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국과 대만의

법정 근로시간 비교
-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중국 노동법·대만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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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근로시간은 개인의 경제생활과 행복추구권 보장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업 및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서 국가
정책과도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년 조사하는 〈 고용 및 노동 시장 통계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연간 평균 실질 근로시간 수는 2,005시간으로 OECD 회원국 가
운데 3위를 기록했다(OECD, 2018). 근로 여건의 개선에 대한 수요를 종합하
여 대한민국 정부는 일과 생활의 균형 맞추기를 국정과제로 삼은 뒤에 근
로시간은 단축하고 연차휴가 일수는 늘리도록 2018년 「근로기준법」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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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고용노동부, 2018).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연간 평균 실질 근로시간
수는 2,000 시간 미만으로 줄어들었다(고용노동부, 2019).
엄밀히 말하자면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도 대한민국에서 1
주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는 52시간이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다만, 법
률 조문에는 52시간이라고 적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어떻게 해석하
여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어 왔다(고용노동부, 2000) 1 .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적용하는 단계에서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해석하였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 2012).2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미 52시간을 근로하도록 하고 일요일에 추가로
근로를 시키는 것을 위법행위로 볼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855, 2000.9.19.>
법 제52조의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1주 6일 근무체제 하에서 일요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로

규정하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9시간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하 생략)

기본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을 더하여 법에 정하여진 총 근로시간의
한도인 52시간의 단위가 달라지면 계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
은 당연한 결과이다. 주말을 제외한 평일 5일 간의 총 근로시간 한도를 52
시간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1) 주말에 기본 근로시간만큼 더 일할 수 있다
고 해석할 수 있고, 2) 주말에 연장 근로시간의 한도가 규정되지 아니한다
고 볼 여지가 있으며, 3) 기본 근로만 별도로 구분하는지 연장 근로까지 별
도로 구분하는지 등의 기준 차이에 따라 적게는 1.3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
1

고용노동부, 2000.9.19., 행정해석: 근기 68207-2855

2

고용노동부, 2012.8., 〈장시간 근로 개선 쟁점 연구〉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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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최대한도를 해석하는데 오차를 유발할 수 있었다(고용노동부,
2012). 3 또한, 이러한 해석은 국제노동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주 52시간이 근로한도라고 확정할 수 없었다(박제성 외, 2011).
결국 수많은 논란이 일어난 끝에 대한민국은 2018년 「근로기준법」개정
을 통하여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내용을 제2조에 명시하고, 제
56조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를 명문화하였다(고용노동부,
2018). 개정 후 법에 따르면 앞의 행정해석과는 달리 연장근로시간에 휴일

근로시간이 포함되므로 해당하는 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 논란에 대한 정리: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와 같은 사례는 하나의 개념에 대한 용어 정의의 중요성,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명확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경우이다.
대만에서도 1주 가운데 법정 휴일은 며칠이나 되는가는 노동 분야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이에 대만 입법원은 2016년 「근로기준법」
을 개정하여 근로시간의 기준을 다듬었다. 당시 개정을 통하여 대만은
「근로기준법」제36조에 근로시간 및 휴일을 계산하는 단위는 ‘7일간’임을
명시하였다. 개정 이전에는 1주에 법정 휴일이 1일이라고만 정하던 것을
변경하여 근로자는 7일마다 1일은 정기휴무로 하고 다른 1일은 휴일로 하
여 쉬도록 보장한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다(대만 입법원, 2016). 그 결과
3

Ibid,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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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는 명목적인 비중이 더 크게 느껴졌던 1주 5일 근무제도가 실
질적으로 시행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 「 노동법 」 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최소 1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고 그 단위인 ‘1주’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중국은 1995년 〈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관한 국무원 규정〉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였는데(중
국 국무원, 1995)4, 이에 따라 ‘1주’라는 단위를 평일 5일과 휴일 2일의 합으로

추론하게 되었다. 또한, 이 규정에 따라 1주에 2일을 쉬도록 하였기 때문에
쌍휴일(双休日)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면서 1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
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중국 노동부, 1995).
근로시간 수와 같은 항목은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할 때 경제적인 경쟁력
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ILO, 2007).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중국과 대만의 실질 근로시간 데이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중국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 공식
발표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5 세부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집계 기준과 같은
상세 항목에 한계가 있어서 각 국가⸱지역 간 비교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인근 국가⸱지역의 정책에 관한 정보는 해당
국가의 내부에는 직접적인 변화를 주고, 외부 인근 국가 및 지역에는 동향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진출
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국내의 근로 여건에 못지 않게 인근 국가들의 근로
여건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변의 국가⸱지역에서 근
로시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라도 살펴보고 제한적인 범
위 내에서라도 비교해보는 것은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산업동향을 파악

4

국무원령 제174호, 1995.3.25. 공포.

