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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책건의

□ 본 연구는 택시 면허 대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택시 면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을 토대로 택시의 공급을 억제하면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택시 면허제도

의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음

○ 택시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택시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면허가 

양도⋅양수되면서 택시 면허 대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택시 이용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택시 면허 공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적정 

택시 수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택시 면허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본 연구를 통해 택시 대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면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하고 택시 공급억제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택시 면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공하여 택시 면허제도 관련 교통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택시 운수종사자 간 양도⋅양수 강화 및 택시 공급억제 방안 마련을 위해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신규 개인택시 면허 양도조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도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함

○ 신규 개인택시 면허의 제한 없는 양도⋅양수 면허제도는 택시 수급을 조절하는데 장

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 2015년 이후 개인택시 양도⋅양수 금지를 완화했던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택시 면

허의 양도⋅양수 억제 및 택시 과잉공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택시 수급실태를 택시 총량과 연계하여 감차가 필요한 지역에서 시⋅도 심의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음

- 시․군별로 택시 증차만 되고 감차가 수행되지 않아 도 차원에서 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택시 감차를 유도해야 함

□ 경기도 시⋅군별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가 다양해서 도 차원에서의 일관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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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인택시 면허발급 기준의 표준화가 필요함

○ 개인택시 면허발급 1순위는 무사고 운전경력 기준이 최소 10~15년으로 설정되어 있

어 도 차원에서 12년 이상으로 표준화 방안이 필요함

- 각 시․군에서 신규 택시 면허발급의 1순위가 무사고 택시 운전경력이 대체로 10～

12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기하는 기간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개인택시 양수 및 양도조건도 경기도 차원에서 표준화하여 일관된 기준에 의한 개인

택시가 양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양수 조건 및 면허발급 기준을 표준화할 경우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에게 일관된 기

준을 적용할 수 있어 합리적일 것으로 기대됨

- 개인택시 양도 자격 기준도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이 2년 6개월 이상인 자’, ‘과태료 

등 행정처분 3회 미만’, ‘도로교통법 벌점 180점 이하인 자’로 표준화함

□ 택시 총량 산정 결과에 따른 택시사업구역 내 감차 지역과 증차지역 간 택시 면허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함

○ 감차 지역의 택시 면허를 증차지역의 택시 면허로 대체하여 공급함으로써 감차⋅증

차지역 간 택시 면허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음

- 통합관리란 감차 지역에서 취소된 택시 면허대수 만큼 증차지역에서 해당 택시 운

수종사자들에게 신규로 면허가 발급되도록 하는 방식임

○ 택시 총량 산정 결과에 따라 택시 감차가 필요한 시⋅군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택

시 감차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택시감차위원회는 공무원, 택시업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감차 대수, 감차 

보상 수준, 감차 재원 등을 연도별 감차 계획을 심의할 수 있음

□ 택시 총량제 시행 이후 적극적인 택시 감차 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및 택

시 감차 재원 마련이 필요함

○ 택시 감차가 필요한 시⋅군에서 연도별 감차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강화가 필요함

- 감차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상위 관할 기관과 감차 계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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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할 수 있도록 제도 및 법령을 개선하여 단계적으로 감차 계획의 강화가 필요함

○ 택시 감차가 필요한 시군이 택시 감차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택시운

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이 필요함

- 감차 계획이 미흡한 시⋅군의 경우 노후 택시 차량의 대⋅폐차를 제한하는 방법이 

택시 증차 억제에 효과적일 수 있음

○ 택시사업구역별로 택시 감차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택시 면허 실거래 시

세 50% 수준까지 공공이 감차 지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 개인택시는 6,000만 원, 법인택시는 3,000만 원까지 공공 지원금의 상향이 필요함

□ 법인택시 면허는 법령개정 및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택시 공급을 억제하는 방향

으로 택시 면허 수를 조정할 수 있음

○ 법인택시의 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인택시 면허취소 요건을 완화하여 법인택시

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음

- 중대한 사고, 승차 거부, 부당요금 요구, 택시 운수종사자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위

반 등의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필요

○ 택시 서비스와 관련하여 새롭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사항들도 운수종사자 자격 취

소요건에 포함하여 택시를 감차할 수 있도록 함 

- 택시 운전 자격 취소요건에 특별한 재난 발생 시 택시 운수종사자가 서비스 개선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택시 차량을 가지고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 등을 포함함

□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4가지 정책제언을 건의하였음

○ 택시 총량제와 연계한 택시 공급 관리방안으로 감차 지역/증차지역 간 택시 면허 대

수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음

- 택시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에 따라 증차지역과 감차 지역 간 통행 특성이 비슷한 경

우 두 지역의 택시 면허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수 있음

○ 택시 운수종사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하거나 운수종사자의 운전 자격 취소요건

이 발생하면 해당 운전자의 행정처분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함을 제안하였음

- 특별한 재난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택시 운수종사자가 관할관청의 개선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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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차량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응급조치

를 이행하지 않으면 택시 면허 자격을 취소하는 규정 신설을 검토해야 함

○ 택시 운수종사자 고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운수종사자들이 근무하는 나이를 제

한하는 택시 운수종사자 정년제 도입을 제안함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정년은 76.2세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생각

하는 75.1세보다 약간 높은 나이이며 평균 75.8세를 정년 나이로 생각함

○ 개인택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서 무사고와 성실의무를 이행한 택시 운전경력을 가

진 운수종사자들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면허발급 기준의 표준화를 검토해야 함

- 택시 면허발급 1순위로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을 12년 이상으로 정하고 1순위가 다

수일 경우에는 무사고 운전경력이 많은 순서에 따라 택시 면허를 발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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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택시 이용객 수는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택시 면허 공급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적

정한 택시 수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면허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함

○ 2005년부터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택시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면허제도로 인해 택시 면허가 양도·양수되면서 택시 면허 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신규 택시 면허의 양도·양수를 금지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다시 면허 양

도·양수를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택시 수급조절이 더 어려운 실정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면 2009년 이후 신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가 금지되었었으나, 관련 법의 개정으로 2015년 이후부터는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가 허용되면서 택시 수급조절이 더 어려움

□ 택시 운수종사자 간 양도·양수의 강화방안 등 택시 공급을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 법

인택시와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은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보다 많은 개인택시 공

급을 원하나,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은 신규 택시 면허발급에 소극적일 수 있음

□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양도·양수 관련 제도 및 개인택시 면허발급 실태 등을 토대로 

택시 면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시·도 광역 자치단체 차원에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와 양수 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 본 연구는 택시 면허 대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택시 면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을 토대로 택시의 공급을 억제하면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택시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음

2. 연구의 범위

□ 시간 및 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0년 기준

○ 공간적 범위

- 택시가 운행하는 경기도 31개 시·군, 25개 택시사업구역 

□ 내용적 범위

○ 경기도 택시 면허 공급 실태

- 택시 시군별 택시 운행 및 면허발급 실태

- 법인택시 면허 양도 및 양수 현황

○ 택시운송사업의 면허제도 관련 조사

-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영업 및 택시 수급 상황

- 택시 면허제도 개선 방향

- 택시 공급억제를 위한 통합 면허 관리방안 조사 

○ 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검토 

- 택시 양도·양수 요건 강화방안

- 효율적인 택시 면허 관리방안

- 택시 총량과 연계한 면허발급 개선방안

○ 택시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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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 및 흐름

□ 연구 방법

○ 경기도 택시의 양도·양수 및 공급 실태 분석

- 경기도 시군별 택시 양도·양수 현황

- 택시사업구역별 증차 또는 감차 등 택시 면허 공급 실태 분석

○ 택시 운수종사자 의견수렴

- 경기도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택시 면허제도 관련 의견수렴

- 택시 면허제도 관련 관계자 자문 수행 

○ 택시 공급 및 면허제도 관련 조사

- 경기도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영업환경

- 택시 면허제도의 통합관리, 택시 총량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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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경기도 택시 면허의 공급 실태 및 문제점 분석

택시 면허 현황
및 운행 특성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실태

택시 운수종사자 
의견수렴

택시 면허제도의 
문제점 분석

▼

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검토

택시 양도·양수 요건 
강화방안

택시 총량과 연계한 택시 
면허 관리방안

효율적인 택시 면허 제도
개선방안

▼

결론 및 정책 건의

택시 면허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 제안



제 2 장
경기도 택시 면허 현황 및 

문제점

1. 택시 면허제의 법률적 검토

2. 택시 면허 및 운수종사자 현황

3. 택시 영업 및 총량 실태

4. 택시 면허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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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면허 현황 및 문제점

1. 택시 면허제도의 법률적 검토

1) 개인택시 면허

□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는 해당 관청인 시·군이 정한 면허발급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발급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9조에 근거하면 최소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

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관할관청이 정한 개인택시 발급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함

- 개인택시 면허신청자의 최소 자격으로 일정 기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과태료처분이 

2회 이하, 행정처분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인 자로 함

n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
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
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
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
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
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
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
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
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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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택시 면허

□ 법인(일반)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는 면허신청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택시 구매 증명서 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청할 수 있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에 근거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택시를 구매한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시·군에 신청하여 발급받음 

- 법인(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자는 시 지역은 30대, 군지역은 10대 이상의 택시

를 확보한 서류와 함께 사업구역, 주사무소 위치,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 위치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함

n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제12조(사업면허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
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
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첨부한다)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노선도(운행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거리와 주된 운행

경로가 표시되어야 한다)
5.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6.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7. 삭제 <2012. 8. 2.>
8.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영 제3조의 구분에 따른 업종

을 변경하기 위하여 면허를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5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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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시 면허 및 운수종사자 현황

1) 택시 면허 대수

□ 경기도 31개 시⋅군의 법인택시의 면허 대수는 10,605대, 개인택시는 27,138대로 총 

37,743대이며 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40,686명임

○ 2020년 3월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 중 법인(일반)택시 면허 대수는 전체 

택시 대수의 28.1%인 10,605대이며, 개인택시는 71.9%인 27,138대임 

- 법인택시 면허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4,706대(12.5%)로 수원시이며, 성남시 

3,596대(9.6%), 부천시는 3,468대(9.2%) 순으로 많음

- 개인택시 면허가 가장 많은 지역도 수원시로 4,950대(12.2%), 성남시 3,857인(9.5%),

부천시 3,303(8.1%) 순으로 많음

○ 경기도에 택시업체 수는 191개가 있으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총 

40,686명임

- 191개 택시업체에 근무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13,548명으로 택시 1대당 1.3

명이며,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27,138명임

<그림 2-1> 경기도 택시 면허 현황 (2020.3)
(단위 : 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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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경기도 택시 면허 현황
(2020. 3월 기준)

구분
운전자 수

(명)

법인택시
(대)

개인택시
(대)

계
비율
(%)

경기도 40,686 10,605 27,138 37,743 100.0

수원시 4,950 1,570 3,136 4,706 12.5

고양시 3,038 717 2,126 2,843 7.5

용인시 2,076 337 1,586 1,923 5.1

성남시 3,857 1,085 2,511 3,596 9.5

부천시 3,303 980 2,488 3,468 9.2

화성시 1,426 238 969 1,207 3.2

안산시 3,028 525 2,089 2,614 6.9

남양주시 1,399 342 951 1,293 3.4

안양시 3,132 1,033 1,864 2,897 7.7

평택시 1,821 401 1,170 1,571 4.2

시흥시 1,465 275 1,092 1,367 3.6

파주시 1,044 245 526 771 2.0

의정부시 1,651 538 877 1,415 3.7

김포시 676 143 429 572 1.5

광주시 449 104 323 427 1.1

광명시 1,187 415 848 1,263 3.3

군포시 563 84 477 561 1.5

하남시 336 83 250 333 0.9

오산시 771 141 545 686 1.8

양주시 391 109 282 391 1.0

이천시 627 178 340 518 1.4

구리시 870 256 600 856 2.3

안성시 410 112 283 395 1.0

포천시 349 73 245 318 0.8

의왕시 309 70 257 327 0.9

여주시 276 85 165 250 0.7

동두천시 439 231 212 443 1.2

과천시 369 130 185 315 0.8

양평군 233 52 156 208 0.6

가평군 173 41 107 148 0.4

연천군 68 12 49 61 0.2

자료 : 경기도 택시정책과 내부자료(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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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경기도 택시 운수종사자 현황
(2020. 3월 기준)

구분

법인택시 개인택시

업체 수
(개)

면허 대수 운전자 수 면허 대수/

운수종사자
(대)

비율
(%)대수

(대)

비율
(%)

운전자 수
(명)

비율
(%)

경기도 191 10,605 100.0 13,548 100.0 27,138 100.0

수원시 27 1,570 14.8 1,814 13.4 3,136 11.6

고양시 7 717 6.8 912 6.7 2,126 7.8

용인시 4 337 3.2 490 3.6 1,586 5.8

성남시 22 1,085 10.2 1,346 9.9 2,511 9.3

부천시 8 980 9.2 815 6.0 2,488 9.2

화성시 3 238 2.2 457 3.4 969 3.6

안산시 5 525 5.0 939 6.9 2,089 7.7

남양주시 6 342 3.2 448 3.3 951 3.5

안양시 19 1,033 9.7 1,268 9.4 1,864 6.9

평택시 11 401 3.8 651 4.8 1,170 4.3

시흥시 3 275 2.6 373 2.8 1,092 4.0

파주시 7 245 2.3 518 3.8 526 1.9

의정부시 15 538 5.1 774 5.7 877 3.2

김포시 3 143 1.3 247 1.8 429 1.6

광주시 2 104 1.0 126 0.9 323 1.2

광명시 8 415 3.9 339 2.5 848 3.1

군포시 1 84 0.8 86 0.6 477 1.8

하남시 1 83 0.8 86 0.6 250 0.9

오산시 3 141 1.3 226 1.7 545 2.0

양주시 2 109 1.0 109 0.8 282 1.0

이천시 6 178 1.7 287 2.1 340 1.3

구리시 5 256 2.4 270 2.0 600 2.2

안성시 2 112 1.1 127 0.9 283 1.0

포천시 3 73 0.7 104 0.8 245 0.9

의왕시 1 70 0.7 52 0.4 257 0.9

여주시 3 85 0.8 111 0.8 165 0.6

동두천시 7 231 2.2 227 1.7 212 0.8

과천시 3 130 1.2 184 1.4 185 0.7

양평군 2 52 0.5 77 0.6 156 0.6

가평군 1 41 0.4 66 0.5 107 0.4

연천군 1 12 0.1 19 0.1 49 0.2

자료 : 경기도 택시정책과 내부자료(2020).



14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2) 택시 양도·양수 현황

□ 개인택시의 면허는 해당 시·군으로부터 신규면허로 발급을 받은 후 택시 면허는 5

년 후부터 양도될 수 있으며 경기도 개인택시 면허 양도 비율이 높은 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14조에 근거하여 신규로 발급된 개인택시 면허는 시·군

마다 양수자의 기준에 따라 무사고 운전기사들에게 양도될 수 있음

- 개인택시 면허는 신규로 발급되어 5년 후부터는 시·군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

체로 2.6∼3년간 무사고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양도되고 있음

○ 개인택시 면허를 가진 운전기사들의 60.2%는 신규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개인택시 운전기사들로부터 매매를 통해 양수받고 있음

- 경기도에서 운행되는 개인택시의 15,887대 정도가 개인택시 운전기사들로부터 양도

된 차량으로 전체 택시 대수의 60.2%를 차지함

○ 개인택시의 양도·양수가 시·군마다 택시 면허 대수, 양수자들의 조건 등에 따라 활성

화되어 있음을 보여줌 

-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78.9%의 차량이 양도된 과천

시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화성시로 39.7%임

○ 개인택시 양도 및 양수된 차량이 많은 지역은 택시 면허 대수가 많은 도시 지역들로 

수원시가 가장 가장 많고 연천군이 가장 적음

- 개인택시의 양도·양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2,166대가 양도된 수원시이며 성남시 

1,763대, 부천시 1,710대 순으로 많으며 연천군은 31대, 가평군이 53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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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경기도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 현황
(단위 : 대)

구분 개인택시 대수 양도된 차량
양수 비율

(%)

경기도 26,389 15,887 60.2

수원시 3,141 2,166 69.0

고양시 2,129 1,085 51.0

용인시 1,287 587 45.6

성남시 2,521 1,763 69.9

부천시 2,493 1,710 68.6

화성시 899 357 39.7

안산시 2,093 1,279 61.1

남양주시 774 451 58.3

안양시 1,870 1,330 71.1

평택시 1,170 722 61.7

시흥시 1,093 518 47.4

파주시 456 271 59.4

의정부시 879 572 65.1

김포시 395 220 55.7

광주시 304 187 61.5

광명시 853 566 66.4

군포시 478 202 42.3

하남시 236 99 41.9

오산시 518 211 40.7

양주시 276 144 52.2

이천시 331 191 57.7

구리시 530 279 52.6

안성시 284 166 58.5

포천시 246 130 52.8

의왕시 258 142 55.0

여주시 166 102 61.4

동두천시 212 135 63.7

과천시 185 146 78.9

양평군 156 72 46.2

가평군 107 53 49.5

연천군 49 31 63.3

자료 : 경기도(2017),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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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택시 운행 부제

□ 택시부제가 과로로 인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무환경 악화를 방지하면서 주기적

인 차량정비 등을 위해 시·군별로 시행 중임

○ 관할관청인 시·군은 택시의 차량정비 및 운수종사자들의 과로방지 등을 위해서 택시

부제를 시행하여 정기적으로 차량 운행을 중지할 수 있음

n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

제9조(택시부제)
① 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

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경형·소형 및 고급형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다.
③ 관할관청은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차하여야 

할 대수의 일부를 부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다.

