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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chinima is a new medium of artistic expression that allows creators to produce faster and cheaper

3D animated works than ever before. However, the software owner controls all rights in the game. The

principle of fair use allows for limited use of works without permission of the copyright owner for certain

purposes.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fair use to any particular machinima will depend on the

specific circumstances. In conclusion, in order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the copyright owner and

the user, the reasonable role of the court in Korea seems to be more important in interpreting the fair

use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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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MMORPGs는 대규모 다중플레이어 온라인 롤플

레잉게임(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

ing Games, 이하에서는 MMORPGs)을 말한다.

MMORPGs를 운영하는 기업은 몇 대에서부터 수십 

대에 이르는 서버를 사용해 하나의 가상 세계를 준비

하고, 플레이어는 그 세계의 거주자가 되어 다른 유

저와 협력 혹은 대립해 플레이할 수 있다. 특히, 비좁

은 경계의 밖을 바꿀 수는 없는 다른 장르의 비디오 

게임과는 대조적으로, MMORPGs는 플레이어가 스

스로 그들의 의제를 설정하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수

천(때로는 수백만의)의 다른 플레이어들과 매우 자

세한 3차원 환경 속 어디에서든지 그들의 캐릭터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한다. 더욱이 이러한 대다수의 게

임들은, 플레이어들에게 그 가상 세계에서 그들의 캐

릭터의 외모와 인성, 그들의 소유물과 그의 거처를 

공들여 만드는 데 있어서 광범위한 자유를 주는데,

이는 머시니메이터들(machinimators)에게 그 게임

을 그들 자신의 창조적인 목표에 맞게 이용하기 쉽게 

한다[1].

게임 제작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3D 애니메이션

인 머시니마는 현재 미국의 게임팬덤에서 가장 왕성

하게 제작되는 참여 문화의 한 종류이다. 또한 머시

니마의 유행은 게임 산업의 새로운 기술과 관련 산업

에 지대한 파급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2]. 대형 

MMORPGs는 게임플레이만으로는 유저에게 전체

적인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머

시니마를 제작하여 영상적으로 유저에게 좀 더 구체

적인 스토리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3]. 최근 

UCC(User Created Contents, 이하에서는 UCC) 문

화가 게임을 통하여 진화하고 있다[4]. UCC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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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쓴 글, 게시판에 올리는 사진, 동영상 등 사용

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말한다[5]. 이들 영상 

UCC 사이트들은 포토 전문 UCC, 실시간방송, 플래

시 기반의 UCC 등과 같이 다루는 내용도 다양하다

[4]. 아울러 유저들도 머시니마를 제작하여 UCC를 

통해 다른 유저들과 지속적으로 게임스토리를 즐기

고 있다[6]. 그러나 국내의 게임업계에서는 아직 이

러한 독립된 매체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머시니마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있지 않다.

머시니마는 게임 엔진(Game Engine)에서 실시간

으로 생성되는 그래픽으로 제작되고 CG(Computer

Graphic, 이하에서는 CG) 영화에 비해 품질이 떨어

지지만, 간단한 공정을 거쳐 적은 비용과 빠른 시간 

안에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UGC(User

Generated Contents) 등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게임 엔진 기술이 발달하고 실력을 갖춘 아마추어들

의 등장에 힘입어 최근에는 과거 CG 영화에 근접하

는 품질의 머시니마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정이용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미

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 및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26조의3을 살펴보고, 공정이용 원칙을 머시니마에 

적용하여 이를 분석하도록 한다. 그 결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머시니메이터의 제작행위에 따른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

도록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본 논문

의 기본 이론이 되는 머시니마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

본 다음, 제3장에서 미국에서의 머시니마와 공정이

용 원칙을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공정이용의 네 가지 

요건을 하나씩 검토하고, 머시니마에 적용하는 순서

로 서술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머시

니마에 관한 저작권 법리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머시

니메이터의 행위에 따른 공정이용 원칙의 적용가능

성을 위해 네 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객관적인 지표로 

비교하여 이를 평가하고 제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머시니마의 개념과 특징
2.1 머시니마의 개념