5

국제노동기구 통계(ILOSTAT), 2019., 노동시장 주요 지표(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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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근로기준 관련 규정에서 근로시간 및 그 단위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이웃인 중국과 대
만에서는 기본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여 최대한
도를 어떻게 규정하였는지 각 법률의 세부 조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
다.

II. 법정 근로시간 정의
먼저 각 법률에서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되
어 있는 조문을 찾아보고, 용어마다 어떠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한다.

1. 용어 정의 기준
통상적으로 단합된 국가나 지역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와
문자가 있고, 이 범주 안에서 하나의 용어는 특정한 개념과의 연결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물리적⸱공간적인 범위가 일정한 정도
를 벗어나면 서로 간에 교류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단어가 전혀 다른 뜻
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법률 분야에서도 대한민국과 중국과 대만은 한자 문화권 안에
속하여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각 국가⸱지역마다 법령에서 쓰이는 용어와 개
념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조문을 찾아보는 것은 정확한 차이를 인지하기 위하여 반드
시 필요한 과정이다. 여기에서는 용어 탐색의 범위를 법률 조문에서 규정
하는 용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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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상 관련 용어
(1) 대한민국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조문
에서 나타나는 관련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용어>
용어

내용

조문

(기본)
근로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
음 (휴게시간 제외)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0조

소정
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2조

연장
근로시간

(기본) 근로시간의 연장

근로기준법
제53조

야간
근로시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6조ㆍ제59조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70조

시간외
근로시간

정하여진 근로시간 외에 근로하는 경우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71조

휴게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쉬거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시간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4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이 1일 평균
8시간 또는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로하도
록 하는 제도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1조

휴일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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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일 평균
8시간 또는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
정에 맡기어 근로하도록 하는 제도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2조

교대 근로

근로자 간에 근로시간을 달리 하여 교대로 근
로하는 경우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93조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를 하기로 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기
준법」제 2 조에서 규정하는 소정 근로시간은 기본 근로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라는 용어만 있을 뿐 기본 근로시간이라는 용어는 해당
법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여러 용어와의 비교
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기본 근로시
간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서는 1 일 근로시간의 한도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연장근로와 야간
근로는 별개인가 아닌가의 문제도 존재했었다(고용노동부, 2018). 이에 따른
일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관하여 사례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근무시간 관련 조문>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
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
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
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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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토대로 도표를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 구성 및 적용 예시>
오전 9
10
11
오후 12
1
2
3
4
5
오후 6
7
8
9
10
11
오전 12
1
2
3
4
5
오전 6
7
8

기본
근로
시간

12-1
(점심)

연장
근로
시간

야간
근로
시간

이에 따르면 기본근로시간은 오전 9 시에서 오후 6 시까지이며, 낮 12 시
부터 오후 1 시까지의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오후 6 시 이후에
추가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오후 10 시
이후에도 근무를 계속하게 된다면 오후 10 시부터 다음 날 오전 6 시까지는
연장근로시간이면서 「근로기준법」제 56 조제 3 항에 따른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가 야간근로와 중복될
경우 각각 별도로 유효하다는 해석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
시간에 근로자에게 근로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
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 2018).
대부분의 용어들은 직관적으로 의미를 알 수 있는 단어들이지만, 뒤에서
소개할 다른 국가·지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들과 비교하기 위하여 여기에
열거하였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그 명칭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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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는 어떠한 개념인지 곧바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간략하게
그 개념을 짚어보도록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특정한 날이나 특정한 주에 법
정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일정한 단위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1 일 평균 8 시간 또는 1 주 평균 40 시간이라는 범위를 준수한
다면 그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지 아니하는 제도이다. 두 제도는 취
업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
다.
위의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근로시간을 변형하여 1 주 가운데 특정한 2 일은 10 시간씩, 2 일
은 6 시간씩, 1 일은 8 시간 근무하는 등 근로시간의 길이만 변경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이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근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
의 내용에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 일별 근로시간 등을 정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간 또는 주간의 평균 근로
시간이 법정 기본 근로시간의 범위를 준수한다면 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은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제도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는
경우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의 이유로
의무근로시간대를 지정하기도 한다. 의무근로시간대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
지는 않지만 취업규칙에서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근무하여야 하는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는 일률적으로 근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근로자에게 자
율성을 더 부여하는 점에 있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비하여 선택적 근
로시간제의 유연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로시간 제
도가 실질적으로 노동현장에서 활용되도록 하려면 근로시간 ‘단위’의 명확
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면, 법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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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관련 용어가 정의되어 있어도 제도 시행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기본적인 근로시간제도 외에도 근로시간을 변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다양화되어 있다. 각 산업별 특성, 사업장의 환경, 각 근
로자의 개인별 근로계약 조건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이 더욱
다양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경우를 분석하기 보다
는 일반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이고 통용되
는 근로계약의 조건을 전제로 용어를 살펴보았다.

