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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서비스시장의 이슈와 과제1)

요

약

최근 모바일 IT 기술의 발달로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이용자(수요자)의 요구에 맞춤
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디맨드(on-demand) 서비스가 발달하고 있다. 연간 2조~3조원 규모
로 작지 않은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리운전 서비스는 가장 일반화된 생활
밀착형 온디맨드 교통서비스 중의 하나로 대리운전 업체가 기사와 손님을 중개해 주는 플랫폼 비즈
니스 모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리운전 시장의 참여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대리기사, 대리운
전 업체(콜센터), 프로그램 업체로 구성된다. 대리기사나 대리운전 중개업체는 자유업으로 시장진
입에 제약이 거의 없어 절대 다수의 영세 사업체와 기사들로 구성된 반면, 프로그램 업체는 기술과
자본을 필요로 하는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대리운전 서비스와 같은 온디맨드 O2O 서비스의 성공
및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온라인의 장점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과 수익모
델을 통한 고객가치 창출과 수익시장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대리운전 서비스시장 참여자
들 간의 대리운전 기사, 대리운전 업체(서비스 중개 플랫폼 업체), 프로그램 업체들 간의 경쟁과 협
력을 통한 상생노력과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self-regulation)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단순히 대리
운전 서비스시장이 아니라 온디맨드 O2O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온디맨드 서비스
제공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O2O 서비스 제공자(스타트업)의 다양성 확보 및 건강한 O2O 생태계
조성을 위해 O2O 서비스시장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1)

1) 본고는 김천곤(2016), “생활밀착형 온디맨드 교통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 대리운전 서비스를 중심으로”(산업연구원 이
슈페이퍼 2016-409)에서 발췌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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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최근 모바일 IT 기술의 발달로 일상생활의 다

등의 교통수단·시설 공유서비스, 온라인 쇼핑 택

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이용자(수요자)의 요구

배·화물 배송조회 서비스 등 이용자 중심의 교통

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디맨드(on-

(정보)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다.

2)

demand) 서비스가 발달하고 있다. 온디맨드 서

전통적인 온디맨드 교통서비스로는 콜택시 서

비스는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해 주는 온

비스, 음식배달 서비스, 퀵 서비스, 대리운전 서

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제공되고 있으며3), 양면

비스 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서

시장(two-sided market)의 속성을 가진 플랫폼 자

비스 요청을 서비스 공급자가 수행하는 형식이

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O2O(online to offline)

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모바일 IT 기

비즈니스로 발전하고 있다.

술의 발달로 서비스 관리 및 거래비용이 감소하

우리나라 교통부문에서도 실시간 교통정보 기
반 네비게이션(지도) 앱 서비스, 대중교통 출발/
도착 알림 정보 서비스, 자동차, 자전거, 주차공간

면서 개인성, 즉시성, 이동성 등의 특성이 강화
되었다.
최근의 온디맨드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
한 O2O 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으

2) 온디맨드의 사전적 정의는 ‘필요하거나 원할 때 이용가능한’(available
when needed or wanted)이란 뜻으로, 소비자의 요구나 주문에 맞춰 언
제든지 필요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3) 플
 랫폼을 경제학적으로는 거래를 원하는 경제주체들(소비자와 공급
자)이 거래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중개수단
(intermediary)이 되는 물리적, 가상적 또는 제도적 환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며, 이용자는 앱을 이용해서 서비스 요청 및 결제
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이용편의성으로 온디맨드
교통서비스의 서비스 영역이 기존의 콜택시, 대
리운전 서비스에 이어 카셰어링, 주차공간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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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세차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4)

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리운전 서비스는 가장 일반화된 생활밀착형

대리운전 서비스의 정확한 시장규모의 추정은 어

온디맨드 교통서비스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으며,

렵지만, 연간 2조~3조원 규모로 작지 않은 시장규

대리운전 업체가 기사와 손님을 중개해 주는 서비

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4) 온디맨드 교통서비스와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수요응답형 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ation : DRT)서비스가 있는데, 기존의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의 시·공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급되는 장애인 콜택시,
교통소외지역의 ‘복지택시’ 등 준대중교통(paratransit) 서비스를 의미한다.

