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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큰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키

워드 중에 하나가 ‘수소경제’ 로 수소차 확대 보급은 이 정책의 대

표적인 실행과제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과 보조금 지급이 정책 효과로 이뤄지는지에 대

한 영향 검토가 전무하였고, 수소차의 고유한 속성들이 또한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정부의 수소차 확대 보급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여러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수소차의 4가지

외적 속성(경제성, 기능성, 서비스, 가치성)이 수소차의 구매 의도

에 기본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수소차 보급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전인프라 확충과

구매 보조금 정책이 수소차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런 정

부의 정책들이 수소차의 외적 속성과 구매 의도간의 관계에 어떠

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소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을 시행하였

고, 설문 구성항목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을 실시하여, 연구모형을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가설 검증

단계에서 수소차의 외적 속성과 정부의 정책이 수소차의 구매 의

도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하였고, 특히, 정부의 정책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수소차의

외적 속성이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거라는 가설은 대

부분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수소차의 경제성, 기능성, 가치성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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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로 구매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

부분은 수소차 이용자들이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되고 있는 요소

인 것을 감안할 때, 구매 의도와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정부의 수소차 확대 정책인 충전인프라 확충과 구매 보조

금 정책은 모두 수소차의 구매 의도에 상당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전인프라 확충의 정도가 수소차의

외적 속성 중 경제성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수소충전소 거리와 경제성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통해 조절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대립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수소충전소 거리가 가까운 집단은 그렇지 않

은 집단에 비해 수소차의 경제성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의 크기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다른 친환경차와 마찬가지로 수소차도 초기 보급 단계 시점에

는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 및 각종 세제 혜택 등 경제적인 부분

에 대한 정책적인 보조 수단이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같은 친환경차인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급속하게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의 태생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충전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수소차의 구매 의도를 높이

기 위한 최우선 정책임을 주지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수소차 보

급을 위한 두가지 정책의 조화로운 시행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

다. 즉, 그간 수소차 보급에 소극적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충전 인

프라 신규 확충에 중앙정부 주도로 더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는 구매 보조금 확대 정책으로 집중해

안정적인 수소차 보급에 나서고, 아울러 수소충전소 운영에 충분

한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민간에서 주도하는 충전 인프라 확

충 방향의 시너지를 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친환경차, 수소차, 수소충전소, 구매 의도, 보조금

학 번 : 2020–2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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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의 대응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찾으려는 추세 속에서 수소는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꿈의 에너지원

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수소경제”는

기존의 “탄소경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을 꾀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계기로 전세계는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을 제시하

는 등 기후위기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맞물려 정부는 2020년 7월 발표한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그린뉴딜”

의 5대 대표과제로 선정된 『친환경 그린모빌리티 확대』라는 과제를 통

해 “수소경제”의 핵심인 수소차의 보급 확대을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그림 1-1>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확대 관련 목표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석유 중심 수송 체계로
온실가스ㆍ미세먼지 多 배출“

“전기ㆍ수소 중심 그린 모빌리티 확대로
오염물질 감축 및 미래 시장 선도”

 성과지표 ‘20년 ‘22년 ‘25년

전기차 보급 대수 9.1만대(‘19) 43만대 113만대

수소차 보급 대수 0.5만대(‘19) 6.7만대 20만대

노후 경유차 등 조기폐차 106만대 172만대 222만대(‘24)

노후 경유 화물차 LPG 전환 1.5만대 6만대 15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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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행스럽게도 국내 수소경제는 수소차,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에 수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화학 산업 기반과 함께 전국 단위의 수소 유통을

지원할 발달된 LNG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

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수소경제로의 전환과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자생력 있는 수소시장의 저변을 형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

요한 수소의 수요 및 공급 인프라, 원천기술 등은 현재 많이 미비한 실

정으로, 시장에서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에 앞서 2019. 1월 “수소경제 활성

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차 보급 확대 등을 포함한 수소경제와 관련

한 전반적인 사업 분야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천명한 바도

있다.

<그림 1-2>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개요

   

결국, “그린뉴딜” 이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등 정부의 정책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미래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수소차의 보급 확대에

정부의 정책이 공통적으로 초점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생시키는 수소 에너지를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고, 효

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이 수소차의 확대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언급하고 있듯이 수소차 생산 기술 분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있는 분야로 장래의 혁신성장 분야의 한 축으로 정부는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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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는 산업이다.

이런 정부의 수소차 보급 확대 정책의 이면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우선, 현재까지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어 생산 원가가 고가인 수소차를

소비자가 구매하고 쉽게 접근하기 위해 정부에서 차량가격에 보조금을

부여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전기차, 하이브리차 등과 같은

기존 친환경차의 확대 보급을 위해 추진된 보조금 정책과 동일한 정책이

다. 더불어, 정부는 자동차의 연료가 되는 수소 에너지를 쉽게 충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친환경

차의 대표주자인 전기차가 긴 충전시간과 짧은 주행거리에 따른 불편성

이 있어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소차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은 해당 시설 구축에

높은 비용과 저수익성으로 인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많

이 미흡한 실정이다. 결국, 차량 구매가격 부담을 덜어주는 보조금 지급

과 충전 인프라 확충 정책은 정부가 수소차 확대 보급을 위해 최우선적

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정책으로만 수소차 확대 보급을 기대하기는 힘들

다. 수소차도 소비자들이 선호에 의해서 구매를 해야 하는 일종의 제품

으로 공급자 측면에서의 생산 및 보급, 반대로 말해 소비자 측면에서의

소비 및 구매를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가 느끼는 긍정적인 기본적

속성 혹은 매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가격이나 유지관리비 등과 같은 경

제성 측면이 될 수도 있고, 디자인, 편의성 등의 차량 고유의 기능성 측

면일 수도 있다. 이런 요소들의 계발은 수소차를 제조하는 기업의 역할,

더 나아가서 시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시장의 역

할이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 의도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충전인프라 확충 및 보조금 지급이라는 정부 정책의 역할은

시장의 기본 역할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만, 현재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은 앞서 설명한 활성화 로드맵 등과 같

은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수소경제 전반의 패러다임 정착을 위해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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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국고 투입을 통한 정부 주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실이다. 수소

차 대수, 충전 인프라 개소 등의 양적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순수한 예

산 투입을 통한 산출물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막대한 정부

예산 사용 이면에 실질적이고 정밀한 정책 추진 효과 측정이 전무한 상

태이고, 수소차 보급에 작용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도 미비하다

고 할 수 있다. 즉, 수소차 제조사(시장)의 역할이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얼마나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여기에 정부의 정책의 효과가 어떤

상관관계 혹은 파급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

로써, 안정적인 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예산 투입 외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의 자생력 확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차 확대 보급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의도에 수소차의 기본적인 외적 속성의 가치가 어떤 영

향이 있는지 알아보고, 정부의 정책이 여기에 부가하여 어떤 조절효과를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로써 수소차 확대 보급을 위한 정부 정책

에 대한 방향성을 살펴보고, 이와 대비되어 시장에서 더욱 치중해야할

수소차의 주요 가치 및 속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5 -

제 2 절 연구범위 및 구성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소차 및 관련 인프라의

개념을 각종 논문 및 정부의 정책 보고서를 참고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언급하고 소비자가 느끼는 수소차의 속성 및 구매 의도, 정부의 정책 등

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수소

차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변수로 도출하여

그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수소차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의 형태로 회수된 데이터를 활

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 별로 구성된 체계는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배경 및 목적과 연구방법과 구성 체계를 제시하

여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제2장은 이론적 배경으

로 정부의 수소경제, 수소차, 충전 인프라 등의 기본 개념과 수소차의 외

적 속성, 구매 의도 등에 대하여 기존 문헌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상

호간의 영향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 설계와 연구가설 도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제3장은 2장에서 제시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실

증조사를 위한 연구모형 설계, 연구가설 설정, 측정변수의 조작적 정의,

조사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4장은 수거된 설문지를 토대로 실증분석

을 통하여 제시된 변수들의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과 신뢰도를 밝히고,

분석모형별로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할 예정이다. 마지

막으로 제5장은 결론으로서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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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본 장에서는 수소경제, 수소차, 수소충전 인프라 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도입되는 독립변수, 조절변

수, 종속변수 등에 대하여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이론적 고찰을 하고

자 한다.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수소경제

수소경제란 “화석연료인 석유가 고갈되어,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

되는 수소가 주요 연료가 되는 미래의 경제”(Jeremy Rifkin, 2002)를 말

한다. 미국의 에디슨 전력연구소는 현재의 소비 추세로 간다면 2040년경

에는 석유가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수소경제는 머지않아 석유가

고갈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수소 에너지는 가장 떠오르고

있다. 특히, 수소는 우주질량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하고, 구하기

쉬우며, 고갈되지 않고 공해도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물(H2O)이나 탄화수소(Hydrocarbon, CnHn)라는 유기화합

물을 다양한 에너지에 의해 기본 원소들로 분해되는 원리를 이용해 수소

를 추출한 뒤, 강력한 전기 에너지 동력원으로 이용함으로써 현재의 에

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자력과 같은 위험성도 없고,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제한적이지도 않다. 나아가, 인터넷 정보가 자유롭

게 유통되는 ‘월드와이드웹(www)’처럼 수소 에너지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도 있어 전세계적인 에너지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세

계 권력구조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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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수소경제를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

하고 수소가 국가경제, 사회전반, 국민생활 등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여

경제성장과 친환경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경제”로 정의(“수소경제 활성

화 로드맵”, 2019. 1)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에 장기침체중인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혁신성장의 중요한 한 축(“혁신성장 관

계 장관회의”, 2018. 6)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략적으로 수소경제에 대한

국가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2.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국가 비전으

로서 먼저 ‘수소차 및 연료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을 목표로 수

소전기차와 발전용·자가용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산업에서의 시장

창출과 육성에 우선적인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수소를 활용하는 제품

은 수소차나(발전용, 자가용) 연료전지 외에도 선박, 열차, 드론 등으로

광범위하며 기술 성숙도 측면에서도 이미 상용화가 된 상황이다. 일정부

분 정부의 지원노력이 있을 경우 바로 시장창출이 가시적으로 가능한 세

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우선 육성하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적 성

숙도를 높이는 한편, 추후 충분히 성숙할 경우 선박, 열차, 드론 등 기타

활용산업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핵

심이다.

먼저, 수소전기차의 시장창출을 위해 수소전기차 양산체계구축 및 보

급 확대, 수소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전환, 공공부문 수소 트럭 활용 등

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행되어 내수 및 수출물량 포함 2018년 약 1,800

대인 수소전기차 시장의 누적규모를 2022년 8만 1,000대, 2040년에는 620

만대 이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물론, 수소차는 차량만으로 운행이 불

가능하며 충전용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 특히, 수소충전소가 함

께 확대 구축되어야 하기에 2018년 14개소에 불과한 충전소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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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개소, 2040년에는 1,20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수소 활용산업이 확대될 경우, 수소 자체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며 자연

스럽게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수소시장의 규모도 커지게 될 것으로 전

망된다. 현재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산업에서 창출되는 수소

수요는 연간 13만 톤 정도지만 로드맵대로 수소 활용 산업이 성장할 경

우, 2022년에는 연간 47만 톤, 2030년에는 194만톤, 2040년에는 526만 톤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초기에는 천연가스 추출 수소를 핵심 공급

원으로 삼아 LNG 공급망과 수요처 인근 등에 규모별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제한적인 친환경 수소 생산여

력을 감안해 2030년부터는 해외 재생에너지와 갈탄 등을 활용해 생산된

친환경 수소를 수입, 부족분을 보충함으로써 2040년에는 전체 수소 수요

량의 70%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수소로 공급할 계획이

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 자원 빈곤국에서 그린 수소 산유국으로 진입’이

라는 추가적인 비전 달성을 이룬다는 것이 이번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의 주요 골자라 할 수 있다.