○ 경기도 31개 시·군 중 11개 시 지역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해 택시부제를 시행

하고 있으나, 20개 시·군 지역에서는 택시부제가 운용되지 않음

- 법인택시는 10개 시 지역에서 6부제와 10부제가 시행되며 개인택시는 9개 시 지역

에서 3부제로 시행되며 부천시와 양주시에서 각각 4부제, 10부제가 시행 중임 

<표 2-4> 경기도 시·군별 택시부제 현황

구분 법인택시 부제 시군 지역 수 개인택시 부제 시군 지역 수

부제 

없음

고양시, 용인시, 평택시, 광명시, 

안산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하남시, 포천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21

고양시, 용인시, 평택시, 안산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하남시, 포천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20

3부제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9

4부제 - 부천시 1

6부제 의정부시, 동두천시 2 -

10부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양주시
8 양주시 1

자료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www.tax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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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경기도 시·군별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구분 택시 기준 우선순위 구분 택시 기준 우선순위

수

원

시

1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버스를 15년 이상 무사고

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한 자

2순위 택시를 7년 이상, 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3순위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

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성

남

시

가. 성남시 택시업체에서 7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포함

하여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

무를 이행한 운전자

나. 성남시 택시업체에서 6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포함

하여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

무를 이행한 운전자

다. 택시업체에서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라. 택시업체에서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안

양

시

1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2순위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

3순위 동일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계속 취업중인 

사람

4순위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평

택

시

1순위 평택시 소재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2순위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

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3순위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

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광

명

시

1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2순위 광명시 소재 회사에서 택시를 10년 이상 운전

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3순위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4순위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

5순위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부

천

시

1순위 시 소재 택시회사에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

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 시 소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13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서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중에서 성실의무

를 이행한 자

3순위 시 소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서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중에서 성실의무

를 이행한 자

4순위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버스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운전경력이 15

년 이상인 자
과

천

1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4) 개인택시 면허발급 시군별 기준

□ 시·군별로 정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가 각기 다양함

○ 시·군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기 위해서 각기 다양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택시사업구역별로 해당 시·군은 택시 공급이 필요할 때 각기 다른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의해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운전기사들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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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순위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

3순위 동일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계속 취업 중인 

사람.

4순위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5순위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

무를 이행한 자

6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7순위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

무를 이행한 자

안

산

시

1순위 안산시 소재 택시회사에서 12년 이상 운전자 

경력을 포함하여 택시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순위 안산시 소재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운전자 

경력을 포함하여 택시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순위 안산시 소재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계속하

여 운전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

4순위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시

흥

시

1순위 시흥시에 등록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

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

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3순위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4순위 면허 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택시를 10년 

이상 계속 운전한 자

5순위 시흥시에 등록된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한 자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6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7순위 면허 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택시를 7년 

이상 계속 운전한 자

8순위 시흥시에 등록된 택시를 5년 이상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9순위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10순위 그 밖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

오

산

시

1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순위 택시를 9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3순위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4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5순위 택시를 9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6순위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7순위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10년 이상 계획 취업 중인 사람으로서 무사고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군

포

시

1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2순위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3순위 동일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계속 취업중인 

사람

4순위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의

왕

시

1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2순위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

3순위 같은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운전으로 계속 취

업 중인 사람

4순위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하

남

시

1순위 택시를 10년이상 또는 시내·시외버스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

전자

2순위 택시를 7년 이상 또는 시내·시외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

전자

3순위 택시를 4년 이상 또는 시내·시외버스를 9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

전자

용

인

시

1순위 용인시에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포함하여 택시를 14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로

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 용인시에서 택시를 9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

력을 포함하여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3순위 용인시에서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

력을 포함하여 택시를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4순위 용인시에서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

력을 포함하여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5순위 제1호 용인시에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 운

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제2호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

이

천

시

1순위 이천시에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한 경력을 포함하여 택시를 14년 이상 무사고 운전

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2순위 이천시에서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포함하여 택시를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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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이천시에서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포함하여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4순위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5순위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6순위 택시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요범죄자(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함)를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한 

사람

7순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무를 이행한 자

6순위 택시를 9년 이상 용인시 택시회사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7순위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

무를 이행한 자

8순위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

무를 이행한 자

9순위 택시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요범죄자(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함)를 신

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한 자

10순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자

김

포

시

1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순위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

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3순위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김포시 소재 택시회사에

서 10년 이상 계속 근속중인 사람 또는 김포시 소재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이 11년 이상인 사람

4순위 사업용자동차(여객 및 화물) 또는 사업용 건설

기계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5순위 공용차 또는 군용차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

전한 사람

6순위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7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

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8순위 사업용자동차(여객 및 화물) 또는 사업용 건설

기계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9순위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요범죄

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

게 한 사람. 다만, 중요범죄자는 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 뺑소니범에 한한다.

10순위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김포시 소재 택시회사

에서 7년 이상 계속 근속중인 사람

11순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12순위 공용차 또는 군용차를 15년 잇아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3순위 택시를 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14순위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

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안

성

시

1순위 안성시 소재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 안성시 소재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순위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

의무를 이행한 자

4순위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5순위 안성시 소재 택시회사에서 9년 이상 무사고로 운

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6순위 안성시 소재 택시회사에서 9년 이상 무사고로 운

전한 자

7순위 택시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

의무를 이행한 자

8순위 택시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9순위 안성시 소재 택시회사에서 8년 잇아 무사고로 운

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10순위 안성시 소재 택시회사에서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11순위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

실의무를 이행한 자

12순위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13순위 안성시 소재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14순위 안성시 소재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15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

실의무를 이행한 자

16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17순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신청자격 요건을 갖

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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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순위 사업용자동차(여객 및 화물) 또는 사업용 건

설기계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6순위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을 갖춘 

사람

광

주

시

1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

실의 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

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3순위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광주시 소재 택시회사에

서 10년 이상 계속 취업중인 자

4순위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

실의 의무를 이행한 자

5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

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6순위 택시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요범죄자를 신고

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한 자. 

다만, 중요범죄자는 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

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한다.

7순위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계속 취업 중인 자

8순위 택시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

의 의무를 이행한 자

9순위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9년 

이상인 자

10순위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4년 

이상 계속하여 취업 중인 자

화

성

시

1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

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순위 택시를 9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

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3순위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

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4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자

5순위 택시를 9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자 사람

6순위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자 사람

7순위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10

년 이상 계속 취업 중인 사람으로서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여

주

시

1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

3순위 동일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계속 취업 중인 자

4순위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5순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자

의

정

부

시

1순위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

무를 이행한 사람

2순위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3순위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계속 근속 중인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무사고로 운

전한 사람

4순위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

를 이행한 사람

고

양

시

1순위 고양시 소재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순위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

는 사람

3순위 고양시 소재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4순위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고양시 소재 택시를 10

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중 계속 근속중인 사람

5순위 고양시 소재 택시를 10년 이상 근속 중인 사

람으로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6순위 고양시 소재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7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

는 사람

양

평

군

1순위 군 소재 택시회사에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

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2순위 군 소재 택시회사에서 13년 이상 근속 중인 사람

으로서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중에서 성실의무

를 이행한 사람

3순위 군 소재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 중인 사람

으로서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중에서 성실의무

를 이행한 사람

4순위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버스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운전경력이 15

년 이상인 사람

5순위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

무를 이행한 사람

6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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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순위 고양시 소재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9순위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고양시 소재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중 계속 근속중인 사람

10순위 고양시 소재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11순위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

는 사람

7순위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

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동

두

천

시

1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

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순위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

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3순위 택시를 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

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남

양

주

시

1순위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성실의

무를 이행한 운전자

2순위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이 13년 이상인 사람

3순위 동일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 중인 사람

4순위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순위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 중인 사람

6순위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구

리

시

1순위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서 성실의무를 이

행한 운전자

2순위 1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3순위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같은 택시회사에서 10

년 이상 계속 취업 중인 운전자

4순위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

한 운전자

파

주

시

1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 관내운전경력 8년 

이상,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 관내운전경력 6년 

이상,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3순위 면허신청일 현재 관내택시회사에서 10년 이

상 근속 중인 운전자

4순위 택시를 7년 이상, 관내운전경력 5년 이상 무

사고,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5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 관내운전경력 5년 

이상인 운전자

6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 행안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무사고 운전 영년표시장 받은 운전자

7순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운전자

포

천

시

1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

2순위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

실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 또는 시내(외)버스, 택시의 합

산 무사고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3순위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포천시 소재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계속 취업 중이며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

4순위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

실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

5순위 시내(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6순위 택시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요범죄자를 신고하

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한 사람. 다

만, 중요범죄자는 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유

인, 마약사범 등에 한한다.

7순위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 이

상 계속 취업 중인 사람

8순위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

실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

9순위 시내(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9

년 이상인 사람

10순위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4년 이

상 계속하여 취업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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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주

시

1순위 관내 택시업체에서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순위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순위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10

년 이상 계속 근속 중인 자로서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4순위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5순위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6순위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연

천

군

1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2순위 택시를 13년 이상 뭄사고 운전한 사람

3순위 동일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계속 취업 중인 사

람

4순위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성실

의 의무를 다한 사람

가

평

군

1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순위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

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3순위 택시를 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

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광

주

시

1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

실의 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

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3순위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광주시 소재 택시회사에

서 10년 이상 계속 취업 중인 자

4순위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

실의 의무를 이행한 자

5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

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6순위 택시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요범죄자를 신고

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한 자. 

다만, 중요범죄자는 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

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한다.

7순위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계속 취업 중인 자

8순위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

실의 의무를 이행한 자

9순위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9년 

이상인 자

10순위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4년 

이상 계속하여 취업 중인 자

화

성

시

1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

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순위 택시를 9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

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3순위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

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4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자

5순위 택시를 9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자 사람

6순위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자 사람

7순위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10

년 이상 계속 취업 중인 사람으로서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여

주

시

1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자

2순위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

3순위 동일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계속 취업중인 자

4순위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5순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자

의

정

부

시

1순위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

무를 이행한 사람

2순위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3순위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계속 근속 중인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무사고로 운

전한 사람

4순위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

를 이행한 사람

자료 : 법제처(2020).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31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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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택시 영업 및 총량 실태

1) 택시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 택시의 무분별한 공급량을 억제하면서 적정한 택시 수급을 유지하기 위해 5년마다 

택시사업구역별로 택시 총량제가 시행 중

○ 2005년부터 택시 공급을 억제하면서 적정한 수준으로 택시사업구역별 택시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4차례에 걸쳐 5년 단위의 택시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음

-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시·도지사가 택시사업구역별 택시 운

행실태를 조사하고 적정 규모의 택시 공급을 위해 택시 총량을 산정하도록 요구하

고 있음

○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6개 지역의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되어 25개 택시사업구역에 

대하여 택시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음

-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된 지역은 안양시⋅과천시⋅군포시⋅의왕시(1991년), 광주시⋅

하남시(1989년), 오산시⋅화성시(1989년), 구리시⋅남양주시(1986년), 광명시⋅서울시

(구로/금천구, 2004년)임

n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

다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
시 총량"이라 한다)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
2. 사업구역별 전체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
3. 그 밖에 택시운행실태 및 향후 택시를 이용한 수송 수요의 변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한 시ㆍ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고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제9항에 따

른 산정기준 및 절차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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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수요 대비 택시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택시사업구역별로 무분별한 택시

의 공급을 억제하고자 택시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음

○ 2005년부터 적정 택시 공급상태를 유지하면서 택시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 25

개 택시사업구역에 택시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음

- 택시사업구역별로 적정 택시 면허 대수인 택시 총량을 산정하고 해당 택시사업구역

은 택시 총량 수준에서만 택시가 운행되도록 유도하고 있음

○ 2020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택시 총량을 산정한 결과, 경기도 전체 택시 공급은 수요 

대비 택시 공급이 11.7% 초과한 택시 총량 수준을 나타냄 

- 경기도의 적정 택시 총량은 33,079대이며 37,457대의 면허 대수 중 11.7%인 4,379

대가 총량보다 많은 택시 대수로 분석됨 

○ 택시사업구역에서 택시 수급의 불균형이 심한 택시사업구역이 택시가 많이 운행되는 

도시 지역들로 부천시가 택시 수급 불균형 현상이 가장 심한 지역임

- 택시 수요 대비 택시 공급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천시로 1.069대의 택시가 적정 택

시보다 초과 공급되었으며, 수원시 659대, 안양·군포·의왕·과천 통합사업구역이 635

대 순으로 택시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 택시 수요 대비 택시 공급이 부족하여 택시가 추가로 공급되어야 하는 김포시, 용인

시 등은 택시 공급이 부족한 지역임

- 택시 총량보다 택시 면허 대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김포시로 64대의 택시 공급이 

필요하며, 용인시 28대, 오산·화성 택시사업구역은 26대의 택시가 부족함

- 택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유입인구 증가 등으로 택시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택시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임 

○ 적정 택시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택시 공급이 많은 지역은 택시의 감차가 필요하며 

택시 면허가 부족한 지역은 택시의 증차가 필요함

- 택시사업구역별로 택시 수요 대비 적정 수준의 택시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택시 감차를 위한 방안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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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경기도 택시사업구역별 택시 면허 대수 대비 총량 수준
(2019년 기준)

구분 택시 면허 대수 적정 면허 대수
택시 공급
초과 대수

택시 공급
부족 대수

경기도 37,458 33,079 4,552 173

수 원 시 4,706 4,047 659

고 양 시 2,843 2,827 16

용 인 시 1,771 1,799 28

성 남 시 3,595 3,421 174

부 천 시 3,471 2,402 1,069

오산·화성 1,892 1,918 26

안 산 시 2,614 2,371 243

남양주·구리 2,024 1,616 408

안양·군포·

의왕·과천
4,101 3,466 635

평 택 시 1,571 1,460 111

시 흥 시 1,367 1,011 356

파 주 시 771 794 23

의정부시 1,415 1,144 271

김 포 시 568 632 64

광주·하남 759 719 40

광 명 시 1,262 954 308

양 주 시 391 311 80

이 천 시 514 463 51

안 성 시 395 403 8

포 천 시 318 328 10

여 주 시 250 174 76

동두천시 443 409 34

양 평 군 208 213 5

가 평 군 148 157 9

연 천 군 61 40 21

자료 : 각 시⋅군별 제4차(2020~2024) 지역별 택시총량 산정결과보고서 자료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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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시사업구역별 실차율 및 가동률

□ 택시사업구역별 택시 승객을 실어나른 거리를 나타내는 실차율과 택시의 운행 정도

를 나타내는 가동률은 택시의 영업실태를 보여주는 지표임

○ 택시사업구역에서 택시 승객이 많고 택시의 가동률이 높은 지역은 택시 영업이 활성

화되어 있음을 보여줌

- 택시 실차율이란 택시가 운행한 총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켜 운행한 거리 비율로 나

타내며 택시 실차율을 통해 택시 수요와 영업 정도를 알 수 있음

- 택시 가동률이란 택시사업구역별 면허 대수 대비 실제 운행하는 택시 대수의 비율

로 나타내며 택시 가동률을 통해 지역 간 택시의 운행 및 영업실태를 비교할 수 있

음

○ 경기도 택시의 1대당 1일 평균 운행 거리는 228.3km, 영업거리는 147.0km로 평균 

거리 실차율은 53.8%를 나타내며 평균 가동률은 83.6% 수준임

- 경기도 법인택시의 1일 평균 실차율은 55.7%이며 개인택시의 실차율은 51.2%로 법

인택시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 경기도 택시사업구역별 택시의 평균 가동률은 83.6%이며, 법인택시의 가동률은 개

인택시 81.7%보다 다소 높은 85.3% 수준임

○ 경기도 택시사업구역 중 거리 실차율보다 높은 지역은 고양시(61.0%), 가평군

(60.9%), 김포시(60.8%)로 택시 수요가 많은 지역임을 나타냄

- 그 밖의 택시 실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시사업구역은 용인시(58.4%), 성남시

(57.5%), 오산·화성(57.4%) 등임

○ 법인택시의 가동률이 개인택시 가동률보다 높은 편이며 가동률이 높은 지역은 동두

천시 포천시, 파주시 등 지역임

- 법인택시의 가동률이 높은 택시사업구역은 동두천시(95.7%), 파주시(93.4%), 이천시

(93.0%), 김포시(92.3%), 성남시(91.9%), 용인시(91.8%) 순으로 나타남

- 개인택시의 가동률이 높은 택시사업구역은 동두천시(95.4%), 포천시(95.2%), 양평군

(93.2%), 김포시(90.9%), 고양시(90.5%), 성남시(89.3%)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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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경기도 25개 택시사업구역의 택시 실차율 및 가동률
(2019년 기준)

구분
실차율(%) 가동률(%)

전체 법인택시 개인택시 전체 법인택시 개인택시

경기도 53.8 55.5 51.0 83.6 85.3 81.7 

수 원 시 55.8 56.5 55.0 85.3 78.0 88.0 

고 양 시 61.0 62.8 59.2 87.4 78.3 90.5 

용 인 시 58.4 60.3 56.4 88.5 91.8 87.8 

성 남 시 57.5 59.9 55.1 90.1 91.9 89.3 

부 천 시 51.0 53.0 48.9 74.0 72.0 74.8 

오산·화성 57.4 60.6 54.1 88.2 89.1 88.0 

안 산 시 54.7 54.1 55.3 83.3 90.6 81.5 

남양주·구리 53.5 55.4 47.3 74.0 78.9 72.1 

안양·군포·

의왕·과천
55.1 57.3 52.8 93.6 81.3 86.7 

평 택 시 56.6 56.7 56.4 81.8 91.3 78.6 

시 흥 시 53.8 53.4 54.2 77.3 82.7 64.3 

파 주 시 56.7 59.3 54.1 89.2 93.4 87.3 

의정부시 52.5 52.5 52.4 82.0 90.1 77.0 

김 포 시 60.8 67.9 53.7 91.9 92.3 90.9 

광주·하남 54.5 56.5 52.5 87.0 83.2 88.2 

광 명 시 50.5 50.6 50.4 80.2 71.1 84.7 

양 주 시 47.7 47.2 48.2 81.1 80.7 81.2 

이 천 시 52.2 54.9 49.4 81.8 93.0 70.5 

안 성 시 53.8 48.6 47.9 69.5 82.7 64.3 

포 천 시 49.4 52.7 46.0 93.8 89.2 95.2 

여 주 시 42.5 44.4 40.6 77.9 86.7 73.3 

동두천시 49.2 51.7 46.7 95.6 95.7 95.4 

양 평 군 49.7 52.9 46.5 92.3 89.5 93.2 

가 평 군 60.9 74.0 47.8 78.2 89.9 73.7 

연 천 군 49.7 49.3 50.1 66.6 69.5 65.5 

주: 가동률은 대당 1일 기준임.