플랫폼 비즈니스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카카오가
대리운전 서비스시장에 진출하여 시장에 많은 변
화가 예상되고 있다.

2. 대리운전 교통서비스 현황 및 시장구조
(1) 대리운전 서비스의 발전과정 및 현황

2) 대리운전 서비스시장 현황
국토교통부는 2014년 기준 대리운전 서비스 이

1) 대리운전 서비스의 발전과정

용자는 1일 47만 9,000여 명, 대리운전 서비스를

대리운전 업계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음주운

제공하는 대리기사는 약 8만 7,000명, 대리운전

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서울 강남의 고급 유흥 접

업체는 3,851개로 추정하고 있다.5) 그러나 최근

객업소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유흥업소 종사자가

카카오의 대리운전 시장 진출을 계기로 신규 대리

취객의 자가용 차량을 고객의 집까지 대신 운전

기사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대리기사 수는 2016년

해 주던 서비스를 대리운전의 시작으로 보고 있

11월 기준 최소 11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6)

다. 이후 대리운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

또한, 사업체 전화번호 CD로부터 추출한 대리운

리운전 기사를 모집하여 연결해 주는 대리운전

전 업체는 2015년 기준 8,326개이며 지역별 분포

업체가 등장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휴대전

는 <표 1>과 같다.

화 보급 확대, 2000년대 이후 PDA·스마트폰의

한편, 대리운전 시장규모는 대리운전 요금의

등장 등 통신기기 환경의 변화로 대리운전 업체

대부분(85% 이상)이 8,000원~20,000원 수준임을

가 대리기사와 이용자를 직접 중개해 주는 형식

고려하면 대리운전 시장규모는 연간 최소 1조원

으로 발전하였다. 최근에는 카카오의 대리운전

에서 최대 3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시장 진출로 기존의 콜센터를 이용하는 전화주
문 기반 대리운전 업체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서 콜을 직접 입력하는 앱 기반 대리운전 업체로
양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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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교통부(2014), 「자가용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6) 카카오는 카카오 대리운전 서비스 가입자가 100만명, 등록 기사 회원 수
가 11만명, 누적 호출 수 270만건이라고 발표(2016년 8월)하였는데, 많
은 대리기사들이 다수의 업체에 중복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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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역별 대리운전 관련 기초 통계 및 업체 현황
인구(명)

자동차 대수(대)

택시 등록 대수

대리운전 업체 수(개)

서울

9,971,111

2,883,845

70,471

1,222

부산

3,507,205

1,205,062

23,782

144

대구

2,485,537

1,073,232

15,457

101

인천

2,938,902

1,150,474

14,231

197

광주

1,472,432

594,898

8,150

345

대전

1,516,165

615,411

8,577

255

울산

1,173,005

514,256

5,723

165

경기

12,649,894

4,846,895

36,784

1,779

세종

234,510

102,233

-

82

강원

1,548,844

688,690

7,643

573

충북

1,588,025

718,160

6,921

408

충남

2,088,268

960,430

6,630

732

전북

1,865,232

822,153

8,839

288

전남

1,902,883

836,573

6,812

485

경북

2,701,293

1,292,128

9,816

592

경남

3,369,074

1,528,137

12,397

688

제주

637,172

350,753

5,328

270

전국

51,649,552

20,183,330

247,561

8,326

자료 : 1) 인구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2016년 8월 기준).
2) 자동차 등록대수는 통계청(KOSIS).
3) 택시 대수(일반택시 8만 3,210대, 개인택시 16만 4,351대)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료(세종시
자료는 구분되어 있지 않음).
4) 대리운전 업체 수는 한국전화번호부(주)의 2015 사업체 CD 번호부 자료.
주 : 자동차 대수는 관용 및 개인 자동차와 승합차의 합(영업용 제외).

