예술산

업발전법」에 따른 청소년이 아닌 자, 즉 성인이 되는 시점은 2015년 생일이 되는 날이 아

니라 2015년 1월 1일이다. 다소 복잡한 계산이지만 우리가 흔히 집나이라 하는 태어나자

마자 한 살로 기산하고 새해가 되면 나이 한 살 먹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집나이 20세가 되

는 연도(만나이 19세가 되는 생일이 들어 있는 연도)가 시작되는 1월 1일에 청소년이 아닌 

자가 되는 것이다. 연도가 바뀌는 시점에 한 살을 더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청소년

연령 기준을 연나이 19세라고 한다. 

청소년보호 원칙Ⅱ

제19조(청소년보호 원칙) 국가,·대중문화예술사업자,·친권자·또는·후견인은·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제공하는·경우·그·권익이·침해되지·아니하도록·하며,·건전한·인격체로·성장할·

수·있도록·배려하여야·한다.

청소년은 육체적, 정신적 및 인격적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국가ㆍ사회적인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청소년이 대중문화예술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

고, 정신적 내지 신체적 건강과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며,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청소

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책임은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 청소

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알선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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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용역을 사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나아가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진흥과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기여하여야 하는 국가 모두가 

부담하여야 한다.

누구보다도 일차적으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

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청소년을 대리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

을 체결하는 지위에 있는 친권자나 후견인도 대중문화예술활동으로 청소년의 권익이 침해

되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을 부담한다. 국가, 특히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

문화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청소년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에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시정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   

참고자료 ▶▶▶

청소년기본법 

제7조(사회의 책임) ①·모든·국민은·청소년이·일상생활속에서·즐겁게·활동하고·더불어·사는·기쁨을·

누리도록·도와주어야·한다.

·②·모든·국민은·청소년의·사고와·행동양식의·특성을·인식하고·사랑과·대화를·통하여·청소년을·이해

하고·지도하여야·하며,·청소년의·비행을·방임하지·아니하는·등·그·선도에·최선을·다하여야·한다.

·③·모든·국민은·청소년을·대상으로·하거나·청소년이·쉽게·접할·수·있는·장소에서·청소년의·정신

적ㆍ신체적·건강에·해를·끼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되며,·청소년에게·유해한·환경을·정화하고·

유익한·환경이·조성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④·모든·국민은·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으로·어려운·상태에·있는·청소년들에게·특별한·관

심을·가지고·이들이·보다·나은·삶을·누릴·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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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 금지행위Ⅲ

제20조(청소년 관련 금지행위)·①·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제작하는·경우·청

소년·대중문화예술인에게·「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4호·각·목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행위를·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②·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제4호가목·및·나목,·같은·조·제5호에·따른·청소년유

해약물,·청소년유해물건·및·청소년유해업소·등을·광고하는·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제작에·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대중문화예술용역을·제공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③·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청소년보호법」에·따라·청소년의·고용이나·출입을·금지하고·있는·직종

이나·업종에·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을·알선하여서는·아니·된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는 ‘청소년 관

련 금지행위’라 하여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특정한 유형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청소

년관련 금지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청

소년보호법」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유형을 대중문화예술산업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는 새로운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했다기보다는 이미 

「청소년보호법」제에서 금지하고 있던 행위유형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현실에 맞게 다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는 창설이 아니라 확인

이며 형사처벌의 수준도 「청소년보호법」제와 동일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는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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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적 표현를 위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 금지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0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

호 각 목에 규정된 내용은 성교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이다.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일정한 성적 표현이 불가피

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적 표현을 한다고 해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청

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그 제한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아동ㆍ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에 규정된 내용과 같은 행위는 그것이 아무

리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에서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다. 

성적 표현를 위한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 금지규정의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로서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다. 대중문화예술

제작업자가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할 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하면 이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자

가 아니기 때문에 제작을 위해 직접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자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에 성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알

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론 알선행위만으로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나, 계약에 따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할 때 성적 행위를 해야만 한다. 따라

서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성적 행위를 하

게 한 경우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이를 알고 대중문화예술용역 알선행위를 하였다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되려면 성적 행

위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용역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 시점은 알선할 때

는 물론이고 알선 이후에 알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만일 알선 이후에 성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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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용역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

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지 않게 하거나 제공계약을 파기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면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함께 이 규정 위반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에 규정된 성적 행위는 두 가지

로 나누어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먼저, 성교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와 자위행위의 경우는 그 행위 양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특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이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적다. 법조문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라고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자위행위를 하여야 한

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만일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포르노그라피가 될 것이므로 그것의 제작 자체가 금지된다.

이에 비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

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 이 요

건은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

위”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부 신체노출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신체노출이 있었다

고 해서 곧바로 이 행위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이 위의 유형과 차이점이다. 위

의 유형인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자위행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이 규정

의 위반이 되지만 이 유형은 신체접촉ㆍ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곧바로 이 규정의 위반

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두 번째 요건이 필요한데 신체접촉ㆍ노출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 신체노출은 일반인이라도 그것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 알 수 있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법적 평가가 필요

하다. 이는 일반인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매우 보수적인 판단기준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텔레비전프로그램에 나온 아

이돌 스타의 신체노출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 개인의 판단기준일 뿐이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개개인이 느끼는 것이 아

니라 일반인이 느끼는 객관적인 감정의 상태이다. 일반인이 느낄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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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감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법관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음란의 판단기준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

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ㆍ평가하

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

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 등

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하고, 음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의 주관

적 의도 등이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

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도3558 판결).” 그럼에

도 이 규정에서 말하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과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사

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 완전히 동일한 것인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 분명한 

것은 신체노출이 음란과 유사한 어떤 상태 정도가 되어야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이 규정이 단순한 신체노출

을 문제삼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만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접촉ㆍ노출행위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켜서 그것이 음란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역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포르노그라피가 될 것이므로 그

것의 제작 자체가 금지된다.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성적 행위를 위한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제39조 제1항). 이 형량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규정 중에서 가장 무

거운 것이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이를 위반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33조 제2항 제3호).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기준은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은 영업정지 4개월, 4차 위반 이상은 영업정지 6개월이다(시행령 

별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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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4.·“아동ㆍ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란·아동ㆍ청소년,·아동ㆍ청소년의·성(性)을·사는·행위를·알선

한·자·또는·아동ㆍ청소년을·실질적으로·보호ㆍ감독하는·자·등에게·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이

익,·직무ㆍ편의제공·등·대가를·제공하거나·약속하고·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대상으로·하거나·아동ㆍ청소년으로·하여금·하게·하는·것을·말한다.

가.·성교행위

나.·구강ㆍ항문·등·신체의·일부나·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

다.·신체의·전부·또는·일부를·접촉ㆍ노출하는·행위로서·일반인의·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

키는·행위

라.·자위행위

5.·“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아동ㆍ청소년·또는·아동ㆍ청소년으로·명백하게·인식될·수·있는·

사람이나·표현물이·등장하여·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그·밖의·성적·행위를·

하는·내용을·표현하는·것으로서·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또는·컴퓨터나·그·밖의·통신매체를·통한·

화상ㆍ영상·등의·형태로·된·것을·말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①·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ㆍ수입·또

는·수출한·자는·무기징역·또는·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②·영리를·목적으로·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이를·목적으로·소

지ㆍ운반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③·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배포ㆍ제공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는·7년·이하의·징역·또

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④·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할·것이라는·정황을·알면서·아동ㆍ청소년을·아동ㆍ청소년이용음

란물의·제작자에게·알선한·자는·3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⑤·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알면서·이를·소지한·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

금에·처한다.

⑥·제1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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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①·아동ㆍ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또는·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을·제작하는·행위의·대상이·될·것을·알면서·아동ㆍ청소년을·매매·또는·국외에·이송하거나·국외에·

거주하는·아동ㆍ청소년을·국내에·이송한·자는·무기징역·또는·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②·제1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2    청소년유해약물 등 광고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 금지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

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0조 제2항). 이 규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등의 광고에 청

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을 금지하는 것이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

예술용역을 이용하여 주류ㆍ담배에 대한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 그것이 비록 광고에 불과하

다고 하지만, 주류ㆍ담배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약물이기 때문에 만일 주

류ㆍ담배의 광고물 제작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그 

자체로 위법행위가 될 뿐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권을 고려한다면 인권침해의 문제로 볼 수

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유해약물 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금지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업소를 광고

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약물 등 광고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 금지규정의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로서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

다.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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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하면 이 규정을 위반하게 된

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광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작을 위해 직접적으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가 광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에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광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을 알고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론 알선행위만으로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할 때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한 경우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이를 알고 대중문화예술용역 알선행위를 하

였다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되

려면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할 때 대중문화예술용역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 시점은 알선할 때는 물론이고 알선 이후에 알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만일 알선 이후에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

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할 때 대중문화예술용역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지 않게 하거나 제공계약을 파기하는 등 가

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조

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면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함께 이 규정 위반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a.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이라 하여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물건을 

정의하고 있다. 먼저 “청소년유해약물”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약물이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말한다(제2조 제4호 가목).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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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

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좀 더 구체적인 정의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아서 청소년유해약물

이란, 술ㆍ담배ㆍ마약류ㆍ환각물질이라 이해하면 된다. 위의 요건 중에서 마지막의 것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하는데, 현재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

선류가 청소년유해약물로 고시되어 있다[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3호, 2013.8.13., 일

부개정]. 이 중에서 광고물이 제작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술과 담배이다. 술과 담배는 

광고물 제작 빈도도 높기 때문에 대중문화기획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

용역제공을 알선할 때 술과 담배를 광고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인지에 유의하여

야 한다.  

 b. 청소년유해물건

다음으로 「청소년보호법」이 정하는 “청소년유해물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제2조 제4

호 나목).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

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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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고시되어 있는 것은 세 가지이다. 먼저 성기구를 들 수 있는

데, 여성가족부 고시에는 남성용 성기확대기구류,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 남성용 여성성

기자극기구류, 남성용 자위행위기구류, 여성용 자위행위기구류의 5종이 포함되어 있다[여

성가족부고시 제2013-51호, 2013.8.13., 일부개정]. 두 번째로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이

다[여성가족부고시 제2013-49호, 2013.8.13., 일부개정] . 이는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을 말한다. 세 번째는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

인터류이다[여성가족부고시 제2013-44호, 2013.8.13., 일부개정]. 이와 같은 청소년유해

물건은 다른 법령에 따른 제약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광고물이 제작될 가능성이 낮다. 그

럼에도 청소년유해물건 광고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면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니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c.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과 별도로 청소년유해업소를 정의하고 있다. “청

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인데,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허

용되나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된다. 어느 경우라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규정 위반 문제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볼 필요는 없다. 「청

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영업유형은 다음의 표와 

같다(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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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청소년보호법에·의한·청소년유해업소

구분 업종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의한·일반게임제공업·및·복합유통게임제공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의한·사행행위영업

「식품위생법」에·의한·식품접객업·중·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및·복합영상업제공업··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의한·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에·한하여·청소년의·

출입허용)·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무도학원업·및·무도장업

전기통신설비를·갖추고·불특정한·사람·상호간의·음성대화·또는·화상대화를·매개하는·

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영업(통신을·매개하는·영업은·제외)

불특정한·사람·사이의·신체적인·접촉·또는·은밀한·부분의·노출·등·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이와·유사한·행위가·이루어질·우려가·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

영업으로서·청소년보호위원회가·결정하고·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한·것

<밀실이나·밀폐된·공간·또는·칸막이·등으로·구획하거나·이와·유사한·시설>

가.·입맞춤,·애무,·퇴폐적·안마,·나체쇼·등·신체적·접촉이·이루어지거나·성관련·

신체부위를·노출하거나·성행위·또는·유사성행위가·이루어질·우려가·있는·영업

나.·성인용·영상물·또는·게임물,·사행성·게임물·등·주로·성인용·매체물이·유통될·

우려가·있는·영업

다.·성인용·인형(리얼돌)·또는·자위행위·기구·등·성관련·기구를·이용할·수·있는·영업·

청소년유해매체물·및·청소년유해약물등을·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영업·등·청소년의·

출입과·고용이·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인정되는·영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에·따라·청소년보호위원회가·결정하고·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한·것

청소년유해물건으로·결정된·성기구(5종)를·판매ㆍ대여·또는·이용할·수·있도록·

제공하는·성기구·취급업소

「한국마사회법」에·따른·장외발매소(경마가·개최되는·날에·한정한다)

「경륜ㆍ경정법」에·따른·장외매장(경륜ㆍ경정이·개최되는·날에·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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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종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의한·청소년게임제공업·및·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공중위생관리법」에·의한·숙박업(「관광진흥법」에·의한·휴양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또는·「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는·숙박시설에·

의한·숙박업은·제외)

「공중위생관리법」에·의한·목욕장업·중·안마실을·설치하여·영업을·하거나·또는·

개실로·구획하여·하는·영업

「공중위생관리법」에·의한·이용업(다른·법령에·의하여·취업이·금지되지·아니한·

남자청소년의·경우에는·제외)

「식품위생법」에·의한·식품접객업·중·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주로·다류를·조리ㆍ판매하는·

다방중·종업원에게·영업장을·벗어나·다류·등을·배달ㆍ판매하게·하면서·소요시간에·

따라·대가를·수수하게·하거나·이를·조장·또는·묵인하는·형태로·운영되는·영업·

「식품위생법」에·의한·식품접객업·중에서·일반음식점영업·중·음식류의·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주류의·조리ㆍ판매를·목적으로·하는·소주방ㆍ호프ㆍ카페·등의·영업형태로·

운영되는·영업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의한·비디오물소극장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의한·유독물영업(유독물·사용과·직접·관련이·없는·영업으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0조·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한·유독물사용업·중·유독물을·

직접·사용하지·아니하는·장소에서·이루어지는·영업은·제외)

회비·등을·받거나·유료로·만화를·대여하는·만화대여업

청소년유해매체물·및·청소년유해약물등을·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영업·등·

청소년의·고용이·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인정되는·영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에·따라·청소년보호위원회가·결정하고·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한·것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

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금지규

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 하여금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하였다

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0조 제1항 제1호). 이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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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33조 제2항 제3호).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기준은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

반은 영업정지 4개월, 4차 위반 이상은 영업정지 6개월이다(시행령 별표1 참조).

