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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초래한 환경문제, 자원문제를 해결하

는 방안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동향에 힘입어 학계에서도

전기자동차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소

비자의 전기자동차의 수용에 주목했으며, 수용을 전환의사와 지불의사액

으로 분류해 파악했다. 전기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구동, 동력

원 공급방식이 상이하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전기자동차 소비자는 위험

과 혜택을 지각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위

험은 “재무적 위험”, “신체적 위험”, “시간적 위험”, “심리적 위험”으로,

지각된 혜택은 “재무적 혜택”, “성능적 혜택”, “환경적 혜택”, “사회적 혜

택”으로 구분했다. 한편, 소비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지

각된 혜택을 통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 한편, 이러한 지

각된 위험과 혜택, 태도는 대상의 특성 외에도 소비자가 지니는 특성에

영향을 받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많은 특성 중 전기자동차의 성격

에 가장 부합하는 “친환경 의식”과 “혁신성”에 주목했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소비자의 친환경 의식과 혁신성, 지각된 위험과 혜택, 전기자동차

에 대한 태도와 전환의사, 지불의사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

았다. 특히 지불의사액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상의 상황 또는 선택지를

제공하여 응답자가 그를 바탕으로 선택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했

다. 가상의 선택지로는 휘발유 버전과 전기 버전이 모두 출시된 기아의

“쏘울” 모델을 제시했는데, 휘발유 버전의 가격이 2,000만 원일 때 전기

버전에 대한 지불의사액 수준을 측정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보유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자료수집은 2020 인

바이트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총 500명의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

고 부실기재 응답을 제외한 499명의 자료를 사용해 분석을 진행했다. 분

석방법으로는 변수의 전반적 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기술통계분석, 빈도

분석, 일원분산분석 및 교차분석, 각 변수 간 영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의 경우 종속변수가 전환의사와 지

불의사액으로 나뉘고 전자는 이산변수, 후자는 연속변수로 그 형태가 달

라 각기 다른 추정방식을 활용해 두 번에 걸쳐 분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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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변수의 전반적 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 표본 중에 전환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빈도는 392명으로 75%를 상회했다. 즉, 수도권의

차량보유주들이 가지는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의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평균 2,328만 원 가

량으로 전기자동차에 동급 휘발유 버전보다 328만 원 정도의 지불의사액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수 간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환의사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구조회귀모형에서는 친환경

의식이 재무적, 신체적, 심리적 위험, 재무적, 성능적, 환경적, 사회적 혜

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혁신성은 신체적, 심리적 위험, 성능적 혜택,

사회적 혜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재무적, 신체적, 심리적 위

험, 환경적, 사회적 혜택은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의 혁신

성, 지각된 위험 중 신체적, 시간적, 심리적 위험, 지각된 혜택 중에서는

사회적 혜택이 전환의사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혁신

성이 높은 소비자는 향후 전기자동차로 전환의사가 있다고 응답할 가능

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신체적 위험, 시간적 위험, 심리적 위험이 낮을

수록 전환의사가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컸다. 반대로 전기자동차에 대

한 사회적 혜택을 크게 지각할수록 전환의사가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지불의사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구조회귀모형의 결과를

살펴보았는데 친환경 의식은 지각된 위험 중 재무적, 신체적, 심리적 위

험에, 지각된 혜택 중에서는 성능적, 환경적, 사회적 혜택에 영향을 미쳤

다. 혁신성은 지각된 위험 중 심리적 위험에, 지각된 혜택 가운데 성능적

혜택과 사회적 혜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친환경 의식, 재무

적 위험, 심리적 위험, 환경적 혜택, 사회적 혜택 등이 태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위험과 태도가 각각 지불의사액에 영향

을 미쳤는데 심리적 위험은 낮을수록, 태도는 긍정적일수록 응답자의 지

불의사액이 더 컸다.

연구의 학술적 함의는 크게 세 가지이다. 우선 기존 연구에서 비교적

주목을 받지 못했던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환의사와 지불의사액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실증을 시도했는데, 전기자동차가 고가의

내구재이고 관여도가 높다는 점에서 전환의사와 지불의사액은 많은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선호, 행동의도 등보다 전기자동차의 실질적인 수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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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논의는 향후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소비자 수용을 분석하는 데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둘째, 친환경 의식, 혁신성 등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함으로써 소비자의 관점에서 시장을

파악했다. 이러한 관점은 전기자동차가 소비자에게 실제로 인식되는 성

격에 대한 이해의 틀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셋째,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하는 여러 위

험과 혜택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각이 여타 변수와 맺는 관계를 살펴

보았다. 미래형 자동차의 일종인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혜택

은 수소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향후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도 그

시사점이 크기에 향후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산업정책적 함의는 세 가지인데, 첫째, 소비자의 친환경 의식, 혁신성

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여 상품이 시장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 파악하

고 소비자가 전기자동차에 대해 기대하는 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소비자의 친환경 의식, 혁신성이 실제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혜택, 태도, 전환의사 및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소비자

가 기대하는 바와 실제 상품의 일치 정도를 확인하여 전기자동차의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 진단하였다. 둘째, 소비자가 높게 지각하는 여러 위

험을 통해 전기자동차 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 당국이나 기업

에게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연구

를 통해서 전기자동차의 지각된 위험을 구분, 타 변수와 영향관계를 분

석했는데 이를 통해 제도적 측면, 정책 강화 측면, 기술개발 측면에서 우

선순위에 대해 제안하였다. 셋째, 전기자동차의 지각된 혜택에 대한 분석

을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변수 중 하

나인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에 대해 지각하는 혜택을 바탕으로 전기자동

차의 보편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메시지를 강조해야

할지에 대한 시각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 전기자동차, 소비자 수용, 전환의사, 지불의사액.

학 번 : 2019-2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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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전기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Garibaldi et al.,

2021).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먼저 개발된 전기자동차는 기술상의 제약,

높은 유지비용 등의 한계로 인해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대신 기존의 자동차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했던 휘발

유(gasoline)나 경유(diesel)를 이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가 초래하는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의 문제

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상승했다. 전기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동과정에서

자원을 낭비하거나 환경을 파괴하지 않아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

작 사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성능과 생산성 개선 등으로 말미암아 전

기자동차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이 확대되었다

(Mosquet et al. 2020; Brand, 2016).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

는 오염물질 배출량 규제를 통해서 사업자가 전기자동차를 개발, 생산하

도록 하는 동시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 구매대금 지원, 충전기

를 비롯한 기반시설 설치 등 소비자가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자동차

를 구매하도록 다양한 유인책(incentive)을 마련하고 있다(문선정, 2019).

수년에 걸쳐 일어난 이러한 움직임은 소비자의 전기자동차 구매에 큰 영

향을 미쳤다(Gersdorf et al. 2020). International Energy Agency(2021,

이하 IEA)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전기자동차 판매 대수

는 약 1만 1천 대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약 275만 5천 대까지 성장했

고, 누적 보급 대수는 약 861만 대에 이른다.

전기자동차는 구동방식이나 동력원을 공급하는 방식이 기존 내연기관



- 2 -

자동차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소비자가 전기자동차를 선택

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험과 혜택을 지각하도록 한다(Featherman et al.,

2021). 특히 소비자는 자동차와 같은 고관여(high involvement)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획득할 수 있는 위험과 혜택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하는데(김아름, 2006),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태도가 형성된다. 전기자동차

에서 지각하는 위험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반면 지각하는 혜택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진다

(Claudy et al., 2015).

그러나 대상에 대해 지각하는 위험과 혜택, 대상에 대한 태도는 반드

시 그 대상의 특성에만 기인하지 않으며 소비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

다(심태용, 윤성준, 2018; 김서용 외, 2006; Pattanapomgthorn et al.,

2020; Al-Jundi et al., 2019; Bennett, Vijaygopal, 2017 등). 특히 전기자

동차 선택에서는 친환경 의식(environmental consciousness)과 혁신성

(innovativeness)이 중요하다. 전기자동차는 운행 중에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으며 현재의 전력생산 체계에서도 이미 내연기관 자동차가 배출

하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적은 양을 배출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상품이

다(Mathieu, 2020). 친환경 의식은 친환경 상품에 대한 선택에 대한 주요

선행변수라는 점에서(Minton, Rose, 1997), 전기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수

용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는 기

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구조, 생산체계가 완전히 다르면서(박근태, 2021),

소비자에게도 주행과 충전 과정 등에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완전

히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상품이다. 그리고 소비자 혁신성은 혁신상

품에 대한 소비 이행을 설명하는 주요변수로(Foxall, 1994), 소비자가 지

니는 혁신성은 전기자동차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친환경 의식과 혁신성은 이미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연구에서도 여

러 차례 다뤄진 바 있으며(Morton et al., 2016; Hidrue et al. 2011), 국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도출된 전기자동차에 대해 소비자가

지니는 인상에서도 그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 마크로밀엠브레인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지도와 이미지로 가장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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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인식은 “친환경적인(68.1%)”, “아직은 기술이 부족한(52.3%)”, “혁

신적인(35.8%)”, “주변에서 보기 힘든(35.2%)” 등이었다. 결국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지니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식은 친환경적이지만 아직은 품

질에 대한 불안이 잔존하는 혁신상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수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 친환경 의식과 혁신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환의사(Willingness to Switch),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에 주목했다. 자동차는 구입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구입 후에도 유지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한 가구에

서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 전기자동

차를 구매한다는 것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매할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신해 전기자동차를 선택할

의사, 즉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

직까지는 전기자동차는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크게 1,000만 원 이상

의 가격 차이가 있으며, 소비자는 실제 선택 과정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와 전기자동차의 차이를 감수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타당한지에 대한 숙

고 과정을 거친 후 전기자동차를 선택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실제 전기

자동차에 대해 지니는 지불의사액과 현재 시판 중인 전기자동차의 가격

의 차이를 통해 소비자의 실제 전기자동차 수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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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의 전기자동차 수용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

을 전환의사, 지불의사액으로 측정하고 소비자의 친환경 의식, 혁신성,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혜택, 전기자동차에 대한 태도가 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가격, 이용

기간, 유지비용 등 여타 상품과는 상이한 특성을 지닌 자동차에 대한 소

비자의 수용 과정을 이해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더 먼

미래의 운송 시장의 근간이 될 자율주행 자동차, 도심형 모빌리티의 기

반이므로 전기자동차 보편화의 흐름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구민, 2018). 결국 가장 보편화된 미래형 모빌리티인 전기자동차에 대

해 소비자가 지니는 친환경 의식, 혁신성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과 혜택, 태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수용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현

재와 미래의 자동차 시장에서 소비자가 겪는 경험, 소비자가 미래형 자

동차를 수용하는 과정의 여러 장애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정책과 산업 분야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구매자에게 직접적인 구매보조금, 세제 혜택

을 제공할 정도로 각국이 적극적으로 보편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

만, 이러한 강도 높은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의 효과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전기자동차

에 대한 전환의사와 지불의사액,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향후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통찰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통해 산업 분

야에도 가격 설정 및 기술 개발의 초점,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방향

에 대한 제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의 자

동차 시장에서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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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전기자동차

본 절에서는 연구의 주제인 전기자동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

다. 우선 전기자동차의 정의, 유형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국내외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탐구하였다. 해외 현황은 미국과 중국, 일본, 노

르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전기자동차의 정의와 유형

1) 전기자동차의 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해당 정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전기자동

차의 특징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연소를 통한 폭

발행정(explosion stroke)을 통해 구동하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가장

다른 점이다(정용욱, 정구섭, 2019).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전기

자동차는 차량 연료 또는 충전비용 및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연비

도 더 높으며,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주행정숙성도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2) 전기자동차의 유형

광의의 “전기자동차”는 통상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의미하는 배터리 전

기자동차(Battery Electric Vehicle, BEV) 외에도 하이브리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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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Electric Vehicle, 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PHEV), 수소연료전기자동차(Fuel Cell Electric

Vehicle, FCEV)를 포함한다. 하이브리드자동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

동차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모두 사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중소벤

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 2019), 전자는 모터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출

발 및 저속 주행 시로 한정되며, 후자는 외부 전원으로 충전한 배터리를

주로 이용하되 배터리 방전 시에 엔진과 전기모터를 동시에 구동한다는

차이가 있다(이동재, 2019; 환경부, 2019; 전황수, 2012). 수소연료전기자

동차는 충전한 수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켜 모터를 구동하

는 자동차를 의미한다(이선명, 김선재, 2018). 배터리 전기자동차와 마찬

가지로 구동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에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으며 흡입장치를 이용한 공기정화기능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친환경 자동차”로 꼽힌다(강철구, 전소영, 2020; 환경

부, 2019).

[표 2-1] 전기자동차 유형 및 주요 특징

HEV PHEV BEV FCEV

동력계

구조

차량

구동원
엔진, 모터 엔진, 모터 모터 모터

에너지원
화석연료,

전기

화석연료,

전기
전기 수소

정용욱, 정구섭(2019)

본 연구는 네 유형 중 배터리 전기자동차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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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자동차는 내연기관의 구동을 통한 충전시스템만을 이용하여 전력을

계속 공급할 수 있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는 외부 충전시스템을 이

용할 수 있지만 역시 내연기관의 기능을 통한 충전이 가능하므로 소비자

가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해서 느끼는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소연료전기자동차는 별도의 외부 수소공급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은 외부 충전시스템이 필요한 배터리 전기자동차와 유사하다. 그러나

2020년 11월 기준으로 수소충전소는 전국에 39개에 불과하며, 동년 12월

기준으로 수소연료전기자동차의 보급 대수가 10,000대 안팎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국토교통부), 아직 시장 내에서 의

미있는 점유율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배터리 전기자동차는

별도의 외부 충전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므로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매하거

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존과 다른 판단기준을 견지하고 특유의 위험이

나 혜택 등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수소연료전기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충전소 등의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

으므로 현시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더 크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배터리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에 초점을 맞추었다.

2. 전기자동차 국내외 시장 및 관련 정책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 방식, 관련 법제를 비롯한 각국의 상황이 상

이하므로 전기자동차 시장 현황 역시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

에서는 국내와 국외, 그중에서도 미국, 중국, 일본, 노르웨이에 초점을 두

고 시장과 현황을 파악하였다.

1) 국내

(1)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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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는 약 11만 2천 대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동월 대비 48.9%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다만 전체 비사업용 자동

차 가운데 전기자동차의 비중은 2020년 12월 기준 약 0.50%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역시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인 점을 볼 때 전

기자동차의 등록 대수 및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표 2-2] 연도별 국내 비사업용 전기자동차 등록 현황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 (천 대)
9 20 46 75 112 

비사업용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비율 (%)
0.04 0.09 0.21 0.34 0.50

국토교통부, 2020

뒤이어 지역별 전기자동차의 등록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장 많은 비사

업용 전기자동차가 보급된 곳은 경기도로 2020년 12월 기준으로 총

18,973대가 보급되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17,796대), 서울특별시

(13,340대), 대구광역시(10,223대), 경상북도(6,748대)가 그 뒤를 이었다.

전체 비사업용 자동차 가운데 전기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제주도가

동년 동월 기준 약 4.6%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약 0.9%), 세종특별

자치시(약 0.7%), 대전광역시(약 0.6%), 전라남도(0.5%) 순이었다.

(2) 전기자동차 충전소 현황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기반은 충전소이다. 저공해차통합

누리집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으로 국내 충전소는 전국에 51,312곳이

설치되어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1,664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특별시(5,324곳), 제주특별자치도(4,026곳), 경상남도(3,545곳), 부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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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3,140곳)가 그 뒤를 이었다.

(3) 전기자동차 소비 활성화 정책

우리나라는 전기자동차의 소비와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

책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전기자동차 전환의사 및 지불의

사액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

추어 살펴보았다.

① 충전기반 확대 정책

충전기반 확대 정책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이뤄지고 있다(환경부, 2021). 집행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우선 두 가지

를 먼저 살펴보면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충전소를 운

영하는 방식과 민간에 위탁해 충전소를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2021년 3

월 기준으로 정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충전소는 2021년 3월 기준 6,752곳이다. 또다른 방식으로는 공용 완속충

전기를 구매하려는 개인이나 민간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충전기반을

확대하는 방식이 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

차장 등의 소유·운영 주체가 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를 구매할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2021년 기준으로 최대 200만 원 규모의 설치보조

금을 지급할 예정이다(한국환경공단, 2021). 다만 보조금 규모는 계속 삭

감되고 있어 해당 정책은 미래에 중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 공용 완속충전기 구매 최대 설치보조금 규모

1기 2∼5기 6기

2021년 200 180 150

2020년 350 300 250

(단위: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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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정책은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구매대금

의 일부를 직접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환경부, 2021). 많은 소비자는 전기자동차의 구매 과정에서 가격에

부담을 느낀다. 마크로밀엠브레인의 2018년 전기자동차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단점으로 차량 가격이 비싸다고 응답한 경

우가 33.7%에 달하기도 했다.

구매보조금은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공고한 신차 대수에 한정해 지급한다. 2021년 1

월 기준으로 구매 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승용 전기자동차는 총 50종이

며, 전국에 최대 45,774대의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환

경부, 2021; 저공해차통합누리집).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구분되는데 국비 보조금은 연비, 주행거리, 제조사의 저공해

차보급목표제 해당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800만 원 이하에서 차등 지급

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액수를 지급한다.

③ 자동차 부대비용 절감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자동차 소유주들의 자동차 구매 및 유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주차비용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

동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납입하는 세금은 크게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이상 국세), 취득세, 자동차세(이상 지방세)로 이뤄져 있는데,

전기자동차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각 세금에 대해 고루 세제 혜택을 제

공하고 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 원, 교육세는

최대 90만 원, 취득세는 최대 140만 원을 감면한다.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단위(cc)당 80원에서 200원이 부과되는데 비영업

용 전기자동차는 비영업용의 경우 연 세액 10만 원만 부과하고, 각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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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 기준 30%를 부과하는 지방교육세는 전기자동차에는 3만 원(10만

원의 30%)만 정액으로 부과된다.

그밖에 서울특별시에서는 일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서울 거주자이면서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서울시의 공영

주차장에서 충전할 경우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을 초과

할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미국

(1)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미국은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2020년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서 판매된 전기자동차는 약 23만 1천 대로 2019년의 약 24만

2천 대 보다는 적었지만,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2019년보다 0.3%P 증가했다(IEA, 2021). 이를 볼 때, 2020년 미국의 경

기침체로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은 줄어들었지만, 미국 소비자의 전기자동

차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 대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미국 내 전기자동차 보급 대

수가 최초로 1백 만대를 넘어섰고 전체 자동차 가운데 전기자동차가 차

지하는 비중 역시 0.8%로 전년 대비 0.2%P 상승하였다.

[표 2-4] 연도별 미국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 (천 대)
297 402 640 882 1,139

전체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비율 (%)
0.2 0.3 0.5 0.6 0.8

IE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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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자동차 소비 활성화 정책

미국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의 운송수단 패러다임 전환

에 발맞춘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소비자와 직접 연계된 정책을 살펴보

면, 크게 경제적 혜택과 기반 구축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혜

택을 먼저 살펴보면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2008년부터 차량당 최대 7,500

달러, 가정용 충전기 한 대당 최대 1,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

다(Hayashida et al., 2021). 특히 미국은 주(State)별로 정책의 차이가 큰

데, 연방정부는 구매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

리포니아 등 30여 개 주는 별도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가장 적극적

인 정책을 펼치는 캘리포니아(California)의 경우, “친환경차량 환급 프로

젝트(the Clean Vehicle Rebate Project)”에 기초해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Hartman, Shields,

2021). 보조금의 규모는 자동차 유형에 따라 차등적이며, 현재 전기자동

차 구매자에게는 2,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캘리포니아 친환

경차량 환급 프로젝트 웹페이지).