(2) 중국
중국 「노동법」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중국 노동법의 근로시간 관련 용어>
용어

원문

내용

1일
근로시간

每日
工作时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주 평균
근로시간

平均每周工
作时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연장
근로시간

延长
工作时间

근로시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일에 3시간을 한도
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국
노동법
제41조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

중국
노동법
제61조

휴일에 근로하도록 하는 경우

중국
노동법
제44조

야간
근로

夜班劳动

휴일
근로

休息日安排
劳动者工作
的

조문
중국
노동법
제36조
중국
노동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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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休息

(휴게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없음)

-

근로시간
의 변형

-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산업
특성상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
우로 한정된다.

중국
노동법
제39조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용어들이 중국 「노동법」에도 등장한다.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
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용어는 명사형으로 표현되었는지 동사형으로 표
현되었는지 등의 형태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같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로시
간 제도와 관련한 용어는 찾을 수 없다. 또한 교대근로에 관한 단어도 존
재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노동행정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
하고 있다.

(3) 대만
대만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용어가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다.
<대만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용어>
용어

원문

내용

조문

통상
근로시간

正常
工作時間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
과할 수 없다.

대만
근로기준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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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시간

延長之
工作時間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총 근로
시간은 통상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대만
근로기준법
제32조
ㆍ제32조의1

야간에 하는 근로

대만
근로기준법
제30조의1

야간
근로

夜間工作

휴일
근로시간

休息日工作
之時間

휴일에 근로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3개월 간의 총 근로시간은 138시간
을 초과할 수 없다.

대만
근로기준법
제36조

休息

근로자가 연속하여 4시간을 근로하
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대만
근로기준법
제35조

彈性調整工
作開始及終
止之時間

사용자는 통상 근로시간의 시수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근로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앞이나 뒤로 1시간 범
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할
수도 있다.

대만
근로기준법
제30조

輪班制

근로자가 근로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하는 교대 근로제를 채택하
는 경우 그 근로 순서를 1주에 1회
전환하여야 한다. 근로 순서를 전
환하는 때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을 주어야 한다.

