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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알타미미 Korea Group 입니다.

2022년임인년새해, 다소늦게나마저희 Korean News Digest의 6번째소식을전하게되었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점진적으로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한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면서 중동지역 내 다양한 국가들도 해외기업 및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조치를 도입하며 경제성장을

모색하고있습니다. 일례로, 아랍에미리트는우호적인투자환경조성을위해국제수준에부합하는각분야의

신규 법률을 제정하고 있고, 일부 사업활동 라이센스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Vision 2030 계획의 일환으로 글로벌기업들이 자국 내 지역본부 (Regional

Headquarters)를설립또는이전하도록유도하는프로그램을운영중이기도합니다.

특히, 올해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예정되어 있기에 중동지역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국기업의 중동지역 내 사업 수요가 다양한 부문에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6번째

Korean News Digest를통해이와같은중동지역내다양한법률소식과저희 Korea Group의자문내역을

확인해보시길기대합니다.

항상건강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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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국제중재센터 (Duba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하 “DIAC”)에 관한 2021년 두바이령 제34호가

2021년 9월 20일발효되었습니다. 두바이령은별지로 DIAC의

정관을포함하는데,특히주목할점은아래의내용과같습니다.

DIFC-LCIA중재센터폐지

• 두바이령 제4조에 의해 두바이국제금융센터 중재기관(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Arbitration Institute,

이하 “DAI”)이 폐지되었습니다. 이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그간

DAI는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의 지원을 받아 DIFC 내에 두바이국제금융센터-

런던국제중재법원중재센터(DIFC-LCIA Arbitration Centre,

이하 “DIFC-LCIA 중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그간 많은 해외기업들이 역내 분쟁해결기관으로 DIFC-LCIA

중재센터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DIFC-

LCIA 중재센터가사라지게되었다는점입니다.

• 해당 령 제6조에 따르면 두바이령 발효일까지는 당사자들간

분쟁을 DIFC-LCIA 중재센터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는 유효하고, DIFC-LCIA 중재센터는 DIAC에 의하여

대체되며, 발효일까지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있습니다.

• 중재의경우분쟁당사자가전문지식을갖춘중재인을선택할수

있고절차상기밀을보장받을수있습니다.

DIAC중재법원도입

• DIAC 정관 제5조를 통해 중재법원을 도입하였고, 이는 13인으로

구성되어 중재절차를 관리 ,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중재법원이수행하는기능은정관제11조에서규정되어있습니다.

중재지

• 중재합의를하는당사자는중재지를명시해야하는데,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DIAC 정관 제 4조에 따라 중재지는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중재는

두바이국제금융센터 법원(DIFC Courts)이 중재판정부를 감독,

통제,지원하게될것입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ubai Decree no. 34 of 2021 introduces 
Fundamental Changes to Dubai’s Arbitration 
Landscape

September 2021

https://www.tamimi.com/news/dubai-decree-no-34-of-2021-introduces-fundamental-changes-to-dubais-arbitration-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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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다비 1심법원은 95-2021 사건에서 금반언(estoppel)의

법리를적용하여중재합의의효력을인정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서 건설계약의 하수급인이 소를 제기하였고, 수급인이

항변으로 중재합의의 존재를 주장한데 대하여 , 하수급인은

중재합의 체결시 수급인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유효한중재합의의존재를부정하였습니다.

• 법원은 회사법(Federal Law No. 2 of 2015 on Commercial

Companies) 제22조 , 제23조 , 제25조 , 제83조에 의거

중재합의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금반언의

법리에대해서도논의하였습니다.

• 법원은 계약이 성립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그 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는 민사거래법(Federal Law No. 5 of 1985 on

the Civil Transactions Law) 제243조에서 금반언의 법리가

도출된다고 보았으며 , 나아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을

금지하는 제70조에 비추어도 금반언의 법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46조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가 신의에 좇아

성실히이행하여함을강조하였습니다.

Abu Dhabi Court accepts estoppel claim in 
recognising the Parties’ Arbitration Agreement

August 2021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abu-dhabi-court-accepts-estoppel-claim-in-recognising-the-parties-
arbitration-agreement/

• 대상판결은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의 체결 후 6년 동안 이를

다투지 않음으로써 유효한 중재합의의 존재를 묵시적으로

긍정하였으므로 금반언의 법리에 의하여 유효한 중재합의의

존재를분쟁이발생한뒤에부정할수없다고판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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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 인력사회개발부 (Ministry of Human

Resource and Social Development, 이하 “MHRSD”)는

자국민의 고용 기회를 늘리고 노동시장 조건을 개선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용주는 본인의

사업에 적용되는 사우디제이션(Saudisation) 요건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우디제이션의 최근 주요 변경사항들은

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습니다.

니타카트(Nitaqat)요건강화

• 인력사회개발부는 사우디제이션 정책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니타카트 (Nitaqat) 제도 개선을 위해 2021년 5월 23일

(11/10/1442H) Ministerial Resolution 제 182495호 (이하

“결의안”)을공표했습니다. 본결의안은틀림없이최근몇년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노동시장에서 자국민의 참가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된 인력사회개발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들 중

하나입니다.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본 결의안은 자국민의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 고용주가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사우디인의 수와 관련된 니타카트

제도의개선사항을도입하고있습니다. (“강화된니타카트”)

• 강화된 니타카트제도는종업원수 6명 이상인 모든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고정된 사우디제이션 요건을

제공하는 현재 니타카트 제도와 달리 강화된 니타카트 제도는

3년 동안 고용주의 사우디제이션 요건을 계산하는 새로운

공식을 도입했습니다. 강화된 니타카트 제도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사우디제이션 요건이 매년 증가할 것이며 , 고용주는

사우디제이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자국민

의무고용 비율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강화된 니타카트 제도는

경제 활동의 범주를 85개에서 32개로 결합하여 시스템을

간소화하였습니다.

