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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me is Not Ripe for Feature Films

배경1.

년대 초 영화의 중심지는 파리였음(1) 1900

와 두 회사가 미국의 모든 영화사보다 두 배나 많은 영화를 배급- Pathe-Freres Gaumont

년부터 차 세계대전까지 분보다 긴 영화 최초로 만든 이후- 1908 1 feature length film(20 )

영화시장 독점 장르측면에서도 풍부/

기술력 면에서 많은 기여를 한 미국의 경우 영화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2)

영화 자체는 미국 내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한정된 장르에 국한-

프랑스 식의 영화는 수입되고 있지 않았지만 가 도입 시도- Adolph Zukor

에 대한 판권도입으로 불 지급- Queen Elizabeth(starring Sarah Bernhardt) 18,000

에디슨트러스트(3)

는 영화상영을 위해 의 라이선스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Zukor Edison Company .

는 개의 회사로 이루어진 일종의 카르텔이었으며 영화기술관련 특허를 다- Film Trust 10 ,

수 보유 이러한 특허를 바탕으로 어떤 영화를 극장에 걸지 말지 영향력을 끼침.

의 는 라며 거절- Film Trust Kennedy “The time is not ripe for Feature Films"

는 여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탄생에 영향- Zukor , Hollywood

2. Origin of the EDISON TRUST

영화기술의 역사(1)

프랑스의 가 년 영사기 발명- Lumiere 1985

미국의 가 파트너와 함께 같은 해에 라는 영사기를 발명- Jenkins Phantoscope

파트너는 이 영사기에 관한 권리를 불에 에게 팔아버림- 2,500 Edison

은 영사기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면서 영향력을 키웠지만 독점에 이르지는 못했음- Edison

라는 회사가 다른 영사기를 만들어 시장에 나옴- Biograph

카르텔의 시작(2)

지루한 특허공방을 벌이다 결국 카르텔로 귀결-

등과 필름제작사인 까지 에 가세- Edison Biograph Kodak Film Trust

막강한 지배력으로 영화시장 독점 시작-

카르텔 결성 이후 이들은 주요 영화배급사와 영화관 소유자에 대한 규칙을 만들기 위한-

모임을 가짐

년도의 모임에 유태인 전 의류수입업자 이 중서부지역의 주요배급자로- 1909 Laelmmle( , )

참여함 이 모임에서 는 멤버 외에는 미국 내에서 영화제작 영화수입 등을. Film Trust Trust ,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시 소송을 하게하는 방침을 정함 모든 영화관은 영화를 걸 때 주, / 1

에 불을 라이선스비로 내야 함2

은 여기에 극렬하게 반대 영화산업의 미래에 암적 존재로 판단- Laemm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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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은 마침내 공식적으로 에 반기- 1909 4 24 Laemmle Film Trust

저자 의 용기가 산업의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outsider !!

카르텔에 대한 반격(3)

은 소송 등 다양한 수단을 써서 카르텔에 대항- Lemmle

뜻을 같이할 사람들을 설득하는데도 힘씀 매주 내야하는 불 라이선스비 지급거부 등- / 2

그러나 대부분은 룰을 따르거나 사업을 포기-

카르텔의 반격 대부분의 배급사들을 합병 합병- : -> 119/120

외국의 움직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제작사들이- :

결성International Projecting and Producing Company

그러나 가장 큰 원군은 유일하게 사업권을 넘기지 않은- Greater New York Film Rental

의 더 어려운 삶을 이겨낸 유태인Company William Fox( )

는 나중에 등으로 유명한 인물- Fox 20th Century Fox, Fox New

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 는 갖은 수단을 동원했지만 오히려 전의를 북돋운 꼴- Fox Trust

세 번째 원군은 처음에는 에서- William W. Hodkinson : Trust General Film Exchange

의 운영을 돕다가 본인의 이상과 어긋나자 탈퇴하여 이에 맞서는 설립Paramount Pictures

본격적인 전쟁(4)

카르텔에 맞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수입제한조치를 어기는 방법 유럽영화 불법수입 상영1) Jukor : ->

과 스스로 영화제작자가 됨 의 시초2) Laemmle Fox : -> Hollywood

은- Laemmle Independent Motion Picture Company -> Universal Studio

는 설립Fox Fox Features

는 을 번이나 고소 의 허가 없이 카메라를 돌리는 것은 불법 하- Trust Laemmle 289 (Trust )

는 등 경제력과 특허법을 무기로 이들을 압박.

표현의 자유와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의 긴장이 본격화-

3. The Original West Coast - East Coast feud

는 영화제작의 중심인 뉴욕을 탈출하기 시작 가 가장 안전한 피난- The Independents LA

처가 됨 와 를 비롯하여 개의 독립제작사 안착-> Universal Studio Fox Features 17

경제학적 분석 일반적으로 독점의 피해는 독점주체가 가격조정을 통해 가격을 올리는- :

것이 문제인데 오히려 는 가격규제 등으로 좀 더 싼 가격으로 영화를 만들도록 함, Trust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

그러나 정보재는 가격 이상의 요인이 많이 작용-

길이 제약 분 이상 못 만들게 함1) (20 )

개런티 제약 배우들에게 지급하는 개런티도 제한2) ( )

내용규제3) official censorship ( )

의 대항은 순수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싸움이라기보다는- The Independents

상업적 유인에 기반한 것이었다.

목표가 무엇이든 이들의 에 대한 싸움은 영화사에 중대한 결과초래->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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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Outcome

싸움의 형국(1)

에디슨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소수자인 유태인- WASP v.

년대에는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함- 1910

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결과 독점 공고해짐; AT&T (AT&T )

전세역전의 동인- : process of funded innovation

저급의 영화 유럽영화 수입 그에 상응하는 영화제작1) Trust : / The Independents : /

돈버는 재주가 탁월2) / banking

가 가격규제 특허법 그리고 변호사에 기댄 것에 비해 반면 는- Trust , , AT&T financial

를 무기로 삼아서 승리power

패착의 원인분석(2)

일반적인 는 법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려는 동인이 있음- Cartel

반대로 는 대부분의 시간을 법원에서 보냄 운명을 결정한 패착<-> Trust ->

소송에서의 의 패착 의 정확한 타겟으로 설정됨- Trust : price fixing =>anti trust law

항변내용 법원을 설득하는데 실패- ->

1) improve the art

2) on behalf of the government -> performing public service

결과- : 1915 federal district court finally ordered the tattered Trust be dissolved.

새로운 시대의 도래(3)

모든 장르에서 새로운 영화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 astonishing creative breadth ->

년에는 매일 개의 새로운 영화가 제작- 1914 11

특히 니치 영역에서의 제작 활발 유대인 아이리쉬 사회주의자 등등- -> , ,

영화제작 비용 저렴 영화에 정치적 성향을 유감없이 드러냄: /

-> as diverse as human thought

제 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유럽의 영향력 급격히 하락 미국의 독주체제- 1 ->

파리도 선두자리를 내줌-

분할 신발공장기계에 쓸 용도로 영화기계들 매각: Pathe / George Melies ->

와 의 운명(4) Trust The Independents

급속도로 분해 일찍 에서 벗어난 만이 명맥 유지- -> Trust Eastman Kodak

의 창시자인 은 큰 부 영향력- Hollywood Laemmle, Fox, Hodkinson /

- Schumpeter : the dream and the will to found a private kingd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