미국은 전기자동차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도 전개하고 있다. 2020

년 11월 기준으로 미국 전역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약 2만 8천 개 수준

이었는데, 2021년 4월 기준으로는 약 4만 1천 개에 이르고 있다(강택우

외, 2020; 미국 에너지부 대체 연료 데이터 센터). 전기자동차 기반 구축

정책 역시 주별로 차이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캘리포니아 전기자

동차 기반 프로젝트(the California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Project)”라는 명칭의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

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전기자동차 기반 계획은 청정 운송 수단의 개발

및 보편화를 촉진하는 청정 교통 프로그램(Clean Transportation

Program)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의 충전 인프라 확충을 주목적으로 한

다. 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와 관

련한 사업자와 협력하여 주내 전기자동차 기반 확충 사업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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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1)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중국은 2020년 기준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이다. 전기자동차의 도입은 비교적 늦었지만, 강도 높은 환경 정책과

거대한 내수 규모에 힘입어 누적 보급 대수, 판매량에서 선두를 유지하

고 있다(고지원, 2020). IEA(2021)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약 93만 1천 대로 2019년 대비 11.64% 증가했다. 누적 보급 대

수는 2018년 1백만 대를 넘어섰으며 2019년 2백만 대, 2020년 3백만 대

를 넘어서며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표 2-5] 연도별 중국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 (천 대)
463 931 1,747 2,581 3,512

전체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비율 (%)
0.2 0.3 0.5 0.6 0.8

IEA, 2021

(2) 전기자동차 소비 활성화 정책

중국은 2009년 베이징, 상하이 등 13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했다(Wu et

al., 2021). 그 후 대상 도시는 계속 확장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 보조금

에 대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면서 지급 기준은 높이고

지급 규모는 줄이고 있다. 중국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기준은

2016년부터, 지급 규모는 2017년부터 변화해왔는데, 2021년 현재, 승용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기준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300km 이



- 14 -

상”, 지급 규모는 최대 1만 8,000위안이다(중국 재정부 외, 2020). 중국

정부는 2020년 이후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

으나, 2020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판매량의 급감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

종료 시점을 2022년으로 연기했다(최재희, 2021).

한편, 중국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보급 주체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변화

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 초기, 중국은 국가가 주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간이 운영하는 충전소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공공 충전소는 약 80만 7천 개, 민간

충전소는 약 87만 4천 개가 설치되었다(Statista, 2020).

4) 일본

(1)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일본은 2010년부터 정부 주도로 차세대자동차(그린 디젤 자동차, 하이

브리드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기자동

차) 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허만율, 2010). 일

본은 2030년까지 일본 승용차 신차 판매 가운데 친환경 자동차의 비중을

50∼70%가량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여러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김지

혜, 2020). 2020년 기준으로 일본의 누적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13만 7

천여 대로 전년 대비 11.95% 가량 증가했다(IEA, 2021).

[표 2-6] 연도별 일본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 (천 대)
88 102 112 122 137

전체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비율 (%)
0.3 0.3 0.4 0.4 0.5

IE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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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자동차 소비 활성화 정책

일본의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에서는

2020년에「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in 2050)」을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전기자동차의 일본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의 당위를 선언

했다. 전기자동차 소비 활성화 정책은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차량에

대한 경제적 혜택 제공, 충전 기반 확충 등으로 구분된다.

경제적 혜택은 구매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으로 구분된다. 전기자동

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웹페이지인 차세대자동

차진흥센터(Next Generation Vehicle Promotion Center)에 따르면 구매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정부에서 지급하며, 중앙정부 기준으로

2021년 기준 최대 42만 엔을 지급한다. 또한, 일본의 구매보조금 제도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국적에 따라 자동차 가격 대비 구매보조금의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이 특징적인데, 대부분 일본 제조업체 자동차의 구매 가

격 대비 구매보조금의 비율이 일본 외 제조업체가 생산한 자동차의 그것

보다 높다. 일본의 전기자동차 세제 혜택의 운영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

정부로 나뉜다. 일본 국토교통성(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은 2019년 자동차 세제 개혁 과정에서 “에코카

감세”, “그린카 특례”, “환경성능비율”을 각각 적용해 전기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중량세, 경차세 등에 대한 면세 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도쿄를 비

롯한 일부 지방정부 역시 전기자동차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 시

납부하는 자동차세 등을 면세하고 있다.

일본의 전기자동차 충전 기반 확충 정책은 개인 혹은 민간사업자의

충전 설비 구매·구축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집행된다. 공공 충전

소 설치보다 개인 단위의 충전 설비 구매보조금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이는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시 공공 충전소보다 개

인 단위의 충전 설비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차세대자동차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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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르웨이

(1)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노르웨이는 전 세계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가장 빠르게 이뤄지고 있

는 국가이다(IEA, 2021). 2020년 노르웨이 내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 가

운데 전기자동차의 판매 대수가 54.3%를 차지하여, 내연기관 자동차의

그것을 최초로 초과했다(노르웨이 도로연맹, The Norwegian Road

Federation).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비율은 17.0%

에 달하여 2019년의 그것보다 5.7%P 가량 증가했다.

[표 2-7] 연도별 노르웨이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 (천 대)
83 116 162 223 339

전체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비율 (%)
4.3 6.4 10.0 11.3 17.0

IEA, 2021

Figenbaum(2019)은 노르웨이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빠른 전기

자동차 보급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들었다. 첫째로,

수력발전(hydro power production) 중심의 전력생산 구조, 단독주택 위

주의 주택 형태로 인한 개인 충전설비 확충 여건 마련의 용이성, 현재

전기자동차 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속도 규정 등 노르웨이의 경제

및 제도의 맥락이 전기자동차 및 기반 보급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 그

리고 노르웨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경제적 혜택 등이

그것이다. 이중 전자는 노르웨이의 지리적 특성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하므로 후자인 경제적 혜택, 그리고 충전 기반 확충 정책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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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자동차 소비 활성화 정책

노르웨이는 2016년 2월, 2025년까지 신규 판매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기자동차만으로 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현재까지 유지하

고 있다(최준영, 2017; Camara et al., 2021). 노르웨이는 이러한 높은 수

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혜택

을 적극 제공하였고 결과적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의 확대에 성공한 국가

가 되었다(Hirst, 2020). 전기자동차 소비 활성화 정책은 크게 경제적 혜

택, 공공 충전 기반 확충 등으로 나뉜다. 우선 경제적 혜택을 살펴보면,

많은 주요국과는 다르게 구매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IEA, 2020). 대신 차량 관련 세제와 부대비용에 대해서 혜택을

제공하는데, 세제 혜택을 살펴보면, 신차 구매 시 납부하는 취득세, 중고

자동차 구매 시 납부하는 재취득세(reregistration tax), 부가가치세(판매

가격의 25%), 이산화탄소세(CO2 tax), 질소산화물세(NOx tax), 중량세

(weight tax)와 연간보유세(annual circulation tax)를 모두 면세하며, 연

간도로세(annual road tax)는 대폭 감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노르웨

이 전기자동차 협회, Norwegian Electric Car Association; Fridstrøm,

2021; Hirst et al., 2021). 이어 부대비용에 대해 살펴보면, 노르웨이에서

는 전기자동차의 공공주차료, 공공주차장내 충전요금이 모두 무료이며

도로 이용료(toll), 자동차 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제

공한다. Figenbaum(2019)은 “폭스바겐(VW.com)”의 “골프(Golf)”의 휘발

유, 전기자동차 버전의 구매, 유지비용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판매가격

은 휘발유 버전이 약 22,600유로로 전기자동차 버전(32,200유로)보다 저

렴했지만, 휘발유 버전에는 차량 취득 과정에서 12,300유로의 세금이 부

과돼 실질적인 구매비용은 전기 버전이 더 저렴했다. 또한, 감가상각

(yearly depreciation), 경제적 비용, 에너지 비용 등을 반영한 연평균 유

지비용 역시 휘발유 버전은 약 7,000유로, 전기 버전은 약 3,600유로로

노르웨이에서는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구매비용, 유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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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서 더 우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노르웨이는 전기자동차 충전 기반과 관련해서도 정책을 전개하

고 있다. 노르웨이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2021)에 따르면, 노르

웨이의 충전 기반 관련 정책은 전기자동차 충전에 대한 이해관계자에게

정부가 규제를 가하거나 투자하는 시장 기반형(market-based)으로 이뤄

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르웨이는 신축 건물과 주차장에 최소 6%

이상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충전 설비 관련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주요 도로 50km 당 최소

두 기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였다(유럽 대체 연료 조사국, European

Alternative Fuel Oberservatory; 노르웨이 전기자동차 협회).

6) 소결

국내외 전기자동차 현황을 탐색한 결과를 종합하면 크게 두 가지의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전기자동차의 시장 규모는 전 세계적으

로 성장하는 추세이며 2020년 세계적인 불경기가 불어닥쳤음에도 소비자

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

한 여러 국가는 전기자동차를 보편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집

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효과성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지향점은

모두 동일하다. 전기자동차 시장은 성장세이며, 이를 북돋기 위한 정책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점을 볼 때, 전기자동차 시장은 전도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많은 국가에서 전기자동차 소비 활성화 정책은 크게 두 방향으

로 이뤄진다. 우선, 전기자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매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유지비용 절감 등 금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아직 내

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고가인 전기자동차의 실질적인 구매비용, 유지비

용을 경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또 다른 방향은 충전소 등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해당 방향

의 목표는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각할 수 있는 위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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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충전 과정에서 지각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전기자동

차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은 전기자동차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

을 줄이거나 혜택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데 소비자의 전기자

동차에 대한 위험과 혜택의 지각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어떠한 정책

에 방점을 찍어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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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소비자의 전기자동차 수용

1. 혁신상품 수용 과정

연구모형을 구성하기에 앞서 소비자가 전기자동차와 같은 혁신상품을

수용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혁신상품은 기존

상품이 제공하는 혜택을 강화할 수도 있고 기존 상품이 제공하지 못한

새로운 편익을 제공할 수도 있는 한편, 이용 과정에서 행위 패턴에 변화

를 요구하거나 새로운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김효정, 이승신, 2019; 박

현정 외, 2016; 김용철 외, 2005). 그렇기에 혁신상품은 기존 상품의 선택

과는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는 구동 원리, 충전 방식 등이 내연기

관 자동차와 상이한 전기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혁신상품의

수용과 관련한 이론 가운데에서 대표적 이론인 혁신 결정 과정, 개인 수

용 모형, 행동이유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혁신 결정 과정(Innovation-Decision Process)

Rogers(2003)는 혁신 결정 과정을 “혁신을 처음 지각하고 그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혹은 그것에 저항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행하며 확신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특히 저자는

혁신수용의 결정이 순간적인 판단이 아닌 일정 시간을 두고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이를 5단계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표 2-8] 혁신 결정 과정 단계

① 지식 ② 설득 ③ 결정 ④ 실행 ⑤ 확인

혁신 노출 및

기능 이해

혁신에 대한

태도 형성

혁신 수용 및

저항 선택

혁신

실제 적용

혁신 강화

혹은 번복

Roger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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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단계는 혁신에 대해 지각하고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단계이다.

개인은 욕구와 현실 간 괴리로 인하여 불만족한 상황에서 혁신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리고 혁신을 통해서 불만족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면 혁신에 대한 니즈가 발생한다. 설득 단계는 혁신에 대한 태도를 형성

한다. 태도란 개인이 특정 행위 등에 대해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으로 평

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Ajzen, 1991). 설득 단계의 가장 주목할만한 특

징은 개인의 심리적 판단이 반영된다는 것으로 상대적 이점, 적합성, 복

잡성, 시험 가능성, 관찰 가능성 등 개인이 지각하는 여러 특성을 바탕으

로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후 결정 단계에서 혁신을 수용할지, 혁신에

저항할지를 선택한다. 다만, 최초에는 혁신에 저항하더라도 시간이 경과

하면서 혁신의 장점이 확실해질 경우 이러한 결정은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다(최은영, 2001). 실행 단계는 채택한 혁신을 실제에 적용하며 외적인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며, 마지막인 확인 단계에서는 혁신을 채택

한 이후에도 실행 단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이를 토

대로 결정을 강화하거나 번복한다.

혁신 결정 과정 모형은 개인이 혁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지식 축적 과정, 태도 형성 과정, 실행 및 평가 과정을 종합적으로 제공

하여 혁신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과정 전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였

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2) 개인 수용 모형(A Model of the Individual Adoption Process)

Zaltman과 Wallendorf(1979)는 소비자가 기존 상품과 혁신상품을 받

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제시하였다. 혁신상품을 받

아들일 때 여타 상품의 그것과 가장 큰 차이점은 친구나 판매원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 비교적 나중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저자는 소비자가 혁신상품을 수용하는 과정은 총 8단계로 이뤄진다고

보았다. 각 단계에는 혁신 수용 기제와 혁신 저항 기제가 모두 작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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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1]처럼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1] 개인 수용 모형

그림에서 각 타원은 각 혁신 수용 과정을 나타내며, 직사각형에 표기

된 내용 중 타원 상부에 있는 내용은 혁신에 대한 저항의 원천을, 하부

에 있는 내용은 혁신에 대한 저항 약화의 원천을 의미한다.

혁신은 그 수용 과정에 앞서 개인이 혁신을 지각(perception)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선택적 주목(selective attention)과 선택적

유지(selective retention)가 중요한데, 우선 소비자는 혁신이 제공하는 메

시지 중 수용·유지할 것을 선택하게 된다. 동기화(motivation) 과정은 혁

신으로 말미암은 변화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데 필요하다. 기존 상품

을 구매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혁신에 대해

서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소비자가 혁신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고

이것이 기존 상품의 선택을 통한 만족보다 크다면 혁신 수용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다음, 소비자는 주변이나 광고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

를 바탕으로 신념과 인식, 즉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태도는 추후 혁신

수용 및 저항 행동에 자극을 주고 영향을 미친다. 정당화(legi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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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소비자는 혁신상품 선택에 대한 고려를 강화한다.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Zaltman과 Wallendorf(1979)는 스스

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또는 지인 등의 혁신 수용 여부가 핵심적이

라고 논하였다. 하지만 주변에서 혁신상품을 수용한다고 해서 그 소비자

가 그것을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는다. 그 전에 소비자는 혁신상품의 사

용을 시도(trial)한다. 즉, 완전히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양을 구매

하거나 상품을 구매한 다른 소비자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직·간접적으

로 혁신상품을 경험한다. 시도 단계를 거친 소비자는 평가(evaluation)를

통해서 혁신상품을 계속 이용할지 결정한다. 평가는 첫 번째 지각 단계

부터 계속 이뤄지나 해당 단계의 평가는 소비자의 혁신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더욱 주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시도 단계부터 평가

단계까지 혁신상품에 대한 경험이 축적된 소비자는 잔존하는 혁신상품의

불확실성을 토대로 혁신상품을 수용(adoption)하거나 거절(rejection)한다.

결정(resolution) 단계에서는 혁신상품을 둘러싼 신념 간 갈등

(dissonance)이 잦아들게 된다. 그러나 만약 혁신상품을 이용하는 과정에

서 소비자가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는데 더 우위에 있는 선택지가 나타날

경우 소비자는 새로운 수용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한다.

개인 수용 모형은 소비자가 혁신수용을 결정하는 매 단계에서 혁신에

대한 저항요소, 혁신에 대한 저항을 약화하는 요소들이 충돌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전기자동차와 같은 혁신상품의 수용에 있어서 혁신이 제

공하는 위험, 혜택 등에 대한 단편적인 분석이 아닌 통합적인 분석과 태

도의 파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공한다.

3) 행동이유이론(Behavioral Reasoning Theory)

Claudy et al.(2015)은 Westaby(2005)가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과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확장하여 제안한 행동이유이론을 혁신상품에 적용했다. 행동이유이론은

대상에 대한 평가가 그것에 대한 긍·부정적 태도에 의해 이뤄진다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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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기반으로 소비자가 혁신을 수용할 이유(reasons for adoption)와 혁

신을 수용하지 않을 이유(reasons for against adoption)를 모두 지닌다

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두 이유는 상반되는 개념은 아니다

(Claudy et al., 2015). 예를 들어 소비자가 전기자동차를 수용하는 주된

이유가 환경적 혜택이라면, 전기자동차를 수용하지 않는 소비자는 전기

자동차가 환경에 위해를 가한다고 생각하여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

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기자동차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

은 분명히 전기자동차 선택과 같은 혁신수용의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전기자동차의 금전적 비용 등 여러 저항요인은 혜택과 별개로

혁신수용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행동이유이론은 개인이 지니는 가치(value)가 혁신수용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치란 특정한 행동방식이나 최종상태

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지속적인 신념(belief)인

데(Rokeach, 1973), Westaby(2005)와 Claudy et al.(2015)는 개인이 지니

는 가치는 행동을 이행할 이유와 행동에 저항할 이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태도에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림 2-2] 행동이유이론

행동이유이론은 개인이 혁신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실제 행동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의미있는 설명을 제공한다

(Claudy et al., 2015). 그리고 혁신수용이유와 혁신저항이유가 수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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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태도 변수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소결

앞서 전기자동차와 같은 혁신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을 설명하는

혁신 결정 과정, 개인 수용 모형, 행동이유이론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각

이론을 종합하면 개인의 혁신에 대한 판단 혹은 지각, 그리고 태도는 개

인의 혁신에 대한 수용과 저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세

가지 이론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혁신 결정 과정 모형, 개인수

용모형은 소비자의 선택뿐 아니라 선택 전의 시도과정, 선택 후 번복과

정에 대한 논의까지 제공하여 소비자 혁신수용 전체 과정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고가의 내구재인 전기자동차의

수용 과정에서는 소비자의 시도, 번복이 사실상 제한되므로 이를 포함하

기는 다소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혁신상품인 전기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수용을 분석하기 위해 행동이유이론에 기초하여 살펴보았

다.

그러나 본 연구는 행동이유이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전기자동차

의 소비자 수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이론을 응용하였다. 우선

소비자의 가치는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친환경

의식과 혁신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치의 학술적 정의를 참고할 때

(Rokeach, 1973), 친환경 의식과 혁신성 역시 가치의 갈래로 볼 수 있으

며, 많은 선행연구에서 소비자의 전기자동차 수용과정에서 다뤄진 바 있

기 때문이다(White, Sintov, 2017; Morton et al., 2016; Hidrue et al.,

2011; 주우진 외, 2017 등). 혁신수용이유와 혁신저항이유는 각각 전기자

동차의 지각된 혜택, 지각된 위험으로 새로이 정의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근거로 재구성했다. 수용의도는 통상적으로 부분적인 행동의도를 살펴보

는 선행연구와 달리 서론에서 논의한 바를 토대로 실질적인 수용가능성

을 살펴볼 수 있는 전환의사와 지불의사액으로 재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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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수용

수용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이고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Rogers, 2003; Rogers, Shoemaker, 1971). 결국 개인이 새로운 아

이디어를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수용이라고 할 수 있

으며(Rogers, 2003),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수용’은 전기자동차에 대해 호감을 가지는 것을 넘어 이를 실제로 선택

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소비자 수용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소비자가 실제로 상품을 구매

혹은 사용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거나(강현정, 2009; 한선민, 박재문, 2005;

Flores, Jansson, 2021; Ju, Lee, 2020), 잠재적인 수용 가능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 아직은 도입 단계로 실제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구매나 사용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로 판단된다. 따라서 잠재적인 수용 가능성을 파악하

는 것이 타당한데, 크게 수용의도 및 행동의도, 과거의 상품을 혁신 상품

으로 대체하는 전환의사, 혁신상품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의사

인 지불의사액 등으로 파악한다. 그중 수용의도나 행동의도는 전기자동

차뿐 아니라 여러 혁신 제품에 관한 연구의 주요 변수로 활용되었다(김

문태, 2019; 신명곤, 손달호, 2018). 의도란 동기적(motivational) 변수로

행동의 준비태세를 의미한다. 의도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에는 신념과 태

도 등이 있으며, 소비자의 계획된 미래 행동의 대리 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다른 수용 가능성의 대리변수인 전환의사와 지불의사액은 응

답자에게 혁신 수용에 따른 비용 측면을 함께 고려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종수, 손달호, 2019; 정석찬, 전화목, 2019; 신선진, 박성욱, 2015;

Bölen, 2020). 실제 소비자가 기존의 지배적인 상품 대신 새로운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연적이므로(김효정, 나종연,

2018), 전기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수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용의도 및 행동의도보다는 전환의사, 지불의사액이 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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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은 문단에서는 전환의사와 지불의사액 각각의 정의와 관련 연구

를 개괄하였다. 또한 지불의사액을 측정하는 방법론 중 선행연구에서 주

로 활용된 조건부가치측정법에 대해 탐구하였다.

