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 입장문 A N N O U N C E M E N T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배준오 입니다 

 

우선 저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에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점 감사 드리며, 

최근 근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공식입장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2004 년도에 설립한 이후 최초로 코스닥에 직상장한 배우 중심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써, 신인 

연기자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약 20 여년간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당사와 

동고동락한 많은 배우분들의 성장을 기반으로 지금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이하 ‘산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코로나 19 라는 불가항력적인 악재 속에서도 많은 소속 배우 및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잘 이겨내 왔으나, 회사가 보다 큰 도약을 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을 해왔고, 많은 시도와 준비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산타는 앞으로 도래할 수 있는 경제위기 및 주력산업 위축 등의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임직원 모두가 일당백이 되어 회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실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의 기존 매니지먼트 사업부의 규모를 

일시적으로 축소하여 보다 집중도 높은 매니지먼트 업무환경을 이루어내고, 드라마/영화 제작 

사업부문은 기존 사업 유지와 더불어, 다양한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 해낼 수 있도록 더욱더 실력 

있는 제작사와의 제휴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려 합니다. 또한 투자/배급 사업부는 당사 해외 

사업부와의 통합을 통해 국내 및 해외 컨텐츠 확보의 범위를 넓혀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하려 합니다. 

매니지먼트 사업부의 축소는 갑작스러울 수 있으나 일시적이며, 회사 및 소속 배우 모두에게 

효율적인 방향으로의 개선 및 강화를 위한 구조의 변화를 뜻 합니다.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개선을 

위해 많은 의견을 나누어 가는 과정에서 기존 산타의 소속이었던 다수의 소속 배우분들과 

매니지먼트 임직원들이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는 계획을 당사 경영진에게 전해왔고, 그 

이후로도 오랜 시간 소통하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신 매니지먼트 임직원 분들과 배우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전하며, 비록 더 이상 산타 소속은 아니지만 서로 응원하며 손잡고 지속적인 협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산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 매니지먼트 사업부를 또다른 

색깔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네임”을 통해 많은 사랑을 주셨던 드라마/영화 사업부는 앞으로도 좋은 작품을 제작할 

수 있게 회사가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원작 발굴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보다 큰 범위의 사업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구조를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화 “강릉” 및 여러 부가판권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아온 투자/배급 사업부는 기존과 같이 

적극적인 컨텐츠 확보 및 유통채널 확보에 임하는 한편, 당사 해외사업부와 통합하여 해외 

시장으로도 시각을 넓혀 국내 및 해외 컨텐츠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공식입장을 발표하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실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산타는 앞으로도 회사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사업 준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새롭고 또한 기대하실 수 만한 미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처럼 여러분들의 곁에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보다 좋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성장해갈 저희 산타에 많은 우려와 걱정 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순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산타를 위해 노력해주고 계시는 소속 배우분들 및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PS. 저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금번 이태원 참사로 고인이 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표이사 배준오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