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7개국「노동법」내 근로규정 비교
- 근로계약,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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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노동법률은 현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쳐 약 120개
정도가 제정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들은 서로 각각의 목적(집단적 노사관계,
산업안전, 개별근로관계, 고용안정, 근로복지 등)을 가지면서 노동(근로)과
관련한 사안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는「헌법」제32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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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1

법률이다 . 개별 근로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인 이 법은
노사관계에서의 고용계약, 즉 근로계약을 정하고 이 같은 계약관계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통상 노동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며 기본이 되고 있는 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이하에서 살펴보게 될 국가들 중 대표적인 국가로 꼽을 수
있는 러시아의 경우, 근로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규의
총체로 러시아연방 「노동법전(노동법)」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2001년
12월 30일 이를 채택하여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이
법은 근로활동 부문의 본질적인 법규이자 러시아 연방 노동법률의 주된
근간이 되고 있다. 「노동법전」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수립하고 노동보호에 대한 사안 및 직업훈련, 재교육과 근로능력 제고,
사회적 협력관계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개별 근로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과 유사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우리나라의

경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이 발표·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축소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 및 기타 연장근로의 가산 규정 또한
개정하면서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나 산업재해 등의 악순환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또한 2018년 「노동법」의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휴일의

1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1장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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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다자녀 가족에 대한 휴가혜택 제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고 2019년 이를 시행 중에 있다.
이처럼 노동법령은, 근로활동이 국민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사안인
만큼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만큼 이의 개정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는 다른 분야의
법령들과

비교하였을

때도

상대적으로

개정빈도가

잦은

편이며

경제·사회적 현황과 이슈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하에서는 앞서 다룬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국가 및
중앙아시아 국가의 현행 노동법 규정과 개정동향을 살펴보며 각국의 주요
근로기준에

대해

비교해보려

한다.

러시아를

비롯한

기타

국가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소련연방 시절의 영향을 받아 구소련 국가의
법제도가 러시아 법제도와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다는 특징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각

국가들마다

저마다의

문화,

사회,

민족적

특성

등이

존재하여 제도와 집행에 있어서는 점차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어떠한 부분에서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각국 노동법령의 특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II. 대상국 개요 및 연구방법
이하에서 살펴볼 노동법률의 대상국가는 러시아와 일부 구소련 국가들로,
여기에는

동유럽

지역의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중앙아시아

지역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포함된다.
이들

국가는

상기

언급한

바

있듯

러시아

법체계의

영향을

받아

법률체계에 있어 큰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1년 소련해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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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되면서 사회 및 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각 국가만의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여 기본적인 구조 이외의 부분에서 점차 차이점을 보이기
시작한다. 물론 이 같은 차이점에는 일반적인 내용, 조문 구성의 차이도
있으나 개념상의 차이나 해석의 차이 등 구체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이처럼 다양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이 모든 것을 상세히 다루기엔
국가의 수와 내용이 매우 방대하므로 해당 보고서에서는 노동부문에 있어
대표적인 법인 상기 7개국에 모두 존재하는「노동법」중에서 주제 몇
가지를 추려 이를 집중적으로 비교, 분석 해보도록 한다.
공통으로 존재하는 해당 주제 중 노동(근로)계약, 근로시간, 휴식시간,
휴가시간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내용은 상기 7개국의 최근
2

개정된「노동법」 의 2019년 현행 규정을 중심으로 한다.

III. 국가 및 주제별 근로기준
주제에 따른 국가별 근로기준을 살펴보기에 앞서, 러시아 및 구소련 국가
의「노동법」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자면, 현재의 법령이 소비에
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시절 노동법을 근간으로 하는 법적 배경을 가지고

