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저작권 침해국 대상
저작권 보호방안 연구
국가별 저작권 보호 가이드북
사우디아라비아

Contents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제1장.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 개요
1. 저작물의 개념과 객체

6

2. 저작권의 취득과 보호

8

3.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종류

9

4. 저작인접권

11

5. 보호기간

12

6. 저작권 제한과 공정이용

12

제2장.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1. 저작권 등록기관

16

2. 저작권 등록 대상과 등록절차 및 수수료

16

제3장.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1. 저작권의 이용허락

22

2. 저작권의 양도

23

제4장.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1. 저작권 침해

26

2. 민사소송

27

3. 형사소송

29

4. 행정기관의 침해 대응

30

5. 국경조치

31

6.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33

제5장. 저작권 보호 기관
1. 행정기관

36

2. 공공기관

37

제6장.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
1. 주요 법률사무소 목록

40

2. 침해대응을 위한 법률대리인 비용

41

제1장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 개요

1. 저작물의 개념과 객체
2. 저작권의 취득과 보호
3.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종류
4. 저작인접권
5. 보호기간
6. 저작권 제한과 공정이용

제1장.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 개요

6

사우디아라비아의 저작권 보호 체제는 법률과 왕실 명령, 관습, 법원의 판결, 이슬람
법과 샤리아 원칙 등 다양한 규범을 바탕으로 한다. 이 중 법령과 왕실 명령이 1차적으로
적용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저작권은 2003년 개정 저작권법[The Copyright
Law issued by Royal Decree No. M/41, 2/7/1424 AH(2003. 8. 30.)]을 통해 보호
된다. 이 법의 상세한 절차와 집행은 2004년 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Implementing
Regulations of Copyright Law)에서 정한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는 비교적 늦은 2003년에 베른 협약에 가입하였고,
그 외에 세계 저작권 협약(UCC), TRIPs 협정, 시각장애인을 위한 출판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마라케시 협약 등의 국제조약에 가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
WIPO 저작권 조약(WCT)과 WIPO 실연 및 음반에 관한 조약(WPPT)에는 가입되어 있
지 않다.

저작물의 개념과
객체

가. 저작물의 개념
저작자의 아이디어를 표현한 문학, 예술, 과학 분야의 창작물이
라면 저작물의 유형과 표현양식, 제작의도 등을 불문하고 저작
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 제2조에서
는 보호대상인 저작물 유형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 서적, 소책자 등의 문서
- 강의, 연설, 시, 노래 등 구술로 전달되는 저작물
- 연극, 극, 공연으로서 동작이나 소리, 또는 이들을 함께 포함
하는 것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 또는 방송으로 방영되는 저작물
- 그림, 비주얼 아트, 건축, 장식미술, 예술적 자수 및 그와 유사한 것
- 청각 저작물, 시청각 저작물
- 수공예 또는 응용미술저작물
- 사진 저작물 및 이와 유사한 것
- 일러스트, 지도, 디자인, 설계도, 스케치와 건축, 과학, 지형학
관련 시각 저작물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 개요 I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I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I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I 저작권 보호 기관 I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

7

- 지형, 건축, 과학 관련 3차원 저작물
- 컴퓨터 프로그램
- 창의적이고 독특한 저작물의 제목으로서 저작물의 내용을 나타내는 일반적 표현이 아닌 것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는 보호되는 저작물의 유형으로 (1) 뮤지컬
과 극작품, (2) 무용과 마임, (3) 가사 수반 여부를 불문한 음악, (4) 영상 저작물과 영상촬
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된 저작물, (5) 조각, 판화, 석판화, (6) 사진 저작물 및 그와 유
사한 방법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추가로 들고 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저작물로서 세대 간 이전되고 사
우디아라비아의 전통과 예술 유산을 구성하는 ‘민간전승 저작물’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
유재산이 되어 국가기관인 문화정보부만이 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7조).
나. 파생 저작물(2차적 저작물)
저작권법 제3조에 따라 (1) 원저작물의 번역, (2) 요약, 수정, 편집 기타 방식으로 원저작물을
변형한 저작물, (3) 사전 등 구성 내용의 선정과 배치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 (4) 민간전승
저작물의 편집물, (5) 내용의 선정과 배치에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저작물의 각색과 번안은 원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사전
동의나 별도의 권한을 받아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어야 한다.
다. 저작물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1) 법령과 사법판결, 행정기관의 결정, 국제협정, 모든 공식 문서와 그 번역물, (2) 일상적
인 뉴스와 사건을 신문, 잡지, 간행물, 방송 등으로 공표한 것, (3) 아이디어와 절차, 업무
방법, 수학과 과학적 개념, 원리 기타 추상적 사실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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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취득과
보호