대만
근로기준법
제34조

휴게

탄력적으로
근로의
시작 및 종
료 시각을
조정

교대
근로제

대만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용어들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과 매우 유사하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서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의된 기본 근로시간을 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 근로시간이라고 한다. 해당 단어는 발음대로 읽으면 정상 근로시간이
라고 읽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한자어와는 달리 쓰이기 때
문에 통상으로 번역하여야 한다. 그 뜻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의 여부’
를 가리는 경우에 해당하는 ‘정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용되어
널리 받아들여지는, 일반적인’에 해당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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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용어는 기본 근로시간 내지는 통상 근로시간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3. 용어 및 개념 비교
위에서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규정하는 조문은 조사 대상
이 된 국가·지역에 모두 존재한다. 다만, 근로시간의 형태에 관한 용어, 근
로시간의 변경에 관한 조문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제도에 관한 용
어를 일부 국가·지역에서는 상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과 비교할 때 두 가지 점에서 개
념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중국 「노동법」 에는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용어는 존재하지만 이
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중국
「노동법」제39조에 기업이 산업 특성상 이 법 제36조에서 정하는대로 근
로 및 휴게시간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행정부서의 비준을 통
하여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서는 제54조에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
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구체적
으로 정하는데 비하여, 중국 「노동법」에서는 이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
로 규정하는 내용은 없다.
둘째,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견줄
만한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비록 중국 「노동법」제39조에서 기업이
노동행정부서의 비준을 받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
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산
업 특성상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대한민국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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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이 근로자의 자율성을 존
중하고 보장하는 제도는 아직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대만의 경우 법률상의 용어들이 대한민국과 대체로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정의 조문을 두어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취하였는지, 또는 설
명하거나 열거하는 방식으로 풀어서 기술하였는지 정도의 세부적인 표현
방법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후자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의미를 앞뒤 조
문 안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
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근로에 대하여 그 연장하는 시간
의 시수 자체를 확정하여 제시하지 않고, 통상 근로시간보다 연장하여 근
로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시간까지 합하여 1일의 총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유연하게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문의 앞뒤에 위치
하는 다른 조문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는 조문과 연계하여 읽어
보면, 통상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날에는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까지,
통상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한 날에는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까지 허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둘째, 대만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용어가 있
는 것은 아니지만, 대만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일반
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통상
근로시간의 시수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근로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앞이나
뒤로 1시간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내용에 따
르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근로의 시작 시각이 오전 9시라고 할 때 그 시
각을 오전 8시 또는 오전 10시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내용
으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거의 흡
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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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국 「노동법」과 비교하였을 때 휴게에 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 근로시간에 근로자가 연속하여 4시간을 근로하는 경
우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주어야 하며, 교대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
로 순서를 전환하는 때에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을 휴게할 수 있게 해주어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 대한 구체성은 중국 「노동법」
보다 대만 「근로기준법」과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서 보다 잘 드러나
는 편이다.
위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각 법률 조문에서 근로시간을 실제로 어떻
게 규정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석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III. 법정 근로시간 계산
대한민국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
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이하 중국의 「노동법」이라 한다)에
해당 규정이 있고, 대만에서는 「근로기준법 」에서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1. 계산 기준
여기에서는 근로시간을 규정하는 법률 조문의 상세 내용을 국가⸱지역별
로 살펴보고, 그 내용에 기반하는 최대 법정 근로시간 수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휴일 근로시간이나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특별 근로시간은 미리 산정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으므로 비교 항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경우 법정 근로시간의 최대한도가 각 국가⸱지
역별로 얼마인가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1개월을 기준
으로 기본 근로시간의 최대한도와 연장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를 더하여 월
별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로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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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근로시간의 최대한도 계산>
(1주 기본 근로시간의 최대한도 + 1주 연장 근로시간의 최대한도) ×
(365일÷7일÷12개월)
= 1개월 평균 근로시간의 최대한도 (시간 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2. 조문 내용에 따른 단위 환산
(1) 대한민국
각 법률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 한도를 기준으로 세우고 있다. 우선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서 이와 관련한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조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
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
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8년 이전에도 원래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제50조에 근로시간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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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은 휴일근로시간
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었기에 분쟁 사례도 다수 발생하
였다. 6 또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1주 간의 근로시간 한도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대한민국 「 근로기준법 」 은 2018년 개정에 따라 제2조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면서 1주 근로시간의 한도를 명확히 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
장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별 근로시간 한도 산정>
∙ (1주 기본 근로시간의 최대한도 + 1주 연장 근로시간의 최대한도)
× (365일÷7일÷12개월)
= ( 40 + 12 ) × 4.34
= 225.6

이에 따르면 1주는 7일이며 이 기간 중에 제50조로 규정되는 통상적인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이 두 가지를 더하여 계산하면 대한민국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의 최대한도
는 1주 52시간이고 월별 평균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는 위에서 언급한 계산
에 따라 225.6시간이 된다.
(2) 중국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포함하는 조문이 「노동법」에 있다. 다만,
대한민국과 상세 내용이 약간 달라서 연장근로까지 포함하여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를 계산하려면 조문에 따라 기본 근로시간을 월간 단위로 환산하
여야 비교가 가능하다.

6

대구지방법원 2013.9.4. 선고 2012나6150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1.27. 선고 2015노1996 판

결, 서울고법 2010나2341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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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법의 근로시간 관련 조문>
第三十六条
国家实行劳动者每日工作时间不超过八小时、平均每周工作时间不超过四十四
小时的工时制度。
제36조
국가는 근로자의 1일 업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1주 평균 근
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근로시간제도를 시행한다.

