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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운전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에 따른 문제
조 규 준*
1)

Ⅰ. 머리말

버스운송업은 그동안 노동시간 특례 제도로 인하여 노사가 서로 합의만 하면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구조였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노선버스 운송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고 유예기간
1년이 적용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들은 단계적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전국 300인 이상 버스업체 31개 중 21개 업체가 경기도에 몰려
있고, 경기도 버스운전 노동자들이 평균보다 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였
다. 또한 현재 경기도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보전 및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지만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고 여전히 기존의 준공영제가 아닌 현장에서
는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인터뷰를 통해 현재 경기도 버스운전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짚고자 한다. 인터뷰는 전국자동차노동자연맹 정책
실 관계자, A여객노동조합 조합간부(용인), B여객노동조합 조합간부(파주), C운수 버스노동자
(일산), 버스운송업관련 컨설팅 경험이 많은 노무사(전문가)와 각각 2시간 내외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를 통한 분석은 경기도 버스의 산업적 측면과 버스노동자 관점에서 제시
된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0012hi@kli.re.kr).

55

2019년 11월호

Ⅱ. 경기도 버스운전 노동자의 노동조건

1. 노동조건
버스운송업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제59조1) 노동시간 특례 제도로 인하여 노사가 서로 합의
만 하면 사업주의 편의에 따라 스케줄을 정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극단적 예로 운전노동
자가 하루 16시간씩 5일을 운행할 수도 있으며, 이외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었다. 대개 버스운전 노동자들은 1일 2교대,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 또는 이틀 일
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를 하고 있었다.2) 그리고 2019년 3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서 조
사한 버스노동자 근로실태3)에 따르면, 2018년 버스운전 노동자의 월 노동시간은 223.2시간이
었다.4)
현재 버스운전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2006년 267.6시간에 비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2018년 전산업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인 171.4시간과 비교할 때, 여전히 월평균 51.8시간(주당 11.9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격일제 및 복격일제 비율이 높은 경기도의 경우 2019년 월평균 233.9시간으로 연
맹의 평균 노동시간보다 10시간 더 많았다.5)
또한 2014년 노동실태를 바탕으로 버스운전 노동자의 피로도를 조사한 자료에서 ‘피곤하다’
가 79.48%(매우 피곤 19.22%, 상당히 피곤 28.02%, 피곤 32.24%)로 ‘피곤하지 않다’ 20.52%(약
간 피곤 18.38%, 피곤하지 않다 2.14%)로 응답한 사람에 비해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1)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운수업을 비롯한 일부 특수업종에 대해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
무와 휴게시간 조정을 가능하도록 한 특례규정이다.
2) ｢2018 버스통계편람｣에 따르면, 준공영제가 시행된 서울의 경우 17,347명의 운전기사는 전원 1일 2교대였
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운전기사 21,263명 중 시내버스 : 1일 2교
대 620명, 격일제 16,849명, 복격일제 806명이었고 농어촌 : 격일제 99명, 복격일제 101명이었으며 시외버
스 : 1일 2교대 3명, 격일제 415명, 복격일제 2,370명이었다.
3) 실태조사는 고속을 포함 21개 지역․업종 노조 소속 82개 단위 사업장에서 총 2,992명에게 설문을 받아 표
본수로 사용하였다. 표본수 2,992명은 2018년 10월 전체조합원 81,295명 중 운전직 조합원(전세, 화물, 마
을버스 제외) 70,474명의 약 4.1%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2019), ｢버스노동자의
근로실태 및 개선방향｣.
4) 버스운수업 월 노동시간 추이는 2006년 267.6시간, 2009년 254.7시간, 2012년 253시간, 2015년 235.7시
간, 2018년 223.2시간이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2019), ｢버스노동자의 근로실태 및 개선방향｣.
5) 2019년 경기도 시․군 및 버스업체 취합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버스노동자의 1일 근로시간은 15.14시간,
1주는 56.33시간, 1개월은 233.85시간으로 집계되었다. 경기도(2019), 광역버스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
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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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버스 업종별(시내, 시외, 농어촌 포함) 피로도
매우 피곤

상당히 피곤

피곤

약간 피곤

피곤하지 않음

빈도(명)

341

497

572

326

38

비율(%)

19.22

28.02

32.24

18.38

2.14

자료 : 아산노동법률연구소(2014), ｢버스업종의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갈등 해소 방안 연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2019),
｢버스노동자의 근로실태 및 개선방향｣ 재인용.