가. 공동저작물과 집합저작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 저작자의 기여부
분을 분리할 수 없는 저작물이라면 각 당사자가 동등하게 저작
자로 간주되고,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저작권을 독립적으
로 행사할 수 없다(제6조 제1항). 그러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
권리와 절차는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역
시 자신의 저작물 지분 범위 내에서 구할 수 있다.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 저작자의 기
여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저작물이라면 창작자 각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 부분을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다(제6조 제2항).
나. 직무 저작물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과 저작권법 시행령에는 직무저작물에
대한 조항이 별도로 없고, 직무 저작물의 저작권을 사용자가
자동으로 취득하는 제도도 없다.
따라서 종업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취득을 희망하는
고용자는 반드시 종업자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을 이
전받아야 한다. 양도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고 권리양
도 지역과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다. 외국 저작물의 보호
외국 저작물이라도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내에서 최초로 출판,
제작, 실연, 전시된 저작물은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제18조 제1항 제1호). 반대로 사우디아라
비아의 저작자가 해외에서 최초로 출판, 제작, 실연, 전시한 저
작물도 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제18조 제1항 제2호). 사우디
아라비아가 가입한 저작권 보호 관련 국제조약 또는 국제협정
에 가입한 국가의 저작물은 그러한 국제조약과 사우디아라비
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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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 제9조에서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경제적 권리를, 제8조에서 저작자의 인격권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가. 저작재산권(저작자의 경제적 권리)
저작자는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지만, 저작재산권은 저
작물의 이용형태를 불문하므로 행사 유형이 한정되는 것은 아
니다.
1) 복제권
복제란 저작물을 녹음이나 녹화 등 유형적 매체를 통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본으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판독 가능한 형태로 인쇄하거나 출판할 수 있으며,
음반, 비디오테이프, CD와 전자 메모리 등에 저작물을 기록하
고 복제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제1호).
2) 저작물의 변형 및 번안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번역, 변형, 인용하거나 시각 또는 청각
매체로 재 반포할 수 있다. 이 권리는 권리자 자신이 직접 행사
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저작물을 변형할 권한 등을 부여할 수도
있다(제9조 제1항 제2호).
3) 저작물의 공중 전달
저작권자는 판매, 배포 등을 통해 저작물의 원본과 사본을 공
중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실연과 전시, 연기, 방송, 네트워크
전송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할 수 있
다(제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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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물의 대여와 기타 이용행위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기타 일반적인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권한이 있다(제9조 제1항 제4호). 단, 저작권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 시행
령 제9조에 따라 문화정보부의 사전승인을 얻고 법령이 정하는 예방조치를 취한 후에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내에서 저작물을 대여할 수 있다.
5) 추급권
음악의 원고 및 조형예술 저작물의 원본을 재판매할 때마다 저작자는 재판매 금액의 일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취득할 권리가 있다. 단, 응용미술저작물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조).
나. 저작인격권
저작자는 ①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임을 주장할 권리와 익명 또는 무명으로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 ② 저작물의 삭제, 변형, 훼손, 추가 등 저작물의 성질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할 권리, ③ 재량에 따라 저작물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권리, ④ 저작
물의 배포를 중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을 영구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이들 권리를 포기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제8조 제2항 및 제3항). 저작자의 상
속인도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저작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면 사우디아라비
아 문화정보부가 저작인격권을 행사하게 된다(제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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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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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과 관련한 실연가와 음반제작자, 방송기관의 권리는 사
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
가. 실연가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연가란 배우, 악
기 연주자, 가수, 무용가 기타 저작물을 예술적으로 실연하는
자를 의미하며, 음반제작자란 공중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청각,
시청각, 미술저작물 등을 물질적 매체로 변형한 자로서 음반
제작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이다.
실연가와 음반제작자는 다음 행위를 배타적으로 할 수 있다(제
7조 제1항).
(1) 암송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한 저작물의 공중 실연
(2) 수단을 불문한 저작물의 공중 전송과 실연
(3) 유형적인 형태의 실연 고정
(4) 인터넷으로 저작물의 전송을 허락하는 행위
(5) 음반에 음악을 고정하고 특정 국가에 음반 유통을 허락하는 행위
(6) 저작물의 배포 또는 대여 허락
(7) 음반제작자에 의한 직간접적 음반 재생산 허락 또는 금지
나. 방송기관의 권리
방송기관은 방송기관의 허락 없이 다음 행위가 행해질 시 금지
할 권한이 있다(제7조 제2항).
(1) 방송의 고정 및 재생산
(2) 저작물의 무선 재전송 및 공중 전달
(3) 직접적인 방송과 수신 또는 케이블을 통한 수신 방식의 결정
(4) 공공장소에서의 라디오 방송 또는 폐쇄된 장소에서의 인터넷
방송을 통한 저작물 전송
다.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실연가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최초의 실연일 또는 최초의 음반
녹음 일로부터 50년 간 보호되며, 방송기관의 권리는 프로그램
또는 방송매체의 최초 방송일로부터 20년 간 보호된다.(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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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