2

러시아연방「노동법」(2019.04.01 일부개정) Трудово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0.12.2001 N
197-ФЗ (ред. от 01.04.2019) / 우크라이나「노동법」(2019.06.21 일부개정) Кодекс законів про працю
України № 2728-VIII (від 21.06.2019) / 벨라루스 공화국 「 노동법 」 (2018.07.17 일부개정) Трудово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от 17 июля 2018 г. № 124-З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노동법」(2019.05.24 일
부개정) Трудово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т 24 мая 2019 № 03/19/542/317 / 카자흐스탄 공화국
「노동법」(2019.01.01 일부개정) Трудово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23 ноября 2015 года № 414V (с изменениями и дополнениям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01.01.2019 г.)/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 노동법 」
(2018.06.26 일부개정) Кодекс КР от 4 августа 2004 года № 106 "Трудовой кодекс КР" от 26 июня 2018
года N 62 / 투르크메니스탄 「 노동법 」 (2019.06.01 일부개정) Трудовой кодекс Туркменистана с
изменениями и дополнениями, внесенным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ое июня 2019 го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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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구조와 내용면에서도 많은 점이 흡사하다 볼 수 있
다. 다수의 법 기관, 법률구조 및 구체적인 규정 등이 소련시대의 노동법과
같거나 시장경제의 요건을 고려해 일부 수정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내용구성이 법적 규제의 대상에서부터 시작하여 특정 근로자의 근
로 규제에 대한 특수요건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은 소련 시대의 법률구
성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또한 노동법에서 이러
한 차이는 용어, 노사관계의 법적규제 수준, 법적장치의 질, 국제노동기준
과의 부합 정도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상기 7개국「노동법」
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기준을 대표 주제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며 실질적인
각국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한다.

1. 근로계약
7개국가의「 노동법 」에서 근로계약제도는 거의 동일한 하나의 구조 (근
로계약의 요건 - 근로계약의 체결 - 근로계약의 변경 – 근로계약의 종료)
에 따라 형성된다고 볼 수 있으며, 모두 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요건을 명
시하고 있다.
해당 4단계 구조에 따라 공통 및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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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의 요건
항목

공통점

차이점
- 러시아: 근로시간, 휴식시

- 근로장소, 직무명, 근무시

간, 유해하고 위험한 근로에

작일과 유효기간, 보수조건

대한 보상금 규정, 특정근로

에 대한 내용

및 의무사회보험에 대한 요
건이 추가됨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근로계약요건에 대한 목
록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

- 벨라루스: 근로자와 사용

라 그 내용이 추가될 수 있

자의 권리와 의무, 양 당사

음

자의 책임요건이 추가됨

(2) 근로계약의 체결
두 번째 단계이기도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모든 국가에서 각 당
사자 당 2부씩 서면을 통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체결한 근로계약의 무효에 대하여는‘키르기스스탄’,‘벨라루스’,
‘ 카자흐스탄 ’ 의 노동법에서 관련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 카자흐스탄 ’ ,
과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의 관련규정에서는 근로계약이 법원
에 의해 무효로 인정된다는 내용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근로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의 목록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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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공통점

차이점
- 카자흐스탄: 체류등록증
또는 무국적자 증명서(외국
인등록증), 납세자등록증명

- 여권 또는 기타 신분증명

서 사본 추가 제출

근로계약의 체결 시, 근로자

서, 근로명부, 교육 및 자격

- 벨라루스: (장애인의 경우)

가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증명서, 특수자격에 대한 증

건강에 대한 소견서, 소득증

하는 서류

명서, 병역증명서, 건강증명

명서 추가 제출

서

- 러시아: 국가연금보험증명
서 추가 제출
- 키르기스스탄: 사회보장증
명서 추가 제출

(3) 근로계약의 변경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상기 변경사실에 대하여 근
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항목

공통사항

차이점
* 통지기간
-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

근로계약의 변경에 대한
통지

- 사용자는 변경사실에 대하

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우즈베키스탄

함

- 변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러시아,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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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계약의 종료
마지막 근로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모든 노동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로
종료의 근거목록과 근로자의 해고 절차, 특정분야근로자의 해고 시 보장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면서 근로계약의 종료에 대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종료에 대한 근거의 대부분은 양 당사자의 합의,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근로자나 사용자의 제안 등이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근로자에게 예고하는 기간과 관련하여는 국가
마다 기간을 달리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
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은 2주 이내,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은 1
주 이내로 하고 있다.
사용자의 주도로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법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할 시에만 가능하다. 해당 사유에 관하여는 6개(우즈베키스탄
제100조)부터 18개(카자흐스탄 제54조)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모두가 국제노동원칙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근로능력 상실로 인하여 2개월(카자흐스탄) 또는 4개
월간(벨라루스) 결근할 경우 근로계약은 해지될 수 없다는 고유의 차별적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2. 근로시간
(1) 법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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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노동법」에 명시된 법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공통적으로 모든
국가의 주당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
에 따라 주5일, 주6일근로제에 따른 근로시간 규정 및 1일 근로시간 규정
을 함께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항목