이로 미루어 보아 자동차연맹의 자료보다 노동시간이 긴 경기도와 같은 지역에서 피로도는
더욱 높을 것이다. 이에 C운수 버스운전 노동자는 인터뷰에서 “하루 일하는 시간이 17～20시
간인데 제정신으로 일하는 사람이 어딧겠냐고요.…”라며 기존 버스운전 노동자들의 피로도를
설명하였다.
“격일제 종일근무가 가혹한 근무형태인 것은 누구나 알지만, 추가근무수당을 챙길 수 있다는 측
면에서 그나마 버스기사들을 회사에 붙들어두는 보루였다.” (C운수 노조간부 인터뷰, 고양신문,

2018. 7. 6)

임금구조에서도 5인 이상 상용직의 경우 임금총액은 389만 원6)이고 그중 정액급여는 306만
원인 데 반해, 격일제 기준 버스운전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364만 원이고, 기본급은 169만 원
이었다.7) 기본임금에서 부족한 나머지 임금은 초과, 특별급여로 채웠어야 했으며 이것은 장시
간 노동 및 야간노동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한 달을 30일로 봤을 때 과거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에 만근 15개 기준으로 27개까지, 진짜로
무제한으로 일을 했어요. 연장에, 야간근로에 근로일수가 무한대로 발생하다 보니까 총 수령액이

500만 원 이상 600만 원까지도 발생했던 거죠.” (A여객 노동조합 간부)

이렇듯 경기도 버스운전 노동자들의 노동형태 및 노동시간의 실태는 낮은 기본급을 기반한
노동(장시간 노동, 야간노동, 교대제로 인한 불충분한 휴식시간 등)으로 피로도가 증가하여 건
강이 훼손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경기도 버스운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는 기본급인상과 더불어 운전노동자의 노동․휴게시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2. 버스 준공영제와 비준공영제의 노동조건 차이
정부가 버스산업을 관리함에 있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정책은 민영제와 공영제가 있다.
6) KOSIS, ｢사업체노동력조사｣.
7) KBS NEWS, 2019. 5. 8일자, 하루 17시간 … 버스기사들 ‘장시간 노동 자청’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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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민영제는 기업이 노선 및 차량을 소유․관리하고 운영을 맡음으로써 시장원리를 통해 경
영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민영제는 버스노선의 독점화 및 적자노선 운행기피가 있을 수
있으며,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버스 공영제는 정부에서 노선 및 차량을 소
유․관리하고 운영을 맡음으로써 공공성을 추구한다. 장점으로는 버스 이외에도 각종 교통수단
과 연계가 민영제보다 간단하며 교통복지를 추구하므로 다양한 지역에 노선이 배치되고 시민들
의 의견을 반영하기 쉽다. 단점으로는 관료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영제와 공영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버스 운영에서 공개념을 접목시킨 정
책이다. 이는 Donahue and Zeckhauser(2011: 22)가 제시한, 하나의 정책적 목표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책임과 권한을 분담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예로 볼 수 있다. 버스 준공영제에서 지방자
치단체는 노선 배분 같은 버스의 주요 수익에 관련한 것들과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유
지․관리하고, 민간은 버스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분배방식으로는 버스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을 일괄 수거한 후 각 회사에 분배하며, 운송비를 제외한 적자분을 지자체가 보전한다. 궁
극적으로 버스 준공영제가 지향하는 목적은 버스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통한 서비스 질과
경영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적자노선 폐지방지 및 공동의 목적상 노선을 폐지하
더라도 다양한 정책으로 공공성을 최대로 보장하고 교통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
실제로 자동차노련이 <표 2>에서 제시한 자료는 1일 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
제 시행지역과 1일 2교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도 단위 시내버스(1일 2교대제 지역 제외)를
비교한 것이다. 먼저 버스 준공영제 시행지역의 경우 월 노동일수는 22.5일이고 1일 노동시간
은 9.1시간이었다. 반면에 미시행 지방격일제 경우는 월 노동일수는 14.3일이고 1일 노동시간
은 16.6시간이었다. 두 지역을 월평균 노동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버스 준공영제 시행지역은
<표 2> 시내버스 노동형태별 노동시간 현황
버스준공영제 미시행 도 단위
전 체