일반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저작
자 사후 50년 간 보호된다(제19조 제1항 제1호). 공동저작물도
마찬가지이나 저작자 사후의 보호기간은 공동저작자 중 가장
마지막으로 사망한 자의 사망일로부터 시작된다(제2호). 법인
의 저작물이나 무명 저작물은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날로부
터 50년 간 보호되지만, 만약 50년이 경과하기 전 저작자의 성
명이 밝혀졌다면 위 제1호의 보호기간에 따르게 된다(제3호).
청각 저작물, 시청각 저작물, 영화, 공동저작물, 컴퓨터 프로그
램은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되거나 최초로 상영된 날로부터 50
년간 보호된다(제5호).
수공예물이나 제조물 등 응용미술저작물과 사진저작물은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날로부터 25년간 보호받는다(제6호).
2003년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위 보호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개정 전 법률에 따
른 저작물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어야 하고, 외국 저작물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입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의 보호를 받
아야 하며 외국의 법률에 따른 저작권 보호기간도 만료되지 않
아야 한다.

저작권 제한과
공정이용

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저작물과 그 번역물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자
의 허락을 얻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저작권법
제15조).
(1) 사적인 이용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보수 지급이나
저작권자로부터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단, 컴퓨터 소프트
웨어, 청각 저작물과 시청각 저작물은 사적 이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저작물을 타 저작물에 인용하는 것으로서, 인용이 관습에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 개요 I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I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I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I 저작권 보호 기관 I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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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고 목적 상 정당화되는 범위 내여야 하며 출처와 저작자의 이름이 표시된 것은
정당한 이용으로 본다.
(3) 비영리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복제로 인
해 저작물의 물질적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한 가능하다.
(4) 시사 사안을 다루는 기사와 정기간행물의 기사와 방송물은, 출처와 저작자 서명을 알
수 있을 시 이들을 명시한다면 복제나 인용이 가능하다.
(5) 현 사안에 대한 발표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릴 수 있는 방송저작물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복제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고 출처를 명시한다면 가능하다.
(6) 미디어는 연설과 강연, 사법절차 기타 유사한 저작물로서 공중에 공개된 것을 복제할
수 있다. 단, 저작자 성명을 명시해야 하며 저작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저작물
을 공개할 권리가 있다.
(7) 방송기관이 방송허락을 얻은 저작물에 대하여 방송기관의 수단을 통해 일시적으로
하나 또는 수개의 사본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단, 사본은
제작된 후 1년 이내에 폐기되어야 하고 저작자가 허용한 기간보다 더 길게 소유할 수 없다.
(8)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극장 등은 비영리 목적으로 음악 연주, 연기, 기
타 공연을 행할 수 있다.
(9) 교육용 책자와 역사, 문학, 예술 책자에 실린 저작물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
위 내에서 복제할 수 있다. 단, 저작물의 제목과 저작자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0) 이전에 촬영된 저작물이나 대상을 새로 촬영하거나 출판하는 행위는 사진이 이전과
동일한 시점과 상황 하에 촬영되는 것이라도 허용된다.
(11) 연
 구기관의 내부적 이용과 연구 수행자의 필요시, 출처를 인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과학 저작물이나 연구기관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
(12) 프로그램의 원본을 보호할 목적으로 프로그램 소유자가 하나 이상의 사본을 작성하
는 것은 허용된다.
나. 일정한 유형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금지
사진 저작물을 촬영한 자는, 사진에 촬영된 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의 허락 없이는 사진
저작물의 원본과 사본을 출판, 전시, 배포할 수 없다. 그러나 사진이 공적인 사안과 관련
한 공무원이나 공인을 촬영한 것이거나 공익을 위해 국가기관에 의해 출판이 허용된 때
에는 그러하지 않다.
서신은 서신의 저작자만 출판할 권한이 있다. 그렇지만 출판으로 인해 서신의 수신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을 시에는 서신의 저작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2장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1. 저작권 등록기관
2. 저작권 등록 대상과 등록절차 및 수수료

제2장.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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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조약 가입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 시 당연히 발생하여
보호되며, 권리의 발생과 행사를 위해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국가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19년 지적재산 규칙에 의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저작물 임의등록 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이로 인해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 발생과 행사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등록하면 저작물의 존재 사실, 창작 일자, 저작자 정보 등 등록 내용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저작권 등록기관

저작권 등록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
산국(SAIP)이다. 지적재산국은 상세한 지적재산권 등록절차와
등록 방식을 정할 수 있는데, 외국저작물의 등록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절차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저작물 등록신
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지적재산국자에
의한 저작권 등록증이 발행된다.