머시니마(Machinima)는 컴퓨터 게임 엔진(Ma-

chine), 영화의 속성(Cinema), 애니메이션의 표현력

(Animation)을 결합한 합성어로서, 컴퓨터 게임 엔

진으로 만드는 CG 동영상을 가리킨다. 본래의 어원

은 머신(Machine)과 영화(Cinema)가 합쳐진 머시네

마(Machinema)였으나, 머시니마(Machinima)로 철

자가 잘못 알려진 이후에는 현재의 용어로 굳어지게 

되었다고 한다[4]. 컴퓨터게임의 기술적 발전과 대중

화로 인해 게임 플레이어들은 게임 엔진을 이용하여 

영상적 표현방식을 만드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플레

이 장면을 기록하여 편집 작업을 거쳐 대중에게 보여 

준다[6].

머시니마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하여 만드

는 영화의 일종으로, 게임 엔진 기술을 이용하여 영

화와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만들고, 실시간으로 제작

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게 된다. 전통적인 영화와의 

차이점은 배우, 장시간의 제작기간, 막대한 제작비용

을 요구하는 단일 스토리인 전통 영화와는 달리, 머

시니마는 게임 엔진을 이용하여 이미 제작된 배경과 

배우 등 3차원 그래픽의 애니메이션을 단시간 내에 

만들 수 있으며 후반에 성우의 더빙 및 효과음 정도

의 작업을 추가하면 저렴한 제작비와 제작기간으로 

멀티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게임 

엔진을 이용하여 영화를 만드는 시대로 진화한 것이

라고 말할 수 있다[7].

2.2 머시니마의 특징

머시니마가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머시니마가 가

지고 있는 게임 데이터의 활용이라는 장점 때문이다.

첫째, 기존 CG 영화, 3D 애니메이션 제작과정에 비

해 비용이 적게 든다. 이미 게임에 있는 캐릭터들을 

모델링하고 지형지물 등을 이용하여 연출적 편집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따로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없이 개인 컴퓨터와 영상제작에 필요한 몇 가지 소프

트웨어만 있으면 된다. 둘째, 기존 CG 영화, 3D 애니

메이션 제작과정에 비해 시간이 적게 든다. 머시니마

는 게임에 이미 세팅된 환경에서 영상을 리얼타임으

로 만들어 내기 때문에 레코딩 과정만 있으면 된다.

머시니마는 영화의 사전시각화(Pre-visualization),

게임 내 컷씬(Cut Scene), UGC(User Generated

Contents)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8]. 이러

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중화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게임소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표

현에 있어 게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다소 부자연스

럽다. 그러나 에픽게임즈(Epic Games)에 의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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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언리얼 엔진3(Unreal Engine3) 등 게임 엔진의 

발달로 영상의 표현력이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모션캡쳐, 폴리몰프 등 기존 애니메이션 기술의 도입

으로 캐릭터들의 움직임 또한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추세이다[6].

머시니마는 일부 유저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UCC

형태의 머시니마와 영화 제작사와 같이 전문적인 스

튜디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머시니마로 나눌 수 있

다. 예컨대, Illclan animation studios는 머시니마를 

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체 툴을 만들었고, <Tiny

Nation>이라는 애니메이션 필름을 제작하여 발표하

였다. <사우스파크> 시즌10의 8, 9화는 MMORPGs

<월드오브워크래프트>를 활용한 머시니마를 오리

지널 사우스파크 애니메이션 내에 삽입시킴으로써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선보이기도 했다[9]. 그러나 

전문적인 회사의 작품으로서 머시니마는 3D 디지털 

애니메이션 회사와의 경쟁에서도 크게 밀릴 수밖에 

없다.