• 규정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이나 영업 활동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는 2021년 12월 1일부터3년 동안 적용되는

사우디제이션 요건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케팅관련사우디제이션

• 인력사회개발부는 2021년 10월 24일 (18/03/1443H)에 공표된

Ministerial Resolution 제57818호를 통해 특정 마케팅 업무에

대한 사우디제이션 요건을 결의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2년

5월 8일부터발효됩니다.

• 특정마케팅업무에 5인이상의근로자들을고용하는기업은해당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30% 이상이 사우디인이

되도록 사우디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Ministerial Resolution

제57818호는 사우디제이션이 적용되는 특정 마케팅 업무 및

13개의마케팅관련업무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 , 인력사회개발부는 특정 마케팅 업무와 관련하여

사우디제이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저 임금을 5천 사우디

리얄(미화약 1,330불)로설정했습니다.

비서, 번역/통역,창고관리및데이터입력업무관련사우디제이션

• 사우디 인력사회개발부는 비서, 번역/통역, 창고 관리 및 데이터

입력 업무를 자국민만 수행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2022년 5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 인력사회개발부는

번역가/통역가나 창고 관리자로 고용된 모든 자국민에 대해

사우디제이션을충족하기위한최저임금을 5천사우디리얄 (미화

약 1,330불)로설정했습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ignificant Saudisation Developments

November 2021

https://www.tamimi.com/news/significant-saudisation-develo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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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 new 
regulations

July 2021

https://www.tamimi.com/news/ksa-zakat-tax-and-customs-authority-new-customs-regulations/

• 올해 7월 2일 ,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 (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은 자국 내 관세와 관련한 신규

규정(Decision No. 3852)을 공표하였습니다 . 해당 규정은

GCC 국가에만 적용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면제요건

1. GCC 소재 제조업체가 사우디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제품생산에투입되는인력중최소 25%가

해당 제조업체의 공장이 소재한 GCC 국가의 국적

보유자여야 합니다. 실제 관세 면제를 위한 인력

비율요건은규정제3조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2. GCC 소재 프리존에서 생산한 제품은 사우디 관세

면 제 대 상 에 서 제 외 됩 니 다 . 다 만 ,

유 럽 자 유 무 역 연 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제품도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있습니다.

3. 이스라엘과 관련한 모든 제품은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규정주요내용

1. 규정 제 3조 (특혜관세 (Preferential Tariffs)) –

GCC 소재산업체가특혜관세를받기위해서는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 중 최소 25%가 해당 GCC

국가의국적을보유해야합니다.

1) 유효한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가

존재하고, 제조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바로

직수출하는 제품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있습니다.

2) GCC 소재의 산업체가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 중 최소

25%가 해당 GCC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이어야하며,상세요건은다음과같습니다.

a)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GCC 국적보유자가

10% 이상 – 25% 미만인 경우, 해당 제품의

최소 부가가치율 초과분(즉, 부가가치율 –

최소 부가가치율 40%)이 투입인력 비율의

부족분을 상쇄하면 특혜관세대우를

적용받을수있습니다.

b)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GCC 국적보유자가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즉, 실제

투 입 인 력 비 율 – 25%) 만 큼 최 소

부가가치율(40%)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단,

제품의 부가가치율은 어떠한 경우에도

20%이상을유지하여야합니다.

c) 생산된 제품의 부가가치율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분 (즉 , 실제

부 가 가 치 율 – 40%) 만 큼 최 소

투입인력비율(25%)을 낮출 수있습니다. 단,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GCC 국적의 인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1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규정 제 13조 (직수출 (Direct Transport)) –

특혜관세 적용대상품목은 제 13조에 따라 GCC

국가에서 직수출된 제품으로 한정됩니다. 단, GCC

소 재 프 리 존 에 서 발 급 한 인 보 이 스 및

운송장(transport document)은 특혜관세 적용에

해당되지않습니다.

1) 특혜관세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직수출되는

제품에만 적용되며, 규정 제 13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가해당됩니다.

a) GCC 외 국 가 를 경 유 하 지 않 고

사우디아라비아로제품이운송된경우

b) 지리적 사유로 인해 GCC 외 국가를

경유하고, 경유지 관세당국 관리 하에 하역,

보관 등을 제외하고 일체 가공되지 않은

제품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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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amimi.com/news/ksa-zakat-tax-and-customs-authority-new-customs-regulations/

2) GCC 소재 프리존을 통과하거나 해당

프리존에서발행한인보이스또는선하증권(bills

of lading)과관련하여운송된제품, 혹은프리존

소재 기관을 통해 운송된 제품은 직수출로

간주하지않습니다.