저작권 등록
대상과 등록절차
및 수수료

가. 저작권 임의등록의 대상과 요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 임의등록제도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애플리케이션, 건축 디자인 저작물과 기타 지적재산국
장의 발표로 지정된 저작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임의 등록하려는 저작물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저작물과 그 내용이 공중도덕, 샤리아, 사우디아라비아의 법
규와 이슬람법에 반하지 않아야 함
-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4조의 보호대상의 예외가 아니어야 함
- 저작물은 초안이나 준비 중인 저작물이 아닌 완성된 것이어야 함
- 등록에 필요한 정보와 파일이 첨부되어야 함
- 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일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등록신
청 가능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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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당국의 결정에 따른 추가 조건과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나. 임의등록 절차와 제출 서류
외국인의 저작물 등록도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등록받을 수 있고 등
록절차는 아랍어와 영문으로 진행 가능하다. 저작물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제출서류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 등록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등록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
부되어야 한다.
- 국가 ID, (외국인의 경우) 여권, (법인인 경우) 상업 등록 또는 기타 단체를 위한 지원 서류 사본
- 저작물의 성질에 따른 저작물의 사본
-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권리 소유권 및 타인의 권리 침해나 등록으로 발생하는 모든
위반에 대한 등록자의 책임 인정
2)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임의등록 절차
저작권 임의등록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다음 단계를 거치게 된다.
●

웹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① 지적재산국(SAIP) 웹사이트 접속하여 영문 선택
② 상단의 Service 아이콘 → Copyright 선택 → Copyright Portal 클릭
③ Absher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

저작권 등록신청

① 로그인 후 페이지 상단의 서비스 아이콘 선택
② [설명 - 단계 - 수수료 - 조건]을 선택하여 서비스 정보 확인
③ 신규 저작물 등록 시 하단의 ‘신규 등록 신청서 제출’ 클릭
④ 확인 메시지 창에서 신규 저작물 등록 서비스 시작 ‘확인’ 클릭
⑤ 신청 종류, 번호, 날짜, 상태 등 모든 칸에 정보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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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청 세부사항’ 클릭하여 타인 대리 위임(위임 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 증명 중 선택 → 모든
칸을 작성한 후 ‘양식 제출’ 클릭
⑦ 저작물 세부사항 아이콘 클릭
⑧ 저작물 종류 - 제목 - 설명 - 출판 여부(Y/N) 작성
출판 여부가 (Y) 일 시 출판사명 - 출판일 - 출판 장소 입력
⑨ 등록할 저작물 첨부
⑩ 나머지 양식 작성한 후 ‘양식 제출’ 아이콘 클릭
⑪ 저작권자 아이콘 클릭
⑫ 자연인, 사업체, 정부기관 법인 등 저작권자를 특정할 정보 입력
성명(아랍어, 영어), 성별, 출생일, 국적, 주소, 연락처 등 기입
⑬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아닐 시 저작권자 증명 문서 첨부
⑭ 양식 모두 기재하였다면 ‘양식 제출’ 클릭
⑮ 정보 확인 페이지로 이동 → 하단의 ‘신청’ 클릭
16

이행보장 및 최종 결정 메시지 확인한 후 ‘승인 및 신청서 발송’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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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완료’ 메시지 확인.

●

등록 신청 검토 및 결과 확인

① 검토 기간은 약 60일 정도이며 기간 내에 신청인은 승인, 거부, 추가 문서 요청 등의 검토 결과를
받게 됨
② ‘신청’ 탭에서 신청번호를 입력하여 상태 확인 가능
③ 등록 승인 시 메일로 등록비 청구서가 발송되며, 온라인 납부 후 30일 이내로 등록이 완료됨
④ ‘추가 문서 요청’ 을 받은 경우 ‘신청’ 탭에서 ‘재신청’을 선택하여 양식을 작성함

●

인증서 발급 및 출력

① 등록 인증서는 등록비가 납부된 후 발급됨
② ‘신청’ 탭의 ‘등록된 신청’에서 등록 신청건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운로드와 출력 가능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 개요 I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I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I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I 저작권 보호 기관 I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

19

3) 등록 수수료
2019년 기준, 건축디자인과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건축설계

