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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술발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재로 기능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기술들 사이의 경쟁이 존재할 때 각 기술의 

확산을 정부, 기업, 소비자와 같은 경제 주체들 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기술경제적으로 분석하는 진화게임 모델을 제시한다. 각 주체들에게 주어지는 수익 

및 비용과 같은 경제적 가치를 통해 특정 기술을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을 

설정하고, 이를 3단계 경쟁적 의사결정 모형으로 모델링하여 분석한다.  

또한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예시를 통해 현실에서 각 기술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확산될지 확인한다. 차량의 가격, 생산비, 운영비, 차종별 차량 이용 편익 

등 기업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차종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수치를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기업 및 소비자에게 주는 정책적 유인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의 행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는지 확인한다. 분석 결과, 보조금을 

받는 대상과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 변화에 따라 균형 전략 및 차종별 확산 양상이 

달라짐을 확인하였으며, 정부가 두 신기술에 정책적 유인을 제공하여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은 두 신기술 모두의 확산을 방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친환경자동차, 확산, 게임이론, 의사결정 모형, 정책적 유인 

학번: 2018-2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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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 배경 

2015년 파리 협정이 체결된 이래, 한국은 2030년에 2009년 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목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운송 수단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제3차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EV)와 수소자동차(Fuel Cell Electric Vehicle; FCEV) 확산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자동차(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 ICEV)에 비하여 관련 기술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높은 

가격,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확산 수준 역시 미미한 상황이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확산은 단순히 내연기관자동차와 친환경자동차로 

대표되는 구기술과 신기술의 경쟁에서 벗어나 하나의 주요 기술과 두 신기술이 

동시에 경쟁하는 특성을 가진다. 더하여 기업의 경우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확산 정도를 고려하여 두 자동차의 가격을 동시에 설정해야 하며, 소비자의 경우 

단순히 가격 등과 관련된 경제적 효용뿐만 아니라 한정된 인프라를 공유하는 

인원이 늘어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도 또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특성을 고려하여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확산을 위한 정책 

실행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면 정책의 효율성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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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제 정의 

기존 연구의 경우 대부분 정부와 기업이 소비자의 반응과 관계 없이 

고정적인 정책 및 가격을 설정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 소비자는 

상호작용하는 주체로서 각자의 의견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존 논문의 

경우 친환경자동차와 내연기관자동차의 경쟁 상황에서 수소자동차를 분석 범위에 

넣지 않았으나,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수소자동차 역시 분석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부의 정책적 유인 수준 결정, 기업의 차종 가격 결정, 

소비자의 차종 채택으로 이어지는 3단계 경쟁적 의사결정 모형을 수립하고자 

한다. 특정 상황에서 정부 및 기업, 소비자의 균형 전략을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 

변화가 기업 및 소비자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며, 소비자의 

차종 채택 단계에서 인프라 수준이 한정된 친환경자동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효용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진화게임이론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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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구성 

본 논문은 5장으로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살펴보며, 제 

3장에서는 문제 상황을 반영하는 3단계 경쟁적 의사결정 모형을 제시한다. 제 

4장에서는 균형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조건을 분석하고 수치 예제를 통해 균형 

전략의 특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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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2.1 친환경자동차 확산에 대한 선행 연구 

친환경자동차 확산과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소유 총 

비용(Total Cost of Ownership; TCO),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Agent-based model)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1, 2, 3, 4, 5, 6, 7] 최근에는 확산에 있어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8, 9] Sierzchula 등 [10]은 30개국의 2012년 전기자동차 확산 

정도를 분석하고 경제적 유인과 충전 인프라가 확산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Diamond [11]는 하이브리드자동차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Green 등 [12]은 현재 미국의 

전기자동차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와 틈새시장에 집중한 정책 수행을 주장하였다. Gnann 등 [13]은 독일의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기자동차 확산을 추정하고, 확산 효율성 증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분석 대상에 정부를 포함시키거나, 정부 정책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친환경자동차 시장에서 정부와 기업, 소비자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Encarnação 등 [14]은 전기자동차 채택에 있어 정부, 

기업, 소비자 세 주체가 참여하는 진화게임이론 모형을 구성함으로써 각 주체들 

사이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확인하였다. 또한 Fan and Dong [15]은 정부의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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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시나리오에 따른 소비자와 생산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모델을 구성하고 

친환경자동차의 사례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기업이 

저탄소 관련 전략을 취하고 소비자가 저탄소 관련 소비를 하는 비율이 적을 때는 

정부 보조금만으로 친환경자동차를 확산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친환경자동차 사이의 경쟁을 고려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Offer 등 [16]은 

2030년까지의 비용 예측을 기반으로 영국에서의 내연기관자동차 및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기술경제적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2030년에는 

수소자동차가 내연기관자동차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Morrison 등 

[17]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소유 총 비용(TCO)을 분석한 뒤 이를 

기반으로 경량자동차(Light Duty Vehicle) 부문에서 두 자동차의 경쟁력 및 확산 

정도를 예측하였다. 