3) 당사자는 사우디 관세당국에 위 1)항의 요건들이

충족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하기 서류를 구비하기가

어려운 경우 , 당사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대체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수출국에서 경유국으로의 운송내역 관련

서류

b) 경유국의 관세당국에서 발행한 증명서

(실제운송되는제품의상세내역, 하역/환적

일자 및 환적 시 사용된 선박명 또는 기타

운송수단 정보 , 해당 제품이 경유국에

체류한근거등을포함해야함)

3. 규정제 15조 (프리존(Free Zones)) – 통관전관세를

납부하였거나 GCC 국가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가공하여 제품을 제조한 경우에도 프리존 및

관세자유지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대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규정 제 15조는 프리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프리존이나 관세자유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운송된 제품의 경우, GCC 국가에서 생산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제조한 제품이거나 이미 프리존이나

관세자유지역에서 통관 전 관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해당제품은외국제품으로취급합니다.

4. 규정제 29조 (원산지검증(Verification of Origin))

– 제품의 원산지 검증을 위한 규정 및 세부절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 추후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에서결의안을통해공표할예정입니다.

5. 규정 제 31조 (원산지가 GCC 국가가 아닌

제품 (Non-National Origin Commodities)) –

이스라엘산 원자재 등 이스라엘과 관련한 일체

제품은 GCC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시온주의자 단체(Zionist Entity)에서 제조하거나,

규정제 9조에따라이스라엘기업또는불매운동기업

리스트에 명시된 업체가 일부 또는 전체 지분을

보유한 GCC 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경우에는

GCC에서생산한제품으로간주하지않습니다.

• 단, 해당 규정 공표와 맞물려 상세 주석이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위 내용이 GCC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지, 아니면 특정 국가에 예외를 적용할지

여부는불확실합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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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UAE Labour Law coming into force on 
2 February 2022: 

November 2021/ February 2022

https://www.tamimi.com/news/new-uae-labour-law-coming-into-force-on-2-february-2022/ 

https://www.tamimi.com/news/new-labour-law-and-executive-regulations/ 

• 작년 연말 UAE 정부는 자국 내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노동법

(UAE Federal Law No. 8 of 1980 on Regulation of

Labour Relations; 이하 “기존법”) 개정을 승인하였고, 40년

만에 기존법을 대체하는 개정법(Federal Decree Law No. 33

of 2021; 이하 “개정법 ” )을 공표하였습니다 . 이러한

개정법은2022년 2월 2일부로 발효 되었고, 이어 지난 2월 3일

개정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Executive Regulations –

Cabinet Resolution No. 1 of 2022; 이하 “시행령”) 또한

추가적으로공표된바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은 기존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한(Unlimited Term)고용계약과 기간제한이 있는 기간제

(Limited Term)고용계약이 있었던데 반해, 개정법하에서는

어떤 형태의 고용계약이었든 최대 3년이내의 기간제(Fixed

Term) 고용계약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하기 요약 및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이슈 기존법 개정법및시행령

파트타임
및

유연근무
제

• 별도 파트타임 및 유연근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음

• 별도 칙령(Ministerial Decree No. 31 of 2019)을
통해 파트타임 근무제 도입하였으나, 기존법 상에서는
규정하지않음

•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에 공표된 내각 결의안에서
처음으로유연근무제도입

• 개정법에 파트타임 및 유연근무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음

1. 파트타임 : 근로자가 특정기간 동안
작업수행을 위해 1명 또는 다수의 고용주와
체결하는 고용계약으로 , 근로자는
근무시간에비례하여연차휴가부여받음 ->
시행령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 반드시
근무일기준 5일의연차휴가를부여해야함
(고용주는 연차휴가 산정 시 , 1년 기준
근로자의 총 근무시간을 근무일 (1일 =
8시간))로변환하여계상함)

2. 임시직 : 사업목표 또는 기간 등이
고용기간을 정하는 유형으로, 현행법 상
기간제계약 (fixed term contracts)과
유사함 . 근로자의 과업 수행 완료 또는
당사자 간 협의된 기한 도달 시, 고용계약이
해지됨

3. 유연근무제: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작업량,
사업운영 관련 요소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
및일정이달라지는경우에해당함

4. 원격근무: 근로자는고용주의승인시, UAE
또는해외에서원격근무가가능함

• 시행령에서는 상기 4가지 근로유형과 별도로, “직무
공유제(Job Sharing)”를 유연근무제 일환으로 도입함
-> 단,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음

3년단위
고용계약

• 고용기간은 기간이 정해져있는 기간제계약(Limited
Term)과 고용만료 기간이 없는 무기한(Unlimited
Term) 고용계약으로분류함

• 고용주 및 근로자는 최대 3년 이내의 기간제(Fixed
Term)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 계약만료시점에
고용기간은갱신또는연장할수있음

•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별도 갱신/연장 없이 근로자가
작업수행시, 해당고용계약은동일한조건으로갱신된
것으로간주함

• 현재 무기한 고용계약을 체결한 고용주는 개정법
유예기간인 2023년 2월 1일 전까지 본 계약을
기간제계약으로전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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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해지

• 합법적으로고용계약의해지가가능한경우:

1. 제 88조 (*근로자가 휴가/병가 중 타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및 제
120조에 명시된 사유 해당 시, 고용계약은
사전통지 없이 해지가능함 (*120조 상의
사유로 고용계약 해지 시,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대상에서제외됨)

