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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2 등록부서교통행정과

관내 택시 269대 요일 구분 없이 운행 

래핑광고료·카드결제수수료 지원 인상, 택시승강장·휴게시설 개선 

전라남도 나주시가 2월부터 법인·개인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관내 전체 택시 269대가 요일 구분 없이 상시 운행돼 심야시간 승차난 완화 등 택시 이용 승객들의 편의

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택시부제는 국토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50여년 간 유지돼온 택시 강제 휴무제도로 나주시의 경우 6부제를

적용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11월 22일 관련 훈령 개정과 함께 택시 승차난이 심한 33개 지방자치단체의 부제 해제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 1월 11일 택시업계와 간담회 갖고 택시부제 해제를 결정했다.

아울러 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택시업계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래핑광고 택시에 지원하는 광고비용을 1대당 기존 매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을 인상한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도 1대당 매월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1만원을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 노후화로 승객들의 불편이 컸던 영산포 택시 승강장 기사 휴게실, 나주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는 시 예산 6000만원을 투

입해 비가림, 휴게시설을 재설치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택시부제 해제로 퇴근,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종사자 처우 개선은 물

론 승객 중심의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택시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설 연휴 귀성객 맞이 행사에 참석한 윤병태 나주시장이 KTX나주역 택시 승강장에서 기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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