1) 전환의사

(1) 전환의사의 정의

전환의사란 소비자가 현재 구매 및 사용하고 있는 상품을 재구매하거

나 유지하지 않고 바꾸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다만, 전환의사가 높다는

것이 대안 상품을 즉시 구매할 의사가 높다는 것은 아니며, 대체 상품에

대해 일정 가치를 지불하려는 의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Ramos-Real

et al., 2018). 소비자가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는 비용, 즉 전환

비용이 발생한다. 전환비용에는 금전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을 포괄하는

데(김태영, 2020; Dick, Basu, 1994), 만약 소비자의 전환비용이 전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기회비용보다 낮다면 전환의사는 증가한다.

소비자의 전환의사는 주로 상품 또는 서비스, 나아가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소비자 수용을 다룬 연구에서 다뤄졌다. Hauff(2019)는 소

비자의 은행사 전환의사, 전용식(2014), 류지호와 김이태(2010),

Israel(2005)은 소비자의 보험사 전환의사를 분석했다. Jiang et al.(2014)

은 상품의 성격이 다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및 아이스크림 종류에 대

한 소비자의 전환의사를 복합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최용준과 임성원

(2005)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케이블 방송으로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

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아날로그 케이블 서비스 이용자의 디지털 케이블

서비스로의 전환의사와 그 영향요인을 확인했다.

(2) 전기자동차 전환의사와 관련된 연구

전환의사에 대한 논의는 전기자동차와 같이 시장에 새롭게 출시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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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는 고가의 내구재로 소비자가 동시

에 보유할 수 있는 대수에 한계가 있다. 즉 자동차 기존 보유자에게 있

어서는 전기자동차의 구매가 곧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선택

을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전기자동차 수용을 살펴

봄에 있어 전환의사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의사는 여러 연구에서 그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본 문단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전기자동차 전환의사

측정 방식 및 전반적 수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에서 소비자의 전기자동차 수용을 연구한 Ramos-Real et al.(2018)

은 양분형 척도로 소비자가 전기자동차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

였는데 확인 결과 전체 표본 205명 중 82.0%인 160명이 향후 전기자동

차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에게 전기자동차 수요와 관

련된 시나리오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전망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전기

자동차 전환의사를 확인한 Beck et al.(2016)은 호주의 자동차 보유자

204명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전환의사를 파악했다. 특히 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5가지의 자동차 선택지를

제시하고 선호하는 순서를 직접 기입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순위 값을

바탕으로 코드를 부여한 후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해 전환의사를

파악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 지불의사액

(1) 지불의사액의 정의와 의의

개인이 특정 상품에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한의 금액을 지불의사액이

라고 한다. 소비자는 상품의 특성에 따른 효용(utility)에 대한 대가로 일

정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비용이기 때문에 일정 수

준의 화폐 가치에 이르면 그 특성이 없는 상품과 무차별해진다(Hidrue

et al., 2011). 이는 소비자에게 상품과 그 특징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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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상품에 지불하려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기 때문이다(Mankiw,

2015). 결국 지불의사액이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원하는 정도인 선호

(preferences)를 경제적으로 표현하는 지표이며 특히 개인의 소득 가운데

최대한 포기할 수 있는 양(amount)으로 나타낸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

다(김은주, 2013; 설석진, 2009). 해당 논의를 토대로 보았을 때, 소비자

의 지불의사액을 초과하는 가격을 형성하면, 해당 상품을 소비자가 실제

로 선택할 가능성은 사라진다.

특히 지불의사액을 파악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과장된 평가의 가능성

을 낮춘다는 강점이 있다. Arrow et al.(1993)은 응답자들이 지불의사액

에 대해 답할 때 수용의사(Willingness to Accept)보다 보수적으로 응답

하는 경향이 있다고 논하였다. 지불의사액에 대한 문항은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다른 재화 선택의 기회가 감소하더라도 해당

상품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것인지 확인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지불

의사액은 응답자가 대상에 대한 선호를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의 개

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선호의 관찰치와

실제 수준 간 괴리의 정도를 줄임으로써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

를 최소화한다.

혁신상품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소비자가 그 혁신에 대한 수용가능성

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Gärling, Thøgersen, 2001). 관련된 연구

를 살펴보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 및 기타 관련 서비

스(김동우 외, 2014; 김문구 외, 2008), 친환경 자동차(Costa et al., 2019),

수소자동차(Martin et al., 2009)의 지불의사액을 다룬 연구 등이 있다.

그렇기에 대표적인 혁신상품인 전기자동차에 대해 소비자가 지니는 지불

의사액 역시 소비자가 전기자동차를 선택할지 여부를 예측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 자동차와 현저하게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면서도 현실에서 훨씬 고가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를 수용할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

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불의사액과 실제 판매가격 간의 괴리를 파악하

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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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Deloitte 세계 자동차 소비자 조사(2020 Deloitte Global

Automotive Consumer Study)”는 독일, 미국, 일본, 중국, 우리나라, 일

본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해 추가로 얼마를 지불할 의사

가 있는지 파악했다(Vitale Jr. et al., 2020).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은

3,002명의 표본 가운데 43%가 동급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 전기자동차

에 추가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해 비중이 가장 컸으며, 800유

로 미만(24%), 800유로 이상 2,500유로 이하(17%), 2,500유로 초과(11%)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3,006명의 표본 중 34%가 전기자동차에 추가액

을 지불할 의사가 없어 그 비율이 가장 컸고, 1,000달러 미만(24%),

1,000달러 이상 3,000달러 이하(19%), 3,000달러 초과(12%) 순이었다. 일

본은 3,056명의 표본 중 34%가 동급 내연기관 차량보다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는데, 10만엔 미만(30%), 10만엔 이상 30만엔 이하

(18%), 30만엔 초과(9%) 순으로 분포했다. 이를 살펴보았을 때, 독일과

미국, 일본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불의사액 분포는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의 경우 앞서 살펴본 세 나라와

다소 다른 분포가 확인되었다. 우리나라는 3,013명 중 동급 내연기관 자

동차와 비교했을 때, 전기자동차에 100만원 미만을 추가로 지불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7%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를 추가

로 지불하겠다고 응답한 비율, 추가 지불의사액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0%,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8%로 뒤를 이었다. 중국은 3,019명 중 15,000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1%로 가장 컸고, 5,000위안 이상

15,000위안 이하가 29%, 5,000위안 미만은 28%였으며, 추가로 지불할 의

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인도는 3,022명 중 10만루

피 미만의 금액을 전기자동차에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3%로 과반을 넘었는데, 10만루피 이상 30만루피 이하, 30만루피를 초과

하는 액수를 지불할 의사를 표시한 비율이 각각 21%, 14%로 나타났으

며, 10%만이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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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국가별 소비자 전기자동차 지불의사액 분포

Vitale Jr. et al., 2020

(2) 조건부가치측정법

본 연구에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액을 파악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활용했다. 조건

부가치측정법은 가상가치측정법이라고도 하는데, 가상으로 상품을 구성

하고 가격에 차이를 둬서 응답자에게 제시한 후 설문 등의 방법을 통해

서 상품의 가치를 평가한다(최지혜, 김난도, 2018; 권오상, 2013).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소비자의 의사를 직접적인 화폐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 편익의 범주와 분석 대상에 대한 폭넓은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강점

이 있다(정용관 외, 2017; 고윤진, 정순희, 2010).

소비자의 선호는 상품 자체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선호를

결정하고 효용을 느끼는 것은 상품 자체가 아닌 상품이 지니고 있는 특

성(characteristics)이고, 결국 시장에 출시된 상품은 소비자가 주관적으

로 인식하거나 이해하는 특성의 양을 나타낸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Rosen, 1974; Lancaster, 1966). 해당 논의를 토대로 할 때, 전기자동차

소비자 역시 전기자동차의 특성을 바탕으로 선호를 결정하며 이러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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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측정할 때에는 가상의 특성을 바탕으로 응답자에게 질의하는 조건

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설문지 등을 통해 환경재와 같은 비경제

재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데 활용되었다(최지혜, 김난도, 2018;

권오상, 2013). 고윤진과 정순희(2010)는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 설계를 네 가지로 제시했으며 해당 내용은 [표 2-9]와 같

다.

[표 2-9] 조건부가치측정법 질문 설계 방식

방 법 내 용

개방형 질문법 응답자가 직접 지불의사액을 기입

경매법
기준 가격을 시작으로 다른 지불가격을 지속적으로 제

시해 응답자가 최종 동의한 지불의사액 확인

지불카드법
평균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제시한 후 그 가격에서 지불

의사액에 대한 보기를 선택

양분선택형 질문법 예시 가격을 주고 그 가격에 대한 지불의사 가부 응답

고윤진, 정순희 (2010)

다만, 가상적인 시장상황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응답하는 형태라는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편의(bias)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은 조건부가치측

정법의 한계로 지목된다(엄영숙, 2011). 개방형 질문법(open-ended

question)의 경우 많은 선행연구에서 활용되었지만 측정결과가 ‘0(지불의

사액 0원)’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이 발생한다는 점, 측정 오류와 편

의 발생 공산이 크다는 것 등이 한계로써 꾸준히 지목되었다(Arrow et

al., 1993). 경매법(bidding game)은 특정 가격을 시작으로 제시 가격을

계속 높여 질의하고 응답자가 지불을 거부하여 응답할 경우 종료하는 방

식인데, 최초에 질의한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 시작점 편의(starting

point bias)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한계이다(권오

상, 2013). 반면 지불카드법(payment card)과 양분선택형 질문법

(dichotomous-choice format)은 시작점 편의(starting point bias)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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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응답자의 응답률을 제고함으로써 개방형 질문법과 경매법의 한계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방법인데(권오상, 2013), 응답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의 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 과정이 필

요하다(이지영, 2014).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뿐 아니라 정책 사전평가,

관광자원 가치 추정 등에서도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관광자원 입장료와 비교한 지불의사액(최정원, 남태우, 2018;

정찬영, 이훈, 2014; 허중욱, 김영표, 2012), 시설 이용 및 정책 혜택에 대

한 지불의사액(장진 외, 2019; Chatterjee et al., 2017), 녹색화장품, 친환

경 발전 등에 대한 프리미엄 지불의사액(고윤진, 정순희, 2010;

Kowalska-Pyzalska, 2019), 수소전기이륜차와 같은 친환경 혁신상품에

대한 지불의사액(Chen et al., 2018) 등이 있다.

(3) 전기자동차 지불의사액과 관련된 연구

소비자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불의사액 역시 전환의사와 마찬가지로

그 영향요인을 다룬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

는 앞 절에서 다룬 바 있기에 본 문단에서는 각 연구에서 지불의사액을

측정한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Hidrue et al.(2011)은 조건부가치

측정법을 활용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파악했다. 조건부가

치측정법에서 전기자동차의 특성으로는 완충 시 주행거리, 50마일 주행

을 위한 충전 소요시간, 연료 및 충전비용, 가속력, 대기오염 절감율, 차

량가격을 제시했고, 두 전기자동차 대안과 당시 기술수준에서 응답자가

선호하는 휘발유 차량 중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선택하도록 문항을 설계

했다. Lin과 Tan(2017)은 중국의 소비자가 전기자동차에 대해 지니는 지

불의사액을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해 측정했는데, 전기자동차가 제공

하는 “환경적 가치”에 집중하여 조건을 제시했다. Ramos-Real et

al.(2018) 역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해 지불의사액을 파악했는데, “충

전 설비를 집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경우”로 가상적 상황을 한정하여 제시

하였다. 한편, White, Sintov(2017), Peters, Dütschke(2014)는 조건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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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법을 활용하지 않고 소비자가 전기자동차에 대해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인식에 기반하여 지불의사액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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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비자의 전기자동차 수용 영향요인

1. 친환경 의식

1) 친환경 의식의 정의와 관련 연구

친환경 의식이란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구매, 사용, 처분 등의 과정에

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생태적인 생활양식을 선택하

고, 자발적으로 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해 인류의 지속적인 번영을 꾀하려

는 생각이다(최남숙, 1994). 친환경 의식은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소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가치이다. 친환경 의식을 지닌 개인은 사회적 이타심

(social-altruism), 생물권적(biospheric) 가치를 지향하고 자기본위의식

(egoistic)을 띤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Stern, Dietz, 1994). Zelezny와

Schultz(2000)는 친환경 의식이 인간의 행동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하는 행동, 즉 환경친화적 행동을 일으키는 의도, 태도, 신념,

동기, 가치 등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Sang과 Bekhet(2015) 역시 친환경

의식이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는 정도”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노력의 정도”를 모두 포괄한다고 했다.

친환경 의식을 파악하는 방식은 “실질적 안건”과 “이론적 개념화”로

구분할 수 있다(Van Liere, Dunlap, 1981). 전자의 경우 대기 및 수질오

염, 야생 생태계 보전, 쓰레기 문제 등 실질적인 환경 관련 각 안건에 대

한 개인의 태도에 집중해 파악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Tognacci et al.,

1972),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각 환경 안건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만을

파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 포괄적으로 친환경 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이론적 개념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됐는데, 대표적으로

Roberts(1996)는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 효과성 인식(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 진보주의(liberalism), 환경관심(Environmental

Concern)으로 친환경 의식을 구분할 수 있다고 논하였다. 환경문제에 대

한 소비자 효과성 인식이란 개인이 환경오염 수준의 경감, 자원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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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지각을 뜻한다(Antil, 1978;

Webster, 1975). 또한, 진보주의란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정당, 정책을 지

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환경관심이란 개인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

거나 염려하는 정도를 뜻한다(Roberts, 1996).

친환경 의식이 높은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사용, 처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만족과 사회의 복지 향상, 생태 및 환경의 보존을 종합적으로 고

려한다(계선자, 1997; 최정구, 2010). 여러 연구에서는 친환경 의식 수준

이 소비자의 선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는데, “운전 중

에너지 및 수입자원 절약행동”, “재활용 및 생물분해성(biodegradability)

을 고려한 처분행동”, “친환경 구매 행동” 등이 친환경 의식과 유의한

관계를 맺었고(Van Liere, Dunlap, 1978), 친환경 표백세제 및 주방세제

구매의도(이성균 외, 2013), 친환경 식품소비(김숙, 허경옥, 2019), 친환경

에너지 브랜드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Hartmann, Apaolaza-Ibáñez,

2012) 등에 친환경 의식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친환경 의식과 전기자동차 소비자행동

이처럼 친환경 의식은 친환경 소비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변수이기에

대표적인 친환경 제품인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할 때

에도 친환경 의식은 중요하다. Liao et al.(2017)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선

호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많은 연구에서 친환경 의식이 전

기자동차에 대한 선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Hidrue et

al.(2011)은 두 전기자동차와 한 휘발유 자동차의 특성(주행거리, 충전시

간, 충전비용, 가속력, 오염물질 배출, 가격)을 가상으로 제시하고 소비자

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선택의사를 측정하였는데, 친환경 의식이 높은 집

단에 속한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를 선택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주우진 외(2017)는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

매의사와 사용당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는데, 친환경 의

식(해당 연구에서는 “친환경 성향”으로 표기)은 두 종속변수에 모두 유



- 37 -

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사용당위성 변수에 대해서는 가장 큰 영향

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amos-Real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친환경 의식이 높을수록 일반자동차(conventional vehicle)에서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의사와 지불의사액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정우와 이미숙(2016)은 여러 친환경행동 실천 경험과 친환경 의

식(연구에서는 “환경의식”으로 표기)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했는데 전기

자동차 이용 경험 역시 포함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 오히려 친환경 의식

이 전기자동차 이용 경험 가능성을 부(-)적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저자

는 이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자체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감소시키나 전기

자동차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발전 과정에서 더 많은 화석연료

사용의 가능성이 있어 친환경 의식이 높은 소비자는 이러한 간접적인 환

경오염에 대한 이해가 더해져 전기자동차 이용 경험이 적을 가능성이 있

다고 추론했다.

2. 혁신성

1) 혁신성의 정의와 관련 연구

혁신성(innovativeness)은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수이다. Rogers와

Shoemaker(1971), Leavitt, Walton(1975)은 혁신성이란 다른 사회구성원

과 비교했을 때 혁신을 더 빠르게 받아들이는 정도를 뜻한다고 보았는

데, 이는 타인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것을 실제로 빠르게 수용하는지에

대한 상대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한편, Midgley와 Dowling(1978),

Steenkamp et al.(1999), Roerich(2004)는 혁신성이란 개인이 새로운 아

이디어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타인의 소통과는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정도를 뜻한다고 정의했다. Midgley와 Dowling(1978)은 이를 상

대적 개념으로서의 혁신성과 구분하기 위해 “내재된 혁신성(innate

innovativeness)”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했는데, 개인의 내재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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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는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아직 전기자동차를 선택

하지 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실제 수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혁신성의 정의보다는 소비자에

내재된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정의가 더 타당하다.

연구에서 채택한 혁신성의 정의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혁신성’에 대

한 개념을 정의하면 소비자가 새롭고 특이한 제품이나 브랜드를 독립적

으로 추구하고 선택하려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성이 높은 소비

자는 혁신에 대해 더 잘 상상하며 그에 대한 이해가 쉬워 혁신에 따른

편익 역시 잘 인식한다(Yi et al., 2006). 그렇기에 시장에서의 선택 과정

에서 새롭고 특이한 제품이나 브랜드를 경험하려는 경향성과 그 경험에

서 얻는 편익이 그렇지 않은 소비자보다 크다(김상훈, 강지윤, 2005). 즉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는 새롭게 등장한 상품에 대해서 더 높은 편익을

느끼고 이를 소구한다.

혁신성은 새로운 상품, 특히 기술적으로 발전된 상품이 시장에 등장했

을 때 이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에서 주로 검토되었

다. 예를 들어 월드 와이드 웹(WWW)기반의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의도

(Agarwal, Prasad, 1998), 높은 사양(convergence)의 휴대폰 구입(김상

훈, 강지윤, 2005), 4G 휴대폰 구매의도(이병관, 조은현, 2009), 최신 기술

이 반영된 제품이나 서비스 수용 정도(Thakur et al., 2016) 등에 대해

혁신성은 정(+)적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혁신성과 전기자동차 소비자행동

선행연구는 혁신성이 대표적인 혁신 행동인 전기자동차 구매 및 선택

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검증했다. Morton et al.(2016)은 영

국 Dundee, Newcastle upon Tyne 등에 거주하는 400명의 자료를 바탕

으로 혁신성이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분석 결과, 혁신성은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선호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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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와 Sintov(2017)는 소비자가 전기자동차에 대해 지니는 이미지 중

“사회적 혁신가(social innovator)”와 관련된 문항의 측정값이 전기자동차

에 대한 인식, 구매의사 및 리스의사(willingness to buy/lease), 지불의

사액을 유의하게 설명하는지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혁신가”와

관련된 문항의 측정값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식, 구매의사 및 리스의사

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

이 구매의사 및 사용당위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주우진 외

(2017)의 연구에서는 혁신성향과 구매의사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검증되

었는데 심리적 특성 및 인구사회학적 변수 등을 포함하는 회귀모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3. 지각된 위험

1) 지각된 위험의 정의와 분류

소비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자신이 불편을 경험

할 수 있다는 위험을 고려하며, 이러한 위험은 선택의 결과가 제공하는

편익의 부족이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Demirgünescedil, 2015). 그러나

이러한 선택의 위험 정도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있는데, Bauer(1960)는

이를 “지각된 위험”이라고 지칭했다. 즉 지각된 위험은 주관성을 띠는

개념이다. 그렇기에 특정한 상품에 대해 객관적인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응 등이 소비자마다 다르고 만약 특정 소비자가 객관적인

위험을 전혀 지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해당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유의

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Bauer, 1960; 정재일, 1981). Cox와 Rich(1964)는

지각된 위험을 개인의 선택에 경제적, 시간적, 물리적, 심리적 비용(cost)

으로 작용하며 개인이 구매 시 고려하는 위험의 총량과 이것이 일부라도

실현될 주관적인 확률의 함수라고 정의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리

하면, 지각된 위험이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주

관적으로 인식하는 피해의 실현 가능성과 실현되었을 때의 피해량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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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지각된 위험은 다양한 개념으로 구성된다. Jacoby와 Kaplan(1972)은

재무적 위험(financial risk), 성능적 위험(performance risk), 신체적 위험

(physical risk), 심리적 위험(psychological risk), 사회적 위험(social

risk)으로 구분하였는데 특히 각 개념은 지각된 총 위험(overall

perceived risk)을 정의하는 함수의 독립변수라고 보았다. Roselius(1971)

는 위험을 경감하려고 하는 사람(reliever)을 11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경감하려는 손실을 시간적 손실(time loss), 위해적 손실(hazard

loss), 자아 손실(ego loss), 금전적 손실(money loss)로 제시했다.