절차

개인

기업

개인

기업

저작물 심사

SAR 100

SAR 200

SAR 50

SAR 100

저작물 등록

SAR 200

SAR 400

SAR 100

SAR 200

저작물 수정

SAR 100

SAR 200

SAR 50

SAR 100

저작물 양도,
처분 등 등록

SAR 100

SAR 200

SAR 50

SAR 100

4) 기타 유의사항
사우디아라비아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예언과 언행으로부터 나온 법규범인 ‘샤리아’를 따
른다. 지적재산권의 등록은 샤리아의 영향을 받아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법도 저
작물이 샤리아에 반하지 않을 것을 저작권 등록요건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외설적인 언
어가 포함된 저작물과 그 번역물, 나체의 남녀를 그린 도화, 부도덕한 복장이 담긴 저작
물 등은 저작권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

제3장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1. 저작권의 이용허락
2. 저작권의 양도

제3장.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저작권의
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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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의적 이용허락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의 임의적 이용허락에 관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저작물 이용허락 시에는
‘일부 유형의 저작물 이용허락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특정
조항’과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되는 일반적 계약법’의 두 가지
규범이 적용된다.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은 저작권자로 하여금 제작, 인쇄, 출판,
배포, 방송활동을 허가받은 기관과 공증받은 계약서를 통해
당사자 간 권리관계를 정하도록 한다. 반대로 저작물을 이용
허락받아 사용하려는 자 역시 저작권자와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정한 계약을 체결해야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허락 시에는 이용허락 대상인 권리 범위를 명시해야 하고
이용허락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나. 강제적 이용허락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시,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정보부
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왕국 내에서의 저작물 최초 발행일로부
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저작물 발행을 위한 강제 이용권을 부여
할 수 있다(제16조).
-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원어로 발행된 저작물의 사본이 공중
과 교육기관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양으로, 국내 유사
한 저작물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 저작물 수요가 존재함에도 저작권자로부터 제공이 없어 원어
와 아랍어 번역 저작물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교재로 이용되어야 할 저작물 번역이 번역권자나 허가를 받
은 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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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이용허락 요청이 있었음에도 사우디 저작자의 법정상속인이나 그 승계인이 자
신이 양도받은 권리를 요청일로부터 1년 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강제이용허락은 저작권자가 직접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번역할 시 소멸한다. 강제 이용
허락의 대가로 저작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상은 문화정보부 장관이 정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는 대가 결정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민원처리청에 이의 할 수 있다.

저작권의 양도

저작권자는 저작권의 전부나 일부를 서면의 형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양도 시 별도의 등록은 요하
지 않으나, 양도되는 권리가 행사될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여야
한다. 한편 저작권자가 장래에 발생할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모두 양도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제12조).

제4장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1. 저작권 침해
2. 민사소송
3. 형사소송
4. 행정기관의 침해 대응
5. 국경조치
6.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제4장.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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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는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를 장기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방지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침해 단속 효과도 크지 않은 국가로 알려져 있
다. 최근에는 위성방송이나 온라인을 통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또
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럽으로 유통되는 저작권 침해 제품의 경유지 역할을 하고, 저작
권에 관한 일부 국제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20년 지적재산권 보호와 모방품 시장에 관한 미국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하였으며, 지적재산권 보호와 실시에 관한
유럽위원회 보고서도 사우디아라비아를 3단계 감시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저작권 침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저작권자가 지정한 방식을 벗어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와 저작권법과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저작권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
- 저작권이 없는 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자가 저
작물을 공개하는 행위
- 저작물의 내용과 성질 등을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
하는 행위
- 제작자, 출판자, 인쇄자,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 재인쇄
- 서면, 전자적 정보를 삭제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소멸시
키는 행위
- 저작물의 전자적 보호장치를 제거하거나 해제하는 행위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나 불법으로 암호화된 방송을 수신하는
등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형태로 저작물을 상업적으
로 사용하는 행위
- 권리자가 허락한 것 외의 수단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
기 위한 수단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저작권자와 당국의 서면 동의나 대가 지급 없이 서적과 저작
물의 일부를 촬영하거나 복제하는 행위
- 불법 복제, 불법 제작, 위조된 저작물의 수입
- 상업시설과 창고 등에 불법 저작물을 보관하는 행위
- 저작권법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하거나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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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저작권법 시행령에서도 저작권 침해 예시를 열거하고 있다.
- 저작물의 원본을 입수하여 대여, 번안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제 또는 재생산하도록
하거나 기타 저작자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
하는 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 법인이 피고용인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이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는 법인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저작권 침해임을 알면서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복제, 판매, 수입, 수출,
이전, 발행하는 자는 저작권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민사소송

