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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국 공유택시 시장 현황조사

  2016년 8월, 디디는 우버 차이나와 합병으로, 독점적

인 지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2017년, 메이퇀다처가 정

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2018년부터 중국 모바일 

콜택시 시장에 맹렬한 공세를 펼치며, 최고의 자리에 있

던 디디의 지위가 위협을 받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디디추싱은 58.6%의 침투율을 기록해 각각의 플

랫폼에서 1위를 차지하며, 기타 모바일 콜택시 플랫폼을 

크게 앞섰다. 디디추싱이 오랫동안 구축한 인지도와 브

랜드 파워는 더욱 사용자의 신뢰를 얻어, 중국내 모바일 

콜택시 시장에서 절대적인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도표1)

  도시 침투율에서 보면, 모바일 콜택시 업계의 전체 도

시 침투율은 거의 70%에 가깝다. 그 중, 1선 도시는 여

전히 가장 큰 시장으로, 침투율이 83.90%에 이른다. 2선 

도시의 침투율도 77.40%로 비교적 높으며, 3·4·5선 도

시의 침투율은 비슷하게56%정도이다.(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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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서비스화(servitization)와 공유경제 패러다임이 확산되면서 서비스 산업에서도 IT기술을 융합시킨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비즈니스

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서비스 산업에서 우버(Uber) 택시는 IT기술과 공유경제 개념을 절묘하게 접목시킨 

새로운 차원의 성공적인 공유택시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매김하였고, IT기술을 적용한 교통예약 소프트웨어는 공유택시의 차별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공유택시 예약 프로그램은 택시이용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교통체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 등의 많은 사회적 혜택과 이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보다 진보된 공유택시 예약 프로그램이 공유택시에 접목되면서 공유택시 이용객이 급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공유택시 차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도 가속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객을 대상으로 강력 

범죄 발생빈도 증가와 이로 인한 부정적인 여론의 급속한 확산은 공유택시 산업발전에 심각한 방해요인이 되고 있지만, 근본적

인 해결방법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유택시 예약 프로그램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컨텐츠 개발과 적용을 통해 공유택시 이용객의 불안해소와 

공유택시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중국현지의 공유택시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증연구

를 진행할 계획이며, 고객여정맵(CJM)과 Kano 분석을 통해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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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디디택시 안전문제 현상분석

2.1 디디택시 범죄사건 현상 조사

  2015년 이후 최소 89건(사고 운전자 102명)의 범죄가 

발생했고 이 중 교통 사고 33건, 강간 16건, 사기 15건, 

범죄 발생 10건, 외설 모욕과 강도가 각각 5건이었다. 여

성 신변안전 관련 사건은 21건으로 20%를 차지했다.

  

  89건의 범죄 중 25명의 피해자(승객)가 성별 정보를 

발표했는데 여성은 88%, 22명이었다.

2.2 디디택시 사용자 경험 조사 분석

  

  조사에 따르면 택시 출행 방식의 고려 요인 중 66%가 

응답자의 63%가 안전성을 중시하고, 35%가 편안성을 중

시하고, 14%가 행가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

터는 현재 중국의 소비 업그레이드, 사람들은 더욱 체험

과 품질을 중시하고 있으며, 개인화된 택시 출행 서비스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응답자의 선호도는 편리도

와 안전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판매 가격의 영향이 비교

적 적다.

Ⅲ. 결론

  본 연구는 공유택시 예약 프로그램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컨텐츠 개발과 적용을 통해 공유택시 이용객의 불

안해소와 공유택시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중국현지의 공유택시 이

용객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고객여정

맵(CJM)과 Kano 분석을 통해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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