버스
준공영지역

평균

지방시내
격일제

지방시내
복격일제

월 노동일수(일)

19.6

22.5

14.7

14.3

17.8

1일 평균 노동시간

11.4

9.1

16.2

16.6

13.8

주당 평균 노동시간

51.4

47.2

54.8

54.5

56.6

223.2

204.8

237.8

236.6

245.6

월평균 노동시간

자료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2019), ｢버스노동자의 근로실태 및 개선방향｣.8)

8) 업종별 근로일수 분포도 등은 설문조사 대상 사업장(82개) 소속 전체 운전기사(13,682명)의 2018년 9월 한
달간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였고, 근무일 구속시간은 1일 2교대 지역 10시간 45분, 1일 2교대 지역 이외
16시간 60분, 1일 2교대 지역 실운전시간 9시간 8분, 1일 2교대제 지역 이외 14시간 37분이었다.

58

이슈분석 : 경기도 버스운전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에 따른 문제

204.8시간이었고 미시행지역은 236.6시간이었다. 이는 시내버스 내부에서도 준공영제 시행지
역과 미시행지역이 노동시간의 격차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9)
“차량이라는 게 내가 운용해서 40～50명 타는 거잖아요. 15～16시간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안전을 위해서 준공영제가 되어야 해요. 막연한 준공영제가 아니라 분명하게 오전․오후라
는 1일 2교대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C운수 버스운전 노동자)

현재 20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이후 대전․대구․광주․부산․인천․제주․경기(광역버
스 일부 시행) 등에서 잇달아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버스운전 노동자들에
게는 1일 2교대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처우 등이 개선되었고, 승객들에게는 서비스 및 편
리성 증대와 적자 노선이 확보되어 교통복지 측면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준공영제가 아직 도입
되지 않은 다수 지방도시들은 이런 혜택에서 제외되었으며,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상당
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로 경기도 상당수 기초단체들은 현행 수입금 관리형 방식의
<표 3> B여객 2018 임금협정서(비준공영제)
(시급 : 8,358, 13일 만근기준)
근무
일수

기본급

연장
근로

야간근로

주휴
수당

유급
수당

초과
근로

무사고
수당

합계

1

66,864

87,759

4,179

0

0

0

0

158,802

13

869,232

1,140,867

54,327

295,288

0

0

50,000

2,448,662

14

936,096

1,228,626

58,506

295,288

39,948

33,432

50,000

2,640,869

15

1,002,960

1,316,385

62,685

295,288

38,948

66,864

50,000

2,833,130

16

1,069,824

1,404,144

66,864

295,288

38,948

100,296

50,000

3,025,364

17

1,136,688

1,491,903

71,043

295,288

38,948

133,728

50,000

3,217,598

18

1,203,552

1,579,662

75,222

295,288

38,948

167,160

50,000

3,409,832

19

1,270,416

1,667,421

79,401

295,288

38,948

200,592

50,000

3,602,066

20

1,337,280

1,755,180

83,580

295,288

38,948

234,024

50,000

3,794,300

21

1,404,144

1,842,939

87,759

268,288

38,948

267,456

50,000

3,986,534

22

1,471,008

1,930,698

91,938

295,288

38,948

300,888

50,000

4,178,768

자료 : B여객 노동조합.