자료 : 각 시⋅군별 제4차(2020~2024) 지역별 택시총량 산정결과보고서 자료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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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택시 면허제도의 문제점

1) 수요 대비 과다한 택시면허 공급

□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수요는 지속해서 줄고 있지만, 택시사업구역에서 택시 공급은 

수요와 관계없이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냄

○ 수도권에서 자가용 승용차 등록 대수 증가와 함께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등의 

영향으로 경기도 택시 이용량은 감소하는 추세임

- 2010∼2018년간 택시 수송 인원을 살펴보면, 연간 대당 33,922명에서 19,957명으로 

택시 승객이 감소하였음

○ 경기도 택시가 수송한 승객수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5.9%씩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 

택시 수요 대비 택시 수급의 불균형이 있음을 보여줌

- 2018년 기준으로 연간 택시 1대당 1일 평균 승객 수는 55명 수준으로 2010년 93명

보다 40.9%의 수송 인원이 줄었음

<표 2-8> 경기도 택시 수송 인원 추이

연도 등 록 대 수 (대)
수 송 인 원 (명)

연간 대당 1일 평균

2018 37,404 746,473,721 19,957 55 

2017 36,928 737,660,787 19,976 55 

2016 36,909 729,186,796 19,756 54 

2015 36,870 727,781,932 19,739 54 

2014 36,839 725,944,064 19,706 54 

2013 36,540 721,392,905 19,743 54 

2012 36,186 725,140,386 20,039 55 

2011 35,923 763,352,144 21,250 58 

2010 35,800 1,214,411,731 33,922 93 

’10~’18 증감률 0.5% -5.9%

자료 : 경기도(2010-2018), 각 연도 기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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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별 개인택시 중심의 지속적인 택시 면허 공급으로 택시 수요 대비 택시 

면허 공급이 과다한 상태임

○ 경기도 개인택시가 27,555대, 법인택시는 10,555대로 지난 10여 년간 개인택시 중심

으로 택시 면허가 공급되어 택시 수요 대비 택시 공급이 과다함

- 법인택시 면허 공급이 증가하는 경향은 거의 없지만, 개인택시는 2010년도에 25,326

대에서 2019년에 27,062대로 연평균 0.7%씩 증가하고 있음

○ 경기도 택시의 연간 매출액이 승객의 감소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택시 수요 대비 택시 수급의 안정화가 필요함

- 택시 공급은 증가하였지만, 택시 수요 부족으로 연간 택시 매출원은 연평균 2.0%씩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냄

<표 2-9> 경기도 택시 면허 대수 공급 및 매출 추이

연도 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연간 

매출액(백만 원)업체 수 면허 대수 면허 대수

2019 37,617 192 10,555 27,062 -

2018 37,404 192 10,530 26,874 1,230,341

2017 36,928 192 10,483 26,445 1,237,986

2016 36,909 194 10,498 26,411 1,067,951

2015 36,870 194 10,498 26,372 960,653

2014 36,857 194 10,498 26,359 1,193,995

2013 36,540 193 10,439 26,101 1,285,979

2012 36,186 193 10,475 25,711 1,266,364

2011 35,923 193 10,475 25,448 1,415,887

2010 35,800 193 10,474 25,326 -

증감률 0.6% - 0.1% 0.7% -2.0

자료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료(20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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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양수되는 택시 면허제도

□ 한번 발급된 개인택시 면허는 상속 외에도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는 영구성이 있는 

면허로 인가된 택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개인택시 면허는 한때 상속 및 양도가 허용되었다가 택시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일시

적으로 금지되었던 적이 있었으나, 2015년에 관련 법 개정으로 상속·양도가 허용되는 

개인택시 면허제로 복귀함

- 한번 발급된 신규 개인택시 면허는 일정한 기간 사업용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양도될 수 있음

- 택시 공급 과잉으로 인한 택시 산업의 침체를 해소하고자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발급된 개인택시 면허들은 양도 또는 상속이 2015년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

된 적이 있었음

- 2015년 6월 이후에는 시·군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택시 면허에 대해 양도 또는 상

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 후 경기도 내 대다수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음

○ 타인에게 개인택시를 무제한으로 양도·양수할 수 있는 택시 면허제도로 인해 택시 대

수가 줄지 않고 있으며 강제 감차가 없는 한 택시는 증가할 수밖에 없음

- 개인택시 면허가 무제한으로 양도 또는 상속되는 면허제도는 택시 공급의 과잉을 

초래할 수 있으며, 택시 수요가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택시 산업의 침체까지 영

향을 줄 수 있음 

○ 택시사업구역별로 택시 수요 대비 택시 공급이 부족하거나 과다할 수 있어 시·군의 

택시 영업 특성을 고려한 개인택시 면허제의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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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개인택시 면허 상속·양도 관련 연혁

구분 연도 관련 내용 법령

택시

면허 

양도

시

행
1972년 9월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

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

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

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양도ㆍ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여객자동

차운수사

업법 

제14조제

1항

금

지

2009년 5월 

27일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여객자동

차운수사

업법 

제14조

제3항

(개정전)

허

용

2015년 6월 

22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객자동

차운수사

업법 

제14조

제4항

(개정후)

택시

면허 

상속

시

행
1981년 3월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여객자동

차운수사

업법 

제15조

제1항

금

지

2009년 5월 

27일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여객자동

차운수사

업법 

제15조

제1항

(개정전)

허

용

2015년 6월 

22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객자동

차운수사

업법 

제15조

제2항

(개정후)

자료 : 법제처(2015, 2020) 각 연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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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군 간 택시 공급의 불균형

□ 경기도 내 택시 수요와 상주인구 측면에서 시·군 간 택시 공급 대수의 편차가 커서 

택시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함 

○ 경기도에서 택시 1대당 상주인구 수를 중심으로 공급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간 

택시 면허 공급의 편차가 심한 상태임

- 택시가 경기도에 상주인구 363명당 1대씩 운행되고 있으나, 시·군별로는 인구당 택

시 면허의 공급 수준의 차가 큰 상태임

○ 시·군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택시 공급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간 택시 면허 수급의 

불균형이 심한 상태임

- 상주인구 측면에서 택시 면허 공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과천시로 상주인구 186명당 

1대가 운행되고, 안양시(197명/1대), 동두천시(221명/1대), 수원시(262명/1대), 성남

시(267명/1대) 순으로 많음

- 인구대비 택시 면허 공급이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시로 909명당 1대가 운행되고,

하남시(840명/1대), 김포시(810명/1대), 연천군(731명/1대), 화성시(720명/1대) 순으

로 적음

○ 도시별 인구 중심으로 택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 또는 농어촌지역으로 택시 면허 공급이 필요하나, 인구밀도가 많은 시·군 지역

에서는 택시 면허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태임

- 택시 공급이 많은 지역은 인구 증가보다는 택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인구 유입이 많거나 농어촌지역은 택시 공급이 적은 경향이 있음

○ 지역별 인구대비 택시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택시 영업실태를 토대로 택시 

수요 대비 택시 수급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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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경기도 택시 면허 1대당 상주 인구수
(2020. 3월 기준)

구분
면허 대수

(명)

법인택시
(대)

개인택시
(대)

인구수(만 명)

1대당
상주 인구수

(명/대)

경기도 37,743 10,605 27,138 1,370 363 

수원시 4,706 1,570 3,136 123 262 

고양시 2,843 717 2,126 109 382 

용인시 1,923 337 1,586 108 564 

성남시 3,596 1,085 2,511 96 267 

부천시 3,468 980 2,488 85 246 

화성시 1,207 238 969 87 720 

안산시 2,614 525 2,089 71 271 

남양주시 1,293 342 951 71 551 

안양시 2,897 1,033 1,864 57 197 

평택시 1,571 401 1,170 54 346 

시흥시 1,367 275 1,092 51 375 

파주시 771 245 526 47 605 

의정부시 1,415 538 877 46 324 

김포시 572 143 429 46 810 

광주시 427 104 323 39 909 

광명시 1,263 415 848 32 255 

군포시 561 84 477 28 504 

하남시 333 83 250 28 840 

오산시 686 141 545 24 345 

양주시 391 109 282 23 591 

이천시 518 178 340 22 432 

구리시 856 256 600 20 234 

안성시 395 112 283 20 495 

포천시 318 73 245 16 507 

의왕시 327 70 257 17 507 

여주시 250 85 165 11 458 

동두천시 443 231 212 10 221 

과천시 315 130 185 6 186 

양평군 208 52 156 12 570 

가평군 148 41 107 6 428 

연천군 61 12 49 4 731 

자료 : 경기도 택시정책과 내부자료(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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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차 없는 택시 총량제 시행

□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택시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택시 감차가 

필요한 시·군 지역에서 면허 감차가 실행되지 않고 있음

○ 전국적으로 택시 수요 대비 적정 택시 공급 수준을 유지하고자 2005년 택시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택시 면허의 감차가 되지 않고 있음

- 택시사업구역 해당 시·군은 택시 실차율과 가동률을 토대로 택시 수요 대비 적정한 

택시 면허 대수를 산정하고, 택시 등록 대수가 택시 총량보다 많은 경우는 감차를,

택시 총량보다 적은 경우는 증차가 필요함

○ 택시 총량제가 2005년부터 4차례에 걸쳐 시행되고 있으나 증차 중심으로 택시 공급

량이 증가하면서 택시 면허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택시사업구역에서 택시 총량을 산정한 후 택시 감차 지역에서 감차가 수행되지 않

아 택시 수요 대비 택시 공급이 많은 실정임

○ 앞으로도 택시 총량 산정 결과에 따라 택시 면허 감차 지역에서 택시 감차가 수행되

지 않으면 택시 면허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음

- 2020년부터 택시 감차가 필요한 경기도 내 17개 택시사업구역에서 감차 계획이 수

립되지 않으면 택시 증차지역만 있을 수 있음

○ 택시 총량에 근거하여 택시 면허가 감소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택시 수가 증가만 하고 

줄지 않아 택시 공급 과잉 현상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음

- 택시사업구역별로 택시의 공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택시 면허

의 공급은 증가할 수밖에 없음

<표 2-12> 경기도 택시 총량 및 감차 대수

구분
택시 면허 대수

(대)

적정 면허 대수
(대)

택시 공급
초과 대수 (대)

초과 
공급 비율(%)

2020(4차 택시 총량) 37,458 33,079 4,379 11.7

2015(3차 택시 총량) 36,687 30,494 6,193 16.9

자료 : 제3차(2015~2019), 제4차(2020~2024) 택시총량 산정결과 보고서 자료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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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택시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개요

구분 운전기사 인식조사

조사 대상 경기도 법인 및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회수 부수 400부(각 200부)

조사 기간 2020.09.21.~2020.10.09.(18일간)

조사 방법
경기도 31개 시⋅군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31개 시⋅군별 최소 6명의 운수종사자에 대해 조사 수행)

1. 택시 면허제도 설문조사 개요

1) 조사개요

□ 택시 면허제도, 영업환경, 택시 공급실태 관련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택시 면허제도

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대상으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법인 및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택시 공급 현황 인식

- 택시 영업상황 변화

- 택시사업구역 및 택시 관리의 통합 필요성

- 개인택시 면허제도 인식 및 개선방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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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시 운수종사자 조사개요

□ 경기도 31개 시⋅군별 최소 6명의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면허제도에 대한 설문조

사를 수행함

○ 설문조사는 지역별 최소 샘플 수를 법인택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각각 3명 등 총 

6명으로 설정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면허 대수를 기준으로 분배하였음

<표 3-2> 택시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택시 운수종사자 설문조사 개요     

구분
샘플 수

구분
샘플 수

법인택시 개인택시 합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합계

합계 200 200 400 광명시 7 7 14

수원시 21 21 42 군포시 3 3 6

고양시 13 13 26 하남시 3 3 6

용인시 10 10 20 오산시 4 4 8

성남시 16 16 32 양주시 3 3 6

부천시 15 15 30 이천시 3 3 6

화성시 6 6 12 구리시 5 5 10

안산시 12 12 24 안성시 3 3 6

남양주시 6 6 12 포천시 3 3 6

안양시 12 12 24 의왕시 3 3 6

평택시 8 8 16 양평군 3 3 6

시흥시 7 7 14 여주시 3 3 6

파주시 4 4 8 동두천시 4 4 8

의정부시 8 8 16 가평군 3 3 6

김포시 3 3 6 과천시 3 3 6

광주시 3 3 6 연천군 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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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시 면허제도 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

1) 택시 공급에 대한 인식

□ 택시 공급 대수의 적정성

○ 택시 공급 대수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택시 공급이 과잉공급되고 있다는 

인식이 58.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과잉공급이라는 인식이 58.7%, 적절하다는 인식이 18.5%,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

은 22.8%를 차지하고 있음

○ 택시 유형별 공급 대수의 적정성 인식 결과 과잉공급되고 있다는 인식이 개인택시 

65.5%, 법인택시 52.0%로 모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가 과잉공급되고 있다는 인식이 52.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

고 있지만, 택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35.0%로 개인택시보다 택시 공급 대수

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3배 이상 높음

○ 지역별 택시 공급의 인식 결과도 시 지역과 군 지역 모두 택시가 과잉공급되고 있다

는 의견이 58.9%, 5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택시 공급 대수의 적정성 인식조사 결과 택시가 과잉공급되고 있다는 의견이 모든 

항목에서 절반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택시 과잉공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표 3-3> 택시 공급 대수의 적정성 인식    
(단위 : %)

구분 매우 부족 다소 부족 적정함
다소 

과잉공급
매우 

과잉공급

택시 유형별
개인택시 1.5 9.0 24.0 37.5 28.0

법인택시 11.0 24.0 13.0 38.5 13.5

지역별
시 지역 6.5 16.2 18.3 37.7 21.2

군 지역 0.0 22.2 22.2 44.4 11.1

전체 6.3 16.5 18.5 38.0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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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택시 과잉공급에 대한 비율    
(단위 : %)

구분
3% 

이내
5% 

정도
10%

정도
15%

정도
20%

정도
20%

초과
평균

택시 

유형별

개인택시 2.3 6.9 18.3 8.4 37.4 26.7 18.5

법인택시 0.0 8.7 24.0 22.1 27.9 17.3 15.8

지역별

시 지역 1.3 8.0 20.9 15.1 32.0 22.7 16.0

군 지역 0.0 0.0 20.0 0.0 60.0 20.0 20.1

전체 1.3 7.7 20.9 14.5 33.2 22.6 16.4

□ 택시 과잉공급 비율

○ 택시 과잉공급 비율 의견으로 ‘20% 정도’가 과잉공급되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의견이 33.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

- ‘20% 정도’ 33.2%, ‘20% 초과’ 22.6%, ‘10% 정도’ 20.9%, ‘15% 정도’ 14.5% 순으

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택시 과잉공급에 대해 평균 16.4%가량의 택시가 과잉공급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

음

○ 택시 유형별 과잉공급 비율의 경우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보다 

과잉공급되고 있다는 인식 비율이 더 높음

- 택시가 과잉공급되고 있다는 운전기사 중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택시가 평균 

18.5% 정도 과잉공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평균 15.8%

로 응답함

○ 지역별 택시 과잉공급에 대한 비율은 군 지역이 시 지역보다 택시 과잉공급 비율이 

더 높음

- 시 지역은 평균 16.0% 정도 택시가 과잉공급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군 지역

은 평균 20.1% 정도 과잉공급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군 지역은 택시 과잉공급이 ‘20% 정도’ 된다는 인식이 60.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 초과’의 응답도 20.0%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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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택시 공급 부족에 대한 비율   
(단위 : %)

구분
3% 

이내
5%

정도
10%

정도
15%

정도
20%

정도
20%

초과
평균

택시 

유형별

개인택시 19.0 9.5 52.4 4.8 4.8 9.5 10.6

법인택시 2.9 8.6 20.0 12.9 27.1 28.6 18.3

지역별

시 지역 6.9 9.2 26.4 11.5 21.8 24.1 15.7

군 지역 0.0 0.0 50.0 0.0 25.0 25.0 16.3

전체 6.6 8.8 27.5 11.0 22.0 24.2 15.7

□ 택시 공급 부족 비율

○ 택시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운전자 중 ‘10% 정도’ 부족하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27.5%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10% 정도’ 부족하다는 의견은 27.5%, ‘20% 초과’는 24.2%, ‘20% 정도’ 22.0%,

‘15% 정도’ 11.0% 순으로 나타남

- 택시 공급에 대해 평균 15.7%가량의 택시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택시 유형별 택시 공급 부족 비율의 경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운수종사