2. 근로자의 성과 또는 품행 등 정당한(valid)
사유로 해고 시 , 사전통지 후 고용계약
해지가능함

3. 고용주 및 근로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고용계약해지가가능함

4. 기간제계약의 경우 , 계약만료 시
고용계약해지가가능함

• 기간제계약 중에도 합법적인 사유 (legitimate
reason)로 인한 고용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당사자 간
서면을 통한 사전통지 (*최소 30일 – 최대 90일)가
필요함. 단, 합법적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노동법원의 정당한
해고사유해석여부에대한추이를지켜볼필요가있음

• 근로자가 사전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고용주가 근로자의 사전통지 없이 고용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는 근로자의 사전통보 또는
잔여기간에해당하는급여만큼배상해야함

• 근로자의 성과 또는 품행과 무관한 사유로 인한
고용계약해지가가능하며,사전통지가필요함

• 고용주가 근로자와 계약해지를 위해 사전통지를 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기간 중 이직 지원을 위한 주 1일
무급휴가를부여받음

• 고용주의 사업장 폐쇄 또는 근로자의 근로허가 갱신이
불가한경우,고용계약해지가가능함

수습기간 • 수습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해당 기간 중 사전통지
없이고용계약해지가가능함

• 수습기간은최대 6개월로변동없음

• 고용주가 수습기간중인 근로자의 고용계약 해지를
원하는경우,최소 14일이전에사전통지를해야함

급여
지급통화

• 근로자의 급여는 UAE 현지 은행계좌에 디르함으로
지급되어야함

• 고용주와근로자간체결한계약에따라급여는디르함
외의통화로도지급이가능해짐

November 2021/ February 2022

https://www.tamimi.com/news/new-uae-labour-law-coming-into-force-on-2-february-2022/ 

https://www.tamimi.com/news/new-labour-law-and-executive-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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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Currencies – Real-World Regulation

August 2021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virtual-currencies-real-world-regulation/ 

• 최 근 UAE 에 서 도 가 상 화 폐 (virtual currency) 등

암호자산(crypto asset)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UAE

당국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일련의 규정을 공표하였습니다. 본

기사에서는관련규정의상세내용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 증권 및 상품거래를 규제하는 위원회 (Securities and

Commodities Authority (이하 “SCA”)는 2020년 11월 ,

암호자산관련규정을공표한바있습니다. 본규정은암호자산을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타인에 이전될 수 있는 네트워크/데이터베이스 상

기록”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록은 교환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소유권 및 경제적 권리

등을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SCA 규정은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과 상품형 토큰(Commodity Token)을

구분하고 있으며, 증권형태로 발행되어 교환이 가능한 암호

자산은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하고, 이 외의 모든 암호 자산은

상품형토큰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SCA 규정은 상품형 토큰의 일환으로 발행가능한

특수목적의크레딧(Specific Use Credits)을규정하고있으며,

온라인 게임도 이에 해당됩니다. 게임 개발자는 게임 이용자에

한하여 토큰을 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토큰은 사용자가 게임

기능 향상을 위해 소비하거나 추가 서비스 이용 등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토큰은 별도 유형자산 또는 다른

암호자산과 호환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SCA 규정 제 11조에

따라 상품형 토큰을 발행하는 당사자는 해당 토큰을 활용한

거래가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불가능하고, 사이버범죄에 취약할

수있음을반드시고지해야합니다.

• SCA 규정 외에 , UAE 중앙은행은 2020년 9월, 미래가치

내 (Stored Value)과 관련한 규정을 공표하였습니다 . 해당

규정에서는 소비자가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일정 비용을

선납하면, 미래가치가내장된것으로간주하고, 소비자는미래에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해당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제수단은 1회성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UAE 중앙은행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용자에 자체

발행한 통화를 제공하는 게임회사의 경우 , 해당 통화의

사용횟수를 1회로 제한하거나 특정 게임에만 해당 통화를

사용하도록 제한 시, UAE 중앙은행에 승인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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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tar issues its long-awaited new law on taking 
security over movable assets: 

September 2021

https://www.tamimi.com/news/qatar-issues-its-long-awaited-new-law-on-taking-security-over-movable-assets/

• 카타르는 2021년 9월 동산담보법(Law No. 16 of 2021 - the

Moveable Assets Security Law)을공포했습니다.. 이로인해

카타르 내에서 이용 가능한 담보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동산담보법은 동산과 관련해 채권자가 다음과 같은 유/무형의

자산에대해담보권설정이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1) 현존하는담보제공자에게갚아야하는부채;

2) 은행계좌(당좌예금및정기예금);

3) 상업어음,예금증명서및금융계약서;

4) 모든유형의기계,장치, 장비및재고;

5) 지적재산권.

• 동산에 대한 담보물을 기록하기 위한 기존 특별 등기가 있는

동산(예: 상장증권, 차량, 선박 등)은 동산담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전자등기부

• 새로운 등기시스템은 카타르 중앙 증권 예탁소(Qatar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QCSD”)에서 관리 감독하며 전자

등기부("등기부")의 형태로 동산·채권 등 담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기부에 등재된 내용은 일반 대중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수있습니다.

동산담보법의주요내용

• 동산담보법은 다음과 같이 담보권의 생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여러가지새로운개념을도입했습니다.

1. 부동담보(floating mortgage/charge): 이전에는

부동담보의개념이카타르에서인식되지않았습니다.

