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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 리 말
오늘날 한국 영화는 새로운 復興期를 맞고 있다.1) T V가 보급되기 전 멜로 드라마와
문예영화로 관객의 심금을 울리던 한국 영화가 1999년

쉬리 의 성공을 계기로 국내에

서 편당 수 백만 관객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고가로 해외에 수출되는 길이 열린 것이
다. 국산영화는 2001년 서울 관객 기준으로 관객점유율이 46.1%에 이르러 미국을 제외
하고는 자국 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최고를 기록하였다.2)
이에 따라 영화산업 관련업체 수가 급증하고 수십억대의 제작비를 들인 영화가 속출
하고 있으며, 유례없이 풍부한 자본이 영화계에 투입되고 있다. 한국 영화사에 일대 전
기를 이룩한

쉬리 만 해도 유례없는 대규모의 제작비가 투자된 영화였으나 삼성영상사

업단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금지원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후 한국 영화의 고
질적인 문제이던 제작자본 및 스크린 부족 현상이 해소되면서 한국 영화들이 속속 흥행
에 성공을 거두었다.
최근에는 각종 투자조합과 창업투자회사, 네티즌 펀드 등 다양한 자금원이 우리의 영
화산업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이러한 충무로 외부의 자본이 영화계에 유입되면서 한국
영화의 성격이 바뀌고 심지어는 투입- 산출과정에서의 선순환 구조, 즉 우수한 인력과
풍부한 자본의 유입 → 우리의 정서에 맞는 시나리오와 배우, 효과적인 마케팅, 멀티플
렉스 극장을 통한 효율적인 배급망의 구축 → 흥행의 성공에 따른 관객 라이프 스타일
의 변화가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3)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법학박사.
1)

1) 고정민, 한국영화산업의 선순환구조와 발전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 aper , 2002.2.28, 8면.
2) 상게자료, 10면. 세계적으로 자국 영화의 관객점유율이 30%선을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일본과
프랑스 두 나라뿐이다. 영화진흥위원회 통계. < http :/ / w w w .kofic.or .kr/ index .asp>

본고에서는 한국 영화산업의 신 르네상스의 기폭제가 된 영화제작 투자자본의 내용과
성격을 분석해보고, 최근 들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주된 자금조달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資産流動化(asset - backed securitization : ABS )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는 어
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4) 外國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II. 映畵資本의 종류
오늘날 한국 영화제작에 투입되는 자본은 크게 충무로 자본과 외부자본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는 다시 금융기관(창업투자회사),5) 투자조합,6) 네티즌펀드7)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8)
1999년

쉬리 의 대성공을 계기로 영화산업에 투입되는 외부자본은 영화를 본격적인

비즈니스로 인식하고 철저한 계산 속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기업의 영화산업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매년 제작되는 영화의 60% 이상이 대기
업의 지원하에 제작되고 있다.
3) 상게자료, 14면.
4)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흥행에 성공한 영화라 해도 전국의 개봉관에서 잘 해야 2～3개월 상영된
후에는 순차적으로 비디오와 케이블 T V로 방영되고, 해외에 수출되거나 리메이크 판권을 팔아 수입을
얻는 게 고작이다. 이와 같이 반짝 들어오는 현금흐름만 가지고 ABS를 하기에는 부적합하지만 수십 개
중소기업들의 회사채를 기초로 P - CBO를 발행해온 선례에 비추어 신용보강이 잘 된다면 성공을 점치기
도 어렵지 않다고 본다.
5) 창업투자회사 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86)에 의하여 설립되며, 창업 벤처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에 대
한 투자 및 융자업무와 경영지도, 보증, 자금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비해 리
스·팩토링의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캐피탈 은 일
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신생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본참여, 경영자문, 기술지
도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
립되고, 그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하여 규율된다. 벤처캐피털회사인 한국기술금융(현 산은캐피

탈)은 영화 쉬리 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올렸다.
6) 투자조합 은 2～49인의 개인이 공동투자를 목적으로 금전을 출자하고 조합(펀드)을 결성하는 것이다. 투
자대상이 벤처기업인 경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그 밖의 경우에는 民法에 의하
여 설립된다. 투자만 하는 일반조합원과 투자조합의 운영에 참여하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 구성된다.
7) 네티즌펀드 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공모하는 투자조합(펀드)을 말한다. 현행 증
권거래법상의 공시의무와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통상 기금한도는 1억원, 1인당 투자한도는 5백만원으
로 제한된다. 네티즌펀드를 공모하여 영화 친구 에 투자한 심마니엔터펀드는 2차에 걸쳐 도합 300%에
달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네티즌펀드는 자금조달보다는 사전 마케팅의 일환으로 많이 이
용되고 있다.
8) 그 밖에도 세계 영화산업의 본산지인 헐리우드에서는 商業銀行들에 의한 영화제작비 대출이 보편화되어
있다. 대출은행이 영화제작을 직접 감리하기는 어려우므로 제작사로부터 영화완성보증서(completion
guarantee)를 징구하는 한편 전문 감리회사로 하여금 영화제작과정을 모니터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감
리회사는 영화제작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제작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영화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危險을 부보해 준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투자조합, 네티즌펀드도 투자위험이 상존하는 만
큼 동호인이나 소그룹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私募(priv ate placem ent )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하거나, 公募(public offering )를 하더라도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특색이다.