참고자료 ▶▶▶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①·누구든지·청소년을·대상으로·청소년유해

약물등을·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통하여·판매ㆍ대여ㆍ배

포하는·경우를·포함한다)하거나·무상으로·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교육ㆍ실험·또는·치료를·

위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는·예외로·한다.

②·누구든지·청소년의·의뢰를·받아·청소년유해약물등을·구입하여·청소년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

된다.

③·청소년유해약물등을·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하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를·확인하여야·한다.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청소년유해업소의·업주는·청소년을·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청소년유해업소의·업주가·종업원을·고용하려면·미리·나이를·확인하여야·한다.

②·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업주와·종사자는·출입자의·나이를·확인하여·청소년이·그·업소에·출

입하지·못하게·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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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알선 금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

는 직종이나 업종에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0조 제3항). 위

의 두 규정과 달리 이 의무의 부담주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다. 따라서 금지되는 행

위유형도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알선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

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이란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청소

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허용되

나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있지만 두 가지 모두가 이 규정에서 

말하는 알선 금지대상이다. 청소년유해업소는 [표 2]와 같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알선 금지규정은 알선을 하기만 하면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며 반드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가서 실제로 제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알선 금지규

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도록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0조 제1항 제2호).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33조 

제2항 제3호).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기준은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은 영업정지 4개월, 4차 위반 이상은 영업정지 6개월

이다(시행령 별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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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Ⅳ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①·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과·계

약을·체결하는·경우·그·대중문화예술인의·신체적ㆍ정신적·건강,·학습권,·인격권,·수면권,·휴식권,·

자유선택권·등·기본적·인권을·보장하는·조치를·계약에·포함하여야·한다.

②·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에게·과다한·노출행위나·지나치게·선정적인·표현행

위를·강요하여서는·아니·된다.

1    청소년보호를 위한 계약조치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에 

관한 조치를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업자가 청소년의 용역을 제공받거나 용역의 

제공을 알선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청소년의 권

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는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정하고 있는데 제4항에서는 “청소년

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

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청소년의 정신

적ㆍ신체적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제

5조 제1항에서는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

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

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과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보장은 청소년의 인격권을 말하는 것

이다. 제3항에서는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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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청소년의 자유선택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

적ㆍ정신적 건강과 인격권, 자유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상 조치의 내용은 다

양할 수 있다. 그 내용을 계약으로 정할 때는 해당 청소년의 성별, 연령, 육체적 조건ㆍ상

태, 기타 해당 청소년이 처한 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당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의 요구ㆍ선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인격권과 자유선택권 

또한 청소년기본법의 취지에 따른 원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일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충분히 

설명해주어야 한다. 물론 계약체결과 같은 법률행위는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단독으로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한도 

내에서 청소년의 인격권과 자유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학습권을, 제8조에서는 의무교육(6년의 초등교

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

화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에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포함시켜야 하는 것

은 이와 같은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

업일수)에서는 학교의 수업일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

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매학년 220일 이상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

로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0조 제2항). 이 법에서도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을 원칙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다.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는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4조 

제1항). 이 규정은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도 적용된다. 이는 청소년의 휴식권을 전제

로 하는 것이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은 그 자체로는 근로자

의 근로제공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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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수면권, 휴식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수면권 보장을 위한 조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 원칙적으로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금지

를 규정하는 것이 될 것이고 휴식권 보장을 위한 조치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4시

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

다. 미국 캘리포니아 아동노동법에서는 연예산업의 경우 고용장소에서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30분 더 연장 가능하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

한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

를 가진다.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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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

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2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선정적 표현행위 강요 금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는 계약상의 조치를 통한 청소년보호와는 별도로 “대중문

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

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

년유해행위 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와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정하는 행위유형이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행위와 완

전히 일치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행위유형이 청소년유

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청소년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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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벌칙) 제30조제1호의·위반행위를·한·자는·1년·이상·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56조(벌칙) 제30조제2호·또는·제3호의·위반행위를·한·자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Ⅴ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대중문화예술제작물·제작·시·15세·미만

의·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이·용역을·제공하는·시간은·1주일에·35시간을·초과하지·못한다.

·②·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오후·10시부터·오전·6시까지의·시간에·15세·미만의·청소년·대중문화

예술인으로부터·대중문화예술용역을·제공받을·수·없다.·다만,·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일의·다음날

이·학교의·휴일인·경우에는·대중문화예술인과·그·친권자·또는·후견인의·동의를·받아·대중문화예

술용역·제공일·자정까지·대중문화예술용역을·제공받을·수·있다.

·③·국외활동을·위한·이동,·장거리·이동·등·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한

다.·이·경우·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의·학습권,·휴식권,·수면권·등을·보장하

여야·한다.

1    15세 미만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 기준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시간을 일정 한도 내로 제한

하여 장시간의 용역 제공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고, 정신적ㆍ육체적 피

로의 회복과 건강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야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대

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은 15세 미만 청소년의 정신적ㆍ육체적 피로를 현저히 가중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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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다음 날의 학교 수업 참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기 때

문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다음 날 학교 수업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자정

까지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허용케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2조 제1항). 또한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

시까지의 시간에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받을 수 없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의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대중문

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대중

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제22조 제2항). 

먼저 이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다. 위에서 청소

년의 기준을 정하는 문제에서 연나이라는 복잡한 계산법을 말했는데, 여기서 15세는 만나

이 기준, 즉 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청소년인가 성인인가를 가르는 19세는 연나이, 즉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15세를 가르는 기준은 해당 대중문화예술인

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음으로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이다. 영화나 드라마, 공

연물, 광고물, 음원제작 또는 방송프로그램 등을 제작할 때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

해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아

직 대중문화예술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연

습생의 경우이다.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한 계약은 체결했지만 아직 대중문화예술예술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는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한 계

약을 체결했으므로 대중문화예술인에는 해당하지만 아직 대중문화예술용역은 제공하지 아

니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연습생의 상태에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훈련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가? 대중문화예술

인으로서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습생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만, 연습생의 모든 훈련에 대해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바, 예를 들어 연습생의 가창,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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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또는 무용 연습 등의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이 처음부터 대중에게 제공될 의도 또는 목적

으로 촬영되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경우라면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

하지 못한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받는 상대방은 대중문화예술제작

업자이다. 따라서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

을 제공받을 수 없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받는 상대방은 아니지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알선할 때 1주일에 35시간

을 초과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주일 35시간은 15세 미

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최고 한도의 시간이다. 

휴게시간이나 출퇴근에 준하는 이동시간은 이러한 용역제공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15세 미만 대중문화예술인의 야간용역제공의 원칙적 금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대에는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및 그 용역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대에 대중문화예술용역이 

제공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즉 야간 시간대를 배제하고 주간이나 저녁 시간대

로만 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이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오후 10시를 넘어서 자정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는 ① 그 

다음 날에 학교가 휴일인 경우일 것 ②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 

③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청소년 본인과 그 법정대리인 양자의 동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동의만으로는 예외적 허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그 다음 날이 학교가 휴일이 아닌 경우

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그의 법정대리인 모두가 동의를 한다고 해도 오후 10시를 넘겨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만일 예외적으로 오후 10시 이후에서 자정까지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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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용역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이 경우에 추가적으로 제공한 대중문화예

술용역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1주일에 35일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다는 한도를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야간시간대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2시간 더 제공하였다면 1주

일에 최대로 제공할 수 있는 35시간의 용역제공 시간한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 2시간을 포

함하여 시간한도를 준수하였는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3    정당한 사유에 의한 용역제공시간 기준의 적용배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제한에서 출퇴근에 준하는 이동시간은 이러한 용역제공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촬영지나 공연지가 먼거리에 있거나 국외에 있어서 이동시간이 상당히 소요

되는 경우에는 제작비용 문제를 고려하여 1주일에 35시간 초과 용역제공 금지규정의 적용을 

다소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단 촬영에 들어간 다음에 이동을 하는 경우는 그 이동

기간은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장거리 이동인 경우에는 1주일에 

35시간 초과 용역제공 금지규정을 적용하기에 곤란한 문제가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

법」에서는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제22조 제3항)고 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일 

35시간 초과 용역제공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

인가에 대해서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을 예시하고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예시

이므로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되면 1주일 35시간 초과 용역제공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제작비 문제만으로는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

유라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작비 문제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국외활동을 위한 이

동, 장거리 이동과 같은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야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1주일 35시간 초과 용역제공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

는 경우라 해도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금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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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야간시간대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금지규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준수되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

공일의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를 받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자정까지만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1주일 35시간 초과 용역제공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해도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

장하여야 한다. 국내 촬영의 경우라면 불필요하게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기간이 연장되

지 않도록 하여 가능하면 빨리 학교수업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는 국외활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휴식권 보호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신체

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로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면권 문제는 야간시간대 대중문화예술제공금지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를 준수하

는 것을 기본으로 볼 수 있다. 단순히 야간시간대 대중문화예술제공 금지규정이 준수되었

다는 것만으로 수면권이 보장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15세 미만

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수면권이 더 확보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①·15세·미만인·자(「초ㆍ중등교육법」에·따른·중학교에·재학·중인·

18세·미만인·자를·포함한다)는·근로자로·사용하지·못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

라·고용노동부장관이·발급한·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지닌·자는·근로자로·사용할·수·있다.·

②·제1항의·취직인허증은·본인의·신청에·따라·의무교육에·지장이·없는·경우에는·직종(職種)을·지정

하여서만·발행할·수·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1항·단서의·취직인허증을·발급받은·자에

게는·그·인허를·취소하여야·한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②·사용자는·임산부와·18세·미만자를·오후·10시부터·오전·6

시까지의·시간·및·휴일에·근로시키지·못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으면·그러하지·아니하다.·

1.·18세·미만자의·동의가·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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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Ⅵ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대중문화예술제작물·제작·시·15세·이상

의·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이·용역을·제공하는·시간은·1주일에·40시간을·초과하지·못한다.·다만,·

당사자의·합의에·따라·1일·1시간·1주일에·6시간을·한도로·연장할·수·있다.

②·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오후·10시부터·오전·6시까지의·시간에·15세·이상의·청소년·대중문화예

술인으로부터·대중문화예술용역을·제공받을·수·없다.·다만,·15세·이상의·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

및·그·친권자·또는·후견인의·동의가·있는·경우에는·대중문화예술용역을·제공받을·수·있다.

③·국외활동을·위한·이동,·장거리·이동·등·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이·경우·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의·학습권,·휴식권,·수면권·등을·보장하여

야·한다.

1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 기준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는 소년노동의 보호 차원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의 근

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의 근로시간은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라

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같이 청소년 대

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15세 이상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통상적으로 의무교육을 마친 상태이므로 제한되는 시간의 양과 제한의 방법을 15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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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소년과는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이 가능

한 1주 최고 한도를 설정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일정 시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오후 10시부터 이루어지는 심야시간대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경우에도 15세 미

만 청소년과는 달리 용역제공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그 다음 날 학교 수

업의 유무와 관계없이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로 인한 15세 이상 청소년의 학습권 내지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의 우려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 제1항이 정하

는 학습권 보장조치의 계약내용과 의무에 의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이상의 청

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제23조 제1

항)고 하고,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15세 이상

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

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제2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15세 이상의 청소년에서 15세의 의미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라는 적용범위의 의미도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 규정과 같다.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받는 상대방은 대중문

화예술제작업자라는 점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받는 상대방은 아니

지만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알선할 때 이 규정을 위반

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도 위의 규정과 같다.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달리 1주일

에 40시간을 한도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휴게시간이나 출퇴근에 준하는 

이동시간은 이러한 용역제공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

역 제공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당사자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이 대

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는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

과 같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은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즉 청소년 대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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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예술인 본인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의 합의만으로 6시간을 한도로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침해

가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격권과 자유

선택권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2    심야시간대의 원칙적 용역제공 금지와 예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대에는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및 그 용역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1주일에 40시간 또는 연

장합의된 4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대에 대중문화예술용역이 제공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심야시간대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있

는 예외적 허용범위는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보다 폭넓다. 이는 15세 

이상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성숙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먼저 그 다음 날이 학교가 휴일

인 경우가 문제되지 않는다.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의무교육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

습권 보장 규정을 다소 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다음 날 학교가 휴일이 

아니라 해도 심야시간대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 본인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는 점은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와 같다. 세 번째는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심

야시간대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이 허용된다고 해도 그날 자정까지만 가능하다면 15세 이

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은 이와 같은 제한이 없다. 따라서 자

정을 넘어서라도 15세 이상 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자정 이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가 반드시 철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의 수면권과 휴식권이 보장된다는 전제에서 자

정 이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이 허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만일 예외적으로 오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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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후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이 경우에 추가적으로 제공한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1주일에 40시간 또

는 연장합의된 46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다는 한도를 계산해야 한다. 

3    정당한 사유에 의한 용역제공시간 기준의 적용배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는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1주일에 40시

간 또는 연장합의된 46시간을 초과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제한에서도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3조 제3항).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가에 대해서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을 예시하고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예시이므로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

되면 1주일 40시간 또는 연장합의된 46시간 초과 용역제공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적용 배제에 해당하더라도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 대

중문화예술용역 제공 금지규정은 적용된다. 하지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본인과 법정대

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심야시간대 용역제공 금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1주일 40시간 또는 연장합의된 46시간 초과 용역제공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라 해도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15세·이상·18세·미만인·자의·근로시간은·1일에·7시간,·1주일에·40시간을·초과하

지·못한다.·다만,·당사자·사이의·합의에·따라·1일에·1시간,·1주일에·6시간을·한도로·연장할·수·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②·사용자는·임산부와·18세·미만자를·오후·10시부터·오전·6



132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준수사항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까지의·시간·및·휴일에·근로시키지·못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으면·그러하지·아니하다.