동산담보법이 공포된 이후에는 담보 제공자가 현재

및 미래에 발생할 자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을

부여할수있음을의미합니다.

2. 후 순 위 채 무 (Subordination of debt):

동산담보법을 통해 처음으로 후순위채무의

개념이 인정되었으며, 종속성을 유효 하려면

등기부에도등기가되어야합니다.

3. 계약적 집행(자조 구제): 이전에는 담보권

계약에 따라 대주/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할 법원의 집행

명령이었습니다 . 동산담보법이 공포된

이후에는 담보 제공자와 담보권자는 법원

집행명령을받지않고도담보권을집행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적 집행(즉, 자조

구제)에동의할수있습니다.

• 따라서 동산 보안법의 시행은 금융 기관, 차용인 및 기타

담보제공자를포함하여카타르에서사업을하고있거나

고려하고있는많은기업에영향을미칠것입니다.

• 또한, 현재 카타르의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은 동산에

대한 기존 담보권(예: 공장, 기계, 장비, 은행 계좌 등)은

동산담보법 시행일로부터1년 내에 등기부에 담보권을

공시할수있습니다.

• 동산담보법의 도입으로 인해 카타르는 더욱 현대적인

담보법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유효성 및 집행

측면에서동산에대한담보권체제의중요한발전입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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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Issues New Trademarks Law

December 2021

https://www.tamimi.com/news/uae-issues-new-trademarks-law/

• UAE는 2021년도 연방 상표법 제36호 (이하 “신규 법령”)의

공표를 포함하여 수년 이래 가장 큰 입법 개혁을 발표하였고,

해당 법은 올해 1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법령은 개정된 1992년도 연방법 제37호 (이하 “현행법”)를

완전히 대체하며, 이는 현행법 제정 이후 상표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개정안입니다.

• 신규 법령은 일반적으로 GCC 통일 상표법을 채택하지만 몇

가지 다른 측면과 절차를 제공합니다. 신규 법령은 비전통

상표등록, 상표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등 현행법에 따라

뒤처져 있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악의적 선사용 및 상표등록

등 판례를 통해 다른 일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법령은

지리적 표시 등록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등록 및 시행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절차는 아직

발행되지 않은 시행 규정에 자세히 설명될 것입니다. 신규

법령에 명시된 주요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정의

• 신규 법령은 상표의 정의를 3D 상표, 단색, 홀로그램, 소리 및

냄새와 같은 비전통적인 상표를 더 많이 포함하도록 확장하고

있습니다.

등록이금지된상표

• 신규 법령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목록을 제공합니다. 본

목록은 현행법에서 제공하는 목록과 거의 동일하지만, 이전에

등록된 상표 또는 널리 알려진 상표의 동일, 유사, 모방, 번역,

음성 번역 및 음역을 포함하여 금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령에서는 등록 대상 제품의 형상 또는 필요한 기능적

형상인 3D 상표등록을구체적으로금지하고있습니다.

널리알려진상표

• 널리 알려진 상표로 간주하는 기준을 신규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홍보의 결과

관련 대중에게 알려진 정도, (2) 상표 등록 기간 및 사용 기간 (3)

상표 등록되었거나 널리 알려진 국가 수 (4) 상표 가치 (5) 널리

알려진 상표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촉에미치는영향의범위입니다.

다류출원

• 신규 법령은 다류 적용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시행규칙에서 이를 추가로 결정 및 확인할

예정입니다.

시리즈상표

• UAE 상표청의 관행이 시리즈 상표 등록을 허용했지만, 신규

법령은시리즈상표등록을명확하게허용합니다. 시리즈상표는

모든 주요 속성이 유사하고, 색상이나 사양 등 상표의 본질적인

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차이점이 있는 상표로, 동일한

분류에속할경우에한합니다.

고충처리위원회

• 신규 법령에 의해 가져온 흥미로운 발전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전문 판사가 위원장을 맡게 되며, 경제부 장관이

임명하는 2명을 전문위원으로 선정하여 고충처리위원회

(“위원회”)를 관련부처에 설립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출원, 이의

및 취소와 관련하여 상표청에서 발표한 결정에 대한 모든

반대의견을 듣습니다 . 위원회를 이끄는 판사를 두는 것은

위원회가 심사하고 결정 사항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심사절차는아직발표되지않은시행령으로정합니다.

위원회결정에이의제기

• 위원회에서 내린 모든 결정은현행법에 따른 1심법원대신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해야 합니다. 위원회에 판사와 전문위원 2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벽히 말이 됩니다. 이는 현행법상

3단계가아닌 2단계항소와고등법원에만적용되기때문에소송

기간이크게단축됩니다.

선사용

• UAE에서는 오래전부터 판례를 통해 선사용권이 채택되어

왔으며, 현재는 신규 법령에 따라 구체화하였습니다. 신규

법령은선사용자가명시적 또는묵시적으로그러한상표등록을

수락하지 않는 한 5년 이내에 등록된 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선사용자의권리를명확하게규정하고있습니다.



14© Al Tamimi & Company

Korean News Digest | 6th edition

cont.

December 2021

https://www.tamimi.com/news/uae-issues-new-trademarks-law/

• 지리적 표시는 신규 법령에서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에서 비롯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영토 또는 그 지역, 지방 또는 장소에서

상품이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는 단어, 지명, 개인 이름, 숫자, 색상을 포함한 어떤

기호또는여러기호가될수있습니다.