< 표 1>

한국 영화제작 자본의 종류와 특징
자금원

충무로
자본

내용 및 특징

- 최소한의 재생산이 가능한 정도의
영 화 배 급 사 와 투자
극장주

대기업

금융기관
외부
자본
투자조합

네티즌펀드

- 영화제작에 재투자되는 자본은 극히
제한적

비 고

- 1990년대 이전

- 삼성영상사업단, KT B엔터테인먼트, - 쉬리, 공동경비구역
코리아픽쳐스, KM 컬쳐, 아이픽쳐스
J SA , 단적비연수,
등 대기업이 투자한 영화가 흥행에
무사, 친구 등
성공
- 조폭마누라, 달마야
- 창투사, 벤처캐피털 등의 금융기관도 놀자, 비천무
직접 또는 투자조합을 통하여
영화제작에 참여
- 2001년말 현재 26개
- 투자조합은 위험분산이 가능한
영상전문투자조합
공동투자형태로서 펀드, 개인을
(총 2천억원 규모)
중심으로 구성이 활발
- 심마니엔터펀드의
- 네티즌들도 인터넷을 통해 소액의
자금을 공모하여 이를 기금으로
영화에 투자

친구 네티즌펀드
(1억원)는 60초만에
마감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자료 17～18면을 토대로 재구성.

외부자본의 기본목적은 영화흥행의 성공에 따른 투자금의 회수이므로 돈 되는 영화,
관객들이 많이 찾는 영화(예: 조폭 이야기, 엽기적인 스토리) 위주로 투자를 함으로써
국산 영화의 短命을 재촉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시 말해서 거액을 투자한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고 이것이 다른 영화에도 영향을 미쳐 악순환의 고리를 이룰 때에는 영화
계에서 외부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한국 영화의 고사 상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에 안정적으로 자본이 유입되게 하려면 장기적으로 한
국 영화의 흥행가능성, 수출가능성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유치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현금흐름(cash flow )을 보고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구조(structuring )를 취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자산유동화가 유망하다
고 생각된다.

III. 엔터테인먼트 産業과 資産流動化
1 . 資産流動化의 조건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유동화 기법이 널리 이용되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에 있어서도 자산유동화에 의한 채권발행이 간단없이 시도되고 있다.
자산유동화는 첫째,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同質性을 가진 자산을
집합(pooling )하고, 둘째, 이 자산의 집합을 資産保有者(originator )로부터 법적으로 분리
하는 구조9)를 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화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조달하려면 상당 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현금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원천자산을 확보
할 수 있어야 하고, SPV를 만들어 SPV 앞으로 당해 자산을 이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은 SPV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최소자본금 1천만원의 有限會

社로 설립하게 하고 있다(동법 17조 1항).
그러나 영화산업에 있어서는 장기 안정적으로 현금흐름이 나올 수 있는 원천이 그리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비디오 판권, 공중파 및 케이블 T V
방영권, 캐릭터 로열티 등의 수입이 들어오는 왕년의 흥행작을 다수 보유한 영화사의
경우에는 그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수 작품의 로열티 수입을 유동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 IV .에서 따로 설명한다.
둘째로는 본래 충무로 영화자본의 주종을 이루었던 극장주의 입장에서 자산유동화의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에 관한 사례로는 영국 런던의 뮤지컬 극장들이 극장
대관료, 특별석(priv ate seat ) 수입, 입장권 판매수입, 콘서트 수입, 극장내 매점·식당 판
매수입, 기타 극장시설 임대료 등을 대상으로 총 84백만 파운드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실적이 있다.

9) 자산보유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유동화대상자산이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특수목적기구인 SPV를 설립하
여 SPV 앞으로 자산을 양도하는데 이를 破産으로부터 絶緣 (bankruptcy rem ote)이라고 하며, 자산의 양
도는 진정한 양도(true sale/ tr ansfer )가 되어야 한다. 자산유동화실무연구회, 금융혁명 ABS - 자산유동
화의 구조와 실무 , 한국경제신문사, 1999, 21면.