3. 수소차(수소연료전지자동차)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메인 축이 되는 수소차와 관련 인프

라의 적극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수소차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 구동원리

와 친환경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수소차는 수소와 산소의 결합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하여 구동되는 자동차로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 Fuel Cell Ele

ctric Vehicles)가 정식 명칭이며,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자동차와

더불어 대표적인 무공해 배출 환경친화적 자동차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수소차를

포함하여 모두 5가지 유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음).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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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해할 때 전기에너지를 투입하는 화학반응의 역반을 이용해서 공기

중의 산소와 차량에 충전에 수소를 합성하여 발생하는 전기에너지를 차

량 구동 동력에 활용하고 순수한 물만을 배출하는 방식이다.

<그림 2-1> 수소차 연료전지의 구조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휘발유차, 경유차, LPG차, CNG차 등)는 엔

진 내 화석연료의 화학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산화탄소, 이산화

질소 등 유해물질을 배기가스로 배출하는 반면, 수소차는 수증기 형태의

물만을 배출하므로 지금까지 시판되는 친환경차량 중에 도로주행과정에

서 친환경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수소는 주로 천

연가스 분해, 정유·석유화학 공장의 나프타 분해 등을 통해 생산되는 방

식이 현재까지는 대부분으로 이러한 연료(수소) 생산과정에서 고온의 에

너지가 사용되고, 이산화탄소와 같인 온실가스 배출이 필연적으로 발생

하여, 다른 친환경차인 전기차의 맥락과 마찬가지로 전가정 분석(LCA)

시 수소차의 친환경성은 상당 부분 상쇄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에 비해 수소차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외부에서 전기를 직접 충전하여 내부 배터리에 보관하여 구동하

는 일반 전기차가 아닌 차량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므로, 전기

차의 짧은 주행거리와 긴 충전시간의 단점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수소차의 장점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 배터리와 모터로 단순한 데에 반해, 수소

차는 이와 더불어 수소저장탱크, 연료전지(스택), 각종 복잡한 센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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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에 비해 복잡하고 고난도의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고, 이 부품들의

기술력이 대부분 국산화가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 혁신 기술로 뒷

받침할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한편, 2020년말까지 보급된 수소차는 총 10,000대가 약간 넘는 수준으

로 아직 확산 초기 단계이나, 지속적인 구매 보조금 지급,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하여 정부는 금년 말까지 14,600대를 추가로 수소차를 보급

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따른 보조금 예산을 약 3,600억원 편성한 상태이

다. 참고로 수소차 구매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은 대당 2,250만원이고, 이

에 추가로 지자체별로 750∼1,500만원 수준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하여

보급 확대를 꾀하고 있다. 아래 <표 2-1>은 지자체별 수소차 보조금 현

황 및 2021년 보급계획이다.

<표 2-1> ‘21년 지자체별 수소차 보조금 및 보급계획

지자체
‘20년말

수소차 현황
보조금
(만원)

보급계획
(승용차 기준, 대)

서울 1,671 1,100 2,000
부산 916 1,200 1,200
대구 66 900 300
인천 488 1,000 1,000
광주 701 1,000 600
대전 507 1,000 600
울산 1,819 1,150 1,000
세종 42 1,000 300
경기 1,578 1,000 3,700
강원 856 1,500 1,300
충북 332 1,000 900
충남 468 1,000 600
전북 409 1,400 600
전남 127 1,200∼1,500 300
경북 18 1,000 100
경남 908 1,060 100
제주 　- - -
계 10,906 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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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소충전소

수소충전소는 수소차의 연료가 되는 수소가스를 차량에 주입하여 공급

하는 인프라이다. 현재 국내에서 설치되고 실증되고 있는 수소충전소는

대부분 수소 가스를 압축하여 전용 트레일러로 운송하는 방식이 운영되

고 있다(Off-site형). 수소충전소 내에서 수소제조설비가 포함되어 있어,

직접 생산, 충전을 동시에 하는 충전소도 있으나,(On-site형) 현재 국내

에는 구축 실적이 없다. 일반적으로 수소충전소는 수소 제조 방식과 연

료가 되는 수소의 운반 방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뉜다. 수소 충전소는

수소 제조방식에 따라 화석연료(천연가스, LPG, 나프타 등) 개질 방식,

물 전기분해 방식,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 방식, 태양광 및 바이오매

스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에서 수소를 제조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그림 2-2> 수소충전소의 구조

일반적인 수소충전소는 액체 상태의 수소 및 압축된 기체 상태의 수소

를 외부공장에서 생산하여 전용 트럭 등으로 운반하여 수소를 공급 받아

기압의 700배가 넘는 고압으로 압축하여 저장하고, 이것을 차량에 압력

차이를 이용해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충전하고 있다. 따라서, 수소충전

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 공급장치, 고압으로 압축



- 12 -

하는 압축장치, 고압의 수소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장치, 수소차에 충전하

는 충전장치, 그리고 각 장치들을 연결하는 배관, 밸브, 센서, 제어장치

등을 결합하는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의 수소충전소의 주요장치가 수소차와는 반대로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산화 수준이 40% 수준으로 알

려져 있으며, 핵심장치인 압축장치, 저장장치 등은 국내 기술력이 미흡하

여 대부분 외산 제품을 수입하는 실정으로 수소경제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서는 관련 기술 개발 및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수소충전소는 ‘21년 4월 기준 총 70개소(고속도

로 11개소 포함)로 수소차 인프라 보급 초기에는 주로 울산, 창원, 광주,

서울 등 수소차 주요 보급도시 위주로 구축하였으나, 작년부터 전국적으

로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200개소 이상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입지선정의 문제, 차량 보급 미흡에

따른 저수익성, 가스 폭발 등 사고 위험에 따른 주변 지역의 민원으로

원활한 추진은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정부의 보

조금은 총 구축비 30억원 기준으로 50%(최대 15억원)으로 지자체, 민간

등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자에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

고, 이외에도 수소충전소 운영비 보조, 수소가스 가격 보조 등의 정책을

추가적으로 추진하여 수소차의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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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시장과 정부의 역할 관련 연구

먼저, 정부의 어떤 정책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전반적으로

신산업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보

았다. 수소차 산업이라는 신규 산업의 발전 방향에 본 연구에서 중점적

으로 검증해보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할지에 대

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다.

Evans(2005)는 동아시아 산업발전 사례를 통해 국가에서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로 크게 4가지를 제시하였다. 초국적 기업으

로부터 로컬 기업을 보호하는 관리인(custodians), 국가가 주도하여 기업

활동을 하는 조물주(demiurge), 민간회사가 신사업에 진출하도록 유도하

는 산파(midwifery), 신사업에 진출한 민간회사를 육성하는 경작자

(husbandry)로 분류하였다. 먼저, 관리인은 규제자이자 보호라는 의미에

서 규제를 가하기도 한다. 민간 자본이 부적절한 행동하는 것을 막고, 자

본가가 새로운 리스크를 안도록 유인하지 않는다. 조물주는 관리인 역할

을 포함하여 민간투자를 가져오거나 민간 생산자를 대신하는 역할까지를

의미한다. 이 조물주 역할은 이상적인 비전으로 경제를 신장시키겠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산파는 신생기업이 설립되도록 돕거나 민간이 도전

적인 시도를 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이다. 민간이 기업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신규기업은 묘목

처럼 약하기 때문에 현대식 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특정 영역에 이미 존

재하는 기업이 도전을 시도할 때 국가가 지원을 하는 것이 경작자 역할

이다.

현재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정부의 정책은 Evans가 정의한 정부 역할

중에서 산파 역할에 제일 가깝다. 수소경제 전반에서 민간의 주도를 우

선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조금 방식으로 추진하는 정책 방식이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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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수소경제의 특수성, 특히, 친환경성이라는 외부성에 비해 저경제성

으로 인한 민간의 외면이 정부의 강력한 보조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소

경제 활성화의 방향에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아닐 수가 없다. 결국, 정

부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수소경제에 먼저 뛰어든 다른 여러 국가의 사

례에서와 같이 Evans의 정의에서 조물주의 적극적인 역할을 정부에 요

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Melaina(2003)는 미국 내 초기 수소충전소의 충분한 수량에 대한 분석

을 수행하면서, 수소 인프라와 수소차의 관계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

저냐”라는 Egg-Chicken Delimma와 연관이 있고, 수소 인프라와 수소차

는 아래의 3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1) 고객은 충분한 연료를 채울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으면 FCEV를 구매

하지 않을 것이다. 

(2) 제조사는 사람들이 사지 않는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을 것이다. 

(3) 연료공급자는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를 위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논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

산을 위해 거의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특정한 민간업체를 참여시켜 양산

에 성공했지만, 구매자를 고려한 인프라 정비와 연료공급자를 위한 충분

한 수소차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결국 고객, 제조사, 연료공급사는 모두 수소차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장”이라는 상위범주에 속한 요소로 그 본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은 이 시장 3요소에 모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정부의 수소차 보급 정책 연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핵심 정책인 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

전략과 관련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특히, 정부의 정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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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및 이행과 관련한 핵심요소들과 차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의 경제성

논의, 구체적인 이행과제에 대한 고찰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계, 화

학 분야의 기술적인 연구도 있으나, 본 선행연구 조사에는 해당 연구는

제외하였다.

손민희 등(2016)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한

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은 일본보다 빨리

수소차를 출시할 수 있었지만, 자국 내 누적 차량 판매량은 일본과 비교

하여 현저히 적고, 수소차의 주요 인프라인 수소충전소 보급 이행률 또

한 낮아 한국은 수소차의 세계 최초 양산화(2013, 현대 투싼ix)에도 불구

하고 출시 이후의 후속 조치에서는 주춤하고 있어, 그동안의 우리 정부

의 정책 목표 모호성에 대해 논하였다. 즉, 수소차와 관련한 기초 기술이

나 차량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차량이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특히,

충전 인프라 구축)에는 일본에 비해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어, 수소경

제 전반의 발전 행태에 일본 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뒤쳐져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장성혁(2019)은 수소전기차를 통한 수소경제 확산과 이행과제를 언급

하면서, 정부가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를 통해 정책의지를 나타냈지만 이

제 시작일 뿐이고, 여전히 수소전기차 생산가격은 높으며. 충전인프라도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관련 기술 내재화도 더디고, 특히, 향

후 늘어날 수소 수요에 맞춘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로드맵이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수소차와

충전 인프라 간의 상관관계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임을 지적하였

다.

이 선행 연구에서는 수소차 확대 보급을 위해 현재 실행하고 있는 정

부의 정책을 보조금 제도라는 정책틀을 통해 언급하고 있다. 이 정책은

수소차 구매에 지급하는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구축시 지급하는 보조금

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직접적, 후자는 간접적인 보조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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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직·간접적인 두가지 정책을 정부의 역할을 대변하는 조절변수로 설정

해 보았다. 즉, 보조금 지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이 정부 정책의 두가지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강병우 등(2016)은 수소충전소 건설의 경제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 유럽, 미국에서 수소충전소의 건설에 따른 구축비, 이에 따른 경제

성에 대해 논하였고, 특히, 2030년까지의 기술수준 향상에 따른 구축비

변화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연희 등(2013)은 앞서 강병우 등의 연구와는 달리 수소차의 가격 전

략을 위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면서, 수소차의 초기시장 진입을 위한

가격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수소차 및 수소연료 가격을 변수로 설정하여

준거가치를 도출하고 초기 시장의 다양한 가격전략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수소차 구매 보조금(국고 2,250만원 + 지자체 750∼2,000만원

수준)을 감안한 수소차의 가격의 3000∼4000만원임을 가정하면, 제시된

적정 차량 가격이 현실과 일치됨을 알 수 있어, 수소차의 구매 의도에

좌우되는 주요 요인이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구매 의도라

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독립변수로 수소차의 경제성을 들

수 있다.

3. 수소차의 외적 속성

송봉석(2016)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와 더불어 수소차도 포함되어 있

는 친환경 자동차 속성(경제성, 기능성, 서비스, 디자인)과 소비자의 구매

의도와의 관계에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가치(기능적 가치, 경

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가 조절변수로서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분석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기능적 가치,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

치는 친환경 자동차 속성과 구매 의도와의 관계에 작용하는 중요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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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각된 가치의 효과가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이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자동차의 일부인 수소

차에 대하여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속성을 검토해

보았다. 다만, 일부 독립변수의 세부 외적 속성은 변경의 여지가 필요하

고 조절변수로 적용된 소비자의 인식된 가치는 독립변수의 외적 속성과

그 의미 측면에서 유사하므로 제외하였다.