친환경자동차 확산 관련 연구의 경우 주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친환경자동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여 각 자동차 간의 경제성 분석 및 

확산 정도를 비교하였으며, 정부와 기업의 경우 대부분 소비자의 반응과 관계없이 

특정 정책 및 가격을 설정한다고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 및 기업의 경우 소비자의 반응을 예측한 뒤 그에 따라 정책과 가격을 

결정한다. 따라서 해당 상황을 반영한 상호작용 및 그에 따른 확산 정도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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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단계 의사결정 모형을 반영한 선행 연구 

친환경자동차 관련 의사결정 문제는 정부,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친환경자동차의 다단계 의사결정 모형은 주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충전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대부분 Stackelberg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Yoon 등 [18]은 전기자동차를 집에서 충전하는 상황에서 

소매업자(Retailer)가 가격 설정을 통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소비자는 

가격을 기반으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상황을 Stackelberg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Maharjan 등 [19]은 기존의 수요 반응 경영(Demand Response 

Management; DRM) 연구 영역을 종합하여 공익 기업(Utility Company)와 

사용자(End-user) 간의 Stackelberg 모형을 도출한 뒤 주체들이 지엽적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였다. Yu and Hong [20]은 

하나의 기업과 다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전기 교환을 위한 수요 반응 모델을 

구성하고, 실시간 가격(Real-Time Prices)을 적용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친환경자동차의 확산에서도 다단계 의사결정 모형이 사용되고 

있다. Gu 등 [21, 22]은 정부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생산자가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자동차를 생산하며, 소매업자가 생산된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모델을 구축하여 보조금의 효과 및 연료 가격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였다. Zhu 등 [23]은 중국에서의 전기자동차 판매량 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 사이의 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s)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 인프라 투자자, 전기자동차 소비자로 구성되는 Stackelberg 모형을 

구성하고 정부 보조금의 변화에 따른 전기자동차 확산 정도 및 네트워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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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여부에 따른 보조금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전기자동차로 국한되었다. 현재 전세계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로 총 세 가지이다. 이 

중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한국에서 이미 지원이 종료된 상황이므로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유인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에 더하여 수소자동차로 그 범위를 넓혀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에 대하여 3단계 

의사결정 모형을 수립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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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제품 독점 기업에 대한 선행 연구 

다제품 독점 기업(Multiproduct Monopolist)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하나의 

기업이 여러 제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상황에서 가격 설정 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기업의 이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McAfree 등 [24]은 개별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대한 지식이 한정적일 때 다제품 독점기업이 

묶어팔기(Bundling)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제시한다. 

Mirman & Sibley [25]는 기업이 비균등분포를 가지는 가격 함수를 설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여러 특성들을 분석한다. Mayo [26]는 전기 등의 공공재의 비용 구조를 

고려하였을 때 기업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나 기업의 

생산량이 증가하여 경쟁적 압력이 부재하는 상황이 되면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제품 독점 기업이 가격을 설정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키는지 확인하는 연구도 다수 진행되어 왔다. 

Vogelsang & Finsinger [27]는 규제 주체가 기업의 정보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을 때 다제품 독점 기업이 특정 가격 설정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유인 

매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한다. Fraser [28]는 가격 상한 규제(Price-Cap 

Regulation)가 다제품 독점 기업의 가격과 비용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한다. Amir 등 [29]은 상호 관계의 선형적 수요와 일정한 한계 비용을 가지는 

다제품 독점 상황에서의 가격과 자중 손실을 분석하고, 생산 보조금이 사회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한다. Armstrong & Vickers [30]는 규제가 없는 

독점 상황, 규제가 존재하는 독점 상황, 쿠르노 과점 상황에서의 다제품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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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가격 변화를 

반영하여, 다제품 독점 기업이 두 친환경자동차의 가격을 결정하는 다제품 독점 

기업의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유인이 기업의 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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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신기술 확산에 대한 경쟁적 의사결정 모형 

 

 

3.1 3단계 경쟁적 의사결정 모형의 개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3단계 의사결정 모형은 현재 시장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내연기관자동차와 신기술에 속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간의 경쟁 

관계를 고려하여 정부의 정책적 유인이 기업 및 소비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친환경자동차의 확산 정도를 분석한다. 해당 모형이 그림 1에 표현되어 

있다. 