1.·18세·미만자의·동의가·있는·경우

참고자료 ▶▶▶

캘리포니아 아동노동법의 미성년자 연예인 보호규정

캘리포니아 아동노동법(CHILD LABOR LAWS STATE OF CALIFORNIA) 제9장 연예산업 편

에서는 연예산업에 종사하는 미성년자는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고, 오

전 5시에서 오후 10시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다음 날 학교 수업이 없는 경우

에는 오전 12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학교 수업이 있는 날이라 함은 240분 이상 수업참여가 

요구되는 날을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48시간 이전의 서면신청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8~18세의 미성년자는 오후 10시 이전에 시작된 공연, 연극 또는 드라마에서 학교 수업이 있는 날의 

전날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까지 본인의 역할을 계속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예

외는 이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근로시간의 수를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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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시정조치Ⅶ

제24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시정조치)·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청소년·대중문화예

술인의·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또는·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계약이·해당·청소년에게·현저

하게·불리하다고·판단하는·경우·이에·대하여·시정권고를·할·수·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사업자가·제1항에·따른·시정권고를·정당한·사유·없이·따르지·아니하여·

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의·신체적ㆍ정신적·건강·및·학습권·등을·현저하게·해할·우려가·있는·경

우에는·이에·대하여·시정명령을·할·수·있다.

「민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자는 미성년자로서 행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할 때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민법」으로

만 말하면 청소년은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대

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부모 등 친권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

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67조 제1항).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민법」의 원칙을 깨고 친권나 후견

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게 하고 미성년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문

화예술용역 제공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

지 않고 「민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민법에 따라 친권자 등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친권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는 청소년보호를 위

해 중립적인 제3자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계약 또는 대중문화

예술기획 업무계약이 해당 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시

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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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문화예술용

역 제공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 업무계약이 해당 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 제공계약 등이 해당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현저

하게 불리한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그 판단에서의 일반

적인 고려요소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성격과 내용, 용역제공의 시간,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

로서의 보수수준(동종ㆍ유사한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통상적인 보수수준과의 비교 포함), 

해당 청소년의 나이, 해당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계약상의 조치 내용 등을 들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계약 또는 대중

문화예술기획 업무계약이 해당 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하

여 일차적으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시정권고인 만큼 그 범위와 수준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계약내용의 변경뿐만 아니라 계약의 해지도 시정권고의 내용에 포

함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권고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제24조 

제2항). 시정명령은 시정권고와 달리 강제력이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는 대

중문화예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 외에 시정명령을 발동하

기 위한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즉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및 학

습권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정명령이 발동될 수 있다. 결국 시정명령

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첫째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 업무계약이 해당 청소년에게 현저하

게 불리해야 하고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권고가 있어야 한다. 둘째 대중

문화예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시정권고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 셋째, 해당 청소년

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된 계약이 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

강 및 학습권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요건이 법적으로 따로 분리

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현저히 불리한 계약”이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청

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가

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 번째 요건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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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은 시정권고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것이 될 것이며 이 

명령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1조 제1항 제6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르면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위반은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참고자료 ▶▶▶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법률행위를·함에는·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어야·한다.·

그러나·권리만을·얻거나·의무만을·면하는·행위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전항의·규정에·위반한·행위는·취소할·수·있다.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친권자나·후견인은·미성년자의·근로계약을·대리할·수·없다.

②·친권자,·후견인·또는·노동부장관은·근로계약이·미성년자에게·불리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를·

해지할·수·있다.···

청소년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청구Ⅷ

제25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청구)·①·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은·독자적으로·대중문

화예술용역보수를·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또는·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청구할·수·있다.

②·제1항의·청구가·있는·경우·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또는·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보수청구권이·

친권자·등·법정대리인에게·있다는·계약이·있더라도·해당·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에게·보수를·지

급하여야·계약상의·보수지급·채무를·이행한·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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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원칙에 따르면 행위무능력자로서 계약체결능력이 없는 청소년은 계약상의 권

리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지만,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 계약에서는 해당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이 청소년의 이해에 반하는 보수의 청구와 처분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

를 위해서 독자적으로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근로기준법」에서도 미성

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68조).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보수

는 비록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청소년의 보수청구의 경우 이에 준하는 보호를 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정한 것이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독자적으로 대중문화

예술용역의 대가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한 법정대리

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보수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계약상 약정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본인이 직접 제공한 것에 대

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 청구 및 수령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이 보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수의 지급의무가 있는 자는 해당 청소

년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였을 때 그 지급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독자적 보

수청구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해당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에서 대중문

화예술용역보수의 수령자를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대중문화예술용역

을 직접 제공한 청소년이 본인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보수지급의무가 있는 자는 해

당 청소년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그렇게 하여야 계약상의 보수지급의무

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참고자료 ▶▶▶

근로기준법

제68조(임금의 청구)·미성년자는·독자적으로·임금을·청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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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정의

하고 있다(제2조 제7호). 따라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가 되지 아니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 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필요는 없지만 이와 함께 이 법에서 정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자체

를 하지 못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0조 제1항 제3호). 다시 말해서 대중문화예술기획

업 등록을 해야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서 이 법에서 정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

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이 법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등록은 대중문

화예술기획업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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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정의

하고 있다(제2조 제7호). 따라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가 되지 아니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 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필요는 없지만 이와 함께 이 법에서 정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자체

를 하지 못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0조 제1항 제3호). 다시 말해서 대중문화예술기획

업 등록을 해야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서 이 법에서 정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

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이 법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등록은 대중문

화예술기획업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1     등록요건

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①·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이·경우·등록한·사항을·변경할·경우에도·또한·같다.

②·제1항에·따른·등록을·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1.·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4년·이상·종사한·경력.·다만,·법인의·경우에는·임원·1명·이상이·이에·

해당하여야·한다.

2.·독립한·사무소

③·제1항에·따른·등록·또는·변경등록을·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등록신청서·또는·변경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에·한정한다)

3.·사업자등록증·사본

4.·제2항에서·정한·사항을·증빙하는·서류

시행령 제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법·제26조·제1항에·따라·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등

록을·하려는·자는·등록신청서에·법·제26조·제2항에·따른·등록요건을·증명하기·위한·다음·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종사하여·얻은·소득이·있었음을·증명하는·서류

2.·문화산업의·발전을·위하여·설립된·기관·또는·단체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

기관·또는·단체가·발급한·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경력증명서류(제1호에·따른·서류로·증명할·

수·없는·경력이·있는·경우로·한정한다)

3.·독립된·사무소(주된·사무소로·한정한다)의·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한·경우에만·제출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른·신청을·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

보·공동이용을·통하여·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및·사업자등록증을·확인하여야·

한다.·다만,·신청인이·사업자·등록증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을·첨부

하게·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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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요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등록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

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법적으로 “대중문

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법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요건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독립한 사무소를 요구하고 있다(제26조 

제2항). 이 등록요건의 구체적인 적용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 

가. 개인사업자의 등록요건

개인사업자로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종사경력과 독립한 사무소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제26조 제3항). 등록신

청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서식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등

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항목을 구분하여 살펴본다. 

a. 사업자등록증명

법 제26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라 하고 있는데, 변조 가능성 때문

에 이를 종이문서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의 복사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소관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이라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등록 당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게 하는 것이 취지이

므로 지나치게 오래된 사업자등록증명 또한 이미 현실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소

관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이라 해도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명에는 업종이 기재되어 있다. 법규정의 취지는 대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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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기획업이라는 업종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다른 업종이 기재되어 있다면 법률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의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신

규사업자의 경우는 업종신고를 할 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라 하면 되지만 기존의 업자는 

이 업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이며 세무서의 실무관행상 과거의 표현대로 연예매니지먼

트업이라 기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명에 기재된 업종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일 필요는 없으나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모델에

이전시 등과 같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b.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경력은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시행

령 제6조 제1항 제1호). 개인사업자의 종사소득 증명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사업자로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였다면 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소득증

명이 가능할 것이고 사업자의 업종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증빙

할 수 있다. 물론 사업자등록증명에는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

먼트, 모델에이전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개인사업자로서 등록하려는 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 고용되어 대중문

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한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국세청이 발급한 근로소득증명

과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근로소득원천징수자의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증빙할 수 있다. 

물론 사업자등록증명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직업안정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서 유료직업소개소로 등록한 모델에이전시의 경

우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유료직업소개사업(패션 및 기타 모델 직종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사경력 확인서류가 있을 수 있다.

증빙을 요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은 4년 이상이어야 한다. “종사”하였다는 것

은 상근으로 근무한 것을 의미한다. 이때 “경력”은 월단위로 산정하되, 사업자등록증명의 

개업일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이 아닌 종사경력증명서류에 있는 영업개시일 및 영업종료일

에 해당하는 날짜가 포함된 월은 1개월로 산정한다. 종사경력 산정의 기초는 소득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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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초로 한다. 소득증명서류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업종이 소득

증명서류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되기 때문이다. 업종이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개업일

과 업종을 알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만일 사업자등록증명의 개업일 당시의 연도가 

소득증명서류의 소득발생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소득증명서류의 소득발생 연도만을 

종사경력으로 산정한다. 소득증명서류의 소득발생연도에 사업자등록증명의 개업일 당시의 

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연도는 개업일 이후를 월단위(개업일이 포함된 월을 1개

월로 산정)로 종사경력을 산정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소득증명서류의 소득발생연도를 종사

경력으로 산정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위의 서류를 통해 산정한 종사경력 기간이 4년 이

상이면 이를 등록서류로 제출하면 되지만 위의 서류로 증빙되는 기간이 4년이 되지 아니하

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즉 소득증명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종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종사경력증빙서류를 발

급받을 수 있다. 

c. 종사경력증명서류 발급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급한 종사경력증명서류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4년 이상의 종사경력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이 

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해서 종사경력증명서류 발급기관이 발급한 종사경력증명서류로 종

사경력을 증명할 수 있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증명서류 

발급기관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종사경력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4년 8월 1일자로 

지정ㆍ고시되어 있다(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24호). 따라서 “종사경력증명서류 발

급기관이 발급한 종사경력증빙서류”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급한 종사경력증명서류를 의미

한다. 요컨대 4년 이상의 종사경력 산정 방법은 ① 소득증명서류만으로 종사경력을 산정하거

나 ② 소득증명서류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급한 종사경력증명서로 함께 산정할 수 있으며 

③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급한 종사경력증명서류만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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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증명서(시행령 제6조 제1항 2호)

[국세청 소득증명 및 지자체의 종사경력확인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종사경력증명서를 이용할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발급절차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수수료:

25,000원)

검토ㆍ확인

(보완요청·:·

14일)

종사경력

확인요청

(기한·:·30일)

종사경력

확인·결과·접수

종사경력

확인심사

위원회

발급·신청인
한국콘텐츠

진흥원

한국콘텐츠

진흥원

문체부·지정·

확인단체

한국콘텐츠

진흥원

한국콘텐츠

진흥원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등록·

구비서류·

작성

등록·

구비서류·

접수

검토ㆍ확인

(서류·및·

결격사유)

등록증

발급

등록사항·

통보

한국콘텐츠

진흥원
발급·신청인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문체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 종사경력증명서류 발급신청서(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증명서류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복수의 증빙서류)

1. 국세청이 아닌 기관이 발급한 소득증명서류(국내기관이 발행한 소득증명서류는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고용보험 취득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에서 어느 하나를 말하며, 외국의 

기관이 발급한 소득증명서류도 제출할 수 있음)

2.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3. 대중문화예술인과의 계약서류

4. 대중문화예술인이 작성한 구두계약 확인서(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에 관한 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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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독립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독립된 사무소를 증빙하는 서류는 독립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한다(시행령 제

6조 제1항 제3호). 독립된 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에 한정한다. 주된 사무소와 종된 사무소가 있

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만을 독립된 사무소로 보고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독

립한 사무소에서 “독립한”의 의미는 주된 사무소로서 다른 사업자 또는 법인과 함께 사용하지 

아니하고 1인 사업자 또는 법인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유의할 점은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

다. 따라서 임차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사무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무소

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개인사업자 자신이 소유한 독립된 사무소의 경

우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소유건물의 등기부 등

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관청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시행령 제6조 제2항). 

나. 법인사업자의 등록요건

법인사업자로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

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종사경력과 독립한 사무소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제26

조 제3항). 등록신청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서식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항목을 구분하여 살펴본다.

a.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관청이 「전자정

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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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의미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의 등록요건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

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대중문화예술기

획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c.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법인사업자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경력은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로 한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법인사업자의 종사소득증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그 법인 자체가 사업자로서 종사경력이 증명 가능한 경우이다. 법인사업자로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였다면 국세청이 발급한 법인소득증명이 가능할 것이고 사업자

의 업종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증빙할 수 있다. 물론 사업자등록

증명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직

업안정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서 유료직업소개소로 등록한 모델에이전시의 경우라면 지방

자치단체가 발급한 유료직업소개사업(패션 및 기타 모델 직종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하는 경

우에 한한다) 종사경력 확인서류가 있을 수 있다. 법인 자체가 사업자로서 종사경력의 증명이 

가능하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기존업자의 등록절차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법인 자체의 종사경력을 증명할 수 없는 신규 법인사업

자로서 출발하는 경우이다. 이 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는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

명 이상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로 종사경력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 중 1명 이상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된다. 1명 이상의 임원의 종사경력증명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와 같다. 그 임원이 개인사업자로서 4년 이상의 종사경력이 있든가 아니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 고용되어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된다. 개인사업자와 고용되어 

종사한 것을 합산하여 4년 이상이 되어도 되며, 소득증명서류로 증명되지 아니한 경력에 대

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급한 종사경력증명서류로도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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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임원을 말한다. 단순히 직함상의 명칭이 이사라 해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 규정

에서 말하는 임원이 될 수 없다. 

d. 종사경력증명서류 발급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급한 종사경력증명서류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4년 이상의 종사경력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

이 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해서 종사경력증명서류 발급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급

한 종사경력증명서류로 종사경력을 증명할 수 있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요컨대 4

년 이상의 종사경력 산정방법은 ① 소득증명서류만으로 종사경력을 산정하거나 ② 소득증

명서류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급한 종사경력증명서로 함께 산정할 수 있으며 ③ 한국콘

텐츠진흥원이 발급한 종사경력증명서류만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 

e. 독립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독립한 사무소를 증빙하는 서류는 독립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한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독립된 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에 한정한다. 주된 사무소와 종된 사무

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만을 독립된 사무소로 보고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

면 된다. 유의할 점은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임차한 경우에

만 제출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인사업자가 소유한 건물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건물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다.