<표 2> 앱기반 및 콜기반 대리운전 서비스 비교
콜기반 대리운전

앱기반 대리운전
지역별 차등 : 1만원~1만 5,000원

요금체계

구간요금제
(최저요금 : 8,000원~1만원)

요금산정

구간(거리) 기반 산정

앱미터기로 거리/시간 동시 적용하여 산정

경유지

추가요금 부과 가능

거리/시간 적용 정산

요금결제 방식

현금, 후불, 신용카드

신용카드 결제

할인/마일리지

마일리지

쿠폰 할인 이벤트

기본요금

미터요금제 확정요금제(고객입력)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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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운전 시장구조

리운전 이용자 특성을 살펴보면, 30~40대의 남성
이 월 1~2회로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요일

1) 대리운전 서비스의 방식

별로는 금요일 이용비율이 가장 높고, 일요일이

일반적인 대리운전 서비스의 운영 방식은 다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0년간 여

과 같다. 이용자(차주)가 대리운전 업체(콜센터)

성 이용자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여

에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 요청(콜)을 하면, 대리

성의 사회활동 증가 및 면허취득의 증가로 여성

운전 업체가 출발지와 목적지, 요금 등 요청내용

운전자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을 기록한 오더를 대리운전 운영 프로그램에 입력

대리운전 서비스는 기사나 중개업체 모두 자유

하고,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은 대리기사 스마트

업으로 시장진입에 제약이 거의 없어 전화번호만

폰에 콜 리스트로 나타난다. 각 지역에 산재해 대

있으면 무점포 1인 창업도 가능한 업종으로 관할

기하고 있던 기사는 콜 리스트 중에서 자신이 희

세무서에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하

망하는 콜을 잡아 고객과 연락을 해 정확한 출발

지 않고 활동하는 기사 혹은 업체들이 많아 정확

지를 확인하고 차량을 운행한다. 목적지에 도착

한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다.8) 국토교통부의 조

하여 운행을 완료하면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요

사결과(2014년), 많은 대리기사들이 복수의 대리

금을 받는데, 현금 거래가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운전 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1일 평균 8시간, 월

콜센터를 통한 카드 결제도 가능해졌다. 대리운

평균 24.1일 근무하며 하루에 평균 5.5회 운행하

전 종료 후 기사들의 복귀 혹은 다른 장소로의 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수단은 대중교통이나 택시, 대리운전 셔틀버스

대리운전 업체 중에서는 방송 광고 등을 통해

(현행법상 불법) 혹은 (2인 1조 운행의 경우) 복귀

서 많이 알려진 익숙한 대리운전 전화번호의 시

용 자동차 등이 있다. 한편, 앱기반 대리운전 서비

장점유율이 높으며, 이로 인해 외우기 쉬운 전화

스는 콜센터의 역할을 스마트폰 앱이 다 수행하

번호 혹은 전국 번호는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

며, 결제는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 대리기사의 운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는 영세

행 완료 후에 자동으로 결제된다.

한 수준이며 일부 영세한 대리운전 업체는 콜센
터 기능(대리운전 요청 전화 수신 및 프로그램에

2) 대리운전 시장의 참여자 특성

등록하는 업무)을 규모가 큰 업체에 수수료를 지

대리운전 서비스 방식에서 살펴봤듯이 대리운

불하며 위탁 운영하기도 한다. 대리운전 업체(개

전 시장의 참여자는 일반적으로 이용자, 대리기

인 혹은 법인 사업자)와 대리운전자(개인사업자)