국가

공통사항

차이점 및 비고

러시아

X
- 주6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주당 40시간:

우크라이나

1일 7시간, 주당 36시간: 6시간, 주당
24시간: 4시간 (제52조)
- 주5일 및 주6일근로 시간은 정부 또는

벨라루스

주무기관이 정한 연간 근로시간규정에
주당

법정근로시간

우즈베키스
탄

카자흐스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부합하여야 함 (제124조)
- 주5일근로시 1일 8시간, 주6일근로 시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제115조)
-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제71조)
- 주6일근로 시 주당 40시간: 1일 7시간,

키르기스스
탄

주당 36시간: 6시간, 주당 24시간: 4시간
(제94조)
- 주5일근로 시 근로시간은 회사내규에

투르크메니
스탄

따르며, 주6일근로 시 주당 36시간: 6시간,
주당 24시간: 4시간 (제67조)

(2)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의 경우, 모든 국가가 「노동법」 내 ‘연장근로’에 관한 조문을
개별적으로 둠으로써 이를 규정하고 있다.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내용뿐
-9-

만 아니라, 주로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여부(또는 사용자의 제안,
지시여부), △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예외 상황, △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자,
△근로 허용 시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항의 유무나
구체적인 내용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항목

국가

내용
- 근로자의 서면동의 하에 실시
- 2일 연속 4시간, 연간 1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러시아

- 임신한 여성, 18세 미만 근로자는 근로가 불가함
(제99조)
- 예외적인 상황3을 제외하고, 연장근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함 (제62조)
- 임신한 여성 및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우크라이나

18세미만의 여성, 중등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는 자는
근로가 불가함

연장근로시간

(제63조)
- 사용자의 제안,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근무한
경우, 겸직근로자, 재택근로자의 경우 허용되지
아니함 (제119조)
-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시에만 근로가 허용
벨라루스

- 임신한 여성,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18세
미만 근로자, 중등·야간·직업교육을 이수중인 자,
의료자문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장근로가
면제되는 자는 불가함 (제120조)
- 주당 10시간, 연간 18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

1) 국가 방위 또는 공공·자연재해 및 산업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우, 이와 관련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경우 2) 물, 가스, 난방, 전기, 상하수도, 교통, 통신의 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근로를 수행하기 위한 경
우 및 이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는 자연재해나 우발적인 상황을 제거하기 위한 경우 3) 기술적 요인에
따른 예기치 못한 지연으로 정규 근로시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여 국가 또는 공공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 할
수 있는 근로의 경우, 또는 기계 및 기타 장비의 고장으로 근로자상당수가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의 즉각적인 수리를 요하는 경우 4) 출발지점 및 목적지점에서 운송수단이 멈추거나 화물이 집
적되는 것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한 목적의 화물취급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5) 중단되지 아니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결근 시 해당 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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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제122조)
- 근로자 동의 하에 적용됨
- 12시간 근무 시 또는 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근로조건에서의 근무 시에는 근로가 허용되지
우즈베키스탄

아니함 (제124조)
- 2일 연속 4시간(유해하거나 위험한
근로조건에서의 근무 시 2시간), 연간 1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제125조)
- 근로자가 서면동의 한 경우에만 허용됨
- 예외적인 상황4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허용될 수 있음
- 임신한 여성, 18세 미만인 자, 장애인은 근로가

카자흐스탄

불가함 (제77조)
- 근로자당 1일 2시간, 유해하거나 위험한
근로조건에서의 근무 시 1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월간 12시간, 연간 1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제78조)
- 사용자의 제안, 지시에 따르고 근로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가 가능함
- 2일 연속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키르기스스탄