 

 

그림 1. 3단계 경쟁적 의사결정 모형  



11 

 

먼저, 1단계에서 정부는 기업 및 소비자에게 정책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확산시키고자 하며, 이를 통해 사회 후생(Social 

Welfare)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즉, 정부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확산뿐만 

아니라 차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효용 또한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2단계에서 기업은 정부가 기업에게 부여하는 정책적 유인 수준을 

확인하여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가격을 설정하며, 차량 판매를 통해 얻게 

되는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독점 기업을 가정하여 하나의 

기업이 가격을 결정하며, 동시에 기업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가격만 

결정하여 내연기관자동차의 가격은 현재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소비자는 3단계에서 정부가 설정한 정책적 유인 수준 및 기업이 설정한 

가격에 기반하여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차종을 선택하며, 이러한 선택을 통해 

얻게 되는 효용은 해당 차종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수에 영향을 받는다.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한정된 인프라를 공유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프라를 통해 얻게 되는 효익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곧 효용의 감소로 이어진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3단계 의사결정모형은 정부가 결정하는 정책적 유인 

수준이 기업에게 도달하여 기업의 가격 설정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이 설정한 

차종의 가격이 소비자의 차종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정부가 선도자, 기업이 추종자로 기능하며,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에는 기업이 선도자, 소비자가 추종자가 된다. 따라서 제안된 의사결정모형은 

Stackelberg Game과 유사성을 가지며, 분석 역시 3단계 Stackelberg Game 모형에 

기반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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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비자의 최적 차종 선택 모형 

소비자는 정부가 부여하는 정책적 유인의 수준 및 기업이 설정한 가격을 

확인하여 차종을 선택하며, 인프라 수준으로 인하여 현재 특정 차종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의 수에 영향을 받는다. 내연기관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를 

선택함에 따라 달라지는 소비자의 효용 U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CEVx  , EVx  ,

FCEVx 는 각각 내연기관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를 선택한 사람의 수이며, 

총합은 N 으로 고정되어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동일한 상황에서 모두 동일한 

효용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ICEV ICEV ICEV ICEV ICEV ICEVU B x k p o  
 

(3.1) 

 , con

EV EV EV EV EV EV EVU B x k p o s   
 

(3.2) 

 , con

FCEV FCEV FCEV FCEV FCEV FCEV FCEVU B x k p o s   
 

(3.3) 

 

iB 는 차종 i 를 구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얻게 되는 차량 이용 편익이며, 

차량을 구매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동의 편의성 등을 포함한다. ik 로 표현되는 

충전소 수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차종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소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며, 따라서 

차량 이용 편익은 충전소 수와 현재 해당 차종을 이용하는 사람에 영향을 받는다. 

ip 는 차종 i 의 가격이며 io 는 차종 i 의 운행비용이다. 내연기관자동차의 경우 

운행비용에 유류비가 포함되며, 전기자동차는 전기 가격, 수소자동차는 수소 

가격이 포함된다. con

EVs 과 con

FCEVs 은 각각 소비자가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13 

 

선택함으로써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적 유인이다. 

소비자는 가능한 최소의 비용을 지불하여 최고의 편익을 누리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차종을 선택하고자 한다. 이 때 소비자 간의 

게임은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대칭적 게임(Symmetric Game)이며, 따라서 소비자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전체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문제는 식 (3.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 ,C ICEV EV FCEV  ,  ,EC EV FCEV 이며, 

 , ,ICEV EV FCEVx x x x 이다. 

 

  max , i i
x

i C

U x p s U x



 

(3.4) 

s.t. 0ix    i C , 
Ej C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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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업의 최적 가격 설정 모형 

기업은 정부가 부여한 정책적 유인 수준을 확인한 뒤 차종의 가격을 

결정하여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이 때 이윤은 소비자의 차종 선택 

비율에 영향을 받는다. 내연기관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를 판매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기업의 이윤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ICEV ICEV ICEVp c    (3.6) 

( )pro

EV EV EV EVp c s     (3.7) 

( )pro

FCEV FCEV FCEV FCEVp c s     (3.8) 

 

ic 는 차종 i 를 생산하여 발생하는 생산비이며, pro

EVs 와 pro

FCEVs 는 기업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생산함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적 유인이다. 즉, 

기업은 차종 i 를 한 대 판매함으로써 i ip c 만큼의 수익을 얻게 되며, 동시에 

친환경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pro

is 만큼의 추가적인 이익을 얻는다. 

내연기관자동차의 가격은 현재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기업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가격을 결정한다. 기업의 경우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가격을 

내연기관자동차 가격 이하로 감소시키지 않는다. 

기업은 가격 설정을 통해 많은 수익을 제공하는 차종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기업이 최적 가격 설정 전략인  ,EV FCEVp p p 를 선택하는 문제는 식 

(3.9)와 같이 정의된다. 

 



15 

 

  max ; , , i i
p

i C

p x p s s x


 
 

(3.9) 

s.t. 
0i

j ICEV

x

p p





i C , Ej C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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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부의 최적 보조금 설정 모형 

기업과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함에 따라 결정되는 정부의 이득 함수는 

사회적 후생 함수로 정의하고, 이를 표현하면 (3.11)과 같다. 이 때 

 , , ,con pro con pro

EV EV FCEV FCEVs s s s s 이다. 