Jacoby와 Kaplan의 분류와 가장 비교되는 것은 소비자가 선택의 결과로

인하여 시간적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는 점인데

Dholakia(2001) 역시 시간적 위험을 강조하였다.

[표 2-10] 지각된 위험의 구성 개념

구 분 개 념

재무적 위험

상품 혹은 브랜드를 구매하여 수리나 품질 유지를 비

롯하여 구매에 사용한 금전적 가치가 결과적으로 손실

을 입을 가능성.

성능적 위험
상품 혹은 브랜드를 구매하였는데 그것이 기능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신체적 위험
상품 혹은 브랜드를 구매하였는데 그것이 신체·생명상

위해를 끼쳐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

시간적 위험
상품 혹은 브랜드를 구매하였는데 성능 혹은 만족의

유지를 위해서 과도한 시간 투자가 요구될 가능성.

심리적 위험

상품 혹은 브랜드를 구매하였는데 그것이 자신의 자아

상(self-image), 자아개념(self-concept)과 일치하지 않

을 가능성.

사회적 위험
상품 혹은 브랜드를 구매하였는데 그로 인해 타인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

Jacoby, Kaplan (1972); 이규호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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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위험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하위요인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활

용되었다. 하지만 상품이나 거래방식 등은 각각의 특성이 다양하므로 대

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상의 성격을 고려

해 지각된 위험의 하위요인을 수정 후 적용하는 연구도 확인할 수 있다.

지각된 위험이 소비자의 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규명된 바 있다. 특히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상품이나

경험재, 신뢰재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있어 필수적인 변수 중

하나로 가정되었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거래의도

(Pavlou, 2003), 인터넷뱅킹 이용의도(Maditinos et al., 2013), 생명보험

구매의도(허영수, 최철재, 2016),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

의 지속적 이용의도(정주원, 조소연, 2018) 등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위험

이 각 상품 혹은 서비스의 수용가능성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또한, 지각된 위험은 자동차 소비자의 의사결정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Wiedmann et al.(2011)은 천연가스 자동차(Natural Gas

Vehicles)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을 중심으로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한 혁신저항성(innovation resistance)을 살펴보았다. 저자는 지각된 위

험을 재무적 위험, 성능적 위험, 신체적 위험, 시간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심리적 위험으로 구분하였는데 모든 지각된 위험이 혁신저항성에 정(+)

적 영향을 미쳤다. McLeay et al.(2018)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 소

비자가 지각하는 위험을 재무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심리적 위험, 시간적

위험, 네트워크 외부성 위험(network externality risk)으로 구분하였는

데,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구매의도에 부(-)

적 영향을 미쳤다. 김해연과 성동규(2018)의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자동

차(self-driving vehicle)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인지된 유용성과 구매의

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Liu et al.(2019)

은 역시 지각된 위험을 비롯한 여러 변수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지

불의사액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지각된 위험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소비자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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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된 위험과 전기자동차 소비자 행동의 관계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구매가격 및 유지비용, 성능, 동력

원 공급방식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는 소비자들이 전기자

동차라는 익숙하지 않은 재화에 대해서 위험을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에 대해 지각하는 위험

에 따라 그들의 구매, 선택의도 등이 바뀔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양성

목, 김형길(2020)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위험을 재무적 위험, 기능

적 위험, 신체적 위험, 심리적 위험, 시간적 위험으로 구분했고, 이들이

각각 전기자동차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했다. 제주지역 거

주민 189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 위험이 이용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성과 이주성(2020)은 성능적 위험,

신체적 위험, 경제적 위험 세 범주로 나누었고, 이들이 각각 전기자동차

에 대한 채택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했다. 155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적 위험만이 채택의도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성능적 위험은 인지된 유용성, 신체적 위험은 인지된

이용용이성에 각각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인태

(2020)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을 성능 위험과 충전 위험으로 구분했다. 이들이 각각 전기자동차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능위험과 충전위험 모두 만족

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Kim et al.(2018)은 전기자동차에 대

한 지각된 위험을 크게 재무적 위험과 비재무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

다고 논하였으며 전자는 “가격과 배터리 비용(price and battery cost)”,

후자는 “기술적 성능 위험(technolgical performance risk)”, “충전 위험

(charging risk)”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가격과 배터리 비용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가치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 지각된

가치는 수용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결과적으로

지각된 위험 중 가격과 배터리 비용, 충전 위험이 전기자동차 수용의도

에 간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eatherma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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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21)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위험을 성능적 위험, 재무적 위험,

사생활 위험(privacy risk), 시간적 위험, 심리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신체

적 안전 위험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논의했다. 다만, 척도의 신뢰도

문제로 인하여 이중 시간적 위험, 재무적 위험, 사생활 위험, 심리적 위

험(“주행거리 우려(range anxiety)”로 변경)만을 최종적으로 모형에 포함

했다. 분석 결과 지각된 위험은 구매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지각된 위험을 체계적으로 구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했지만,

각 위험의 측정치를 종합해 “지각된 위험”이라는 하나의 변수로 모형에

투입해 유형의 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았고 심리적 위험의 학술적 개념을

참고했을 때, 심리적 위험을 주행거리 우려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잔존했다. Wang et al.(2018)의 연구는 지각된 위험을 성능적 차

이, 신체적 위험, 재무적 위험, 시간적 위험, 심리적 위험으로 구분했다.

[표 2-11]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위험 구분

저자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위험 구분

양성목, 김형길 (2020)
재무적 위험, 기능적 위험, 신체적 위험, 심

리적 위험, 시간적 위험
황인성, 이주성 (2020) 성능적 위험, 신체적 위험, 경제적 위험
이인태 (2020) 성능 위험, 충전 위험

Kim et al.(2018)
가격과 배터리 비용, 기술적 성능 위험, 충

전 위험

Featherman et al.(2021)
시간적 위험, 재무적 위험, 사생활 위험, 주

행거리 우려

Wang et al.(2018)
성능적 차이, 신체적 위험, 재무적 위험, 시

간적 위험, 심리적 위험

관련 연구를 종합한 결과, 지각된 위험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태도와 구

매의도를 부(-)적으로 설명했다. 다만, 모든 연구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용의도, 구매의도 등을 유의하게 예

측하진 않았다. Simsekoglu와 Nayum(2019)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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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고 위험(perceived accident risk)이 전기자동차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지각된 혜택

1) 지각된 혜택의 정의와 분류

지각된 혜택 또는 지각된 품질이란 기술 등이 제공하는 유·무형의 편

익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뜻한다(심준섭, 2009). 여기서 혜택은

소비자가 소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물리적·심리적 결과 가운

데 바람직한(desirable) 것을 의미하는데(Gutman, 1982), 혜택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니는 속성과는 다소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즉, 혜택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속성에 대해서 주관적

인 필요와 욕구, 이용을 통해 얻으려는 주관적 보상과 기대라고 할 수

있다(이정대, 허철무, 2020). Aaker(2006)는 지각된 혜택이 일반적으로

상품의 특성 등 내면적 차원에 기초한다고 보았으며 상품에 대한 기대와

가격적 측면을 모두 반영하기에 만족도, 태도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

했다. 또한, 지각된 혜택은 “지각된 가치”와도 구분된다. 가치란 획득하

는 것과 소요되는 것의 차이를 의미하며, 혜택 또는 품질보다 상위의 개

념이라고 하였다(Zeithaml, 1988). 즉, 지각된 혜택은 대상이나 행위 등을

통해서 얻는 이득에 초점을 맞추지만, 지각된 가치는 대상이나 행위 등

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정도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정도의 차이에 방점을

찍는다고 볼 수 있다.

지각된 혜택 역시 지각된 위험과 마찬가지로 여러 하위 개념으로 구

분할 수 있다. Batra와 Ahtola(1991)는 혜택이 실용적(utilitarian) 차원,

유희적(hedonic) 차원으로 구분된다고 했는데, 실용적 차원이란 대상이

유용하고 실익이 되는 정도를, 유희적 차원이란 대상에 대해 호감이 가

는 정도라고 보았다. Peter와 Olson(1994)은 지각된 혜택을 인지적 측면

(cognitive aspect), 정서적 측면(affective aspect)으로 구분했다.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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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은 기능적(functional), 심리사회적(psychosocial)으로 바람직한 결과

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을 뜻하며, 정서적 측면은 바람직한 결과에서 비

롯한 긍정적인 감정을 뜻한다. 한편 Lai(1995)는 제품에서 지각하는 혜택

을 기능적 혜택(functional benefit), 사회적 혜택(social benefit), 정서적

혜택(affective benefit), 지적 혜택(epistemic benefit), 심미적 혜택

(aesthetic benefit), 유희적 혜택(hedonic benefit), 상황적 혜택

(situational benefit), 전체론적 혜택(holistic benefit)으로 세세히 구분했

다. 그러나, 지각된 혜택에 대해서는 아직 일원화된 분류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으며(주린, 2020), 상품의 특성에 따라 지각된 혜택의 하위 개념 역

시 계속해서 변화한다.

친환경적이거나 혁신적인 상품이라 할지라도 소비자가 상품으로부터

이점을 느끼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그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이점을 느낀다면 선택의 가능성은 증가한다(Ostlund, 1974; Scultz,

2000). 실제로 지속가능한 패키지 상품(강송은, 황조혜, 2019), 에너지효

율제품(Akroush et al., 2019), 온라인뱅킹서비스(Lee, 2009) 등에 관한

연구에서 친환경 제품 및 혁신적인 제품이 제공하는 혜택은 소비자의 구

매의도를 비롯한 행동 이행 가능성을 정(+)적으로 예측했다.

2) 지각된 혜택과 전기자동차 소비자 행동의 관계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혜택을 별도로 정의한다면, 전기자동차를

선택함으로써 소비자가 획득하는 유·무형의 편익에 대해 각 소비자가 내

리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전기자동차의 지각된 위험을 다

룬 선행연구에서는 지각된 혜택을 함께 다루고 있다. 이인태(2020)와 송

봉석(2016)은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의 지각된 가치(두 연

구 모두 지각된 혜택의 의미로 지각된 가치를 사용함)가 소비자의 만족

또는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했다. 이인태(2020)는 지각된

가치를 환경 가치, 승차 가치, 하차 가치로 나누었는데, 저자는 승차 가

치를 연료 효율성, 유지 효율성, 승차감으로, 하차 가치를 친환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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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및 호감 이미지로 정의했다. 연구 결과, 세 유형의 지각된 가치가

모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만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송봉석

(2016)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가치를 경제적 가치,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로 구분하였는데, 각각이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지각 속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조절하

는지 파악하는 것을 주 목표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기능적 가치와 환경

적 가치가 부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띠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절

효과를 보기 전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모든 변수가 구매의도를 정(+)

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Kim et al.(2018)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

된 혜택을 유지비용(operational economic) 혜택, 환경친화적

(eco-friendly) 혜택, 주행유희(driving enjoyment) 혜택으로 다시 구분했

다. 연구에서는 세 혜택이 모두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가치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Featherman et al.(2021)은 전기

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혜택의 유형으로 시간 절약(time savings), 재무적

절약(financial savings), 환경 보호(environmental savings),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주행쾌감(driving excitement), 환경 자부심 및 만족(eco

pride and satisfaction)을 제시했는데, 신뢰도 기준 충족을 위해 최종적

으로 시간 절약, 환경 보호, 주행쾌감만을 포함했다. 분석 결과, 지각된

혜택이 전기자동차 구매의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Schmalfuß et al.(2018)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혜택을 가속쾌감

(enjoyable accleration and enhanced fun). 저소음쾌감(enjoyable low

noise emission), 긍정적 명성(positive reputation), 공간(sufficeint

vehicle space), 안전만족 및 신뢰성(satisfying safety and reliabilty), 친

환경성(enhanced environment friendliness)으로 나누었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만족, 유용성 지각, 구매의사와의 관계성을 검증했다. 그 결과 가속

쾌감, 저소음쾌감은 유용성, 구매의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명성과

환경친화성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만족과 유용성을 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Zhang et al.(2013)은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신에

너지 자동차(new energy vehicle)에 대한 지각된 혜택을 재무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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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환경성(environmentalism), 심리적 욕구(psychological need)로 나

누고 이들이 각각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

다. 해당 연구에서는 선호는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구매의사, 구매 소

요 기간(time period for purchasing), 수용 가격(acceptable price)으로

나누었는데, 모든 변수는 구매의사를 정(+)적으로, 구매 소요 기간을 부

(-)적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심리적 욕구를 제외한 재무적 혜택, 성능,

환경성은 수용 가격을 정(+)적으로 설명했다.

[표 2-12]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혜택 구분

저자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혜택 구분

이인태 (2020) 환경 가치, 승차 가치, 하차 가치

송봉석 (2016)
경제적 가치,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환

경적 가치

Kim et al.(2018)
유지비용 혜택, 환경 친화적 혜택, 주행유희

혜택
Featherman et al.(2021) 시간 절약, 환경 보호, 주행쾌감

Schmalfuß et al.(2018)
가속쾌감, 저소음쾌감, 명성, 공간, 안전성,

환경친화성

Zhang et al.(2013) 재무적 혜택, 성능, 환경성, 심리적 욕구

5. 태도

1) 태도의 정의

태도는 특정 대상 또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지속적인 반응을 일으키

는 정신적 상태를 뜻한다(Allport, 1967). 개인은 태도와 신념 간 일관성

을 유지하여 심리적 안정을 느끼므로 태도를 통해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이학식 외, 2006). 태도는 개인의 명시적인 반응패턴을 야기하거나

매개하므로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매우 핵심적인 변수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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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Rogers, 2003; Doob, 1967).

이를 전기자동차에 대한 논의로 확장한다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태도

란 전기자동차에 대해 소비자의 반응을 야기하는 정신적 상태로써 각자

의 태도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선택과 같은 소비자행동을 예측하는 변수

가 될 수 있다. 같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태도는 개인차가 있다. 태도는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각자의 신념, 감정을 반영하고 개인의 가치체계와

생활양식의 표상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이기춘, 김정은, 2012; Allport,

1967). 따라서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해 지니는 태도는 대상에 대한 개

인의 인식의 영향을 받는다. 즉, 앞서 살펴본, 소비자의 친환경 의식이나

혁신성, 대상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혜택에 따라 태도는 유의하게 변화

할 수 있다(안성숙, 양수진, 2018; 최재홍 외, 2012; Bennett, Vijaygopal,

2017; Chen, Li, 2007).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지닌다면 그 상품을 장차 수

용할 가능성은 높아지며, 반대로 비호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면 그

상품의 수용 가능성은 낮아진다(Gardner et al., 2011). 이를 전기자동차

에 적용하면, 소비자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일수록 전기자

동차를 선택 혹은 수용할 가능성이 상승하게 된다.

태도는 친환경 상품과 혁신상품의 구매 및 선택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

용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MP3 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DVD 등 혁

신제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CD 플레이어, 일반카메라, 비디오카

세트레코더(VCR) 등의 기존제품에서 혁신제품으로 교체할 행동의도 역

시 높아졌고(최용희, 김상훈, 2004), 디지털 장치, 기능 등을 의류에 접목

한 ‘스마트 의류’의 구매의도를 태도가 유의하게 설명했다(고은주 외,

2008). 또한 친환경 에너지 브랜드에 대한 태도는 그것의 구매의도를 유

의하게 제고하기도 했다(Hartmann, Apaolaza-Ibáñez, 2012). 한편

Erskine et al.(2020)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가 자율주

행 자동차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1,154건의 표본자료를 확

인한 결과, 소비자의 태도는 성능 기대, (운전에 소요되는)노력 절감 기

대, 사회적 영향, 유희적 동기 등이 태도를 정(+)적으로 예측했고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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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의 수용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 태도와 전기자동차 소비자 수용에 관한 연구

관련한 선행연구를 탐구해보았을 때 친환경 상품인 동시에 여러 기술

이 집약된 혁신상품인 전기자동차의 수용에서도 태도는 중요한 변수이

다. 문선정(2019)은 205명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심리적 환경요인이 전

기자동차 구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태도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태도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용의도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했고, 심리적 환경요인 가운

데 “그린자아정체성”, “그린신뢰”가 태도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했

다. Wang et al.(2018)은 2016년에 수집한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10개

도시의 320명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태도가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전기자동차에 대해

지니는 소비자 태도가 높을수록 수용의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Huang과

Ge(2019)는 중국의 “Huimin 모터쇼”, “베이징 898 국제모터쇼” 참가자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의도 영향요인을 파악했는데, 태도가 정(+)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Asadi et al.(2021)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르에 거주하는 운전 유경험자 177명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해 소비

자가 지니는 태도가 전기자동차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는데,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Bennett,

Vijaygopal (2017)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태도가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았다. 특히 영향력에 있어서 자아상 일치성(self-image

congruence),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영향력에 조절효과

를 미치는지 추가로 탐색했다. 연구 결과, 태도가 구매의사에 대해 유의

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다만, 두 조절변수는 모두 유의하게 태도의 구

매의사에 대한 영향력을 조절하였다.



- 50 -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1. 연구문제

연구문제는 크게 [연구문제 1], [연구문제 2], [연구문제 3]으로 나뉜

다.

[연구문제 1] 소비자의 친환경 의식과 혁신성,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혜택, 태도, 전환의사, 지불의사액 수준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소비자의 친환경 의식과 혁신성,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혜택, 태도, 전환의사는 어떻게 구조화
되는가?

[2-1] 소비자의 친환경 의식과 혁신성,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
각된 위험과 혜택, 태도는 전환의사에 영향을 미치는가?

[2-2]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혜택, 태도는 소비자
의 친환경 의식과 혁신성, 전환의사의 관계를 매개하는
가?

[연구문제 3] 소비자의 친환경 의식과 혁신성,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혜택, 태도, 지불의사액은 어떻게 구조
화되는가?