3. 미국에서의 머시니마와 공정이용 원칙
3.1 미국의 관련규정

미국의 공정이용 원칙(Fair Use Doctrine)은 Fol-

som v. Marsh사건[10]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연방대

법원에서는 “공정이용은 저작권침해 주장에 대하여 

소송상 항변(affirmative defense)으로 작용한다.”라

고 판시하였다. 이 원칙은 보통법의 원칙으로 발전하

였고 1976년에 저작권법에 성문화되기에 이른다. 공

정이용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

는 법원으로 하여금 다음 네 가지 요건을 고려하도록 

지시한다. 네 가지 요건으로는 (i) 그 이용의 목적과 

성격, 그러한 이용이 상업적 이용인지 혹은 비영리적 

교육적 목적인지 여부를 포함하는, (ii) 저작물의 성

격, (iii) 전체로서 저작물과 관련되어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그리고 (iv) 잠재적 시장에 대한 그 이용

의 효과 혹은 저작물의 가치가 있다[1].

3.2  네 가지 요건들(Four Factors)

① 제1요건: 이용의 목적과 성격(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공정이용 판단의 첫 번째 요건은 법원은 “그러한 

이용이 상업적 성격인지 혹은 비영리 교육적 목적인

지를 포함하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레발(Pierre Leval) 판사[11]는 다른 세 가

지 요건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형량하는 데 비해, 이 

요건은 저작물 이용자의 정당성을 확립한다고 하면

서 “공정이용의 정신(soul of the fair use)”이라고 규

정하였다.

주로 이용이 상업적 목적인지의 여부와 변형적 이

용(transformative use)인가를 공정이용의 판단 요

소로 삼는다. 그러나 영리적 목적을 가지면 언제나 

공정이용이 될 수 없고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것이면 

무조건 공정이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12]. 변형

적 이용은 공정이용의 판단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② 제2요건: 저작물의 성격(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공정이용 판단의 두 번째 요건은 원저작물이 저작

권법이 장려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종류의 범위에 해

당하는지 여부와 관계된다. 이 분석에 의하면, 이용

되는 저작물이 출판된 저작물(published works)과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unpublished works)인지, 그

리고 사실에 기반을 둔 저작물(factual works, non-

fiction)과 창작적 저작물(creative works, fiction)인

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공정이용은 출판된 저작물보

다는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하여, 사실에 기반을 

둔 저작물보다는 창작적 저작물에 대하여 더욱 제한

적으로 적용된다[13]. 논픽션(nonfiction)에서는 사

실적 이용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그 창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창작적인 방법이 이용되었다 하더라

도 그 부분이 주로 사실적인 내용이라면 사실에 관한 

저작물로서, 공정한 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③ 제3요건: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공정이용 판단의 세 번째 요건인 ‘전체로서 저작물

과 관련하여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은 복제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법원은 이용된 부

분의 양을 검사하고 그 이용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결정한다[1]. 이 기준은 양과 질적인 측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법원은 보호되는 저작물

의 상당한 부분과 내용상 본질적 부분이 복제된 경우

에는 공정한 이용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즉, 일단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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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적은 부분이 이용된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 부분인 경우에는 공정이

용이 되지 않는다.

④ 제4요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혹은 가치에 

대한 그 이용의 효과(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

ed Work)

공정이용 판단의 첫 번째 요건에 부가하여, 여러 

법원과 평석자들은 명확하게, 그리고 암묵적으로 공

정이용 심사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네 번째 요건을 

제시해왔다. 이는 흔히 법원에 의해 공정이용 여부를 

검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나, 다른 세 

가지 요소와 함께 검토되어 판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한다. 이 기준은 2차적 저작물 시장을 원저작

물의 창작자들이 일반적으로 발전시키거나 다른 사

람들이 발전시키도록 이용허가를 해 줄 것으로 정의

하면서, 2차적 저작물을 위한 시장의 피해를 고려한

다. 허락된 2차적 저작물의 이용허가로부터 나오는 

부수적인 시장은, 만일 그 문제되는 이용이 허락받지 

않은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일 뿐인 경우에는 피

해를 입게 된다[1]. 즉,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해서 실제로 손해를 입혔을 필요는 없지만, 잠재적 

시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야기한 경우에는 공정이

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3.3 공정이용 조항을 머시니마에 적용

① 제1요건과 제4요건의 적용  

제1요건은 머시미나가 지닌 잠재적인 특성, 곧 변

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레발(Leval) 판사의 지적과 같이, 첫 번째 요건을 공

정이용의 정신으로 특징짓는 것은 타당하다. 이 요건

은 2차 사용자(secondary user)에게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그의 조치가 공정한 이용의 근본적인 

방법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지, 다시 말해 “사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 새로운 미학, 새

로운 통찰과 이해의 창작에 의해 변형된, 소재로서”

현존하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보여줄 것을 요구

한다.