 

             max , 1 ; , , ; , ,
s

U x p s p x p s s I s x p s x p s     
 

(3.11) 

    , ,
E

con pro

j j j

j C

I s x p s s s x


 
 

(3.12) 

 
E

j j

j C

x x


  
 

(3.13) 

 

  ,U x p s 는 소비자가 차종을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의 총량, 즉 

소비자 잉여이며,   ; , ,p x p s s 는 기업이 가격을 설정하고 차종을 

판매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윤의 총량이다.   , ,I s x p s 는 정부가 기업과 

소비자에게 지급한 보조금 비용의 총합으로 (3.12)와 같이 정의되며,  x 는 

친환경자동차를 확산시킴으로써 정부가 얻게 되는 환경적 효용의 총량으로,  는 

친환경자동차를 통해 얻게 되는 환경적 편익이다. 즉, 정부의 이득 함수는 전체 

소비자 잉여 및 생산자 잉여, 그리고 정부가 느끼는 환경 관련 이익을 종합한 

사회 후생을 반영한다. 정부는 보조금 수준인 s 를 조정함으로써 이러한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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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4.1 균형 전략의 조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소비자의 효용 함수의 경우 내부에 특정 차종을 

선택한 소비자의 비율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 간에 차종을 선택하는 

상황은 전통적 게임이론으로 분석하는 데 무리가 있다. 또한, 친환경 정책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기존의 행동에서 친환경적 행동으로 변화하는 데 있어 관성이 

작용하며, 다수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31] 즉,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들의 차종 선택을 관측한 뒤 자신의 전략을 

최적화하며, 본 논문은 친환경자동차 채택 과정에서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차종 선택 상황을 진화게임이론[32, 33]을 활용하여 모형화하며, 

Replicator dynamic을 통해 균형을 찾고자 한다. 

Replicator dynamic의 균형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차종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효용을 가지며, 따라서 선택을 변화시킬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균형을 분석하기 위해 앞서 모델에서 제시되었던 ix 를 차종 i 를 

선택하는 사람의 비율로 사용한다.  

한편, 각 차종을 선택하는 비율은 해당 차종을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과 전체 소비자 집단이 누리고 있는 효용의 평균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다. 

현재 차종 i 를 선택함으로써 얻는 효용이 소비자 전체의 평균보다 크다면 해당 

차종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비율은 증가하게 되며, 반대의 경우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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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특정 차종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클수록 해당 차종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비율은 증가한다. 따라서 차종 i 를 선택하는 소비자 비율의 변화율 ix  

는 (4.1)과 같이 정의된다.  

 

 i

i i

U U
x x

U


  (4.1) 

i i

i C

U U x


  (4.2) 

 

U 는 전체 소비자들이 누리는 효용의 평균이며, 소비자들은 현재 선택한 

차종의 효용이 평균보다 낮을 경우 
 iU U

U


의 확률로 차종을 변경한다. 모든 i

에 대해 ix 가 0이 되면 차종을 바꾸는 사람의 비율이 0이므로 해당 지점이 

균형이 되며, 도출된 균형은  * * * *, ,ICEV EV FCEVx x x x 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

ix 는 균형점에서 차종 i 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비율이다.  

더하여, 분석을 위해 차량 이용 편익 모형을 이동성 확보로 인한 기본 편익과 

충전소 수 등 인프라에 따른 편익의 합으로 구성하였으며, 식은 다음과 같다.  

 

ICEV car ICEVB B  
 

(4.3) 

 ,
Slow Fast

Slow FastEV EV
EV EV EV car EV EV

EV EV

k k
B x k B

x x
   

 

(4.4) 

 , FCEV
FCEV FCEV FCEV car FCEV

FCEV

k
B x k B

x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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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i 는 충전소 수와 관련된 인프라 편익을 다른 편익의 단위로 조정하는 

환산계수이며, j

ik 는 차종 i 의 충전소 수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급속충전과 

완속충전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를 각각 Fast

EVk 와 Slow

EVk 로 분리하였다. 

인프라의 경우 동력원에 따른 인프라 차이가 존재한다. 내연기관자동차는 인프라 

완성도가 높은 반면, 친환경자동차는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내연기관자동차의 인프라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며, 동시에 

친환경자동차의 인프라 편익은 혼잡성에 의해 감소한다고 가정한다. 균형점에서 

소비자 전체의 효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A

i i

i C

U X U x


   (4.6) 

s.t.  ,j j j ICEVB x k B  (4.7) 

 

한편, 기업은 3단계에서 소비자들 간의 진화게임이론 결과 도출된 균형을 

기반으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절한 가격 전략을 취한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에 따른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파악할 수 있으며, 따라서 3.3절의 

가정에 근거하여 가능한 가격들을 고려한 뒤 정부가 부여한 정책적 유인 수준을 

바탕으로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의 가격을 결정한다. 기업의 효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균형점  * ** ,EV FCEVp p p 에서의 가격 설정 전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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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

i i

i C

p x x


  
 

(4.8) 

 

정부는 3단계의 소비자 균형을 기반으로 기업이 2단계에서 내린 결정을 

종합하여 사회적 후생 함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조금 수준을 설정한다. 이 때 

정부는 보조금 변화에 따른 기업 및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보조금 수준을 결정한다. 이를 

반영한 식은 다음과 같으며, 균형점  * ,* ,* ,* ,*, , ,con pro con pro

EV EV FCEV FCEVs s s s s 에서의 보조금 

수준 설정 전략은 다음과 같다. 