- 의학적 소견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경우 장애인,
임신한 여성도 허용됨
- 18세 미만의 자는 허용되지 아니함
(제100조)
- 노동조합, 근로자대표기관의 견해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함

투르크메니스탄

- 임신한 여성, 18세 미만인 자, 법률에 따른 기타
특정 근로자는 불가함 (제64조)
- 2일 연속 4시간, 연간 1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제65조)

4

각주 3의 1), 2), 5)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상의 피해나 사망의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긴급지원을 제공하

기 위한 경우

- 11 -

(3) 야간근로시간
야간근로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야간근로시간을 밤10시부터 새벽6시까
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가 야간근로시간을 주간근로시간
보다 1시간 단축하여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령이나 조건의 내용에 있어 미미한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
로 시간규정과 함께 임신한 여성이나 장애인, 자녀를 둔 여성의 야간근로
를 제한하는 규정이 함께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들의
근로 시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항목

국가

공통사항

차이점 및 비고
- 임신한 여성, 장애인, 18세 미만인 자
불가함
-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장애아동을 둔 근로자, 가족을

러시아

간병하는 자, 5세 미만 아동을 둔
한부모, 5세 미만 아동의 후견인은
- 밤10시부터
새벽6시까지로
규정

야간근로시간

의학적 소견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본인의 서면동의 하에 근로가 가능함
(제96조)
- 임신한 여성,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18세 미만인 자, 법률에 의해
규정된 특정근로자 불가함

우크라이
나

- 주간
근로시간에서
1시간 단축하여
적용함

- 제175조가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성의 야간근로는 허용되지 아니함
- 장애인은 의학적 소견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본인의 동의 하에 근로가
가능함 (제54조)
- 임신한 여성, 18세 미만인 자 불가함
-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벨라루스

장애인(재활활동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은 본인의 서면동의 하에
근로가 가능함 (제117조)
- 장애인은 의학적 소견에 결격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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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경우 본인의 동의 하에 근로가
가능함 (제220조)
- 임신한 여성, 14세미만의
우즈베키
스탄

자녀(장애아동-16세미만)의 경우
본인의 동의 하에 가능함
- 임신한 여성,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은 모자의 건강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결격사유가 없음이 증명되는
경우 근로가 허용됨 (제228조)
- 임신한 여성,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가 불가함
- 장애인은 의학적 소견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본인의 동의 하에 근로가

카자흐스
탄

가능함
-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보호자
없는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자,
16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자는 본인의 서명동의 하에 근로가
가능 (제76조)
-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은 본인의

키르기스
스탄

동의 하에 근로가 가능함
-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가 불가함
(제97조)
- 장애인은 의학적 소견에 결격사유가

투르크메
니스탄

없을 경우 본인의 동의 하에 근로가
가능함
(제191조)

3. 휴식시간
휴식시간은 모든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의무에서 벗어나, 자
신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
분 ‘휴식시간’ 의 개념을 △근로 중 휴식, △근로 후 휴식, △주휴일,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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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휴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대략적인 내용은 유사한 편이나 시
간에 대한 규정에 있어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점을 보인다.
이 중, 주휴일의 경우에는 주5일근로시 2일, 주6일근로시 1일로 공통된 기
준을 적용하고 있다.
항목

국가

내용
- 30분이상 2시간 미만의 휴식 및 식사를 위한
시간이 제공되어야 함, 1일 4시간 이하의 근로

러시아

시에는 내규에 따라 제공되지 아니할 수 있음
(제108조)
- 2시간 미만의 휴식 및 식사를 위한 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우크라이나

아니함
- 원칙적으로 근로시작 4시간 이후로 함 (제66조)
- 20분이상 2시간 미만의 휴식 및 식사를 위한

벨라루스

시간이 제공되어야 함,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제134조)

근로 중
휴게시간

-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휴식 및 식사를
우즈베키스탄

위한 시간이 제공되어야 함, 구체적인 시간은
회사내규, 교대근무표, 노사간합의에 따라 결정함
(제127조)
- 근무시간 내 30분 이상의 휴식 및 식사를 위한