第四十一条
用人单位由于生产经营需要，经与工会和劳动者协商后可以延长工作时间，一般
每日不得超过一小时 ； 因特殊原因需要延长工作时间的 ， 在保障劳动者身体健
康的条件下延长工作时间每日不得超过三小时，但是每月不得超过三十六小时。
제41조
사용자는 생산ㆍ경영상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합의하여 1일
에 1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시간을 연장하여야 하
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의 신체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1일에 3
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개월에 36시간을 초과하
여서는 아니된다.

중국 「 노동법 」 제36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평균 근로시간의 단위는 그
기준이 1주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제41조에는 연장근로 한도의 단위가
1개월로 되어 있다. 이들의 단위를 한 가지 기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1년은
약 52주이고 1개월은 약 4.3주라고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각 기준을 환산한
다면 월별 최대 근로시간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중국 노동법에 따른 월별 평균 근로시간의 한도 산정>
∙ (1주 기본 근로시간의 최대한도) × (365일÷7일÷12개월) + 1개월
연장 근로시간의 최대한도
= ( 44 ) × 4.34 + 36
= 191 + 36
= 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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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중국의 월별 평균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는 대한민국의 월별
평균 근로시간의 최대한도와 비교하여 1.3시간이 많은 226.9시간으로 나타
난다.

(3) 대만
대만에서는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에 관련한 규정이 있으며 상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대만 근로기준법의 기본 근로시간 관련 조문>
第三十條 (每日暨每週之工作時數)
勞工正常工作時間，每日不得超過八小時，每週不得超過四十小時。
제30조 (1일 근로시간 및 1주 근로시간)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에 40시
간을 초과할 수 없다.

대만 「근로기준법」제30조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
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1주 안에 여러 근로일에 나누어서 근로하도록
하는 대신에 통상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를 48시간으로 바꾸어 운영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어지는 조문 내용에 따르면 이는 중앙 주무기
관이 지정하는 산업에만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월별 평균 근로시간의 최대
한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보고서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기반하여 월별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를
계산하기로 한다.
<대만 근로기준법의 연장 근로시간 관련 조문>
第三十二條 (雇主延長工作時間之限制及程序)
雇主有使勞工在正常工作時間以外工作之必要者，雇主經工會同意，如
事業單位無工會者，經勞資會議同意後，得將工作時間延長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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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項雇主延長勞工之工作時間連同正常工作時間 ， 一日不得超過十二小
時；延長之工作時間，一個月不得超過四十六小時，但雇主經工會同意，
如事業單位無工會者，經勞資會議同意後，延長之工作時間，一個月不得
超過五十四小時，每三個月不得超過一百三十八小時。
제30조 (연장 근로시간의 제한 및 절차)
사용자는 통상 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동
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 항에서 사용자가 연장하는 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 근로시간은 1개월에 4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노동조합
이 없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연장 근로시간을 1개
월에 5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3개월에 13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할 수 있다.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내용은 대만 「근로기준법」제32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연장 근로시간의 1개월 한도는 46시간이다. 단
서 조항의 내용상 특정한 달에 54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
도 있지만, 1) 그 뒤에 곧바로 3개월에 138시간을 한도로 삼는다는 내용을
보충하여 기술하고 있고 2) 138시간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도 46시간이라는
값이 나오므로 3) 1개월 동안의 연장 근로시간 최대한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수치는 평균값으로 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여기에
서는 1개월 연장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를 46시간으로 보도록 한다.
대만의 경우도 앞에서 계산한대로 월별 평균 근로시간의 최대한도 값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별 평균 근로시간의 한도 산정>

∙ (1주 기본 근로시간의 최대한도) × (365일÷7일÷12개월) + 1개월
연장 근로시간의 최대한도

- 20 -

= ( 40 ) × 4.34 + 46
= 173.6 + 46
= 219.6

대만의 월별 평균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는 대한민국보다 6시간이 짧고,
중국보다 7.3시간이 짧다.

IV. 법정 근로시간 비교
앞서 정의한 대한민국과 중국과 대만 가운데 1개월 근로시간의 최대한도
가 가장 긴 순서대로 나열하면 중국, 한국, 대만으로 나타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중국·대만의 1개월 근로시간 최대한도 비교>