 

       * *; * *; * *U x p x I s x x  
 

(4.9) 

 

정부는 동일한 효과를 내는 보조금 경우 그 값이 작은 것을 택한다고 

가정한다. 여러 보조금 수준이 차종별 동일한 확산 수준을 도출하는 경우 가장 

저렴한 보조금을 선택하며, 이를 통해 예산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동시에 정부는 

예산의 한정성으로 인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보조금을 제공할 수 없다. 즉, 

보조금 수준의 총합에는 최대값이 존재하여 해당 값을 넘어서는 유인을 제공할 

수 없다. 

더하여, 친환경자동차 j 를 확산시킴으로써 정부가 얻을 수 있는 환경적 

효용인 j 는 자동차 생산부터 운행까지 나오는 온실가스의 양인 WTW  (Well-to-

Wheel) 값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친환경자동차 확산의 주요 의도가 온실가스 

감축에 있으므로 친환경자동차를 확산시킴으로써 정부에게 주어지는 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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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은 내연기관자동차 대비 친환경자동차를 사용함으로써 감소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인 SC 를 곱함으로써 도출한다. 따라서  x 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E

j j

j C

x SC WTW x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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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균형 전략의 존재 및 도출 

본 논문에 제시된 3단계 경쟁적 의사결정 모형의 경우 소비자들 간의 균형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정부, 기업 및 소비자의 균형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 간 게임에서의 균형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진화 게임의 균형 존재 여부 및 수렴 조건은 아래의 Theorem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orem 1.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소비자들 간 진화게임 모형에는 균형이 

존재하며, t 이면 균형에 수렴한다.  

 

Proof. [34]에 의하면 Replicator dynamic 하의 대칭적 게임 상황에서 0x  

지점에서 시작할 때, t  이면 x 는 유일한 한계점에 수렴하며, 그 지점은 

균형이다. 본 논문의 진화게임 모형은 replicator dynamic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시에 소비자들이 모두 동일하여 각자가 선택한 전략으로만 구분되는 대칭적 

게임이다. 따라서 [34]의 전제조건을 만족하므로 논문에 제시된 소비자들 간 

진화게임 모형은 균형이 존재하며, 시간이 지나면 균형에 수렴하게 된다. 

 

위에서 제시된 3단계 경쟁적 의사결정 모형의 부분게임 완전균형(Subgame 

Perfect Equilibrium)을 구하기 위한 의사 코드(Pseudo-code)는 다음과 같다. 0s

에서 주어지는 보조금의 총합의 최대 수준은 정해져 있으며, 0p 에서 주어지는 

전기자동차 가격과 수소자동차 가격은 각각의 차종이 가질 수 있는 가격의 

최대값이다. 정부는 가능한 보조금 조합을 변화시키며 사회후생의 가중평균 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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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치를 가져오는 보조금 수준을 채택하고자 하며, 기업은 가능한 가격 조합을 

변화시키며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선택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는 정부의 

보조금 및 기업의 가격을 확인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균형 전략을 

수립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 간의 진화게임에서 균형으로 수렴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되는 T 만큼의 반복 횟수를 적용하여 균형을 

찾고자 한다. 

 

Pseudo-code 1: 3-stage Competitive Decision Model 

1:  The government announces the subsidy level 0s  to the enterprise and the 

consumer. 

2:  while 0con pro con pro

EV EV FCEV FCEVs s s s     do 

3:    The enterprise set the price level 0p . 

4:    while FCEV ICEVp p  and EV ICEVp p  do 

5:      Set initial penetration rate of ICEV, EV and FCEV. 

6:      for i  in 1:T  

7:        Compute the consumers’ utility. 

8:        Calculate the average utility U . 

9:        If iU U  then 

10:       Change the vehicle type with probability 
 iU U

U


 in (4.2). 

11:       Else 

12:       Maintain the type. 

13:       En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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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nd for 

15:     Check the equilibrium among consumers and consumers’ utility. 

16:     Calculate the profit of the enterprise. 

17:     Change the combination of EVp  and FCEVp . 

18:   End while 

19:   The enterprise finds out the best price level on the subsidy level. 

20:   Calculate the utility of the government on the best price level of the 

enterprise. 

21:   Change the combination of , , ,con pro con pro

EV EV FCEV FCEVs s s s . 

22: End while 

23: The government finds out the best subsidy level to maximize its u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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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균형 전략의 특성 분석 

4.3.1 수치 예제 

본 절에서는 수치 예제를 통해 3단계 경쟁적 의사결정 모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변수들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생산비는 초기 가격 

수준의 절반으로 가정하였다. 내연기관자동차 값은 모두 고정되어 있으며,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의 값은 변화할 수 있다. Well-to-Wheel 값은 [35, 36, 

37]을 참조하였다.  