자보다 택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 비율이 더 높음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택시 공급이 평균 10.6% 정도 부족하다고 응답했지만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는 평균 18.3%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택시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비율이 더 높음

○ 군 지역이 시 지역보다 택시 공급 부족에 대한 비율이 조금 더 높음

- 시 지역은 택시 공급이 ‘10% 정도’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6.4%로 가장 높으

며, 평균 15.7%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음

- 군 지역은 ‘10% 정도’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0%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16.3%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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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택시 감차 활성화 부족 이유 인식    
(단위 : %)

구분
시‧군의 감차
의지 부족

택시업계의 
감차 의지 

부족

감차 비용
부족

국토부의 
감차 계획 

미흡
기타/무응답

택시 

유형별

개인택시 29.0 24.0 23.5 21.0 2.5

법인택시 27.5 19.5 30.5 19.5 3.0

지역별

시 지역 28.8 21.7 25.4 21.2 2.9

군 지역 16.7 22.2 61.1 0.0 0.0

전체 28.3 21.8 27.0 20.3 2.8

□ 택시 감차 활성화 부족 이유

○ 택시 감차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응답 중 ‘시⋅군의 감차 의지 부족’

이 2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시 군의 감차 의지 부족’ 28.3%, ‘감차 비용 부족’ 27.0%, ‘택시업계의 감차 의지 

부족’ 21.8%, ‘국토부의 감차 계획 미흡’ 20.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택시 감차 활성화 부족에 대한 이유로는 특정 요인에 의한 활성화가 부족한 것보다

는 분포가 고르게 되어있어 전반적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한 택시 감차 활성화가 진

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택시 유형에 따른 감차 활성화 부족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시‧군의 감차 의지 부족’이 29.0%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감차 비용 부족’이 3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으며, ‘시 군의 감차 의지 부족’은 27.5%를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 택시 감차 활성화 부족 이유의 경우 시 지역은 ‘시‧군의 감차 의지 부족’

28.8%, ‘감차 비용 부족’ 25.4%, ‘택시업계의 감차 의지 부족’ 21.7%, ‘국토부의 감차 

계획 미흡’ 21.2% 순으로 나타남

- 군 지역은 ‘감차 비용 부족’이 61.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군 지역의 

택시 감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감차 비용에 대한 지원이 고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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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택시사업구역 통합 필요성 인식    
(단위 : %)

구분 매우 불필요 다소 불필요 보통 다소 필요 매우 필요

택시 

유형별

개인택시 26.0 26.0 19.5 20.5 8.0

법인택시 26.5 24.5 16.5 23.0 9.5

지역별
시 지역 26.2 24.9 17.8 22.0 9.2

군 지역 27.8 33.3 22.2 16.7 0.0

전체 26.3 25.3 18.0 21.8 8.8

□ 택시사업구역 통합 필요성

○ 택시사업구역 통합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사업구역 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응답이 51.6%를 차지하고 있음

- ‘매우 불필요’ 26.3%, ‘다소 불필요’ 25.3%로 택시사업구역 통합 필요성에 대해 부

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응답은 51.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택시사업구역 통합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응답은 30.6%를 차지하

고 있음

○ 택시 유형에 따른 택시사업구역 통합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택시 유형에 상

관없이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임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택시사업구역 통합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52.0%를 

차지하고 있음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부정적 인식이 51.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 택시사업구역 통합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도 지역에 상관없이 택시사

업구역 통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임

- 시 지역 택시 운수종사자는 택시사업구역 통합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51.1%

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 지역 택시 운수종사자는 부정적 인식이 61.1%를 차지하고 

있음

- 시 지역의 택시사업구역 통합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인식 비율은 31.2%를 차지하고 

있지만 군 지역은 16.7%를 차지하고 있어 군 지역에 비해 시 지역이 택시사업구역 

통합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다소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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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경기도 시⋅군 간 택시사업구역 통합 지역 선호도 

구분 1순위 2순위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고양시 파주시 -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

부천시 시흥시 -

화성시 용인시 -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

남양주시 하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안산시 -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파주시 고양시 -

의정부시 남양주시 -

김포시 - -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광명시 - -

군포시 - -

하남시 - -

오산시 - -

양주시 의정부시 -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구리시 - -

안성시 평택시 -

포천시 - -

의왕시 - -

양평군 광주시 -

여주시 이천시 -

동두천시 양주시 -

가평군 - -

과천시 - -

연천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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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택시 통합관리 필요성 인식    
(단위 : %)

구분 매우 불필요 다소 불필요 보통 다소 필요 매우 필요

택시

유형별

개인택시 18.5 29.0 21.5 25.5 5.5

법인택시 19.5 25.5 22.0 27.5 5.5

지역별
시 지역 19.6 27.0 21.5 26.2 5.8

군 지역 5.6 33.3 27.8 33.3 0.0

전체 19.0 27.3 21.8 26.5 5.5

□ 택시 통합 관리 필요성

○ 택시 통합 관리 필요성 조사 결과 부정적 인식이 46.3%, 긍정적 인식이 32.0%로 나타

나고 있음

- ‘매우 불필요’ 19.0%, ‘다소 불필요’ 27.3%로 부정적 인식이 46.3%이며, ‘매우 필요’

5.5%, ‘다소 필요’ 26.5%로 긍정적 인식은 3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은 21.8%

를 차지하고 있음

- 택시 통합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택시 운수종사자에 따라 필요성을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택시 통합관리 필요성에 대한 택시 유형별 조사 결과 택시 유형에 상관없이 통합관리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다소 높음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택시 통합관리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47.5%를 차지

하고 있으며, 긍정적 인식은 31.0%를 차지하고 있음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부정적 인식이 4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긍정적 인식 비율

은 33.0%를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 택시 통합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도 지역에 상관없이 택시 통합관

리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임

- 시 지역은 택시 통합관리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4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긍정적 인식은 32.0%를 차지하고 있음

- 군 지역의 택시 통합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의견이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긍정적 의견은 33.3%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46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표 3-10> 택시 면허 발급기관 이관 필요성 인식    
(단위 : %)

구분 매우 불필요 다소 불필요 보통 다소 필요 매우 필요

택시

유형별

개인택시 15.0 26.5 32.5 20.0 6.0

법인택시 18.0 22.5 30.5 20.0 9.0

지역별

시 지역 16.8 25.1 30.9 19.6 7.6

군 지역 11.1 11.1 44.4 27.8 5.6

전체 16.5 24.5 31.5 20.0 7.5

□ 택시 면허 발급기관 이관(시‧군 → 경기도) 필요성

○ 택시 면허 발급기관을 시·군에서 경기도로 이관하는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로는 불필

요하다는 의견이 41.0%를 차지하고 있음

- 택시 면허 발급기관을 시 군에서 경기도로 이관하는 필요성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4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는 의견은 27.5%, 보통은 31.5%를 차지

하고 있음

○ 택시 유형에 따른 택시 면허 발급기관 이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택시 유형

에 상관없이 택시 면허 발급기관 이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임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택시 면허 발급기관 이관 필요성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인식

이 41.5%를 차지하고 있음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40.5%를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 택시 면허 발급기관 이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시 지역과 군 지역에 

따른 인식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시 지역 택시 운수종사자는 택시 면허 발급기관 이전 필요성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4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는 의견은 27.2%, 보통은 30.9%를 차지

하고 있음

- 군 지역은 택시 면허 발급기관 이전 필요성에 대해 시 지역과는 달리 필요하다는 

의견이 33.4%,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22.2%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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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신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허용 여부 인식    
(단위 : %)

구분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찬성 매우 찬성

택시 

유형별

개인택시 3.0 13.0 14.0 38.5 31.5

법인택시 11.0 20.5 20.0 30.0 18.5

지역별

시 지역 7.3 16.8 17.3 34.0 24.6

군 지역 0.0 16.7 11.1 38.9 33.3

전체 7.0 16.8 17.0 34.3 25.0

2) 택시 면허제도에 대한 인식

□ 신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허용

○ 신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여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9.3%가 신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신규 개인택시 면허 양도 양수 허용 여부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59.3%, 반대하는 

의견은 23.8%, 보통은 17.0%를 차지하고 있음

○ 택시 유형별 신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허용 여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개인택

시 운수종사자의 70.0%,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48.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신규 개인택시 면허 양도 양수 허용 여부 인식 결과 70.0%

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 16.0%, 보통 14.0%로 나타남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찬성 48.5%, 반대 31.5%, 보통 20.0%로 나타났으며 개인택

시 운수종사자보다 신규 개인택시 면허 양도 양수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다소 높

음

○ 지역별 신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허용 여부 결과 시 지역과 군 지역 모두 면허 

양도·양수 허용 여부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시 지역 택시 운수종사자의 58.6%가 신규 개인택시 면허 양도 양수 허용 여부에 대

해 찬성하고 있으며, 군 지역은 72.2%가 찬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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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도 차원에서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통합 인식    
(단위 : %)

구분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찬성 매우 찬성

택시 

유형별

개인택시 10.5 18.5 38.0 26.5 6.5

법인택시 16.5 17.0 30.5 22.0 14.0

지역별
시 지역 13.9 17.5 33.8 24.3 10.5

군 지역 5.6 22.2 44.4 22.2 5.6

전체 13.5 17.8 34.3 24.3 10.3

□ 도 차원에서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통합

○ 도 차원에서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통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운수종사자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

- ‘보통’ 34.3%, ‘다소 찬성’ 24.3%, ‘다소 반대’ 17.8%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찬성

하는 의견이 34.6%, 반대하는 의견이 31.3%로 비슷한 수치를 보임

○ 택시 유형별 도 차원에서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통합 여부 조사 결과 택시 

유형에 상관없이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다소 높음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통합 여부에 대해 찬성하는 의

견이 33.0%, 반대하는 의견이 28.5%를 차지하고 있음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찬성하는 의견이 3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의견

은 33.5%로 나타남

○ 지역별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통합 여부 조사 결과에서도 시 지역은 도 차원에

서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통합에 대해 찬성의 의견이 다소 높음

- 시 지역은 도 차원에서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통합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

이 3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의견은 31.4%를 차지하고 있음

- 군 지역은 면허발급 우선순위 통합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 둘 다 

27.8%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통이 44.4%를 차지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통합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고 있어 향후 도 차원에서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통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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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 양도자 조건 제한 인식    
(단위 : %)

구분 매우 불필요 다소 불필요 보통 다소 필요 매우 필요

택시 

유형별

개인택시 7.5 13.0 24.0 43.5 12.0

법인택시 5.0 8.5 31.5 42.0 13.0

지역별
시 지역 6.3 11.3 27.7 42.1 12.6

군 지역 5.6 0.0 27.8 55.6 11.1

전체 6.3 10.8 27.8 42.8 12.5

□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 양도자 조건 제한 (3~5년)

○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 또는 양도자 조건 관련 조사 결과 조건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

답이 5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다소 필요’ 42.8%, ‘매우 필요’ 12.5%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자 양도자 조건 제한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가 55.3%를 차지하고 있음

-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 양도자 조건 제한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

답자는 17.1%로 나타남

○ 택시 유형별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 양도자 조건 제한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택시 

유형에 상관없이 조건 제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 양도자 조건 제한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5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필요하다는 인식은 13.5%를 차지하고 있음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조건 제한에 대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55.5%로 절반 이

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불필요하다는 인식은 20.5%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조건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13.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지역별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 양도자 조건 제한 인식의 조사 결과도 시·군 지역에 상

관없이 양수자 양도자 조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시 지역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 양도자 조건 제한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54.7%

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17.6%를 차지하고 있음

- 군 지역의 경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66.7%,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5.6%로 시 지역보

다 조건 제한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더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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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를 위한 시‧군 조례 필요성 인식    
(단위 : %)

구분 매우 불필요 다소 불필요 보통 다소 필요 매우 필요

택시 

유형별

개인택시 6.5 14.0 27.0 40.0 12.5

법인택시 11.5 16.0 29.5 34.5 8.5

지역별
시 지역 9.4 15.4 28.0 36.6 10.5

군 지역 0.0 5.6 33.3 50.0 11.1

전체 9.0 15.0 28.3 37.3 10.5

□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를 위한 시‧군 조례 필요성

○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를 위한 시·군 조례 필요성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시·

군 조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개인택시 면허 양도 양수를 위한 시 군 조례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47.8%를 차

지하고 있으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24.0%, 보통이 28.3%로 나타남

○ 택시 유형별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를 위한 시·군 조례 필요성에 대해 개인택시 운

수종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음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개인택시 면허 양도 양수를 위한 시 군 조례 필요성에 대해 

52.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0.5%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면허 양도 양수를 위한 시 군 조례 필요성에 대해 43.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7.5%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를 위한 시·군 조례 필요성 인식에 대해 지역별 조사 결과 

시 지역보다 군 지역에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시 지역 개인택시 면허 양도 양수를 위한 시 군 조례 필요성 인식에 대해 필요하다

는 의견이 4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4.8%로 나타남

- 군 지역의 경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61.1%로 시 지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

으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5.6%로 시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전반적으로 개인택시 면허 양도 양수를 위한 시 군 조례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효과적인 개인택시 면허 양도 양수를 위

한 시 군별 조례 제정 및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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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인식    

구분
무사고 기간

사고 관계없이 
택시 경력 기간

동일 택시회사 
장기근속

불필요함
기타(연령 및 
부양가족 수)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226 56.5 77 19.3 81 20.3 15 3.8 1 0.3

수원시 12 28.6 21 50.0 8 19.0 1 2.4 0 0.0

고양시 15 57.7 4 15.4 4 15.4 3 11.5 0 0.0

용인시 4 20.0 10 50.0 6 30.0 0 0.0 0 0.0

성남시 18 56.3 4 12.5 9 28.1 1 3.1 0 0.0

부천시 24 80.0 4 13.3 2 6.7 0 0.0 0 0.0

화성시 6 50.0 2 16.7 4 33.3 0 0.0 0 0.0

안산시 17 70.8 0 0.0 7 29.2 0 0.0 0 0.0

남양주시 10 83.3 1 8.3 1 8.3 0 0.0 0 0.0

안양시 15 62.5 4 16.7 4 16.7 1 4.2 0 0.0

평택시 9 56.3 1 6.3 6 37.5 0 0.0 0 0.0

시흥시 9 64.3 4 28.6 0 0.0 1 7.1 0 0.0

파주시 7 87.5 1 12.5 0 0.0 0 0.0 0 0.0

의정부시 14 87.5 0 0.0 1 6.3 1 6.3 0 0.0

김포시 2 33.3 2 33.3 2 33.3 0 0.0 0 0.0

광주시 3 50.0 1 16.7 2 33.3 0 0.0 0 0.0

광명시 8 57.1 3 21.4 0 0.0 3 21.4 0 0.0

군포시 1 16.7 4 66.7 0 0.0 1 16.7 0 0.0

하남시 5 83.3 1 16.7 0 0.0 0 0.0 0 0.0

오산시 1 12.5 3 37.5 3 37.5 0 0.0 1 12.5

양주시 4 66.7 1 16.7 1 16.7 0 0.0 0 0.0

이천시 4 66.7 0 0.0 2 33.3 0 0.0 0 0.0

구리시 6 60.0 4 40.0 0 0.0 0 0.0 0 0.0

안성시 2 33.3 0 0.0 4 66.7 0 0.0 0 0.0

포천시 4 66.7 0 0.0 1 16.7 1 16.7 0 0.0

의왕시 4 66.7 0 0.0 2 33.3 0 0.0 0 0.0

양평군 3 50.0 1 16.7 0 0.0 2 33.3 0 0.0

여주시 1 16.7 0 0.0 5 83.3 0 0.0 0 0.0

동두천시 7 87.5 1 12.5 0 0.0 0 0.0 0 0.0

가평군 6 100.0 0 0.0 0 0.0 0 0.0 0 0.0

과천시 0 0.0 0 0.0 6 100.0 0 0.0 0 0.0

연천군 5 83.3 0 0.0 1 16.7 0 0.0 0 0.0

시 지역 212 55.5 76 19.9 80 20.9 13 3.4 1 0.3

군 지역 14 77.8 1 5.6 1 5.6 2 11.1 0 0.0

개인택시 126 63.0 37 18.5 27 13.5 10 5.0 0 0.0

법인택시 100 50.0 40 20.0 54 27.0 5 2.5 1 0.5

□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조사 결과는 전체 종합결과, 택시 유형, 시·군 지역에 상

관없이 ‘무사고 기간’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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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택시 운전 자격 유지 검사제 필요성 인식    
(단위 : %)

구분 매우 불필요 다소 불필요 보통 다소 필요 매우 필요

택시 

유형별

개인택시 16.5 21.0 20.0 30.0 12.5

법인택시 4.0 12.0 17.5 45.5 21.0

지역별
시 지역 10.2 16.8 19.1 38.2 15.7

군 지역 11.1 11.1 11.1 27.8 38.9

전체 10.3 16.5 18.8 37.8 16.8

□ 택시 운전 자격 유지 검사제 필요성

○ 택시 운전 자격 유지 검사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자격 유지 검사제가 필요

하다는 응답이 전체 54.6%를 차지하고 있음

- ‘다소 필요’ 37.8%, ‘매우 필요’ 16.8%로 택시 운전 자격 유지 검사제에 대해 필요

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54.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택시 운전 자격 유지 검사제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26.8%를 차지

하고 있음

○ 택시 유형에 따른 택시 운전 자격 유지 검사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택시 

유형에 상관없이 택시 운전 자격 유지 검사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택시 운전 자격 유지 검사제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

답이 42.5%,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37.5%를 차지하고 있음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자격 유지 검사제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6.5%

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6.0%를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 택시 운전 자격 유지 검사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도 지역에 상관없

