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경

본 연구는 카카오택시의 사용자 경험에 한 연구로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 이있다. 온

라인과 오 라인을 연결해주는 O2O 서비스(Online to

Offline Service)가 최근의 화두다. 스마트폰으로 언제나

온라인 연결이 가능해졌고 이제 온라인과 오 라인의 경

계는 희미해졌다. O2O 서비스는 온·오 라인 양방향으

로 고객들에게 마 을 제공할 수 있어 효과 으로 구

매로 연결할 수 있다. 특히 고객의 성향이나 치를 악

하여, 고객에게 최 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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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국내외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O2O 운송서비스, 그 카카오택시를 심으로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상

에 해 연구하고, 더 나은 사용 경험을 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 1차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의 택시 앱 서비스와 국외의 O2O 운송서비스의 특징을 조사하 다. 그리고 2차로 카카오택시 이용자 8명을 상

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카카오택시 사용 경험을 악하 다.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첫째로 공 과 수요의 불균형에 한 개선, 둘째로 목 지 치 공개에 따른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카카오택시를 통해 국내 O2O 운송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에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

를 통해 국내 O2O 운송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보완하고, 경험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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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henomenon of users' experience of O2O transportation 

service - focus on the Kakao taxi. As a research method, first case study investigated characteristics of taxi app 

service in Korea and overseas O2O transportation service. Secondly, we conducted an in - depth interview with eight 

Kakao taxi user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using the taxi. As a result, we were able to derive two points that 

needed improvement. Firstly, the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should be improved. Secondly, users should 

not be disadvantaged by the location disclosure. It i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domestic 

O2O transportation service through a taxi. It is expected that the follow up study will help improve the domestic 

O2O transportation service and improve the user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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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오 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데는 스마트폰의 도움이

컸다.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언제나 온라인 상태로 있기

때문이다[1]. 더욱이 우리나라는 2017년도 4월 기 스마

트폰 보 률은 세계 4 (71.5%) 이며[2], 스마트폰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200여 분으로 세계 1 로[3], O2O 서비

스가 발 할 수있는 토 가 되었다. 이러한 트 드에 발

맞춰, 택시, 음식 배달, 숙소 등 다양한 분야의 O2O 서비

스가국내외에서 출시되어 사용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카카오택시는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O2O 서비스로

평가받으며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

내의 표 O2O 서비스인 ‘카카오택시 서비스’ 이용 상

에 주목, 재의 사용 경험을 악하고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  과 

이 연구는 1차 사례연구를 통해 재 운 되고 있는

국내 택시 앱 서비스와 국외 On Demand Riding 서비스

사례의특징을 조사하 다. 그리고 2차 실증연구로 카카

오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사용자 8명에게 심층 면 인터

뷰를 시행하여 카카오택시 서비스 이용 경험과 원하는

바에 해 알아보았다.

2. 비스 사례

2.1 내 주  택시 앱 비스 

이미수년 부터 국내택시 앱 서비스가운 되고 있

었지만, 기에는 별다른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2014년 우버가 논란을 빚은 데 이어 2015년 다음카카오,

SK 래닛 등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차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다[4].

2.1.1 카카 택시 

재 국내 택시 앱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는

2015년 3월 출시한 카카오택시다. ‘카카오내비’로 내비게

이션 기능을, ‘카카오블랙’으로 모범택시 서비스까지 제

공하고 있다. 출시 약 40여 일 만에 기사 회원 수 7만 명

을 돌 하 고, 재는 24만명에 이른다. 국에 택시 면

허가 있는 기사 10명 9명이 카카오 택시를 활용하고

있다. 승객 가입자는 1635만 명으로 한민국 국민 30%

가량이 서비스를 경험했다. 카카오택시의 일 호출 건수

는 150만, 운행 완료는 3억 2000건에달한다. 서비스

를 시작한 이후 택시 호출 시장을 서서히 장악한 카카오

택시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스며든 상태고, 필

수 앱으로 자리 잡았다[5,6].

2.1.2 티맵 택시 

다양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 독보 인 인기를

얻고 있는 티맵을기반으로 2015년 4월 택시 서비스를출

시했다. 특징은 사용자가 별도로 택시미터기 요 이외

에 추가 요 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이다. 추가 요 은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지정할 경우에는 1000원 단

로 최소 1000원부터 최 5000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7]. 택시 잡기가 어려운 심야시간 혼잡시간에는 택

시 배차를 원활하게 하려고 추가 요 을 설정한 가운데

배차가 실패하면 제휴 서비스 나비콜 등 연계된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8].