사, 대리운전 업체(콜센터), 프로그램 업체로 구
성된다. 선행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7) 대
7) 모창환(2006)의 “자가용자동차 대리운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및 국토교통부(2014)의 “자가용자동차 대리운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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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정책연구” 내용 중 비슷한 문항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
교하였는데, 두 설문조사 대상이 일치하지는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8) 대리운전 기사 수를 추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이
용하는 기사 통계를 기반으로 중복 이용 통계를 제외하는 것이나, 프로
그램 업체가 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산 업 경 제 분 석

의 관계는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필요한 고용관계

원 수준)를 받아 수익을 낸다.9) 그런데 프로그램

는 아니지만, 대리운전 업체에서 등록을 해줘야

업체가 대리 콜 접수회사들의 연합을 주도하면서

대리운전 서비스가 가능한 피고용인 성격을 지니

콜을 공유하게 되고, 대리기사와 대리운전 업체

고 있기도 하다.

사이의 수수료, 벌금 등의 비용 정산 시스템도 공

프로그램 업체는 대리운전 오더를 중개하는 앱
(프로그램)을 제작 및 판매 운영하기 때문에 기술

급하면서 프로그램 업체가 대리운전 시장에서 가
장 큰 힘을 발휘하는 구조가 되었다.

과 자본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프로그램 업
체는 대리기사들로부터 매월 이용료(월 1만 5,000

9) 대리운전 시장에 다양한 프로그램 업체가 있는데, 상위 3개 업체(로지소
프트, 콜마너, 아이콘소프트)가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3. 대리운전 서비스시장의 이슈
(1) 카카오의 대리운전 시장 진입

2) 카카오의 시장진입 효과
카카오가 대리운전 시장 진출을 발표한 2015년

1) 카카오의 시장 진출 전략

부터 대리운전 업체와 프로그램 업체는 대기업의

카카오는 2016년 5월 말 ‘카카오 드라이버’ 스

골목상권 진입 등을 내세우며 반대한 반면, 대리

마트폰 앱을 출범시키면서 대리운전 서비스를 시

운전자는 비용 측면에서 수수료 이외에 추가비용

작하였다. 카카오는 대리운전 서비스 관련 편의

이 발생하지 않아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성, 신뢰성을 향상시키면 이용자들의 지불의사가

대리운전 보험 적용방식에 있어서도 카카오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초기에 타 대리운전 서비스

보험사와의 계약을 통해 대리기사가 앱미터기를

에 비해 높은 기본요금(1만 5,000원) 수준과 앱미

켜고 실제로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동

터기(거리/시간 적용 운행과정 실시간 요금산정)

안만 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업체들도 보통 월 단위로 보험료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이용자들이 높은 요금수

를 기사들 예치금에서 차감하던 방식에서 일부 업

준에 대한 부담을 보이면서 이후 중소도시는 기

체는 운행건당 (정액)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

본요금 1만원, 서울은 1만 5,000원 등 지역별 기본

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요금 차등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앱미터기 요금

카카오의 대리운전 서비스시장 진입으로 현재

제(시간/거리에 따른 증가)와 확정요금제(시간/

관심사는 카카오 드라이버와 같은 앱기반 대리운

거리와 무관하게 이용자 초기 입력요금으로 확

전 서비스가 기존의 콜기반 대리운전을 얼마나 잠

정)를 병행하고 있다.

식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지금까지의 실적을 살

2 0 1 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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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을 때 시장의 분위기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

또한, 택시서비스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택

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카오 드라이버의 영향

시 사업자와 기사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력은 지역별로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 수도권은

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면허 획득이 필요

카카오의 시장진입 효과가 일부 나타나지만, 지

하며 기사도 운전업무 종사자격 기준을 충족하여

10)

방에는 아직 그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반면, 대리운전 서비

이는 이용자들이 카카오의 대리운전 앱을 이용

스는 자율 규제사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한 대리운전 콜에 아직 익숙하지 않고 기존 거래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으며, 대리운전 기사에

업체의 전화를 이용한 콜에 더 익숙하기 때문으

대한 신원 및 무면허 운전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관

로 보인다. 앱기반 온디맨드 서비스 이용계층이

리 문제가 발생한다.