표 1. 매개변수 

매개변수 수치 매개변수 수치 

carB  4,000,000 Slow

EVk  5,350 

ICEVp  1,755,000 Fast

EVk  3,408 

EVp  4,893,750 
FCEVk  29 

FCEVp  8,612,500 
ICEV  575,350 

ICEVo  1,684,159 Slow

EV  1.8 

EVo  414,513 Fast

EV  16.7 

FCEVo  1,320,000 
FCEV  200 

ICEVc  877,500 
ICEVWTW  2,958,783 

EVc  2,446,875 
EVWTW  1,378,530 

FCEVc  4,306,250 
FCEVWTW  11,971 

ICEVk  11,507 S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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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에 부여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 수준의 최대값은 

각각 전기자동차 초기 가격의 30%, 수소자동차 초기 가격의 50% 수준이라고 

가정한다. 즉, 정부는 전기자동차에 1,650,000 이하, 수소자동차에 4,300,000 

이하의 정책적 유인만 제공할 수 있다. 

본 모형은 3단계 Stackelberg 게임 모형으로, 정부가 게임의 선도자로서 

정책적 유인 수준을 지정하면 기업이 해당 수준을 관측한 뒤 가격을 설정하고, 

소비자는 정부의 유인 수준 및 기업의 가격을 관측한 뒤 차종을 선택하게 된다. 

즉, 그림 2와 같이 정부가 설정한 보조금 별로 소비자들의 차종 선택 비율 

균형과 소비자 효용, 기업 효용 및 사회 후생이 도출되면 정부는 가장 높은 사회 

후생을 도출하는 보조금을 선택하고, 그림 3과 같이 기업이 설정한 가격 별로 

기업의 효용이 도출되며, 가격에 따라 그림 4, 5와 같이 소비자들의 차종 선택 

비율 균형 및 소비자 효용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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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업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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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소비자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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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소비자 보조금 균형 전략의 특성 분석 

소비자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는 소비자에게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지급하며 기업은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수준을 관측한 뒤 가격을 

설정하고, 소비자는 자신에게 지급된 보조금 및 기업이 설정한 가격을 종합하여 

차종을 선택한다. 분석 결과, 균형 전략 하에서 정부는 소비자에게 수소자동차 

가격의 43%로 보조금을 제공하며, 해당 상황에서 수소자동차 가격은 최대 가격의 

약 61% 선에서, 전기자동차 가격은 최대 가격의 약 86 ~ 100% 선에서 형성된다. 

주어진 보조금 수준 하에서 전기자동차 가격이 주어진 범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기자동차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증가하며, 수소자동차의 

상대적 경쟁력이 감소하게 되어 수소자동차를 선택했던 소비자 중 일부가 

내연기관자동차 및 전기자동차로 분산된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의 감소를 

가져온다. 따라서 기업은 제시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그 결과 수소자동차가 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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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소비자 보조 시 차종 선택 비율 및 정부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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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기업은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친환경자동차 중 한 쪽으로 

유인하기보다는 두 친환경자동차 모두에게서 이윤을 얻기 위해 두 차종에 비교적 

높은 가격을 설정한다. 이 과정에서 내연기관자동차의 확산 비율이 높아지고 

수소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그 뒤를 잇게 된다. 내연기관자동차의 확산으로 

인하여 정부는 이전과 같은 환경적 효용을 누릴 수 없게 되며, 따라서 정부의 

효용은 급격히 낮아지게 된다. 이를 통해 두 신기술에 정책적 유인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비슷한 수준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두 신기술 모두의 확산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기자동차에 부여되는 정책적 유인 수준이 충분히 높아질 경우 기업은 

다시 하나의 친환경자동차를 선택하여 다른 친환경자동차 대비 낮은 가격을 

설정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친환경자동차는 내연기관자동차 대비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는 차종이기 때문에 친환경자동차의 가격을 이전보다 조금 낮추어서라도 

해당 차종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이 때 전기자동차의 유인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은 전기자동차의 가격을 충분히 낮추게 되며, 소비자들 또한 기업의 가격 

설정에 반응하여 수소자동차 대신 전기자동차를 선택하게 된다.  

정부의 입장에서 환경적 효용이 더 큰 차종은 수소자동차이다. 따라서 정부가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많이 부여하면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을 

때에 비하여 정부의 효용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지 않는 것이 나으며, 동일한 수준으로 수소자동차를 

확산시킬 수 있는 보조금 조합 중에서 보조금의 합이 가장 낮은 조합, 즉 

전기자동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서 수소자동차에만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주는 것이 최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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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기업 보조금 균형 전략의 특성 분석 

기업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는 기업에게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지급하며 기업은 보조금 수준을 관측한 뒤 가격을 설정하고, 소비자는 기업이 