다음의 검토된 선행 연구들은 수소차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자동차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외적 속성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로 다양한 구분

방식에 의해 정의함을 알 수 있다.

Farley 등(1978)은 자동차 속성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재판매 가치, 연비, 가격대비 가치, 전반적인 자동차의 외관, 운전의 용이

성과 재미, 디자인의 단순성과 유지 용이성, 신뢰성과 품질, 가속 능력,

가격, 그리고 선호하는 특성의 입수가능성 등과 같은 10개의 변수를 사

용하였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상표에 대한 지각된 지식,

상표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상표 구매 의도대한 자신감 등을 측정하였

다.

정기호(1991)는 Fishbein의 다속성 모델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속성을

성능 및 안전성, 경제성, 외적 스타일, 안락성, 서비스 등 5개의 요인으로

나누었다.

송윤화(1995)는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요인

구분없이 “안전성이 뛰어나다”, “스타일(디자인, 색상)이 좋다”, “운전 및

정비상 편리하다”, “승차 안락성(조용한 실내, 넓은 공간, 쿠션)이 좋다”,

“기능 신뢰성(고장률 등)이 좋다”, “서비스(A/S, 불만처리, 영업사원의

친절 등)가 좋다”, 등 6개의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다.

Haubl(1996)은 신차 평가에 미치는 원산지와 상표명의 영향을 조사하

였다. 그의 연구에서 자동차의 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승객안

전성, 신뢰성, 완성도, 품질 등 4개 항목을 외관 평가를 위해 매력도, 눈



- 18 -

에 뜨임, 차체의 미끈함 등 3개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자동차의 특성은

자동차가 탐나는지, 우수한지, 호의적인지, 즐거움을 주는지 등 3개 항목

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이승희(1997)는 자동차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요인

구분 없이 “승차감과 안락감”, “A/S”, “엔진성능(정숙성)”, “스타일과 디

자인”, “운전의 편의성”, “경제성”, “잔고장 상태”, “사양품목”, “안전성”

및 “차량가격” 등 10개의 속성 항목을 사용하였다.

이성웅 등(1997)은 이동수단이라는 자동차의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품질요소로써 신뢰성, 안전성, 내구성, 경제성, 기능성 등을 들고 있

다. 그들은 자동차에 대한 감각 중 복합적인 감각에 관한 특성으로 조종

성, 안전성, 승차감, 가감속성, 승강성, 적재성, 정보 인식성, 조명 등을

들고 있다.

윤성준 등(1998)는 자동차 소유만족과 전화의향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들은 기존연구를 토대로 자동차를 소유한 소유주의 만족 불만족을 측

정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측정하였다. 그 평가 기준은 기능적, 상징적, 감

각적, 경제적, 노출적 요인 등 5개이다. 기능적 요인은 자동차의 성능과

관련된 것으로 자동차의 성능, 배기량, 엔진파워, 주행안정성, 순간 가속

력, 승차감, 운전 조작 용이성, 저소음 및 안전성 등을 상징적 변수는 자

아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산자의 이미지에 맞는 정도, 주위 사람

들의 인식 등을 포함하였다. 감각적 변수는 자기만족이나 지위인식 등의

느낌과 관련된 것으로 자동차 스타일, 차체 크기, 실내 공간, 인테리어

등이며, 경제적 변수는 비용과 관련된 것으로 자동차 가격, 유지비, 판매

조건(현금/할부), 구매 후 서비스와 내외장 사양 등이다. 노출적 변수는

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정보원천과의 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미디어 노출,

영업사원의 태도, 충돌테스트의 인지여부, 오토카드 소지내용, 자동차가

길에서 멈춰선 경험여부 등이다. 이 연구에서 요인분석결과 몇몇 항목이

제거되었고, 21개 항목의 6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가휘(2008)는 중국 자가용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품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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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격수준(9.7%), A/S(7.2%), 제품 브

랜드(5.8%), 디자인(3.4%), 제품 제조국가(0.5%)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으로 검토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일

반적인 자동차에 대한 속성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2> 자동차의 속성 관련 선행연구 정리

저 자 자동차의 속성

송봉석(2016) 경제성, 기능성, 서비스, 디자인 (4개 항목)

Farley,Katz 등(1978)

재판매 가치, 연비, 가격대비 가치, 전반적인
자동차의 외관, 운전의 용이성과 재미,
디자인의 단순성과 유지 용이성, 신뢰성과
품질, 가속 능력, 가격, 선호하는 특성의

입수가능성 (10개 항목)

정기호(1991)
성능, 안전성, 경제성, 외적 스타일, 안락성,

서비스 (5개 항목)

송윤화(1995)
안전성, 스타일, 편의성, 안락성, 신뢰성, 서비스

(6개 항목)

Haubl(1996) 이미지, 외관, 특성(3개 항목, 세부 10개)

이승희(1997)
승차감/안락감, A/S, 엔진성능, 스타일/디자인,
편의성, 경제성, 잔고장 상태, 사양품목, 안전성,

차량가격 (10개 항목)

이성웅 등(1997) 품질요소, 감각요소 (2개항목, 세부 13개)

윤성준 등(1998)
기능적, 상징적, 감각적, 경제적, 노출적 요인

(5개 항목)

이가휘(2008)
품질수준, 가격수준, A/S, 제품 브랜드, 디자인,

제품 제조국가 (6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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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소차의 구매 의도

Engel, Blackwell(1982) 학자들은 구매 의도란 상품에 대한 신념과 태

도가 행동화될 주관적 가능성이라 정의한다고 하였다. Blackwell &

Miniard(1990)는 구매 의도란 소비자의 계획되고 예견되어진 미래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념과 태도가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을 말했고 구매

의도가 실질적인 제품구매로 이어지는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해였다. 또한 Engel, Blackwell and Miniard(1995) 구매 의도란 소비자의

계획된 미래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념 및 태도가 실제 구매행위로

옮겨질 확률이라고 하였다. 장회정(2002)은 구매 의도란 소비자가 미래

에도 지속적으로 현재의 서비스공급자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기능성이라

고 하였다.

Clark(1990)는 국가의 문화, 경제, 국민성, 정치가 외국산 제품의 구매

의도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형룡과 이보미

(2008)는 고객서비스, 구매경험, 쇼핑경험, 제품가치의 4가지 요인들이 구

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구매경험을 제외한 기타

요인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Bi Lijie(2012)는 보조금 정책이 구매 의도에 대한 영향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보조금 정책은 구매 의도의 순방향 영향이 비교적 현저하

였다. 여성(β=0.719, p<0.001) 남성(β=0.240, p<0.001)보다 더욱 현저하며

미혼 계층이(β=0.384, p<0.001) 현저하고, 기혼 계층이 현저하지 않으며

연령이 낮은 계층이(β=0.387, p<0.001) 현저하고 고령 계층은 현저하지

않았다. 논문에 여성, 미혼, 낮은 연령 계층이 소비할 때 더욱 쉽게 보조

금 정책에 흡인이 되여 구매 의도를 나타낸다.

장형유(2006)는 “B2C 쇼핑사이트에서 고객 신뢰선행요인과 구매 의도

및 재구매 의도의 형성과정에 관련 연구”에서 전자상거래 시스템요인,

쇼핑사이트 신뢰, 고객심리성향, 태도 관계몰입, 고객애호도, 신뢰가치성

등을 관련요인으로 제시하였고, 결과는 쇼핑사이트에 대한 고객 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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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계몰입이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

객 애호도, 신뢰형성은 태도, 관계몰입, 구매 의도 형성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시스템요인이 고객 신뢰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선욱(2005)은 “인터넷 쇼핑몰 요인이 소비자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에서 제품브랜드 인지, 쇼핑몰 인지도 및 제품유형 등을

변수로 측정하였고, 결과는 온라인상에서 사용자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쇼핑몰 인지도가 제품브랜드 인지도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고

검증하였다.

Gao Lili(2013)는 “혁신적인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중국소비자의 구매

의도 연구”에서는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

인혁신성, 사회적 이미지, 지각된 비용, 경제성, 기능성 및 지각된 유용성

5가지 변수를 측정하였고, 결과는 개인 혁신성이, 사회적 이미지, 친환경

자동차의 경제성 및 지각된 유용성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였다.

김성필, 김송죽, 이민순(2013)은 “한류 이미지가 한국교육상품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대학생들의 몰입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

구에서 한류의 이미지가 국가이미지와 한류교육상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총 315

개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결과는 한류의 인지적 이미지가 한류의 정서

적 이미지, 교육상품과 국가이미지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하였다.

Ozaki 등(2010)은 소비자가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는 동기에 대해 연

구한 결과는 얻은 경제 이익이 친환경 자동차의 구매하는 동기에 대해

매우 큰 영향을 느끼는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쾌적하고, 운전하기 쉬우

며, 조용하고 가족 친구들의 추천, 이것들도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한다. 브랜드 및 그 전달되는 안정성도 친환

경 자동차를 구매하는 행위에서 중요한 작용을 일으킨다. 일부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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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 강력한 흥미와 선호를 갖고 있고, 마케팅을 체험

하는 것은 그 중에서 관건적인 작용을 하며, 구매 의욕이 구매행위를 아

주 좋게 예측할 수 있다.

Heffner(2008)는 소비자가 친환경 자동차 구매하는 동기를 5분류로 나

눴다. 첫 번째는 구매동기와 경제이익 및 정부에 관련되는 좋은 점에 관

계가 있다. 소비자는 경제이익을 연구할 때 연료의 이용효율을 올리고,

휘발유 비용을 절약하는 것을 바란다. 이 분류의 소비자들은 더욱 크고,

더욱 비싼 자동차를 더욱 작고, 더욱 낮은 원가인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

하여 총원가를 줄인다. 두 번째 분류의 동기는 친환경 자동차의 특정된

상징 의의와 관련이 있다. 환경 보호 주의, 즉 이류의 소비자들은 환경을

유지하거나 보호하는데 비교적 관심을 가진다. 비교적 높은 환경보호 의

식을 갖고 또한 행동을 실행하여 생물 인적을 줄인다. 세 번째 분류 동

기는 사회단체의 규범 표준을 준수한다. 그린 컨슈머는 일반적으로 지리

상에서 모여서 그린 단체를 구성한다. 그래서 일종 사상 의식을 일으킬

수 있다. 즉 친환경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을 사회단체 가치와 규범의

일종 반영으로 여긴다. 넷 번째 분류 연구의 발견에 의하면 새로운 기술

은 일부 소비자들에게 흡인력을 준다. 이런 소비자들은 자신에 대해 적

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게다가, 새로운 기술을 채용한다. 다섯 번째 분류

소비자들은 휘발유의 소모를 줄이는 것을 통해서 휘발유에 대한 의탁에

서 벗어나는 목적을 취한다.



- 23 -

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분석의 틀 및 가설 설정

1. 연구분석의 틀

본 연구는 소비자가 수소차에 대해 느끼고 있는 외적 속성이 수소차의

구매 의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기본적으로 탐구하고자 하고, 정부

의 충전 인프라 확충 및 보조금 지급 정책이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정부의 두가지 정책이 자

동차의 외적 속성과 구매 의도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

다.

먼저, 수소차 소비자의 구매 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수소차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외적 속성을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경제

성, 기능성, 서비스, 가치성의 4가지 속성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본적인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수소차 사용자의 설

문조사 형태로 조사하기 위해 하위 세부 지표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설문 문항으로 만들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정부의 수소차 보급 확대 정책인 충전인프라 확충 및 보조금 지

급 정책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모형에

제시된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반영된 변수와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제기되었던 지역별, 시기별

수소차 보급 편중화가 있을것으로 판단하여, 등록지역, 등록연도가 추가

적으로 통제변수로 적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설계된 분석의 틀은 아래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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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 모형

2. 연구가설 설정

앞서 제시된 연구모형에 따라 종속변수인 소비자의 수소차 구매 의도

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소차의 외적 속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

고, 정부 정책의 보조 작용, 즉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조절변수로 설정

하는 연구를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수소차의 구매 의도, 외적 속성, 정

부의 정책 상호간의 영향성 검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였

다.