이 자격 유지 검사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시 지역과 군 지역 모두 택시 운전 자격 유지 검사제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53.9%, 6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택시 운전 자격 유지 검사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아 택시 운전 자격 유지 검사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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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택시 운수종사자 정년제 도입 필요성 인식    
(단위 : %)

구분 매우 불필요 다소 불필요 보통 다소 필요 매우 필요

택시 

유형별

개인택시 23.0 20.0 23.0 28.5 5.5

법인택시 12.0 14.5 18.0 42.5 13.0

지역별
시 지역 17.3 16.2 21.2 36.6 8.6

군 지역 22.2 38.9 5.6 11.1 22.2

전체 17.5 17.3 20.5 35.5 9.3

3) 정년제 도입에 대한 인식

□ 택시 운수종사자 정년제 도입 필요성

○ 택시 운수종사자 정년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응답으로 ‘다소 필요’가 35.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다소 필요’ 35.5%, ‘보통’ 20.5%, ‘매우 불필요’ 17.5%, ‘다소 불필요’ 17.3%, ‘매우 

필요’ 9.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택시 운수종사자 정년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 택시 운수종사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

타나고 있음

○ 택시 유형별 택시 운수종사자 정년제 도입 필요성 조사 결과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간 인식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택시 운수종사자 정년제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3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필요하다는 인식은 43.0%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정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55.5%, 불필요하다는 인

식은 26.5%로 정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 택시 운수종사자 정년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시·군별 인식 차이가 발

생하고 있음

- 시 지역은 택시 운수종사자 정년제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4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군 지역은 정년제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61.1%

로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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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운수종사자 정년제 도입 적정 연령 인식    

구분
70세 75세 80세 85세 기타

평균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99 24.8 166 41.5 97 24.3 27 6.8 11 2.8 75.8 

수원시 18 42.9 24 57.1 0 0.0 0 0.0 0 0.0 72.9 

고양시 7 26.9 13 50.0 4 15.4 0 0.0 2 7.7 74.4 

용인시 7 35.0 10 50.0 3 15.0 0 0.0 0 0.0 74.0 

성남시 6 18.8 21 65.6 4 12.5 1 3.1 0 0.0 75.0 

부천시 1 3.3 9 30.0 16 53.3 3 10.0 1 3.3 78.6 

화성시 3 25.0 8 66.7 0 0.0 0 0.0 1 8.3 72.9 

안산시 1 4.2 5 20.8 10 41.7 7 29.2 1 4.2 80.0 

남양주시 3 25.0 2 16.7 4 33.3 3 25.0 0 0.0 77.9 

안양시 2 8.3 7 29.2 13 54.2 1 4.2 1 4.2 77.3 

평택시 14 87.5 2 12.5 0 0.0 0 0.0 0 0.0 70.6 

시흥시 0 0.0 11 78.6 3 21.4 0 0.0 0 0.0 76.1 

파주시 0 0.0 2 25.0 5 62.5 0 0.0 1 12.5 78.6 

의정부시 6 37.5 7 43.8 3 18.8 0 0.0 0 0.0 74.1 

김포시 0 0.0 1 16.7 3 50.0 2 33.3 0 0.0 80.8 

광주시 1 16.7 3 50.0 1 16.7 0 0.0 1 16.7 75.0 

광명시 1 7.1 5 35.7 6 42.9 2 14.3 0 0.0 78.8 

군포시 0 0.0 2 33.3 1 16.7 3 50.0 0 0.0 80.8 

하남시 2 33.3 3 50.0 1 16.7 0 0.0 0 0.0 74.2 

오산시 3 37.5 4 50.0 1 12.5 0 0.0 0 0.0 73.8 

양주시 0 0.0 4 66.7 2 33.3 0 0.0 0 0.0 76.7 

이천시 3 50.0 2 33.3 0 0.0 0 0.0 1 16.7 72.0 

구리시 1 10.0 5 50.0 2 20.0 1 10.0 1 10.0 76.7 

안성시 3 50.0 3 50.0 0 0.0 0 0.0 0 0.0 72.5 

포천시 1 16.7 2 33.3 3 50.0 0 0.0 0 0.0 76.7 

의왕시 0 0.0 0 0.0 3 50.0 3 50.0 0 0.0 82.5 

양평군 4 66.7 1 16.7 1 16.7 0 0.0 0 0.0 72.5 

여주시 3 50.0 2 33.3 0 0.0 0 0.0 1 16.7 72.8 

동두천시 4 50.0 1 12.5 3 37.5 0 0.0 0 0.0 74.4 

가평군 2 33.3 4 66.7 0 0.0 0 0.0 0 0.0 73.3 

과천시 1 16.7 0 0.0 4 66.7 1 16.7 0 0.0 79.2 

연천군 2 33.3 3 50.0 1 16.7 0 0.0 0 0.0 74.2 

시 지역 91 23.8 158 41.4 95 24.9 27 7.1 11 2.9 76.0 

군 지역 8 44.4 8 44.4 2 11.1 0 0.0 0 0.0 73.3 

개인택시 33 16.5 98 49.0 45 22.5 17 8.5 7 3.5 76.2 

법인택시 66 33.0 68 34.0 52 26.0 10 5.0 4 2.0 75.1 

□ 운수종사자 정년제 도입 적정 연령

○ 운수종사자 정년제 도입 적정 연령에 대한 조사 결과 ‘75세’가 41.5%(16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정 평균 연령은 75.8세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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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1일 평균 영업 횟수 인식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평균
평균(회) 평균(회) 평균(회) 평균(회)

전체 28.4 26.7 18.2 24.4

수원시 20.5 20.0 16.5 18.8

고양시 33.5 31.6 24.0 29.7

용인시 18.9 19.3 14.6 17.6

성남시 39.7 35.5 24.0 33.1

부천시 26.1 23.2 14.5 21.2

화성시 18.7 18.0 14.0 16.9

안산시 34.1 31.7 22.0 28.9

남양주시 25.4 25.0 14.0 21.7

안양시 30.1 28.6 18.5 25.7

평택시 21.0 21.6 16.0 19.5

시흥시 29.5 26.2 14.6 23.5

파주시 32.7 32.5 23.1 29.5

의정부시 37.2 34.9 21.2 31.1

김포시 29.1 28.3 20.8 26.1

광주시 29.6 31.3 27.0 29.1

광명시 28.8 24.8 13.7 22.6

군포시 27.1 25.0 14.5 22.1

하남시 31.6 31.6 23.3 29.0

오산시 20.7 20.0 14.8 18.6

양주시 31.6 27.6 17.0 25.5

이천시 19.3 20.0 15.5 18.3

구리시 27.8 27.8 16.9 24.2

안성시 19.1 19.5 14.6 17.6

포천시 41.6 38.3 23.3 34.5

의왕시 26.6 25.0 16.6 22.6

양평군 30.8 30.8 17.0 26.1

여주시 18.1 17.8 13.3 16.5

동두천시 38.7 32.2 21.7 31.0

가평군 27.5 27.5 16.0 23.6

과천시 30.0 30.0 22.5 27.5

연천군 30.0 26.6 14.1 23.6

시 지역 28.3 26.6 18.3 24.4

군 지역 29.4 28.3 15.7 24.5

개인택시 27.2 25.2 17.0 23.2

법인택시 29.5 28.2 19.4 25.6

4) 택시 영업상황에 대한 인식

□ 1일 평균 영업 횟수

○ 2018~2020년 1일 평균 영업 횟수 인식조사 결과 3년 평균 1일 평균 영업 횟수는 24.4

회이며, 2018년 28.4회에서 2019년 26.7회, 2020년 18.2회로 1일 평균 약 10회 줄어듦



56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표 3-20> 1일 평균 수입금 인식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평균

평균(만 원) 평균(만 원) 평균(만 원) 평균(만 원)

전체 19.8 18.6 12.8 17.0

수원시 14.7 14.4 12.4 13.8

고양시 18.3 17.6 13.1 16.3

용인시 17.2 17.4 13.1 15.9

성남시 27.7 23.3 15.5 22.2

부천시 17.9 15.2 9.7 14.3

화성시 14.2 13.8 11.3 13.1

안산시 19.8 18.0 12.7 16.6

남양주시 19.4 19.1 10.6 16.5

안양시 18.4 17.4 12.0 15.8

평택시 20.6 21.2 15.3 19.0

시흥시 18.8 17.3 10.0 15.4

파주시 18.8 18.7 13.6 17.1

의정부시 25.5 24.0 15.0 21.4

김포시 24.1 22.5 16.8 21.3

광주시 23.6 23.6 20.8 22.5

광명시 18.2 15.7 9.1 14.4

군포시 16.6 16.1 9.0 13.8

하남시 20.8 20.8 15.5 19.1

오산시 17.8 17.7 11.6 15.7

양주시 23.1 21.0 13.3 19.0

이천시 17.0 17.8 13.6 16.1

구리시 19.0 19.0 11.5 16.5

안성시 16.5 17.0 12.8 15.5

포천시 30.0 28.3 18.0 25.5

의왕시 22.1 20.5 13.8 18.8

양평군 20.0 19.1 11.5 17.0

여주시 16.5 16.5 12.0 15.0

동두천시 28.6 22.6 15.2 22.0

가평군 18.5 17.3 10.6 15.3

과천시 25.0 25.0 19.3 23.0

연천군 22.3 20.5 10.0 17.6

시 지역 19.8 18.5 12.9 17.0

군 지역 20.2 19.0 10.7 16.6

개인택시 18.3 16.8 11.8 15.6

법인택시 21.3 20.3 13.9 18.4

□ 1일 평균 수입금

○ 3년간 1일 평균 수입금 인식조사 결과 2018~2020년 1일 평균 수입금은 17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19.8만 원, 2019년 18.6만 원, 2020년 12.8만 원으로 계속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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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개인택시 현재 면허매매 시세 인식    

구분
1억 원 이하 ~ 1억 5천만 원 ~ 1억 8천만 원 무응답 평균

(억 원)명 % 명 % 명 % 명 %

전체 61 30.5 108 54.0 28 14.0 3 1.5 1.2

수원시 0 0.0 20 95.2 0 0.0 1 4.8 1.2

고양시 1 7.7 12 92.3 0 0.0 0 0.0 1.2

용인시 0 0.0 10 100.0 0 0.0 0 0.0 1.2

성남시 2 12.5 14 87.5 0 0.0 0 0.0 1.2

부천시 12 80.0 3 20.0 0 0.0 0 0.0 0.9

화성시 0 0.0 0 0.0 6 100.0 0 0.0 1.6

안산시 7 58.3 5 41.7 0 0.0 0 0.0 1.1

남양주시 0 0.0 6 100.0 0 0.0 0 0.0 1.3

안양시 10 83.3 1 8.3 0 0.0 1 8.3 0.9

평택시 0 0.0 1 12.5 7 87.5 0 0.0 1.7

시흥시 5 71.4 2 28.6 0 0.0 0 0.0 1.0

파주시 3 75.0 1 25.0 0 0.0 0 0.0 1.0

의정부시 1 12.5 7 87.5 0 0.0 0 0.0 1.3

김포시 3 100.0 0 0.0 0 0.0 0 0.0 1.0

광주시 2 66.7 0 0.0 1 33.3 0 0.0 1.1

광명시 7 100.0 0 0.0 0 0.0 0 0.0 0.8

군포시 3 100.0 0 0.0 0 0.0 0 0.0 0.9

하남시 0 0.0 3 100.0 0 0.0 0 0.0 1.4

오산시 0 0.0 2 50.0 2 50.0 0 0.0 1.6

양주시 0 0.0 3 100.0 0 0.0 0 0.0 1.5

이천시 0 0.0 0 0.0 3 100.0 0 0.0 1.7

구리시 0 0.0 5 100.0 0 0.0 0 0.0 1.3

안성시 0 0.0 0 0.0 3 100.0 0 0.0 1.6

포천시 0 0.0 3 100.0 0 0.0 0 0.0 1.3

의왕시 3 100.0 0 0.0 0 0.0 0 0.0 0.9

양평군 0 0.0 0 0.0 3 100.0 0 0.0 1.7

여주시 0 0.0 3 100.0 0 0.0 0 0.0 1.5

동두천시 0 0.0 4 100.0 0 0.0 0 0.0 1.3

가평군 0 0.0 0 0.0 3 100.0 0 0.0 1.8

과천시 2 66.7 0 0.0 0 0.0 1 33.3 1.0

연천군 0 0.0 3 100.0 0 0.0 0 0.0 1.3

시 지역 61 31.9 105 55.0 22 11.5 3 1.6 1.2

군 지역 0 0.0 3 33.3 6 66.7 0 0.0 1.6

개인택시 61 30.5 108 54.0 28 14.0 3 1.5 1.2

법인택시 - - - - - - - - -

□ 개인택시 현재 면허매매 시세

○ 개인택시 현재 면허매매 시세로는 1억~1억 5천만 원 이하가 54.0%(108명)로 가장 많

이 응답하였으며, 평균 면허매매 가격은 1.2억 원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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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개인택시 구매 방법 인식    

구분
시군의 신규면허로 받음 5년 무사고 후 매매로 양도 기타

명 % 명 % 명 %

전체 66 33.0 126 63.0 8 4.0

수원시 8 38.1 13 61.9 0 0.0

고양시 7 53.8 3 23.1 3 23.1

용인시 4 40.0 6 60.0 0 0.0

성남시 7 43.8 8 50.0 1 6.3

부천시 4 26.7 11 73.3 0 0.0

화성시 4 66.7 2 33.3 0 0.0

안산시 5 41.7 7 58.3 0 0.0

남양주시 1 16.7 5 83.3 0 0.0

안양시 5 41.7 6 50.0 1 8.3

평택시 3 37.5 5 62.5 0 0.0

시흥시 2 28.6 5 71.4 0 0.0

파주시 0 0.0 3 75.0 1 25.0

의정부시 1 12.5 7 87.5 0 0.0

김포시 1 33.3 2 66.7 0 0.0

광주시 0 0.0 3 100.0 0 0.0

광명시 2 28.6 5 71.4 0 0.0

군포시 0 0.0 3 100.0 0 0.0

하남시 0 0.0 3 100.0 0 0.0

오산시 2 50.0 2 50.0 0 0.0

양주시 0 0.0 3 100.0 0 0.0

이천시 1 33.3 2 66.7 0 0.0

구리시 3 60.0 2 40.0 0 0.0

안성시 2 66.7 1 33.3 0 0.0

포천시 0 0.0 3 100.0 0 0.0

의왕시 1 33.3 2 66.7 0 0.0

양평군 0 0.0 2 66.7 1 33.3

여주시 1 33.3 2 66.7 0 0.0

동두천시 2 50.0 2 50.0 0 0.0

가평군 0 0.0 3 100.0 0 0.0

과천시 0 0.0 2 66.7 1 33.3

연천군 0 0.0 3 100.0 0 0.0

시 지역 66 34.6 118 61.8 7 3.6

군 지역 0 0.0 8 88.9 1 11.1

개인택시 66 33.0 126 63.0 8 4.0

법인택시 - - - - - -

□ 개인택시 구매 방법

○ 개인택시 구매 방법으로는 ‘5년 무사고 후 매매로 양도’가 63.0%(126명)로 가장 많으

며, ‘시·군의 신규면허로 받음’ 33.0%(66명), ‘기타’ 4.0%(8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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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택시 운전경력    

구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1년 이상

평균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41 10.3 72 18.0 83 20.8 73 18.3 39 9.8 47 11.8 45 11.3 18.0