(2) 수수료 납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하는 자는 2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37

조 및 시행규칙 별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



147

Chapter

05

제5장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운영

(3) 등록요건의 유지

 등록을 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된 이후에도 4년 이상의 종사경력과 독립된 사무

소라는 등록요건이 항시 유지되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4년 이상의 종사경력이 충족

되어야 등록이 되기 때문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이상은 이 요건은 문제되지 않지만 

독립한 사무소 요건은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된 임원 1인 이상이 4년 

이상의 종사경력이 있어야 하므로 등록 이후에도 임원의 변경 등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독립된 사무소 요건 또한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

41조 제1항 제7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르면 등

록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1차 위반은 500만원, 2차 위반은 8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1,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2    결격사유

제27조(결격사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운영하거나·그·

업무에·종사할·수·없다.

1.·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이·법,·「형법」·제287조부터·제292조까지·및·제294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및·「아

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위반하여·벌금·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

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4.·제33조제1항에·따라·등록이·취소된·후·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5.·임원·중에·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있음을·알고도·그·직을·유지하도

록·한·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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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7조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만일 개인사업자가 이와 같은 결격사유

에 해당하면 등록을 할 수 없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된 임원(사외이사 포함)이 이에 해

당하면 역시 등록을 할 수 없다. 이 법 제27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는 다섯 가지이다. 

첫째,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이다. 이는 민법상에서 행위능력을 제한하

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결격사유로 하는 것이다. 

둘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이다. 역시 파산이 되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우므로 영업을 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이 법,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위반사항이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다만 벌

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아야지 단순히 과태료처분이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와 같은 행정

상의 제재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결격사유가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형법」의 위반사

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

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약

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제294조(미수범)와 같이 약취, 유인, 인신매매에 관한 범죄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가 이에 해당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 사항은 주로 성적 문제와 관련한 범죄들이다.

넷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다. 등록취소가 

되면 영구히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3년간 결격사유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임원 중에서 위의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도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 법인이다. 이 결격사유의 임원은 등기된 임원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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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결격사유로 인해서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등기된 임원 전부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만일 임원 중에 하나라도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해당 사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

기된 임원 중의 하나가 결국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등록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등록신청을 할 때 개인사업자나 등기된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는 등록관청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

업자의 등기된 임원의 가족관계등록지에 조회하여 확인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된 이후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등기된 임원 중

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제33

조 제2항 제2호). 법인사업자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다른 임원

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법 시행령 별표1 행정처분

의 기준에 따르면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은 영업

정지 1개월, 3차 위반은 영업정지 4개월, 4차 위반 이상은 영업정지 6개월이다.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의제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⑥·다른·법령에서·정한·절차에·따라·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등

록을·한·경우에는·이·법에·따른·등록으로·본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6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중문

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다른 법령에

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경우”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유료직업소개사업(패션 및 기타 모델 직종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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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4년 이상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과 독립한 사

무소라는 등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등록신청서에 유료직업소개사업(패션 및 기타 모

델 직종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한한다)등록증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

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발급한 유료직업소개사업(패션 및 기타 모델 직종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하

는 경우에 한한다)의 종사경력 확인서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4     변경등록

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①·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이·경우·등록한·사항을·변경할·경우에도·또한·같다.

시행령 제7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변경등록)·①·제6조에·따라·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등록을·한·

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30

일·이내에·변경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다만,·법·제30조에·따른·영업의·승계에·따라·제1호의·사

항이·변경되는·경우는·제외한다.

1.·영업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대표자의·성명을·말한다)

2.·법인의·경우·대표자·외의·임원

3.·사무소·소재지(주된·사무소로·한정한다)

4.·상호

②·제1항에·따라·변경등록을·신청하는·자는·변경등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제출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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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록증(제1항제2호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는·제외한다)

2.·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4년·이상·종사한·임원·1명의·제6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서류(제1

항제1호의·사항·중·법인의·대표자를·변경하거나·제2호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3.·주된·사무소의·임대차계약서·사본(제1항제3호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로서·임차한·경우에만·

해당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른·신청을·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

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확인하여야·한다.·다만,·신청인이·사업자·등록증의·확인

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을·첨부하게·하여야·한다.

1.·건물·등기사항증명서(제1항제3호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2.·법인·등기사항증명서

3.·사업자·등록증(제1항제2호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는·제외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조 제1항). 영업자의 성명(법

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외의 임원, 사무소 소재지(주

된 사무소로 한정한다), 상호가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영업의 승계에 따

라 영업자의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등록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세 

가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조 제2항). 첨부서류는 첫째 등록 시 

발급하는 등록증을 들 수 있는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외의 임원이 변경되었다면 등록증 자

체는 변경되지 않을 것이므로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둘째, 법인사업자가 대표자를 변

경하거나 대표자 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

한 임원 1명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한

국콘텐츠진흥원이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것은 

등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것으로 등기된 임원 1명의 것만 제출하면 된다. 

소득증명서류로 4년 이상 종사경력이 증빙되면 따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급한 종사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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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셋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차한 

주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라

도 사무소를 임차하지 않고 소유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변경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의 서류를 확인한다(시행령 제7조 제3항). 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사

업자가 소유한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②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대표자 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이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

는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서 변경등록하는 자는 1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별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변경등록

을 한 때 법인의 대표자 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등록

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조 제4항).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제33조 제2항 제1호).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다른 임원으로 임명한 경우

에는 영업정지 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법 시행령 별표1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변

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은 영업정지 4개월, 4차 위반 이상은 영업정지 6개월이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대

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명령과 별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법 제41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르면 변경등록을 1개월 이내

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는 30만원, 변경등록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지연한 경

우는 60만원, 변경등록을 3개월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는 10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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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증 발급/재발급 및 등록사항 통보

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

따른·등록·또는·변경등록을·한·경우에는·신청인에게·등록증을·발급하여야·한다.

시행령 제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른·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의·등록·신청을·받은·경우·그·신청내용이·등록·요건을·갖추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증(이하·“등록증”이라·한다)을·신청인에게·발

급하여야·한다.

시행령 제7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변경등록)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의·신청에·따라·변

경등록을·한·경우·제1항제2호의·사항을·변경등록한·경우를·제외하고·변경된·사항을·반영한·등록

증을·신청인에게·새로·발급하여야·한다.

시행령 제8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등록증을·잃어버리거나·등록증이·헐

어·못·쓰게·되어·재발급받으려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

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를·첨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잃어버린·경우:·분실·사유서

2.·헐어·못·쓰게·된·경우:·헐어·못·쓰게·된·등록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장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발급하여

야 한다(제26조 제4항).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무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대중문

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해 등록증의 발급 이후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을 통보한다. 이와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무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증의 발급 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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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제2항에 따른 교육 의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등록증 사본을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게 하도록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

으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 사유서를,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헐어 

못 쓰게 된 등록증을 첨부하여 당초에 등록증을 발급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권한

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8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Ⅱ

1     명의대여의 금지

제28조(명의대여의 금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다른·사람에게·자기의·명의·또는·상호를·사용하

여·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하게·하거나·등록증을·빌려주어서는·아니·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제28조). 일반적으로 명의대여를 금

지하는 이유는 명의대여로 많은 세금이 유실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명의차용자가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잠적하여 추징된 세금은 명의대

여자에게 그대로 고지된다. 이러한 조세법적인 문제점을 제외하더라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의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것은 인적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거나 대행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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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직업소개나 결혼중매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형적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의 형태를 

띠면서 실질적으로는 성매매나 인신매매와 같은 불법적인 영업을 행할 위험을 예방하고자 함

이다. 이 법의 명의대여 금지는 특정 업종의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것으로 「직업안정법」이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려는 목적과 동일하다.  

이 법을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

태료에 처한다(제41조 제1항 제7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부과

기준에 따르면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1차 위반은 500만원, 2차 위반은 800

만원, 3차 이상 위반은 1,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법 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대

하여·이·법의·내용과·준수사항,·대중문화예술산업의·공정한·영업질서의·조성에·관한·사항,·그·밖

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등에·관한·교육을·실시할·수·있다.

②·제26조제1항에·따라·등록한·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제1항에·따른·교육을·받아야·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른·교육실시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또는·협회·등에·

위탁할·수·있다.·이·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

지원할·수·있다.

④·제1항에·따른·교육의·시기ㆍ시간ㆍ내용·및·비용·등에·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시행령 제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법·제29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

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제5조에·따른·실태조사의·대상,·시기·및·내용에·관한·사항

2.·제12조에·따른·종합정보시스템의·구축ㆍ운영에·관한·사항

3.·그·밖에·대중문화예술기획업·운영과·관련된·제도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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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3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①·법·제29조에·따른·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교

육은·매년·1회·이상·실시하며,·연·3시간으로·한다.·다만,·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등록·이후·최초로·

받는·교육은·연·10시간으로·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라·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법인의·경우·임원·중·1명을·말한다)

에·대하여·교육을·실시하려는·경우에는·교육이·실시되기·14일·전까지·해당·대중문화예술기획업

자에게·교육·일시ㆍ장소·및·교육내용·등을·알려야·한다.

③·법·제29조제3항·및·영·제16조제3항에·따라·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대한·교육·업무를·위탁받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1조에·따른·한국콘텐츠진흥원·또는·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구성된·

사업자단체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아·교육대상자에게·교육에·필요한·실비(實費)를·받

을·수·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대중

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및 내용에 관

한 사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과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법 제2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

조). 등록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 제29조 제2항).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3시간으

로 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이후 최초로 받는 교육은 연 10시간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법인의 경우 임원 

중 1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기 14일 전까지 해

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시행규칙 제

3조 제2항).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은 등록에 따른 의무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을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41조 제2항 제5호). 시행령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의 경우 10만원, 2차 위반의 경우 20만원, 3차 

이상 위반의 경우 30만원을 부과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실시를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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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법 제2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6조 제

3항 제2호).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콘텐츠진흥

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을 수 있다(시행규칙 제3조 제3항).

3     영업의 승계

제30조(영업의 승계) ①·제26조제1항에·따라·등록을·한·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그·영업을·양도하

거나·사망한·때·또는·그·법인의·합병이·있는·때에는·그·양수인ㆍ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

인이나·합병에·따라·설립되는·법인은·종전의·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②·제1항에·따라·영업자의·지위를·승계받은·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이를·신고하여야·한다.

③·다른·법령에서·정한·절차에·따라·영업승계의·신고를·한·경우에는·이·법에·따른·신고를·한·것으로·

본다.

등록을 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

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

는 법인은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제30조 제1항). 영업자의 지

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이미 이 법 소정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이상,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부터 인수한 인수인이 별도로 신규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

라도 그 인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주려

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다만 영업승계를 받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요건 중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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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경력(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된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업승계

의 취지가 등록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여주자는 데 있는 만큼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영업이 승계된 만큼 등록요건 중 물적 요

건인 독립한 사무소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적 요건인 4년 이상의 대중문화예술기획

업 종사경력은 영업승계를 받은 자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록

요건 회피수단으로 이 규정이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영업승계를 받는 자가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된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

야 한다)이 있어야만 영업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은 기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하지만 등록관청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

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등록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제2항).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무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승계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

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된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이 있어야 하므로 만일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한다. 

또한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영업승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중복적인 절차의 

반복으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영업

승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제30조 제3항)”라고 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영업승계의 신고를 

한 경우”란 영업승계를 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

사한 경력(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된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영업승계를 

받는 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된 임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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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이 없다면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영업승계의 신

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41조 제1항 제8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의 경우 150만원, 2차 위반은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500만원의 과태

료에 처한다. 

4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와 직권말소

법 제31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①·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휴업·또는·폐업하거나·휴업·후·

영업을·재개하고자·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이를·신고

하여야·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른·폐업신고를·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따라·폐업한·사실을·확인한·후·등록사항을·직권으로·말소할·수·있다.

③·제1항에·따라·폐업을·신고한·경우·제26조제1항에·따른·등록은·그·효력을·잃는다.

④·다른·법령에서·정한·절차에·따라·휴업·또는·폐업,·영업의·재개를·신고한·경우에는·이·법에·따른·신

고를·한·것으로·본다.

시행령 제10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법·제31조제1항에·따라·휴업·또는·폐업하거나·휴업·후·

영업의·재개를·신고하려는·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신고서(전자문

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에·등록증(휴업·후·영업의·재개를·신고하려는·경우는·제외한다)을·첨

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시행령 제11조(직권말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법·제31조제1항에·따라·폐업신고를·하지·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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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대하여·법·제31조제2항에·따라·등록사항을·직권으로·말소하려는·경

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모두·확인하여야·한다.