• 신규 법령은 지리적 표시와 상표권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표

출원 또는 해당 국가에서 선의로 사용된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경우지리적표시등록을금지합니다.

세관

• 세관 압수는 현행법과 달리 신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법령에 따르면 세관 당국은 신규 법령을 위반하는 제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또는 권리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20) 일 동안

선적 통관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을 포함하는 몇

가지예외가제공됩니다. (1) 여행자의개인수하물에넣거나작은

소포로 보내지는 소량의 비상업적인 물품 (2) 상표 소유자 또는

그의 동의로 수출국 시장에서 거래를 위해 제공되는 상품 (주로

병행수입품).

• 관세 조치의 세부 사항 및 절차는 시행 규정에 자세히 설명될

것입니다.

잠정조치

• 잠정조치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신규 법령에 규정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포함됩니다. (1) 침해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얻습니다 . (2) 침해에 사용된 재료 , 도구와 장비에 대한

압수됩니다. (3) 침해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상업적 경로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출을 방지합니다. 또는 (4) 침해의

대상과관련된증거를보존합니다.

• 긴급 상황일 경우에 잠정 조치는 판사가 내리며, 일방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판사는 은행이나 금전적 보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건은 법원 명령서가 발부된 후 (20) 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 그렇지 않으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악의적행위

• 현행법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상표는 소유권에 대한 이의 없이

5년 동안 등록되고 사용되면 면제됩니다 . 그러나 신규

법령에서는 악의적으로 등록된 상표는 본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이는파리협약및 UAE법원판례를준수하고있습니다.

상표권취소

• 상표권 취소에 대한 관할권이 관할 법원에 있는 현행법과 달리

신규 법령은 이 관할권을 경제부로 옮겼습니다. 취소 사유

(유사성, 악의적행위, 불사용등)과상관없이경제부는모든취소

요청을조사할관할권을갖습니다.

상표권양도및라이센스

• 현행법에서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신규 법령은 고려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권 양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표 라이센스와

관련하여 신규 법령은 관련 부처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라이선스 계약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라이센스 효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제는 명확히 밝혀져 라이센스를 등록하지 않아도

다시는효력이발생하지않습니다.

기간

• 신규법령은현행법과다른기간을제공하고있습니다:

— 관련 부처는 상표 출원 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상표

출원을 심사합니다 . 현행법상 (30) 일보다 긴

기간입니다.

— 항소는 상표 위원회의 상표출원 거절 결정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현행법상 (60) 일과는 대조적으로 30일

이내에제기되어야합니다.

전자수단을통한통지

• 관련 부처에서 한동안 이메일로 통지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신규법령에의해규정하고있습니다.

지리적표시

• 지리적 표시는 UAE 지적재산법에 새로 추가된 항목입니다.

지리적 표시는 UAE에서 이전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

현행법에서는등록할수없는상표에대해서만다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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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021

https://www.tamimi.com/news/uae-issues-new-trademarks-law/

무거운벌금도입

• 상표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신규 법령에 따라

위조상품, 모조품, 타인의 등록 상표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를 위한 도구를 소지하는 행위,

고의로 모조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와 같은 범죄에

대한벌금은 AED 100,000에서AED 1,000,000사이입니다.

• 위조상품또는침해상품의판매, 소지하는행위또는등록할수

없는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약간 낮은

AED 50,000-200,000벌금이부과됩니다.

• UAE 법원에서 최소 AED 5,000의 벌금 부과했던 현행법의

벌금이많이증가한것입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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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s New Federal Data Protection Law

December 2021

https://www.tamimi.com/news/uaes-new-federal-data-protection-law/

•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2021년 9월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령(Decree-Law No.45 of 2021)을 공포하였고, 해당 법령은

올해 1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집행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고, UAE

기업들은 이를 준수할 준비기간으로 6개월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 UAE 데이터 사무소 (Data Office) 설립에 관한

법령 (Decree-Law No.44 of 2021)과 더불어 , 본 법령은

공정하고투명하며합법적인방법및목적으로개인정보를수집

및 처리 ∙보관하는 등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Europea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과 같은 글로벌 데이터 보호법의 원칙들과

일맥상통하고자합니다.

• 신규 법령은 정보처리자(controller)와 수탁처리자(processor)

모두에게 적용되고 , 각자 상이한 의무가 부여됩니다 .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방법 및 기준을 결정하고,

수탁처리자는 정보처리자의 지시에 따라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 개인정보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로,

직간접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뜻합니다.

본 법령은 정보처리자 및 수탁처리자가 UAE에 위치한 경우 뿐

만 아니라 UAE 외부에 위치해 있어도 개인 정보의 주체가

UAE에 거주하거나 근무할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 법령은 정부 데이터, 정부 당국 및 관할 당국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는 적용되지 않고, 개인 의료 정보나 데이터 관련

별도의 법률이 있는 개인 신용 정보 등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바이 국제 금융무역세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이하 “DIFC”) 등과 같은 프리존 또한 본 법령의

적용대상에서제외됩니다.

• 신규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정 근거는

데이터 주체의 동의입니다. 개인 정보 처리 전,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개인 정보가 공유될 제3자 등에 대해

데이터 주체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처리자가이에대해수집하는개인정보처리에대한동의는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하며, 동의 문구에 체크 표시 상자

등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 또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권리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신규 법령은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정보처리자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료로 요청할 권리, 개인정보 수정 및 삭제의 권리 (즉, 잊혀질

권리),개인정보처리를제한할권리등을포함하고있습니다.