먼저, 수소차의 외적 속성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비자가 인식하는 4가지 외적 속성 요인에 따

라 구매 의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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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수소차의 외적 속성은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1-1. 수소차의 외적 속성 중 경제성은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수소차의 외적 속성 중 기능성은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수소차의 외적 속성 중 서비스는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수소차의 외적 속성 중 가치성은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수소차 확대 보급정책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충전 인프라 확충과

구매보조금 정책은 수소차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므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2. 정부의 수소차 보급정책은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정부의 정책 중 충전 인프라 확충은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2. 정부의 정책 중 구매 보조금은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셋째, 정부의 정책으로 수소차 충전 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수소차

사용자가 충전을 위해 운행 목적이 아닌 쓸데없이 낭비되는 운행거리와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수소차의 일부 외적 속성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3. 충전 인프라 확충은 수소차의 일부 외적 속성과 구매 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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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소차 구매시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수소차 가격

을 대폭 낮추는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합리적인 가격 수준을 통해 구매

를 유도하므로, 수소차의 일부 외적 속성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

다.

가설 4. 구매 보조금은 수소차의 일부 외적 속성과 구매 의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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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 구매 의도

수소차의 구매 의도는 소비자가 수소차를 구매할 의사, 주변 사람들에

게 구매를 권유할 의사, 구매를 위해 투자한 시간, 구매 우선순위의 총 4

가지 항목으로 세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설문지 구성은 해당 항목에

대한 의도와 정도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 수소차의 외적 속성

앞서 제 2장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소차를 포함한 자동

차의 여러 속성 중에서 경제성, 기능성, 서비스, 가치성의 4가지로 대분

류하여 다음과 같이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첫째, 수소차 소비자가 느끼는 경제성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차량가

격, 유지관리비, 연비의 총 3가지 항목으로 세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설문지 구성은 해당 항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

정하였다.

둘째, 수소차 소비자가 느끼는 기능성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승차감,

안전성, 출력, 첨단기능의 총 4가지 항목으로 세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설문지 구성은 해당 항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

정하였다.

셋째, 수소차 소비자가 느끼는 서비스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충전편

의성, A/S인프라, 보증기간의 총 3가지 항목으로 세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설문지 구성은 해당 항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

로 측정하였다.



- 28 -

마지막으로, 수소차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성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디자인, 제조사 신뢰도, 환경성, 얼리어답터(성향 만족도)의 총 4가지 항

목으로 세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설문지 구성은 해당 항목에 대한 만

족도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조절변수 : 정부의 정책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

전 인프라 확충과 보조금 정책이 구매 의도에 어떤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지 보고자 다음과 같이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먼저, 정부의 충전 인프라 확충 정책의 실행 정도 측정을 위하여 수소

차 사용자들의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충전소까지 거리를 측정하고자 하였

다. 수소충전소 거리는 사용자가 충전을 위해 주로 방문하는 충전소로

이동하는 평균적인 시간을 10분 미만 / 10분 이상 30분 미만 / 30분 이

상 60분 미만 / 60분 이상 120분 미만 / 120분 이상의 5단계로 나누어서

설문 응답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수소차 구매시 지급되는 정부의 구매 보조금은 현재 국가

보조금이 2,25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매년 각 지자체별로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이 서로 차이를 보이므로, 해당 수소차의 등록지

기준으로 실제 지급받은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의 합계를 응답자의 설문

을 통해 측정하여, 이 중 국가 보조금은 제외한 순수한 지자체 보조금만

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단, 설문조사의 응답형태로 응답자 본인이 받았던 지자체 보조금을 기

록하는 형식이므로, 정확하지 않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응답자를 위해,

미응답을 허용하고, 향후 등록지역, 등록연도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 데이

터와 교차확인을 통해 데이터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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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변수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은 통제

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성별, 연령, 학력, 소득의 기본적인 변수와 자동

차 등록지역, 등록연수도 추가적으로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본

설문조사가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으로 조사할 예정으로 해당 설문조사

방법에 대한 더비 변수도 추가적으로 통제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정의와 측정방법을 정리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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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지표 세부지표 척도

종속
변수

수소차
구매 의도

구매 의도

(재)구매의사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주변에 구매권유 의사
구매를 위해 시간 투자 의향

우선순위

독립
변수

수소차의
속성

경제성
차량 가격이 합리성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유지관리비 적정성
연비 적정성

기능성

승차감 선호도
안전성 선호도

출력 및 최고속도 선호도
첨단기술 선호도

서비스
충전의 편의성

A/S 인프라 편의성
보증수리기간의 적정성

가치성

디자인 선호도
제조사에 대한 신뢰수준
환경보호의 기여도

사용자 얼리어답터 성향
만족 여부

조절
변수

정부의
정책

충전인프라
확충

충전소까지의 거리(시간)

5점 척도
(10분 미만=5,

........
120분 이상=1)
* 역코딩

구매
보조금

지자체 지급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

직접 입력
*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자료와 교차 확인

통제변수

인구통계학
요인

성별 남성=1, 여성=0

연령
4점 척도

(20대=1, 30대=2,
40대=3, 50대이상=4)

학력
3점 척도

(고졸이하=1, 대(졸)=2,
대학원(졸)=3)

소득

5점 척도
(월 100만원 미만=1,

.......
700만원 이상=5)

수소차
편중 보급
요인

등록지역 전국 광역지자체(17개)

등록연도 직접입력

기타 설문조사 방식 온라인=0, 오프라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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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의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주제인 수소차의 외적 속성과 정부 정책이 수소차 구매 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를 통한 조사방법을 선택하였

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우선적으로 이미 수소차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

는 사람으로 이것은 수소차의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주변의 충

전 인프라 현황과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자료가 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국내 최대 수소차 커뮤니티(‘Nexo 사용자 모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쪽지 및 이메일) 조사를 먼저 시행하였다. 설문조

사 기간은 2021년 2월, 1개월 기한으로 시행하였고, 설문 대상자로 187부

를 배포하였으나, 총 122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수소차 미사

용 응답자, 이상 설문결과 제거 등으로 분석 가능한 설문 자료수는 총

111부였다.

또한, 전국에 운영중인 8개 수소충전소에 충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

객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설문도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대상 수소충전

소는 설문의 지역적 편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충전 이용자의 규모,

설치 지역, 도로의 구분(고속도로/일반도로)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진행하였다. 오프라인 설문은 온라인 설문조사 이후, 2021년 3월에 시행

하였는데, 설문 시작 시기가 늦어진 이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조사

와 관련하여 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인해 관련기관에서의 협조가 어려웠

기 때문이었다. 충전소의 이용 여건, 응답자의 응답률에 따라 설문지 회

수 결과는 상이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다음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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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 분 설문 위치 배 포
회 수

(분석 가능)
비고

계 347 223

온라인 187 111

오프라인

소 계 160 112

고속도로

여주휴게소 20 10 경기

안성휴게소 20 10 경기

함안휴게소 20 10 경남

백양사휴게소 20 10 전남

일반도로

인천공항 10 3 인천

국회 30 30 서울

화성동탄 20 20 경기

세종청사 20 19 충청

2. 설문지 구성

설문지의 설문 문항은 다음 <표 3-3>와 같이 총 26개로 이루어져 있

다. 종속변수인 수소차의 구매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4개 문항, 독립변수

인 수소차의 4개의 외적 속성(경제성, 기능성, 서비스, 가치성)을 측정하

기 위해 1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절변수인 정부의 정책(수소충전소

거리, 지자체 보조금)을 측정하기 위해 2개 문항 측정을 구성하였고, 통

제변수로는 인구통계학적 항목으로 총 4문항 및 등록지역, 연수 등 수소

차 보급 실태를 위한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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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대상의 선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총 223명의 응답자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

고, 이 응답자들은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의 인구학적 변수를 고려하

여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 되었고, 분석에 사용된 223명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3-3>에 정리되어 있다.

<표 3-3>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 수 항 목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빈 도
(명)

비 율
(%)

빈 도
(명)

비 율
(%)

빈 도
(명)

비 율
(%)

계 223 111 112

성 별
남 184 82.5 96 86.5 88 78.6

여 39 17.5 15 13.5 24 21.4

연 령

20대 20 9.0 13 11.7 7 6.3

30대 50 22.4 25 22.5 25 22.3

40대 80 35.9 45 40.5 35 31.2

50대 이상 73 32.7 28 25.3 45 40.2

학 력

고졸 이하 35 15.7 15 13.5 20 17.9

대학(졸) 145 65.0 77 69.4 68 60.7

대학원(졸) 43 19.3 19 17.1 24 21.4

월소득

100만원 이하 4 1.8 0 0.0 4 3.6

100∼300만원 48 21.5 23 20.7 25 22.3

300∼500만원 92 41.3 44 39.7 48 42.9

500∼700만원 50 22.4 33 29.7 17 15.2

700만원 이상 29 13.0 11 9.9 18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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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처리를 위해 SA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자료

를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통계 분석 절차를 거쳤다. 먼저, 본 연구에

서 측정하고자 하는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

였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도구의 타당성 분석(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설문 응답자로부터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

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α)를

활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여,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

증하였다.

또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초통계

량분석을 실시하고, 연구가설에 사용된 측정변수들 간의 관련성 정도와

방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검증을 위한 다양한 모형에 대하

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과

조절변수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경우, 1단

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만을 투입하여, 모형과 계수의 유

의성을 확인하고, 2단계 회귀분석에서 조절변수인 정부의 두가지 정책

변수를 추가 투입하여 조절변수의 영향을 분석한다. 3단계에서는 조절변

수와 독립변수의 상호작용항(총 8개)들을 투입하여 모형의 유의성 및 결

정계수 변화량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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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측정도구의 타당성 분석

타당성은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는가를 말한다.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요인분석은 변수 간의 상관을 기초로 변수들 속에

내재된 공통 차원을 찾아내어 변수를 보다 적은 수의 구조로 축약하기

위한 통계분석방법이다.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은 무수히 많은 관

찰 변수의 특성을 가장 잘 대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상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효율성을 갖는다(김효창,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처음에 설계된 모형이 설문조사 결과와 잘 부

합하는지, 변수끼리의 공통 차원을 찾아내어 모형에 얼마나 적합하지에

대해 본 분석에 앞서 사전에 먼저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추출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회전방법은 요인축

을 직각으로 회전시키는 배리멕스(varimax) 직교회전법을 사용하였다.

고유값(Eigen value)은 특정 요인에 관련된 표준화된 분산값을 나타내

며,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는 각 변수와 요인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요인과 문항의 선택기

준은 고유값 1.0 이상, 요인적재치는 0.40 이상이면 유의미한 변수로 간

주하며 0.50을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 독립변수에 대하여 각각 요인분석을 실시하

여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1차 요인분석을 통해 요

인적채치가 0.50 이상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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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속변수의 요인분석

종속변수인 수소차의 구매 의도 설문 항목은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항목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3-4>와

같다. 고유값이 1 이상인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이것은 수소차의 구

매 의도라는 항목으로 세부 설문항목이 적합하게 잘 반영함을 의미한다.

