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와 최신기술발전에 따른 UAE 법률
상의 저작권 보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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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올해 한국아이돌 가수 BTS가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콘서트를 성황
리에 마치는 등 K-POP부터 드라마, OST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한류의 바람
이 중동시장에 불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게임, VR·AR 등 첨단기술
을 접목한 컨텐츠에 대하여도 중동지역과 바이어와 회사에서 관심을 보여
최근 7,500만달러 수출상담이 성사되는 등 한류가 다방면의 투자로 이어지
고 있다.
1980년 한국과 수교한 아랍에미리트는 2020년을 한국과의 ‘상호 문화교
류의 해(Korea-Uae Cultural Dialogue 2020)’로 지정하여 최근 한국 문화체
육관광부와 문화교류협약을 체결하였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UAE문화지식
개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MOU를 체결하여 2020년에 한국정부와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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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화교류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
다.1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중동국가에서 한류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고 중동시장 문화컨텐츠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회사들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의 컨텐츠산업을 현지에서 보호 받고 성공적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나
가면서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현지법률이나 제도
에 대한 보다 많은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
한 연방법」(이하’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이라 하겠다.)을 통하여 법률상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보호 규정과 장치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최근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폰의 확산, 개인노트북의 이용률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인터넷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보급, 이동, 복제 등이 쉽고 간편해짐
에 따라 IT시대에서 UAE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
지 분석하여 현지 문화컨텐츠 부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과 업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보고자 한다.

II. UAE 법률상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규정
1.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의 제정 배경
UAE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래,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
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1

문화일보 2019년 12월 10일자 기사’중동전체에 한류 확산, 한-UAE 문화교류 협약’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100107292709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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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ic Works)2’과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 보호에 관한 로마협약
(Rome Convention)3’, 어떠한 허가 없이 인터넷상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국제적인 규정을 마련한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4’을 포함하여 저작권과 저
작인접권 분야의 주요 국제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반적으
로는 경제관련법령, 세부적으로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대한 다양한 측
면의 개정을 시도하였다.
UAE는 법률개정작업의 일부로서, 종전의 법률인 ⌜1980년 제15호 인쇄
및 출판에 관한 연방법⌟과 ⌜1992년 제40호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방법⌟을 각각 폐지하고, ⌜2002년 제7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
한 연방법⌟5을 2002년 7월 1일 공포하였다.
2

정식명칭은 ‘1886 9월 9일의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으로 ‘베른협약’이라고도 하며,

1886년 9월 9일에 베른에서 작성·서명되었고, 그 후 1896년 파리, 1908년 베른, 1914년 베른, 1928년 로마,
1948년 브뤼셀, 1967년 스톨홀롬, 1971년 파리에서 보완·개정 되었다. 이 조약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내국
민대우의 원칙, 무방식 보호주의의 원칙, 최저한도의 보호기준, 조약에 기초한 실체적 권리, 소급효의 원칙
에 따라 지배되며, 세계지적소유권기구 국제사무국이 관할하고 있고, 당사국은 한국을 포함하여 102개국이
다. [출처: 21세기 정치학대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27137&cid=42140&categoryId=42140](2019.12.19.)
3

1961년 채택되었으며, 저작권 보호기간, 고정권, 방송권, 보상청구권 등 최소한의 보호기준설명에 관한 협

약[출처: 세관 관세용어사전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dic/DictionaryView.do;jsessionid=Qv3RZS7XNnMxT9Q605kJqVrG
kmd1d855QnBZ1YSwkPBdj77p3pz2!1206366454?layoutMenuNo=15444&pageUnit=10&searchCondition=
&searchKeyword=&searchWord=R&type=3&vocaId=3897](2019.12.19.)
4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대응하여 베른협약이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
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1996년 12월에 채택한 조약[출처: 지식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02309&cid=50303&categoryId=50303,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lawprecedent/view.do?brdctsno=42915](2019.12.19.)
5

세계법제정보센터 아랍에미리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CTS
_SEQ=2624&AST_SEQ=1&searchNtnl=AE&searchLgsl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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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에 명시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보호 규정

(1) 보호범위 및 대상
⌜2002년 제7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제2조에서는 저작
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그 종류별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UAE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제2조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