제한적이고, 서비스 이용자들이 요금이나 서비스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 증가 및 교통안전 차원

수준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

에서 2003년부터 기사검증 문제, 이용자 안전, 대

식에의 적응과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

리운전업 등록제 및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

라고 추정할 수 있다.

대리운전제도 정비를 위해 대리운전제도 법제화
논의(입법 발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2) 대리운전 서비스 법제화

법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대리운전 시장
참여자들은 민간자율에 맡기자는 의견과 정부의

1) 대리운전 법제화의 필요성

개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나뉘는데,

대리운전 서비스는 운전자 자격요건이 없고 운

택시업계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인정

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시장에 진입할 수 있

하게 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는 자유업으로 종사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
나, 법·제도가 없어 시장규모 및 종사자 규모의

2) 대리운전 법제화 시 고려사항

정확한 파악이나 서비스 질적 관리의 어려움이 있

대리운전이 법제화되면, 대리운전 시장에서 발

다. 이로 인해 대리운전 중에 발생하는 범죄와 무

생하는 각종 불법행위 및 대리운전 기사와 이용

면허 대리운전에 대한 예방 대책이 마련되지 않

자 간의 소비자 분쟁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무질

는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서비스 소비자들의

서 상태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11)

불안감이 계속 존재할 것이다.

10) 카카오의 자체 실적발표를 토대로 추정한 대리운전 시장에서 카카오
드라이버의 점유율은 5~8% 정도라 할 수 있다.
11) 감사원의 조사결과(2014년), 조사표본(2,028명)의 1.2%(25명)가 범죄
경력, 운전면허의 3.5%(72명)는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사유로 무면허 상
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대리운전 이용자의 대리운전 기사 대상
폭언, 폭행도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남성 대리
운전 이용자에게 성추행에 노출되는 위험도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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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대리운전 시장 현황 통계자료 수집·
관리가 가능해져 정확한 시장실태 파악 및 정책방
향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일부 업
체와 종사자들은 등록제 도입 시 새로운 진입장벽
에 대한 부담 및 대형업체에 유리한 시장구조 형
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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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리운전 기사의 수입 및 비용 항목
수입

비용

비고

대리운전 요금
+
(팁)

수수료
프로그램 이용료
보험료
이동비용
페널비 비용

20%(지방 25~30% 수준)
월 1만 5,000원/개
월 6만~7만원
셔틀택시 건당 3,000원
콜 취소 건당 500원

한편, 현재 대리기사들의 보험료가 연 60만~70

을 기준으로 대리운전 서비스 요금을 책정하는 데

만원 수준이나 상품이 많지 않고 사고 이력이 있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합리적인 대리운전 요

을 경우 가입이 어렵다. 또한, 현재 대리운전 기사

금은 대리운전 이용자의 출발지 - 목적지 편도 택

가 개인사업자로 인식되고 있지만 대리운전 업체

시요금에 대리기사의 복귀 통행시간에 대한 기회

를 통한 기사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재보

비용을 추가한 요금이라 할 수 있다.

험 적용 등의 문제도 법제화 과정에서 논의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대리운전 시장은 수요보다는 공급
이 많은 상황이라 저가 경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대리운전 서비스의 수준 및 고객의 만족

(3) 적정 요금 및 수수료

도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금체계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

1) 대리운전의 적정요금 수준
현행 대리운전 요금체계는 일반적으로 (암묵적

2) 적정 중개수수료 수준

으로 정해진) 특정 구간이나 거리를 넘어서면 요

일반적으로 대리운전 기사는 고객이 지불한 요

금이 상승하는 구간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

금의 20%(일부 지방의 경우 25~30%)를 대리운

러나 지역적으로 명시적으로 정해진 요금체계가

전 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한다. 또한, 대리기사들

없어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자와 대리기사 간에 요

은 중개수수료 외에 프로그램 이용료(1만 5,000

금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리운전 요

원/월/건), 이동 교통비용(셔틀버스 혹은 택시 이

금은 대리운전 업체 및 기사들의 공급증가로 경쟁

용료), 보험료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발

이 심화되면서 단가가 계속 인하되는 추세를 보여

생한다.12)