설정한 가격을 종합하여 차종을 선택한다. 분석 결과, 소비자에게 유인을 제공한 

경우와 달리 균형 전략 하에서 정부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에 모두 유인을 

지급하며, 전기자동차의 경우 초기 가격의 약 20%의 유인을 지급하여 가격이 51% 

수준으로, 수소자동차의 경우 초기 가격의 약 45%의 유인을 지급함으로써 가격이 

2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수소자동차는 그 가격이 내연기관자동차 수준으로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확산되지 않는데, 이는 수소자동차의 인프라의 불완전성 및 높은 운행 비용에서 

기인한다. 수소자동차는 인프라의 완성도가 높은 내연기관자동차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수소자동차의 경우 연료 비용이 

내연기관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기자동차의 약 3배이며, 따라서 

수소자동차는 연료 비용 측면에서 전기자동차 대비 강점을 가지지 못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수소자동차는 내연기관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대비 강점을 

가지지 못하는 차종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내연기관자동차 또는 전기자동차를 

선택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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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업 보조 시 차종 선택 비율 및 정부 효용 

 

수소자동차에 부여되는 정책적 유인이 3,850,000 수준일 때 전기자동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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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자동차와 전기자동차 간의 경쟁이 주가 되는 형태를 가진다.  

전기자동차에 주어지는 보조금 수준이 낮을 때에는 내연기관자동차 대비 

전기자동차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자동차 대비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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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되는 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보조금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기업은 

전기자동차의 가격을 낮추며, 이는 소비자 측면에서 전기자동차를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대부분의 소비자가 내연기관자동차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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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를 선택하게 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자동차 대비 전기자동차가 확산됨으로써 얻는 

효용이 크며,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확산 양상과 정부의 효용 변화 양상이 동일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전기자동차에 제공되는 유인이 적을 때는 정부가 얻을 수 

있는 환경적 효용이 작으므로 정부가 얻는 효용 또한 작으나, 유인이 증가하며 

전기자동차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얻을 수 있는 환경적 효용이 증가하여 

정부의 전체 효용 또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종합하면,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였을 때와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였을 

때 각 경제 주체의 효용의 변화는 다음 그림 8과 같다. 소비자 보조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효용, 기업 보조 상황에서는 기업의 효용이 높아진다. 또한, 소비자에게 

유인을 제공하였을 때는 수소자동차가, 기업에 유인을 제공하였을 때는 

전기자동차가 확산되는데, 정부의 경우 수소자동차의 확산으로 인한 환경적 

효용의 증대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유인을 제공하는 경우에 더 큰 효용을 얻는다.  

 

그림 8. 소비자 보조와 기업 보조 시 각 주체의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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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 변화에 따른 균형 전략 변화 

정부가 친환경자동차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데는 친환경자동차로 인한 환경적 

효용의 증가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즉, 친환경자동차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정부가 환경적 측면을 얼마나 많이 

고려하고 있는가가 정부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에 따라 차종이 

확산되는 양상 또한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정부의 환경적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 SC  )의 값을 변화시킴으로써 정부의 

정책적 유인 수준 및 각 차종의 확산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한다.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 수준을 초기 

대비 1/10 수준인 0.3, 1/2 수준인 1.5로 변화시키며 균형 전략 및 소비자들의 

차종 선택 양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는지 확인하였다. 사회적 비용을 

변화시키며 확인한 결과 결정되는 정부의 보조금 수준 및 소비자의 차종 선택 

비율은 그림 9와 10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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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소비자 보조 시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 변화에 따른 보조금 변화 

 

 

그림 10. 소비자 보조 시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 변화에 따른 차종 선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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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가 높을 경우 정부의 효용은 환경적 효용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자동차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은 수소자동차에 높은 수준의 

정책적 유인을 부여하여 해당 차종을 확산시키고자 하며, 대부분의 소비자가 

수소자동차를 선택하게 된다. 

반면, 중간 수준의 SC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 후생을 위해 다른 전략을 

취한다. 환경적 효용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친환경자동차를 확산시키고자 하나 

SC 가 높은 경우와 달리 사회 후생의 증대를 위해 소비자 및 기업의 효용 수준 

또한 환경적 효용과 마찬가지로 사회 후생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소비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수소자동차는 가격, 인프라, 운행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다른 

차종 대비 효용과 이윤이 적다. 따라서 정부는 수소자동차 대신 전기자동차 

확산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SC 가 매우 작아지는 경우에는 환경적 효용보다 소비자 및 기업의 

효용의 중요도가 증가하며, 따라서 해당 부분을 증가시키는 것이 사회 후생의 

증가에 더 도움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친환경자동차의 확산을 무조건적으로 

늘리는 방향보다 친환경자동차를 적절히 확산시키면서 타 주체의 효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전기자동차의 완전한 확산에 필요한 

보조금보다 적은 양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내연기관자동차가 80% 

이상의 확산을 보인다. 이를 통하여 정부가 환경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사회적 비용을 높게 산정할수록 정부 정책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친환경자동차의 확산을 촉진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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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업 보조 시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 변화에 따른 보조금 변화 

 

 

그림 12. 기업 보조 시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 변화에 따른 차종 선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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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업에게 정책 유인을 제공하는 경우의 보조금 수준 및 차종 선택 비율 

변화는 그림 11과 12에 나타난다. SC 가 낮을 때와 중간 수준일 때에는 

소비자에게 유인을 제공할 때와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친환경자동차의 확산보다 

소비자의 효용 및 기업의 이윤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해당 부분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설정한다. 