수원시 5 11.9 7 16.7 6 14.3 7 16.7 5 11.9 7 16.7 5 11.9 18.3

고양시 3 11.5 5 19.2 6 23.1 6 23.1 2 7.7 2 7.7 2 7.7 16.5

용인시 1 5.0 8 40.0 2 10.0 4 20.0 0 0.0 2 10.0 3 15.0 16.6

성남시 2 6.3 10 31.3 6 18.8 5 15.6 0 0.0 6 18.8 3 9.4 17.7

부천시 2 6.7 4 13.3 6 20.0 7 23.3 6 20.0 3 10.0 2 6.7 18.7

화성시 1 8.3 1 8.3 4 33.3 3 25.0 1 8.3 0 0.0 2 16.7 18.3

안산시 2 8.3 4 16.7 4 16.7 7 29.2 3 12.5 3 12.5 1 4.2 18.3

남양주시 4 33.3 1 8.3 2 16.7 0 0.0 1 8.3 1 8.3 3 25.0 17.8

안양시 3 12.5 3 12.5 6 25.0 7 29.2 2 8.3 2 8.3 1 4.2 17.6

평택시 2 12.5 3 18.8 6 37.5 2 12.5 0 0.0 2 12.5 1 6.3 14.4

시흥시 1 7.1 0 0.0 2 14.3 1 7.1 4 28.6 4 28.6 2 14.3 23.1

파주시 0 0.0 0 0.0 1 12.5 1 12.5 2 25.0 0 0.0 4 50.0 29.8

의정부시 1 6.3 5 31.3 1 6.3 2 12.5 1 6.3 1 6.3 5 31.3 20.8

김포시 1 16.7 1 16.7 3 50.0 1 16.7 0 0.0 0 0.0 0 0.0 13.0

광주시 0 0.0 1 16.7 2 33.3 1 16.7 1 16.7 0 0.0 1 16.7 19.3

광명시 0 0.0 1 7.1 3 21.4 3 21.4 3 21.4 3 21.4 1 7.1 20.8

군포시 1 16.7 1 16.7 0 0.0 2 33.3 0 0.0 1 16.7 1 16.7 18.2

하남시 3 50.0 0 0.0 2 33.3 1 16.7 0 0.0 0 0.0 0 0.0 9.7

오산시 1 12.5 3 37.5 1 12.5 1 12.5 0 0.0 1 12.5 1 16.7 15.4

양주시 2 33.3 0 0.0 2 33.3 1 16.7 1 16.7 0 0.0 0 0.0 12.5

이천시 0 0.0 2 33.3 3 50.0 0 0.0 0 0.0 0 0.0 1 16.7 14.8

구리시 0 0.0 2 20.0 3 30.0 3 30.0 0 0.0 2 20.0 0 0.0 17.3

안성시 0 0.0 2 33.3 1 16.7 0 0.0 0 0.0 2 33.3 1 16.7 21.3

포천시 1 16.7 1 16.7 3 50.0 0 0.0 0 0.0 1 16.7 0 0.0 13.7

의왕시 0 0.0 0 0.0 0 0.0 2 33.3 3 50.0 1 16.7 0 0.0 23.8

양평군 2 33.3 2 33.3 0 0.0 0 0.0 0 0.0 1 16.7 1 16.7 15.3

여주시 0 0.0 1 16.7 2 33.3 0 0.0 0 0.0 0 0.0 3 50.0 22.8

동두천시 1 12.5 1 12.5 2 25.0 2 25.0 1 12.5 1 12.5 0 0.0 15.5

가평군 1 16.7 2 33.3 2 33.3 1 16.7 0 0.0 0 0.0 0 0.0 11.0

과천시 0 0.0 0 0.0 1 16.7 3 50.0 1 16.7 1 16.7 0 0.0 21.7

연천군 1 16.7 1 16.7 1 16.7 0 0.0 2 33.3 0 0.0 1 16.7 17.8

시 지역 37 9.7 67 17.5 80 20.9 72 18.8 37 9.7 46 12.0 43 11.2 18.1

군 지역 4 22.2 5 27.8 3 16.7 1 5.6 2 11.1 1 5.6 2 11.1 14.7

개인택시 13 6.5 20 10.0 33 16.5 43 21.5 20 10.0 33 16.5 38 19.0 21.4

법인택시 28 14.0 52 26.0 50 25.0 30 15.0 19 9.5 14 7.0 7 3.5 14.6

□ 택시 운전경력

○ 택시 운전경력은 ‘11~15년’이 20.8%로 가장 많으며, 군 지역(14.7년)에 비해 시 지역

(18.1년), 법인택시(14.6년)에 비해 개인택시(21.4년)가 운전경력이 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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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택시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 경기도 택시가 과잉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이 절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택시 공급 과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택시 공급 대수의 적정성 인식조사 결과 택시가 과잉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의견이 

58.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택시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택시 감차가 필요하나, 택시 감차가 수행되지 못한 이유

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재원 마련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함

- 택시 감차가 수행되지 못한 이유로 ‘시⋅군의 감차 의지 부족’ 28.3%, ‘감차 비용 

부족’ 27.0%, ‘택시업계의 의지 부족’ 21.8%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음

- 택시 감차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차가 필요한 시․군에서 택시 양도․

양수의 제한, 감차 재원 마련, 감차 지역/증차지역 간 택시 수급의 불균형 해소 방

안 등의 택시 감차 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함

○ 택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에 근거한 감차 지역과 증차지역 간 통합적인 택시 면허 

관리방안에 택시업계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높은 편이나 긍정적인 의견도 있음

- 택시 감차 지역과 증차지역 간 택시 면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반대(46.3%)하기도 하지만, 필요하다(32.0%)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음

○ 도 차원에서의 시․군별 각기 다른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통합에 택시 운수종사

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표준화된 면허 발급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 차원에서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통합 여부 조사 결과 운수종사자에 따

라 다양한 반응을 보이지만 찬성하는 의견이 34.6%로 많은 편임

○ 택시 운수종사자의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운수종사자들의 근

무 나이를 제한하는 택시 운수종사자 정년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정년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편으로 55.5%의 찬성을 나타

내지만,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부정적인 의견은 43.0%임. 전체적으로 응답자 중 

44.8%가 택시 정년제 도입에 찬성을 나타냄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정년제 도입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택시 업계의 의

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택시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정년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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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1. 택시 양도 양수 강화방안

1)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조건 강화방안

□ 신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조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도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함

○ 신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6월에 재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은 택시사업구역별 수

요·공급을 고려하여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하면 택시 면허의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택시 양도 규정을 완화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표 4-1> 택시 면허 양도 양수 금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 전⋅후 비교

개정(2009.5.17.) 법령 개정(2015.6.22.) 후 현행 법령

제14조 (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

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

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신설 2009.5.27.>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

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ㆍ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

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

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

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신설 2009. 5. 27., 201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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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개인택시 면허의 제한 없는 양도·양수 면허제도는 택시 수급을 조절하는 데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음

- 2015년 이후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 양수를 금지를 완화했던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양도·양수를 억제하면서 택시의 과잉공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함

○ 택시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 결과에 따라 감차가 필요한 지역에서 시·도의 심의를 

통해 조건부로 택시 증차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함 

-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택시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시·도가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만 신규 택시 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제14조의 개정이 필요함

○ 시·군의 택시 수급실태를 택시 총량과 연계하여 택시 공급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에만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음 

- 택시총량의 산정 결과 감차가 필요한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택시 면허를 금지

하고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시·도지사는 택시사업구역별 택시 수요 대비 공급 관계인 택시 면허 수급실태를 토

대로 택시 정책심의 또는 총량 심의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시․도가 인정하는 심의 

절차를 거친 후에만 신규 택시 면허의 양도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

<표 4-2> 택시 면허 양도 규정 관련법 개정(안)     

구분 현행 법령 개정 후 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

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

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

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

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 시·

도가 인정하는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65제4장 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2) 면허발급 우선순위의 표준화

○ 시·군별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 우선순위가 다양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으

로 택시 운전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인택시 발급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 시·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개인택시 면허발급 1순위는 무사고 운전경력이 10∼15년

이며, 2순위는 무사고 운전경력이 7∼13년, 3순위는 최소 4∼10년 수준임

<표 4-3> 시군별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비교
(단위 : 년)

구분
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수원시 10(4)* 7(4)* 5(4)*
고양시 (13)* 13 (8)*
용인시 14(10)* 13(9)* 12(8)*
성남시 10(7)* 8(6)* 7
부천시 (10)* (7)* 5*
화성시 10* 9* 8*
안산시 15(12)* 15(7) (10)

남양주시 10* 13 10
안양시 10(5)* 13 10
평택시 (10)* 7(5)* (5)*
시흥시 (10)* 10* 13
파주시 10(7)* 10(6)* (10)

의정부시 10(4)* 13 7
김포시 10(5)* 13 (10)
광주시 10(5)* 13 (10)
광명시 10(5)* (10)* 8*
군포시 10(5)* 13 10
하남시 10(5)* 7(5)* 4(5)*
오산시 10(5)* 9(5)* 8(5)*
양주시 (10)* 13 7
이천시 14(10)* 12(8)* 10(6)*
구리시 10(9)* 13 10
안성시 (10)* (10) 13(5)*
포천시 10(5)* 8(5)* (7)*
의왕시 10(5)* 13 10
여주시 10(4)* 13 10

동두천시 10(5)* 7(5)* 4(5)*
과천시 10* 13 10
양평군 (10)* (7)* (5)*
가평군 10(4)* 7(4)* 4(4)*
연천군 10(4)* 13 10

주 : ( ) 는 관내, * 는 성실의무 이행.

자료 : 시⋅군별 각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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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별로 각기 다른 개인택시 면허발급 기준을 통일되게 적용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면허발급 우선순위 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 개인택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가 시·군별로 각기 다르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를 원하는 대기자 간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각 시군에서 1순위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로 무사고 운전자의 경력으로 택시

는 대체로 10년 이상, 버스는 15년 이상을 무사고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로 

정하고 있음

○ 택시총량제 시행으로 신규 택시 면허발급이 중지되거나 해당 운수종사자들의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표준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개인택시 면허발급 순위를 경기도 차원에서 표준화하고 1순위는 무사고 운전경력이 

12년 이상인 자로 하고, 12년 이상이 다수일 경우 무사고 운전경력이 많은 경우를 

우선순위로 개인택시 면허가 발급될 수 있도록 검토함

○ 개인택시 면허발급의 1순위가 무사고 운전경력이 최소 10년 이상에서 15년까지로 되

어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12년 이상으로 표준화하면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들의 일관

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합리적일 수 있음

- 2순위는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이 10년에서 12년 미만인 자로 정하고, 3순위는 8년 

무사고 운전경력 이상 10년 미만인 자로 표준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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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 기준(표준안)

구분
순
위

내용

택시

운전자

1 택시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3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4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5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버스

운전자

1 버스를 1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 버스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3 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4 버스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5 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그 밖의 운전자

1 사업용 자동차를 1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 사업용 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3 사업용 자동차를 1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4 비사업용자동차를 2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국가 

유공자·장애인

1
국가유공자 등록일로부터 해당 관내 택시는 8년 이상 버스는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

전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록일로부터 해당 관내 택시는 6년 이상 버스는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록일로부터 해당 관내 택시와 버스, 사업용 자동차를 합산

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군·관용차

운전자

1
군 장기 복부자 및 군무원으로서 군용차량을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단, 

미군부대 고용원은 제외)

2 관용차량을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성실의무

-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관할 시·군에서 택시를 5년, 버스를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
면허신청 공고일보부터 역산하여 과거 6년 동안 2회 이상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및 별표3의 위반행위를 2회 미만, 과징금이 30

만원 이하인 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주에 따른 누산점수가 50점 

미만인 자

-
면허신청 공공일로부터 과거 6년 동안 3개월 이상의 택시 및 버스의 운전공백이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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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택시 양수 기준의 표준화

□ 시·군별로 비슷한 택시 운전경력 및 자격을 가진 택시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양

수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양수 조건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 개인택시의 양도자는 신규면허를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으나, 개인택

시 양수자의 기준은 시·군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

-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시·군 기준들이 대체로 사업용 자동차는 최소 무사고 3

년 이상, 자가용은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경력을 가진 자로 정하고 있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에 근거하면, 개인택시 양수자의 최소 기준으로 최

소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음

- 면허 신청 공고일 이전 처음 운전에 종사한 일로부터 계산해서 사업용 자동차는 무

사고로 5년 이상 또는 자가용 자동차는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 

○ 비슷한 운전경력의 무사고로 운전한 택시기사들이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도록 개

인택시 양수자의 기준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함

- 시·군마다 개인택시 양수자의 조건을 3년 이상 또는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 등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소 있음

- 경기도 시·군별 개인택시 양수자의 조건에서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을 2년 6개월 

또는 3년으로 설정한 것을 제외한 개인택시 양수자의 기준은 모두 비슷함

□ 개인택시를 양수하는 조건을 경기도 차원에서 표준화하여 일관된 기준에 의해 개인

택시가 양도․양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가 2년 6개월이 

지나면 양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수자의 조건을 같게 할 필요가 있음

-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이 2년 6개월 이상인 

자, 과태료 등 행정처분 3회 미만, 도로교통법 벌점 180점 이하인 자로 양수 조건을 

같게 하여 시·군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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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의 표준안을 토대로 시·군에서 표준안이 준용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음

- 택시업계와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경기도 표준안이 시행될 필요가 있음

<표 4-5> 시·군/시·도별 개인택시 양수 자격 기준 및 표준안

구분 양수자 무사고 경력 운수사업법 위반 횟수 도로교통법 벌점

특별

⋅
광

역

시

서울특별시 사업용 3년, 자가용 6년 최근 3년간 3회 미만 최근 3년간 180점 이하
부산광역시 사업용 3년, 자가용 6년 최근 3년간 3회 미만 최근 3년간 180점 이하
대구광역시 사업용 3년, 자가용 6년 - -
인천광역시 사업용 3년, 자가용 6년 - -
광주광역시 사업용 3년, 자가용 6년 최근 3년간 3회 미만 최근 3년간 180점 이하
대전광역시 사업용 3년, 자가용 6년 최근 3년간 3회 미만 최근 3년간 180점 이하
울산광역시 사업용 3년, 자가용 6년 - -

세종특별자치시 사업용 3년, 자가용 6년 -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용 3년6월, 자가용 7년 - -

경

기

도

수원시 사업용 4년, 자가용 6년 최근 3년간 3회 미만 최근 3년간 180점 이하

의정부시 사업용 3년, 자가용 6년 최근 3년간 3회 미만 최근 3년간 180점 이하

안양시 사업용 3년, 자가용 6년 - -

부천시 사업용 3년, 자가용 6년 - -

광명시 사업용 3년, 자가용 6년 - -

평택시 사업용 3년, 자가용 6년 - -

동두천시 사업용 3년, 자가용 5년 - -

안산시 사업용 3년, 자가용 6년 - -

고양시 사업용 3년, 자가용 6년 최근 3년간 3회 미만 최근 3년간 180점 이하

과천시 사업용 3년, 자가용 6년 - -

구리시 사업용 3년, 자가용 6년 - -

남양주시 사업용 3년, 자가용 5년 - -

오산시 사업용 3년, 자가용 6년 최근 3년간 3회 미만 최근 3년간 180점 이하

군포시 사업용 3년, 자가용 6년 - -

의왕시 사업용 3년, 자가용 6년 - -

하남시 사업용 2년6월, 자가용 5년 - -

용인시 사업용 3년, 자가용 6년 - -

파주시 사업용 3년, 자가용 6년 - -

이천시 사업용 3년, 자가용 6년 - -

김포시 사업용 3년, 자가용 6년 - -

화성시 사업용 2년6월, 자가용 5년 - -

광주시 사업용 3년, 자가용 6년 - -

양주시 사업용 3년 - -

포천시 사업용 3년, 자가용 6년 - -

연천군 사업용 5년, 자가용 5년 최근 3년간 3회 미만 최근 3년간 180점 이하

가평군 사업용 3년, 자가용 6년 최근 3년간 3회 미만 최근 3년간 180점 이하

표준(안)
- 사업용 2년 6개월

- 자가용 자동차 6년
최근 3년간 3회 미만 3년간 180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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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시 총량과 연계한 택시 면허 관리방안

1) 택시 감차위원회 및 감차 계획 수립

□ 택시 총량 산정 결과에 따라 택시사업구역마다 감차보다는 증차 중심으로 택시 공

급이 이뤄짐으로써 택시 감차를 위한 감차 계획 수립이 필요함

○ 택시 총량 산정 결과에 따라 감차가 필요한 감차 지역에서 택시 감차를 실행하기 위

해서는 해당 시․군은 필수적으로 감차 계획을 수립해야 함

- 택시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 결과에 따라 적정 택시 대수를 초과한 택시 면허에 

대해서는 감차가 필요하나, 택시 감차 계획을 안 세우고 있음

○ 택시 총량보다 공급이 많아 택시 감차가 필요한 감차 지역에서 택시가 감소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경기도 택시 대수 증가에 영향을 주었음

- 택시사업구역마다 택시의 적정량을 유지하기 위해 택시 총량을 산정한 후에는 택시 

감차 계획 없이 증차계획 중심으로 택시 공급이 수행되었음

<표 4-6> 택시 자율 감차 주요 내용  

구분 감차 주요 내용

감차대상

-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수송력 공급계획상 적정대수를 

초과하는 택시차량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3항에 의거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5년마다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함

감차사업 주체
- 감차수준, 대상선정, 보상 및 보상주체는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는 사업집행 지침, 보상지원 등 업무분담

시행기간

-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함

-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규모 및 택시운송사업의 출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할수 있음

감차보상 재원

- 국가의 감차예산

-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

-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

- 기타 개인⋅단체⋅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자료 : 경기연구원(2016). 택시총량 운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자료

를 재구성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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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총량 산정 결과에 따라 감차가 필요한 시・군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택시 감

차 관련한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택시 감차가 필요한 해당 시·군은 감차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차가 실질적으로 실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무원, 택시업계, 전문가 등으로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차위원회는 연도별로 감

차 계획으로 감차 대수 및 대상 차량, 감차 보상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심의해야 함

-택시 감차 계획은 해당 지역의 1) 과잉공급 규모 2) 연도별 감차 규모 3) 감차 보

상금의 수준 4) 연도별 감차 소요 금액 5) 연도별 감차 재원 규모 등이 포함됨

n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감차위원회 및 감차 계획 기준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소속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소속 시장ㆍ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감차보상금 산정 등 
감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택시운송사업
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를 둔다.