카자흐스탄

시간이 1회는 제공되어야 함
(제81조)
- 30분이상 1시간 미만의 휴식 및 식사를 위한

키르기스스탄

시간이 제공되어야 함,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제110조)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의 휴식 및 식사를 위한

투르크메니스탄

시간이 제공되어야 함
- 원칙적으로 근로시작 4시간 이후로 함
(제74조)
- 14 -

항목

국가

내용
- 주당 휴식시간은 42시간 이상이어야 함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근무 후
휴게시간

(제110조)
- 주당 휴식시간은 42시간 이상이어야 함
(제70조)
- 주당 휴식시간은 42시간 이상이어야 함
(제138조)
- 근로종료와 다음날 근로시작일 사이의 일일

우즈베키스탄

휴식시간은 12시간 이상이어야 함
(제128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근로종료와 다음날 근로시작일 사이의 일일
휴식시간은 12시간 이상이어야 함 (제83조)
- 관련규정 없음
- 주당 휴식시간은 42시간 이상이어야 함
(제79조)

이하에서는 각 국의 국가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별 공휴일의 경우 설날, 노동절, 크리스마스 등을 제외하고는 각 국가
의 문화·역사적 성격에 따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가들 중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의 경우, 「노동법」내에 공휴일
의 근로규정에 대하여는 설명하고 있으나, 해당 공휴일의 목록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개별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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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국가

내용
- 1월1~6일, 8일 (설 연휴), 1월7일 (크리스마스)5
- 2월23일 (조국수호의 날, 남성의 날)
- 3월8일 (국제여성의 날)

러시아

- 5월1일 (노동절)
- 5월9일 (승전기념일)6
- 6월12일 (러시아의 날-독립기념일)
- 11월4일 (국민화합의 날-군인의 날)
(제112조)
- 1월1일 (설날), 1월7일/12월25일 (크리스마스)
- 3월8일 (국제여성의 날)

국가
공휴일

- 5월1일 (노동절)
우크라이나

- 5월9일 (승전기념일)
- 6월28일 (헌법의 날)
- 8월24일 (독립기념일)
- 10월14일 (조국수호의 날)
(제73조)
* 노동법 내 해당규정 없음7
- 1월1일 (설날), 1월7일 (크리스마스-동방정교)
- 3월8일 (국제여성의 날)

벨라루스

- 5월1일 (노동절), 5월9일 (승전기념일)
- 7월3일 (독립기념일)
- 11월7일 (10월혁명 기념일)
- 12월25일 (크리스마스-카톨릭)
- 1월1일 (설날)
- 3월8일 (국제여성의 날), 3월21일 (나브루즈)8

5

동방정교회가 사용하는 ‘율리우스력’에 따른 계산법을 사용하여 1월7일로 지정함, 7개국 중 대부분이 러시

아정교의 영향을 받아 크리스마스를 1월7일로 규정하고 있음
6
1812년 러시아군이 나폴레옹 군을 격퇴한 조국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
7

국가공휴일에 관하여는 1998년 3월26일 자 제157호 「벨라루스 공화국 국경일, 공휴일 및 기념일에 관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8

새로운 날(new day, 설날)’을 뜻하며,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국가들이 기념하는 새해 및 봄맞이 축제를
뜻함. 약 2주에 걸쳐 다양한 의식, 축하 행사, 문화 행사 등을 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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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9일 (추모의 날)9
우즈베키스탄

- 9월1일 (독립기념일)
- 10월1일 (스승의 날)
- 12월8일 (헌법의 날)
(제131조)
* 노동법 내 해당규정 없음10
- 1월1~2일 (설 연휴)
- 3월8일 (국제여성의 날), 3월21~23일
(나우루즈)11

카자흐스탄

- 5월1일 (국민화합의 날), 5월7일 (조국수호의
날), 5월9일 (승전기념일)
- 7월6일 (수도의 날)12
- 8월30일 (헌법의 날)
- 12월1일 (1대 대통령의 날)
- 1월1일 (설날), 1월7일 (크리스마스)
- 2월23일 (조국수호의 날)
- 3월8일 (국제여성의 날), 3월21일 (나우루즈)
- 4월7일 (4월혁명의 날)