2 . 劇場收入의 유동화 10)
가. 자산유동화의 개요
뮤지컬의 귀재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이끄는 RUG(Really Useful Group)는 2000년 초
런던의 스톨 모스 그룹을 인수한 후 두 회사 소유의 런던 웨스트엔드 소재 뮤지컬 극장
13곳(총 객석 15,652석)을 통합하여 RUT L (Really U seful T heatres Limited)을 설립하였
다.
RUT L은 뮤지컬 제작비와 극장시설 개선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래의 극장수입을
미리 조달하기로 하고 케이만 군도에 SPV인 RUT F L (Really U seful T heatres F inance
Lim it ed)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2000년 10월 RUT F L을 통하여 13년 만기의 변동금리채
(F RN )와 만기가 20년, 27년, 29년인 3종의 고정금리채를 도합 84백만 파운드 어치 발행
하였다.
이들 채권에 대하여는 무디스가 A2에서 Ba3까지 신용등급을 매겼는데, 현금흐름의
원천인 극장의 자산구조, 현금흐름이 얼마나 원리금상환을 커버할 수 있는가 하는
DSCR (debt service cov erage ratio), 금융기관들과 체결한 스왑 및 1,250만 파운드에 달
하는 유동성공여(liquidity facility ) 약정을 토대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투자등급에 미달
하는 2종의 장기채(총 47백만 파운드)는 後順位債(subor dinated bonds )로 하였고 자산관
리자(servicer ) 업무도 RUT L가 맡기로 했다. 주된 수입원인 극장 대관료는 RUT L이 제
작자와 뮤지컬/ 드라마 제작약정(production agr eem ent )을 맺고 제작자로부터 징수하는
데, 흥행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액의 보증금(deposit )을 예치하도록 하였다. 제
작자는 뮤지컬 쇼의 제작과 자금조달, 판촉 등을 책임지고, RUT L은 입장권 판매수입,
매점·식당 판매수입, 콘서트 및 특별석 수입 등을 관리하며 제작자와 배우, 스탭들에게
수익금을 분배 또는 지급하게 된다.

나. 法律的인 檢討
RUT F L의 자산유동화는 영국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산보유자가 유동화대상 자
산을 SPV에 양도하기보다는 이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secur ed loan )에 가까웠
다. 그러므로 RUT L 소속의 각 극장은 모든 소유자산, 보험증권, 라이센스, 지적재산권
등에 담보권(deed of fix ed and floating charge)을 설정하였다. 또한 자산보유자인
RUT L이 파산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국의 倒産法(In solv ency Act 1986)에
의하여 파산관재인(administr ative r eceiv er )이 회사의 모든 자산을 지배하도록 하였다.11)
10) Moody ' s

Investors

S ervice, R eally

Us ef ul T heatres

F inance L im ited A ss et B ack ed N otes ,

International Structur ed Fin ance Pr e- Sale Report , October 16, 2000.

A2 신용등급의 변동금리채는 3개월 LIBOR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금리변동위험을 헤
지하기 위하여 레만 브라더스 파생금융상품 회사와 금리 스왑 계약을 맺었다. 아울러
채권발행자인 RUT F L은 원리금의 상환·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한 DSCR 등의 재무 및
운영에 관한 서약(financial and operating cov enant s )을 하였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자
본적 지출(Capex )은 연간 125만 파운드로 제한되었다.
RUT F L의 자산유동화 거래에 있어서는 자산보유자의 극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유동화
채권 원리금의 1차적인 상환재원이지만, 총 126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자산보유자 소유
의 모든 극장자산(portfolio pr operties )이 최종적인 담보로서 특별히 관리되었다. 신용평
가회사는 극장 객석의 규모, 공연되는 뮤지컬 쇼 또는 드라마의 종류와 입장료 수준, 객
석의 평균점유율(occupancy ), 관객의 종류(내·외국인, 관광객 구분), 입장료수입의 역사
적 추이를 고려하여 원리금상환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DS CR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경쟁
력 비교를 위하여 런던 웨스트엔드 극장업계의 운영현황도 함께 조사하였다.12)

IV . 로열티 收入의 流動化方案
1 . 外國의 로열티 流動化 事例
가. 映畵 로열티의 流動化와 컬쳐 본드
영화는 일단 흥행에 성공할 경우 극장입장료(box office) 수입은 물론 비디오·DVD
판권, 공중파 및 케이블 T V 방영권, 소설이나 연극으로의 脚色版權, 각종 캐릭터 사용
료 등 다양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수입을 로열티 라고 하는데, 외
국에서 지적재산권의 로열티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사례를 놓고 그의 구조화
및 법적인 문제점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13)
1997년 2월 영국 출신의 록 가수 데비드 보위가 자신의 음반 로열티를 대상으로 만기
15년 짜리 유동화증권(이를

Bowie Bonds 라 함)을 총 55백만 달러 어치 발행하였을

11) I bid, p.3.
12) RUT F L 채권은 앤드류 로이드 웨버 의 인기와 그의 뮤지컬 작품이 전세계적으로 거둔 흥행성적을 바
탕으로 비교적 양호한 신용등급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의 히트작을 열거한다면 Jeev es T akes
Charge, Cat s , Son g & Dance, On Your T oes , Cafe Puccini, T he Phantom of the Opera (이상 공동제
작); St arlight Ex press , Daisy Pulls It Off, T he Hir ed Man , Lend Me a T enor , A spects of Love,
Jos eph , the Am azing T echnicolor Dreamcoat , Sun set Boulev ard (이상 단독제작); 그리고 Jesus Christ
Superstar , Whistle Dow n the Wind, T he Beautiful Gam e 등이 있다.
13) 福田政之, 地球に落ちてたロイヤルティ- 證券化～ロック·ミュ ジシャン, 服飾デザイナ からハイテク
企業まで , 國際商事法務 V ol.28, No.6(2000.6), 國際商事法硏究所, 655～662면.

