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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년 59조폐기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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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근로기준법적용시기

규모 시기 ~18.6.30
18.7.1~

19.6.30

19.7.1~

19.12.31

20.1.1~

21.6.30
21.7.1~

특례

제외

300인이상 제한없음 68시간 52시간 52시간 52시간

50~299인 제한없음 68시간 68시간 52시간 52시간

5~49인 제한없음 68시간 68시간 68시간 52시간

▮버스사업장 규모별 노동시간 단축 적용시기



2. 개정근로기준법적용시기

*17년 12월 기준



2. 개정근로기준법적용시기

업체수 종업원수

시내 364 79029

농어촌 86 3226

시외 71 13229

고속 8 3984

합계 529 99468

업체수 운전자수

1일2교대 212 39224

격일제 99 23320

복격일제 218 21168

합계 529 83712

▮ 농어촌, 시외버스는 95%이상 복격일제 시행

▮ 시내버스 1일2교대제 3만9천명, 격일제2만3천, 복격일제 6천명



3. 노동시간단축에따른인력추계

*16년 근무형태별 노동시간 추계



3. 노동시간단축에따른인력추계

▮ 아래 추계방식은 격일제, 복격일제를 1일2교대제로 전환할 때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계산한 것임

▮ 만근일수 24일인 경우 버스 1대당 필요인력은 2.53명(현재
준공영제수준), 만근일수 22일의 경우 2.77명 필요로 계산

*16년 기준 버스1대당 운전자수는 시내1.97명, 농어촌1.34명, 시외1.33명 임.



3. 노동시간단축에따른인력추계

구분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
버스

계

7대도시 도지역

운전자수 37,343 28,484 10,389 2,268 78,484 

226시간
기준

추가인원 334 3,636 2,039 422 6,431 

증가률 0.9% 12.8% 19.6% 18.6% 8.2%

▮ 아래 추계방식은 현행 제도에서 1주 52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운전시간을 산정하고서 총 초과 시간을 월 226시간으로 기계적으
로 나누어 필요인원을 계산한 것임



4. 버스현장인력변화

2017년8월 2018년8월
인원증감

업 종 업체수 면허차량수 운전자 업체수 면허차량수 운전자

시내 362 34421 67931 365 35205 70267 2336

농어촌 86 1877 2485 86 1880 2567 82

시외 71 7558 10030 72 7465 9756 -274

고속 11 2157 2785 11 2058 3060 275

합계 530 46013 83231 534 46608 85650 2419

▮ 운전자는 2천4백명 증가에 불과, 사실상 노동시간단축 영향 없음

▮ 충북과 강원지역은 오히려 운전인원이 감소하였음

▮ 사고로 문제되었던 경기지역 800명 증가(서울,제주,충남 증가)  



4. 버스현장인력변화

▮ 사고가 났던 경기도 광역버스에서만 1일2교대제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발휘

▮ 적용시기가 2020년으로 유예되어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서는 아무런 대응조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

▮ 장시간 노동과 안전운행에 취약한 농어촌 시외버스 등은 현재
까지 전혀 근무조건 개선이 없음 = 여전한 시민안전 위협요소

▮ 버스사업주는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아무런 자구노
력을 하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는 모양새



5. 동향/전망/시사점

▮ 국토부 / 경기도
: 준공영제 연구용
역 발주 (투입인력
과 재원, 도입방식
검토)

▮ 경기도 노선입찰
제 도입 추진 (한
정면허제도)



5. 동향/전망/시사점

▮ 지자체의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매년 증가 17년 기준 6천7백억



5. 동향/전망/시사점

▮ 서울시 표준운송원가 90%적용 시
8개도 시내/시외버스준공영제 도입비용 2조4천 억원
(운송원가에 운전인력비용 포함)



5. 동향/전망/시사점

▮ 전국버스운송사업 조합연합회와 한국노총 자노련의 짬짜미는
완전공영제가 아닌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만을 기대하고 있음

▮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는 40+12시간 근무한도 제도가 19년 7
월부터 도입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

▮ 이런 상황에서 여야정 합의를 통해 추진되는 탄력적근무제 확
대는, 버스현장에서 필요인력 충원은 없이 변형근로만 확대하는
것으로 격일제/복격일제 사업장에서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다분
함.



5. 동향/전망/시사점

▮ 경기도가 추진중인 노선입찰제 방식은 한정면허제 도입의 시도
로, 버스자본이 사유화한 노선권을 공공으로 환원하는 작업 임

▮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완전공영제의 도입을 요구 할 수 있는
적기이나,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협의회와 일부 지역의 시민대
책위만이 완전공영제를 주장

▮ 장시간 노동에 최적화된 임금체계에서 임금후퇴 없는 노동시
간 단축의 문제 대두 = 양질의 일자리 창출문제

▮ 완전공영제의 도입은 버스사고에서 출발한 노동시간 단축제
도의 관리와 운영체계에 있어 중요하고, 정비문제, 이용자참여
등 종합적인 안전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요소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