제4요건인 시장의 대체성 문제에 있어서 법원이 

전통적으로 판단해 왔던 세 가지 범주를 구분할 필요

가 있다. 첫째는 저작권자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문

제되는 이용을 활용하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

이다. 대표적으로 패러디와 비판적 평론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저작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

가 발생하지 않고 공정하게 만드는 저작권자의 이용

이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이다[14]. 따라서 기

술적 혹은 영업적 환경의 변화로 저작권자가 그러한 

이용을 할 수 있고 그 실익이 존재한다면, 네 번째 

요건의 피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정이용

의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셋째, 저작권법이 저작

권자에 대하여 그 시장을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경우

임에도 권한을 부여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의 이용이 

있다. 이 범주는 매우 변형적인 저작물을 포함하는

데, 저작권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목

적에 더욱 부합하기 때문이다.

MMORPGs는 플레이어 자신이 그의 캐릭터에 이

름을 붙이고, 생김새를 결정하고, 무엇을 입을 것인

지도 결정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플레이어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자신만의 개인적 스토리를 만

들어가며 자신의 게임 경험을 가진 주인공을 창조한

다는 사실을 매력적인 특징으로 홍보한다. 머시니마

에 의해 대표되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변형이 가능

하고, 상업적 목적을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머시

니메이터(machinimator)들은 게임의 동영상뿐만 아

니라 가상 세계에서 보호되어야 할 스토리 요소를 

침해하는 머시니마를 만들 수도 있고, 이 경우에 저

작권자는 스토리와 등장인물에 관한 저작권침해 문

제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때 공정이용의 제1요건 하

에서 2차 저작물의 목적을 분석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영화제작자가 빈 주차장이나 도

시의 거리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배타적으로 저작권침해

라고 주장된 동영상 저작물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

다.

② 제2요건의 적용

머시니메이터들에 의해 채택된 비디오 게임은 출

판된 저작물이고, 따라서 출판/비출판 이분법은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대부분의 비디오 

게임들은 그 내용이 있어 사실적이라기보다는 대부

분 창작적이다. 따라서 본 요건은 문제된 머시니마가 

변형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중요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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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기 힘들다. 다만, 머시니마가 변형목적이 거의 없

다고 해석되는 경우 이 요건은 머시니메이터들에 대

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③ 제3요건의 적용

공정이용 판단의 제2요건과 같이, 제3요건의 중요

성은 제1요건 하에 나타난 변형목적의 정도와 형태

에 따라 다양해질 것이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

해서, 2차 사용자는 그 목적을 얻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첫째 양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게임의 

가상적 환경을 영화를 찍는 방법으로만 이용했다면,

문제된 머시니마가 가진 변형목적을 염두에 둔 상태

에서 취해진 자료의 양적, 질적 범위 모두를 분석하

여 검토해야 한다. 침해된 저작물은 언제나 그 게임

의 동영상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무엇이 전체로서의 저작물을 구성하는지를 결정해

야 한다. 머시니마 비디오는 싱글 프레임보다는 더 

많은 양을 사용하지만, 대부분은 유튜브의 10분 제한

에 알맞을 정도로 짧고, 평균 MMORPGs 플레이어

가 사용하는 시간과 비교하면 적은 양이다.