때 시장관계자들은 이 전설적인 록 스타의 1976년작 이름(T he M an W ho F ell to
Earth )을 따서 地球로 떨어진 증권 이라 불렀다. 그 뒤를 이어 미국의 드림워크스 영화
사,14) 모타운사의 작곡가단체, 영국의 로드 스튜어트, 아이언 메이든 등이 저작권 로열
티를 유동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들의 성공으로 유명 패션 디자이너의 상표권, 하이테
크 기업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로열티를 증권화하는 것이 추진되었다.
1998년 9월에 선보인 레드 제플린의 유동화채권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음반 수요 부진으
로 실패로 끝났지만 새로운 자금조달원으로서 주목을 끌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비교적 換金性이 떨어지는 문화적·기술적 자원에 관한 것이지
만, 로열티 수입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만 있다면 다른 유동화 대상자산과 마찬가지로
증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종래 이러한 종류의 로열티 수입은 그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이미 확고한 명성을 확립한 작품
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다양한 信用補强(cr edit enhancem ent )조치를 취하고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投資適格 평가를 받는다면 투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 로열티 流動化의 要件
지적재산권 로열티를 증권화하는 것은 일반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과는 여러 모로 차
이가 있으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대상자산이 되는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에서 나오는 로열티 수
입이 과거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안정적이어야 하며, 현금흐름이 확실하고 예측 가능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영화·음반을 제작하기 전에 그 흥행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네티즌 펀드를 모집하는 것은 이와 성격이 다르다. 대상이 되는 작품
이 이미 확립된 평가를 받고 과거의 실적(track r ecords )에 비추어 장래의 현금흐름을
합리적 확실성을 갖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하므로 오직 성공한 작품·기술만이 ABS 대상
이 될 수 있다. 그 성공 여부는 발표후 5～8년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20년은 되어야 판
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로열티 수입은 장래에 들어오게 되므로 SPV가 장래의 채
권을 양도받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이다.15)
14) 1997년 11월 미국의 드림워크스 영화사(SPV : Dream w orks F ilm T rust )는 장래의 로열티 수입(future
receiv ables )을 기초로 총 325백만 달러에 달하는 ABS채권을 발행하였다. 동 채권은 CAPMA C의 보증
서(surety bond)로 신용보강을 하여 A aa의 신용등급을 받았다.

15) 이에 관하여 大法院判例는 일관하여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
도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장래채권의 특정성과 관련하여서는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
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아티스트, 저작권자, 특허권자 등 지적재산권 보유자가 그 대상이 되는 일련의
작품·기술에 대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권리를 확실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16)
셋째, 저작권자가 레코드 회사 또는 음악출판사와 장기 라이센스 계약, 레코딩 계약
등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라이센시(licen see)의 신용도가 좋아야 한다. 보위 채권의
경우 저작권자인 데비드 보위 자신이 초기의 25개 앨범에 대해 EMI 레코드사와 15년에
걸친 전속 라이센스(distribution licen se) 계약을 맺고 있었다. 특허권의 경우에도 당해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매출규모가 상당한 유수의 기업이어야 할 것이다.
넷째, ABS 결과로 발행되는 증권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좀더 나은 신용등급을 받
기 위해서는 다른 자산유동화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양도(true sale) 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 그밖에도 자산양도에 따른 對抗要件(perfection ) 구비, 유동성 충당금(reserv e fund)
의 적립, 초과 로열티의 풀링, L/ C·보험 등의 신용보강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다섯째, 로열티 채권을 유동화하는 것은 그 내용을 소수의 투자자만이 이해할 수 있으
므로 지명도가 높은 작품이나 기술을 제외하고는 공모 발행하기에는 부적합하며, 대부
분 私募로 발행되고 있다.