왔으며, 업체와 기사들 간에는 현재의 요금수준
이 한계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행 대리운전 서비스의 중개 수수료는 대리운
전 요금에서 정률로 부과하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

요금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공급자
가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요
금제도가 필요하다. 대리운전이 택시 서비스를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 택시요금

12) 카
 카오는 수수료 20% 외에 대리기사 개인이 프로그램 이용료나 보
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아, 대리기사 입장에서는 기존 업체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매출 대비 5%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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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리에 비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성상 단거리 주행에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률 수수료가 타당한 근거

안이 대리운전 업체의 수수료 수입을 비슷한 수

가 있는 가격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콜

준으로 유지하면서 대리기사들의 (평균) 수입을

기반 및 앱기반 대리운전 중개 서비스의 경우 콜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단거리 주행에 낮은 수수료

센터 및 서버 운영비용이 거리에 비례하여 증가한

를 부과하더라도 장거리 주행에 지나치게 높은

다고 보기 힘들고,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면 이용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대리기사들의 평균수입이

자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수수료 인하의 요인이 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다양한 수수

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료 전략은 향후 대리운전 업체들 간의 시장경쟁

필자는 실제 대리운전 운행자료를 이용해 다

전략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대리운전 업체와

양한 수수료 방식 대안을 설정하여 시뮬레이션

대리기사의 상생을 위한 적정 수수료에 대한 논

13)

을 해 보았는데 , 분석대상 운행요금의 분포 특

의가 필요하다.

(1) 새로운 서비스 및 수익모델 발굴
13) 지면의 제약으로 여기에서는 자세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생략하나, 산
업연구원 이슈페이퍼(2016-409)에 제시되어 있다.

4. 대리운전 시장의 과제
향후 자율주행차 기술의 발전과 기술적용의 확

사유로 인한 자신의 자가용 승용차 이용의 제약조

대는 인간의 운전업무에 대한 부담 감소와 더불

건을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대리운

어 필연적으로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기사 등 운

전 서비스가 제공하는 개인 자가용 승용차를 이

전 직종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며, 대리운

용한다는 편리성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면서 새로

전 시장 역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리운전

운 서비스 대상의 발굴을 통한 시장확대 노력이

서비스와 같은 온디맨드 O2O 서비스가 시장확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재의 야간 시간대 대리운

를 통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으로 제공되

전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노약자 또는 일시적

는 서비스시장의 잠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

으로 운전이 불편한 환자의 소유 차량을 대상으로

인의 장점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서

한 대리운전이나 주간 업무시간에 개인 차량 정비

비스 발굴과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핵

및 검사 대행 등을 목적으로 한 대리운전 서비스

심적인 과제이다.

제공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대

대리운전 서비스가 기존 택시 서비스시장을 잠

리운전 서비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시장규모가 크

식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음주 혹은 기타

고 대리운전 요청에서 대리운전 서비스 완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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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비스 제공 속도가 빠른 편인데, O2O 플랫폼

들의 복귀 교통편으로 새로운 택시서비스 수요를

을 이용한 서비스 전환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발생시킨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온디맨드 O2O 대리운전 비즈니스 모델의 해외시
장 진출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시장 참여자들 간의 자율규제 노력

요약하자면, 온디맨드 O2O 플랫폼을 이용한

대리운전 중에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회피 및 피

교통서비스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수수료 의

해보상 문제, 대리운전 중에 발생되는 범죄 문제,

존적인 수익모델 외에도 O2O를 통해서만 제공할

무면허 대리운전으로부터 승객의 안전 확보 문제,

수 있는 차별적 서비스와 연계한 새로운 수익모델

대리운전 기사의 권익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을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한 방안으로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법제화
이전에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 노력이 필요하다.