<표 3-4> 종속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설문 문항 Factor1

구매 의사

구매 의도 0.936
구매 권유 0.928
시간 투자 0.926
우선 순위 0.912

고유값 3.426

2. 독립변수의 요인분석

독립변수인 수소차 외적 속성의 설문 항목은 경제성 3문항, 기능성 4

문항, 서비스 3문항, 가치성 4문항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항목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3-5>와 같이 고

유값이 1 이상인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러나, 아래 독립변수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당초 설계된

연구모형대로 하위 설문항목들이 적합하게 분석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경제성의 하위 설문항목인 차량가격, 유지관리비, 연비의 설문항목

은 요인분석 결과 모두 0.7 이상으로 적합하게 하나의 개념으로 추출되

는 반면, 기능성은 하위 설문항목인 승차감, 안전성, 출력, 첨단기능의 4

가지 항목에 더하여 당초 가치성의 하위 설문항목으로 설정된 디자인의

설문 항목과 같이 요인분석 값이 0.6이상으로 같은 개념으로 묶이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설문 응답자들이 수소차의 디자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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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당초 환경성 등과 같이 수소차에 대해 사용자가 느끼는 가치에

대한 인식보다, 자동차의 또 하나의 기능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서비스의 하위항목인 충전용의성, 보증기간, A/S 인프라 설문

항목 중 충전용의성은 어느 상위 항목과도 하나의 개념으로 추출되지 못

했으며, 오히려, 당초 가치성 하위 설문 항목으로 설계된 제조사 신뢰도

가 기존의 서비스의 하위항목과 같은 개념으로 묶이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요인분석 값은 모두 0.6 이상) 이것은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수소차

의 보증기간, A/S 인프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고, 이것은

수소차 생산 기업인 “H”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같이 이어짐으로

이 세가지 하위 설문 항목이 같은 개념으로 추출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존 설계 모형에서 마지막 외적 속성인 가치성의 하위 항

목중 환경성과 얼리어답터는 서로 밀접한 개념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표 3-5> 독립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설문 문항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기능성

안전성 0.835 0.227 0.070 0.067
첨단기능 0.764 0.172 0.172 0.080
승차감 0.753 0.223 -0.013 0.155
출력 0.659 0.014 0.313 0.250

가치성 디자인 0.647 0.104 0.277 0.126

경제성
유지관리비 0.099 0.826 0.111 0.097
연비 0.210 0.808 0.104 0.129
차량가격 0.130 0.752 0.194 -0.013

서비스
충전용의성 0.183 0.332 0.215 0.002
보증기간 0.071 0.153 0.841 -0.016
A/S 인프라 0.200 0.147 0.838 0.006

가치성
제조사 신뢰도 0.258 0.275 0.660 0.133
환경성 0.201 0.006 0.011 0.857
얼리어답터 0.164 0.153 0.057 0.842

고유값 2.984 2.296 2.16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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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인분석을 결과에 따라, 당초 설계된 연구 모형에서 서비스 하위

설문항목인 충전편의성 항목을 삭제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 3-6>과 같다.

<표 3-6> 수정된 독립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설문 문항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기능성

안전성 0.839 0.197 0.068 0.073
첨단기능 0.768 0.161 0.175 0.077
승차감 0.758 0.213 -0.009 0.154
출력 0.659 0.014 0.316 0.243
디자인 0.649 0.088 0.279 0.126

경제성
유지관리비 0.117 0.839 0.131 0.085
연비 0.227 0.804 0.120 0.123
차량가격 0.146 0.748 0.209 -0.019

서비스
보증기간 0.076 0.146 0.847 -0.022
A/S 인프라 0.204 0.114 0.837 0.011
제조사 신뢰도 0.265 0.267 0.667 0.128

가치성
환경성 0.199 0.003 0.010 0.859
얼리어답터 0.165 0.151 0.059 0.843

고유값 2.995 2.156 2.155 1.598

3. 연구모형 수정

수정된 요인분석 결과, 설문 항목 중 디자인을 기능성 변수의 세부 지

표로 묶고, 제조사 신뢰도는 서비스 변수의 세부 지표로 수정하여 연구

모형을 재설정하였고, 가치성의 하위 항목은 기존 4개에서 환경성과 얼

리어답터 항목 2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요인분석 결과 당초 설계된 연구 모형에서 독립변수의 하위

항목 설정이 아래 <그림 3-2>와 같이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

단되며, 다음 내용인 본격적인 연구 분석 및 결과, 결론에는 수정된 연구

모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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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수정된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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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분석 과정에서의 편의성을 위해 종속변수, 독립변수, 조절

변수에 아래 <표 3-7>과 같이 접두 기호를 명명하고 변수들을 재설정

하여 분석을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표 3-7> 변수의 재설정

변 수 세부지표

종속
변수

a. 구매 의도

a.1. 구매 의사 (재)구매의사

a.2. 구매 권유 주변에 구매권유 의사

a.3. 시간 투자 구매를 위해 시간 투자 의향

a.4. 우선 순위 우선순위

독립
변수

b.1. 경제성

b.1.1. 차량가격 차량 가격이 합리성

b.1.2.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 적정성

b.1.3. 연비 연비 적정성

b.2. 기능성

b.2.1. 승차감 승차감 선호도

b.2.2. 안전성 안전성 선호도

b.2.3. 출력 출력 및 최고속도 선호도

b.2.4. 첨단기술 첨단기술 선호도

b.2.5. 디자인 디자인 선호도

b.3. 서비스

b.3.1. A/S 인프라 A/S 인프라 편의성

b.3.2. 보증기간 보증수리기간의 적정성

b.3.3. 제조사 신뢰도 제조사에 대한 신뢰수준

b.4. 가치성
b.4.1. 환경성 환경보호의 기여도

b.4.2. 얼리어답터 사용자 얼리어답터 성향 만족 여부

조절
변수

c.1. 충전소 거리 충전소까지의 거리(시간)

c.2. 구매 보조금 지자체 지급 구매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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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분석 및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1. 종속변수

수소차의 구매 의도를 측정하는 종속변수는 총 4가지 질문에 대한 응

답을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

지의 5점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수소차의 구매 의도 세부지표의 평균

값은 3.39(시간 투자)부터 3.54(우선 순위)까지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준편차는 평균이 제일 높았던 “우선 순위” 지표가 가장 작게

나타나, 응답자들이 비교적 유사한 수준으로 수소차 구매시 “우선 순위”

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한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은 아

래의 <표 4-1>와 같다.

<표 4-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변 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세부 지표

구
매
의
도

평 균 3.48 1.130 -0.54 -0.55

a.1. 구매 의사

223

3.46 1.230 -0.79 -0.41

a.2. 구매 권유 3.52 1.252 -0.62 -0.56

a.3. 시간 투자 3.39 1.226 -0.65 -0.40

a.4. 우선 순위 3.54 1.174 -0.68 -0.43

<그림 4-1>은 종속변수인 구매 의도의 세부지표 값들이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 보여주고 있다. 모든 세부지표들의 왜도가 –0.62에서 –0.79으

로 나타나 더 높은 점수 쪽으로 응답치가 꽤 치우쳐 있는 형태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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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응답자들이 수소차의 구매 의

도를 높은 수치로 응답하고 있고,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응답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4-1> 종속변수 세부지표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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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독립변수들은 총 4가지 변수들을 각각 2∼5가지로 세부 지표로 나눠서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

다.”(5점)까지의 5점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경제성의 경우, 세부지표의 평균값은 3.02(차량가격)부터 3.40(연비)까

지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차량가격” 지표(1.196)

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유지관리비”와 “연비”는 비슷한 수준의 표준편

차를 나타났다.

기능성의 경우, 평균은 3.48(출력)부터 3.89(첨단기능)까지의 값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디자인” 지표(0.972)가 가장 작게 나타

났으며, “출력”(1.100)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기능성 변수는 경제성 변수

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가장 작아 응답자들이

수소차의 기능성 부분에 대체적으로 고르게 높게 평가함을 알 수 있다.

서비스의 경우, 평균이 다른 변수에 비해 월등하게 낮게 나왔다. 구체

적으로 3가지 세부 지표 모두 2점대로 낮은 점수이고, 이 중, “보증기간”

에 응답자의 불만이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응답자들에 대

한 서비스 세부지표에 대한 점수가 오프라인보다 0.5점 이상 낮게 나옴

을 알 수 있는데, (서비스 지표 평균 : (온라인) 2.09 / (오프라인) 2.63)

이것은 온라인 카페라는 SNS의 특성상 수소차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지

수에 대한 표출 환경이 조성되어, 해당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A/S인프라와 보증기간, 이에 따른 제조사에 대한 불만이 높아

지는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변수인 가치성은 서비스 변수와 반대로 4점대의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이것은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의 친환경차의 이미지와 첨단 미

래 기술들의 집합체라는 수소차에 대하여 사용자들이 느끼는 가치성이

대부분 긍정적이기 떄문에 기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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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의 외적 속성에 대한 사용자들의 응답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

재 수소차의 다양한 외적 속성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은 대체적으로 경

제성, 기능성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 특히, 환경과 미래를 생

각하는 가치로 한정한 가치성 부분은 제일 큰 점수를 받고 있다. 반면에

서비스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 이것은 수소차의 제

조사가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인식할 수 있다. 상세한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은 아래의 <표 4-2>와 같다.

<표 4-2>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변 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

세부 지표

경
제
성

평 균 3.28 0.913 -0.52 -0.17

b.1.1. 차량가격

223

3.02 1.196 -0.85 0.07

b.1.2. 유지관리비 3.40 1.054 -0.51 -0.19

b.1.3. 연비 3.40 1.041 -0.61 -0.17

기
능
성

평 균 3.71 0.797 0.18 -0.55

b.2.1. 승차감

223

3.83 1.033 -0.25 -0.63

b.2.2. 안전성 3.74 1.036 -0.32 -0.50

b.2.3. 출력 3.48 1.100 -0.39 -0.50

b.2.4. 첨단기능 3.89 0.980 0.75 -0.92

b.2.5. 디자인 3.62 0.972 0.14 -0.62

서
비
스

평 균 2.36 0.851 -0.03 0.48

b.3.1. A/S 인프라

223

2.21 0.910 0.18 0.62

b.3.2. 보증기간 2.01 1.016 -0.37 0.68

b.3.3. 제조사 신뢰도 2.86 1.150 -0.88 0.17

가
치
성

평 균 4.28 0.913 3.80 -1.42

b.4.1. 환경성
223

4.52 0.733 3.69 -1.71

b.4.2. 얼리어답터 4.09 0.812 1.25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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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는 경제성 세부지표들의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 보여주고

있다. 경제성 내 세부지표들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인 ‘차량가격

(3.02)’만 왜도가 (+)값이나, 3가지 지표들이 모두 ±0.02 이하로 비교적

좌우대칭의 모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 독립변수(경제성) 세부지표의 분포도

<그림 4-3>은 기능성의 세부지표들이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 나

타내는 그림이다. 앞선 경제성의 세부지표들과는 달리, 기능성의 세부지

표들은 많은 응답자들이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로 응답하였으며 왜도값이

–0.50에서 –0.92까지로 높은 점수쪽으로 많이 치우친 형태를 나타내고

있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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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독립변수(기능성) 세부지표의 분포도

<그림 4-4>은 서비스의 세부지표들이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 나

타내는 그림이다. 앞서 평균과 표준편차 기술통계량에서도 언급했듯이

서비스의 세부지표들은 대부분 2점대의 낮은 점수의 응답을 보이고, 왜

도 값도 0.17에서 0.68까지로 낮은 지표 쪽으로 쏠려 있는 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보증기간 세부지표는 제일 낮은 점수인 1점

이 가장 많이 응답되고 있음을 보아, 수소차 보증기간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가장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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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독립변수(서비스) 세부지표의 분포도

<그림 4-5>는 가치성의 세부지표들이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 나

타내는 그림이다. 서비스의 세부지표와는 반대로 대부분 4점 이상의 높

은 점수의 응답률이 가장 크고, -0.83에서 -1.71까지로 높은 지표쪽으로

쏠려 있는 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환경성 지표는

가장 높은 점수인 5점의 응답률이 가장 큰 것으로 보아,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환경성에 수소차의 가치를 가장 높이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5> 독립변수(가치성) 세부지표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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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절변수

조절변수는 2가지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충전소 거리는 응답자가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수소충전소까지 걸리는 시간을 10분 이내(5점)부터

120분 이상(1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평균 3.39점으로 측정된

것으로 보아, 충전소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30분 내외임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조절변수인 구매 보조금은 응답자가 차량 구매시 보조받은

지자체 기준 보조금을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평균값은

1,256만원이고 표준편차는 332만원 수준으로 나타났고, 최소값은 750만

원, 최대값은 2,000만원으로 분포되었다. 조절변수의 기술통계량은 아래

의 <표 4-3>에 정리되어 있다.