1.·임대차계약의·종료·여부

2.·관할·세무서에·대한·폐업신고·등·영업의·폐지·여부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법·제31조제2항에·따라·직권으로·등록사항을·말소하려는·경우에는·그·사

실을·미리·해당·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문화체육관광부의·인터넷·홈페이지

에·20일·이상·예고하여야·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

함한다)에 등록증(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3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ㆍ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사업자가 해당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

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

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등록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 휴업(폐업)신고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은 그 효력

을 잃는다(제31조 제3항).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영업의 재개를 

신고한 경우에는 중복적인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여(제31조 제4항),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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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제31조 제2항).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사항을 직

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와 관할 세무서에 대한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를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또한 직권으로 등록사항

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시행

령 제11조 제2항).

이 법을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41조 제2항 제6호). 시행령 별표3 과태료부과

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의 경우 30만원, 2차 위반의 경우 60만원, 3차 이상 위반의 경우 

100만원을 부과한다.

5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3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관련

된·정보를·종합적으로·관리하고,·대중문화예술인을·지망하는·사람에게·관련·정보를·제공하기·위

하여·종합정보시스템을·구축ㆍ운영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관련된·정보의·범위,·내용·등·종합정보시스템·구축ㆍ운영

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시행령 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법·제32조제2항에·따른·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정보의·범위와·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62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준수사항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관한·일반적·정보

가.·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관련된·각종·통계·자료

나.·법·제18조에·따른·실태조사의·결과

2.·대중문화예술기획업·개별·종사자에·관한·정보

가.·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자의·종사이력

나.·법·제26조에·따른·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등록·및·변경등록·이력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제2호가목의·정보에·대해서는·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자가·정보·

제공에·동의하는·경우·직접·입력하는·방식으로·법·제32조제1항에·따른·종합정보시스템을·구축하

여야·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제2호가목에·따른·정보가·사실인지를·검증하기·위하여·대중문화예

술기획업자로·구성된·사업자단체에·협조를·요청할·수·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중

문화예술인을 지망하는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

영할 수 있다(제32조 제1항).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관한 일반적 정보로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와 실태조사의 결과가 있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개별 종사자에 관한 

정보로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종사이력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 및 변경

등록 이력이 있다(시행령 제12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자의 종사이력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2조 제2항). 종사이력은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에 동의한 종사자가 직접 입력하

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종사이력은 당사자가 직접 입력

하는 만큼 정보내용의 신뢰성이 문제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

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종사이력에 관한 정보가 사실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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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대

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법 제3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3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6조 제3항).

 

7     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38조 제

1항).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

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1. 법 제26조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의 접수 및 수리

3.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 신고의 접수 및 수리

4.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 직권말소

5.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6. 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7. 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체납처분을 포함한다)

8. 법 제36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9. 법 제4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호ㆍ제6호의 자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64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준수사항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 또

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제38조 제2항).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의 업무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시행령 제16조 제2항).

1.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2. 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운영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의 업무를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29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3. 법 제32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총 칙

제1장

행정조치 및 벌칙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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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치 및 벌칙

Chapter

06

행정조치Ⅰ

1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대

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또는 영업정

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로써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

36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

납하여야 한다(제33조 제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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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6조의 금지행위 또는 제20조의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

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

우에는 가장 무거운 영업정지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씩

을 더하여 처분하되, 총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위반 횟수

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하되, 총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

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

한 날로 한다.

라.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마. 영업정지 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의 영업정지 기간을 산

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행정조치 및 벌칙

Chapter

06

행정조치Ⅰ

1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대

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또는 영업정

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로써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

36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

납하여야 한다(제33조 제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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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이상

가.·거짓·또는·부정한·

방법으로·등록한·경우
법·제33조제1항제1호

등록

취소

나.·영업정지명령을·위반하여·

영업을·계속한·경우로서·

그·위반의·정도가·중한·

경우·

법·제33조제1항제2호
등록·

취소

다.·법·제26조제1항에·따른·

변경등록을·하지·않은·

경우

법·제33조제2항제1호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라.·법·제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어느·하나에·

해당하게·된·경우.·다만,·

법·제27조제5호에·

해당하여·해당·임원을·

3개월·이내에·다시·

임명한·경우는·제외한다.

법·제33조제2항제2호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마.·법·제16조·또는·

제20조를·위반한·경우·
법·제33조제2항제3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4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바.·영업정지명령을·위반하여·

영업을·계속한·경우
법·제33조제2항제4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4개월

영업

정지·

6개월

※ 비고

1.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로서 영업정지명령 기간 중에 30일 이상 영

업을 한 경우에는 제2호 나목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제2호 바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한 경우로서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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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징금 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중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00

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해

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장을 주

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시행령 별표2 과징금의 금액기준과 같다.

위반행위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1.·법·제26조제1항에·따른·변경등록을·하지·않은·경우 10만원

2.·법·제27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다만,·법·제27조제5호에·해당하여·해당·임원을·3개월·이내에·다시·

임명한·경우는·제외한다.

10만원

3.·법·제16조·또는·제20조를·위반한·경우· 15만원

4.·영업정지명령을·위반하여·영업을·계속한·경우 15만원

※ 비고 :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위

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

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

징금의 총액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시행령 제14조 제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과

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5조 제1항).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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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5조 제2항).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5조 제3항).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과징금을 수납하

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5조 제4항). 문화체육관광부장

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5조 제5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

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진흥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제34조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

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제34조 제3항).

3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허가나 등록과 관련된 법률들은 예외 없이 공익확보를 위하여 영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다양한 공법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등 제재적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영업

자들이 영업 등의 활동에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아직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

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양도인의 위법사유를 이유

로 양수인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적 처분을 발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

여 우리 대법원 판례는 제재적 처분이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

재적 처분사유의 승계를 인정하여 양수인에 대해 발하여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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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왔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제재가 대물적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나 업종의 

성격상 제재적 처분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

에 제재처분의 승계를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위

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로써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

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를 속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선의의 양수인이나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

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처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하여 선의 양수인과 상속인 등은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벌칙Ⅱ

1     형사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규정을 위반할 때 형사벌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법조문

과 형량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법조문 위반행위 형량

제39조·

제1항

제20조제1항을·위반하여·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4호·각·목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게·한·자

5년·이상의·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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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위반행위 형량

제39조·

제2항

제16조제2항을·위반하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

강요한·자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

제39조·

제3항

제16조제1항을·위반하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

알선ㆍ권유·또는·유인한·자

3년·이하의·징역·또는·

3,000만원·이하의·벌금

제40조·

제1항

제20조제2항을·위반하여·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물건·및·청소년유해업소·등을·

광고하는·대중문화예술제작물·제작에·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한·자 2년·이하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벌금제20조제3항을·위반하여·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고용ㆍ출입금지·직종·또는·업종에·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도록·알선한·자

제26조제1항을·위반하여·등록을·하지·아니하고·영업한·자

제40조·

제2항
제33조제2항을·위반하여·영업정지기간·중에·영업을·한·자 1,000만원·이하의·벌금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2조).

2     과태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를 법조문과 

과태료 부과액수를 기준으로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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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위반행위 과태료 액수

제40조·

제1항

1.·제3조제3항의·비밀유지·의무를·위반하여·업무상·알게·된·비밀을·

누설하거나·부당한·목적으로·사용한·자

2.·제10조제1항의·사전설명·의무를·위반한·경우

3.·제11조제3항을·위반하여·알선료에·따른·비용을·청구하거나·이를·이유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지급하여야·할·보수를·부당하게·삭감한·자

4.·제14조제3항을·위반하여·정당한·이유·없이·계약상·분배액을·지급하지·

아니한·자

5.·제15조를·위반하여·거짓의·정보를·제공하거나·거짓의·약속을·한·자

6.·제24조제2항의·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7.·제26조제2항의·등록기준을·갖추지·아니한·자

8.·제28조를·위반하여·명의를·대여한·자

9.·제30조제2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한·자

1,000만원·

이하

제40조·

제2항

1.·제7조제2항을·위반한·대중문화예술사업자

2.·제14조제1항을·위반하여·회계장부를·작성ㆍ비치하지·아니한·자

3.·제14조제2항을·위반하여·회계장부를·제공하지·아니한·자

4.·제26조제1항을·위반하여·변경등록을·하지·아니한·자

5.·제29조제2항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교육을·받지·아니한·자

6.·제31조제1항을·위반하여·휴업ㆍ폐업·및·재개의·신고를·하지·아니한·자

500만원·

이하

시행령 별표3에서는 과태료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

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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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가.·법·제3조제3항의·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업무상·알게·된·비밀을·

누설하거나·부당한·목적으로·사용한·경우·

1)·1차·위반

2)·2차·위반

3)·3차·이상·위반

법·제41조

제1항제1호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나.·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법·제7조제2항을·

위반한·경우

1)·1차·위반·

2)·2차·위반·

3)·3차·이상·위반

법·제41조

제2항제1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다.·법·제10조제1항의·사전설명·의무를·

위반한·경우

1)·1차·위반

2)·2차·위반

3)·3차·이상·위반

법·제41조

제1항제2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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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라.·법·제11조제3항을·위반하여·알선료에·

따른·비용을·청구하거나·이를·이유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지급하여야·할·

보수를·부당하게·삭감한·경우

1)·1차·위반

2)·2차·위반

3)·3차·이상·위반

법·제41조

제1항제3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마.·법·제14조제1항을·위반하여·회계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않은·경우

1)·1차·위반·

2)·2차·위반·

3)·3차·이상·위반

법·제41조

제2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바.·법·제14조제2항을·위반하여·회계장부를·

제공하지·않은·경우

1)·1차·위반·

2)·2차·위반·

3)·3차·이상·위반·

법·제41조

제2항제3호

30만원

60만원

100만원

사.·법·제14조제3항을·위반하여·정당한·이유·

없이·계약상·분배액을·지급하지·않은·경우

1)·1차·위반

2)·2차·위반

3)·3차·이상·위반

법·제41조

제1항제4호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아.·법·제15조를·위반하여·거짓의·정보를·

제공하거나·거짓의·약속을·한·경우·

1)·1차·위반

2)·2차·위반

3)·3차·이상·위반

법·제41조

제1항제5호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자.·법·제24조제2항의·시정명령을·이행하지·

않은·경우

1)·1차·위반

2)·2차·위반

3)·3차·이상·위반

법·제41조

제1항제6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차.·법·제26조제1항을·위반하여·변경등록을·

하지·않은·경우

1)·변경등록을·1개월·

이내의·기간·동안·

지연한·경우

법·제41조

제2항제4호

30만원

2)·변경등록을·1개월·

초과·3개월·이내의·

기간·동안·지연한·

경우

60만원

3)·변경등록을·

3개월을·초과하여·

지연한·경우

100만원

카.·법·제26조제2항의·등록기준을·갖추지·

않은·경우

1)·1차·위반

2)·2차·위반

3)·3차·이상·위반

법·제41조

제1항제7호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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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타.·법·제28조를·위반하여·명의를·대여한·경우

1)·1차·위반

2)·2차·위반

3)·3차·이상·위반

법·제41조

제1항제8호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파.·법·제29조제2항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

없이·교육을·받지·않은·경우

1)·1차·위반·

2)·2차·위반·

3)·3차·이상·위반·

법·제41조

제2항제5호

10만원

20만원

30만원

하.·법·제30조제2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

않은·경우

1)·1차·위반

2)·2차·위반

3)·3차·이상·위반

법·제41조

제1항제9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거.·법·제31조제1항을·위반하여·휴업ㆍ폐업·

및·재개의·신고를·하지·않은·경우

1)·1차·위반·

2)·2차·위반·

3)·3차·이상·위반·

법·제41조

제2항제6호

30만원

6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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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

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 「대

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

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

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

가. 「공연법」에 따른 공연물(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은 제외한다)

나.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하여 제

작된 영상물(보도, 교양 분야의 영

상물은 제외한다)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마. 이미지를 활용한 제작물

2. 제1호 각 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

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

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그 제공 또는 알

선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

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산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

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

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이란 대중문화

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

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영화·비

디오물·공연물·음반·음악파일·음

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이하 "대

중문화예술제작물"이라 한다)을 제

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

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

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기획·

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

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

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

역을 말한다.

3.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

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

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

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

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

를 말한다.

4.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이란 대중문

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

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

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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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도급인을 포

함한다)의 영업을 포함한다.

