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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쿠웨이트「노동법」2010년 3월 15일에 최초로 공포하였으며, 이 법
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관계를 규정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재정립하고 대리인에 대한 일부 피대리인의 강압 및 횡포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이 법은 2013년 5월 9일 근로허가를 받
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채용금지 등에 대하여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 7장 15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에서부터 근로규정과
직업훈련, 개인근로계약과 근로규칙 및 환경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집단노동관계와 근로감독, 벌칙, 부칙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대부분의 규정은 임금 및 급여지급과 퇴직금을 보
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는 경우를 지정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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