1. 과잉공급 규모
2. 연도별 감차 규모
3. 감차보상금의 수준
4. 연도별 감차소요 금액
5. 연도별 감차재원 규모
6. 그 밖에 감차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보상의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감차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차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택시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
2.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양

수하거나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④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출연하여야 한다.
1. 국가의 감차예산
2.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
3.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
4. 그 밖에 개인ㆍ단체ㆍ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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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간 택시 면허 통합적 관리방안

□ 택시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에 따라 증차지역과 인근 감차 지역 간 같은 수의 택시 면

허 이동을 통해 감차/증차지역 간 택시 면허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 필요

○ 택시 총량 산정 결과에 따라 증차만 되고 감차가 없는 총량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차 지역과 증차지역 간을 통합하여 택시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함

- 택시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에 따라 통행 특성이 비슷한 증차지역과 감차 지역 간 권

역별로 통합하여 택시 면허를 관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수 있음

- 통합적인 택시 면허관리란 감차 지역의 택시 면허를 증차지역에서 신규면허로 대체

하여 해당 택시기사들에게 면허를 공급하는 방식임. 감차 비용의 최소화로 택시 감

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감차 지역에서 취소된 택시 면허 숫자만큼 해당 운전기사들에게 증차지역의 택시 면

허를 공급함으로써 감차/증차지역 간 택시 면허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음

- 택시 증차지역은 증차계획에 따라 매번 택시가 증차 되나, 감차 지역은 감차가 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증차지역과 감차 지역 간 통합적인 택시 면허 관리를 

통해 감차 지역에서 실질적인 택시 감차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감차 지역과 증차지역 간 택시 면허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

에 반대하기도 하지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음

-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감차/증차지역을 통합하여 택시 면허를 관리하는 방안이 불필

요하다는 의견이 46.3%로 많은 편이나, 필요하다는 견해도 32.0%를 차지함

<표 4-7> 택시 운수종사자 감차/증차지역 간 통합관리 의견
(단위 : %)

구분 개인택시 운전기사 법인택시 운전기사 전체

매우 필요 5.5 5.5 5.5

다소 필요 25.5 27.5 26.5

보통 21.5 22.0 21.8

다소 불필요 29.0 25.5 27.3

매우 불필요 18.5 19.5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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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총량 산정 결과에 따라 택시 감차 지역과 증차지역 간을 통합하여 택시 면허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차 지역에서 취소된 택시 면허 숫자만큼 증차지역에서 신규면

허가 발급되도록 해야 함 

- 감차 지역의 시·군은 증차지역의 택시 면허로 발급을 원하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의 택시 면허를 우선 먼저 취소함

- 증차지역의 시·군은 감차 지역에서 택시 면허 이동을 신청한 숫자만큼 해당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신규로 택시 면허를 발급하여 감차 지역의 택시 면허가 증차지역

으로 이동되도록 함 

○ 감차 지역의 개인택시 면허가 증차지역의 면허로 이동 전환될 때 면허 시세의 차액 

보전이 필요하면, 해당 운수종사자들에게 면허 이동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증차지역과 감차 지역 간 택시 면허의 시세의 차액이 발생할 때 택시 면허 이동을 

신청했거나 해당 운수종사자들에게 면허 시세 증가 및 영업권 향상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부담금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감차 보상 관련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

<표 4-8> 택시 총량 연계 감차 지역과 증차지역 간 택시 면허 통합관리 내용 

구분 감차 지역 증차 지역

통합 관리

내용

택시 감차 대수 중 일부를 감차하기 위해 감차 

지역의 면허를 취소하고 증차지역에서 면허 시

세 차액의 일부를 부담하고 신규면허로 전환해 

줌

증차지역에서 신규발급 면허로 전환하여 발

급을 원하는 감차 지역에서의 택시 운수종

사자들에게 감차 지역에서 감차한 택시 대

수만큼 증차지역에서 신규면허로 전환해 줌  

대상자 및 대상 

택시 면허

기존의 면허가 증차지역의 택시 면허로 전환을 

원하는 택시 운수종사자

감차 지역에서 증차지역으로 면허 전환을 

원하는 택시 운수종사자

문제점 택시 면허 전환 시 택시 면허 시세 차액 부담 증차지역에서 신규면허발급 대기자의 반발

기대효과 실질적인 택시 감차로 수익성 및 영업환경 개선 택시 수급의 불균형 해소

해당 시·군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구리, 

안양·군포·의왕·과천, 평택, 시흥, 의정부, 

광주·하남, 광명, 양주, 이천, 여주, 동두천, 

연천군(22개 시·군)

용인, 오산·화성, 파주, 김포, 안성, 포천, 

양평군, 가평군(9개 시·군)

택시 대수 4,552대 17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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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감차 지역과 증차지역 간 택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은 해당 시·군 간 이해관계가 비슷해야 추진될 수 있음

○ 통합 택시 면허 관리방안은 해당 시·군과 택시업계 간 이해가 맞아떨어져야 시행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참여 의지가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해보는 

게 합리적일 수 있음

- 택시 감차 지역과 증차지역 간 택시 면허의 시세 및 영업권의 변화, 면허 이동의 필

요성, 택시업계의 참여 의지 등에 따라 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음

○ 증차가 필요한 지역과 감차 지역은 해당 시․군에서 택시 감차와 증차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 간 행정적인 협의가 필요함

- 택시 증차지역에서 일부 택시 공급물량이 줄 수 있어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기다리

는 운수종사자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 개인택시 면허를 택시 감차 지역에서 증차지역으로 이동 전환하여 통합관리하는 방

안은 시·군 또는 관계자들 간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감차 지역은 택시 감차로 영업권이 좋아져 우호적일 수 있지만, 증차지역은 택시업

계의 반발, 영업권의 변화 등으로 비우호적일 수 있음

○ 택시업계의 긍정적인 검토 없이는 감차 지역에서 증차지역으로 택시 면허의 이동 전

환을 통한 통합적인 택시 면허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 감차 지역과 증차지역의 시·군 또는 운송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할 경우 택시 

면허 이동 전환사업 추진 및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음

<표 4-9> 택시 총량 산정 결과의 감차와 증차지역 간 영업환경 비교 
구분 감차지역 증차지역

택시 공급량 택시 수요 대비 공급 과다 택시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수익성 상대적 수익성 낮음 상대적 수익성 좋음

택시 면허 매매 시세 증차지역보다 상대적 낮음 감차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택시 운수종사자 선호도
수익성이 좋은 지역의 면허발급 

선호
택시 면허 발급 대기자들의 비선호 가능성

통합 면허관리 후 

영업환경 변화 가능성

-실질적인 택시 감차로 택시 수

익성 증가 가능성

-영업권 및 영업환경 개선 기대

-택시 수급의 불균형 해소

-증차로 인해 영업권의 변화 및 수익성의 변화 가

능성

-감차 지역 택시 운수종사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활용하여 증차지역의 택시 근로환경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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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택시 감차 관련 제도개선안

1) 신규 택시면허 억제 제도개선

□ 택시 총량제를 시행한 이후 감차 지역에서 감차는 없고 택시 증차만 계속되고 있어 

적극적인 택시 감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함

○ 택시 총량제 시행 이후 증차만 있고 감차가 없는 총량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차 

지역에서 택시 감차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n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법률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지 아니한 사업구역
2. 제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한 사업구역
3.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

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 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
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
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할 수 없다.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소속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
사와 소속 시장ㆍ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감차보상금 산정 등 감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택시운송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를 둔다.

1. 과잉공급 규모
2. 연도별 감차 규모
3. 감차보상금의 수준
4. 연도별 감차소요 금액
5. 연도별 감차재원 규모
6. 그 밖에 감차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보상의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감차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차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택시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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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은 택시사업구역의 택시 면허 수가 택시 총량보다 많은 해당 시․군은 택시 

감차를 수행하지 않고서는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을 제한해야 함 

- 택시 감차 실적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감차가 안 되는 실정임

○ 관련 법령은 택시 감차 지역에서 감차가 수행되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의 미비로 실질적인 감차가 실행되지 않고 있음

- 감차가 필요한 해당 시․군이 감차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택시 감차를 시행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는 실정임

○ 택시 총량제 시행 이후 증차만 되고 감차가 없는 총량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차 

지역에서 택시 감차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 택시 감차가 필요한 지역에서 해당 시․군이 연도별 감차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

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강화가 필요함

○ 감차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사업구역은 상위 관할 기관과 함께 감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단계적으로 감차 계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감차 지역에서 해당 시․군이 감차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 시․도를 포함한 

상위 관할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함

○ 감차 지역의 시․군이 적극적으로 감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택시운송사업의 발

전에 관한 법률」 법령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음

- 택시 자동차 차령이 만료되어 대․폐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감차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대․폐차를 보유하여 해당 시․군이 감차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시․군에서 감차 계획이 미흡할 경우 감차 지역의 노후화된 택시 차량의 대․폐차를 제

한하는 방안이 택시 증차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

- 감차 지역에서 택시 감차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

도의 적극적인 지도 관리가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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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택시사업구역 감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법률 개정(안)     

구분 현행 법령 개정 후 법령(안)

택시운송

사 업 의 

발 전 에 

관한 법

률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 ⑥ (생략)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차

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방식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

청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기간(1

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및 절차 등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 ⑥ (생략)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차계획을 효과적

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방식을 미리 검증할 필요

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

라 시범사업 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⑧ 제1항에서 제7항의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하지 

않은 사업구역은 감차계획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에도 불구하고 

노후 차량의 대․폐차 후 운송개시 수리를 감차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보류하여야 한다.

2) 택시 감차 재원 마련

○ 감차가 필요한 택시 사업구역에서 택시 감차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어려워 감차에 

필요한 택시 선정 및 감차 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임

- 택시 면허 시세를 고려하지 않은 감차 보상방식은 택시 운송사업자들의 감차 동의

를 끌어내기 어려우므로 충분한 감차 재원이 필요함

○ 택시 총량 산정 결과에 따라 감차 지역에서 택시업계의 출연금 부담을 줄이면서 택시 

감차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택시 면허 시세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공공 

보상지원금의 확대가 필요할 수 있음

- 경기도 시․군별 개인택시 면허의 시세는 1대당 8,000만 원에서부터 1억 8천만 원

까지 다양하며 평균 가격은 1억 2천만 원 수준임

- 가평군, 이천시, 평택시, 오산․화성시 등이 개인택시 면허가격이 높은 시․군이며 

광명시, 부천시, 안양․군포․의왕․과천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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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이 택시 감차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1,300만 원 수준으로 택시 면허 시세

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 추가적인 감차 재원 마련이 필요함

- 택시 감차를 위한 감차 보상비 중 국비가 30%(390만 원), 시․군비가 70%(910만 

원)를 부담하고,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액의 5%가 사용되고 있음

○ 택시 감차 보상비로 택시업계가 부가가치 환급금의 일부와 출연금을 포함하여 감차 

금액의 30∼50%를 부담하고 나머지 감차 금액은 공공이 지원토록 하는 게 필요함

- 경기도의 개인택시 면허가격이 1억 2천만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공공이 지원하는 

지원금을 50%까지 증액할 필요가 있음

<표 4-11> 택시 감차를 위한 감차 보상지원금

구분 국비 시․군비 계

금액(만원) 390(30%) 910(70%) 1,300(100%)

○ 택시사업구역별 택시 감차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택시 면허 실거래 시세

의 50% 수준까지 공공이 지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개인택시는 6,000만 원 수준까지 공공이 감차 보상비를 지원하고 법인택시는 개인택

시의 50% 수준인 3,000만 원 정도 지원할 필요가 있음

n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법률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생략 -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택시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출연하여야 한다.

1. 국가의 감차예산
2.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
3.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
4. 그 밖에 개인ㆍ단체ㆍ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⑤ 택시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출연을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나 융자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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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경기도 시군별 개인택시 면허가격
(단위 : 억원)

구분 개인택시 면허가격

수원시 1.2

고양시 1.2

용인시 1.2

성남시 1.2

부천시 0.9

화성시 1.6

안산시 1.1

남양주시 1.3

안양시 0.9

평택시 1.7

시흥시 1.0

파주시 1.0

의정부시 1.3

김포시 1.0

광주시 1.1

광명시 0.8

군포시 0.9

하남시 1.4

오산시 1.6

양주시 1.5

이천시 1.7

구리시 1.3

안성시 1.6

포천시 1.3

의왕시 0.9

양평군 1.7

여주시 1.5

동두천시 1.3

가평군 1.8

과천시 1.0

연천군 1.3

시 지역 1.2

군 지역 1.6

경기도 평균 1.2

자료 : 경기연구원(2020),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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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택시 면허제도 개선방안

1) 법인택시 면허제도 개선

□ 법인(일반)택시의 면허는 행정처분을 통하여 면허를 취소하거나 행정적인 제재를 통

해 택시 공급 대수가 조정될 수 있음

○ 택시 총량 결과에 따라 감차 지역에서 법인업체의 택시 면허 대수 중 일부를 감차하

기는 어려우므로 행정적인 처분을 강화하여 택시 수를 줄이는 방안이 현실적임

- 법인택시는 최소 시 지역에서 30대, 군지역 10대 이상의 택시를 보유하는 것이 의

무화되어 있어, 택시업체 규모가 크지 않는 한 법인택시의 감차가 개인택시보다 어

려울 수 있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에 근거하면 법인택시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

적인 요건으로 면허․인가 사항을 위반하거나 행정적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

우 등으로 정해져 있음

- 면허․허가․인가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개선 명령 등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등이 택시 면허 취소요건에 해당함

○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되면 택시 면허가 취

소될 수 있게 되어있음 

<표 4-13>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취소요건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면허취소

- 면허․허가․인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

지 아니한 경우

-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사고로 많은 사상자/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 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

의 운전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경우

- 면허․허가․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5조

(면허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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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의 교통사고는 승객에 대한 안전한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어 중대한 교통사고 건

수는 엄격한 택시 면허 취소요건으로 제시되고 있음

- 5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법인택시업체의 보유 차량 대비 중대한 교통사고를 해

당 연도에 1번 이상 발생케 한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 택시업체에 주어지고 있음

<표 4-14> 중대한 교통사고의 법인택시 면허 취소요건

중대한 사고 기준 면허처분 기준 행정처분 내용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

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

치게 한 경우

∙ 5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일

반택시 운송사업자로서 해당 연

도의 교통사고지수

(법인택시 업체의 교통사고건수÷보유 대수) × 

10 ≥ 10
사업면허 취소

(법인택시 업체의 교통사고건수÷보유 대수) × 

10 ≥ 8
감차 명령

(법인택시 업체의 교통사고건수÷보유 대수) × 

10 ≥ 2
사업정지 75일

자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3]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 법인택시의 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인택시의 면허취소 요건을 완화하여 법인택

시의 공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운수종사자들이 운전자로서 결격사유가 있거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자격은 취소될 수 있음

○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자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아래 

같은 사항들도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요건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특별한 재난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택시 운수종사자가 관할관청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택시 운수종사자가 택시 차량을 가지고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

-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택시 운수종사자의 불법 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택시 지도단속반을 

가동하여 현장 중심으로 불법 운행 등 지도 단속을 수시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택시의 승차 거부, 부담요금 요구, 운수종사자가 이행해야 할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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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택시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요건

구분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요건 관계 법령

결격사유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에 있는 자

-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취소일부터 2년 이내인 자

법제6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면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법제85조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미 이행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 또는 승객을 중도에 내리게 한 자

-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자

- 일정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자

- 택시요금 미터를 임으로 조작하는 자

※ 1년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제26조

운전업무 관련 부정
- 면허받은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자

- 운수종사자 자격이 없는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법제85조

자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법 조항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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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급형 택시 면허제도 개선

□ 고급형 택시는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를 택시사업구역으로 정하고 고급 승용자동차

로 차별화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임

○ 고급형 택시는 일정한 기간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가진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의한 

고급형 승용자동차로 승객에게 고품격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고급형 택시 차량은 승객이 승차 시 안락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높일 수 있도록 

2,800㏄ 이상의 승용자동차임

<표 4-16> 택시 구분 유형 및 특성

구분 택시 유형별 특성 관계 법령

일반택시/

개인택시

∙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

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

으로 구분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경형 택시
∙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길이 3.6미터 이하이면서 너비 1.6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소형 택시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길이 4.7미터 이하이거나 너비 1.7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중형 택시
∙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

∙ 길이 4.7미터 초과이면서 너비 1.7미터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대형 택시

∙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의 것만 해당한다)

∙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모범 택시
∙ 모범형: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고급 택시 ∙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

주 : 승용자동차란 대형, 고급형 택시를 제외하고 5인승 이하인 자동차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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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형 택시는 일반택시 서비스보다 품격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행 부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수익자부담원칙의 높은 요금제로 운행해야 함 

- 관련 법령에 따라 고급형 택시는 일반형 택시와 차별화된 택시 운임 요율과 시․도 

단위를 택시사업구역으로 운행하는 운행조건 등을 가져야 함

<표 4-17> 택시 유형 및 특성

구분 택시 유형별 특성 관계 법령

택시사업구역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

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 "사업

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단위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나목의 대형 택시운송사업과 같

은 조 제6호에 따른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ㆍ광역

시ㆍ도 단위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택시 요금

제7조(운임ㆍ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8조제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자

  2.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대형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대형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7조

택시 부제

제9조(택시부제) 

 ① 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경형·소형 및 고급형 택시에 대해서

는 부제를 둘 수 없다.

 ③ 관할관청은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차하여야 할 대수의 일부를 부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

할 수 있다.