키르기스스탄

- 5월1일 (노동절), 5월5일 (헌법의 날), 5월9일
(승전기념일)
- 8월31일 (독립기념일)
- 11월7일, 8일 (역사와 조상의 날)
(제113조)
- 1월1일 (설날)
- 3월8일 (국제여성의 날), 3월21~22일 (나브루즈)
- 5월18일 (헌법과 국기의 날)

투르크메니스탄

- 9월27일 (독립기념일)
- 10월6일 (참전용사의 날)
- 12월12일 (국제 중립의 날)13 (제81조)

9

2차대전 당시 사망한 영웅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

10

국가공휴일에 관하여는 2001년 12월13일 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경일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

음
11

앞서 설명한 우즈베키스탄의 ‘나브루즈’와 동일한 형태의 설날맞이 축제, 국가와 지역별로 명칭이 다름

12

1998년 국가의 수도를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이전한 것을 기념하는 날
1995년 9월 유엔총회가 투르크메니스탄이 신청한 영세중립 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함으로써 투르크메니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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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가시간
각 7개국의 기본 연차유급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기본 연차유급휴가일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투르크메니스탄(30일)’이며, 가장 적은 국가는 ‘우즈
베키스탄(15일)’으로 나타나고 있다.

항목

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연차유급휴가

우즈베키스탄

내용
- 28일 (제115조)
- 24일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31일
(제75조)
- 24일 이상 (제155조)
- 15일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 및 장애인은 30일
(제134조)

카자흐스탄

- 24일 (제88조)

키르기스스탄

- 28일 (제117조)

투르크메니스탄

- 30일, 교육기관의 근로자 및 대표나 장애인은
45일 (제86조)

IV. 맺음말
지금까지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7개국의「노동법」에
공통으로 명시된 근로계약과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 있는 것처럼, 각국 「노동법」에서 또한 해당
국가들이

소련

및

러시아

법체계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주제와

내용구성 등의 면에서 눈에 띄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통하여 어느 정도

스탄이 유엔이 승인한 유일한 영세중립국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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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반면,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보여지는

기준상의

차이점들은 각 국가적 특색을 반영하고 있어, 각 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는
기준들을 지속적으로 채택하고 조율하며 독자적인 기준으로 확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도 볼 수 있다.
현재 해당 국가들의 「노동법」은 2018 하반기와 2019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개정을 반복하고 있다. 주로 사용자들의 의무 강화와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어,

점차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생산성 또한 제고하려는 방향성을 띠고 있다. 이 같은
개정동향을 미루어 본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근로기준의 변경과 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향후

이들

국가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근로기준을 마련하고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실현할 것인지에 주목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기준이 실질적으로 근로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현 7개국의 근로환경과 기준을 알아보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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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참고자료 □

- 러시아 「노동법」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
&searchPageRowCnt=10&CTS_SEQ=28012&AST_SEQ=1082&ETC=13)
- 우크라이나 「노동법」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ListPage.do?A=A&searchType=all
&searchText=%25EB%2585%25B8%25EB%258F%2599%25EB%25B2%2595&s
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5&searchNtnl=UA&pageIndex=1l)
- 벨라루스 「노동법」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
&searchPageRowCnt=10&CTS_SEQ=28194&AST_SEQ=1093&ETC=1)
- 우즈베키스탄 「노동법」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
&searchPageRowCnt=10&CTS_SEQ=28116&AST_SEQ=1084&ETC=1)
- 카자흐스탄 「노동법」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
&searchPageRowCnt=10&CTS_SEQ=28145&AST_SEQ=1085&ETC=1)
-

키르기스스탄 「노동법」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
&searchPageRowCnt=10&CTS_SEQ=28201&AST_SEQ=1094&ETC=1)

-

투르크메니스탄 「노동법」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
&searchPageRowCnt=10&CTS_SEQ=38045&AST_SEQ=1285&ET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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