2.2 해  택시 비스 

해외에서는 국내의 서비스 출시 시 보다 한발 앞서

택시 앱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2.1 우

우버는 2009년 미국 샌 란시스코에서 설립되어 재

총 632개 도시에서 운 인 세계 최 규모의 차량 공

유 서비스(Car Sharing Service)이다.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 다. 우버의 고 리무진 차량서비

스 우버 블랙(Uber Black)은 터카 업체와 제휴하여

리미엄 차량을 계해 다. 우버 택시(Uber Taxi)는 개

인 법인 택시와의 제휴를 통해 승객에게 택시 차량을

계해주는 서비스이며, 우버 엑스(Uber X)는 우버에등

록한 개인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이다[9]. 특징 인

은 우버의 피크타임 요 체계다. 우버는 GPS 데이터,

Street 데이터 등많은 양의 데이터베이스와 우버만의 알

고리즘을 통하여 요 을 부과한다. 데이터와 이동 시간

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Demand basis 피크 타임 요 제

를 결정하는데, Demand가 높아질수록 요 이 높아지는

유연 요 체계를 가지고 있다[10].

2.2.2 리프트

차량 공유 서비스는 우버보다 리 트가 먼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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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사로 등록한 회원 차량을 이용한다는 은 우버

와 비슷하지만, 리미엄 서비스로 시작한 우버와 달리

리 트는 렴한 보 형 서비스를 표방한다. 리 트

의 강 은 친 함에 있다. 차량공유 서비스를 꺼리는 문

제 하나는 불안감인데, 이를 해소하기 해 차량에

분홍색 콧수염을 붙이고 승객과 운 자는주먹을 마주치

며 친근하게 근한다. 운 자의 철 한 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운 기사와 차량 사진, 이용자 평가 수까지

모두 공개한다. 리 트 기사가 되기 한 조건은 운 경

력 3년 이상에 무사고, 범죄 사실이 없어야 하며 사고보

상보험가입이 필수다. 운 자를 등록과정부터 걸러내기

한 략으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우버

가 음식 배달이나 택배로 서비스를 확장할 때 리 트는

기존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에 을 맞췄다. 목 지 기

능을 추가해 승객을 여러 명 태우기도 하고 같은 방향으

로 가는 다른 운 자를 찾을 수도 있다[11]. 리 트의 요

체계 역시 우버와 비슷하게 주요 시간 에 Prime

Time을 운 하고 있으나, 미리 승차 일정을 약하면 가

격 변동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스 약은 탑승 기

최소 30분 부터 최 7일 까지 가능하다[12].

3. 실험   분

3.1 실험

이 연구의 실험을 진행하기 해 주 1회 이상 택시를

이용하는 20~30 8명을 상으로 사용자 인터뷰를 시행

하 다.

Fig. 1. Jakob Nielsen's Curve

제이콥 닐슨(Jakob Nielsen)의 연구[13]에 따르면 사

용자 경험 연구의 실험에 있어 5명의 실험자를 확보했을

때, 그 실험은 유효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 이에 근거하

여, 이 연구에서는 8명의 실험자를 상으로실험을 진행

하 다.

Interviewee Age Job

A 35 Marketing Researcher

B 35 Project Manager

C 29 Student

D 23 Student

E 32 IT Journalist

F 31 Architect

G 26 Student

H 29 Hardware Engineer

Table 1. Profile of Interviewees 

3.2 실험결과  분

카카오택시 서비스 이용 횟수와 이용 시간 에 한

답변은 아래 Table 2에 정리하 다.

카카오택시 서비스 월별 이용 횟수에 해 질문한 결

과, 6회 이상 10회 이하 이용한 응답자가 반을 차지했

고 (4명, 50%), 16회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25%(2명)

를 차지했다.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시간 는 부분

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심야 고 (5명, 62.5%), 그다

음은 하게 이동이 필요한 출근시간 에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명, 25%).

Item Scope
Number of
person

Frequency of
usage

1 ~ 5 times 2

6 ~ 10 times 4

11 ~ 15 times 0

16 ~ 20 times 1

More than 20 times 1

Mainly used
time slot

Morning rush hour 2

Evening rush hour 0

Middle of the night 5

Anytime 1

Table 2. Basic Information about Using Kakao Taxi

3.2.1 카카 택시 용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로 나타났다.

첫째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뛰어난 근성을 이유로

꼽았다. 지나가는 택시가 없거나 있어도 잘 잡히지 않을

경우, 호출하여 택시를 부를 수 있고 택시를 잡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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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높은 신뢰도 다. 기사정보와실시간으로확인

되는차량 이동 정보등이신뢰할수 있는요인으로 작용

했고, 카카오 랜드에 한 신뢰도가 택시 기사에 한

신뢰도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경우 신

뢰도가카카오택시를 선택하는가장 큰이유로 나타났다.