[3-1] 소비자의 친환경 의식과 혁신성,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
각된 위험과 혜택, 태도는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

[3-2]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혜택, 태도는 소비자
의 친환경 의식과 혁신성, 지불의사액의 관계를 매개하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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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에서는 친환경 의식과 혁신성,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위험, 혜택, 태도의 전반적 수준을 살펴보고 이것이 인구사회학적 특성,

소비자의 자동차 이용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했

다. [연구문제 2]를 통해서는 소비자의 친환경 의식과 혁신성, 전기자동

차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혜택, 태도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전환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각된 위험과 혜택, 태도가 소비자의

친환경 의식과 혁신성, 그리고 전환의사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에서는 전환의사 대신 지불의사액에

소비자의 친환경 의식과 혁신성,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혜택,

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각된 위험과 혜택, 태도가 소비자의

친환경 의식과 혁신성, 그리고 전환의사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2. 연구모형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한 결과는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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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에서 분석할 표본은 거주지역, 현재 자동차 보유여부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거주지역의 경우 전기자동차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주민만을 대상으

로 표집을 진행하였다. 한편, 자동차 보유여부를 기준으로 분석대상을 한

정한 이유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환의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

기자동차가 아닌 내연기관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보유한 소비자

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지불의사액 측정에 있어서도 자동차를 직접 구

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가 자동차에 소요되는 구매비용이나 유지

비용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환의사, 지불의사액을 연구한 Ramos-Real et al.(2018) 역시 이를 위해

서 현재 자동차를 보유한 대상만을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2020년도 인바이트 후원을 받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을 채택하였으며, 설문은 예비

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진행했는데, 예비조사는 본조사에 앞서 조사도

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1월 25일부터 동년 동월

31일까지 시행했다. 예비조사의 경우 거주지역과 차량보유여부를 통제하

지 않고 4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그후 2021년 2월 19일부터 동년 동월 25일까지 인바이

트 패널 50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부실기재된 1명을 제외한 499개 사례를 분석했다.

2. 측정도구

선행연구 및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설계한 문항을 구성한 후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다. 주성분

분석 과정에서는 요인회전 기법으로 배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을

사용했다. 측정한 자료의 요인분석 가정 만족 여부를 확인한 결과 K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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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0.876, Bartlett 검정 결과 근사 카이제곱은 16555.326으로 0.001 수

준에서 유의해 기본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분분석 결과,

요인들의 총 설명력은 68.09%였다. 한편,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본 연

구에서는 0.40 미만은 “신뢰도 부족”, 0.40 이상 0.60 미만은 “신뢰도 보

통”, 0.60 이상 0.75 미만은 “신뢰도 양호”, 0.75 이상은 “신뢰도 우수”라

고 정의한 Cicchetti(1994)의 기준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요인을 구성하

는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검정하고 문항들이 각 요인을 측정하는지 파악

했다.

1) 친환경 의식과 혁신성

(1) 친환경 의식

소비자의 친환경 의식은 소비자학 분야뿐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에서

주목받는 변수이다. 그렇기에 친환경 의식을 측정하는 척도 역시 다양하

게 개발되었다. 그중에서도 유두련(2013)은 친환경 의식이 환경보호의

중요성 인식 외에 이타적 가치관 및 자아중심적 성향을 포함하는 개념이

라고 보았는데 이타적 가치관은 친환경 의식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지

각뿐 아니라 친환경적인 삶이 다소 불편할지라도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에

복지를 제공한다면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식을 뜻하며, 자아중심적 성

향은 반대로 친환경 소비로 인한 불편과 비용을 감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친환경 소비의 실천 의지가 약한 소비자 가치를 의미한다. 이

러한 관점은 구매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기존에 설치된 주

유 설비를 이용할 수 없어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소비를 분석

할 때 더욱 타당한 관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틀을 적용하여

친환경 의식을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다만 유두련(2013)의 연구에서 자

아중심적 성향의 경우 구매, 사용, 처분 모든 친환경 소비 과정을 유의하

게 예측하지 못했기에 이를 제외한 환경보호의 중요성 인식, 이타적 가

치관을 통합하여 친환경 의식의 틀을 구성했다. 전자는 최경하(2010) 척

도를 참고하여 리커트 5점 척도 8문항으로 설계했으며, 후자는 유두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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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의 척도를 참고하여 리커트 5점 척도 4문항으로 설계했다.

친환경 의식의 주성분 분석 결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타적 가

치관이 각각 범주화되었다. 다만, 친환경 의식 1번 문항의 경우 교차적재

(cross loading)의 가능성이 있어, 해당 문항을 제외하고 추가분석을 진

행하였다. 문항 변동 사항은 아래 [표 3-1]과 같다. 신뢰도 분석을 실시

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0.894로 높게 나타나 높은 내적일관성이

확인됐다.

[표 3-1] 친환경 의식 문항 및 신뢰도

번호 문항 내용 신뢰도

요인명: 친환경 의식

02 나는 지금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0.894

03 나는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04
나는 환경오염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

고 생각한다.

05
나는 언론이 지금보다 환경오염에 대해 더 자주 보도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06
나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07
나는 법적 규제를 강화해서라도 기업의 친환경상품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08
나는 경제발전 속도를 늦추더라도 환경오염 문제를 우선 개

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09 나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친환경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10
나는 친환경적인 소비를 실천하기 위해 구매습관을 바꿀 수

있다.

11
나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다.

12
나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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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성

소비자 혁신성은 기술의 발달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

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그렇기에 소비자학을 비롯한 경영학, 기술

경영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다양한 척도가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을 바탕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선호

를 파악한 Morton et al.(2016)의 척도를 참고하여 리커트 5점 10문항으

로 구성했다.

혁신성 문항을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표 3-2]에 제

시되어 있는데, Cronbach’s α 계수는 0.925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매우

높았다.

2)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혜택

(1)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위험

소비자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위험 측정 문항은 양성목, 김형길

(2018), 황인성, 이주성(2020), Kim et al.(2018), Featherman,

Pavlou(2003)의 그것을 참고했다. 리커트 5점 척도 15문항으로 구성하고

전기자동차 소비자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여 재무적 위험, 신체적 위험,

성능적 위험, 시간적 위험, 심리적 위험으로 구분했다.

지각된 위험의 경우 각 요인이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성분 분석 결

과, 재무적 위험(1∼3번 문항), 신체적 위험(4∼6번 문항), 심리적 위험

(13∼15번 문항)이 각각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성능적 위험(7∼9

번 문항)의 경우 7, 8번 문항과 9번 문항이 다르게 범주화되었는데 7, 8

번 문항은 교차적재와 더불어 후술할 성능적 혜택 요인에 음(-)의 요인

부하량으로 범주화됐다. 9번 문항은 시간적 위험(10∼12번 문항)과 같은

요인으로 범주화되었다. 이는 9번 문항의 내용이 “내가 전기자동차를 운

전한다면 전기자동차의 완충 시 갈 수 있는 거리(주행거리)는 나의 기대

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의 내용으로 충전량 당 주행거리의 경우 충전

빈도와 충전에 필요한 시간과 상관성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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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혁신성 문항 및 신뢰도

번호 문항 내용 신뢰도

요인명: 혁신성

01
나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상품을 가장 빨리 구매하는 사람

중 하나이다.

0.925

02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활에 빠르게 적용한다.

03 나의 가족과 친구들은 나를 혁신적인 사람으로 여긴다.

04
나는 항상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방법을 찾는

다.

05
나는 큰 야망이 있기에 스스로에게 높은 기대를 하는 사람이

다.

06
나의 주변 사람들은 새로운 상품의 기술에 대한 조언을 항상

나에게 구한다.

07
나는 보통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에 그것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08 나는 항상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찾는다.

09
나는 인터넷, TV, 신문, 잡지 등을 통해서 최신 기술에 대해

알기 위해 노력한다.

10
나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상품과 관련된 사람과 소통하기 위

해 노력한다.

본 연구에서는 7, 8번 문항을 삭제하고 9번 문항을 시간적 위험으로 재

범주화하여 이후의 분석을 진행했다. 한편 Cronbach’s α 계수는 재무적

위험이 0.702, 신체적 위험이 0.905, 시간적 위험이 0.806, 심리적 위험이

0.805로 나타나 모든 항목이 양호하거나 우수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각된 위험의 문항을 탈락시키거나 문

항을 재범주화하여 이후의 분석을 진행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한 내용은

[표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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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지각된 위험 문항 및 신뢰도

번호 문항 내용 신뢰도

요인명: 재무적 위험

01 전기자동차는 구매할 때 비용이 비싸다.

0.70202 전기자동차는 수리비용이 비싸다.

03 전기자동차는 총비용이 비싸다.

요인명: 신체적 위험

04
내가 전기자동차를 운전한다면 나의 안전사고 위험이

클 것이다.

0.90505
내가 전기자동차를 운전한다면 가족이나 친구 등 동승

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클 것이다.

06
내가 전기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사고가 났을 시 안전상

위험이 클 것이다.

요인명: 시간적 위험

09
내가 전기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전기자동차의 완충 시

갈 수 있는 거리는 나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0.806

10
내가 전기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충전소를 찾는데 시간을

허비할 것이다.

11
내가 전기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충전하는 데 시간을 허

비할 것이다.

12
내가 전기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연료의 갑작스러운 소모

로 인해 시간을 허비할 것이다.

요인명: 심리적 위험

13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나의 성향에 부합하지 않

는다.

0.80514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자아상

(self-image)에 부합하지 않는다.

15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나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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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혜택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혜택을 측정하는 문항은 Kim et al.(2018),

Zhang et al.(2013)의 척도를 참고해 설계했다. 또한,

“EVPOST(evpost.co.kr)”의 칼럼을 바탕으로 일부 문항을 보완했다. 문

항 수는 각각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된 16개이며 재무적, 성능적, 환경

적, 사회적 혜택으로 구분했다.

지각된 혜택의 네 요인은 각각 재무적 혜택 3문항, 성능적 혜택 3문

항, 환경적 혜택 5문항, 사회적 혜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성분분석

결과 재무적 혜택(1∼3번 문항)의 경우 1번 문항이 교차적재의 가능성이

나타난 동시에 재무적 위험 요인에 음(-)의 요인부하량으로 범주화되었

다. 따라서 1번 문항을 제외하고 이후의 분석을 진행했다. 그 밖에 성능

적 혜택(4∼6번 문항), 환경적 혜택(7∼11번 문항), 사회적 혜택(12∼16번

문항)은 모두 각각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주성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각된 혜택 문항을 변경한 결과는 [표 3-4]와 같다. 변경 후 각 요인의

Cronbach’s α 계수는 재무적 혜택이 0.596, 성능적 혜택이 0.602, 환경적

혜택이 0.916, 사회적 혜택이 0.925로 나타나 지각된 혜택의 모든 요인이

보통 수준 이상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3) 전기자동차에 대한 태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하는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윤덕환 외

(2015), Bennett & Vijaygopal(2017)의 문헌을 바탕으로 하였다. 문항 수

는 5점 어의차이 척도로 구성된 세 문항으로 설계했다. 그리고 부정적

어휘에는 낮은 점수를 긍정적 어휘에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응답자가

긍정적 태도를 지닐수록 태도 점수가 높도록 했다.

주성분 분석 결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문항은 별도의

요인으로 범주화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태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0.897로 나타나 높은 내적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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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지각된 혜택 문항 및 신뢰도

번호 문항 내용 신뢰도

요인명: 재무적 혜택

02
전기자동차는 유지비용(충전비용, 주차비용, 자동차 관

련 세금 등)이 저렴하다. 0.596

03 전기자동차는 총비용이 저렴하다.

요인명: 성능적 혜택

04 전기자동차는 운전 중 소음이 작다.

0.60205 전기자동차는 운전 중 차체 흔들림이 적다.

06 전기자동차는 가속력이 좋다.

요인명: 환경적 혜택

07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기후 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0.916

08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탄소배출량 감소에 도움이

된다.

09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오염수준 감소에 도움이

된다.

10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천연자원 낭비 감소에 도

움이 된다.

11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

요인명: 사회적 혜택

12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인상이 개선될 것이다.

0.925

13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가치있

다고 생각할 것이다.

14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명예롭

다고 생각할 것이다.

15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세간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이

다.

16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내 지위를 더욱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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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태도 문항 및 신뢰도

번호 문항 내용 신뢰도

요인명: 태도

01 매력없는 … 관심 가는

0.89702 갖기 싫은 … 갖고 싶음

03 불쾌감을 주는 … 호감을 주는

4)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환의사와 지불의사액

전환의사는 Ramos-Real et al.(2018)의 연구에서 활용한 바와 같이 양

분형 단일문항으로 파악했으며, 지불의사액은 조건부가치측정법 중 측정

오류를 줄이는 동시에 시작점 편의를 통제할 수 있는 지불카드법을 활용

하여 측정했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지불의사액 측정을 위해서는

응답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브랜드나 차량

모델에 대한 이미지가 지불의사액에 반영될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제

조사와 모델명은 제시하지 않고 휘발유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각각의 특

성만을 제시한 후 “제시되지 않은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불의사액 규모를 파악하였다. 기준이 되는 자동차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시판 중인 “기아자동차(주)의 쏘울(SOUL)” 모델의 가솔린 버

전과 전기자동차 버전으로 선정하였다. 가솔린 버전은 취득세 등을 포함

한 실제 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2,000만

원부터 3,000만 원 사이에서 100만 원 단위로 응답하도록 했다.

제시한 자동차 특성 목록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측정한

Hidrue et al.(2011)의 척도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에게 제시

한 특성은 “유형”, “운행형태”, “연평균 유지비용”, “완전주유(완충) 시

간”, “완전주유(완충) 시 최대 주행거리”, “최고속도”, “이산화탄소 배출”,

“가격”이다. 유형은 해당 차량의 종류를 뜻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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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가솔린 자동차, 전기자동차 버전을 비교하기 때문에 유형은 “국

내 SUV(Sports Utility Vehicle)”로 통일하였다. 운행형태는 해당 자동차

의 동력원을 의미하며 “가솔린”, “전기”로 각각 제시하였다. 유지비용은

응답자의 인식 편의를 위해서 여러 비용의 합산으로 제시하였다. 유지비

용을 구성하는 항목에는 동력원 공급 비용, 연간 자동차 보유세, 연간 주

차비용, 연기준 자동차보험료를 포함했으며,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자동차의 연간 유지비용

: 연간 자동차 주행거리 (km) | : 자동차 동력원 공급비용 (원/L)

: 자동차 공인연비 (km/L) |  : 자동차 연간 보유세 (원)

: 자동차 연간 주차비용 (원) | : 자동차 연간 보험료 (원)

자동차의 공인연비는 제조사 홈페이지(kia.com/kr; kia.com/uk)에 명시

된 해당 차량의 공식 제원을 참고하였다. 동력원 비용의 경우 가솔린은

리터당 1,500원으로 가정했으며, 전력충전비용은 저공해차통합누리집

(ev.go.kr)에 제시된 kW당 71원(완충 기준)으로 가정했다. 자동차 연평균

주행거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2018 자동차주행거리통계」에 제시된 국

내 일반형 승용차의 대당 연 주행거리 평균을 근거로 하여 12,000km로

가정했다. 자동차 보유세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홈페이지

(wetax.go.kr), 저공해차통합누리집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주차요금은

2013년 녹색소비자연대의 통계자료를 참고하였는데, 2021년 기준으로 전

기자동차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공영주차장 요금의 절반만 부과받으므로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을 절반씩 이용하는 개인을 가정하고 전기자동

차를 보유할 경우 가솔린 자동차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주차비용의 75%

만을 지불한다고 가정했다. 연간보험료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비교공시사이트인 ‘보험다모아

(e-insmarket.or.kr)’를 참고하여 차량의 가솔린 버전과 전기자동차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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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보험료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가솔린 버전의 연간유지비용은

323만 4,962원, 전기자동차 버전의 그것은 162만 3,639원으로 도출되었다.

다만 도출된 값으로 두 차량의 연간유지비용을 제시할 경우 응답자가 인

식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각각 “320만 원”과 “160만

원”으로 수정 후 반영하였다.

완전주유(완충)시간은 김대식(2019)의 문헌과 저공해차통합누리집을

참고하여 구성했다. 2020년 기준으로 국내 공용 충전기 약 64,000기 가운

데 완속 충전기가 약 54,000기(84.72%)로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

므로(IEA, 2021), 소요 시간은 완속충전기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최고

속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제조사 홈페이지의 공식 제원를 참고했다1).

지불의사액의 경우 가솔린 자동차의 가격만을 제시하여 소비자가 같은

전기자동차에 최대 얼마의 지불의사가 있는지 응답하도록 했는데, 제조

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가격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

득세를 가산해 도출했다. 각 조세 항목별 액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

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car365.go.kr)”의 자동차 등록비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합산 및 반영했다.

[표 3-6] 지불의사액 측정 가상 조건

항 목 자동차 A 자동차 B
유 형 국산 SUV
운행형태 휘발유(가솔린) 전기

연평균 유지비용 320만 원 160만 원

완전주유(완충) 시간 7분
완속충전기 기준

4시간 (240분)
완전주유(완충) 시

최대 주행거리
685km 385km

최고속도 220km/h 165km/h
주행중 이산화탄소 배출 연간 1.5 톤 없음

가 격 2,000만 원

1) 제원상에는 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시되어 있는데 응답자의 이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km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연평균 주행거리

(12,000km)를 곱하여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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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주요 변수 외에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위험, 혜택, 태도, 수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해당 변수를 인구사회학적 변수, 소비자의 자동차 이

용 변수로 나누어 설문에 포함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는 복수의 선행연구에서 파악한 성별과 연령, 학

력, 직업, 소득수준, 가구원 수, 주거형태를 중심으로 파악했다. 성별의

경우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전문대학 포함) 재학”,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 “대학원

재학”, “대학원 졸업 이상”으로 구분했다. 직업은 주우진 외(2017)의 연

구를 참고하여 “일반사무직”, “생산직”, “판매/서비스직”, “전문직”, “공무

원”, “전업주부”, “학생”, “실업/비경제활동”, “기타”로 구분했다. 연령과

소득수준은 개방형으로 측정했는데 이중 소득수준은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가구원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수가 몇 명인지 파악했다.

특히 가구원 수를 파악한 이유는 현재까지 소비자의 전기자동차 선택폭

이 좁고 특히 유사한 가격대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크기가

비교적 작으므로 가구원 수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

에 따라서 충전 기반에 대한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

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령」에 의거해 거주자의 전기자동차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공용

충전기가 전체 주차 공간 중 0.5% 이상 확보돼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거주하는 주택 형태를 “아파트”, “오피스텔”, “일반주택(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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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다세대)”, “기타”로 나누어 파악했다.

(2) 소비자의 자동차 이용 변수

소비자의 자동차 이용 변수로는 보유 자동차 유형, 운전 경력 기간, 1

년당 평균 주행거리, 운전 빈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관적 지식을 파악

했다. 보유 자동차 유형은 “휘발유(가솔린)”, “경유(디젤)”, “가스(LPG)”,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구분해 측정했다. 운전 경력 기간은 연 단위

로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개방형으로 질의했다. 1년당 평균 주행거리는

km 단위로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역시 개방형 문항으로 측정했다. 자동

차 이용 빈도의 경우 “주 3회 이상”, “주 1회 이상 3회 미만”, “월 2회

이상 4회 미만”, “월 2회 미만”으로 분류해 측정했다. 소비자의 전기자동

차에 대한 주관적 지식수준은 복수의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지목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를 파악하고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전기자

동차에 대한 주관적 지식수준을 각각 측정하고자 하였다. 각 항목은

Likert 5점 척도 4문항으로 설계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통계분석, t검정, 일원분

산분석(ANOVA), 교차분석(Chi-Square test),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검증 절차를 거쳤다. 기술통계분석과 일원분

산분석에는 SPSS 25.0을 활용했으며, 구조방정식 모델 검증에는 R의

‘Lavaan library’를 활용했다.