5.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란 대중문

화예술제작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

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

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

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하여 제26조제

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8. "대중문화예술사업자"란 대중문화

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란 대

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

하는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

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대중문화예

술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

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

술제작물스태프는 대중문화예술인

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명예가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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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중문화예

술인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

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

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국가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

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해외 홍보 및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2.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국제공동제

작 및 해외배급 지원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4. 외국인의 투자유치

5. 해외 시장에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의 지식재산권 보호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

제1절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제6조(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① 국

가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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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의 상대방에

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

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

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는 경

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계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

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

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

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제에 관

한 사항

2. 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

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표권, 초상권, 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

6.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8.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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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

③ 제8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

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

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

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

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

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

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계

약)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

련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사전설명의 의무) ①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

인을 대리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제

공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대중

문화예술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미

리 설명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1항의 

경우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시

적인 의사표시에 반하는 계약을 체

결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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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제11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대중문

화예술제작업의 겸업 특례) ① 대

중문화예술제작업을 겸업하는 대중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

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중문

화예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음반 

또는 음원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인이 제1항에 따른 동

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

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차별

대우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

우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알

선료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

며, 이를 이유로 대중문화예술인에

게 그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12조(도급 계약 시 대중문화예술용

역 보수에 대한 책임) ① 대중문화

예술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 하수급인(下

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

인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대중

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

물스태프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못

한 때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

수급인과 연대하여 보수에 대한 책

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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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

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

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

한 기자재, 설비, 인력 등의 공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

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③ 하수급인이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지

급하여야 할 보수에 대하여 제1항

에 따른 직상 수급인이 공탁·보증 

등 도급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조

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

대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영업승계 시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업

자의 지위를 승계한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는 승계당시에 유효한 대

중문화예술용역기획 관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대중문화

예술인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

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조(회계처리) ① 대중문화예술기

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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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게 제공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대가 및 비용을 해당 대중문화예술

인별로 분리하여 계상·관리하고 회

계장부를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

다. 다만, 2인 이상의 대중문화예술

인들이 하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고 있어서 각 대중문화예술

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내용 및 정도를 분리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

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1항에 따른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

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

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3자로

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

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해당 소속 대중문화예술

인에게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

여야 한다. 다만, 지급을 지체할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거짓 광고 등 금지) ① 대중문

화예술기획업자 또는 그에게 고용

된 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모집하

거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을 알선

하면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

로서 대중문화예술인을 양성할 목

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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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원센터) 법 제17조제1항에 따

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

다)는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

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

획업 종사자의 권익 침해에 관한 사

항을 신고받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

과 연계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는 학습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대

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제공과 관련

된 광고, 그 밖에 거짓정보를 제공

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16조(금지행위) ① 대중문화예술사

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

프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

련된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 또는 불

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

예술제작물스태프는 업무관계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대중문화예술인

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강

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지원센터)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

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

기획업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실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국내외 제도

조사

2. 불공정거래, 폭력 등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3.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한 긴급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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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문위원회) ① 법 제17조제3항

에 따른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

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

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

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

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

센터 연계 및 지원

4.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직업

능력 개발 및 교육 지원

6. 업무의 홍보 등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책 수립을 위

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

립·시행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

업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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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및 수요·공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용역 제

공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

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

시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

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제19조(청소년보호 원칙) 국가, 대중문

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

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20조(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① 대

중문화예술사업자는 대중문화예술

제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청소년 대

중문화예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보호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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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의 제작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청소년보

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

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에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

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 그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

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

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

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

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

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제

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

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

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받을 수 없다. 다만, 대중문화예술

용역 제공일의 다음날이 학교의 휴

일인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349호, 2014.1.28., 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14.7.29.]

[대통령령 제25510호, 2014.7.28., 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4.7.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7호, 2014.7.29., 제정]

190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준수사항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자정

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

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

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

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제

작물 제작 시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

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

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

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중

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

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

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시정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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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제2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 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제

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

제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

술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

록신청서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 또는 대중문

화예술기획업무계약이 해당 청소년

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자가 제

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

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청소년 대

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

강 및 학습권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25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

의 청구) 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

인은 독자적으로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대중문화

예술제작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

획업자는 보수청구권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

더라도 해당 청소년 대중문화예술

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계약 상

의 보수지급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3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운영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

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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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호 및 영 제7조

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④ 영 제8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

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

4호서식에 따른다.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

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제1호에 따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독립된 사무소(주된 사무소로 한정

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

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 등

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

청인이 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는 같은 호에 따른 서류를 발급하려

면 종사경력에 관하여 미리 대중문

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

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하여 고시하는 단체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신

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이하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다만, 법인의 경우에

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

야 한다.

2. 독립한 사무소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

한다)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

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

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요건 

및 방법,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

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경우

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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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등록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

급하여야 한다.

제7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변경등록) 

① 제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

에 따라 제1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

우는 제외한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

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법인의 경우 대표자 외의 임원

3. 사무소 소재지(주된 사무소로 한정

한다)

4. 상호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임원 1명의 제6조제1항제1

호 및 제2호의 서류(제1항제1호의 

사항 중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

나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만 해당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로서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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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이 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증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 등록증(제1항제2호의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

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제1

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등록한 경우

를 제외하고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

여야 한다.

제8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대중문

화예술기획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

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

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

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헐어 못 쓰게 

된 등록증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중문화예

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349호, 2014.1.28., 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14.7.29.]

[대통령령 제25510호, 2014.7.28., 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4.7.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7호, 2014.7.29., 제정]

195

부록 Ⅰ.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3단 비교표

부
록
Ⅰ

제3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① 법 제29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

획업자의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

시하며, 연 3시간으로 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이후 

최초로 받는 교육은 연 10시간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

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법인의 

경우 임원 중 1명을 말한다)에 대하

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

육이 실시되기 14일 전까지 해당 대

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일

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알려야 

제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시

기 및 내용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과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이 법,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

조까지 및 제294조, 「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

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

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도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 법인

제28조(명의 대여의 금지) 대중문화예

술기획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대중

문화예술기획업을 하게 하거나 등

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

술기획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내용

과 준수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

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중문

화예술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

육을 받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문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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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3

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문

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대중문화예

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실

비(實費)를 받을 수 있다.

제4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 영 

제10조에 따른 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

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

고하려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

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

다)에 등록증(휴업 후 영업의 재개

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시간·내

용 및 비용 등에 관하여는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영업의 승계) ① 제26조제1항

에 따라 등록을 한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

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

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

되는 법인은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

획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영

업승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1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

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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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제11조(직권말소)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폐

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

술기획업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

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

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2. 관할 세무서에 대한 폐업신고 등 영

업의 폐지 여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

리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

고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중문

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의 범

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관한 일반적 

정보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

나. 법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

력을 잃는다.

④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

업 또는 폐업, 영업의 재개를 신고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

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

으로 관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을 

지망하는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 내용 등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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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개별 종사자에 

관한 정보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종사

이력

나. 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

획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이력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가목의 정보에 대해서는 대중문화

예술기획업 종사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직접 입력하는 방식

으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정보가 사실인지를 검

증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3

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

준은 별표 1과 같다.

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행정조치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

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

속한 경우로써 그 위반의 정도가 중

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

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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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

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해당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대

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

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항

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

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

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

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7조제5호에 해당하여 해당 임원

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임명한 경우

는 제외한다.

3. 제16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

속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과징금 부과) 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

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

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

하는 금액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진흥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용도

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

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

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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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

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30

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

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

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징금의 부

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

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

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35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

30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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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제5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

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의 접수 및 수리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 신고의 접수 및 수리

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게 제3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위

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

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

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

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

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

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

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

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보 칙

제3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

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수수료)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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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 

직권 말소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7.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체납처분을 포

함한다)

8. 법 제36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9. 법 제41조제1항제7호·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제6호의 자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징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

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의 운영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8조제

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

흥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29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

획업자에 대한 교육

3. 법 제32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의 구축·운영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

른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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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제4장 벌 칙

제39조(벌칙) ① 제20조제1항을 위반

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권유 또

는 유인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

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

게 한 자

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

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고용·출입금

지 직종 또는 업종에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도록 알선한 자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349호, 2014.1.28., 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14.7.29.]

[대통령령 제25510호, 2014.7.28., 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4.7.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7호, 2014.7.29., 제정]

204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준수사항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

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

②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3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

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10조제1항의 사전설명 의무를 위

반한 경우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료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이유

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한 자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

유 없이 계약상 분배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한 자

6. 제24조제2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

7. 제26조제2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

8.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

9.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

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한 대중문화예술

사업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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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7호, 2014.7.29.>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

한다.

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

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

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

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

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

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

여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

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

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부 칙
<법률 제12349호, 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

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부 칙
<대통령령 제25510호, 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중문화예술산업 및 그 종사

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

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015년에 처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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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다만,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

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 중 "자

목"을 "차목"으로 한다.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중문화예

술산업발전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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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

따른다.·다만,·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영업정지인·경우에는·가장·무거운·영업정지·기간에·나머지·각각의·

영업정지··기간의·2분의·1씩을·더하여·처분하되,·총·영업정지·기간은·6개월을·초과할·수·없다.

나.·행정처분·절차·진행·중에·반복하여·같은·사항을·위반하였을·때에는·그·위반·횟수마다·행정처분·기준의·

2분의·1씩을·더하여·처분하되,·총·영업정지·기간은·6개월을·초과할·수·없다.

다.·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

경우·위반·횟수별·처분기준의·적용일은·위반행위에·대하여·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처분·후의·

위반행위만·해당한다)를·적발한·날로·한다.

라.·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그·

처분기준의·2분의·1의·범위에서·감경하여·처분할·수·있다.·

마.·영업정지·기간·1개월은·30일로·보며,·감경처분하려는·경우의·영업정지·기간을·산정할·때·1일·미만은·

처분기간에서·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이상

가.·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등록한·경우 법·제33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영업정지명령을·위반하여·영업을·계속한·경우로서·

그·위반의·정도가·중한·경우·
법·제33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법·제26조제1항에·따른·변경등록을·하지·않은·경우 법·제33조제2항제1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법·제27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어느·하나에·

해당하게·된·경우.·다만,·법·제27조제5호에·해당하여·

해당·임원을·3개월·이내에·다시·임명한·경우는·

제외한다.

법·제33조제2항제2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법·제16조·또는·제20조를·위반한·경우· 법·제33조제2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바.·영업정지명령을·위반하여·영업을·계속한·경우 법·제33조제2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비고

1.·영업정지명령을·위반하여·영업을·계속한·경우로서·영업정지명령·기간·중에·30일·이상·영업을·한·경우에는·제2호나목의·

행정처분기준을·적용한다.

2.·제2호바목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영업정지명령을·받고·계속·영업을·한·경우로서·같은·호·나목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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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과징금의 금액기준(제14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1.·법·제26조제1항에·따른·변경등록을·하지·않은·경우 10만원

2.·법·제27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

된·경우.·다만,·법·제27조제5호에·해당하여·해당·임원을·

3개월·이내에·다시·임명한·경우는·제외한다.

10만원

3.·법·제16조·또는·제20조를·위반한·경우· 15만원

4.·영업정지명령을·위반하여·영업을·계속한·경우 15만원

※·비고·:·영업정지·1개월은·30일을·기준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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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처분·후의·위반행위만·해당한다)를·

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

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

범위에서·그·금액을·늘릴·수·있다.·다만,·늘리는·경우에도·법·제41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

상한을·넘을·수·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가.·법·제3조제3항의·비밀유지·의무를·위반하여·업무상·알게·

된·비밀을·누설하거나·부당한·목적으로·사용한·경우·

1)·1차·위반

2)·2차·위반

3)·3차·이상·위반

법·제41조

제1항제1호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나.·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법·제7조제2항을·위반한·경우

1)·1차·위반·

2)·2차·위반·

3)·3차·이상·위반

법·제41조

제2항제1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다.·법·제10조제1항의·사전설명·의무를·위반한·경우

1)·1차·위반

2)·2차·위반

3)·3차·이상·위반

법·제41조

제1항제2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라.·법·제11조제3항을·위반하여·알선료에·따른·비용을·

청구하거나·이를·이유로·대중문화예술인에게·지급하여야·

할·보수를·부당하게·삭감한·경우

1)·1차·위반

2)·2차·위반

3)·3차·이상·위반

법·제41조

제1항제3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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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마.·법·제14조제1항을·위반하여·회계장부를·작성ㆍ비치하지·

않은·경우

1)·1차·위반·

2)·2차·위반·

3)·3차·이상·위반

법·제41조

제2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바.·법·제14조제2항을·위반하여·회계장부를·제공하지·않은·

경우

1)·1차·위반·

·2)·2차·위반·

·3)·3차·이상·위반·

법·제41조

제2항제3호

30만원

60만원

100만원

사.·법·제14조제3항을·위반하여·정당한·이유·없이·계약상·

분배액을·지급하지·않은·경우

1)·1차·위반

2)·2차·위반

3)·3차·이상·위반

법·제41조

제1항제4호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아.·법·제15조를·위반하여·거짓의·정보를·제공하거나·거짓의·

약속을·한·경우·

1)·1차·위반

2)·2차·위반

3)·3차·이상·위반

법·제41조

제1항제5호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자.·법·제24조제2항의·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

1)·1차·위반

2)·2차·위반

3)·3차·이상·위반

법·제41조

제1항제6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차.·법·제26조제1항을·위반하여·변경등록을·하지·않은·경우

1)·변경등록을·1개월·

이내의·기간·동안·

지연한·경우

법·제41조

제2항제4호

30만원

2)·변경등록을·1개월·

초과·3개월·이내의·

기간·동안·지연한·

경우

60만원

3 ) · 변 경 등 록 을·

3개월을·초과하여·

지연한·경우

100만원

카.·법·제26조제2항의·등록기준을·갖추지·않은·경우

1)·1차·위반

2)·2차·위반

3)·3차·이상·위반

법·제41조

제1항제7호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타.·법·제28조를·위반하여·명의를·대여한·경우

1)·1차·위반

2)·2차·위반

3)·3차·이상·위반

법·제41조

제1항제8호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파.·법·제29조제2항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교육을·

받지·않은·경우

1)·1차·위반·

2)·2차·위반·

3)·3차·이상·위반·

법·제41조

제2항제5호

10만원

20만원

30만원

하.·법·제30조제2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않은·경우

1)·1차·위반

2)·2차·위반

3)·3차·이상·위반

법·제41조

제1항제9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거.·법·제31조제1항을·위반하여·휴업ㆍ폐업·및·재개의·

신고를·하지·않은·경우

1)·1차·위반·

2)·2차·위반·

3)·3차·이상·위반·

법·제41조

제2항제6호

30만원

6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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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뒤쪽의·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1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법인의·경우·법인등록번호)

주소· · ·

·····································

상·호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

기획·분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에·따라·위와·같이·등록을·신청합니다.