9) 이와 더불어 준공영제 시행지역 시내버스 교통사고 건수에서도 2003년 4,786건에서 2014년에는 3,126건
으로 34.3%가 감소하였고 사망자 수는 34.4%, 부상자 수는 41.5%가 감소하였다. 반면에 미시행지역의 교
통사고 건수는 2003년 3,314건에서 2014년 3,289건으로 0.8% 줄었고 부상자 수는 0.9%, 사망자 수는
21.2% 줄었다. 이는 준공영제가 특별시ㆍ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어 교통 혼잡도 및 사고 위험도가
미시행지역보다 높다는 것을 반영하면, 제도 도입에서 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성수
(2017), ｢버스 준공영제가 해답이다｣, 월간 한국노총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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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B여객 2018 임금협정서(준공영제)
(기간 : 2018. 4. 20～2019. 3. 19)
임금
일
시급

1일 기본급

평일근무자

월

11,209

1H

89,672

8H

월기본급
주휴수당
부가급

월지급액

산출내역

8H
평일 8H 근무 : 22일*8H

1,972,784

176H

358,668

32H

8H*4일(5주 경우 1일 가산)

33H

(1*1.5)*H*22일
(2*0.5)*H*11일

연장근로

평일근무자

16,814

369,897

야간근로
수당

오전

11,209

123,299

11H

오후

16,814

184,949

16.5H

3,009,617

268.5H

계
연장
근무일

임금
산정시간

(3*0.5)H*11일

2일

117,695

235,389

21H

(7*15)H*2일

3일

117,695

353,084

31.5H

(7*1.5)H*3일

2일(연장근무일)

3,245,006

289.5H

3일(연장근무일)

3,362,700

300H

월 무사고 개근 포상금
연차수당

60,000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통상임금(기본급)

자료 : B여객 노동조합.

준공영제는 불규칙한 운행간격 및 버스 노선이 수익 노선에 집중되는 문제점들을 일정부분 해
소하여 버스 서비스를 안정화했던 부분도 있지만, 일부 버스업체의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도시들은 누적적 적
자인 상황을 지적하며 2017년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현재 경기도는 31개의
시․군 중 14개 지역만이 참여 중이다.10) 이에 경기도는 <표 5>의 방식과 같이 노선입찰제와
수익금 공동관리형 방식의 준공영제를 비교 제시하였으며, 향후 노선입찰․수익금공동관리 준
공영제․공영․민영 4트랙으로 체계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1) 하지만 이미
<표 3>, <표 4>와 같이 비준공영제 버스와 준공영제 버스 간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 차이로
인하여 같은 회사 안에서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단일한 준공영제 방식으로 운영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
10) 경기도 준공영제 대상노선 및 시행대수(인가기준)를 보면 전체 노선은 55개, 시행대수는 589대가 있으며,
시․군별로는 가평군(노선 : 4, 시행대수 : 17), 광주시(노선 : 11, 시행대수 : 135), 구리시(노선 : 3, 시행대
수 : 37), 남양주시(노선 : 16, 시행대수 : 155), 안양시(노선 : 1, 시행대수 : 14), 양주시(노선 : 2, 시행대수
: 16), 용인시(노선 : 3, 시행대수 : 49), 파주시(노선 : 6, 시행대수 : 68), 포천시(노선 : 4, 시행대수 : 58),
하남시(노선 : 5, 시행대수 : 40)였다. 경기도(2019), 광역버스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
11) 매일경제, 2019. 5.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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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에 따른 노노갈등은 진작부터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고 여기 옆에 회사도 마찬가지고
아직 덜 드러나고 있지만, 계속 노노갈등이 있었죠.…” (B여객 노동조합 간부)
<표 5> 수입금 공동관리형 및 노선입찰제 정산 대상 및 원칙 비교
수입금공동관리형( 기존)

노선입찰제( 향후)

정산 대상

- 정산지침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 노선별 낙찰자의 계약금액 (계약단가)