가. 구제수단의 종류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21조에 열거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은 민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다(저작권법 제22
조 제4~7항).
- 손해배상 : 금액은 침해행위의 규모와 저작권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위원회가 산정1)
- 사죄광고 명령 : 광고형태는 위원회가 지정한 방식을 따르며,
비용은 침해자가 부담
- 영업금지 등 명령 : 영업상 침해행위가 있었을 경우 위원회
는 침해 사업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관련 분야의 활동, 행사
또는 박람회 참여를 금지할 수 있음
- 임시적 압류·금지 명령(가처분) : 침해혐의자의 이의제기2)에
대한 최종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위원회는 임시결정에 따라
침해물의 인쇄, 제작, 공개 및 유통을 중단시키고, 불법복제물
및 불법복제에 사용된 물품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거나 저
작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사건을 위반행위심의위원회에서 심리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된 것으로, 2020년 이후 저작권 침해 사건의 관할이
법원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저작권법 제22조에서 ‘위원회’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은 모두 ‘법원’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침해혐의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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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할 법원과 조직
사우디아라비아 법원 조직은 일반법원 체계(General Court System)와 행정처가 당사
자인 분쟁을 다루는 행정법원 체계(Administrative Court System)3)로 나뉘어서 운영
되고 있으며, 최고사법평의회(Supreme Judicial Council, 국왕의 위원장)가 이러한 법
원들을 감독하고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일반법원 체계는 대법원(Supreme Court), 항소법원(Courts of Appeal), 1심 법
원(First Degree Courts)으로 구성되어 있고, 1심 법원은 내부적으로 노동부, 형사부,
상사부, 민사부로 나뉘어 있다.
기존에 저작권 침해 사건에 관한 형사처벌, 손해배상액 등의 심리 및 결정은 문화정보부
산하기관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위반행위심의위원회(Violation Review
Comittee)가 담당하고 있었으나, 최고사법평의회의 지침을 통하여 2020. 1. 26.부터 저
작권, 특허, 산업디자인, 집적회로, 식물품종권과 관련된 민·형사 사건의 관할을 모두 일
반법원의 상사부로 이전하였다.4)
다. 기타 유의사항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권 관련법의 역사가 짧아, 법원의 경험이나 판례가 부족한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관이나 전문가가 많지 않은
점도 문제된다. 권리자는 효과적인 구제를 받기 위해 법관에게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정
보와 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산업재산권의 등록과 관련된 분쟁(출원등록, 출원거절, 등록취소 등)은 형쟁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4) 단 2020. 1. 26. 이전에 위원회에 제기된 사건들은 기존 관할에 따라 위원회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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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제수단의 종류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저작권을 침해
하는 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저작권
법 제22조 제1항).
- 경고
- 25만 리얄 이하의 벌금
- 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의 저작권 침해 시설 또는 침해 관여
시설 폐쇄
- 저작물의 불법복제물 및 저작권 침해에 사용되거나 저작권
침해를 목적으로 한 소재의 몰수
-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의 구금
저작권 침해가 반복될 시에는 벌금과 벌칙, 구금의 최고형을
두 배로 할 수 있다(제22조 제2항).
실무상으로는 평균적인 벌금 액수는 5만 사우디 리얄에서 20만
리얄 사이로 정해진다고 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자유형도
3개월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실제로 적다고 한다.
나. 수사 및 기소 절차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권국(SAIP) 직원은 저작권법에 의하
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저작물을 활용하는 미디어와
상업시설, 창고, 공공기관, 사설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증
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저작권법 제24조).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수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권국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수사를 토대로 하여 위반
행위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직접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저작권 침해 사
건을 직접 고소할 수 없고,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권국에 침
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을 뿐이다.
저작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면, 이후
부터는 검찰이 침해관련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 내부에 지적재
산권과 관련한 특수기관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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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사소송 절차
저작권 침해 사건은 일반 형사법원이 담당하며, 법원은 위원회의 기소 시 제출된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판단을 내리게 된다. 형사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저작권
자는 재판절차의 당사자로 고려되지 않는다.
라. 기타 유의사항
저작권 침해 최초 적발로부터 제1심 판결까지 평균적으로 14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최초 적발 시로부터 최종 판결까지는 18개월에서 28개월까지가 소요된다고 한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나, 실제로 영장을
발행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형사소송 시 재판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지만, 변호사 비용으로 대략 1만 5000
USD에서 2만 5000 USD 사이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행정기관의
침해 대응