2 . 로열티 流動化의 構造
지적재산권에서

나오는

로열티를

유동화하는

것은

다른

자산유동화의

構造化

(structuring )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도 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의 로열티
채권을 증권화하기 위해서는 SPV에 이를 양도하고 대항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자산보유자의

파산으로부터

절연 (bankruptcy

r em ote)을

위하여는

다단계

구조

(t w o- tier structure)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자산보유자는 일차로 대상자산을 자회사
(SPV 1 )에 진정한 매매로 양도하였다가, 자본관계가 독립되어 있는 SPV (SPV 2 )에 다시
양도함으로써 SPV 2 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증권을 발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複層構
造를 취하는 것은 1단계 SPV 1 에 대하여 법적으로 진정한 양도의 형식을 취하고, 2단계
SPV 2 에 대하여는 자산보유자와의 실질적 연결(sub stantiv e con solidation )을 피하기 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2단계의 SPV 2 앞 양도는 진정한 매매가 아니어도 된다. 다시 말
고 하고, 또 장래채권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멀지 아니한 장래에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고 하였다. 대판
1996.7.30. 95다7932; 1991.6.25. 88다카6358. 그러므로 장래채권의 특정성과 발생가능성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용호, 자산유동화의 법률 문제와 과제 , 국제거래법연
구 제9집(2001.2), 국제거래법학회, 22～23면; 대판 1997.7.25. 95다21624.
16) 우리나라에서는 영화제작비용을 대는 투자자들이 영화저작권을 양도받았다가 3～5년 후에 제작사에 반
환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므로 ABS를 위해서는 저작권의 귀속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해서 SPV 2 의 증권발행 전에 담보부 대출 형식으로 미리 자금을 빌리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SPV 단계에서의 이중과세(double tax ation )를 회피하기 위해 SPV 2 가 그
랜터 트러스트(gr antor tru st ) 또는 組合(partner ship )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회사인 SPV 1 은 채권을 완전히 상환한 뒤 모회사인 자산보유자에 대하여 잔여재산을
배당하거나 흡수합병되는 것이 보통이다. 진정한 양도와 유동화증권의 상환가능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로열티 수입 중에서 채권 원리금을 지급하고 남는 것은 초과담보
(ov er - collater alization )로서 SPV에 적립해 두기도 한다.

3 . 로열티 流動化의 메리트와 리스크
가.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 및 코스트 절감
저작권 로열티를 유동화하기 전에는 아티스트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은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레코드사·음악출판사로부터 전도금을 받는 것이 고작이었다.
전자는 지적재산권 담보대출로서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담보비율도 낮게 책정하
는 것이 보통이므로 아티스트가 손에 쥐는 돈은 극히 미미했다. 더욱이 리스크가 크다
하여 대출금리도 높고 기간도 단기로 하게 마련이었다. 후자는 레코드사·음악출판사가
전도금을 취급할 때 높은 취급수수료를 미리 떼고 레코드·악보 판매 이외의 부수적 수
입을 올려야 하므로 실질 금융 코스트는 20%가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로열티 채권을 유동화하는 것은 통상 대형 레코드사와 같은 라이센시의 신용
에 의존하므로 금융 코스트가 크게 떨어진다. 앞에서 소개한 보위 채권의 경우 표면금
리가 7.9%였는데 수수료를 감안한 올인 코스트도 10% 내외에 그쳤다.

나. 知的財産權의 계속 보유
로열티 채권을 유동화하는 것은 대상자산인 작품·기술에 대한 권리를 처분하지고 않
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지적재산권이나 그 교환가치를 취득하려면
당해 권리를 양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一身專屬的인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양도를 하면 본래의 가치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로열티만 證券化하
고 지적재산권은 계속 보유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아티스트
는 새로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無名시대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다시 사들이거나 재투자
를 통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작품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미디
어의 다양화, 국제화로 인한 채권상환 후의 장래가치상승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도
있다.
또 아티스트가 갑자기 사망했을 때 相續稅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

기 위해 유족이 작품 리스트를 처분해야만 하는 사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생전에
아티스트 자신이나 친족의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티스트는 SPV에 대하여 상환의무가 없으므로[non - recour se] 채권상환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자산을 급히 처분할 위험이 없으며, 자기 작품이 장래에 진부화되어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피할 수 있다.
작품에 대한 권리를 매각할 경우 미국에서는 매각익에 대하여 50% 내외의 세금이 과
세되는데 로열티를 증권화할 경우에는 세법상으로 담보부 대출로 취급되어 리스 로열티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조세의 移延的效果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증권에 대한 이자는 損
金으로 산입하게 된다.17)

다. 投資 리스크의 관리
로열티 채권을 유동화한 증권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자산보유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가 많아 파산신청도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하여 진정한 매매, 대항요
건 구비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특히 아티스트 개인의 이미지와 행동이 작품의 인기, 레코드 판매를 크게 좌우하는 경
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수입의 불안정성을 피하려면 신용도가 높은 레코드 회사와 라이
센스 계약을 체결할 때 아티스트의 스캔들이 터지더라도 로열티의 지급을 정지하지 않
는다는 확약서를 라이센시로부터 징구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제3자의 보증, 보험 등의
신용보강수단을 강구한다.