가동비

- 연료비, 운전직 인건비, 통행료

- 운전직․정비직 인건비, 연료비, 통행료, 감가
상각비, 정비비, 보험료, 기타차량유지비, 일반
관리비

보유비

- 정비직․관리직․임원 인건비, 감가상각비,
정비비, 보험료, 기타차량유지비, 적정이윤

장점

- 업체 간 과다경쟁 최소화
- 업체의 일정수준 수익보장

단점

- 행정관리 및 운영정보시스템 구축필요
- 업체의 자발적 경영개선 소홀 우려
- 중장기적 재정부담 가중

- 해당 없음
- 노선 운영의 공공성 강화
- 업체 간 경쟁구조로 비용 절감 및 서비스 개선
용이
- 비수익노선의 안정적 운영 도모

- 입찰을 위한 노선권 확보 필요
- 사업확대 시 전담 관리기구 필요
- 입찰 및 갱신 시 업무에 고도의 전문성과 많은
행정력 필요

자료 : 경기도(2019), 광역버스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

Ⅲ.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에 따른 문제

1. 임금보전 문제
그간 버스업계에서는 특례제도 틀 안에서 신규채용보다는 기존 인원으로 장시간 노동을 통
해 운송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사업주로 하여금 최대한 적은 인원을 오랜
시간 운행에 투입하여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고, 버스운전 노동자에게
는 낮은 기본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메울 수 있는 수단이었다.
2017년 자동차노련에서 제시한 임금현황에서도 버스운전 노동자는 노사 간 협정한 만근 근
로일수를 기준으로 전국 사업장 월평균 임금은 3,295,429원으로, 이 중 기본급은 47.9%에 불과
했고 연장근로수당 비중이 31.8%, 상여금이 20.3%에 달하였다. 이는 버스운수업은 특례업종으
로 그동안 낮은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 많은 구조로 유지되어 왔음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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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버스운전 노동자 임금구조
(단위 : 원, 구성비율 %)

전체 평균

월평균임금

기본급

제수당

상여 월할분

3,295,429
(100.0%)

1,579,582
(47.9%)

1,047,156
(31.8%)

668,691
(20.3%)

자료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2017년 12월).

더욱이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기도 일부 시내버스의 경우 노동자들의 상황은 열악했
다. 이들은 2018년 상반기까지는 격일제 연장․초과노동으로 주 80시간 넘게 일했다. 이후 단
계별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하반기부터 68시간이 되어 월급은 30%가량 줄게 되었다. 거기에
다 2019년 7월부터 연장․초과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상한제 기준까지 줄여야 하므로 경기도
시내노선버스 노동자의 월급은 향후 80만～100만 원가량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경기
도 버스노동자들은 주 52시간 시행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기존의 노동일수만큼 임금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서울보다 부족한 임금을 추가근무 수당으로 보충하기 위해 주당 67시간에 달하는 고강
도 노동을 감내해 왔다. 그런데 정부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특례업종에서도 제외시키지 않았
나. 심지어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버스기사
만 실질임금 감소라는 희생을 뒤집어쓰란 말인가.” (C운수 노조간부, 고양신문, 2019. 5. 17)

인터뷰에서와 같이 경기도 버스운전 노동자들은 지금의 임금수준으로 시간단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 측은 지자체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이미 경기도 내 기
초단체들은 여러 해 동안 요금 인상12)을 하지 않아 회사의 적자가 누적된 상태여서 어렵다고
하였다. 대신 임금인상과 더불어 중앙정부가 환승 할인 비용을 지원하여 회사의 적자를 메워야
노동자들의 임금 현실화도 가능하다고 하였다.13)
“저희는 해결 방안의 열쇠가 중앙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버스 운행에 있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환승 할인 비용이거든요. 국민들께서는 대중교통을 환승하시면서 지난 몇 년간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비용 자체가 늘지 않고 계세요. 그 이유는 환승을 통해서 비용을 보전받고
12) 경기도는 오는 9월 28일부터 일반형버스(교통카드 1,250원→1,450원, 현금 1,300원→1,500원)는 200원,
좌석버스(교통카드 2,050원→2,450원, 현금 2,100원→2,500원)와 직행좌석버스(교통카드 2,400원→
2,800원, 현금 2,500원→2,900원)는 각 400원, 경기순환버스(교통카드 2,600원→3,050원, 현금 2,700원
→3,100원)는 450원, 400원이 인상된다고 6월 17일 밝혔다.
13)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2015년 대중교통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액은 1조 3,950억 원에 이르고 현재는 지방
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가 버스운송사업에 국고를 지원할 수 없도록 법규정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매일노동뉴스, 2019. 5.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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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신 건데요. 이런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실시하는 비용은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정부도 2017년 제3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에서 청소년 할인, 대중교통 환승
할인, 비수익 노선 운용비용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
다. 이런 약속이 지켜진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더 재정적인 여력을 가지고 대중교통에 대한
계획과 실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실 관계자 인터뷰,