가.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SAIP) 직원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자체조사, 저작권자의 신고, 타
기관의 정보제공 등으로 인하여 알게 된 저작권 침해사실을 근
거로 하여 저작물을 활용하는 미디어와 상업시설, 창고, 공공기
관, 사설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저
작권법 제24조).
나. 위반행위심의위원회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하여 구성된 위반행위심
의위원회는 저작권 침해 사안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제25조 제1항).
위반행위심의위원회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 사건에
관한 침해자의 형사처벌 형량, 저작자를 위한 금전적 손해배상
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침해자에게 사죄광고를 명하거나 영업
활동 금지 등을 명할 수도 있다.5)
또한 위반행위심의위원회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 권한도 가진다. 잠정조치 발
령을 위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5)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심리 및 결정권한은 2020년 1월부터 일반법원 상사부로 모두 이전뙨 상황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 개요 I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I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I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I 저작권 보호 기관 I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

31

- 원고가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 원고의 권리가 침해 중이거나 침해가 임박하였다는 예비적인 증거
- 피고를 보호하고 권리남용을 방지할 충분한 경제적 보증
- 위원회가 잠정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청한 정보
위원회는 잠정조치일로부터 최대 31일 이내에 당사자들의 견해를 들어 잠정조치를 변
경, 취소, 확정할 수 있다. 만약 잠정조치가 취소되거나, 추후 저작권 침해사실이 없음이
밝혀진다면 위원회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잠정조치로 입은 손해를 원고가 배상
하도록 할 수 있다.

국경조치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이 수입 또는 수출
됨을 의심할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경에서의 침
해제품 압류를 위해 위반행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
만약 저작권 침해사실이 없음에도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 위원
회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이 압류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반대로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된다
면 위원회는 저작권자에게 침해자의 성명과 주소, 저작권 침해
물품의 수취인 및 수량 등을 통지한다.
또한 저작권자는 세관과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 증거
를 제출하여 화물 개방절차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9조).
세관을 통하여 수출입되는 침해품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저작
권법 시행령 외에 2004년 제정된 ‘저작권과 상표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경조치 규칙’을 통해서도 대응할 수 있
다. 위 규칙 제5조에 따라 저작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문화정보부에 저작권 침해 물
품의 통관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세관은 행정법원 또는 문화
정보부의 예방적 압류명령이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침해물품
의 통관을 보류해야 한다.
한편 세관은 저작권 침해 물품의 몰수와 폐기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몰수 또는 폐기를 위하여는 판결 또는 결정
을 통해 집행권한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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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등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률에서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 사우
디아라비아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SAIP의 조사에 응하
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제24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19조 제
5항에 근거하여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이트의 차단 또는 폐쇄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저작권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권국(SAIP)에 저작권 침
해 사이트를 신고하거나 SAIP에서 자체조사결과 저작권 침해
가 의심되는 사이트를 확인
② SAIP에서 해당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심의
③ 심 의 결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인터넷, 통신 접속
을 관리하는 정보통신기술위원회(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mmission, CITC)에 사이트 차단
요청
④ CITC는 상설보안위원회(Permanant Security Committee,
PSC)에 사이트 차단에 대한 심의를 요청
⑤ PSC에서 사이트 차단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국가안보행정부
(Presidency of State Security, PSS)에서 최종 승인
⑥ CITC는 PSS의 최종 승인된 결정에 근거하여 해당 사이트를
차단 리스트(Filtering List)에 추가함6)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은 최근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2020년 6월에는 인터
넷 상 불법 콘텐츠 방지를 위해 웹사이트 온라인 검사 캠페인을

6) CITC는 차단리스트를 사우디아라비아 내 인터넷 트래픽을 관리하는 DSPs(Data Service Providers)에 제공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차단
리스트에 있는 URL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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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231개의 사이트가 모니터링 후 접근 차단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은 공식 웹사이트7)에서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메일(saip@
saip.gov.sa)로 받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이 운영하는 저작권 포털
(Copyright Portal)8)에서도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 포털
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다.