<표 4-3> 조절변수의 기술통계량

변 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c.1. 충전소 거리
223

3.39 1.181 -0.66 -0.37

c.2. 구매 보조금 1,256.01 331.707 -0.09 0.83

아래의 <그림 4-6>은 조절변수들이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 나타

내는 그림으로, 두 변수 공통으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퍼져있는 형태를

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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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조절변수의 분포도



- 50 -

제 2 절 신뢰도 분석

신뢰도(Reliability)란 동일한 측정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

일한 측정값을 얻을 확률을 말하며, 추정방법에는 재검사법, 복수양식법,

반분법, 내적일관성 분석법 등이 있다. 내적일관성 분석법은 동일한 개념

을 측정하는 항목인 경우에 그 측정결과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

에 따라 일관성이 없는 항목, 즉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 배제시

키는 방법이다.(김계수, 2010).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현

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는 크론바하의 알파(Cronbach’s

alpha)값이며, 통상 그 값이 0.6이 넘어야 신뢰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생각된다(남궁근, 2014). 또한, 통상 그 값이 0.7 이상이면 아주

신뢰할 만 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김계수, 2010). 변수 X에 대한 크론바

하의 알파 값은 아래와 같은 식에 의해서 계산된다.









 








  크론바하의알파
  독립변수        
  독립변수를구성하는 번째세부지표
  독립변수를구성하는세부지표의수
  변수혹은지표의분산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종속변수와 4개의 독

립변수들의 크론바하의 알파 값이 0.704에서 0.944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4-4>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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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신뢰도 분석 결과

변 수 Cronbach’s
α

문항수
항목이 제거된
Cronbach’s α구분 세부 지표

종속
변수

a. 구매 의도

a.1. 구매 의사

0.944 4

0.921

a.2. 구매 권유 0.927

a.3. 시간 투자 0.925

a.4. 우선 순위 0.934

독립
변수

b.1. 경제성

b.1.1. 차량가격

0.780 3

0.775

b.1.2. 유지관리비 0.651

b.1.3. 연비 0.678

b.2. 기능성

b.2.1. 승차감

0.837 5

0.808

b.2.2. 안전성 0.778

b.2.3. 출력 0.814

b.2.4. 첨단기능 0.795

b.2.5. 디자인 0.825

b.3. 서비스

b.3.1. A/S 인프라

0.778 3

0.625

b.3.2. 보증기간 0.692

b.3.3. 제조사 신뢰
도

0.776

b.4. 가치성
b.4.1. 환경성

0.704 2
-

b.4.2. 얼리어답터 -



- 52 -

제 3 절 상관 분석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은 어떤 변수가 타 변수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가

지고 변화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이 된다. 이러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은 특정변수의 분산 중에서 다른 변수와 같이 변화하는 분산이 어

느 정도 되는지에 좌우된다. 변수들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아래 <표 4

-5>에 정리되어 있다.

<표 4-5> 변수들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 a b.1 b.2 b.3 b.4 c.1 c.2

종속
변수 a. 구매의도 1

독립
변수

b.1. 경제성 0.501** 1

b.2. 기능성 0.494** 0.403** 1

b.3. 서비스 0.344** 0.419** 0.448** 1

b.4. 가치성 0.334** 0.204** 0.387** 0.153* 1

조절
변수

c.1. 충전소거리 0.612** 0.242** 0.250** 0.198** 0.238** 1

c.2. 구매보조금 0.229** 0.092 0.049 0.023 0.041 0.202** 1

*p<0.05; **p<0.01; ***p<0.001; 음영 표시된 변수는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변수들의 하위 요인들간의 상관관계 결과를 살펴보면 4개의 독립변수

(경제성, 기능성, 서비스, 가치성)와 2개의 조절변수(충전소 거리, 구매

보조금) 모두가 종속변수인 수소차의 구매 의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4개의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이지만, 대체로 0.5 이하로 통계적으로 분석에 문제가 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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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본 연구에서 주된 관심을 가지는 조절변수 중 충전소 거리는 다른 독

립변수와 모두 약한 상관관계(0.198에서 0.250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구매 보조금은 독립변수와 어떠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타나내

지 않았다. 또한, 2개의 조절변수간은 약한 상관관계(0.202)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 독립변수 등을 모두 같은 단일 소스의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게 됨으로써, 자칫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동일방법편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Harman의 단일요인(Harman's Single-Factor Test) 검정

을 수행하였다. 본 방법은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회전 전 해(unrotated so

lution)내에 하나의 지배요인(one dominant factor)이 존재하는지를 평가

하는 기법이다. <표 4-6>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요인들의 설명 분산의

비율이 12.86%에서 28.16%로 상대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인 비율을 차지

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종속변수를 포함한 요인분석 결과

　설문 문항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고유값 3.493 3.036 2.166 2.115 1.595

% of Var 28.16 24.47 17.46 17.05 12.86

또한, 일반적으로 잠재변수간의 상관관계 계수 높은 경우(0.9 이상) 동

일방법편의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서 <표 4-5>의 상관관계 분

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 계수가 0.612로 매우 높

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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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회귀분석 및 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4개의 독립변수인 수소차의 외적 속성과 조절변수인 정

부의 정책 2가지가 종속변수인 수소차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수소차의

구매 의도에 대한 수소차의 외적 속성과 정부의 정책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단계별 과정은 아

래와 같다.

첫째, 회귀모형에 경제성, 기능성, 서비스, 가치성이라는 4개의 수소차

의 외적 속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와 인구통계학적 변수 뿐만 아니라 등

록 지역, 연도까지를 포함한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

이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충전소 거리, 구매 보조금이라는 2개의 정부

의 정책을 나타내는 조절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모형의 설명력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며 종속변수의 회귀계수를 확인한다. 셋째,

2가지의 조절변수와 독립변수의 각 상호작용항들을 추가로 모형에 투입

하고, 설명력의 변화 및 회귀계수를 확인한다. 이러한 각 단계별 회귀모

형을 간단한 식으로 나타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조절변수,  : 통제변수 )

총 세 단계의 다중회귀분석 모형에 있어서 구체적인 통계적 검정절차

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모형의 유의성을 확인하는 F검정을 통해 모형

의 유의성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각 변수별 회귀계수에 대한 t검정을 실

시하여 변수의 유의성을 확인한다. 2단계, 3단계 모형은 전 단계 모형에

서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므로, 결정계수 R2adj의 변화량과 그에 대한 F검

정을 통해 설명력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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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모형분석 : 가설1의 검증

성별, 연령, 학력, 소득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변수 및 수소차의 등

록지역, 연도 변수까지 통제한 가운데 1단계 모형으로 독립변수인 4개의

수소차의 외적 속성 변수를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수소차의 구매 의도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수소차의 외적 속성은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1을 검증하고자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표 4-7> 1단계 모형 분석 결과

변 수
비표준화계수

t p-value

다중공선성
진단

B 표준오차 공차 VIF

독립
변수

b.1. 경제성 0.395*** 0.080 4.94 <.0001 0.715 1.399

b.2. 기능성 0.361*** 0.108 3.35 0.001 0.517 1.935

b.3. 서비스 0.091 0.089 1.02 0.309 0.657 1.521

b.4. 가치성 0.222* 0.107 2.07 0.040 0.721 1.387

통제
변수

성별 -0.032 0.174 -0.18 0.856 0.870 1.149

연령 0.017 0.075 0.22 0.826 0.745 1.342

학력 0.062 0.118 0.53 0.599 0.783 1.277

소득 0.014 0.077 0.19 0.852 0.654 1.530

설문방식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지역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등록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R2adj 0.415

F (p-value) 5.36 (<.0001)

*p<0.05; **p<0.01; ***p<0.001; 음영 표시된 변수는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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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단계 회귀모형에 대한 F값은 5.36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01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

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독립변수인 수소차의 외적 속성과 통제변수가 종

속변수인 수소차의 구매 의도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정도인 수정 R2

값이 0.415로 나타났다. 이는 회귀모형이 종속변수를 41.5% 정도를 설명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ior) 분석 결과, 모두 10 미만으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수소차의 외적 속성 4가지

변수 중에서 경제성(t=4.94, p<0.001)과 기능성(t=3.35, p<0.001), 가치성

(t=2.07, p<0.05)이 구매 의도에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서비스는 수소차의 구매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

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수소차의 구매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세가지 요인중 경제성이 비표준화 계수가 가장 크게 타나났으며

(β=0.395), 다음으로 기능성(β=0.361), 가치성(β=0.22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변수들의 값이 동일할 때 경제성, 기능성, 가치성

순으로 수소차의 구매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수소차의 외적 속성 중 경제성과, 기능성, 서비스가 높을수록 구

매 의도가 높아지므로 수소차의 외적 속성이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1은 일부 지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립변수 뿐 만 아니라, 모형에 투입된 통제변수도 종속변수와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본 결과, 어떤 변수도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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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모형분석 : 가설 2의 검증

2단계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만이 포함된 1단계 모형에서

조절변수인 정부의 2가지 정책, 즉 충전소 거리, 구매 보조금 변수를 추

가로 투입하였다. 이로써 ‘정부의 수소차 활성화 정책은 구매 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2를 검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8>과 같다.

<표 4-8> 2단계 모형 분석 결과

변 수
비표준화계수

t p-value

다중공선성
진단

B 표준오차 공차 VIF

독립
변수

b.1. 경제성 0.298*** 0.066 4.52 <.0001 0.698 1.433

b.2. 기능성 0.270** 0.088 3.05 0.003 0.510 1.962

b.3. 서비스 0.035 0.073 0.48 0.632 0.654 1.530

b.4. 가치성 0.107 0.088 1.21 0.227 0.708 1.413

조절
변수

c.1. 충전소 거리 0.453*** 0.048 9.35 <.0001 0.776 1.288

c.2. 구매 보조금 0.309* 0.180 1.72 0.047 0.714 1.400

통제
변수

성별 -0.133 0.143 -0.93 0.354 0.862 1.160

연령 0.070 0.062 1.13 0.260 0.729 1.371

학력 0.025 0.097 0.26 0.796 0.780 1.282

소득 -0.014 0.063 -0.22 0.825 0.652 1.534

설문방식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지역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등록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R2adj 0.614

F (p-value) 11.03 (<.0001)

*p<0.05; **p<0.01; ***p<0.001; 음영 표시된 변수는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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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단계 회귀모형에 대한 F값은 11.03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0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

임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변수, 독립변수 뿐만 아니라 조절변수까지 종

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정도인 수정 R2 값이 0.614로 나타났

다. 이는 회귀모형이 종속변수를 61.4% 정도를 설명할 수 있음을 나타낸

다. 아울러,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VIF 10 미만)

2단계 모형에서의 변수별 유의성은 1단계 모형과 약간 차이를 발생했

는데,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수소차의 외적 속성 4

가지 변수 중에서 경제성(t=4.52, p<0.001)과 기능성(t=1.72, p<0.01) 만

구매 의도에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단계 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가치성(t=1.21, p>0.05)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또한, 조절변수인 충전소 거리(t=9.35, p<0.001)과 구매 보조금(t=3.05,

p<0.05) 모두 수소차의 구매 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수소차의 구매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비표준화

계수를 살펴보면, 조절변수인 충전소 거리가 가장 큰 비표준화 계수를

나타냈으며(β=0.453), 다음으로 경제성(β=0.298), 기능성(β=0.270)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수소차 확충 정책인 충전인프라 확충, 즉 충전소

거리가 수소차의 구매 의도에 다른 변수보다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충전소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수

소차의 구매 의도는 크게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조절변수인 충전소 거리가 가깝고, 구매 보조금이 많을수록 수소

차의 구매 의도가 높아지므로 정부의 수소차 확대 정책이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2는 모두 지지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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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모형분석 : 가설 3, 4의 검증

조절변수의 조절효과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은 서로 다른 두 집

단의 상관계수(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의 정도)를 비교하는 부분

집단 상관관계분석(subgroup correlation analysis)과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으로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 속성에 따

라 집단을 구분하여 관련변수와 상관관계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의 기본적인 개념은 속성이 다른 집단은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는 차

별적 타당성(differential validity)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위계적 회

귀분석 방법은 회귀식에 변수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조절효

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변수를 독립변수와 곱셈으로 결합한 항목으로 추

가했을 때 설명력 R2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가의 여부를 통

해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Stone과 Anderson(1994)에 의하면 조절

변수가 연속변수(continuous varialbles)일 경우에는 위계적 회귀분석방

법이 부분집단 상관관계분석에 비해 통계적 강도가 보다 강하다.