cpbc news, 2019. 5. 7)

2. 노선축소 및 감차문제
경기도는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에 따라 많은 수의 노선 축소 및 감차가 예상된다. 현재 경
기도 김포시의 경우 7월부터 김포지역 버스업체 3곳 중 300인 이상을 고용한 업체 2곳이 41개
버스노선 중 평일 11개 노선과 주말․공휴일 21∼24개 노선의 차량 운행을 줄였다. 그리고 광
역버스 2개 노선을 일부 변경하고 좌석버스 2개 노선의 막차 시간을 오후 11시 50분에서 30분
당긴 11시 20분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가평군의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69개 노선에
대해 18개 노선은 유지, 36개 노선은 폐지․통합하여 최고 35개 노선으로 11월부터 운영할 예
정이다.
“제가 위험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렇게 노선 줄이면 시민들 떠나거든요. 다시 돌아오는 게 굉장
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안 돌아올꺼예요. 그럼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는 거고 앞으로 더 힘들
어지는 거죠.” (전문가 A)

인터뷰에서 지적하듯 급작스러운 노선 감축과 배차시간 증가는 오히려 자가용 이용률을 높
여, 교통혼잡비용의 증가와 이에 따르는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선감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노인, 장애인, 학생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는 저하되고 벽지인구는 더욱더 이탈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결국 이는 버스산업의 전체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향후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소
형버스(공공형 버스) 및 100원 택시(공공형 택시)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있는 틀을 흔들면 시민들한테 그대로 제일 빠르게 전가가 돼요. 아침저녁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아침저녁에 바뀐 게 없어요. 차가 왕성하게 다녀요. 하지만 낮에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교통약자예요. 거기에 과거 20분, 30분 앉아 있으면서 차 탔는데, 이제, 40분, 50분, 1시간 돼도
차가 안 온다?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감퇴하는 거예요.” (A여객 노동조합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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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스운전 노동자 부족
이제 2019년 7월 주 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과거와 같은
초과노동은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전국 300인 이상 버스 업체 31곳 중에 3분의 2가 넘는 21개
업체가 있는 경기도(버스 6,477대를 운행,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10,584대의 61%에 해당)는 주
52시간 상한제 근무에 맞추려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운전노동자 2,250～3,862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14)
<표 7>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충원 운전자 수
필요인원

부족 인원

적용 시기

운행대수

최 소
(2.25명/대)

최 대
(2.5명/대)