저작물의 종류
어문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예시
책, 논문, 문건, 각본 등
컴퓨터프로그램과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기타 장관결
정으로 정한 유사저작물

구술저작물

강연, 연설, 설교, 기타 유사저작물

연극저작물

연극, 음악극, 무언극

음악저작물

가사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음악저작물

음성 또는 영상저작물,
음성영상저작물
건축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2차적 저작물
*저작물의 제목

음성이나 영상으로 이루어지거나 음성과 영상으로 이루어진
저작물
건축물, 도면, 설계도 등
회화,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조형예술저작물
등
사진과 유사저작물
원저작물에 대하여 정한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의
모든 2차적 저작물
저작물은 아니나 저작물을 표현하는 제목이 창의적인 경우
에는 보호하며, 방송프로그램 타이틀도 이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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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제3조에서는 보호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단순한 아이디어, 작업방식 또는 수학자나 기타 학문의 학자들에게 알려진
다양한 수학공식 등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이에 대한
창의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UAE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제3조에 따라 보호에서 제외되는 대상>
단순사상이나 사실
작업방식
수학공식

저작권 보호 제외 대상

법령, 결정, 국제조약, 법원판결문, 명령 등
공문서
단순 사건과 사실에 대한 시사보도 및 뉴스
국가재산에 귀속되는 공공저작물

외국인의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도 국내에서 효력
있는 국제조약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국인의 저작물과 동일하게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이 법에서 정의하는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 뿐만 아니라 저작물
에 본명, 차명을 기재하거나 기타 방식을 동원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도
저작자로 보며, 법인도 저작권을 소유·행사 할 수 있는 주체로 본다. 저작
인접권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와 기타 이 법에서 저작인접권
자로 인정된 자를 의미하며, 저작인접권자 역시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1) 저작자의 권리
이 법에 따라 보호하는 저작자와 저작자로 판단되는 자에게 귀속되는 권
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저작인격권, 또 하나는 저작재산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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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재산·경제권이다. 인격권은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규정하고 있다.

<UAE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제5조 中>
저작자와 그의 일반승계인은 소멸 또는 양도가 불가한 인격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최초로 저작물 공표를 결정할 권리
2- 저작물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권리
3- 저작물의 수정으로 저작물이 훼손 또는 왜곡될 수 있거나 저작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경우 저작물에 대한 그 어떠한 수정에 대하여 반대할 권리
4- 합당한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유통 중인 저작물을 회수할 권리

 وتشمل هذه,يتمتع المؤلف وخلفه العام بحقوق أدبية غير قابلة للتقادم أو التنازل عن المصنف
:الحقوق ما يلي
 الحق في تقرير نشر المصنف ألور مرة-1
 الحق في نسبة المصنف إليه-2
 الحق في االعتراض على أي تعديل للمصنف إذا كان في التعديل تشويه أو تحريف-3
للمصنف أو إضرار بمكانة المؤلف
 إذا طرأت أسباب جدية تبرر ذلك, الحق في سحب مصنفه من التداول-4

인격권은 위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로 양도나 상속이 불가한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재산권 또는 경
제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며, 이 권리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UAE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제7조 中>
저작자는 단독으로 그의 승계인은 저작자의 사후에 또는 저작권자는 컴퓨터, 정보
망, 통신망 및 기타 매체를 통한 제공을 포함한 모든 방식을 동원하여, 전자적 방
식의 다운로드, 저장 또는 어떠한 방식을 동원한 구현, 방송, 재방송, 실연, 공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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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역, 편집, 수정, 임대, 대여 및 배포 등 복제를 통한 모든 측면으로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وبأي, أو صاحب حق المؤلف أن يرخص باستغالل المصنف,للمؤلف وحده وخلفه من بعده
 أو, وخاصة عن طريق النسخ بما في ذلك التحميل أو التخزين اإللكتروني,وجه من الوجوه
, أو التعديل, أو الترجمة, أو األداء, أو إعادة البث اإلذاعي,التمثيل بأية وسيلة أو البث اإلذاعي
 أو النشر بأي طريقة من الطرق بما في ذلك إتاحته عبر أجهزة الحاسب, أو اإلعارة,أو التأجير
.أو شبكات المعلومات أو شبكات االتصال وغيرها من الوسائل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관계 없이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며, 양도 시 그 양도범위, 목적과 기간, 장소에 대하여 구체
적으로 지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저작자나 그의 상속인은 저작
물에 대한 이용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대신 그 이용으로 인한 수익의
지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상호
합의 및 조정할 수 있다.
저작자에게 승계인 또는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UAE문화지식개발부
(Ministry of Culture and Knowledge Development)6가 저작자의 인격권과 재
산권을 이행하게 되며, 저작자의 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저작물
을 보존할 목적으로 이 법에 명시한 인격권만 계속하여 행사하게 된다.
2)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실연자의 경우도 저작인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작인접권 내에서도 실
연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인격권에 해당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이 법 제16
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실제로 수행하거나 고정된 실연에 대한 권리