• 신규 법령은 개인 정보 침해 신고 절차 및 데이터 보호

담당자 (Data Protection Officer: 이하 “DPO”) 임명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개인 정보 처리가 높은 리스크를

수반하는 상황에는 정보처리자와 수탁처리자 모두 DPO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 데이터 처리 도중 데이터 침해

또는 법령 위반 시 데이터 사무소와 데이터 주체에 알려야 하며,

본법률은그통지에관한세부사항을상세히규정하고있습니다.

이 외에도 본 법령은 데이터 주체의 권리, 크로스보더 데이터

이동에관한상황에대해서도다루고있습니다.

• 신규 법령 및 집행 규정 위반은 행정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법령은행정처벌의잠재적인범위를명시하고는

있지 않지만, 향후 공포될 집행 규정이 기타 내용(예로, DPO

임명이 필요한 “높은 리스크 상황”의 의미)과 더불어 이를 더

상세히규정할것으로예상되어집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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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Thomson영입인사 – Real Estate(부동산) 역량강화

저희 알타미미는 지난 8월 29일 Andrew Thomson 파트너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며 부동산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Andrew 변호사는 부동산 부문 총괄 변호사로서 현재 두바이

DIFC사무소에 상주하고 있으며, 14년에 걸친 중동 현지 부동산

거래 및 투자 자문과 다수의 해외 클라이언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 아부다비 에 정착 후, 다수의 부동산 투자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금융투자회사, 부동산개발회사, 정부기관등다수공공및

민간기업과업무를수행해왔습니다. Andrew 변호사는저희법인

합류 이전에 영국계 로펌인Eversheds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부동산분야전문변호사로입지를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Andrew 변호사는 중동지역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Legal 500과 Chambers legal

directories 에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부동산펀드 ,

부동산투자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Data(데이터), 교육, 물류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히

자문하고 있습니다 . 알타미미는 이번 영입으로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전문성있는법률조력을제공할것으로기대합니다

알타미미,  블랙록컨소시엄 115억달러가스관투자자문

저희 알타미미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국영석유회사 (Saudi

Arabian Oil Company; 이하 “ARAMCO”)가 미국 블랙록

자산운용(BlackRock Global Energy & Power Infrastructure

Fund III; 이 하 “ BlackRock”) 과 사 우 디 국 영

하사나자산운용(Hassana Investment Company)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과 체결한 약 155억불 규모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투자

계약에서컨소시엄측에자문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계약으로 하나로

2021년 아람코의 두 번째 주요 파이프라인 거래입니다 .

사우디아람코는 아람코 가스파이프라인의 과반수가 넘는 51%

주식을 보유하고 블랙록과 사우디 사회재해보험 (GOSI)의

자산운용부문인 하사나가 이끄는 컨소시엄에 49%의 주식을

매각할계획입니다.

사우디아람코는 이번 거래의 일환으로 새롭게 설립된 자회사인

아람코 가스파이프라인은 국영 에너지회사의 가스파이프라인

네트워크의사용권을임대해 20년간아람코에재임대하게됩니다.

또한본거래는원유의존형제에서탈피하여지속가능한경제체질을

갖추기 위해 사우디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Vision 2030”

과정에서 기존의 건설분야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 재생에너지 및

새로운 인프라사업 구축의 좋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우디 시장은 아국기업들에게도 상당히 높은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기회의땅이될수있을것이라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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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알타미미 한국팀의 2021 하반기 주요 업무 사례를

소개합니다..

국내대형벤처캐피탈사의투자대상기업법률실사수행

하지원변호사는중동내유망스타트업회사의시리즈B펀딩에국내

최대 규모의 벤처캐피탈사가 투자의사를 밝히고 현지 법률실사를

의뢰한 건을 수행한 데 이어, UAE 현지에도 자회사를 설립한 바

있는 국내최대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업이 투자유치 대상회사에

대한 사전가치 검증과 잠재적 투자자 실사 대응을 위해 의뢰한

Seller-side 법률실사및법률의견서작성업무를수행하였습니다.

홍콩의 지주회사를 통해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계획하고있는 해당 기업은잠재적투자자들과의 협의를 통해투자

규모를조율중에있습니다.

국내유명게임사의중동진출을위한관련법률및규제자문

코로나 19 팬데믹 국면과 더불어 전세계 게임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중동 국가들에서는 게임을 포함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적극 육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 알타미미는

이러한 시류에 맞물려, 국내 유명 게임 개발사의 중동 (UAE,

사우디아라비아 , 쿠웨이트 , 이라크 등 )진출에 앞서 현지

게임시장에서 고려되어야 할 법률 및 규제에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저희 알타미미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최대 규모의 로펌으로, 총

9개 중동 국가에 18개 사무소를 두고 있어, 원스톱으로 해당 중동

국가들의 각종 규제 법률 및 정책들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어의뢰인들에게호평을받고있습니다.