현원

300인 이상

2019. 7월

6,447대

14,506명

16,118명

50～299인

2020. 1월

3,173대

7,139명

50인 미만

2021. 7월

94대
9,714대

합 계

최 소

최 대

12,256명

2,250명

3,862명

7,933명

6,174명

965명

1,759명

212명

235명

187명

25명

48명

21,857명

24,286명

18,617명

3,240명

5,669명

자료 : 경기도(2019), 광역버스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

현재 버스노동자의 부족에 대해 경기도는 해결 방안으로 고용지원장려금 제도15)와 버스 운
전 양성자 사업16)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먼저 고용지원장려금은 해마다 노동시
간 단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나 제도는 한시적이므로
지속이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다른 방안인 버스운전 양성자 사업에 대해 B여객 노동조합 간부
는 “버스 양성자의 경우는 속성으로 생산해 낸다 그래야 하나, 이게 면허증 요건을 따기 위한
거지 실제로 필요한 것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생명을 다뤄야 하는 건데, 버스운전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라며 단기간으로 진행되는 양성자 교육에 대한 우려
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A여객노동조합 간부는 [그림 1]에서 나타난 최근 3년간 발생한 교통사
고 건수를 보여주며 “2017년도 510건, 2018년도 578건, 2019년도 급격히 모집할 때 705건으로
사고가 늘었어요. 705건 안에서 가해가 395건이에요.… 지금 경기도가 양성소를 고용노동부에
14) 경기도가 5월 31개 시․군을 통해 파악한 결과,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면 전체 시내버스 2,185개 노
선 중 1,019개 노선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50～299인 버스 사업장(모두 36개로 3,173대
가 운행, 6,200여 명의 버스운전 노동자가 있음)은 2020년 1월까지 950～1,750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주
52시간을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 6. 13일자.
15) 고용지원장려금은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직원을 채용하면 소정의 금액(경기도, 1명당 월 100만～140
만 원)을 업체에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16) 교육생들에게 1종 대형면허 면허취득 비용의 80%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버스운전 실습교육비(100%)
를 지원하고, 도내 시내․외 버스업체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64

이슈분석 : 경기도 버스운전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에 따른 문제

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입사해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를 하는 운수종사자가
사고 낼 걸 다 내고 시간이 지나서 기술이 향상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서울, 인천, 지방의 준공
영제로 가는데, 그럼 경기도는 돈 투자해서 양성만 할 거에요?”라며 최근 급격한 버스운전 노
동자 모집으로 인한(버스운전 양성자 포함) 사고건수 증가와 숙련된 인력이 준공영제 지역으
로 유출됨에 반감을 표시하였다. 이에 자동차노련의 류근중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버스 인력
양성의 해법은 운전이 익숙한 사람들, 전세버스나 화물차량 운전자가 노선버스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경로는 버스준공영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문제는 돈이
다.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하기 어렵다.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17)고 밝혔다.
“버스라고 하는 특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화물차하고 전세버스
예요. 화물은 짐만 나르는데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큰 차를 몰아본 경험, 두
번째는 화물은 버스 경험자들이 많으세요. 이 인원이 전세버스가 4만 5천 대, 화물차도 3만～4만
대예요. 현직만 따져도 7만 대 정도가 있는데, 정부의 육상교통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세버
스 총량, 화물차 총량 줄이기예요. 화물차, 전세버스 줄이려고 지원금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버스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실 관계자)
[그림 1] 버스양성자 모집 포스터, 경남여객 교통사고 건수

자료 : 경기도 일자리제단. 저자 직접 촬영.

17) 매일노동뉴스, 2019. 3.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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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년연장 문제
버스운송업은 과거부터 노동인력이 부족한 업종이었고, 경기와 상관없이 젊은 버스운전 노
동자의 수가 적은 업종이었다. 그래서 정년이 이미 지났음에도 촉탁직의 형태로 계속 버스운전
을 하는 노동자가 많았다. 이처럼 촉탁직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촉탁직으
로 계약을 연장함으로써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고,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촉탁직 노
동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1호봉에 준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되므로 인건비
부담이 적다는 점이 있었다.
“촉탁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게 수익이 안 나는 데다가 이런 부분만큼이라도 절감을 해야 되겠다
고 하는 이런 생각도 있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어쨌든 운영비를 줄여야 그나마도 유지를 해나가
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이건 줄이는 게 아니라 어거지로 가고 있어요,
억지로. 완전억지야….” (B여객 노동조합 간부)
<표 8> 경기도 시내버스 버스운전 노동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경 기

21세
이하

22～
25세
이하

26～
30세
이하

31～
35세
이하

36～
40세
이하

41～
45세
이하

46～
50세
이하

51～
55세
이하

56～
60세
이하

61세
이상

계

0

35

128

398

1,936

2,998

3,273

4,294

3,600

1,613

18,275

0.00

0.19

0.70

2.18

10.59

16.40

17.91

23.50

19.70

8.83

100.00

자료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2019), ｢2018 버스통계편람｣.