6

https://www.mckd.gov.a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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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경우 실연에 대한 변경 또는 수정에 대
하여 금지할 권리
실연자의 재산권에 대하여는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다음과 같
다.
- 고정되지 아니한 그의 실연을 방송하고 공중에게 전달할 권리
- 그의 실연을 음반에 고정시킬 권리
- 음반에 고정된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
또한 음반저작자와 방송사업자에 대한 권리도 명시하고 있는데 음반사업
자 권리와 관련하여 △무단으로 음반의 복제, 대여, 방송, 재방송 또는 컴
퓨터와 기타 수단을 동원한 공표행위, △유무선방식 및 컴퓨터와 기타 매
체를 이용하여 음반을 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 권리
와 관련하여서는, △방송기록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을 허가할 권리, △무
단으로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 제공을 금지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3) 법률상의 저작권 보호조치 및 기간
1)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자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각 저작물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는
제각각 다를 수 있지만, 이 법의 제20조 규정과 베른협약에 따라, 개괄적으
로 저작권법상의 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고, 실연자의
경우에는 더 짧은 기간인 경우(방송사업자의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기
간은 20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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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제20조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저작물의 형태에

보호기간

따른 분류
저작물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

조건
-

모든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공동저작물

마지막으로 생존한 저작자의

-

사망 후 50년
- 저작자가 법인인 경우: 최초로
공표한 날부터 50년
집단저작물

- 저작자가 자연인인 경우: 저작

응용예술저작물은 제외

물과 공동저작물 규정을 준용하
여 정함
저작자의 신원이 밝혀지거나
무명저작물

최초로 공표한 날부터 50년

알려진 경우에는 저작물 보호
기간 규정을 준용함
실연이 음반으로 고정된 경우

실연

최초로 실연한 후 50년

그 기간은 고정된 해부터 기산
함

- 음반을 발행한 경우: 음반을 발
음반

행한 후 50년
- 음반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음

-

반을 고정한 후 50년
방송프로그램

최초로 프로그램 방송 후 20년

-

2) 저작권 보호 및 구제조치
저작자나 그의 소유자나 승계인은 세관당국에 이 법을 위반하여 위조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최대 20일 간 세관반출을 금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에 따라 저작자, 저작인접권자나 그 승계인의 서면허가 없이 저작
-9-

자의 권리나 저작인접권자의 재산상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는 2개
월 이하의 금고와 1만디르함7 이상 5만디르함8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금
고나 벌금에 처하며, 그 행위는 특히 다음과 같다.
- 이 법에 따라 보호하는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
망, 정보망, 통신망 또는 기타 매체를 동원하여 공중에게 공개하여 저작
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이 법에 따라 보호하는 저작물, 음반 및 방송프로그램을 어떠한 형태로
판매, 대여하거나 유통을 목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주목할 만한 점은 범죄에 연루된 저작물, 실연, 프로그램 또는 음반이 수
개인 경우 그 수에 따라 형벌을 과한다는 점이다.
이 법 제34조에 따라 저작자 또는 그의 승계인은 각 에미리트9의 1심법
원장에게 △저작물의 공표·전시·영업상의 이용 정지, △저작물의 재생산이
나 복제행위에 사용된 원저작물이나 그 복제물, 물품에 대한 압류집행, △
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실연한 사실 확인 후 그 수익에 대한 압류집행, △
이 법에 따라 보호 받는 권리에 대한 침해사실 확인을 포함한 조치를 통하
여 자신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법 제40조에 따라 법원은 저작물 위조에 관한 범죄에 이용되거나 이
로 인하여 취득한 위조복제물의 몰수와 파기를 명할 수 있고, 또한 이와
더불어 범죄에 사용된 장비 및 도구의 몰수,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위반
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의 영업정지를 명한다.