다음은 인터뷰 상자들이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이유

를 Table 3에 정리한 것이다.

Item Scope
Number of
person

Accessible

There is no taxi on the street 2

It's hard to catch a taxi 3

It's not necessary to wait 1

Credible

More trust than regular taxi 3

Kakao brand credibility leads
to driver reliability

2

Table 3. The reason to use Kakao Taxi

3.2.2 카카 택시 용 경험

해당 서비스의 장 에 해 인터뷰 상자들은 기사

님들의 친 , 이용 범죄로부터안 성, 출발지혹은목

지등 치에 한설명을하지않아도되는 편리함 같

은 다양한 답변을 하 다. 반면, 단 에서는 인터뷰 상

자 부분이배차가잘 안되는 것에 해공통 인 불편

을 호소하 다. 배차가 잘 안 되는 이유로는 부분 출퇴

근 시간, 심야 등 수요와공 의 불균형으로 인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일부 인터뷰 상자들은

목 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배차 성공률이달라진다고 느

끼고 있었다. 다음은 인터뷰 상자들이 카카오택시 경

험 느 던 장단 에 해 Table 4에 정리한 것이다.

Item Scope
Number of
person

Pros

No need to provide location
information

3

It is safe because it provides driver
profile and drivinginformation

2

It is easy to catch a Taxi 2

No need to wait 1

Cons

Connection is not success 5

Connection rate is low depending
on destination

3

Unilateral cancellation 1

Inaccurate current location 1

Table 4. Kakao Taxi Service Experience

4. 결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카카오택시 이용자의 사용 경험

을 조사하 고, 그 결과 특별히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이유와 서비스의 장단 을 악할 수 있었다. 먼 사용

자들은 택시를 잡기 편하고, 신뢰할 수 있어 카카오택시

를 선택한다고 했다. 출발지와 목 지 등 치정보를 따

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을 첫 번째 장 으로 응

답했다. , 기사님의 개인 정보 택시의 이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 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카카오택시 서비스에서 몇 가지 한계 을 발견하

다.

첫째, 특정 시간 에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없다. 실제로 인터뷰 상자들이 택시를 자

주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 심야는 수요 비 공 이 턱없

이 부족해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14]. Fig. 2는 수요와

공 간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그래 이다.

둘째, 목 지가 어디냐에 따라 배차 성공률이 달라 서

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다. 목 지까지의 거리가 가깝거

나 외곽에 있는 목 지의 경우 배차 성공률이 하게

낮아졌다고 답한 응답자 한 명은 ‘목 지 입력이 손

님 골라 받기를 한 합법 승차거부로 악용되고 있다’

라고 했다. 실제로 카카오택시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수된 승차거부 신고 건수는 서울시에서만 2015년 57건에

서 2016년 180건으로 1년 만에 3배 가까이 등했다.

지난해 국토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택시 앱 이용

시 불편, 불만 사항으로 ‘배차가 잘 안 된다’는 응답이

23.8%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15].

Fig. 2. Imbalance between demand and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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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 연구는 카카오택시의 사용자 경험을 조사하고, 더

나은 사용 경험을 제공하기 해 국내외 사례 조사와 사

용자 인터뷰를 시행하 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특정 시간 에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

를 해소하기 한 방법이 필요하다. 사례연구에서 분석

했듯이 우버의 가변요 정책이나 티맵 택시의 추가 요

설정 등과 같이 수요가 많을 경우 더 높은 비용을 지

불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최근 카카오택시에서도 이

런 방식을 시행하기 시작하 으나 그 효과가 미미한 실

정이다. 따라서 인 공 량의 부족을 해소하기

한 궁극 인 방법이 필요하다. 택시의 인 수를 늘

리는 데는 제약이 있으므로 우버 도입을 제안한다. 우버

의 핵심논란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로 유

상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이다. 따

라서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를 활

용하여 차량 공 에 어려움이 많은 출퇴근 시간, 심야만

이라도 더 많은 차량이 공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둘째, 목 지 치에 따라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배차가완료된 이후 운

자가목 지정보를 확인할 수있도록 ‘목 지미공개’ 방

식 도입을 제안한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운 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뒤따를 수 있다는 이다. 운 자들의 반

발을 최소화하기 한 차선책으로는 골라 받기를 하는

운 자들에게는 페 티를 용하고 배차 우선순 에서

멀어지도록 규제를 하여 운 자들의 자발 인참여를 유

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카카오택시의 사용 경험에 한 연구로 문

제를 발견하고 이에 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구체 인 방안을설계하지 못한 제

한 이 있다. 앞으로 이 연구를 기 으로 O2O 운송서비

스의 개선 방안을 보완하고, 련된 후속연구가 이루어

져 국내 O2O 운송서비스 경험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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