4 . 法的 問題點
가. 대상자산의 無瑕疵性
증권화 대상자산은 작품 리스트에 대한 권리 및 레코드 회사 등에의 라이센스에 기한
로열티 채권이므로 증권화의 전제로서 이들 권리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나 부담이
없어야[free and clear ] 한다. 예컨대 저작권의 경우 원저작권 및 그의 이전 여부를 조사
하고 저작권·라이센스 관련자산에 質權(lien )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저작권을 어디에 등록해야 하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연방과
주정부에의 등록 여부를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로열티에 질권이 설정되어 다
른 채권자가 우선 지급을 받게 된다면 유동화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라이센시로부터
17) 상게논문, 656면. 미국의 세법상 로열티의 유동화는 賣買가 아니라 담보부 대출(secured loan )로 구성된
다. Nicole Chu , B ow ie B onds : A K ey to Unlock ing , T he W ealth of I ntellectual P rop erty , 21
Hastings Comm/ Ent . L.J . 469, 485 (1999).

로열티 지급정지원인이 되는 항변 및 반대채권의 포기각서[hell or high w ater w aiver]
를 받아놓도록 한다.
실무상으로는 지적재산권 및 그 라이센스 계약에 대하여 事前實査(due diligence)를
하여 권리의 귀속, 라이센스 유효기간, 양도제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만일 문제가 있
으면 아티스트나 라이센시 등 관계자로부터 확인서, 포기각서 등을 징구해 둔다. 앞서
소개한 보위 채권의 경우 아티스트 작품의 일부가 현행 저작권법(1976 Copyright A ct )
제정 이전에 창작된 것이라서 舊저작권법(1909 Copyright Act )을 적용할 경우에는 아티
스트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그의 유족이 저작권의 갱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
래서 아티스트의 잠재적 상속인으로부터 포기각서를 징구하고 만일 아티스트에 알려져
있지 않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아티스트 생명보험계약 등으로 그 위험을 커버하는
방법을 취한다.

나. 진정한 양도
평소 로열티의 현금흐름에 채권자의 권리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자산보유자의 파산시
에는 로열티는 지적재산권과 함께 파산재단에 편입되고 自動停止(autom atic stay )에 의
하여 로열티 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로
부터 이러한 권리를 진정한 매매로써 SPV에 양도하고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진정한 양도와 담보부 거래의 구별은 미국에서는 州法에 따라 결정된다. 뉴욕주나 캘
리포니아주의 판례법에 의하면 당사자의 의도, 자금거래의 경제적 실질의 내용, 거래후
재산의 지배권 귀속 여부, 거래의 매체 내지 거래 자체의 법적 성질을 중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SPV에 대상자산을 양도할 때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였는지, 당해
증권발행의 주안점이 대상자산의 質(quality )인지 아니면 아티스트의 신용도인지, 대상자
산이 자산보유자의 다른 재산과 혼동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매매성을 인정받
으려면 매매후의 자산에 부수된 이익 및 리스크가 매수인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로열티
스트림 중에서 증권보유자에게 지급한 후에 잔여부분이 자산보유자에게 되돌려지는[還
流]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진정한 양도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자산보유자
가 양도자산 중 일정 비율의 이익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자산보유자의
파산재단에 편입된다. 자산관리(servicer ) 계약이 파산신청시에 존재하는 경우 자산보유
자의 동 계약상의 지위는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파산관재인의 인수거절 대상이 된다. 채
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해제 대상이 되는 양도는 사기
적 양도(fraudulent tran sfer )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파산신청전의 자산양도가 부인되지 않는 한 파산신청후의 양도자산에 기한 회수금에

대하여도 부인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양도자산이 복수의 제3 채무자(라이센시)에 대
한 집합채권인 경우 회수금이 파산신청전에 발생한 채권에 기한 것인지, 신청후의 채권
에 기한 것인지 실무상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實質的聯結의 회피
앞에서 말한 SPV 1 과 SPV 2 의 다단계 구조를 취하는 경우 진정한 매매의 상대방 SPV 1
는 완전한 자회사이기 때문에 파산법원이 이를 실질적 연결(sub stantiv e consolidation )
로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SPV 1 의 운영, 인사, 재무, 법무 면에서 독립성을 유지·확보
하고 기존 채권자와의 사전교섭, 대항요건 구비 등을 통한 고지(notification )도 중요하
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편파적인 양도(preferential tran sfer )로서 부인하지 못하도록 거래
의 對價性을 갖추고 외부변호사의 법률의견서를 받아두도록 한다.

라. 未履行雙務契約
라이센서가 파산한 경우 라이센스 계약이 未履行雙務契約(ex ecut ory contract )에 해당
하면 파산관재인이 그의 이행을 거절[cherry picking]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라이센
시가 라이센스 수수료 전액을 지급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적재산권의 사용수익을 일
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에 따라 美國의 경우 1988년 연방파산법에 제
365조(n )항이 신설되어 채무자가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의 라이센서인 경우 파산관
재인이 라이센스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더라도 라이센시는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든가
아니면 파산신청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상의 권리를 계약기간 중에 보유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 경우 파산신청 전의 계약에 기한 파산신청후의 채권회수는 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자산보유자가 양수인에게 자산관리를 위탁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서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의 재
량으로 자산관리인을 대체 자산관리자(back - up servicer )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마. 擔保權 설정 및 對抗要件의 구비
지적재산권 로열티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미국 통일상법전(UCC Article 9)에 의하면
담보권설정(attachm ent )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담보계약서(collateral agreem ent )에
의 서명, 담보권자의 對價(value) 지급, 채무자가 담보물에 대한 권리(right )를 보유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저작권(copyright ) 등록을 연방저작권청(U .S . Copyright Office)에 해야 하