7

한화로 약 315만원(2019.12월 기준)

8

한화로 약 1,579만원(2019.12월 기준)

9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은 7개의 에미리트(Emirates)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국으로, 7개의 에미리트는 아부다
비, 두바이, 샤르자, 라스 알 카이마, 아즈만, 움알 카이와인, 푸자이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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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익에 따라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
대부분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에게 최대한의 권한을 보장하고 보호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경우에 국익을 위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다.
UAE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에서도 기타 국내법, 베른협약,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10에 의거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저작자 또는 저
작권자에게 묻지 않고 어떠한 보상도 지급하지 않고 저작물 이용을 허가하
는 재산상 또는 경제적 권리를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다만, 이 예외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명시하였고, 그 해
석에 대하여는 해당분쟁건에 대하여 심리하는 판사에 한하여 해석할 수 있
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의 제22조에 따라 정한 예외적인 상황은 대체로 다
음과 같다.
-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단순한 사적인 이용으로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 복제로,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미술저작물, 응용예
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
이스는 여기서 제외한다.
- 이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응용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회성 복제
- 이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사법절차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복제
- 토론 또는 논의를 목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그 출처와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여 발췌하거나 분석
- 대가성의 여부에 관계 없이 가정 내에서 또는 교육기관 차원에서 저작
물 실연
10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WTO차원의 최초의 다자간 규범으로, 무역마찰 이

슈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되어 1995년에 발효된 WTO 창설협정의 부속협정으로 채
택[출처: NAVER 지식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01862&cid=50303&categoryId=50303](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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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 고정적으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이나 조형미술저작물
또는 건축저작물을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
- 문화, 종교, 직무교육을 목적으로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합당한 범
위 내에서 음성영상물로 고정된 저작물이나 어문저작물의 일부 복제
또한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사업자가 △합법적으로 공개적인 사건에 대한 보도와 관련하여 저작물
일부를 전달할 목적, △특정한 시기에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는 주제에 대
한 토론에 대한 기사 배포(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제외),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회견, 연설, 강연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행
위를 금지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그 출처와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III. 최신기술발전에 따른 UAE 저작권법 필요
조항
우리는 오늘날 정보통신혁명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통신시대는 디지털기
기, 이동통신, 인터넷 등 최신통신수단이 대거 등장하여 모든 인간 간 의사
소통과 통신에 적잖은 혁명과 변화를 불러일으킨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인
터넷은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초부터 전세계 여러 국가의
이용자들에게 급속히 보급되어 유례없던 사이버공간을 통한 정보와 자료의
교류를 이루어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과 스마트폰의 확산, 개인컴퓨터 및 노트북의 이용률 증가 등으
로 인하여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의 복제와 이동과 보급이 쉽고 빠르고 저렴
한 방식으로 가능해졌고, 그 결과 법에 따라 규제하고 규칙이 필요한 복잡
한 관계가 발생하게 되었다.
최근에도 각종 인터넷포털과 홈페이지에는 매일 같이 어문저작물,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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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영화, 각종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램, 사진을 포함한 각종 콘텐츠가
업로드 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공간과 가상세
계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이러한 데이터와 정보를 빠르고 손쉽게 복제·이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바로 인터넷상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되었다. 거대한 기술발전과 지적저작물을 보급할 수 있는 최
신수단의 등장함에 따라 저작물이 빠르게 유포되는 과정에서 불법 복제물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저작권보호가 필요한
영역이 점차 확장되었다.
이렇듯 인터넷 이용자가 매일같이 행하는 일상적인 행위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로 인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
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칫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최
근 카타르 Hamad Bin Dhalifa University 저널에서 발행한 “최신기술발달에
따른 UAE 법률상의 저작권 보호” 논설에서 UAE 저작권법 규정에서 디지
털이슈11에 따라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부분을 참고하여 이에 대하
여 다뤄보고자 한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s: Online Service Providers)12에 대한 보호조치 및
구체적인 책임범위 지정 필요
11