국내제조기업상품의상표권등록및출원대행

알타미미는 KOTRA와 연계하여 중동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주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상표권 등록 및 출원을 대리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특성상상표 출원 신청서 제출 이후, 해당

내용에대한변경이나수정이어렵고, 상표권취득절차가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 알타미미가 진행하고 있는

상표권/특허/디자인 등록 및 출원 대행 서비스가 많은 한국

기업들에게도움이되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알타미미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 이집트 ,이라크 , 요르단 , 오만 , 카타르 등 다수의

중동국가에서상표권출원업무를진행하고있습니다. 중동국가내

상표권 등록 절차와 상표권 등록시 고려 사항 등에 대한 관련 상담

및 실 업무 진행은 한국팀 하지원 변호사와 강윤정 연구원이

담당하고있습니다.

국내대형제조업체, 사우디제조업체인수자문

송형민 변호사는 국내 대형제조업체의 사우디 제조업체 인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송형민 변호사와 알타미미 기업팀은

본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법률실사, 인수협상, 주식양수도계약 및

부속계약체결, 사우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신고, 거래종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등 기업인수거래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에 걸쳐 회사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매수인을 대리하였습니다 . 특히 매도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기업인수가 중단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상속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거래가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종결될수있도록기여하였습니다.

국내대형건설사의세금소송승소

송형민 변호사와 알타미미 조세팀은 국내 대형건설사를 대리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특히 본사 파견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 및

해외 조달 장비 및 자재의 손금산입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현재 본 사건은

항소심에 계류중인바 ,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추후

업데이트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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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주재아국공공기관을대상으로아랍에미리트및중동지역

관련법률및정세관련간담회개최

지 난 11 월 4 일 , 저 희 알 타 미 미 는 총 영 사 님 이 하

아랍에미리트 (UAE)에 주재하는 주요 한국 공공기관/공기업

대표들을 모시고 UAE및 중동 지역 관련 법률 및 정세 관련

간담회를개최하였습니다.

두 바 이 총 영 사 관 , 아 부 다 비 대 사 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한국전력공사 (KEPCO),

한 국 가 스 공 사 (KOGAS), 한 국 산 업 은 행 (KDB),

한 국 무 역 보 험 공 사 (Ksure), 한 국 수 출 입 은 행 (KEXIM),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and Food Trade Corporation),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S), 대한건설협회 (ICAK),

한국방송공사(KBS) 등 총 국내 17개 기관의 대표분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저희 알타미미의 창립자인 에쌈 알타미미 회장은

국내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향후 UAE 를 포함한 중동지역에서의

성공적인 비지니스와 중동국가 정부기관들과의 협업방안 및

유의사항들에 관해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 참석 기관들로부터

큰호평을받았습니다.

더자세한기사내용은아래링크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사보기: https://lnkd.in/dHJ9iWVJ

알티미미, 2년연속ALB Korea Law Award Finalist 후보로선정

저희 알타미미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ALB Korea Law

Awards 2021에서 "Korea Practice Foreign Law Firm of the

Year(올해의 한국업무 해외로펌)" 부문의 Finalists(후보로펌)로

선정되었습니다.

Thomson Reuters 소속의 아시아지역 법률전문 미디어

ALB(Asian Legal Business)는 매년 사전 시장조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판정단 투표를 통해, 한국 우수 로펌 및

분야별 우수 로펌/기업법무팀/deal 등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알타미미한국팀,  LegalTimes(리걸타임즈)에중동에서활약하는

명문로펌으로소개

2021 년 11 월 한 국 의 유 명 로 펌 사 이 트

LegalTimes(리걸타임즈 )에서 창간 14주년을 맞아 발행한

특집호에서 한국 시장에서 눈에 띄게 활약하는 국내외 명문로펌

47곳을 소개하였습니다. 리걸타임즈는 알타미미를 중동과 이집트

등 9개국에 모두 16개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450명이 넘는

중동최대로펌으로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출범 10년째를 맞은 알타미미 한국팀은 총 4명의 한국계

변호사 상주하여 중동 법률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통상적인기업자문에서부터대형거래및각종분쟁의중재및조정

등다양한분야에서활발이자문하는점을높이평가였습니다.

더자세한기사내용은아래링크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사보기: https://lnkd.in/gxt8vzx4

알타미미한국팀, 성균관대로스쿨에서강의

알타미미 한국팀은 지난 12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국내 대형

건설사에서 교육대상으로 선발된 30여명을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주관한 “제 12기 Global

Commercial 전문가 과정”에서 중동 국가에서 사업 운영 시

반드시숙지해야하는법률적쟁점을중점적으로강의하였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총 12시간에 걸쳐 알타미미 한국팀의 윤덕근

변호사를 필두로 중동 건설법, 노동법, 사우디 조세법 등 다양한

법률을 다루었습니다 . 뿐만 아니라 , 최근 중동 시장의

주목되는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관련

정책과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관련제도및

동향을소개하는시간을가졌습니다.

송형민변호사, 사우디기업및세제관련특강진행

알타미미 한국팀의 송형민 (James Hyungmin Song) 변호사는

지난 11월 25일, 사우디아라비아 주젯다 총영사관에서 진행된

2021년도 "제2차 기업지원협의회"에 초청되어 사우디 기업법 및

세제관련한특강을진행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사무소에 상주하는 송형민 변호사 조세 및

분쟁해결전문변호사로, 국내의다수대기업의사우디내조세자문

및 소송 대응과 관련하여 전방위적인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및 주젯다총영사관의

법률자문가로도활동하고있습니다.

https://lnkd.in/gxt8vz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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