(2) 시장 참여자들의 상생협력 및 자율규제

대리운전 업체들 간의 연합 조직 외에 기사들
의 권익을 대변할 수있는 조직(대리기사협회 혹

1) 시장 참여자들의 상생협력

은 대리기사 노동조합)의 설립이 필요하며, 향후

대리운전 서비스시장 참여자인 대리운전 기사,

에는 대리운전 업체 조직과 대리기사 조직의 통합

대리운전 업체(서비스 중개 플랫폼 업체), 프로그

을 통해 대리운전 서비스시장 규모와 운영실태 파

램 업체들 간의 상생을 위한 경쟁과 협력이 필요

악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부의 정책과도 연계될 수

하다. 카카오의 대리운전 서비스시장 진출에 따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른 기존 업체들의 반발이 있지만, 기존 업체들의
운영방식에 있어서 이용자들에게 대리운전 기사

(3) 정부의 역할과 과제

정보 제공, 보험료 적용 방식의 개선(매일 차감 콜당 보험 적용)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1) O2O 서비스 생태계 조성

하였다.

온디맨드 대리운전 서비스를 단순히 교통서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기사는 고용관계는 아니

비스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지만, 대리운전 업체가 업체에 등록된 대리기사

서비스라는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역할

들에 대해 대리운전 보험 협상력을 강화하고, 이

과 과제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온디맨드 O2O

용자와 대리기사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리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온디맨

기사의 권익을 옹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

드 서비스 제공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O2O 서

체 측이 책임지는 보호관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비스 제공자(스타트업)의 다양성 확보 및 건강한

한편, 택시기사 입장에서 대리운전 서비스는

O2O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정부

기사자격 기준도 없이 택시서비스 시장을 잠식하

의 O2O 시장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

는 문제 업종으로 인식되었으나, 대리운전 기사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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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O2O 서비스시장에 대한 이해를

적지 이용 특성, 이용요금 및 수수료 등 대리운전

바탕으로 급속한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용 특성 통계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활용이 가

O2O 서비스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개선과 합

능할 것이다.

리적인 법·제도의 운영으로 시장의 규칙을 관리

대리운전 업체는 주 이용 고객의 이용 시간과

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할 책임이

주기, 패턴 등 서비스 이용에 관련한 데이터 분석

있다. 예를 들면, 대리운전 서비스시장 참여자들

을 통해 프로모션 제공 등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이 법제화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므

수 있고 추가 사업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으며, 서

로 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리운전 업체와 서비스

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 및 이용 후기 등의 데

종사자 간의 불공정한 관계 개선 등을 위한 내용

이터 분석을 통해 자체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 법제화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 대리운전 기사는 콜

수렴이 필요하다. 또한, ‘대리운전 온라인 민원센

요청 지역 데이터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터’(가칭)를 상시 운영하여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

동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자의 만

자 민원뿐만 아니라 배차 제한, 콜 취소 페널티 등

족도 평점 및 이용 후기 등을 토대로 고객만족도

대리운전 업체의 불공정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 노력에 참고할 수 있다.

는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대리
운전 서비스시장 구조 및 산업 현황과 문제점을

2) 관련 통계자료 구축 및 분석

파악할 수 있으며,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자의 민

한편, 온디맨드 O2O 서비스의 실제 통계자료

원내용 분석을 통해 대리운전 서비스 개선 및 시

(빅데이터)는 O2O 시장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역

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수립하는 데 참고

할을 할 수 있다. 대리운전 서비스의 경우, 대리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관

전 기사, 대리운전 업체 관련 통계의 구축 및 관

리 및 분석을 위한 DB 구축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리가 이루어지면, 시간별/요일별 및 출발지 - 목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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