············ · · · · · ··········년············월············일

····························신·청·인········································(서명·또는·인)

·특별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종사하여·얻은·소득이·있었음을·증명하는·서류·1부

2.·문화산업의·발전을·위하여·설립된·기관·또는·단체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기관·또는·단체가·발급한·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경력·증명서류(제1호에·따른·

서류로·증명할·수·없는·경력이·있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1부

3.·독립된·사무소(주된·사무소로·한정합니다)의·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한·경우에만·

제출합니다)·1부·

수수료:

25,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건물·등기사항증명서

2.·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우에만·해당합니다)

3.·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

공무원·확인사항·중·제3호의·사업자·등록증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신·청·인·····························(서명·또는·인)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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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유의사항

영업자의·성명(법인인·경우·대표자의·성명),·법인인·경우·대표자·외의·임원,·사무소·소재지(주된·사무소로·한정합니다),·상호를·

변경하려는·경우에는·변경등록·신청을·해야·합니다.

등록을·하지·않고·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하는·경우에는·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되며,·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하지·않는·경우에는·5백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영업을·폐지하였을·때에는·폐지한·날부터·7일·이내에·등록증을·반납해야·하며,·등록증을·기간·내에·반납하지·않은·경우에는·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ㆍ확인 → 결재 → 등록증·작성 → 등록증·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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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1.·등록번호·:····제········호

2.·성명(대표자)·:·

3.·생년월일(또는·법인등록번호)·:·

4.·상호(법인명)·:·

5.·사무소·소재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을·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인

210㎜×297㎜(백상지·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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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준수사항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
※·뒤쪽의·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법인의·경우·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경우·주된·사무소의·소재지)

····································

상호(법인명)

·····································(전화:·································)

등록번호

변경사항

영업자의·성명

(법인의·경우·대표자)·

변경·전

변경·후

법인의·경우·

대표자·외의·임원

변경·전

변경·후

사무소·소재지

(주된·사무소로

한정합니다)

변경·전

변경·후

상·호

(법인명)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제3항,·같은·법·시행령·제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제3항에·따라·

위와·같이·등록사항의·변경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서명·또는·인)

·특별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참조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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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3단 비교표

부
록
Ⅰ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증(법인인·경우·대표자·외의·임원·변경·시에는·제출하지·

않습니다)

2.·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4년·이상·종사한·임원·1명에·대하여·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얻은·소득이·있었음을·증명하는·서류(법인의·대표자를·변경하거나·대표자·

외의·임원을·변경하는·경우에만·해당합니다)·1부

3.·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4년·이상·종사한·임원·1명에·대하여·문화산업의·발전을·

위하여·설립된·기관·또는·단체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기관·또는·

단체가·발급한·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경력·증명서류(법인의·대표자를·변경하거나·

대표자·외의·임원을·변경하는·경우에만·제출하고·제2호에·따른·서류로·증명할·수·없는·

경력이·있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1부

4.·주된·사무소의·임대차계약서·사본(사무소·소재지를·변경하는·경우로서·임차한·

경우에만·제출합니다)·1부

수수료:

15,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건물·등기사항증명서(사무소·소재지를·변경하는·경우에만·해당합니다)

2.·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우에만·해당합니다)

3.·사업자·등록증(법인의·경우·대표자·외의·임원·변경·시에는·해당하지·않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

공무원·확인사항·중·제3호의·사업자·등록증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신·청·인·····························(서명·또는·인)

유의사항

1.·등록된·사항을·변경하고도·변경등록을·하지·않은·경우에는·5백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2.·영업을·폐지하였을·때에는·폐지한·날부터·7일·이내에·등록증을·반납해야·하며,·등록증을·기간·내에·반납하지·않은·경우에는·

직권말소·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ㆍ확인 → 결재 → 등록증·작성 → 등록증·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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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준수사항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4.   .   .>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1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의·경우·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경우·주된·사무소의·소재지)

· · · · · (전화:·························)

등록번호

(등록일) (전화:·························)

재발급·사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시행령」·제8조에·따라·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증의·재발급을·신청합니다.

············ · · · · · ··········년············월············일

····························신·청·인········································(서명·또는·인)

·특별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1.·잃어버린·경우:·분실·사유서

2.·헐어·못·쓰게·된·경우:·헐어·못쓰게·된·등록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ㆍ확인 → 결재 → 등록증·작성 → 등록증·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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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3단 비교표

부
록
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 ] 휴  업
[ ] 폐  업
[ ] 영업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1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의·경우·법인등록번호)

주소

· · · · · (전화:·························)

사무소

상호(법인명)

소재지

· · · · · (전화:·························)

재개업(폐업)일 ······년·····월·····일

휴업기간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사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31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에·따라·영업의·([···]·휴업·[···]·폐업·[···]·영업·재개)을(를)·신고합니다.··

············ · · · · · ·········

·년············월············일

····························신·청·인········································(서명·또는·인)

·특별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증(휴업·후·영업의·재개를·신고하려는·경우에는·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준수사항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준수사항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준수사항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총 칙

제1장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준수사항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증명서류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부록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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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준수사항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증명서류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2014.·08.·04.

개정··2015.·11.·10.

개정··2016.·03.·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2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

류 발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사경력 증명서류”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중문화예

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를 말한다.

 2.“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기관”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한

국콘텐츠진흥원을 말한다. 

3.“종사경력 확인단체”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신청서의 제출) 

①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종사경력 증명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발급신청인”

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수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활동으로 얻

은 소득 증명 서류를 말함) <개정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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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Ⅱ.·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경력·증명서류·발급절차에·관한·규정

부
록
Ⅱ

2. 대중문화예술인과의 계약서류

3. 대중문화예술인이 작성한 구두계약 확인서(별지 서식 제8호,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에 관

한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3.10.>

4. 외국 정부가 발급한 소득 증명서류(외국정부가 발급한 소득증명서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발

급사실 확인 및 번역 공증된 서류를 말함) <신설 2015.11.10.>

5. 종사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한다)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정 2015.11.10.>

6. 그 밖에 제1항 제1~4호에 준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

설 2015.11.10.>

② 발급신청인은 종사경력의 증명을 요하는 기간(월 단위를 말한다)을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한 경력기간의 경우에는 대중문화

예술기획업 종사경력이 증명된 것으로 본다.

1. 종사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한다) 및 국세청이 발급한 사

업소득 증명 <개정 2015.11.10.>

2. 종사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한다)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이 발급한 법인소득 증명 <개정 2015.11.10.>

3. 근로소득 원천징수자의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한다)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국세청이 발급한 근로소득 증명 <개정 2015.11.10.>

4.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유료직업소개사업(패션 및 기타 모델 직종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하는 경

우에 한한다) 종사경력 확인서류

5. 종사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것에 한한다)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내 기관이 발행한 사회보험사업장 가입 증명서류(국내기관이 발행한 사회보험사업장가입 증

명서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 취득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말함) <신설 2015.11.10.>

③ 제1항 제2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자등록증명에는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

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④ 발급신청인은 제2항의 기간에 대한 종사경력 확인을 받고자 하는 종사경력 확인단체를 제1항의 신

청서에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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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청서의 접수) 

① 진흥원은 제3조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종사경력 증명서류 신청

서 접수대장에 기재한다.

② 진흥원은 제3조 제1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신청인

에게 14일 이내의 기한으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종사경력 확인요청) 

① 진흥원은 종사경력의 증명을 요하는 기간(월 단위를 말한다)에 대해서 종사경력 확인단체에게 30

일의 기한 내에 종사경력 확인을 해 줄 것을 요청(별지 제3호 서식의 종사경력 확인요청서에 따른

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사경력 확인단체의 종사경력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사경력 확인단체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종사경력 확인단체가 종사경력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가 종사경력 확인단체에게 종사경력 확인요청을 하지 않는 조치를 하도록 한 경우

② 진흥원은 제1항의 확인요청서에 발급신청인이 제출한 제3조 제1항 각 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한다. 

③ 제1항의 종사경력 확인단체는 제3조 제4항에 따라 발급신청인이 기재한 단체로 하되, 이 단체가 종

사경력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단체에게 종사경력 확인요

청을 하지 않는 조치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다른 종사경력 확인단체에게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제6조(확인실비의 수납대행) 

① 진흥원은 발급신청인으로부터 종사경력 확인단체가 종사경력을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실비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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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확인실비 수납은 제5조 제3항에 따라 확인요청을 할 종사경력 확인단체가 발행한 지로(인터

넷 지로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며, 진흥원은 지로납부영수증을 제5조 제1항의 확인요청서에 첨부한다.

③ 제1항의 확인실비의 수납대상 및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제7조(확인서의 제출) 

① 제5조 제1항의 확인 요청 또는 제12조 제1항의 재요청을 받은 종사경력 확인단체는 확인요청서 또

는 재요청서에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종사경력 확인서를 진흥원에 제출한다. 이 경우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제5조 제2항의 종사경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서에는 종사경력 확인단체에 설치된 종사경력 확인위원회의 회의록 이외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1.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로서 종사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발급신청인이 제3조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4년 

이상인 2인(종사경력 확인단체에 설치된 종사경력확인위원회 위원은 제외)이 각기 작성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종사경력 보증서(보증 사유 및 근거를 적시하여야 하며 보증서 작성자의 종사

경력 증명서류를 요한다) <개정 2015.11.10.>

3. <삭제 2015.11.10.>

③ 제5조 제1항의 확인 요청을 받은 종사경력 확인단체가 종사경력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제1항의 확인서에 종사경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진흥원에 제출한다. 이 경

우에는 제2항 제3호의 회의록만을 첨부한다.

 

제8조(다른 확인단체에 확인요청) 

① 진흥원은 종사경력 확인단체(이하 “1차 확인단체”라 한다)가 제5조 제1항의 기한 내에 종사경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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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 제3항에 따라 종사경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확

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발급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발급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종사경력 확인단체에게 제5조 제1항의 종사경력 확인 요청(별지 제3호 서식의 종사경력 확인

요청서에 따른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종사경력 확인단체의 선정은 발급신청인의 의사를 존

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서에는 1차 확인단체로부터 기한 내에 종사경력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종사경력 확인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점을 기재하여야 하며, 1차 확인단체가 제출한 확

인서 및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 발급신청인은 제1항의 다른 종사경력 확인단체가 발행한 확인실비 지로를 납부하여야 하며, 진흥

원은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서에 지로납부영수증을 첨부한다. 

 

제9조(심사위원회) 

① 진흥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종사경력증명

서류발급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문화산업관련전문가, 4년 

이상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자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진흥원의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진흥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 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진흥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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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회의 심사) 

① 진흥원은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여부에 관한 의결을 받기 위해서 발급신청인이 제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확인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심사

를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사경력 확인요청

을 하지 아니하거나 종사경력 확인단체로부터 종사경력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급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만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결을 한다.

1.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2. 종사경력 확인서 보완

3. 종사경력 증명서류 신청서 반려

제11조(증명서류의 발급) 

① 진흥원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종사경력이 확인되어 제10조 제2항 제1호의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

급을 의결한 사안에 대하여 발급신청인에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별지 제7호 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증명서에 

따른다)를 발급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시 발급신청인에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에 

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의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관

련 법령이 정하는 등록관청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지체 없이 등록증 

사본을 진흥원에 제출하여 줄 것을 안내한다.

제12조(확인 재요청) 

① 진흥원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추가적인 종사경력 확인이 필요하여 제10조 제2항 제2호의 종사경력 

확인서 보완이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종사경력 확인서를 제출한 종사경력 확

인단체에게 30일의 기한 내에 종사경력 확인을 해 줄 것을 재요청(별지 제6호 서식의 종사경력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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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재요청서에 따른다)한다.

② 제1항의 재요청시 확인서를 제출한 종사경력 확인단체(이하 “제1차 확인단체”라 한다)가 종사경력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단체에게 종사경력 확인요청을 

하지 않는 조치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발급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그 발급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종사경력 확인단체에게 제5조 제1항의 종사경력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종사경력 확인단체의 선정은 발급신청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요청서에는 제1차 확인단체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가 심사결과 보완이 필요하

다는 의결을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제1차 확인단체가 제출한 확인서 및 서류는 첨부하

지 아니한다.

④ 발급신청인은 다른 종사경력 확인단체가 발행한 확인실비 지로를 납부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제2

항에 따른 확인요청서에 지로납부영수증을 첨부한다.

제13조(신청서의 반려) 

① 진흥원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종사경력을 확인할 수 없어 제10조 제2항 제3호의 종사경력 증명서

류 신청서 반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신청인에게 이와 같은 사유를 설명하고 신청서 및 제

출서류를 반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반려 받은 발급신청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기한의 경

과 등으로 새로운 종사경력 확인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기존업자의 증명서류발급 특례) 

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

획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이 법 시행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이하 “기존업

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발급신청인은 이 법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른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에 해

당하는 일자의 2개월 전까지 진흥원에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는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첨부 서류에는 이 법의 시행당시 대중문

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실(사업자등록증명의 개업일이 이 법 시행일 이전이고 이 법의 시행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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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한다)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종사경력의 증명을 요하는 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

법 시행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④ 진흥원은 제1항의 신청서에 제3조 제1항 제1호(사업장국민연금 보험료 2014년도 7월분 납부확인

서,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2014년도 7월분 납부확인서, 고용보험 고객용 보험료 2014년도 

7월분 납부내역 카드, 산재보험 고객용 보험료 2014년도 7월분 납부내역 카드, 2014년도 3분기

(7~9월)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및 제2항(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

로서 개업일이 2014년 7월 29일 이전일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사경력 확인단체에 종사경력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상정할 수 있다.