모형I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포함시킨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효

과를 확인하였다. 모형II에서는 모형I이 변수들에 조절변수를 추가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주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III

에서는 2단계 변수에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조

절변수들의 구체적인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상호작용항을 회귀식에 넣을 경우 불가피하게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중심화법(Mean

Centering Technique)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변수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

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다중공선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한다. 평균

중심화법을 사용하더라도 R2이나 회귀계수의 값은 변함이 없으므로 다

중공선성 문제는 상호작용항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형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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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전인프라 확충 변수의 조절효과 검증

3단계 모형에서는 조절변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단계 모형에

서 추가적으로 조절변수 중 충전소 거리와 독립변수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이로써 ‘충전 인프라 확충은 수소차의 일부 외적 속성과 구

매 의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3을 검증하고자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9>과 같다.

<표 4-9> 3단계 모형 분석 결과 I

변 수
모형I 모형II 모형III

B p-value B p-value B p-value

독립
변수

b.1. 경제성 0.395*** <.0001 0.306*** <.0001 0.693*** 0.001

b.2. 기능성 0.361*** 0.001 0.264** 0.003 0.142 0.528

b.3. 서비스 0.091 0.309 0.037 0.613 0.392 0.104

b.4. 가치성 0.222* 0.040 0.105 0.240 -0.053 0.792

조절
변수

c.1. 충전소 거리 0.468*** <.0001 0.685* 0.019

상호
작용

c.1 × b.1 -0.122* 0.035

c.1 × b.2 0.035 0.589

c.1 × b.3 -0.100 0.126

c.1 × b.4 0.062 0.349

통제
변수

성별 -0.032 0.856 -0.145 0.313 -0.127 0.372

연령 0.017 0.826 0.056 0.365 0.085 0.171

학력 0.062 0.599 0.018 0.850 0.039 0.688

소득 0.014 0.852 -0.010 0.878 -0.028 0.653

설문방식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지역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등록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R2adj
(∆R2)

0.415
(-)

0.608
(0.193)

0.630
(0.022)

F 5.36*** 11.22*** 10.51***

*p<0.05; **p<0.01; ***p<0.001; 음영 표시된 변수는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 61 -

모형Ⅱ는 독립변수인 수소차의 외적 속성과 조절변수 중 충전소 거리

를 동시에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구매 의도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F값이 11.22(p<0.001)로 나타나 유의미한 회귀모형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절된 R2값은 0.608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충전소 거리 변수

가 구매 의도에 대해 60.8%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소차의 외적 속성과 충전소 거리를 동시에 독립변수로 투입할 경우,

수소차의 외적 속성의 하위 변수 중 경제성(β=0.306, p<0.001)과 기능성

(β=0.264, p<0.01)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절변

수인 충전소 거리도 β값이 0.468(p<0.001)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Ⅲ은 수소차의 4가지 외적 속성과 조절변수인 충전소 거리의 상호

작용항을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형

Ⅲ의 F값은 10.51(p<0.001)로 나타나 유의미한 회귀모형인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수소차의 외적 속성과 충전소 거리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회귀

모형의 설명량을 보여주는 조절된 R2값은 0.608에서 0.630으로 0.022 증

가하여 충전소 거리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충전소 거리와 경제성과의 상호작용항의 β값이 –0.122

(p<0.05)로 나타나 유의미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성이 좋을수록 수소차의 구매 의도가 높아지는 관계에 있어 충

전소 거리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수소차의 외적 속성 중 경제성을 제외한 다른 변수와의 상호작

용항은 유의미한 조절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충전 인프

라 확충은 수소차의 일부 외적 속성과 구매 의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은 일부 지지되었다.

Cohen & Cohen(1983; 양오석·박준민, 2014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일

반적으로 조절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는 상승조절

효과(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의 부호가 모두 같은 방향인 경우)

이며 두 번째는 완충조절효과(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기울기 부호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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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며 상호작용변수의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 세 번째는 대립조절효과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기울기 부호가 같고, 상호작용항의 기울기 부호

가 그 반대인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처럼 수소차

의 경제성과 충전소 거리가 각각 독립변수로 작용할 때는 정(+)의 효과

인 데 반하여 상호작용항이 부(-)의 효과를 갖는 것은 양자 간의 관계가

대립조절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며, 조절변수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

치는 영향의 크기를 줄여주는 작용을 하게 된다. 즉, 나머지 다른 변수의

값이 일정할 때, 조절변수인 충전소 거리가 가까워지면 독립변수인 수소

차의 경제성이 구매 의도에 대한 영향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

다.

부가적으로, 아래 <그림 4-7>와 <표 4-10>에서는 앞서 언급한 충전

인프라 확충 정책의 대립조절효과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 정책의 척도인 충전소 거리에 따라 나눈 세 집단(가장 먼 집단, 중

간 집단, 가장 가까운 집단)에서의 수소차의 경제성 변수와 구매 의도와

의 관계에 대한 분포와 구매 의도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해 보았다.

<그림 4-7> 충전소 거리에 따른 경제성과 구매 의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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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충전소 거리에 따른 구매 의도의 기술통계량

충전소 거리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0분 이내 44 4.31 0.589 3.00 5.00

30∼60분 64 3.29 1.030 1.00 5.00

120분 이상 18 1.74 1.107 1.00 4.00

먼저, 세 집단에서 모두 앞서 가설 1의 검증에서 언급했듯이 수소차의

외적 속성인 경제성과 구매 의도와의 정(+)의 영향을 잘 나타나고 있고,

(우상향 그래프) 가설 2의 검증에서 언급했듯이 충전소 거리가 가까워질

수록 구매 의도가 평균적으로 높아짐으로써 충전소 거리와 구매 의도와

의 정(+)의 영향도 나타내고 있다.(그래프의 중간값이 상향) 반면, 세 집

단의 경제성과 구매 의도간의 각각의 회귀식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충전

소 거리가 가까운 집단(적색→흑색→청색)일수록 그 값(0.771→0.558→

0.172)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경제성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앞서 가설 3의 검증에

서 언급했듯이 충전소 거리라는 조절변수의 조절효과를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충전소 거리가 가까운 집단에서는 수소차의 구매 의

도가 평균적으로 매우 높고 그 편차가 작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경제

성이라는 수소차의 외적 속성이 구매 의도에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수소차의 구매 의

도가 낮은 반면에 그 편차가 커서 수소차의 경제성이 구매 의도에 미치

는 영향이 커지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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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 보조금 변수의 조절효과 검증

3단계 모형으로 두번째 조절변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단계

모형에서 추가적으로 조절변수 중 구매 보조금과 독립변수와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이로써 ‘구매 보조금은 수소차의 일부 외적

속성과 구매 의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4을 검증하고

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1>과 같다.

<표 4-11> 3단계 모형 분석 결과 II

변 수
모형I 모형II 모형III

B p-value B p-value B p-value

독립
변수

b.1. 경제성 0.395*** <.0001 0.373*** <.0001 0.558* 0.048

b.2. 기능성 0.361*** 0.001 0.366*** 0.001 0.796* 0.032

b.3. 서비스 0.091 0.309 0.083 0.345 -0.004 0.990

b.4. 가치성 0.222* 0.040 0.219* 0.038 -0.079 0.862

조절
변수

c.2. 구매 보조금 0.626** 0.004 1.245 0.459

상호
작용

c.2 × b.1 -0.143 0.538

c.2 × b.2 -0.326 0.235

c.2 × b.3 0.065 0.809

c.2 × b.4 0.217 0.547

통제
변수

성별 -0.032 0.856 -0.015 0.931 -0.033 0.848

연령 0.017 0.826 0.048 0.524 0.044 0.556

학력 0.062 0.599 0.073 0.532 0.065 0.576

소득 0.014 0.852 0.004 0.956 0.016 0.839

설문방식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지역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등록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R2adj
(∆R2)

0.415
(-)

0.440
(0.025)

0.449
(0.009)

F 5.36*** 5.68*** 5.02***

*p<0.05; **p<0.01; ***p<0.001; 음영 표시된 변수는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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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Ⅱ는 독립변수인 수소차의 외적 속성과 조절변수 중 구매 보조금

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구매 의도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F값이 5.68(p<0.001)로 나타나 유의미한 회귀모형인 것으로 분

석되었고, 조절된 R2값은 0.440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구매 보조금 변수가

구매 의도에 대해 44.0%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소차의 외적 속성과 구매 보조금를 동시에 독립변수로 투입할 경우,

수소차의 외적 속성의 하위 변수 중 경제성(β=0.373, p<0.001)과 기능성

(β=0.366, p<0.001)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절변

수인 구매 보조금도 β값이 0.626(p<0.01)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Ⅲ은 수소차의 4가지 외적 속성과 조절변수인 구매 보조금의 상호

작용항을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형

Ⅲ의 F값은 5.02(p<0.001)로 나타나 유의미한 회귀모형인 것으로 분석되

었으며, 수소차의 외적 속성과 구매 보조금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회귀

모형의 설명량을 보여주는 조절된 R2값은 0.440에서 0.449으로 0.009 증

가하여 구매 보조금의 조절효과가 아주 미미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

된다. 다만, 구매 보조금과 수소차의 외적 속성 4가지의 상호작용항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찾을 수는 없었다. 즉, 정부의 수소차 확충 정책 중 구

매 보조금은 수소차의 외적 속성과 구매 의도와의 관계에 유의미하게 미

치는 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설 4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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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 수소차의 외적

속성과 구매 의도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

다. 첫째, 수소차의 4가지 외적 속성 중 경제성, 기능성, 가치성이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은 일부 지지되었다. 둘째,

정부의 수소차 보급 정책인 충전 인프라 확충과 구매 보조금은 모두 구

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는 모두 지지되었다. 마지

막으로 수소차의 외적 속성과 구매 의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충전소 거리

는 일부 수소차의 외적 속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 조절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은 일부 지지되었으나, 구매 보조금은 어떠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4는 기각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화여

가설을 검증하면 아래 <표 4-12>과 같다.