위에 제시된 <표 7>을 보면 경기도 시내버스 운전 노동자는 전체 18,275명이 있고, 그중 51
～55세 이하가 23.5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56～60세 이하가 19.70%, 61세
이상이 8.83%이다. 이렇게 고령자 비율이 높아진 버스는 복잡한 운전환경에서 일을 해야 하는
운전노동자가 반사신경이 느려져 운전 능력이 떨어지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제시된 <표 7>에서 보듯 20대 취업자는 1% 미만이고 버스운송업은 저임금 장시간 노
동의 형태로 운영되므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었으므로 노사는 주 52시간 상한제로 크게
늘어난 운전노동자의 수요를 채우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신규채용과 더불어 정년연장을 함
으로써 서로의 이해를 맞추려 하였다. 최종적으로 2019년 1월 11일 경기도 버스 노사합의로
정년을 기존 만 60～61세에서 만 63세로 연장하였다. 이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버스기
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노사 모두에게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하였다.18)
18) 중앙일보, 2019. 5.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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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은 이미 작년에 단협 체결하면서 현재 65세로 해놨어요. 그 이후로 65세로 많이 바
꾸었는데,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경기도 버스회사들이 왜 65세까지 웬만하면 다 해
주냐면요 워낙 버스기사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A여객 노동조
합 간부)

정년연장은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에 따른 인력추가 공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버스운전 노동
자는 고령화되고 회사는 숙련된 운전기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사가 서로 공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A여객 버스노동자 모집 포스터

자료 : A여객 홈페이지.

Ⅳ. 맺음말

본 연구는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 버스운전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짚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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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기도 버스의 노동조건은 저임금과 전체평균보다 더 긴 장시간 노동을 바탕으로 운영되
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운전대 앞 노동자의 피로를 가중시켜 자칫 졸음운전으로 인해 승객
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 연구를 통해 경기도 내에서 버스 준공영제와 비준공
영제에 따라 노동조건은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준공영제 버스 노동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보조금을 통해 임금 및 노동조건들을 개선 받았던 것과는 달리, 비준
공영제 노선의 경우 준공영제와 비교하여 노동시간 및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 차이가 있었으
며, 때문에 같은 회사 안에서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
는 노선입찰․수익금공동관리 준공영제․공영․민영 4트랙으로 체계를 병행하여 운영예정인
것들을 향후 준공영제를 추진하되, 단일한 준공영제 방식으로 운영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인터뷰 결과 ① 임금보
전의 문제, ② 노선축소 및 감차의 문제, ③ 버스운전 노동자 부족의 문제, ④ 정년연장의 문제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경기도는 장시간 노동을 통해 회사 입장에선 기존 인원으
로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었고, 노동자 입장에선 연장 및 초과 근무 수당을 통해 낮은
기본급을 채웠었다. 하지만 주 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더 이상 장시간 노동은 어렵게
되었고, 이에 버스운전 노동자의 실질임금 감소 및 버스 노선감축 및 감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현재 경기도는 주 52시간 상한제에 따라 노선감축 및 감차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 200~450원가량 버스요금을 인상하였으며, 준공영제를 제외한 버스회사와 노동조합들은 임
금협상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주 52시간 상한제로 제한된 노동시간에 따라 버스회사들은 노동
자 부족으로 인해 인력채용을 진행하고 있고, 더불어 기존의 촉탁직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의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있었다. 이처럼 주 52시간 상한제가 도래함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이 혼재된 경기도 버스는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향후 주 52시간 상한제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먼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버스 준공영제와 함께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 : Bus Management System) 확대를 통해 노선 정보 및 버스운행이력
등을 파악하여 버스운전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휴게시간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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