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마카오의 공공부문 근로계약제도
I. 서론
마카오가 포르투갈로부터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마카오특별행정구
는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사무 운영에 대해
서는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다(중국 헌법 제31조, 마카오특별행
정구 기본법 제2조(이하 `마카오 기본법')). 제도와 정책도 사회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되(기
본법 제5조), 사회 발전에 따라서 점차 조금씩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
조를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마카오는 공무원 제도에 대해서도 점진적 개선을 추구하
고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은 1993년에 공포되어 1999년부
터 시행되었으며 제100조에서 “공무원에 관한 채용, 규율, 승진, 진급
에 관한 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지하지만, 마카오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개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카오의 공무원 제도는 행정장관, 입법
회 주석, 대법원 원장, 검찰총장 등이 취임 시 중국에 충성 선서를 해
야한다는 것(마카오 기본법 제102조)을 제외하고는 사회주의적 요소가
두드러지지 않은 편이다.
이에 비해서 중국 내륙지역의 공무원 제도는 사회주의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이하 `중국 공무원법')》은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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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공무원법의 입법초안이 제시된 이후 오랜 시간동안 논의를 거쳐
2005년에야 제정되었다. 중국 공무원법 제4조에서는 “공무원 제도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3개대표’중요
사상이 제시하는 가르침을 지지하고,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노선을
관철하고, 중국 공산당의 간부 노선과 방침을 철저하게 실현하며, 당
을 관리하는 간부 원칙을 굳건하게 지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상
으로도 ‘하나의 나라 두 가지 체제(一國兩制)’라는 기본 전제가 다
르다는 점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마카오특별행정구는 공공부문의 제도
와 그 운영상 아직도 다양한 시도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마카오 공공부문 노동계약제도는 마카오의 특색을 잘 드러내는 법
령 가운데 하나이다. 1990년대부터 수차례 법령들을 재정비하고 수정
하였는데 《마카오 조직장정(澳門組織章程)》,《마카오 공공행정 근로
자 통칙(澳門公共行政工作人員通則)》, 《공무원직정제도(公務人員職程
制度)》등이 개정되었다. 2015년 마카오 입법회는 마카오 기본법 제71
조 (1)항에 근거하여 《공공부문 근로계약제도(公共部門勞動合同制
度)》를 제정하였다.

II. 관련 법령 및 제도
마카오의 공공부문 근로계약에 관한 제12/2015호 법률은 《공공부문
근로계약제도》이고 총 4장 32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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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란, 공공행정 당국의 기관 및 부서를 가리킨다. 제1장에서
는 총칙에 해당하는 일반 규정을 소개하였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
상이 공공부문에서 임용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담당 직
무와 성격에 따라 계약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제2장
행정임용계약과 제3장 개인근로계약에서 각각 계약 방식, 절차, 보상
등이 다른 점을 나열하고 있다. 제4장은 권리 보장에 대한 요약과 현
행 편제가 과도기에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부문 근로계약제도》
□ 목 차
원문

번역문

第一章

제1장

一般規定

일반 규정

第一條 標的

제1조

목적

第二條 適用範圍

제2조

적용

第三條 合同的種類

제3조

계약의

범위
종류

第二章

제2장

行政任用合同

행정임용계약

第一節

제1절

一般原則

일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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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條 合同的方式

제4조

계약의

방식

第五條 試用期

제5조

수습기간

第六條 合同的期間及續期

제6조

계약 기간 및 연장

第七條 適用制度

제7조

적용 제도

第二節

제2절

重新聘用及調職

재초빙임용 및 전직

第八條 重新聘用

제8조

재초빙임용

第九條 調職

제9조

전직

第三節

제3절

合同的終止

계약의 종결

第十條 終止的方式

제10조 종결 방식

第十一條 經雙方協議的終止

제11조 쌍방 협의에 의한 종결

第十二條 由公共部門提出的終止

제12조 공공부문이 종결을 요구

第十三條

제13조 행정임용계약 종결에

終止行政任用合同的賠償

대한 보상

第十四條 由工作人員提出的終止

제14조 근로자가 종결을 요구

第十五條

제15조 효력 상실

失效

第十六條

제16조 능력 미달로 인한 계약

因無能力而終止合同的補償

종결에 대한 보상

第三章

제3장

個人勞動合同

개인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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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七條