<표 4-12> 가설의 검증결과

구 분
모형
단계

가 설 검증
결과번호 내 용

직접
효과

1단계

1-1
수소차의 외적 속성 중 경제성은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1-2
수소차의 외적 속성 중 기능성은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1-3
수소차의 외적 속성 중 서비스는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4
수소차의 외적 속성 중 가치성은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2단계
2-1

정부의 정책 중 충전 인프라 확충은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2-2
정부의 정책 중 구매 보조금은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조절
효과

3단계
3

충전 인프라 확충은 수소차의 일부 외적 속성과
구매 의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지지

4
구매 보조금은 수소차의 일부 외적 속성과 구매
의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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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수소차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자동차가 가지

고 있는 외적 속성과 수소차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으

로 크게 구분하여, 하위의 세부 요인들이 구매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고 이 세부 요인 간에도 상호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구체적으로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수소차의

구매 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수소차가 가지는 외적 속성으로 경제

성, 기능성, 서비스, 가치성으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정부

의 수소차 확대 정책으로 충전인프라 확충, 구매 보조금 정책을 조절변

수로 보고 각 변수 간의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수소차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

한 대한 실증적 경험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실증분석을 시행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수소차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형

태를 취하였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설문을 병행하여 실시하여, 총 223개

의 응답자료를 얻었다. 이 설문지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항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나, 최초 설계된

연구 모형에 대하여 일부 요인간의 타당성 미흡에 따라 연구 모형의 수

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수정된 연구 모형에 따라, 당초 설정된 가설 검증

을 수행하였다. 가설 검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소차의 외적 속성이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부분 지지되었다. 수소차의 외적 속성의 4가지 하위 요인 중

경제성, 기능성, 가치성은 구매 의도에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의 절대적인 크기는 위계적 회귀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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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경제성, 기능성, 가치성의 순서로 영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기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차의 속성

과 구매 의도와 관련한 선행연구(송봉석, 2015)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

는 결과로, 기본적으로 경제성 등의 외적 속성 자체가 자동차의 구매 의

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아직도 국내 수소

차 보급이 이제 겨우 만대를 돌파한 수준으로 볼 때, 수소차의 초기 보

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시장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수소차의 구매에 있

어서 수소차의 여러 외적 속성 중 정부 보조금에 기반한 합리적인 차량

구매 가격, 높은 효율의 연비, 합리적인 유지관리비 등의 경제성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설문조사의 연구대상 범위의 한계는 일부 있으나, 조사 결과에서

에서 나타나듯이, 수소차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만도는 A/S 인프라, 보증

수리기간 등의 서비스 측면에 집중되었다. 이것은 제조사에 대한 신뢰도

에도 동일하게 악영향이 미쳤고, 이로써 구매 의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서비스는 낮게 인식하고 있는 영향으로 서로 간에 통계적인 유의미한 영

향력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자동차의 서비스가 구매 의도나 만족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의 내용과는 일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로 투입된 2가지 정부의 수소차 확대 정책,

즉 충전인프라 확충과 구매 보조금 또한 구매 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2’은 모두 지지되었다. 특히, 정

부의 정책 중 수소충전소 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는 척도로 검증하고자 한

충전인프라 확충 정책은 수소차의 구매 의도에 다른 어떠한 요인보다 가

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수소차라는 자동차의 특성

상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는 수소 연료의 공급의 편의성 부분이 절대적인

부분이고, 이것은 현재까지 수소차 보급에 있어서 충전 인프라의 확충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전체 설문조사 응답자의 22%(49명) 수준이 평균적으로 충전소까지

편도 1시간 이상이나 걸리고 있다는 결과를 볼 때, 아직까지 수소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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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초기의 현실에서 충전 인프라 확충이 얼마나 큰 사용자들에 대한 이

슈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또 다른 조절변수으로 분석된 구매 보조금도 수소차의 구매 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충전 인프라 변수보다는 그 영향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매 보조금이란 것

이 수소차를 등록한 지역에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수

소차 이용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제한되어 있는 요인이다. 즉, 해당 지역

의 지자체 구매 보조금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수소차의 구

매 가격이 낮을수록 구매 의도가 높아지는 현상은 나타나지만, 그 영향

정도는 제한적이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정부의 수소차 확대 정책이 수소차의 외적 속성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 변수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3’이 일부 지지되었다.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조

절변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소차의 구매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충전인프라 확충으로 나타났으며, 수소차의 외적 속성 요인 중

경제성과의 상호작용항이 음수의 회귀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경

제성이 수소차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충전인프라 확충 정책이 대

립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충전인프라 확충 정책의

혜택이 높은 사용자, 즉 충전소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응답자들이 반대의

응답자들에 비해 수소차의 경제성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소차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정(+)의 영향)은 충전소까지

의 거리가 먼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수소차의 구매 의도라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독립변수인 수소차의 다양한 외

적 속성과 조절변수인 정부의 정책들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충전인프라 확충 정책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구매 의도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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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이 다른 요인들보다 압도적으로 크게 작용함으로써, 다양한 수소

차의 외적 속성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시키는 조절효과까지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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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큰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대표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수소경제’ 이다. 이에 따른 정부의 다양한 정책은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대규모 예산 투입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소차 구매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방식

과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때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수소차 보급을 위한 직·간접적인 보조 정책이 수소차

의 구매 의도나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정책 추진 효과로 이뤄지는지에 대

한 영향 검토가 전무한 상태이고, 또한, 수소차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

성들이 자체적으로 또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종합적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수소차 확

대 보급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살펴보고, 이와 대비되어 시

장에서 더욱 치중해야할 수소차의 주요 가치 및 속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배경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추가로 고찰해 볼 수 있는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해 볼 수 있다.

첫째, 수소차의 기본적인 외적 속성들이 구매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상대적인 크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4

가지 수소차의 외적 속성 중에 경제성, 기능성, 가치성이 구매 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줌을 확인하였고, 그 중에서도 자동차의 가격, 연

비, 유지관리비 등 경제적인 관점이 가장 크게 수소차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현재와 같이 전기차, 수소차 등과

같은 친환경차의 초기 보급 시기에는 자동차의 구매 유도를 위해서는 경

제적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보조 수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수소차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다양한 친환경차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직접적인 구매

보조금 및 각종 세제 혜택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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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봐야 할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아닌 시장의 측면에서

볼 때, 수소차의 제조사는 가장 취약한 부분인 A/S인프라, 보증기간 등

의 서비스 측면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재까지

정부의 강력한 보급 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이끌어온 수소차의 확대 보급

방향의 큰 전환이 일어날 때, 지속가능한 정책의 방향성 유지를 위해서

는 제조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바로 서비스 부분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수소차 보급을 위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들이 얼마나 구매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충전 인프라 확충과 구매 보조금 정책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는

정부의 수소차 보급과 관련한 정책들은 모두 수소차의 구매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 중,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한 소비

자들의 욕구가 월등하게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주행거리 및

충전시간 등에 약점을 가지고 있던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급속

하게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의 태생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충전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수소차의 구매 의도를 높이기 위한

최우선 정책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수소충전소의 거리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수소차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

을 상쇄시키는 조절되는 효과를 살펴봤을 때도 같은 논리로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의 수소차 보급을 위한 두가지 정책의 조화로운 시행 방안

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정부는 2019년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20년 그린뉴딜 정책이라는 큰 기조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소차 보급 실

적을 눈에 띄게 향상시키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2010년대 초반부터 이루

어진 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의 지역 편중과 거점화를 완전하게 탈피하지

못한 상태이다. 울산, 광주, 서울 등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수소차는 최

근 많이 보급된 상태고, 이에 따라 충전 인프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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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지는 않지만 크게 늘어난 상태이다. 이것은 수소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정부가 담당하고, 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를 위한 세부 실행 정책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지자체 주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간 충전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인 지자체에서는 이와 병행하여 구매 보

조금의 대상과 규모를 크게 책정하였고, 반대의 지자체에서는 두 정책에

모두 소극적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수소차의 전국적인 확대

보급과 원활한 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간 수소차 보급에 소극적

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소차의 구매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충

전 인프라 신규 확충에 중앙정부 주도로 더 집중하고, 구매 보조금의 규

모보다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반대 개념으로 상대적으로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

에는 현재보다 더 구매 보조금 확대 정책으로 집중해 지역에 안정적인

수소차 보급에 나서고, 아울러 수소충전소 운영에 충분한 경제성이 확보

되도록 하여, 민간에서 주도하는 충전 인프라 확충 방향의 시너지를 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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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수소차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종합

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연구 상의 제약으로 인한 한

계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과제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로 사용된 개별 영역들이 완전히 독립적으

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수소차

의 경제성이라는 변수는 조절변수인 충전소 거리, 구매 보조금에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지는 상태에서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조절변수로 설정된 2가지 정부 정책 변수 사이에도 지자체의 정책

의지 등에 따라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본 연구의 상관분

석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개별 변수 차원에서만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

라, 보다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의 형태를 기반한 실증 연구로서 응답자의

성향이 일부에 편중되거나, 응답 지역에 따른 환경 여건의 불편성을 제

거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 조사, 지역 안배를 고려한 설문조사를 시

행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223명이라는 표본의 규모는 전체 수소차

이용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기에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성별,

연령, 학력 등 여러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고려하여 할당 추출된 표본

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시간적, 환경적 제약 요소가

커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다. 차후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에서 더 크고 충

분한 규모의 표본을 추출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함의와 본 연

구보다 더 일반화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기본정의와 측정방식 대한 근본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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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 본 연구의 당초 모형과 변수간의 관계 정의에서 독립변수는 자

동차의 외적 속성으로 수소차 사용자가 느끼는 다양한 자동차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를 설문조사 답변 형식으로 측정하였으나, 조절변수로 설정

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측정 지표는 객관적인 데이터 지표를 사용해서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했어야 한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하였다. 결국, 정부

의 정책과 관련한 2가지 지표도 응답자의 인식이나 기억에 기반한 데이

터로 정부 정책의 수행 정도를 직접적으로 개연성있게 나타내기에는 부

족한 면이 있었다. 결국,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이

론적 타당도가 떨어질 수 있는 한계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정부 정책

의 변수의 측정 지표로서 지자체별 충전소의 밀집도,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예산, 보조금 집행현황 등 객관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데이터를

기존 연구 모형에 잘 접목해서 이론적 판단을 부여한다면 보다 타당성

보장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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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Expansion of Hydrogen Cars

Policy on Purchase Intentions

: Considering the external properties of

hydrogen cars

Lee, Chang Hee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e "hydrogen

economy" is one of the biggest energy policy paradigm change

keywords, and the expansion and dissemination of hydrogen cars is a

representative implementation task of this policy.

However, there was no review of the impact of expanding the

charging infrastructure of hydrogen cars and providing subsidies that

required huge budgeting, and it was also necessary to study how the

unique attributes of hydrogen cars also affected them.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s policy on the expansion of hydrogen vehic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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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properties (economic, functional, service, and value) of

hydrogen vehicles derived from several prior research analyses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hydrogen vehicles.

In addition, the study sought to verify the impact of the

government's charging infrastructure expansion and purchase subsidy

policies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hydrogen cars and how these

policies have a controll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ternal nature of hydrogen cars and the purchase intention.

For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oth online and

offline surveys of hydrogen vehicle users.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to identif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ere conducted to ensure

the validity of the survey composition items to verify the suitability

of the study model.

In addi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how the external properties of hydrogen cars and

government's policies directly affect the purchasing intentions of

hydrogen cars during the hypothesis verification phase, and in

particular,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regulatory effect of government's polic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hypothesis was mostly supported that the external properties of

hydrogen cars would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intention to

purchase. Specifically, it was analyzed that the purchase intention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order of economy, functionality, and

value of hydrogen cars. Given that the service sector is considered

the most unsatisfactory factor for users of hydrogen vehicles, it was

confirmed that it has no direct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purchas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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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both, the expansion of charging infrastructure and the

purchase subsidy policy under the government's expansion policy of

hydrogen vehicle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hydrogen cars.

In particular, the degree of expansion of charging infrastructure has

been shown to control the impact of economic feasibility on purchase

intentions among external properties of hydrogen cars.

The analysis of the adjustment effect through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hydrogen charging station distances and economic variables

shows that groups close to hydrogen charging station distances have

a lower economic impact on their purchasing intentions than those

no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ike other

eco-friendly cars, policy aid to economic areas such as subsidies and

various tax benefits are effective in revitalizing the supply of

hydrogen cars at the initial stage of supply.

Second, it should be noted that the government's policy to expand

its charging infrastructure is a top priority, given the inherent nature

of hydrogen cars that are rapidly spreading to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of electric cars, the same eco-friendly car.

Third, the government can consider harmonious implementation of

the two policies for the supply of hydrogen vehicles.

In other word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focus more on

expanding the charging infrastructure led by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been passive in distributing hydrogen cars.

In areas where charging infrastructure is relatively well-equipped, the

policy of expanding purchase subsidies should be focused to ensure

stable supply of hydrogen cars.

In addition, sufficient economic feasibility should be secured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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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of hydrogen charging stations to induce synergy in the

direction of expansion of charging infrastructure led by the private

sector.

keywords : Eco-friendly cars, Hydrogen cars, Hydrogen charging

stations, Intention of purchase, Subsidies

Student Number : 2020-2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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