각 분석을 통해서 밝히고자 한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통계분석

을 통해서 인구사회학적 변수, 소비자의 자동차 이용 변수를 비롯하여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볼 친환경 의식, 혁신성, 지각된 위험과 혜택,

태도, 전환의사, 지불의사액의 전반적 수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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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석 과정을 통해서 인구사회학적 변수, 자동차 이용 특성에 따라 친

환경 의식, 혁신성, 지각된 위험과 혜택, 태도, 전환의사, 지불의사액 수

준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규명했다. 마지막으로 구조방정

식 검증 과정을 바탕으로 친환경 의식, 혁신성, 지각된 위험과 혜택, 태

도, 전환의사와 지불의사액이 각각 어떻게 구조화되며 변수 간 관계가

어떠한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변수는 전환의사와 지불의사액 두 가

지이다. 그렇기에 예측 잠재변수, 매개 잠재변수는 유지하되 잠재변수(전

환의사, 지불의사액)만 달리한 각각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계하였는데,

전환의사의 경우 양분형 응답으로 측정된 이산변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조방정식 검증에서 추정방법으로 활용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Lavaan library에서는 이산변수

처럼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는 경우 최대우도법 대신 가중치부

여 최소제곱법(Weighted Least Squares)을 사용한다(백영민, 2017). 본

연구에서는 전환의사를 종속변수로 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가중치부

여 최소제곱법을, 지불의사액을 종속변수로 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여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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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변수

분석에 앞서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특정 항목의 빈도가 적은 경우 다

른 항목과 결합하여 분석했다. 분석대상 중 남성은 301명, 여성은 198명

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47.27세였으며, 30대

이하가 146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135명), 50대(133명), 60대 이상(85

명) 순이었다. 뒤이어 학력수준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을 졸

업한 경우가 369명으로 그 비율이 70%를 상회했으며, 대학원에 재학 중

이거나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74명, 고등학교 졸업 이하라고 응답한 경

우가 56명이었다. 연령과 마찬가지로 개방형 문항으로 측정한 월평균 가

구소득은 941.98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는 2019년 수도권 평균 가구소득이 약 54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비교한다면 가구소득 수준이 다소 높게 표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 과정에서 자동차 보유주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다소 소득이 높

게 표집된 것으로 파악된다. 직업의 경우 일반사무직이 278명으로 과반

을 초과했고, 전문직(80명), 판매/서비스직(47명), 전업주부(43명), 학생/

무직/은퇴(26명), 공무원(13명), 생산기술직(12명)이 뒤를 이었다. 가구원

수는 개방형 문항으로 측정했는데 4인 가구인 응답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인 가구(144명), 2인 가구(81명), 1인 가구(55명), 5인 이상 가

구(30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형태는 아파트가 377명으로 대부분을 차

지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74명), 단독주택(32명), 기타(16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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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인구사회학적 변수 빈도·기술통계분석 결과

변수 구분 빈도 수 (%)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301 (60.3) -
여성 198 (39.7)

47.27

(10.83)연령

30대 이하 146 (29.3)
40대 135 (27.1)
50대 133 (26.7)

60대 이상 85 (17.0)
-

학력

수준

고졸 이하 56 (11.2)
대학 재학/졸업 369 (73.9)

941.98

(1548.16)

대학원 재학/졸업 74 (14.8)

월평균

소득

250만 원 미만 27 (5.4)
25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141 (28.3)
500만 원 이상 750만 원 미만 200 (40.1)

-

75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62 (12.4)
1,000만 원 이상 69 (13.8)

직업

일반사무직 278 (55.7)
생산기술직 12 (2.4)
판매/서비스직 47 (9.4)
전문직 80 (16.0)

-

공무원 13 (2.6)
전업주부 43 (8.6)

학생/무직/은퇴 26 (5.2)

가구

규모

1인 가구 55 (11.0)
2인 가구 81 (16.2)

-

3인 가구 144 (26.9)
4인 가구 189 (37.9)

5인 이상 가구 30 (6.0)

주택

형태

아파트 377 (75.6)
단독주택 32 (6.4)
다세대주택 74 (14.8)
기타 1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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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의 자동차 이용 변수

뒤이어 소비자의 자동차 이용 변수를 살펴보았다. 보유 자동차 유형의

경우 휘발유 차량을 보유한 경우가 306명으로 전체 분석 대상 중에서

60%가 넘는 비중을 보였다. 경유 차량을 보유한 표본이 140명, LPG 차

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표본이 32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하이브리

드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유한 표본은 21명으로 가장 적

었다. 자동차 운전빈도의 경우 주 3회 이상 운전한다고 응답한 사례가

331명으로 65%를 상회하는 비율을 보였다. 주 1∼2회 운전한다고 응답

한 사례는 128명, 월간 4회 미만의 빈도로 운전한다고 응답한 사례가 40

명으로 가장 적었다. 연평균 주행거리의 경우 개방형으로 응답하도록 했

는데, 평균이 12468.69km로 나타나 한국교통안전공단 「2018 자동차주행

거리통계」에서 제시한 전체 승용차 연평균 주행거리(12,410km)와 큰 차

이가 없었다. 6,000km 단위로 범주화한 결과, “6,000km 이상 12,000km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례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6,000km 미

만(131명)”, “18,000km 이상(117명)”이 뒤를 이었고 “12,000km 이상

18,000km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례가 89건으로 가장 적었다. 개방형 문

항으로 측정한 운전경력 연수의 평균은 18.91년으로 나타났다. 5년 단위

로 범주화했을 때, 운전경력이 2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73명으

로 절반을 상회했다. 운전경력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가 67명,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가 58명이었고, 5년 미만의 운전 경력을 가진 경

우가 가장 적었는데(50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운전경력을 가진 경우

의 빈도(51명)와 큰 차이는 없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관적 지식수준

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89점으로 나타났다. 1점 단위로 범주화하여 살펴

본 결과, 높은 수준(3점 이상 4점 미만)인 응답자가 217명으로 가장 많았

고 낮은 수준(2점 이상 3점 미만)의 응답자가 182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매우 높은 수준(4점 이상), 매우 낮은 수준(2점 미만)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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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소비자의 자동차 이용 변수 빈도·기술통계분석 결과

변수 구분 빈도 수 (%)
평균

(표준편차)

자동차

유형

휘발유 (가솔린) 306 (61.3)

-
경유 (디젤) 140 (28.1)

가스 (LPG) 32 (6.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1 (4.2)

자동차

운전빈도

주 3회 이상 331 (66.3)

-주 1∼2회 128 (25.7)

월 4회 미만 40 (8.0)

연평균

주행거리

6,000km 미만 131 (26.3)
12468.69

(11006.75)

6,000km 이상 12,000km 미만 162 (32.5)

12,000km 이상 18,000km 미만 89 (17.8)

18,000km 이상 117 (23.4)

운전경력

5년 미만 50 (10.0)

18.91

(12.25)

5년 이상 10년 미만 51 (10.2)

10년 이상 15년 미만 67 (13.4)

15년 이상 20년 미만 58 (11.6)

20년 이상 273 (54.7)

전기자동차

주관적

지식수준

지식수준 매우 낮음 35 (7.0)

2.89(0.83)
지식수준 낮음 182 (36.5)

지식수준 높음 217 (43.5)

지식수준 매우 높음 65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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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변수 수준 측정 결과

본 절에서는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한 통계적 분석 결과를 제시

했다. 우선,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 과정을 바탕으로 응답자의 친환경

의식과 혁신성,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혜택, 태도, 전환의사,

지불의사액 수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t검정, 일원분산분석

및 Duncan 사후분석, 교차분석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변수, 소비자의 자

동차 이용 변수에 따라 각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1. 친환경 의식 및 혁신성 수준

1) 전체 평균 및 표준편차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친환경 의식은 5점 만점에 평

균 4.01점, 표준편차는 0.49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혁신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16점(표준편차 0.68점)으로 나타났다.

[표 4-1] 친환경 의식 및 혁신성 수준

변수 평균 (표준편차)

친환경 의식 4.01 (0.49)

혁신성 3.16 (0.68)

2)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친환경 의식

과 혁신성 차이를 검증하였다2). 분석 결과, 친환경 의식은 인구사회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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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가운데 성별을 제외하고는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서는 여성의 친환경 의식이 남성의 그것보다 유의하게 높

았다. 혁신성은 성별, 학력수준, 월 평균 가구소득, 직업, 주택형태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혁신성이 높았으며,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대학 재학/졸

업”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보다 혁신성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응답자가 그 외 응답자에 비해 혁신성 수

준이 유의하게 낮았고, “25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지

닌 응답자는 “75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지닌 응답

자보다 혁신성이 낮았다.

2.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위험 및 혜택 수준

1) 지각된 위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위험의 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하

였다. 요인별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위험은 5점 만점으로 측정되

었는데, 재무적 위험의 경우 평균 4.01점(표준편차 0.62점), 신체적 위험

은 평균 2.80점(표준편차 0.84점)으로 나타났다. 시간적 위험은 3.76점(표

준편차 0.66점), 심리적 위험은 2.73점(표준편차 0.80)으로 확인되었다.

[표 4-2] 지각된 위험 수준

변수 평균 (표준편차)

재무적 위험 4.01 (0.62)

신체적 위험 2.80 (0.84)

시간적 위험 3.76 (0.66)

심리적 위험 2.73 (0.80)

2) 구체적인 수치는 [부록 3]의 [표 A-2]에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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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된 위험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소비자의 자동차 이용 변수에

따른 차이

뒤이어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소비자의 자동차 이용 변수에 따른 지각

된 위험의 수준 차이를 검증하였다3). 그 결과, 지각된 위험 가운데 신체

적 위험, 시간적 위험의 경우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 위험을 높게 지각했고

시간적 위험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지각했다.

재무적 위험은 응답자의 자동차 이용빈도, 연평균 주행거리, 운전경력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시간적 위험은 연평균 주행거리, 심리

적 위험은 자동차 유형에 따라 평균에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차

이를 살펴본 결과, 재무적 위험은 연평균 주행거리가 6,000km 이하인 경

우 12,000km 이상인 경우보다 낮게 지각했고, 연평균 주행거리가

6,000km 이상 12,000km 미만인 응답자는 12,000km 이상 18,000km 이하

인 응답자보다 그 지각 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운전 경력의 경우 5년

미만인 경우,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포함된 운전자보다 재무

적 위험을 낮게 지각했다. 뒤이어 시간적 위험을 살펴보면, 연평균 주행

거리가 12,000km 미만인 운전자들은 연평균 주행거리가 18,000km 이상

이라고 응답한 표본보다 그 지각된 위험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보유

자동차 유형에 따라 지각하는 위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 심리적 위험의

경우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보유자가 지각하

는 위험 수준이 휘발유, 경유 자동차 보유자의 그것보다 낮았는데, 이는

기존에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던 이용자들이 전기자동차를 자신의 자아

상과 일치된 상품으로 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지각된 혜택의 평균 및 표준편차

지각된 위험과 마찬가지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혜택의 요인별

3) 구체적인 수치는 [부록 3]의 [표 A-3]에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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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재무적 혜택은 평균 2.99점(표준편차

0.79점), 성능적 혜택은 평균 3.47점(표준편차 0.65점)으로 나타났다. 환경

적 혜택의 평균은 4.15점(표준편차 0.67점), 사회적 혜택의 평균은 2.97점

(표준편차 0.82)으로 확인되었다.

[표 4-3] 지각된 혜택 수준

변수 평균 (표준편차)

재무적 혜택 2.99 (0.79)

성능적 혜택 3.47 (0.65)

환경적 혜택 4.15 (0.67)

사회적 혜택 2.97 (0.82)

4) 지각된 혜택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소비자의 자동차 이용 변수에

따른 차이

지각된 혜택이 요인별 평균이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소비자의 자동차

이용 변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는데4), 공통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변수를 찾기 어려웠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먼저 살펴

보면, 재무적 혜택은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성

능적 혜택은 성별, 연령, 월평균 소득, 직업, 가구 규모에 따라, 환경적

혜택은 연령, 학력수준에 따라, 사회적 혜택은 학력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성능적 혜택은 남성이

여성보다, 40대와 50대가 30대 이하와 60대 이상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250만 원 미만의 소득 집단이 다른 소득 집

단과 비교해 성능적 혜택을 낮게 지각했고 전업주부, 학생/무직/은퇴, 판

매/서비스직이 공무원에 비해 지각된 혜택을 낮게 지각하였다. 가구 규

모의 경우 1인 가구가 2인 이상의 가구에 비해서 지각된 혜택을 유의하

게 낮게 지각했다. 이어서 환경적 혜택을 살펴보면, 50대가 그 외 연령대

4) 구체적인 수치는 [부록 3]의 [표 A-4]에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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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전기자동차의 환경적 혜택을 더 높게 지각했고,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자들이 여타 학력 수준의 응답자들보다 환경적 혜택을 낮게 지각하

였다. 한편, 사회적 혜택의 경우 고졸 이하 집단의 평균 점수가 대학 재

학 및 졸업, 대학원 재학 및 졸업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뒤이어 소비자의 자동차 이용 변수에 따른 지각된 혜택 수준의 차이

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지각된 혜택의 차이를 유의하게 설명하

는 변수는 없었는데, 재무적 혜택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관적 지식수준

에 따라서, 성능적 혜택은 연평균 주행거리, 운전경력, 전기자동차에 대

한 주관적 지식수준에 따라서, 사회적 혜택은 보유 자동차 유형과 자동

차 이용빈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관적 지식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무적 혜택은 지식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지각하는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성능적 혜택은 6,000km 미만

의 연평균 주행거리를 가지는 응답자는 그 이상의 연평균 주행거리를 가

지는 응답자보다 성능적 혜택을 지각하는 수준이 낮았고, 15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진 집단이 그 미만의 운전 경력을 가진 집단보다 성능적

혜택을 더 높게 지각했으며,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관적 지식수준의 경우

재무적 혜택과 마찬가지로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높게 지각

했다. 사회적 혜택은 보유 자동차 유형과 평균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자동차 이용빈도의 경우 가장 낮은 집단(월 4회 미만)이 다른 집

단보다 사회적 혜택을 더 높게 지각했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관적 지

식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지각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보

유 자동차 유형의 경우 일원분산분석 결과에서는 유의한 F값이 도출되

었지만 사후 검정 결과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3. 전기자동차에 대한 태도 수준

1) 전기자동차에 대한 태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전기자동차에 대한 태도의 전반적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표 4-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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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확인 결과 어의차이 척도 세 문항으로 측정된 태도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94점으로 응답자들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

로 호의적이었다.

[표 4-4] 전기자동차에 대한 태도 수준

변수 평균 (표준편차)

태도 3.94 (0.87)

2)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소비자의 자동차 이용 변수에 따른 차이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소비자의 자동차 이용 변수에 따라 전기자동차

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으나 모든 인구사회

학적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소비자의 자동차 이용 변수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대한 태도 차이를

확인한 결과에서는 운전경력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관적 지식수준에 따

른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운전경력의 경우 5년 미만의 운전경력을

지닌 응답자가 속한 집단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해 지니는 태도보다 운전

경력 15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지닌 응답자 집단들의 태도가 더 호의적이

었으며,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관적 지식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

다 태도의 평균점수가 높아 더 호의적이었다.

4.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환의사 및 지불의사액 수준

1)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환의사 및 지불의사액 평균 및 표준편차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환의사의 응답별 빈도와 지불의사액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 보유자 가운데 향후 전기

자동차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총 392건이었으며, 없다

고 응답한 사례는 107건으로 전환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빈도가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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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전체 표본의 3/4를 상회했다. 그리고 지불의사액의 경우 휘발유

버전이 2,000만 원일 경우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평균 2,328만 원 가량

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는 2021년 1월 기준

으로 “쏘울” 전기차 버전의 판매가격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매

보조금을 제한 값의 근사치인 3,000만 원과는 다소 괴리가 있어 여전히

전기자동차의 판매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가격보다 비싸다

고 인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4-5]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환의사 및 지불의사액 수준

구분 변수 빈도 (%) 변수 평균 (표준편차)

전환의사
있음 392 (78.6) 지불의사액

(만 원)
2328.46 (330.92)

없음 107 (21.4)

[그림 4-1]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불의사액 분포

2)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소비자의 자동차 이용 변수에 따른 차이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소비자의 자동차 이용 변수에 따라 전기자동차

에 대한 전환의사와 지불의사액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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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 이산변수로 측정된 전환의사의 경우 교차분석을 통해 유의한 차이

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지불의사액은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유의한 차

이 여부를 참고했다. 전환의사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불의사액은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

는데, 60대 이상의 지불의사액이 그 외 연령대의 그것보다 유의하게 낮

았다.

소비자의 자동차 이용 변수에서는 주관적 지식수준에 따라 전환의사

유무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빈도와 관측빈도

간 차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관적 지식이 낮은 집

단의 경우 전환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높았으

며, 주관적 지식이 높은 집단의 전환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높았다. 즉,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관적 지식이 높을 때, 전

환의사가 있을 가능성은 더 높았다. 한편, 지불의사액의 경우 모든 소비

자의 자동차 이용 관련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구체적인 수치는 [부록 3]의 [표 A-6]에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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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 관계 검정 결과

이 절에서는 [연구문제 2], [연구문제 3]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의 각

변수 간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주성분분석을 통해 수정한 문

항을 모델에 적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이어 전환의사,

지불의사액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구조모형을 도출했다.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 전환의사와 지불의사액으로 설정하여 각각 구

조방정식의 유의성을 검정했으므로 확인적 요인분석도 두 번 시행했다.

다만, 백영민(2017)은 가중치 최소제곱법의 경우 더 엄격한 검정이 이뤄

지기에(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가능성, 모수 추정 결과를 유의하다고

검정할 가능성이 감소) 본 문헌에서는 가중치 최소제곱법을 통해 검정한

전환의사 모형에서 제시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만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모든 문항이 설정한 요인을 유의하게 설명했다. 척도의 수

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나타내는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의 수

용 기준은 각각 0.6과 0.5이다(Fornell, Larcker, 1981). 그리고 변수 중

재무적 혜택과 성능적 혜택의 평균분산추출값이 해당 기준에 미달한 것

으로 나타났다. 다만, Fornell, Larcker(1981)는 평균분산추출 결과가 수

용 기준에 미흡하더라도 복합신뢰도가 기준에 충족한다면 해당 척도를

수용가능하다고 논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본 연구의 척도 역시 수

용가능한 수준의 수렴타당도를 띠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가로 척도의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의 제곱

근과 각 변수의 상관계수를 비교하여 [표 4-7]에서 제시했다. 그 결과,

모든 변수에서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이 각각의 상관계수보다 큰 값을

나타내어 판별타당도의 임계수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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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추정모수

(표준오차)
CR AVE

친환경
의식

친환경의식 01 1.000

0.935 0.568

친환경의식 02 1.074*** (0.081)
친환경의식 03 1.185*** (0.107)
친환경의식 04 1.204*** (0.103)
친환경의식 05 1.097*** (0.106)
친환경의식 06 1.277*** (0.116)
친환경의식 07 1.346*** (0.129)
친환경의식 08 1.241*** (0.138)
친환경의식 09 1.170*** (0.117)
친환경의식 10 1.191*** (0.114)
친환경의식 11 1.189*** (0.122)

혁신성

혁신성 01 1.000

0.939 0.606

혁신성 02 0.906*** (0.053)
혁신성 03 0.987*** (0.060)
혁신성 04 0.692*** (0.053)
혁신성 05 0.847*** (0.065)
혁신성 06 1.020*** (0.065)
혁신성 07 1.009*** (0.064)
혁신성 08 1.105*** (0.073)
혁신성 09 0.885*** (0.069)
혁신성 10 0.973*** (0.065)

재무적
위험

지각된위험 01 1.000
0.799 0.579지각된위험 02 0.949*** (0.145)

지각된위험 03 1.579*** (0.259)

신체적
위험

지각된위험 04 1.000
0.920 0.794지각된위험 05 0.970*** (0.056)

지각된위험 06 0.982*** (0.074)

시간적
위험

지각된위험 07 1.000

0.847 0.584
지각된위험 09 0.954*** (0.100)
지각된위험 10 1.083*** (0.114)
지각된위험 11 1.342*** (0.133)

심리적
위험

지각된위험 12 1.000
0.823 0.609지각된위험 13 0.956*** (0.083)

지각된위험 14 0.900*** (0.103)

*: p<.05 |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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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계속)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추정모수

(표준오차)
CR AVE

재무적
혜택

지각된혜택 02 1.000
0.622 0.459

지각된혜택 03 0.668* (0.279)

