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제22호 저작권보호법에 대한 2003년
」제88호 일부 개정법

번역문

국 가 ‧ 지 역: 요르단



개 정 일 : 2003년 12월 1일



원문

 제1조المادة1
 이 법은「2003년 저작권보호법에يسمى هذا القانون (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حماية
 대한 개정법 」 이라 하고 제정법حق المؤلف لسنة  ) 2003ويقرأ مع القانون رقم
 )22( 인 「 1992년 제22호 저작권보호لسنة  1992المشار اليه فيمايلي بالقانون
 법 」 과 1건의 개정법과 함께 읽االصلي وماطرأ عليه من تعديل قانونا واحدا
 어야 하며 이 법은 관보에 게재ويعمل به من تاريخ نشره في الجريدة
 한 날부터 시행한다.الرسمية .
 제2조المادة2
 제정법 제6조제(가)항에 명시한تعدل المادة ( )6من القانون االصلي باعتبار ما
 규정을 토대로 제(나)항과 제ورد فيها فقرة (أ) واضافة الفقرتين (ب) و(ج)
 (다)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اليها بالنص التالي:-
나- 제(가)항 및 기타 다른
법률에 명시한 규정에도 불
구하고, 근로자가 고용 중
사용자의 활동이나 사업에
관한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이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있
어 사용자의 경험, 정보 또
는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ب -على الرغم مما ورد في الفقرة(أ)
من هذه المادة وفي أي قانون اخر  ،اذا
ابتكر العامل اثناء استخدامه مصنفا
متعلقا بانشطة او اعمال صاحب العمل
او استخدم في سبيل التوصل الى ابتكار
هذا المصنف خبرات او معلومات او
ادوات او االت او مواد صاحب العمل
الموضوعة تحت تصرفه  ،فان حقو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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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도구, 기계 또는
자재를 사용한 경우 다르게
서면으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저작권은 사용자에게 귀
속되며 다만 이 경우 근로자
의 정신적 노고를 고려한다.
다- 근로자가 발명한 지적
재산이 사용자의 사업과 관
련이 없고 근로자가 이 발명
에 도달하는데 있어 사용자
의 경험, 정보, 도구 또는 원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
우 서면으로 다르게 합의하
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에게
지적재산권이 있다.

التأليف تعود لصاحب العمل اال مع
مراعاة الجهد الفكري للعامل اال اذا اتفق
خطيا على غير ذلك.

ج -تكون حقوق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للعامل
اذا كان حق الملكية المبتكر من قبله ال
يتعلق باعمال صاحب العمل ولم يستخدم
العامل خبرات صاحب العمل او
معلوماته او ادواته او مواده االوليه في
التوصل الى هذا االبتكار مالم يتفق خطيا
على غير ذل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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