둘째 질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머시니마에는 게임

의 스토리 요소가 없거나, 있더라도 우연히 포함된 

것이어서 장면을 취한 것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MMORPGs의 많은 플레이어는 강요된 

규칙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어 내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 이용자의 개인적 경험이 그 

게임에서 핵심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4. 우리나라에서의 머시니마와 공정이용 원칙
4.1 우리나라의 관련규정

우리나라는 기존의 권리제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추가적인 일반조항의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입법조

항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규율의 공백을 메우려

는 방식으로 미국의 공정이용을 일부 도입하였다. 미

국의 공정이용 조항을 도입한 이후에 저작권법이 일

부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5].

공정이용 조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

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

는 중요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목적 및 

고려 사항이 제한적이어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

는 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항의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 공정이용의 

목적을 삭제하고, 제2항의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사

항 중 ‘영리 또는 비영리성’을 삭제하였다[법률 제

14083호, 2016.3.22., 일부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1

항에서는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

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저작물 이용행위를 판단하는 고려요

소로 (i) 이용의 목적 및 성격, (ii)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iii)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iv)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들고 있다[16].

4.2 네 가지 고려사항

① 제1요건: 이용의 목적 및 성격

개정 전에는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

적 및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

로 이 부분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저작물의 이용이 

영리적 목적을 가진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고려요소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상품광고의 경우

가 영리성 또는 상업성의 정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정이용의 

가능성이 전적으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영화의 광고 포스터 등과 같이, 광고가 특정한 저작

물의 연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업성의 정도는 다소 완화된다[17]. 또한 정치적인 

광고[18], 다른 상품에 대한 비평의 요소를 포함한 

비교 광고[19] 등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변형적 이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정이용에 해

당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체적 이용에 해당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12].

② 제2요건: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 두 번째는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요소와 관련하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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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판례는 저작물의 성격이 사실적·정보적인 성격

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 이용행위가 공정이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20], 이와 반대로 창조적인 것

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21].

③ 제3요건: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

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공정이용의 판단에 있어 세 번째는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을 고려

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용된 저작물 전체를 기준

으로 하여, 양적·질적 비중을 판단하여야 하고, 그것

을 이용하여 새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기준으로 하여

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양적인 비중과 

질적인 비중 중에서 판례는 질적인 측면이 더 중요성

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13]. 타인의 저작물 중 일부분

만을 이용한 경우 그 양이 극히 적어 중요성을 갖추

지 못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요건인 실질적 유사성

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는 침해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이므로 공정이용을 따질 필요도 없다

[15].

④ 제4요건: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공정이용의 판단에 있어 네 번째는 저작물의 이용

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요소는 네 가지 고려

요소 중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그것

과 경쟁관계에 있을 때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4요소에 있어서 공정이용

의 인정에 매우 불리한 요소가 된다[22]. 시장경쟁 

여부를 판단할 때에 권리자가 이미 진입한 시장뿐만 

아니라 아직 진입하지 않은 시장이라도 권리자가 진

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은 경쟁관계 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23].

⑤ 검토

공정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의 규정

에 따른 네 가지 요소를 참고하여 명확한 법적 규정

을 마련해 둠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공정이

용에 관한 일반조항이 도입되기 전에도 판례는 저작

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를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

미 미국의 공정이용 원칙을 우리나라의 실무에도 적

용해온 측면이 있다. 미국은 제107조에 대하여 비교

적 풍부한 사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그 판례들을 

참고하여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국내의 판례가 본격적으로 축적될 경우에는 합리적

인 판단을 내리는 데 더욱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4.3 공정이용 조항을 머시니마에 적용

① 제1요건과 제4요건의 적용 

머시니마에 대한 분석은 공정이용의 제1요건과 

특정 MMORPGs의 이용이 변형적 이용인가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한다.