한편 SC 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유인을 제공할 때와 달리 

수소자동차의 높은 연료 비용 및 기업의 가격 설정 조건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소비자가 전기자동차를 선택한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환경적 효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SC  값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며, 수소자동차가 적은 

수준으로라도 확산되는 것이 정부의 사회 후생의 증가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수소자동차에 대한 유인 수준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유인 수준을 동시에 

제공하여 수소자동차를 늘리고자 하며, 그 결과 SC   값이 작을 때는 확산되지 

않던 수소자동차가 2% 수준으로 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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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친환경자동차 확산과 관련한 정부, 기업, 소비자 사이의 

의사결정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과 소비자에게 정책적 유인을 

제공하고, 기업은 유인 수준을 관측한 뒤 가격 수준을 결정하며, 소비자는 정책적 

유인과 가격 수준을 모두 관측한 뒤 차종을 선택하는 3단계 경쟁적 의사결정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형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의 반응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신기술 확산 정책을 

실행할 때 최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환경적 문제와 

관련하여 소비자, 기업, 환경적 효용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조금 

수준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진화게임이론 및 Stackelberg 게임을 활용하여 모형을 수립하고, 제시된 

모형의 부분게임 완전균형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도출하였으며, 수치 예제를 

통해 특정 상황 하에서의 균형, 즉 정부의 보조금 수준 및 기업의 가격 수준, 

소비자의 차종 채택 비율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와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의 두 가지를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주체에 따른 보조금 수준 및 차종 채택 비율 변화를 확인하고,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의 변화에 따라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가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는 

수소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며, 소비자는 대부분 수소자동차를 선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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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자동차에 제공되는 보조금 수준을 고정시킨 뒤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변화시키며 차종별 확산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한 결과 정부가 두 신기술에 

정책적 유인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 각 기술이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게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두 신기술 모두의 확산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다수의 기술을 확산시킬 때 각 기술에 

부여할 유인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모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나,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전기자동차가 확산됨을 확인하였다. 수소자동차의 가격이 내연기관자동차 

수준으로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수소자동차가 확산되지 못한 것은 수소자동차의 

인프라 부족 및 높은 운행 비용의 결과로 확인되며, 수소자동차 확산을 위해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수소자동차의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내연기관자동차와 전기자동차 간의 경쟁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따라서 

전기자동차에 부여되는 보조금 수준이 증가할수록 전기자동차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증가한다. 

더하여 정부의 사회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이 

변화함에 따라 균형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비용이 높은 경우 정부는 

수소자동차에 높은 보조금을 부여하여 적은 수준이라도 수소자동차를 

확산시키고자 하나, 사회적 비용이 비교적 작은 경우 친환경자동차의 확산보다는 

소비자의 효용 및 기업의 이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내연기관자동차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설정한다. 즉, 친환경자동차의 확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이 높을수록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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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가 확산되며, 따라서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높여 각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친환경자동차 확산을 위한 보조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다제품 독점 기업을 가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존재한다. 기업의 형태 역시 전기자동차만 생산하는 기업, 

수소자동차만 생산하는 기업,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 등으로 

다양하며, 차종에 따라 준중형, 중형 등 크기도 다변화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과점 기업으로 모형을 확장하여 기업들 간의 경쟁을 반영함과 동시에 차종의 

다양성을 모형에 적용하여 현실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더하여, 정부가 소비자 

보조금 및 기업 보조금을 동시에 줄 때 각 주체에게 부여되는 보조금의 비율 

변화에 따른 차종 선택 비율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및 

기업 두 주체 중 한 주체에게만 보조금을 주는 상황을 가정하였으나, 현실에서 

정부는 한정된 예산을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는 아직 기술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신기술이며, 정부가 중장기적 정책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도중에도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생산비, 인프라 수준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여지가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본 모형의 실용성을 

개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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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speed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increases, technologies that can be 

replaced by others appear simultaneously. This paper suggests the model that 

analyzes the diffusion of each technology in terms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onsumer, enterprise and government when there exists competition between new 

technologies. We construct the agents’ payoff with respect to the values like profit 

and cost, and figure out the equilibrium modelling the situation based on the 

evolutionary game theory. We also apply the case of Electric Vehicle(EV) and 

Fuel Cell Electric Vehicle(FCEV) to this model. We set the payoff with respect to 

the economic values including vehicle price, production cost, operation cost and 

driving benefit, which affect the adoption of vehicle, and estimate the impa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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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s incentive for the consumer and producer. As a result, we found 

out that the equilibrium strategy and the diffusion rate vary with respect to the 

subsidized agent and the social cost of greenhouse gases, and when the 

government gives the technologies subsidies so that they get similar level of 

competitiveness, it might disturb the diffusion of both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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