디지털 기술은 기존 저작권 법제의 실효성과 유용성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

쪽에서는 프로그램 불법복제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고 한탄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저작
권자이 지나친 권리주장이 디지털 정보유통의 활성화를 막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저
작권법에 제기하는 문제를 총칭하여 ‘디지털 이슈’라고 한다.[출처: ‘디지털 이슈에 대응한 저작권법 개정방
향-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과 그 시사점 분석으로 중심으로-‘ 3쪽, 정찬모]
12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라고도 하며, 온라인 통신망에서 각종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통틀어 일
컫는 용어로,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 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
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이
침해된 콘텐츠가 서비스된다 하더라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
으나,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정보통신기술발전으로 이를 이용한 저작권침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서비
스 제공자이 책임론이 나타나게 되었다.[출처: 과학포털 사이언스올 ‘과학백과사전’
https://www.scienceall.com/osponline-service-provider/](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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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소유한
통신망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행위로부터 법적 장치를 통하여 이들을 보호
하는 규정과 그 책임범위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인터넷의 발달로 저작물의 유통방식은 크게 변화하여, 인터넷을 통한 저
작물 유통과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익을 얻고 변제능력이 충분하
고, 저작물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에게 저작권침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묻는 등의 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문지기책임론(gatekeeper liability) 등에 근
거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소정
의 노력을 촉구하여 그런 노력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가 설령 온라인 서
비스 제공자의 서비스상에서 저작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온라인 서비스제
공자를 상대로 침해에 부수된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의
가 전개되어 미국 저작권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추궁의 근거법
리 및 책임제한조항이 성립되었다.13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제
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가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정의하여 유튜브 등을 통하여 동영상 공유사이트를 소유한 자와 기타
인터넷상의 서비스제공자를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정하고, 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침해행위를 인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저작권침해가 비영리 목적으로
발생하였거나,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자나 그의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피
해를 발생시키는 컨텐츠 제거를 시도한 경우에 한하여 이들에 대하여 저작
권침해행위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할 수
도 있다.

1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지적재산권법’ 정상조, 박준서 공저, 337쪽-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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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상의 저작물 게재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필요
UAE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터넷상에서 디지털방식
으로 고정시키는 행위에 대한 규체적인 규정이 없어, 복제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다. 또한 이 법에서는 지적저작물을 인터넷상에
게재하는 행위가 공개적으로 실연하는 행위로 보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 법에서의 공개실연에 대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 특히 온
라인 생중계방송(live streaming online)을 통한 실연에 대한 권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고, 이는 이러한 온라인상의 행위가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구성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정하는 문제로 이
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해석상의 오류가 없도록 그 범위에 대하
여 상세히 규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UAE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제1조 中>
공개실연: 연극저작물의 상연, 예술작품의 제공 또는 실연, 음성영상물의 전시, 음
악저작물의 연주 및 어문저작물의 낭독과 같이 공중에게 저작물을 직접 연결해주
는 행위로, 실제로 실연하거나 실연을 고정시키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هو األداء الذي يترتب عليه اتصال الجمهور بالمصنف اتصاال مباشرا كالتمثيل:األداء العلني
 أو العرض للمصنفات المسعية, أو التقديم أو األداء للمصنفات الفنية,للمصنفات المسرحية
 ويستوي في ذلك أن, والعزف للمصنفات الموسيقية والتالوة للمصنفات األدبية,البصرية
.يكون األداء حيا أو مسجال

인터넷 홈페이지 간 링크를 연결해주는 행위에 대하여도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에 대하여도 저작권침해여부와 관련하여 그 범위를 정
하는 것이 여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동하여 정보를 열람하는 혜택을 누리
고 있는 인터넷상의 이용자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14
14