(i) 만일 게임이 독특한 특징과 이름을 담고 있지 

않고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원래의 표현적 가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차용하여 새로운 정보, 새로운 미적 특징, 새로운 통

찰과 이해를 창조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

로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에 머시니메이터가 그의 웹

사이트에서 광고로부터 얻는 경제적 수입이나 DVD

를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 본

질적으로 공정이용에 반할 수 있는 상업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면, 머시니마가 상업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하

더라도 변형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면 공정이용심사

의 제1요건을 통과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한편 머시니메이터가 게임의 허구적 세계의 스토

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다수의 식별되는 스토리와 캐

릭터 요소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비변형적 

이용(non-transformative use)이라고 평가할 가능

성이 높아진다. 그 결과 동영상 저작물과 게임의 스

토리 및 캐릭터 모두에 대하여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저작물의 변형

적 목적 때문에 무시되었던 저작물 이용의 상업적 

성격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며, 공정이용 심사의 

제1요건을 통과하기 어렵게 된다. 반면에 비상업적 

성격을 갖는다면 원칙적으로 비변형적 이용이 공정

이용에 대한 제1요건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향을 다소 약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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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정이용의 제4요건은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

에 영향을 받는다. 만일 머시니메이터의 창작과 판매

수입이 게임의 시장에 대하여 심사할 만한 피해를 

주는지, 또는 그 대신에 제35조의3이 보호하려는 종

류의 잠재적인 시장에 단순히 진입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만일 머니시메이터의 판매가 온라인

게임의 판매와 경쟁하지 않고 부수적인 2차적 저작

물 시장의 어떤 것과도 경쟁하지 않는다면, 제4요건

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왜냐하면 이는 

저작권자가 관심이 없었던 틈새시장이나 잠재적 시

장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공정이용의 제4요건 또한 비변형적 

이용에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문제되는 시장은 2

차적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시장으로 정의될 수 

있고 잠재적으로 중요한 것이어서 저작권법의 목적

의 관점에서 본다면 머시니마가 공정이용이 아닌 것

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제4요건을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② 제2요건의 적용

만일 머시니메이터의 저작물 이용이 매우 변형적

인 이용이라고 해석된다면, 제2요건은 중요성이 떨

어지게 되고, 제2요건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반대로 비변형적인 이용이라고 해석된다면, 복제된 

소재는 분명히 창작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공정이용

의 제2요건은 중요성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③ 제3요건의 적용

머시니메이터의 저작물 이용이 매우 변형적인 이

용이었다면, 제3요건의 양적 측면의 목적을 위하여 

머시니메이터가 10분짜리 분량의 게임 장면을 사용

하였고 이에 비하여 게임에서는 거의 무한인 양의 

리플레이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매우 적은 

가상 세계의 게임 경험을 의미한다. 또한 질적 측면

의 목적을 위하여 머시니메이터가 능동적으로 식별

되고 쉽게 알 수 있는 스토리나 설정된 요소들을 사

용하지 않으려 노력했다면, 제3요건도 통과할 가능

성이 높아진다.

이에 비하여 비변형적인 이용이었다고 본다면, 머

시니메이터가 양적 측면의 목적을 위하여 위와 동일

한 분량의 게임 장면을 사용하였더라도 질적 측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 장면이 게

임의 설정, 스토리, 그리고 캐릭터의 요소를 대표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복제된 장면은 저작물의 

핵심에 더 근접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공정이용이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게 된다.

④ 검토

가정적 상황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머

시니메이터가 게임저작물을 이용한 것에 대한 정당

성은 매우 변형적인 이용이었다는 데 있으며, 제1요

건은 이러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공정이용의 

다른 요건도 개별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게임 저작권

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부분이 없다면, 해당 머시니마

는 공정이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비변형적 이용이었다면, 공정이용

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

아진다.

5. 결  론
저작권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창작의욕을 과도

하게 축소시키지 않으면서 창조적인 사고를 자극하

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은 서로 생산적이고 긴장 관계에 있는 두 가지 원칙

을 채택하였다. 즉, 창작행위를 행한 저작물의 저작

자에게 독점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에 기해 중대

한 법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권에 

신중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MMORPGs 저작권자

와 머시니메이터의 긴장 관계는 이러한 관점에서 설

명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개선방안은 공정이용 원칙

에 의해 창조적으로 재설정됨으로써 잠재적 예술가

들에게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새로운 예술 형태를 자

유롭게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공정이

용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원의 합리적인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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