성능적
혜택

지각된혜택 04 1.000
0.672 0.411지각된혜택 05 1.113*** (0.179)

지각된혜택 06 0.872*** (0.183)

환경적
혜택

지각된혜택 07 1.000

0.948 0.785
지각된혜택 08 1.019*** (0.046)
지각된혜택 09 0.961*** (0.044)
지각된혜택 10 0.969*** (0.058)
지각된혜택 11 0.973*** (0.050)

사회적
혜택

지각된혜택 12 1.000

0.933 0.735
지각된혜택 13 1.137*** (0.061)
지각된혜택 14 1.086*** (0.059)
지각된혜택 15 1.001*** (0.075)
지각된혜택 16 1.076*** (0.077)

태도
태도1 1.000

0.910 0.772태도2 1.226*** (0.089)
태도3 1.039*** (0.075)

*: p<.05 |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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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판별타당도 분석 결과

친환경
의식

혁신성
재무적
위험

신체적
위험

시간적
위험

심리적
위험

재무적
혜택

성능적
혜택

환경적
혜택

사회적
혜택

태도

친환경
의식

0.754 　 　 　 　 　 　 　 　 　 　

혁신성 0.059 0.778 　 　 　 　 　 　 　 　 　

재무적
위험

0.023 0.003 0.761 　 　 　 　 　 　 　 　

신체적
위험

-0.039 0.023 0.038 0.891 　 　 　 　 　 　 　

시간적
위험

-0.011 -0.002 0.082 0.114 0.764 　 　 　 　 　 　

심리적
위험

-0.075 0.056 0.034 0.342 0.198 0.780 　 　 　 　 　

재무적
혜택

0.023 0.045 -0.118 -0.041 -0.048 -0.047 0.677 　 　 　 　

성능적
혜택

0.040 0.091 0.006 -0.117 0.009 -0.081 0.105 0.641 　 　 　

환경적
혜택

0.104 0.013 0.053 -0.018 0.001 -0.089 0.027 0.047 0.886 　 　

사회적
혜택

0.050 0.182 -0.008 0.125 -0.073 0.046 0.071 0.041 0.117 0.857 　

태도 0.107 0.071 0.044 -0.094 -0.039 -0.154 0.049 0.076 0.200 0.116 0.879

음영: 평균분산추출 | 그 외: 변수 간 상관계수



- 82 -

2. 구조모형 검정 결과

전환의사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이하 전환의사 모형),

지불의사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이하 지불의사액 모

형) 검정 결과를 제시했다. 우선 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

곱(χ2),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를 제시했다. 이중 카

이제곱은 표본규모, 관찰변수의 상관계수, 정규분포성에 영향을 많이 받

기에 카이제곱값을 자유도(degree of freedom, df)로 나눈 ‘표준 카이제

곱(normed χ2)’을 주로 사용한다(강현철, 2014; 홍세희, 2000). 따라서 해

당 논의를 준용하여 표준 카이제곱을 추가로 제시했다. 각 모형적합도

지수를 통한 모형의 수용가능성 기준은 ‘카이제곱 값 유의확률 0.05 이

상’, ‘표준 카이제곱값 3 이하’, ‘TLI, CFI 0.8 이상’, ‘RMSEA 0.08 이하’,

‘SRMR 0.1 이하’이다(이경민, 전민선, 2018; 황수연 외, 2018; 강현철,

2013; Vandenberg, Lance, 2000).

1) 전환의사 모형 분석

전환의사 모형의 모형적합도 검정 결과 카이제곱을 제외한 다른 지수

들이 수용 기준을 충족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전환의사 모형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었다.

[표 4-8] 전환의사 모형 모형적합도

CMIN CMIN/df TLI CFI
RMSEA

SRMR
90% LO 90% UP

3417.032*** 2.651 0.853 0.863
0.077

0.083
0.075 0.079

*: p<.05 |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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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사 모형을 검정한 결과, 친환경 의식은 지각된 위험과 혜택 중

시간적 위험을 제외한 재무적, 신체적, 심리적 위험, 재무적, 성능적, 환

경적, 사회적 혜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상세히 살펴보면, 신체적 위

험과 심리적 위험에 대해서는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재무적 위험, 재

무적 혜택, 성능적 혜택, 환경적 혜택, 사회적 혜택에는 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 이 결과에서는 친환경 의식이 재무적 위험을 정(+)적으로 예

측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 이는 친환경 의식이 높은 소비자가 친환

경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친환경 상품인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하여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혁신성은 지각된 위험과 혜택 가운데 신체적, 심리적 위험, 성능적, 사

회적 혜택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혁신성은 신체

적 위험과 심리적 위험, 성능적 혜택과 사회적 혜택을 정(+)적으로 설명

하였다. 정리하자면,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는 전기자동차가 안전상 위험

하며 자신의 자아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주행 성능 측

면에서 이점이 있고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면 주변에서 자신을 세련되고

의식있는 사람으로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중 혁신성

과 신체적 위험, 심리적 위험의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고찰할 필요가 있

다.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전기자동차의 신체적 위험, 심리적 위험을

모두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에 더욱 민감하며 전기자동차가 현재 수준보다 더욱

안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반적으로 많은

소비자가 지니는 전기자동차의 혁신적인 이미지는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

의 자아상 및 가치관과 일치할 공산이 큰데, 전기자동차의 현재 기술 수

준 등은 여전히 발전 중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하

기 어렵고 현재 자신이 희망하는 수준과 현실에서 구현된 전기자동차 특

성에 괴리가 발생하여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 사료된다. 즉, 현재

전기자동차의 안전성 수준을 비롯하여 전반적 수준이 혁신성이 높은 소

비자의 기대와는 차이가 있어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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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로는 재무적, 신체적, 심리적 위험, 환

경적, 사회적 혜택이 있었다. 신체적 위험과 심리적 위험은 태도를 부(-)

적으로, 재무적 위험과 환경적 혜택, 사회적 혜택은 태도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전기자동차에 대해 소비자의 호

의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신체

적 위험과 심리적 위험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데, 전기자동차에 대한 소

비자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의구심 해소와 더불어 소비자가 전기자동차에 대해 지니는 이

미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소

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가운데 환경적 혜택, 사회적 혜택이 태도와 유

의한 관련성을 형성했다는 점 역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전기자동차의

보편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 당국 및 기업은 전기자동차 소비자와의 커뮤

니케이션 과정에서 전기자동차를 통한 경제적 이익, 전기자동차의 탁월

한 성능보다는 전기자동차를 통한 환경 개선 효과, 전기자동차의 세련되

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재

무적 위험을 크게 지각할수록 태도가 긍정적이었다는 점은 더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이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비용지출이 크다는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 대한 비용

이 전기자동차를 통해 소비자가 획득할 수 있는 여러 이점을 누리는데

필요한 대가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전환의사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에는 혁신성, 신체적, 시간적, 심리

적 위험, 사회적 혜택 등이 있었다. 구조회귀계수를 바탕으로 승산비

(odds ratio)를 도출한 결과, 혁신성이 1점 높을수록 전환의사가 있을 가

능성이 42.9%(p<.001) 높았으며, 신체적 위험, 시간적 위험, 심리적 위험

점수가 1점 높을수록 각각 전환의사가 없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각각

17.2%(p<.01), 43.0%(p<.001), 36.6%(p<.001) 높았다. 즉, 소비자가 지니

는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 충전에 대한 불확실성, 전기자동차의 이미지와

자아상과의 괴리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전환비용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각된 혜택 중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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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이 확인된 사회적 혜택이 1점 높을수록 전환의사가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은 29.3%(p<.01) 가량 높았다. 결국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보유자

들이 전기자동차로 선택을 전환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혜택

은 전기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긍정

적으로 할 것이라는 기대로 확인되었다.

[표 4-9] 전환의사 모형 구조회귀분석 모수추정결과

경로
비표준화 추정모수

(표준오차)
Std. Est. Z값

친환경 의식
→ 재무적

위험
0.174* (0.068) 0.150 2.547

혁신성 -0.015 (0.035) -0.024 -0.438

친환경 의식
→ 신체적

위험
-0.393*** (0.106) -0.186 -3.714

혁신성 0.167** (0.055) 0.142 3.052

친환경 의식
→ 시간적

위험
-0.151 (0.080) -0.106 -1.879

혁신성 0.018 (0.041) 0.023 0.434

친환경 의식
→ 심리적

위험
-0.743*** (0.120) -0.375 -6.176

혁신성 0.255*** (0.057) 0.231 4.502

친환경 의식
→ 재무적

혜택
0.282* (0.118) 0.147 2.399

혁신성 0.096 (0.062) 0.089 1.547

친환경 의식
→ 성능적

혜택
0.301** (0.088) 0.229 3.417

혁신성 0.123** (0.046) 0.169 2.658

친환경 의식
→ 환경적

혜택
0.752*** (0.088 0.442 8.583

혁신성 -0.050 (0.043) -0.052 -1.152

친환경 의식
→ 사회적

혜택
0.280** (0.092) 0.143 3.031

혁신성 0.364*** (0.055) 0.334 6.665

*: p<.05 |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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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전환의사 모형 구조회귀분석 모수추정결과 (계속)

경로
비표준화 추정모수

(표준오차)
Std. Est. Z값

친환경 의식

→ 태도

0.128 (0.140) 0.065 0.913

혁신성 0.074 (0.057) 0.067 1.295

재무적 위험 0.170* (0.079) 0.099 2.153

신체적 위험 -0.098* (0.041) -0.105 -2.411

시간적 위험 -0.075 (0.063) -0.054 -1.196

심리적 위험 -0.199*** (0.050) -0.200 -3.977

재무적 혜택 0.060 (0.063) 0.059 0.956

성능적 혜택 0.127 (0.084) 0.084 1.515

환경적 혜택 0.358*** (0.051) 0.308 7.048

사회적 혜택 0.128** (0.045) 0.126 2.820

친환경 의식

→
전환

의사

0.149 (0.222) 1.161 0.606

혁신성 0.357** (0.110) 1.429 3.234

재무적 위험 -0.042 (0.165) 0.959 -0.256

신체적 위험 -0.189** (0.082) 0.828 -2.304

시간적 위험 -0.562*** (0.124) 0.570 -4.517

심리적 위험 -0.455*** (0.091) 0.634 -4.972

재무적 혜택 0.089 (0.109) 1.093 0.816

성능적 혜택 0.170 (0.156) 1.185 1.090

환경적 혜택 0.046 (0.117) 1.047 0.390

사회적 혜택 0.257** (0.102) 1.293 2.518

태도 0.141 (0.090) 1.151 1.571

*: p<.05 |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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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전환의사 구조회귀모형 도식

*: p<.05 |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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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한 구조회귀계수를 바탕으로 강현철(2013), 백영민(2017)이 제시한

방법론을 활용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전환의사 모형의 경

우 종속변수가 이산변수이기 때문에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어

Sobel 검정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통한 총효

과의 유의성 검정을 통해서 매개관계 여부를 파악했다(백영민, 2017). 모

형 중에서 ‘독립변수 → 매개변수 → 결과변수’의 형태의 각 구조계수가

모두 유의한 관계성만을 바탕으로 매개효과를 검정했고 그 결과는 [표

4-10]에 제시했다.

[표 4-10] 전환의사 모형 매개효과 검정

경로
총효과검정

(Z값)
관계 판별

친환경 의식 → 재무적 위험 → 태도 1.123

친환경 의식 → 신체적 위험 → 태도 1.242

친환경 의식 → 심리적 위험 → 태도 2.262* 매개

친환경 의식 → 환경적 혜택 → 태도 3.173** 매개

친환경 의식 → 사회적 혜택 → 태도 1.176

혁신성 → 신체적 위험 → 태도 1.081

혁신성 → 심리적 위험 → 태도 0.454

혁신성 → 사회적 혜택 → 태도 2.119* 매개

친환경 의식 → 신체적 위험 → 전환의사 0.945

친환경 의식 → 심리적 위험 → 전환의사 2.193* 매개

친환경 의식 → 사회적 혜택 → 전환의사 0.907

혁신성 → 신체적 위험 → 전환의사 3.044** 매개

혁신성 → 심리적 위험 → 전환의사 2.274* 매개

혁신성 → 사회적 혜택 → 전환의사 4.471*** 매개

*: p<.05 | **: p<.01 | ***: p<.001

분석 결과, 심리적 위험, 환경적 혜택은 친환경 의식과 태도를 매개하

였다. 전환의사 모형에서 친환경 의식이 태도와 전환의사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심리적 위험, 환경적 혜택을 매개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의식이 높을수록 전기자동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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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지각된 심리적 위험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심리적 위험이

낮을수록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친환경 의식이 높을수록 전기자동차에 대한 환경적 혜택

지각이 높았으며, 환경적 혜택이 높을수록 전기자동차에 대한 태도가 호

의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친환경의식은 심리적 위험과 환경적 혜택을 매

개하며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혁신

성 역시 태도에 대한 직접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회적 혜택을 매

개하여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지불의사액 모형 검정 결과

지불의사액 모형의 모형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전환의사 모형과 마찬

가지로 카이제곱을 제외한 모형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즉 지불의사

액 모형 결과 역시 수용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지불의사액 모형 모형적합도

CMIN CMIN/df TLI CFI
RMSEA

SRMR
90% LO 90% UP

3621.126*** 2.811 0.842 0.831
0.060

0.084
0.058 0.063

*: p<.05 **: p<.01 ***: p<.001

지불의사액 모형에서 친환경 의식은 지각된 위험과 혜택 중에서 시간

적 위험과 재무적 혜택을 제외한 재무적, 신체적, 심리적 위험과 재무적,

성능적, 환경적, 사회적 혜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재무적 위험, 성능

적 혜택, 환경적 혜택, 사회적 혜택은 모두 정(+)적으로 설명되었으며,

신체적 위험은 부(-)적으로 설명되었다. 앞서 살펴본 전환의사 모형과

비교했을 때, 신체적 위험 및 심리적 위험에 대한 부(-)적 영향, 재무적

위험, 성능적 혜택, 환경적 혜택, 사회적 혜택에 대해서는 모두 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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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은 지각된 위험 및 혜택 가운데 심리적 위험, 성능적 혜택, 사

회적 혜택을 유의하게 설명했다. 상세히 살펴보면, 혁신성은 심리적 위

험, 성능적 혜택, 사회적 혜택을 모두 정(+)적으로 예측했는데, 전환의사

모형과 비교했을 때 심리적 위험, 성능적 혜택, 사회적 혜택에 모두 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동일했다.

태도는 친환경 의식, 재무적, 심리적 위험, 환경적, 사회적 혜택에 의

해 유의하게 설명되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심리적 위험이 낮을수록, 재

무적 위험, 환경적 혜택, 사회적 혜택이 높을수록 전기자동차에 대한 태

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 의식이 높은 소비자가 전기자동

차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선 전환의사 모형과

비교했을 때, 심리적 위험이 높을수록 태도가 부정적인 것, 재무적 위험,

심리적 위험, 환경적 혜택, 사회적 혜택은 높을수록 태도가 호의적인 점

이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살펴본 전환의사 모형과 비교했을 때, 구조회귀계수의 유

의성에 일부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종속변수의 변화, 추정방

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환의사는 여부, 지불의사액

은 수준을 측정하는 변수로 응답자별 각 변수의 수치상 차이가 동일하더

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변화의 차이가 다르므로 이러한 차이

가 발생한 것으로 추론된다. 친환경 의식이 재무적 혜택에 미치는 영향

은 전환의사 모형에서는 정(+)적으로 유의했고, 혁신성이 신체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전환의사 모형에서는 정(+)적으로 유의했으며, 신체적 위

험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환의사 모형에서는 부(-)적으로 유의했다.

그러나 각 영향력은 지불의사액모형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대로 친환경 의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환의사 모형에서는 유의

하지 않았지만 지불의사액 모형에서는 정(+)적으로 유의했다.

한편 지불의사액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에는 심리적 위험과 태도

가 있었다. 심리적 위험은 높을수록 지불의사액 역시 높아졌으며, 반대로

응답자의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지불의사액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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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지불의사액 모형 구조회귀분석 모수추정결과

경로
비표준화 추정모수

(표준오차)
Std. Est. Z값

친환경 의식
→ 재무적

위험
0.158** (0.060) 0.150 2.641

혁신성 -0.011 (0.031) -0.019 -0.357

친환경 의식
→ 신체적

위험
-0.299** (0.111) -0.136 -2.705

혁신성 0.076 (0.059) 0.063 1.286

친환경 의식
→ 시간적

위험
-0.044 (0.067) -0.035 -0.650

혁신성 -0.002 (0.036) -0.003 -0.059

친환경 의식
→ 심리적

위험
-0.613*** (0.112) -0.298 -5.448

혁신성 0.191** (0.058) 0.169 3.322

친환경 의식
→ 재무적

혜택
0.101 (0.093) 0.072 1.090

혁신성 0.083 (0.054) 0.107 1.536

친환경 의식
→ 성능적

혜택
0.256** (0.091) 0.170 2.825

혁신성 0.145** (0.049) 0.176 2.977

친환경 의식
→ 환경적

혜택
0.701*** (0.090) 0.423 7.827

혁신성 -0.056 (0.042) -0.061 -1.334

친환경 의식
→ 사회적

혜택
0.235* (0.092) 0.121 2.546

혁신성 0.349*** (0.052) 0.327 6.669

친환경 의식

→ 태도

0.278* (0.112) 0.139 2.481

혁신성 0.068 (0.054) 0.062 1.245

재무적 위험 0.265** (0.093) 0.141 2.842

신체적 위험 -0.066 (0.040) -0.073 -1.659

시간적 위험 -0.027 (0.072) -0.017 -0.373

심리적 위험 -0.165** (0.048) -0.171 -3.437

재무적 혜택 0.112 (0.078) 0.079 1.434

성능적 혜택 0.046 (0.070) 0.035 0.652

환경적 혜택 0.309*** (0.060) 0.258 5.171

사회적 혜택 0.128** (0.048) 0.125 2.643

*: p<.05 |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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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지불의사액 모형 구조회귀분석 모수추정결과 (계속)

경로
비표준화 추정모수

(표준오차)
Std. Est. Z값

친환경 의식

→ 지불
의사액

-0.812 (0.509) -0.093 -1.595

혁신성 0.314 (0.248) 0.066 1.266

재무적 위험 0.245 (0.423) 0.030 0.578

신체적 위험 0.189 (0.182) 0.048 1.037

시간적 위험 -0.449 (0.331) -0.066 -1.359

심리적 위험 -0.551* (0.222) -0.130 -2.482

재무적 혜택 0.447 (0.356) 0.072 1.254

성능적 혜택 0.595 (0.324) 0.103 1.834

환경적 혜택 0.091 (0.278) 0.017 0.329

사회적 혜택 0.037 (0.221) 0.008 0.165

태도 0.551* (0.244) 0.126 2.263

*: p<.05 |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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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지불의사액 구조회귀모형 도식

*: p<.05 |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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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의사액 모형의 구조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매개효과 여부를

검정하였다. 지불의사액은 연속변수로 Sobel 검정을 사용해 매개효과를

파악했다(강현철, 2014). 모형 중에서 ‘독립변수 → 매개변수 → 결과변

수’ 또는 ‘독립변수 → 매개변수 1 → 매개변수 2 → 결과변수’ 형태의

각 구조계수가 모두 유의한 관계성만을 바탕으로 매개효과를 검정했고

그 결과는 [표 4-13]에 제시되어 있다.