「택시제도운영

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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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경기도 고급형 택시 면허
(2020. 3월 기준)

구분
운전자 수

(명)

택시 대수
(대)

모범택시
(대)

고급형 택시
(대)

경기도 40,686 37,743 285 339 

수원시 4,950 4,706 184 -

고양시 3,038 2,843 - -

용인시 2,076 1,923 3 -

성남시 3,857 3,596 15 -

부천시 3,303 3,468 2 337

화성시 1,426 1,207 -　 -

안산시 3,028 2,614 23 -

남양주시 1,399 1,293 - -

안양시 3,132 2,897 18 -

평택시 1,821 1,571 -　 1 

시흥시 1,465 1,367 - -

파주시 1,044 771 - -

의정부시 1,651 1,415 - -

김포시 676 572 - -

광주시 449 427 - -

광명시 1,187 1,263 12 -

군포시 563 561 2 -

하남시 336 333 - -

오산시 771 686 - -

양주시 391 391 - -

이천시 627 518 9 1

구리시 870 856 - -

안성시 410 395 - -

포천시 349 318 - -

의왕시 309 327 2 -

여주시 276 250 - -

동두천시 439 443 -　 -

과천시 369 315 15 -

양평군 233 208 - -

가평군 173 148 - -

연천군 68 61 - -

자료 : 경기도 택시정책과 내부자료(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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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형 택시의 운행조건이 일반형 택시와 비슷할 경우 택시 부제의 적용 등을 받지 

않고 혜택만 누릴 수 있어 서비스의 차별화가 필요함

- 고급택시는 택시사업구역이 시․군 단일행정 구역이 아닌 광역 시․도를 택시사업

구역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어야 함

○ 고급형 택시가 저렴한 요금으로 배회 영업을 수행하는 경우 일반형 택시의 영업권이 

축소되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

- 고급택시가 일반형 택시와 비슷한 요금으로 배회하면서 운행할 경우 고급택시는 택

시부제를 적용받지 않고 영업상 수익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고급택시가 차별화된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급형 택시는 완전 예

약제로 일반택시 요금보다는 높은 요금을 받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는 고급형 운영기준에 따라 고급형 택시는 완전 예약제로 배회 영업을 금지

하면서 일반형 택시보다 높은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고급형 택시가 운행되는 시․군은 택시운송사업으로 구분 변경 인가 조건에 일반형 택

시와 다른 요금제, 영업 및 서비스 방식 등을 차별화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고급택시를 운행하는 시․군은 품격이 높은 고급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택

시 운전기사들은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일정 기간 무사고 운전 및 행정처분이 

없는 운전기사들로 고급형 택시 인가 규정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

<표 4-19> 고급형 택시 인가 조건(안)

구분 고급형 택시 인가 조건

고급형

택시

- 고급형 택시 운송사업자는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택시를 운전한 경력자로 

한다

- 고급형 택시는 대기 및 배회 영업이 금지되고 완전 예약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 고급형 택시 면허는 양도할 수 없고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한다

- 고급형 택시의 요금 결제는 카드 결제 및 현금결제가 가능해야 하며 영수증 발행기를 설치하

여야 한다

- 고급형 택시는 고급형 택시 운영기준에 맞게 운행해야 하며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변경 처분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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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택시 운수종사자 정년제 도입

□ 계속되는 택시 운수종사자 고령화에 대하여 운수종사자들이 근무하는 나이를 제한

하는 택시 운수종사자 정년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택시 운수종사자 정년제가 도입되지 않아 고령의 운수종사자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자는 의견들이 있음

-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좁은 차 안에서 장시간 운전하는 특성으로 고령화될수록 성인

병 및 근골격계 질병으로 교통사고의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고령의 택시 운수

종사자들은 안전운전 및 승객 응대 서비스 능력이 저하될 수 있음

○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정년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 택시 운수종사자들

은 반대하는 부류도 있지만 찬성하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음

- 전체 응답자의 44.8%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정년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였으며,

반대하는 응답자도 34.8%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임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정년제 도입에 반대하는 경향이 높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

은 정년제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택시운송사업자로서 정년제 도입에 반대하는 비율이 

43.0%로 높지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찬성하는 비율이 55.5%임

<표 4-20> 택시 운수종사자 정년제 도입에 대한 의견

구분 개인택시 운전기사 법인택시 운전기사 전체

매우 필요
명 11 26 37

% 5.5 13.0 9.3

다소 필요
명 57 85 142

% 28.5 42.5 35.5

보통
명 46 36 82

% 23.0 18.0 20.5

다소 불필요
명 40 29 69

% 20.0 14.5 17.3

매우 불필요
명 46 24 70

% 23.0 12.0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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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고령화에도 계속해서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무환경을 개

선하기 위해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정년제 도입 관련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택시 관련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

한 나이로 정년을 대략 75.8세 정도로 제안하고 있음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정년은 76.2세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생각

하는 75.1세보다 약간 높은 나이를 정년으로 제안하고 있음  

○ 택시 운수종사자 정년제 도입을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같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정년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같은 상위 

법령에 사업용 자동차 또는 택시 운전자의 정년을 규정하는 법 조항의 신설이 검토

될 수 있음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정년제 도입에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정년제로 운전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택시 감차와 연계

하여 양도 또는 감차 보상을 지원해 주는 방안 등도 고려하는 게 필요함

<표 4-21> 택시 운수종사자 정년 연령

구분 개인택시 운전기사 법인택시 운전기사 전체

70세
명 33 66 99

% 16.5 33.0 24.8 

75세
명 98 68 166

% 49.0 34.0 41.5

80세
명 45 52 97

% 22.5 26.0 24.3

85세
명 17 10 27

% 8.5 5.0 6.8

기타
명 7 4 11

% 3.5 2.0 2.8

평균 세 76.2 75.1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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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건의

1. 결론

□ 본 연구는 택시 면허 대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택시 면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을 토대로 택시의 공급을 억제하면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택시 면허제도

의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음

○ 택시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택시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면허가 

양도⋅양수되면서 택시 면허 대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택시 이용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택시 면허 공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적정 

택시 수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택시 면허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본 연구를 통해 택시 대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면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하고 택시 공급억제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택시 면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공하여 택시 면허제도 관련 교통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택시 운수종사자 간 양도⋅양수 강화 및 택시 공급억제 방안 마련을 위해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신규 개인택시 면허 양도조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도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함

○ 신규 개인택시 면허의 제한 없는 양도⋅양수 면허제도는 택시 수급을 조절하는데 장

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 2015년 이후 개인택시 양도⋅양수 금지를 완화했던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택시 면

허의 양도⋅양수 억제 및 택시 과잉공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택시 수급실태를 택시 총량과 연계하여 감차가 필요한 지역에서 시⋅도 심의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음

- 시․군별로 택시 증차만 되고 감차가 수행되지 않아 도 차원에서 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택시 감차를 유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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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별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가 다양해서 도 차원에서의 일관된 기

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인택시 면허발급 기준의 표준화가 필요함

○ 개인택시 면허발급 1순위는 무사고 운전경력 기준이 최소 10~15년으로 설정되어 있

어 도 차원에서 12년 이상으로 표준화 방안이 필요함

- 각 시․군에서 신규 택시 면허발급의 1순위가 무사고 택시 운전경력이 대체로 10～

12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기하는 기간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개인택시 양수 및 양도조건도 경기도 차원에서 표준화하여 일관된 기준에 의한 개인

택시가 양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양수 조건 및 면허발급 기준을 표준화할 경우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에게 일관된 기

준을 적용할 수 있어 합리적일 것으로 기대됨

- 개인택시 양도 자격 기준도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이 2년 6개월 이상인 자’, ‘과태료 

등 행정처분 3회 미만’, ‘도로교통법 벌점 180점 이하인 자’로 표준화함

□ 택시 총량 산정 결과에 따른 택시사업구역 내 감차지역과 증차지역 간 택시 면허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함

○ 감차 지역의 택시 면허를 증차지역의 택시 면허로 대체하여 공급함으로써 감차⋅증

차지역 간 택시 면허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음

- 통합관리란 감차 지역에서 취소된 택시 면허대수 만큼 증차지역에서 해당 택시 운

수종사자들에게 신규로 면허가 발급되도록 하는 방식임

○ 택시 총량 산정 결과에 따라 택시 감차가 필요한 시⋅군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택

시 감차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택시감차위원회는 공무원, 택시업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감차 대수, 감차 

보상 수준, 감차 재원 등을 연도별 감차 계획을 심의할 수 있음

□ 택시 총량제 시행 이후 적극적인 택시 감차 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및 택

시 감차 재원 마련이 필요함

○ 택시 감차가 필요한 시⋅군에서 연도별 감차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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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강화가 필요함

- 감차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상위 관할 기관과 감차 계획을 수

립할 수 있도록 제도 및 법령을 개선하여 단계적으로 감차 계획의 강화가 필요함

○ 택시 감차가 필요한 시군이 택시 감차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택시운

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이 필요함

- 감차 계획이 미흡한 시⋅군의 경우 노후 택시 차량의 대⋅폐차를 제한하는 방법이 

택시 증차 억제에 효과적일 수 있음

○ 택시사업구역별로 택시 감차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택시 면허 실거래 시

세 50% 수준까지 공공이 감차 지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 개인택시는 6,000만 원, 법인택시는 3,000만 원까지 공공 지원금의 상향이 필요함

□ 법인택시 면허는 법령개정 및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택시 공급을 억제하는 방향

으로 택시 면허 수를 조정할 수 있음

○ 법인택시의 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인택시 면허취소 요건을 완화하여 법인택시

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음

- 중대한 사고, 승차 거부, 부당요금 요구, 택시 운수종사자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위

반 등의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필요

○ 택시 서비스와 관련하여 새롭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사항들도 운수종사자 자격 취

소요건에 포함하여 택시를 감차할 수 있도록 함 

- 택시 운전 자격 취소요건에 특별한 재난 발생 시 택시 운수종사자가 서비스 개선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택시 차량을 가지고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 등을 포함함

□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4가지 정책제언을 제안하였음

1) 택시 총량제와 연계한 택시 공급관리 필요

2) 법규위반 택시 면허 행정처분 강화

3) 택시 운수종사자 정년제 도입 검토

4) 택시 면허 발급기준의 표준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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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건의

1) 택시 총량제와 연계한 택시 공급관리 필요

○ 택시 수요 대비 공급 과잉으로 발생하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수익성 악화와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택시 공급을 억제하는 교통정책이 필요함

- 시․군별로 지속적인 택시 승객 및 매출액의 감소 추세와 택시 수요 대비 택시 수

급의 불균형 등은 택시 산업의 경쟁력을 낮출 수 있음

○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택시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택시 감차 없이 

증차만 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감차/증차지역 간 택시 통합관리가 필요함 

- 택시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에 따라 택시 증차지역과 감차 지역 간 통행 특성이 비슷

한 경우 두 지역 간 택시 면허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수 있음

○ 지역 간 택시 면허를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차 지역에서 취소된 택시 면허 

숫자만큼 증차지역에서 신규면허가 발급되도록 해야 함

- 감차 지역의 택시 면허를 증차지역에서 신규면허로 대체할 경우 신규 택시 면허발

급을 원하는 일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음

○ 택시 면허 이동 전환에 따라 증차지역에서 신규 택시 면허량 또는 영업권이 변화할 

수 있어 관할 시․군과 택시업계 간 충분한 협의와 협조가 필요함

2) 법규위반 택시 면허 행정처분 강화

○ 법규위반이 많은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관할 시․군은 행정적인 처분을 강화하여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택시 면허 수의 조정을 유도함

- 택시 감차 지역에서 택시업체의 면허 대수 중 일부를 감차하기가 어려우므로 행정

적인 처분을 강화하여 택시 대수를 줄이는 방안이 현실적임

○ 택시의 면허 인가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운수종사자의 운전 

자격 취소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운전자의 행정처분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택시 서비스 관련 중대한 법규를 위반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택시의 면허취소 요건

을 쉽게 하여 법인택시의 감차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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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법규위반 등으로 새롭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사항들도 운수

종사자 자격 취소요건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특별한 재난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택시 운수종사자가 관할관청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차량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응급조치

를 이행하지 않으면 택시 면허 자격을 취소하는 규정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택시 운수종사자 정년제 도입 검토

○ 택시 운수종사자 고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운수종사자들이 근무하는 나이를 제

한하는 택시 운수종사자 정년제 도입 검토가 필요함

-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고령화로 근골격계 질환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안전운전 및 승객 응대 서비스의 능력이 저하될 수 있음

○ 택시업계는 고령의 운수종사자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음

-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정년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은 반

대하는 경향이 많으나 전체 응답자의 38.5%는 택시 정년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함

○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무환경

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정년제 도입을 규정화할 필요가 있음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정년은 76.2세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생각

하는 75.1세보다 높으며 정년 나이로 생각하는 평균 나이는 75.8세임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정년제 도입에 반대하는 경향이 커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들이 정년제로 운전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택시 감차와 연계하여 보상 또는 지원하

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음

4) 택시 면허 발급기준의 표준화 검토

○ 택시 면허의 발급기준을 지역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광역 시․도 차원에

서 면허발급 관련 순위를 지침 성격으로 표준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시․군별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가 무사고 운전경력을 중심으로 최소 10∼

15년 정도로 비슷하여 지역 간 일관된 면허 발급기준으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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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무사고 운전경력을 중심

으로 광역 시․도 차원에서 면허발급 순위를 통합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개인택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서 무사고와 성실의무를 이행한 택시 운전경력을 가

진 운수종사자들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면허발급 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 면허 발급기준 1순위로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을 12년 이상으로 정하고 1순위가 다

수일 경우에는 무사고 운전경력이 많은 운수종사자에게 우선하여 발급할 수 있음

○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면허를 양수할 수 있는 기준이 시·

군마다 각기 달라 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 택시 양수자의 기준이 3년 이상 또는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 등으로 다

양하여서 최소 2년 6개월 이상, 행정처분 3회/3년 미만으로 표준화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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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99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i License System in Gyeonggi-Do

A number of 37,743 taxis are licensed by the transportation authorities in 

Gyeonggi-Do. There are 27,138 private taxis, and 10,605 company taxis. Most taxi 

drivers think so many taxis have been operating even though the taxi demand has 

been decreased, That is why they are usually working for a long time in a day with 

lower incomes.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the taxi license system. A taxi quota system has been 

implemented to restrain the supply of taxi licenses since 2005. However, the program 

has not been effective to reduce the number of taxis. That is because taxi licenses have 

not been withdrawn from the related authorities, and increased continuously every 

year. Therefore, the rules related to the taxi quota system should be amended to reduce 

strictly a number of taxi vehic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taxi license system based on the basic 

date surveyed by 400 taxi drivers, and operational problems of taxis. The survey 

results include how they think about taxi license system, and what is alternatives to 

reduce a number of taxi licens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olicy to reduce a number of taxis should be strictly 

enforced on the taxi industry. And then, the rules related to the taxi quota system 

should be actually executed in the areas where taxi licenses are oversupplied. 

Moreover, the licenses of taxi drivers who violate frequently taxi service or traffic rules 

should be withdrawn if possible.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various regulation to issue taxi licenses should be 

standardized by the transportation authorities in Gyeonggi-Do. The labor environment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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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axi drivers deteriorating more and more should be changed. Nevertheless, most 

taxi drivers are aged 65 and over. They tend to work for a lifetime because there is 

no age limit for them. Some of them would like to stop driving taxis after they are 

76 years old. Therefore, the regulation to limit ages working as a taxi driver is 

necessary so that they could get some rest in ol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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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택시 면허제도와 관련하여 경기도 택시 기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입니다. 
조사결과는 연구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잠시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송제룡, 연구원 고동원(031-250-3187)

  2020년 9월

 부 록 : 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관련 설문조사

 ※응답/기입요령 : 설문작성은 질문 순서대로 보기항목에서 해당번호를 골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문1. 귀하는 현재 승객 대비 택시 공급대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부족 다소 부족 적정함 다소 과잉공급 매우 과잉공급

문2. 귀하의 택시사업구역 내(해당 시/군) 택시 공급이 부족하거나 과잉공급되었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택시대수 
대비

택시 공급 많다 ① 3% 이내 ② 5% ③ 10% ④ 15% ⑤ 20% 정도 ⑥ 기타 (     )% 이상 

택시 공급 부족하다 ① 3% 이내 ② 5% ③ 10% ④ 15% ⑤ 20% 정도 ⑥ 기타 (     )% 이상 

문3. 귀하는 총량산정결과 감차가 필요한 지역에서 감차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시군의 감차 의지 부족    ② 택시업계의 감차 의지 부족     ③ 감차비용 부족

   ④ 국토부의 감차계획 미흡      ⑤ 기타(                  )

문4. 시⋅군별 운행되는 택시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 간 택시사업구역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필요 다소 불필요 보통 다소 필요 매우 필요

문5. 귀하는 택시사업구역 통합이 필요하다면. 어디 시군을(인근) 통합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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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 귀하는 택시총량산정 결과, 감차지역과 인근 감차지역 간 택시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필요 다소 불필요 보통 다소 필요 매우 필요

문7. 귀하는 택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택시면허 발급기관을 시군 → 경기도로 이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필요 다소 불필요 보통 다소 필요 매우 필요

문8. 귀하는 택시 면허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허용
  ① 매우 반대    ② 다소 반대     ③ 보통    ④ 다소 찬성    ⑤ 매우 찬성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순위 경기도 

차원에서 통합
  ① 매우 반대    ② 다소 반대     ③ 보통    ④ 다소 찬성    ⑤ 매우 찬성

개인택시면허 양수자・양도자 조건 

제한(3~5년)
  ① 매우 불피요   ② 다소 불필요    ③ 보통   ④ 다소 필요   ⑤ 매우 필요

문9. 귀하는 현재 신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를 가능토록 하는 시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필요 다소 불필요 보통 다소 필요 매우 필요

문10. 귀하는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무사고 기간   ② 사고 관계없이 택시경력기간 ③ 동일택시회사 장기근속      ④ 불필요함   ⑤ 기타

문11. 귀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택시운전 자격유지 검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필요 다소 불필요 보통 다소 필요 매우 필요

문12. 귀하는 택시 운수종사자 정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필요 다소 불필요 보통 다소 필요 매우 필요

문13. 귀하는 운수종사자 정년제 도입이 필요하다면 몇 세 정도가 적정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70세          ② 75세          ③ 80세          ④ 85세          ⑤ 기타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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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4. 귀하는 매년 평균적으로 택시 영업상황이 어떻게 변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1일 평균 영업횟수(회)

1일 평균 수입금(만원)

문15. (개인택시만 응답) 귀하 차량이 현재 면허매매 시세와 구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세 (    )억 (    )천만원 정도

     ① 시군의 신규면허로 받음          ② 5년 무 사고 후 매매로 양도           ③ 상속받음          ④ 기타 (        )

문16. 택시 운전 시작부터 지금까지 총 운전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총 (             )년 정도

문17.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세요.

▶ 지금까지 질문에 감사합니다.◀

조사
지역 경기도        시·군 조사

일시   2020년    월    일 택시
유형

① 개인 택시 (    )  

② 법인 택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