카타르 Hamad Bin Dhalifa University Press Journals QSCIENCE(최신 기술발전에 따른 UAE법률상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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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에 대한 적절한 예외적 상황 규정 필요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 등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할 목적으로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
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나, 또는 저작권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및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
술적 조치를 의미한다.15 가령, 저작물 접근 시 인증시스템을 두거나, 암호
화조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명시한 ‘기
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정의)제28호”기술적 보호조치”>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
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
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
하는 기술적 조치

그리고 대한민국법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우회행위와 관련하

작권 보호)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2ahU
KEwjruYvDdLmAhWS62EKHfodB_0QFjAAegQIAxAC&url=https%3A%2F%2Fwww.qscience.com%2Fconte
nt%2Fjournals%2F10.5339%2Firl.2016.8%3Fcrawler%3Dtrue%26mimetype%3Dapplication%2Fpdf&usg=
AOvVaw3YKXa5Kf7d0pfG_wymZoFQ)
15

NAVER 시사상식사전’기술적 보호조치’

(2019.12.24.)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48382&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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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UAE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우회행위를 세계
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규제 및 처벌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이 법 제38
조에서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UAE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제38조 中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 벌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저
지른 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상의 금고와 5만디르함16 이상 50만디르함17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위조된 저작물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자나 저작인접권자가 방송, 유통을
위한 전시를 목적으로 또는 자신의 권리를 조직 또는 관리하거나 보호할 목적
으로 사용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나 그 기술을 우회하기 위하여 고안된 수단, 기
계 또는 장비를 판매, 임대,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무단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
는 행위
2- 이 법에 따라 정한 권리를 조직 및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나 전자정보
를 무단으로 방해 및 훼손하는 행위
)(후략

مع عدم اإلخالل بأية عقوبة أشد واردة في أي قانون آخر ,يعاقب بالحبس لمدة ال تقل عن ثالثة
أشهر وبالغرامة التي ال تقل عن خمسين ألف درهم وال تزيد على حمسمائة ألف درهم من
ارتكب أي من األفعال اآلتية:
 -1التصنيع أو االستيراد دون وجه حق بغرض البيع أو التأجير أو التداول ألي مصنف أو نسح
مقلدة أو ألية أجهزة أو وسائل أو أدوات مصممة أو معدة خصيصا للتحايل على الحماية أو
التقنية التي يستخدمها المؤلف أو صاحب الحق المجاور لبث أو طرح للتداول أو لتنظيم أو
إدارة هذه الحقوق أو المحافظة على جودة نقاء معينة للنسخ.
 -2التعطيل أو التعييب دون وجه حق ألي حماية تقينة أو معلومات إلكترونية تستهدف تنظيم
وإدارة الحقوق المقررة في هذا القانو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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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로 약 1,579만원(2019.12월 기준

16

)한화로 약 1억 5,791만원(2019.12월 기준

17

다만,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조
항에서는 △암호분야 연구종사자의 복제물 취득을 통한 연구, △미성년자
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정보를 비공개적으
로 수집, 유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의 합법적인 법집행, 정보수집이나 안전보장, △교육기관 등이 저작
물등의 구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정당한 권한에
따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역분석
을 하거나, △정당한 권한에 따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컴퓨터나 정
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 조사 또는 보정하는데 필요한 경우, △기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조항을 예외적으
로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UAE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는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금지의 예외적인 경우는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다. UAE저작권과 저작
인접권법에도 향후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IV. 결론
이상으로 UAE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선, 현재 UAE 법률상으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이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조치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인
터넷의 발달 등 최신기술의 보급에 따라 현행 UAE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
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아랍에미리트 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정보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침
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은 편이나, 최근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와
인터넷망을 통한 문화컨텐츠 이용률이 증가하고, 이를 통한 불법복제사례
도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와 인터넷을 통한 컨텐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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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행위와 그 범위에 대한 별도의 상세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보다 더 필
요하다고 보여지며, 현지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내기업도 이러한 상
황을 잘 직시하여 별도의 불이익이 없이 원활히 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향후 한국 문화컨텐츠시장의 진출이 중동 전역에 보다 확산되어 다양한
아랍권 국가의 관련 법과 제도를 소개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이 보고서
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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