1개월 기본 근로시간 수

1개월 연장 근로시간 수

1개월 근로시간 수

최대한도

최대한도

최대한도

대한민국

173.6

52.1

225.6

중국

191.0

36.0

226.9

대만

173.6

46.0

219.6

국가⸱지역

위의 값은 법정 근로시간을 각 국가ㆍ지역마다 다른 단위를 사용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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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표현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비교를 위하여 환산하여
구한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말에서 소개한대로 단위에 대한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날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변환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구한 값을 1주 단위로 평균하면 법정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하는
1주 평균 법정 근로시간 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값을 변환하여 비교하면
그 밖의 다른 법과의 관계와 제도와 관련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최대한도를 가늠
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비교하도록 한다.
<대한민국·중국·대만의 법정 근로시간 1주 평균 최대한도 비교>

기본 근로시간 수

연장 근로시간 수

근로시간 수

최대한도 1주 평균

최대한도 1주 평균

최대한도 1주 평균

대한민국

40.0

12.0

52.0

중국

44.0

8.3

52.3

대만

40.0

10.6

50.6

국가⸱지역

몰론 위의 계산 결과에 따른 수치만으로는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
본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외에도 휴일 및 특별 근로가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는지, 그리고 특별 근로를 필요로 하는 산업은 무엇이 지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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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등의 사항을 같은 법 또는 다른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찾
아보고 실제 적용하는 것과는 꽤 다를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이유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
제노동기구(ILO)는 국가ㆍ지역별 비교 지표에 중국과 대만의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중국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용 페이지에 고용률 등의 항목은 있으나 근로시간 수는 설문조
사 대상 항목이 아니며, 제도 비교 등을 주제로 하는 연구에서는 일부 지
역으로 한정하여 조사하기도 한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중국에서 공식
적으로 발표하는 연간 실질 근로시간 수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있을 뿐
이며, 산출 기준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비교 지표로 삼고 있지는 않다. 대만
의 경우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 집계는 하고 있지만 국제기구 통계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산출 기준이 동일한지 검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다른 국가⸱지역의 데이터와 비교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등의 항목을 주제로 하여 국가⸱지역을 비교
하는 연구들은 항상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제노동기구(ILO), 유로파
운드(Eurofound) 등이 국제 협력 차원에서 공동 조사를 진행하여 지속적으
로 근로시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국가⸱지역별 1주 48시간 근무하는 빈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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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연구는 실질 근로시간 수에 대한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지역별 1주 48시간 이상 근로하는 빈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
면 유럽연합(EU)에 속하여 있는 국가들이나 미국에 비하여 중국과 한국의
장시간 근로 빈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중국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주요 6개 대도시만을 조사 대상으
로 한정하고 있지만(Eurofound, 2019), 자영업이 아닌 고용 기반 일자리는 대
부분 도시에 몰려있어서 자료로서는 유의미하다고 생각된다.
이들의 연구를 통하여 추론하여도 중국과 한국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비중이 높은 지표라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위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연장근로의 빈도가 낮으며, 중국과 한국은 연장근로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는 언제까지 연장근
로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최대한도를 규정하는 것이 다른 국가ㆍ지역에 비
하여 중국과 한국에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귀결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으
로 법정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추론하는 근거
가 될 수도 있다.
산업 발달 이래 근로시간의 장기화는 개인 차원이 아닌 정책적 차원의
문제라고 규정되었다(ILO, 2015). 그런데 국가⸱지역별로 최대한 유사한 사항
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비교해보는 작업은 여러 제약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기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법
률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시간 수의 최대한도를 산정해보는 것도 그러한 과
정의 일환이며 향후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데 이번 탐색의 의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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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구체적인 법률 조문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중국
과 대만과 같이 인접하여 자리하고 있는 국가ㆍ지역 간에도 법률과 제도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탐색 과정을
거쳐서 근로시간을 주제로 삼고 조문의 내용을 계산식으로 변환하여 결과
값을 도출해 본 결과, 법률 조문의 용어와 표현이 각 국가ㆍ지역마다 다른
경우, 조문의 내용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이 달라서 차이가 발생한 경우까지
짚어볼 수 있었다.
그 결과 국가ㆍ지역마다 근로시간의 최대한도가 다르며, 그 순서는 근로
시간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중국, 대한민국, 대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부 표현의 차이가 있었으나, 국가ㆍ지역들은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를 명시하거나 축소하여서 근로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으로 인한
사회적 피로를 감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법률 조문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일부 국가ㆍ지역에서 근로시간의 준수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를 상위 법률에 명시한 것, 휴게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 휴게시간의 방법까지 명문화한 것 등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근
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
적인 조치가 법률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탐색적 연구가 이루어져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해당 제도를 소개하거나 법령을 정비하는데 사
용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정책적으로는 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사용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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