제17조 초빙된 근로자가 자문

聘用工作人員擔任顧問或專業技術

또는 전문기술

職務

제18조 초빙 절차

직무를 담당

聘用程序

제19조 초빙 근로자가 임시 또는

第十九條 聘用工作人員以滿足

긴급성 요구를 충족하는 경우의

臨時性或緊急性需求的程序

절차

第二十條

제20조 제청

第十八條

上訴

第二十一條 合同期間及例外續期

제21조 계약기간 및 예외적 연장

第二十二條 適用制度

제22조 적용 제도

第四章

제4장

最後及過渡規定

최후 및 과도 규정

第二十三條 權利的保障

제23조 권리의 보장

第二十四條

제24조 현행 편제 이외의 계약

現有的編制外合同及散位合同

및 직위

第二十五條 現有的個人勞動合同

제25조 현행 개인근로계약

第二十六條 提述的取代

제26조 앞서 서술한 내용의 대체

第二十七條

제27조 업무수행평가의 특별한

工作表現評核的特別情況

상황

第二十八條

제28조《마카오 공공행정

修改《澳門公共行政工作人員通則

계약

근로자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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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十九條 修改第7/2006號法律
第三十條

修改第14/2009號法律

第三十一條 廢止
第三十二條 生效

제29조 제7/2006호

법률의

개정
제30조 제14/2009호

법률의

개정
제31조 폐지
제32조 효력 발생

이 법은 공공부문에서 근로계약제도를 통하여 임용되는 근로자들에
게 적용되지만, 특별제도의 적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전문직
근로자 통칙에 따라 임용되었거나, 마카오 특별행정구 밖에서 재외 주
재하며 외국 주재지의 법에 따라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의 종류도 명시하고 있는데, 공공부문 근로계약은 행정임용계약
과 개인근로계약으로 나뉜다. 계약방식은 공공부문 담당 직무에 근로
자를 임용하는 방법으로 행정임용계약을 채택해야 한다. 단, (1) 자문
이나 전문기술직무를 담당하는 경우와 (2) 임시 또는 긴급 성격의 수
요를 채우기 위한 경우에는 행정임용계약이 아닌 개인근로계약을 채
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직무와 역할에 따른 구분을 하고 있다.
행정임용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은 2년 이하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예외 조항도 존재한다. (1) 근로자가 행정
임용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2년 이상 제공하였고 업무수행 평가결과
가 2회 연속으로 “매우 만족” 이상인 경우, 계약기간이 3년인 장기
행정임용계약으로 수정하게 되고, (2) 근로자가 장기 행정임용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하였고 업무수행 평가결과가 2회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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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매우 만족” 이상인 경우, 기한을 정하지 않는 행정임용계약으
로 수정한다.
계약서 수정에 대한 기한도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관련 요건이
부합하는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속된 감독관에게 수정한 계약서
가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뒤 수정한 계약의 효력은 요건이 부합
하는 날짜로부터 계산된다.
장기 행정임용계약의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공공부문은 계약기간 만
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연장 여부에 대
한 의사를 물어보는 통지를 해야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정
했던 계약기간보다 연장할지를 행정임용계약을 제시하여 물어보되, 근
로자가 연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직법률제도를
행정임용계약으로 임용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이
법과 관련된 기타 법률을 소개하는 한편 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
다.

III. 특징 및 의의
마카오의 공무원은 마카오 거주민이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은 기본법
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직무 종사자이자 계약 당사자
인 공무원은 마카오 거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특히 주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마카오에서 장기 거주한 사람만 담당할 수 있으며
중국 공민의 자격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마카오 기본법 제63조).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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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 소개한 공공부문 계약제도와 같이 유연성
을 더하고 점진적 개선을 추구하는 법을 통하여, 예외규정 등의 방법
으로 중국 내륙으로부터 전근하여 온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마카오 기
본법 제97조). 자문 또는 전문기술직으로서 초빙된 자의 경우에는 마
카오 거주민이어야 한다는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마카오 기본법에서 제시한 내용을 실질적인 계약 부문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제도 중의 하나가 《공공부문 근
로계약제도》라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업
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 또는 장기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
이 주어진다. 마카오의 공공부문 근로자는 계약에 따라 보수, 근무 조
건 등이 이전 제도의 적용을 받던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고 유지될 것
을 보장받는다. 기존에 운영되던 제도상의 보장을 그대로 받으면서,
평가형 항목들을 도입하여 계약 성립과 해지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
명히 하고 있다.
마카오의 공공부문 근로계약 제도는 중국 내륙지역에서 적용되는
중국 공무원법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도입된 개방형 공무원제도와 비
교해 볼 만하다. 한국에서도 임기제, 시간선택제 등 공공부문 근로계
약 형태와 근무시간 등을 다양화 하고 있는데 향후 공공부문의 인력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더 나은 제도를 모색하는데 있어서 관련 법령
에 대한 탐색이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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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출처
마카오특별행정구정부 홈페이지
: http://portal.gov.mo/
마카오특별행정구 법무국 홈페이지
: http://www.dsaj.gov.mo/
마카오특별행정구 인쇄국 홈페이지
: http://cn.io.gov.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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