는지, 관계 주의 주무장관(S ecr etary of State)에 해야 하는지 다툼이 있다. UCC는 州法
이므로 주 당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한다. 일부 주(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연방법 우선
(preemption ) 원칙에 따라 반드시 연방저작권청에 등록하지 않는 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는 반면, 다른 주(예: 뉴욕주)에서는 주에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지
만 라이센스 및 로열티 채권은 저작권 자체라기보다는 토지 매매에 따른 대금분할지급
증서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차이점은 라이센스 및 로
열티 채권을 저작권과 불가분의 일체의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수적인 권리에 불과하
다고 보느냐 하는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연방과 주 두 군데 등록하는 것이 무난하다(이
른바

belt and su spender s ). 입법론상으로는 연방저작권청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충분

하다고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하여 우선권(priority )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對抗要件
(perfection )을 갖추어야 한다. 라이센스 계약을 기초로 ABS를 하는 경우 나중에 파산관
재인에 의하여 부인( str ong arm

pow er에 속함) 하지 않으려면 양수인인 SPV는 당해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확실하게 대항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등록(filing ), 점
유취득(possession ), 지배권(contr ol)의 취득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특허권, 상표권 등
법률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저작권과 같은 다툼이 있지만 연방특허상표청(U .S . P atent
and T radem ark Office)에 등록을 하면 된다. 실무상으로는 저작권 라이센스 및 로열티
스트림에 대한 포괄적 담보권을 등록하는 동시에 양수인이 라이센스 서류 일체를 보관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진정한 매매의 형식을 취하고 이러한 취지를 등록하면서 자산보유자 또
는 그 관계회사가 계속하여 라이센스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만일 징수금이 특정성을
상실하면 금전대상금(ca sh proceeds )으로서도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미국
의 판례법상 다른 자금과 동일한 계좌에 입금되어 혼합(com mingle)되는 것만으로는 특
정성을 상실하지 않지만, 만일 밑돌게 되면 그 한도내에서 특정성을 상실하게 되므로[期
中 최저잔고 룰] 계좌의 잔고가 예입액을 하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V. 맺 음 말
한국의 영화산업은

쉬리 의 성공을 계기로 이른바 善循環 구조가 시작되었다. 이는

스크린 쿼터제18)와 IMF 외환위기라는 외부 시련을 겪으면서 국내 영화인들이 생존을
18) 스크린 쿼터란 영화진흥법 제28조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의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
상 한국 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고 하고, 동 시행령 제13조 1항에서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 이상으
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일부 예외조항은 있지만 연간 146일(예외적으로 문화관광부장관

위해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축적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쉬리 가 흥행에 성공하자 한국
영화도 볼만하다 , 수익성이 있다 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우수인력과 풍부한 자본이 영
화계로 유입되어 잇따라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던 것이다.19)
그러나 여러 잠재되어 있는 危機要因들로 인하여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도 상
존한다. 이러한 위기요인은 한국 영화를 둘러싸고 제작여건의 악화, 변덕스러운 관객의
기호, 투자자본의 철수가능성, 할리우드 영화와의 경쟁 심화 등 모든 영역에 내재하여
있다. 그 중에서도 충무로 영화산업이 저조한 기미를 보이고 수익률이 악화될 경우에는
일거에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때의 수
익률에 좌우되는 단기성 투기자금보다는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애호가들의 지원을 받아
꾸준한 수입이 확보되는 映畵資源을 바탕으로 자산유동화를 실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
법이 되리라고 본다.
자산유동화의 단위 규모가 적을 때에는 여러 영화사의 자산을 풀로 결집하거나, 우리
자본시장에서 여러 차례 성공을 거둔 발행시장 CBO 20) (prim ary collater alized bond
obligation s )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만, 전자의 경우에는 주간사회사가 유력한
기관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신용보강을 위하
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 스탠드바이 신용장, 크레딧 라인 등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영화산업의 지적재산권 로열티 수입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사례는 아직 희소
한 편이지만,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우리나라의 영화관련 私募유동
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그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생각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영화계가 안정된 부가적 수입(cash flow )을 올리기 위하여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선 중국과 동남아에 불기 시작한 韓流 열풍을 이용
하여 邦畵의 수출을 늘려야 한다. 이상적으로 한국 영화가 자생력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이 1 대 1 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21)
그 다음으로는 영화의 특성이랄 수 있는 Multi- U se 의 속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성
방송, VOD, 인터넷 영화관 등 새로운 매체에 대한 판로를 확대하고, 점차 VCR을 대체
할 것으로 보이는 DVD에 대한 附加版權을 적극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법적으로는 영
화의 상업적 사용이 늘어나고 유·무선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날로
복잡해지는 著作權의 개념과 범위를 계약서 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등이 최고 40일까지 단축하면 106일) 이상 한국 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국 영화는 지금
까지 흥행성적이 좋은 편이었지만 언제까지나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 대작을 능가하리라는 전망이 불
투명한 까닭에 스크린 쿼터 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19) 고정민, 전게자료, 28면.
20) 박훤일, 자산유동화의 이용 확대에 따른 법적 문제 , 상사법연구 제20권 제1호(2001.5), 한국상사법학
회, 726- 729면.
21) 고정민, 전게자료, 42면.