7) https://www.saip.gov.sa/en/
8) https://copyright.saip.gov.sa/

제5장
저작권 보호 기관

1. 행정기관
2. 공공기관

제5장.
저작권 보호 기관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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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SAIP)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SAIP)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식
기재 기반 경제 전환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유지하
며 지식재산권 등록과 보호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 것
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Intellectual
Property Clinic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활용 촉진을
위해 권리자에게 무료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
도입된 저작물 임의등록제도 서비스 역시 SAIP가 담당한다.
주소 : Riyadh 13321, As Sahafah Olaya St 6531, 3059,
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Direct Customer Service Number : 92002121
이메일 : saip@saip.gov.sa
소셜미디어 : @SAIPKSA
나. 사우디 문화정보부(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사우디아라비아의 저작권 보호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는
문화정보부(the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로,
주로 ① 미술저작물 보호, ②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보호,
③ 저작권 관리 및 조사, ④ 국제적인 조직, 교육, 홍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다. IP 국장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에 기반을 둔
사우디아라비아 IP국장(the General Directorate)은 사우디
아라비아 국내외의 모든 지식재산권 개발과 활동을 관리 감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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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IP 국장의 역할과 권한으로는 왕국 내의 지적재산 창작 지원과 장려, 지적재산
권 분야와 관련한 현장 및 기술 연구 수행, 왕국과 WIPO 간 기술 조언과 훈련, 워크숍 등
을 포함한 협력 프로그램 수행, 기타 국제기구와의 국제적 기술협력 및 지적재산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이 있다.
라. 지식재산권 상임위원회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권 상임위원회(the Standing Committee for Intellectual
Property)는 다양한 정부부처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위원회는 사우디아라비
아의 WTO 가입과 관련하여 왕국의 지적재산권 시스템을 검토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협
약을 작성하며, 지적재산권 분야의 발전을 위해 WIPO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공공기관

사우디아라비아는 연극, 디자인, 건설, 영상, 식품 분야를 감독
할 목적으로 11개의 신문화 평의회(시각예술위원회, 건축디자
인위원회, 연극무대예술위원회, 영상위원회, 음악위원회, 문예
출판번역위원회 등)를 발표하였다.
이들의 역할은 각 분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라이선스 활
동, 관련 법령의 검토, 자금과 투자의 촉진 등이며, 문화부의 감
독을 받지만 각 위원회의 재정과 운영은 독립적이다.

제6장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

1. 주요 법률사무소 목록
2. 침해대응을 위한 법률대리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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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GHAZALEH INTELLECTUAL PROPERTY(AGIP-SAUDI ARABIA)
주소 I King Fahd Road - Olaya District - Talal Abu-Ghazaleh Organization (TAG-Org)
연락처 I +966 11 464-2936
홈페이지 I www.agip.com
Email I a gip.ksa@tagi.com, ksa@agip.com

AL TAMIMI & COMPANY
주소 I Sky Tower, North Tower, 9th Floor, King Fahad Road, PO Box 300400, Postal Code 11372,
Riyadh, Saudi Arabia
연락처 I +966 13 821-9960
홈페이지 I www.tamimi.com/offices/saudi-arabia/
Email I info@tamimi.com, infoabudhabi@tamimi.com

SMAS Intellectual Property
주소 I 122 Creativity Trading Center Building, Office No. 2, 2nd Floor ,Prince Abdulaziz Bin, Mosaad
(Dabab Street), P.O. Box 17854, Riyadh 11494, Saudi Arabia
연락처 I +966 11 412-7711
홈페이지 I www.smas-ip.com
Email I info@smas-ip.com

Al Hadaf Marks Services (in association with Saba IP)
주소 I Office # 1, 2nd Floor, Tower B GOSI Olaya Towers, Olaya Street, Riyadh, 12213, Saudi Arabia,
61145
연락처 I +966 11 207-9596
홈페이지 I www.sabaip.com/jurisdictions/intellectual-property-rights-in-saudi-arabia
Email I s audi@sabaip.com
변호사 수 I 18 명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 개요 I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I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I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I 저작권 보호 기관 I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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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dasa Intellectual Property
주소 I Ibn Katheer Street, King Abdulaziz Sector, WASEL 12233-4269, Bldg. No.7601, Riyadh, 11465
연락처 I '+966 11 474-0777, +966 11 479-2053
홈페이지 I www.kadasa.com.sa
Email I info@kadasa.com.sa

Cedar White Bradley
주소 I Meshal Al Akeel Law Firm Al Nakhlah Tower, 11th Floor, King Fahd Road, Sahafa District,
Riyadh 13311, Saudi Arabia
연락처 I +966 11 299-0500
홈페이지 I www.cwblegal.com
Email I r iyadh@cwblegal.com

Baianat Intellectual Property
주소 I 6663 Ar Rayan - Al Nafel Dist. Unit No 44 Riyadh 13312 - 3556, Saudi Arabia
연락처 I +966 11 412-7755
홈페이지 I www.baianat-ip.com/saudi-arabia-office
Email I s audi@baianat-ip.com

침해대응을 위한
법률대리인 비용

- 경고장 발송 : 약 1,000 USD
- 민·형사 소송 : 약 8,000 USD
- 행정적 구제절차 신청 : 약 6,500 USD

039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서울산업진흥원 4층, 9층, 10층
TEL. 1588-0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