⑤ 진흥원이 제5조 제1항에 따라 종사경력 확인단체에 종사경력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15일의 

기한 내에 확인을 해 줄 것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

실을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⑥ 기존업자에게 발급하는 제11조 제1항의 종사경력 증명서류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당

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⑦ 진흥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일자의 1개월 전까지 기존업자에 대한 제11조 제1항

의 종사경력 증명서류가 발급될 수 있도록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6조 제3항에 따른 확인실비의 수납대상 및 금액

수납대상 금액

확인요청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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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증명서류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3.10.>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신청서
※··작성·안내를·참고하시기·바라며,·아래의·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담당자 처리기간··

발급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현주소
(········-········)

연락처 (전화번호·:···············-··············-··············)·(휴대전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의한·수집이용·동의[신청인(본인)]

●·수집대상·개인정보(성명,·생년월일·등)

●·수집·이용목적(신청서처리,·사후관리·등)·○·보유·이용기간(5년)

상기내용에·대하여··□ 동의함 □ 동의안함(v 체크요망)

☞동의할·거부할·권리가·있으며,·동의·거부에·따라·불이익(신청서·처리불가)이·있을·수·있음

종사경력·증명이·
필요한·기간

·

확인·지정단체 ·

위와·같이·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경력·증명서류·발급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본인)··성·명·:·········································(서명·또는·인)
································

한 국 콘 텐 츠 진 흥 원 장  귀 하

위   임   장
위·신청인·본인은·아래·위임·받은·사람에게·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경력·증명서류·발급·신청에·관한·모든·권리와·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하는·사람·················································(서명·또는·인)

위임받은·
사람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관계·

주·소

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의한·수집이용·동의[신청인(본인)]

●·수집대상·개인정보(성명,·생년월일·등)

●·수집·이용목적(신청서처리,·사후관리·등)··●·보유·이용기간(5년)

상기내용에·대하여··□ 동의함 □ 동의안함(v 체크요망)

☞동의할·거부할·권리가·있으며,·동의·거부에·따라·불이익(신청서·처리불가)이·있을·수·있음

준비하실 사항
1.·본인·신청시·신분증
2.·위임받은·사람이·위임자의·배우자·및·직계존비속의·경우·위임받은·사람의·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
3.·위임받은·사람이·위임자의·배우자·및·직계존비속이·아닌·경우·위임자의·인감증명서·1부·및·위임받은·사람의·신분증

증명서 발급사유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
-·등록·업체명·:···························

대중문화예술기획업·변경·등록·(······)
기타(경력·확인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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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의 첨부 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2016.3.10.>

(제1쪽)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사·······진
(2.5×3㎝)
최근·3개월·
이내·촬영

성·명

(한글)

연
락
처

자택전화

(한자) 이동전화

(영문) 회사전화

생년
월일

이 메 일

자택주소
·(·우·····-·······)···
················································································································

현재·종사하고·있는·
업체

(해당자에·한함)

회 사 명 연 락 처

소 재 지 ································

종     사     경     력     사     항

연번 종사기간* 종사개월수 종사업체명 담당업무 경력증빙서류*

.····.····~·····.····.·

.····.····~·····.····.·

.····.····~·····.····.·

.····.····~·····.····.·

.····.····~·····.····.·

.····.····~·····.····.·

.····.····~·····.····.·

.····.····~·····.····.·

.····.····~·····.····.·

.····.····~·····.····.·

총·종사개월·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및·동법·시행령」제6조·1항에·따라·“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경력·증명서류·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며,·아래와·같이·동의ㆍ서약합니다.

●·첨부한·종사경력·사항에·있는·종사경력사항·등·모든·신고내용은·사실·그대로·작성

●·향후·제출내용이·거짓으로·판명될·때에는·민ㆍ형사상·처벌(공ㆍ사문서위조,·변조,·동행사·등)·감수하여야·함

●·의심되는·경력에·대해서·추가서류·요구·및·본인의·개인정보에·대하여는·관계기관에·사실조회·등·경력관리·업무에·활용

년·············월············일

·······························신청인(본인)·성··명·:············································(서명·또는·인)·

··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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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쪽)

진흥원··확인사항
1.본인·또는·대리인·신분증·확인
2.종사경력기간·및·증빙서류
3.종사경력·확인비용·지로·납부영수증

신청인·제출서류 종사경력·증빙서류

개인정보제공 및 규정 동의

●·개인정보는·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경력증명에·사용되며,·심의위원·또는·증명에·필요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여·

···고시한·종사경력·확인·단체에·공개될·수·있습니다.

●·본·신청서에·기재한·내용과·첨부자료는·모두·사실이며,·허위로·판명될·경우·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심의·결과·위의·종사·경력이·증명되는·경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등록을·위하여·해당·지자체에·개인정보를·공유할·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32조에·따라·대중문화예술기획업·관련·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하는·종합정보시스템의·종사경력·

확인자료로·개인정보를·영구보관·할·수·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9조·2항에·따라·등록한·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교육·운영에·개인정보를·활용할·수·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v 체크요망)·······

※·개인정보제공제공·및·규정·동의·내용을·읽으시고·동의합니다에·표시하여·주십시오.(필수사항이며·동의하지·않을·시·신청이·

접수되지·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또는·인)

작 성 방 법

·1.·모든·기재는·한글로·기재하십시오(성명은·예외)

·2.·“종사경력·증명이·필요한·기간”란에는·종사경력·증명을·받고자·하는·기간으로·년과·개월수를·기재합니다.

·3.·“확인·지정단체”란에는·종사경력·확인을·받고자·하는·단체에·√·표시·합니다

·4.·“종사기간”란에는·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종사하는·경력을·반드시·연월까지·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5.·연락처는·전화,·문자,·이메일,·우편·발송·시·수신·가능하도록·상시·사용하는·연락처를·기재합니다.

·6.·자택주소는·주민등록상·거주지를·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7.·“경력증빙서류”란에는·아래의·서류에·해당하는·사항을·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①·종사한·사업장의·사업자·등록·증명·또는·법인등기부·등본·및·국내기관이·발행한·사회보험·사업장·가입·증명서류·중·어느·하나

···ㆍ국민연금가입증명서(가입자용)

···ㆍ고용보험취득(상실)확인서(고용노동부고용지원센터·발행)

···ㆍ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종사한·사업장의·사업자·등록증명·또는·법인등기부등본·및·국세청이·발급한·소득증명서류·중·어느·하나

(최근·3개월이내·발급한·것에·한함)

···ㆍ국세청이·발급한·사업소득·증명

···ㆍ국세청이·발급한·법인소득·증명

···ㆍ국세청이·발급한·근로소득·증명

··③·대중문화예술인과의·계약서류

··④·외국정부가·발급한·소득·증명서류

(외국정부가·발급한·소득증명서류는·대한민국·재외·공관의·발급사실·확인·및·번역·공증된·서류를·말함)

··⑤·대중문화예술인이·작성한·구두계약·확인서(별지8호·서식/해당·대중문화예술인의·활동에·관한·자료를·포함해야·함)

··⑥·그밖에·위의·제7호·제①~⑤항에·준하는·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한·경력을·증명할·수·있는·서류

·8.·한글파일로·작성·후·서명하여·제출하거나,·자필로·작성·시·정자로·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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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Ⅱ.·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경력·증명서류·발급절차에·관한·규정

부
록
Ⅱ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출·력·일·자:··

종사경력 증명서류 신청서 접수대장

·페이지(··········)

(입력일자:········.·······.······부터·········.·······.·······까지)··································

일련

번호

일····자 신····청····인 인···수···자 비···고

제출

연월

접수

일자
성·····명

본인여부

(v체크)
서···명 성···명 서···명

본인
대리인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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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발급번호 : 0000 - ㅇㅇ호

종사경력 확인요청서

■········································단체장·귀중

■·종사경력·증명서류·발급·신청자·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
●·연·락·처·:·

구분 종사경력·확인을·요하는·기간 증빙서류 비고

상기와·같이·종사경력·증명서류·발급·신청이·접수되어·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시행령·제6조·3항·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경력·증명서류·발급절차에·관한·규정·제5조·1항에·따라·귀·단체에·확인을·요청합니다.·

(회신기한·:············월············일까지)

년········월········일

한 국 콘 텐 츠 진 흥 원 장

붙·임·:·1.·종사경력·증명서류·발급신청서(증빙서류·포함)·사본·1부

2.·종사경력·확인비용·지로납부영수증·사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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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Ⅱ.·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경력·증명서류·발급절차에·관한·규정

부
록
Ⅱ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종사경력 확인서

■·한국콘텐츠진흥원장·귀중

(발급번호·:·20..·-·..호의·회신)

■·종사경력·증명서류·발급·신청자·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
●·연·락·처·:·

■·종사경력·확인·사항

구분
종사경력확인·요청·기간 종사경력확인위원회·의결·결과

비고
종사경력기간 증빙서류 인정기간 불인정기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경력·증명서류·발급절차에·관한·규정·제7조· 1항에·따라·귀원에서·요청한·

종사경력확인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단 체 장

붙·임·:·1.·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경력·4년·이상인·2인이·각기·작성한·종사경력·보증서·1부

2.·종사경력을·증빙할·수·있는·서류(신청인·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제출하지·아니한·서류)

3.·종사경력·확인위원회·회의록·사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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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준수사항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증명서류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제1쪽)

종사경력 보증서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종사경력
확인·기간

종사경력·
보증서·
작성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종사경력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의한·수집이용·동의[신청인(본인)]

●·수집대상·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등·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보증서처리,·사후관리·등)··●·보유·이용기간(5년)

상기내용에·대하여··□ 동의함 □ 동의안함(v 체크요망)

☞동의할·거부할·권리가·있으며,·동의·거부에·따라·불이익(신청서·처리불가)이·있을·수·있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경력·증명서류·발급절차에·관한·규정·제7조·제2항」에·따라·종사경력·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종사경력보증서·작성자··성··명······························(서명·또는·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중

·
붙임·:·대중문화예술기획업·4년·이상의·종사경력보증서·작성자의·종사경력·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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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Ⅱ.·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경력·증명서류·발급절차에·관한·규정

부
록
Ⅱ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5호 첨부서식]

(제2쪽)

 종 사 경 력 보증 사유 및 근거

근무기간

(  )안은 실제근무기간
근무회사명 보증사유 근거

.····.····.··~·····.····.····.

(·········년·······월)

.····.····.··~·····.····.····.

(·········년·······월)

.····.····.··~·····.····.····.

(·········년·······월)

.····.····.··~·····.····.····.

(·········년·······월)

.····.····.··~·····.····.····.

(·········년·······월)

.····.····.··~·····.····.····.

(·········년·······월)

.····.····.··~·····.····.····.

(·········년·······월)

.····.····.··~·····.····.····.

(·········년·······월)

증빙(근거) 목록

첨부번호 ·첨부물·목록·제목 비고

작 성 방 법

·1.모든·기재는·한글로·기재·하십시오

·2.·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경력·4년·이상의·2인·이상이·각기·작성하시기·바랍니다.

·3.·보증사유·및·근거를·적시하여야·합니다.·

·4.”근무기간”란에는·실제·종사경력·근무기간으로·반드시·연월까지·기재주시기·바랍니다.

·5.·한글파일로·작성·후·서명하여·제출하거나,·자필로·작성·시·정자로·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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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 발급번호 : 2014 - ㅇㅇ호

종사경력확인 재요청서

■········································단체장·귀중

■·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경력증명서류발급절차에관한규정·제12조3항에·따른·요청사항(필요시·작성)

●········································

■·종사경력·증명서류·발급·신청자·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
●·연·락·처·:·

구분 종사경력·재확인을·요하는·기간 증빙서류 비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경력·증명서류·발급절차에·관한·규정·제10조·제2항·제2호·및·제12조에·따라·귀·

단체에·종사경력·확인을·재요청합니다.·(회신기한·:············월············일까지)

년········월········일

한 국 콘 텐 츠 진 흥 원 장

붙·임·:·종사경력·증명서류·발급신청서·1부



237

부록·Ⅱ.·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경력·증명서류·발급절차에·관한·규정

부
록
Ⅱ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

1. 발 급 번 호    :   제        호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종사경력기간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시행령」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를 

(□발급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인

문의·:·한국콘텐츠진흥원·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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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기존업자 발급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

1. 발 급 번 호   :   제        호

2. 성 명(대표자) : 

3. 생년월일(또는 법인등록번호) : 

4. 상호(법인명)  :

5. 개  업   일   :

6. 사무소 소재지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인

문의·:·한국콘텐츠진흥원·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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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Ⅱ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증명서류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16.3.10.>

구두계약 확인서
■ 종사경력 증명을 위한 구두계약 사실 확인내용

1. 인적사항

신청인
(계약인)

성명·:······························(서명·또는·인)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대중문화
예술인
(계약

상대자)

성명·:······························(서명·또는·인)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의한·수집이용·동의[대중문화예술인(본인)]

●·수집대상·개인정보(성명,·생년월일·등)

●·수집·이용목적(구두계약·확인서·처리·등)·····●·보유·이용기간(5년)

···상기내용에·대하여··□ 동의함 □ 동의안함(v 체크요망)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동의·거부에·따라·구두계약서·확인서의·처리·불가·할·수·있음

2. 구두계약 사실 주요내용

계약기간

(년/월)
-

계약기간·중

담당업무·및·

활동자

위와·같이·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경력·증명서류·발급절차에·관한·규정·제3조·제1항의·규정에·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경력·증명을·위한· “구두·계약·확인서”를·제출하며·위의·내용은·틀림없는·
사실임을·증명하고·구두·계약·확인서의·내용이·허위로·판명될·경우·발생되는·민·형사상·일체의·책임을·
감수할·것을·확약합니다.

첨부·:·대중문화예술인·인감증명서·1부(최근·3개월·이내·발급분)·및·계약기간·중·활동·자료

년······월······일·

작 성 방 법

·1.·모든·기재는·한글로·기재합니다.

·2.·“주소”는·주민등록상·거주지를·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3.·“계약기간”란에는·대중문화예술인과·매니지먼트·업무·등을·계약한·기간으로·년,·월을·기재합니다.

·4.··“계약기간·중·활동자료”란에는·계약기간에·활동을·증명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매니지먼트영역,·수익배분·등)·

등을·기재한·후·첨부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5.··“대중문화예술인”란에는·대중문화예술인·기재·또는·확인하여·인감도장(용도·:·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경력증명····

확인용)을·날인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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