앞으로 관광·레저가 성행할 것에 대비하여 강릉 근교의 정동진처럼 유명한 영화 로케
장소를 관광지로 개발하거나,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같이 영화의 특수촬영 장소를 테마
파크로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法律의 관점에서 한국 영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영화제작에 외부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공고히 하려면 통상마찰의 위험을 무릅쓰고 스크린 쿼터제를 고수22)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와 같이 자생적인 선순환의 모멘텀을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여
건23)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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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워드 : 영화, 영화자본, 엔터테인먼트, 극장, 투자조합, 벤처캐피털, 네티즌 펀드, 자산
유동화, 로열티, 스크린 쿼터

22) 영화진흥법의 스크린 쿼터 조항은 일찍이 憲法裁判所에서도 다투어졌는데(헌재 전원재판부 1995. 7.21.
94헌마125),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舊영화법 제26조)이 공연장의 경영자에 대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이기는 하나. . .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고. .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로 공연장의 경영자만을 차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고 말하고, 이
조항이 헌법상 경제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물론 스크린 쿼터는 극장 경영자들의 경
영을 악화시키고 쿼터를 채우기 위한 수준 미달의 한국 영화를 양산할 가능성도 있지만, 외국영화사들
이 한국에서의 영화배급망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미국 영화 직배사인 UIP는 유니버설,
파라마운트, MGM 스튜디오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임) 스크린 쿼터제는 제대로 만들어진 한국 영화가
상영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라 할 수 있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미국 영화가 평균 75%
라는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EU 각국이 문화의 다양성 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같은
스크린 쿼터제를 도입하자는 논의(시네마조선 2002.2.21자)를 벌이는 마당에 우리가 그 철폐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23) 오늘날의 영화산업은 영화의 특수효과(visual effect )를 얻기 위해 고도의 장비와 기술을 동원하고 있으
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특수효과전문회사는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에는 자본조달은 물론
인력, 기술, 입지, 조세 등 여러 부문의 지원과 혜택이 따르는 만큼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에 대한 이해
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 t ra ct

H o w t o F in an c e K ore an F ilm - M ak e rs
Whon- I l Park

Since Sw iri m ade an unpr ecedented m ega - box hit in 1999, the Kor ean m ovie
industry has enjoyed an alleged N e o- R enaissance after a long depr essed period.
Now Kor ea is one of a few countries that successfully defend local film m arket s
against blockbuster hollyw ood cinem as .
T hough Korean film - m aker s hav e less difficulties in securing pr oduction funds
than

their

pr edeces sor s, ther e are

capitalist s, priv at e investm ent

funds

still limited

sour ces

and netizen

funds

of funds

like ventur e

m obilized through

the

Internet . But w e can find a br and- new sour ce of funds, i.e., securitizing future ca sh
flow s from a series of m ovies, and other pr oceeds fr om VCR/ DVD conver sion s,
broadca st and cable T V program s and other adapt ation s from the original pictures .
F or in stance, Dr eam w ork s F ilm succeeded t o issue U$ 325 million Aaa - bonds based
on it s future receiv ables in Nov ember 1997. Another ex ample m u st be U$55 million
Bow ie Bonds floated by an SPV which had bought the licen sing right s from the
legendary rock artist , David Bowie, in F ebruary 1997.
Other wise a pool of theater s w ould be an ample sour ce of funds as w itnes sed by
Andr ew Lloy d W ebber ' s Really U seful Group. In early 2000, Really U seful T hertr es
Lim it ed successfully raised ￡84 m illion thr ough a complicated structur ed financing .
Right now it seem s im possible to apply such an a sset securitization schem e t o
m ovie pr oduction . But w e hav e m ade it pos sible for sm all and m edium enterprises to
r aise handsom e am ount of m onies thr ough prim ary CBOs, or collat eralized bond
obligation s . If or dinary Kor ean m ovie- goer s don ' t change their mind t o Korean
m ovies in the near futur e, there is an incr easing pos sibility for Korean film - m aker s
to raise funds thr ough structured financing and other sophisticated financial schem es .
It is also r equired that they should expand the sour ce of rev enues to the m aximum
ext ent , and preserv e the scr een quota for Kor ean - m ade m ovi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