[표 4-13] 지불의사액 모형 매개효과 검정

경로 Sobel 검정 관계판별
친환경의식 → 재무적위험 → 태도 → 지불의사액 0.232
친환경의식 → 태도 → 지불의사액 1.670

재무적위험 → 태도 → 지불의사액 1.770
친환경의식 → 심리적위험 → 태도 → 지불의사액 0.323
친환경의식 → 심리적위험 → 지불의사액 2.260* 매개

심리적위험 → 태도 → 지불의사액 -1.887
친환경의식 → 환경적혜택 → 태도 → 지불의사액 0.589

환경적혜택 → 태도 → 지불의사액 2.068* 매개
친환경의식 → 사회적혜택 → 태도 → 지불의사액 0.188

사회적혜택 → 태도 → 지불의사액 1.723
혁신성 → 심리적위험 → 태도 → 지불의사액 -0.230
혁신성 → 사회적혜택 → 태도 → 지불의사액 0.806

*: p<.05 | **: p<.01 | ***: p<.001

검정 결과, 심리적 위험은 친환경 의식과 지불의사액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했으며, 태도가 환경적 혜택과 지불의사액의 관계를 매개했다. 친환

경 의식이 지불의사액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으나 심리적

위험이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친환경 의식은 심리적 위

험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심리적 위험은 지불의사액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친환경 의식이 심리적 위험이 지불의사액을 정(+)적으

로 예측했다. 한편, 환경적 혜택의 지불의사액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

지 않았지만, 매개 효과 검정 결과, 태도를 매개하여 환경적 혜택이 지불

의사액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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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소비자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환의사와 지불

의사액 수준과 친환경 의식과 혁신성,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혜택, 태도 등의 변수 간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했다.

연구의 주요 변수인 소비자의 친환경 의식과 혁신성, 전기자동차에 대

한 지각된 위험과 혜택, 태도, 전환의사, 지불의사액은 다음과 같다. 친환

경 의식과 혁신성은 전기자동차의 성격과 가장 부합하는 소비자의 특성

들로 본 연구에서는 각각 단일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지각된 위험과 혜택

은 복수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및 주성분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지각된 위험은 재무적 위험, 신체적 위험,

시간적 위험, 심리적 위험으로, 지각된 혜택은 재무적 혜택, 성능적 혜택,

환경적 혜택, 사회적 혜택으로 구분했다. 태도와 전환의사, 지불의사액은

모두 단일 차원으로 측정하였는데, 전환의사와 지불의사액은 응답자에게

기아의 “쏘울”모델의 휘발유 버전과 전기 버전을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응답자가 향후 자동차를 구매할 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휘발유 버전이 2,000만 원일 때 동급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한다면 최대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뜻하는 변수였다.

종속변수가 전환의사, 지불의사액 두 가지이므로 구조회귀분석 역시 2

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우선 전환의사를 종속변수로 한 전환의사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소비자의 친환경 의식은 지각된 위험 중에서 시간적

위험을 제외한 재무적, 신체적, 심리적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모든 지각된 혜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혁신성은 지각된 위험 중에

서 신체적 위험과 심리적 위험, 성능적 혜택과 사회적 혜택을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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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했다. 한편, 전환의사 모형에서는 친환경 의식과 혁신성이 모두 태도

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무적, 신체적, 심

리적 위험, 환경적, 사회적 혜택은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전환의

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혁신성, 신체적, 시간적, 심리적 위험, 사회

적 혜택이 있었다. 즉,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는 향후 전기자동차로 전환

의사가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0.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신체

적 위험, 시간적 위험, 심리적 위험이 낮을수록 전환의사가 있다고 응답

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대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크게 지

각할수록 전환의사가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컸다.

뒤이어 지불의사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지불의사액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친환경 의식은 지각된 위험 중 재무적, 신체적, 심리적 위험

에, 지각된 혜택 중에서는 성능적, 환경적, 사회적 혜택에 영향을 미쳤다.

혁신성은 지각된 위험 중 심리적 위험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

각된 혜택 중에서는 성능적 혜택과 사회적 혜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 지불의사액 모형에서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는 친환경 의식,

재무적 위험, 심리적 위험, 환경적 혜택, 사회적 혜택 등이었다. 심리적

위험과 태도가 각각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쳤는데 심리적 위험은 낮을

수록, 태도는 긍정적일수록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이 더 컸다.

전환의사 모형과 지불의사액 모형에서 종속변수, 추정 방식이 변경되

면서 구조방정식 결과에 소폭 변동이 나타났다. 우선 친환경 의식의 재

무적 혜택에 대한 영향력은 전환의사 모형에서는 유의했지만 지불의사액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반대로 태도에 대한 영향력은 전환의사 모

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지불의사액 모형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혁신성이 신체적 위험에 대한 영향, 신체적 위험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전환의사 모형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만한 결과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로 소비자의

친환경 의식과 혁신성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위험, 지각된 혜택에

대체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중 주목할만한 부분은 친환경 의식이

재무적 위험에, 그리고 혁신성이 심리적 위험에 각각 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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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는 점이다. 우선 친환경 의식과 재무적 위험 간의 관계의 경우 친

환경 의식이 높은 소비자들은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상품이 선사하

는 여러 이점을 이용하는 데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대표적인 혁신상품

인 전기자동차에 대해 혁신성이 낮은 소비자들보다 기대 수준이 높지만

전기자동차의 기술 수준 등은 여전히 발전하는 단계에 있기에 그들의 기

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심리적 위험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전기자동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재무적 위

험, 심리적 위험, 환경적 혜택, 사회적 혜택 등이 있다. 해당 결과에서 흥

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재무적 위험을 높게

지각할수록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인데 이는 전기자동차를 이

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이러한 위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적이

고 혁신적인 상품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대가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이라고 판단된다. 또다른 흥미로운 점은 재무적 혜택과 성능적 혜택은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환경적 혜택과 사회적 혜택은 태도

를 유의하게 정(+)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전기자동

차의 재무적 혜택, 성능적 혜택보다 환경적 혜택과 사회적 혜택에 더 민

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뜻하며 자동차와 같이 공개성이 큰 재화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전기자동차의 전환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혁신성,

신체적 위험, 시간적 위험, 심리적 위험, 사회적 혜택 등이 있다. 혁신성

이 높을수록 전기자동차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컸으

며, 신체적 위험, 시간적 위험, 심리적 위험은 낮을수록, 사회적 혜택은

높을수록 전환의사가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결국 이는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는 향후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자동차를 선택

할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전기자동차가 안전하지 않고 충전이 여전히

불편하며, 자신의 자아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소비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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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자동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 반면, 전기자

동차를 구매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

할 것이라는 신념을 지닌 소비자의 경우 향후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의사

가 유의하게 높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불의사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는 심리적 위험과 태도가 있었다. 심리적 위험은 높을수록 지불의사액은

낮았으며,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지불의사액이 높게 나타났다. 만약 소비

자가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자신의 성향 또는 자아상과 불일치 하

다고 느끼거나 심리적인 불안감을 줄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불의사액 역시 낮다. 반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인

소비자의 경우 향후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불의사액이 비호의적인

소비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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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함의와 제언

1. 학술적 함의

본 연구의 학술적 함의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전기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의 대리변수로써 전환의사와 지불의사액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실증을 시도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 국내의 전기자동차 소비자를

다룬 연구들은 그간 소비자의 행동의도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가계가 동

시에 보유할 수 있는 자동차의 대수에는 한계가 있기에 전기자동차를 구

매한다는 것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구매 기회를 포기한다는 점을 의미하

고,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가격은 적게는 수백만 원까지 나기

에 구매의도보다 실제로 자동차가 제공하는 편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추

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구매를 예측하는데

더 타당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환의사와 지불의사액을 종속변수로 설

정했으며, 이러한 논의는 향후 전기자동차 소비자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

서 유용한 논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비자의 친환경 의식과 혁신성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용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기자동차가

시장에서 실제로 인식되는 성격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으며 이는 상

품의 소비자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전기자동차 시장에 소비자학적 관점

을 부여하는 기초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소비자

가 지각하는 여러 위험과 혜택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각이 전기자동

차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및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소비자

가 전기자동차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각하는 위험, 혜택은 범주별로 그

성격이 각각 상이하며, 결국 이것이 소비자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태도,

전환의사, 지불의사액 등에 미치는 영향 역시 다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류를 시도한 점, 각각이 다른 변수들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 검증함으

로써 전기자동차라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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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여러 불확실성, 기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전기자동차 소비자 외에도 수소자동차, 자율주

행 자동차 등 향후 모빌리티 시장 변화 속에서 소비자가 지각할 위험과

혜택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산업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산업정책적 함의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소비자의 친환

경 의식과 혁신성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해당 상품이 시장에서

어떠한 성격으로 정의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는 소비자가 전기

자동차에 대해 기대하는 바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즉 친환경의식의

경우 심리적 위험을 부(-)적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곧 친환경 의식이 높

은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라는 상품의 성격이 자신의 자아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전기자동차가 소비자에게도 친환경적인 상품으로 인식

되고 있다는 통찰을 제시한다. 반대로 혁신성은 심리적 위험과 신체적

위험을 정(+)적으로 예측했다. 전기자동차가 대표적인 혁신상품이긴 하

지만 여전히 기술 수준이 미진하고 결국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의 기대

와 기술 수준의 괴리가 생김으로써 기술수준의 한계가 향후 전기자동차

의 시장 규모 성장에 제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둘째, 전기자동차의 보편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 당국 혹은 기업에게

개선사항의 우선순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의 지각

된 위험 중 전환의사를 부(-)적으로 예측하는 신체적, 시간적 위험, 전환

의사와 지불의사액을 모두 부(-)적으로 예측하는 심리적 위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기자동차의 안전성, 절대적 충전 시간, 충전인프라

의 확충 등에 대한 불확실성 인식이 전기자동차 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전기자동차 관련 정책 당국은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 작업을 통

해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전기자동차 관련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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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경제적 혜택 제공’ 등 다방면으로 전개되는 정책 중에서 전기자동

차와 관련된 기반 마련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통찰을 제시한다.

셋째, 전기자동차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각된 혜택 중에서 환경적 혜택과 사회적 혜택은 전기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전기자

동차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중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환

경에 대한 의식이 있고 세련되었다는”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인식하고 있

으며 전기자동차가 제공하는 다양한 경제적 혜택이나 성능상 우월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향후 연구 제언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크게 세 가지이다.첫

째, 지불의사액의 측정 방식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불카드법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지불의사액을 측정하였

는데,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많은 연구에서는 지불카드법 외에 양

분선택형 질문법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양분선택형 질문법의 경우 소비

자가 설문에 제시된 가격에 대한 가부만 응답하면 되기 때문에 응답자의

결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엄영숙 외, 2011). 다만, 현재 국

내 연구 가운데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파악한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더 넓은 범위에서 지불의사액을 파악할 수 있는

지불카드법을 선택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설계·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 혜택에 대한 추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전기자동차의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단계이므로 향후 전기자

동차의 기술이 더욱 발전하거나 배터리 등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 소비자

의 지각된 위험이나 혜택이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기자동차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과 혜택에 대한 추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가 전환의사, 지불의사액 두 가지로 이뤄지면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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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의식과 재무적 혜택, 혁신성과 신체적 위험, 친환경 의식과 태도,

신체적 위험과 태도 간 회귀계수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 역시 향후 연구

에서 해당 변수들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셋째, 최근 한 가구가 두 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빈도가 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를 주사용 차량 여부에 따른 지각된 위험과 혜택, 태

도, 전환의사 및 지불의사액이 변화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

가구가 이용하는 자동차 대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자동차의 이용

목적 역시 세분화되고 있는데, 출퇴근, 여가생활 등 운행목적에 따라 전

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혜택이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해당 부분은 포함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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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조사 설문지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지불의사액을 연구할 목

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각 질문에는 정해진 답이 없으므로 평소 생

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은 참여 도중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또한, 응답해주신 내용은 모두 무기명으로 처리되

며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02월

서울대학교 소비자복지연구실 김재겸

문의) kjg8449@snu.ac.kr

◎ 선별질문

1. 귀하의 현재 실거주지를 선택해주십시오.

① 서울 ② 부산 ③ 인천 ④ 대구 ⑤ 대전 ⑥ 광주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경남 ⑪ 경북 ⑫ 전남 ⑬ 전북 ⑭ 충남

⑮ 충북 ⑯ 강원 ⑰ 제주 ▶ ①, ③, ⑨ 응답자만 표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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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께서는 현재 귀하 명의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①, 응답자만 표본에 포함.

3. 귀하께서는 현재 어떠한 연료(동력원)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보유

하고 계십니까?

① 휘발유(가솔린) ② 경유(디젤) ③ 가스(LPG)

④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⑤ 전기 ⑥ 수소 ⑦ 기타

▶ ①, ②, ③, ④ 응답자만 표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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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시작

전기자동차란, 엔진 대신 배터리와 모터만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로 휘

발유나 경유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전력 충전을 통해서 동

력을 공급하는 차량을 뜻합니다.

1. 다음은 귀하의 자동차 이용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운전 경력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연 단위로 작성해주

십시오.

( ) 년 (※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기재해주십시오.)

2) 귀하의 1년당 평균 주행 거리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km 단위로

작성해주십시오.

( ) km

3) 귀하의 차량 이용 빈도는 어떻게 됩니까?

① 주 3회 이상 ② 주 1회 이상 3회 미만

③ 월 2회 이상 4회 미만 ④ 월 2회 미만

2. 다음은 귀하가 전기자동차에 대해 지닌 전반적 태도에 관한 질문

입니다. 평소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주십시오.

인식 항목 인식

매력없는 ① - ② - ③ - ④ - ⑤ 관심 가는

갖기 싫은 ① - ② - ③ - ④ - ⑤ 갖고 싶은

불쾌감을 주는 ① - ② - ③ - ④ - ⑤ 호감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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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귀하께서 전기자동차의 위험과 불편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전기자동차는구매할때비용이비싸다. ① ② ③ ④ ⑤

전기자동차는수리비용이비싸다. ① ② ③ ④ ⑤

전기자동차는총비용이비싸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전기자동차를운전한다면나의안전사고위험이클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전기자동차를운전한다면가족이나친구등동승자의안

전사고위험이클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전기자동차를운전한다면사고가났을시안전상위험이

클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전기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전기자동차의 승차감(소음, 흔

들림등)은불편할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전기자동차를운전한다면전기자동차의고속주행성능은

나의기대를충족하지못할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전기자동차를운전한다면전기자동차의완충시갈수있

는거리(주행거리)는나의기대를충족하지못할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전기자동차를운전한다면충전소를찾는데시간을허비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전기자동차를운전한다면충전하는데시간을허비할것

이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전기자동차를운전한다면연료의갑작스러운소모로인해

시간을허비할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전기자동차를운전하는것은나의성향에부합하지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전기자동차를운전하는것은내가추구하는자아상(self-image)

에부합하지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전기자동차를운전하는것은나에게심리적인불안감을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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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귀하께서 전기자동차의 혜택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는 생

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전기자동차는 구매할 때 비용이 저렴하다. ① ② ③ ④ ⑤

전기자동차는 유지비용(충전, 자동차 관련 세금 등)이

저렴하다.
① ② ③ ④ ⑤

전기자동차는 총비용이 저렴하다. ① ② ③ ④ ⑤

전기자동차는 운전 중 소음이 작다. ① ② ③ ④ ⑤

전기자동차는 운전 중 차체 흔들림이 적다. ① ② ③ ④ ⑤

전기자동차는 가속력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기후 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탄소배출량 감소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오염수준 감소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천연자원 낭비 감소에 도

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인상이 개선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명예

롭다고 생각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세간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

이다.
① ② ③ ④ 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내 지위를 더욱 드러낼 수 있

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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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귀하께서 지닌 전기자동차에 대한 추가지불의사를 확인하

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어보신 후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주십시오.

귀하께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A와 자동차 B,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다고 가정해주십시오. 두 자동차는 같은 모

델이며 자동차 A는 휘발유를, 자동차 B는 전기만을 사용합니다.

이중 자동차 B(전기자동차)를 선택하신다면 전기자동차에 얼마의

추가 금액(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신지 선택해주십시오.

제시되지 않은 특성은 모두 동일합니다.

항 목 자동차 A 자동차 B

유 형 국산 SUV

운행형태 휘발유(가솔린) 전기

연평균 유지비용 320만 원 160만 원

완전주유(완충) 시간 7분
완속충전기 기준

4시간 (240분)

완전주유(완충) 시

최대 주행거리
685km 385km

최고속도 220km/h 165km/h

주행중 이산화탄소 배출 연간 1.5 톤 없음

가 격 2,000만 원

1) 귀하께서는 자동차 A(휘발유 자동차)의 가격이 2,000만 원일 때, 

구매보조금이 없다면 자동차 B(전기자동차)에 대해 최대 얼마의 가

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2,000만 원 2,100만 원 2,200만 원 2,300만 원 2,400만 원 2,500만 원

2,600만 원 2,700만 원 2,800만 원 2,9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초과

2) 귀하께서는 향후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와 같은 모델의 전기자동

차 버전이 있다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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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귀하의 친환경 의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나는 평소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지금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고 생

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환경오염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언론이 지금보다 환경오염에 대해 더 자주 보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법적 규제를 강화해서라도 기업의 친환경상품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경제발전 속도를 늦추더라도 환경오염 문제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친환경상품을 구입할 수 있

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친환경적인 소비를 실천하기 위해 구매습관을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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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귀하의 혁신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 생각과 가장 일치

하는 항목에 체크해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나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상품을 가장 빨리 구매하는

사람 중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활에 빠르게 적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가족과 친구들은 나를 혁신적인 사람으로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항상 내 삶을 더 나은 방법으로 변화시킬 방법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큰 야망이 있기에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과 기대를

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주변 사람들은 새로운 상품의 기술에 대한 조언을

항상 나에게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보통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

기 전에 그것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항상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인터넷, TV, 신문, 잡지 등을 통해서 최신 기술에

대해 알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상품과 관련된 사람과 소통하

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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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 ) 세 (출생년도: ) 년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전문대학 포함) 재학

③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 ④ 대학원 재학 ⑤ 대학원 졸업 이상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일반사무직 ② 생산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전문직 ⑤ 공무원

⑥ 전업주부 ⑦ 학생 ⑧ 실업/비경제활동 ⑨ 기타 ( )

5) 귀하 가구의 평균적인 월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만 원 단위로 기재해주

십시오.

( ) 만 원

6) 귀하 가구의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 ) 명

7)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아파트 ② 오피스텔 ③ 일반주택(단독)

④일반주택(다세대)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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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귀하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식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

소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전기자동차에서 어떠한 특성이 중요한지 명

확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주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전기자동차가 더

친숙하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주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전기자동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큰 야망이 있기에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과 기대를

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140 -

[부록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 A-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설정
성분

1 2 3 4 5 6 7 8 9
재무적 위험 1 -0.018 0.048 -0.053 0.188 0.048 -0.061 0.794 0.058 0.089
재무적 위험 2 -0.010 0.089 0.116 0.040 0.014 0.178 0.682 -0.035 -0.082
재무적 위험 3 0.019 0.083 0.062 0.063 0.087 0.060 0.797 0.018 -0.142
신체적 위험 1 0.105 0.031 0.876 0.090 -0.083 0.187 0.024 -0.120 -0.056
신체적 위험 2 0.112 -0.011 0.886 0.069 -0.051 0.203 0.040 -0.131 0.003
신체적 위험 3 0.110 -0.024 0.854 0.105 -0.045 0.147 0.011 -0.058 -0.045
성능적 위험 1 0.171 -0.142 0.395 0.068 -0.001 0.292 -0.020 -0.556 0.138
성능적 위험 2 -0.009 0.065 0.229 0.313 -0.078 0.304 0.033 -0.511 0.298
성능적 위험 3 -0.119 -0.116 0.235 0.667 -0.002 0.016 0.028 -0.132 0.179
시간적 위험 1 -0.046 0.107 -0.001 0.794 -0.025 0.112 0.119 0.018 -0.068
시간적 위험 2 -0.099 0.031 -0.003 0.804 -0.019 0.096 0.166 0.067 -0.115
시간적 위험 3 -0.049 -0.009 0.116 0.745 -0.024 0.315 0.095 0.044 -0.038
심리적 위험 1 0.012 -0.071 0.137 0.256 -0.123 0.813 0.048 -0.050 -0.091
심리적 위험 2 0.104 -0.128 0.225 0.102 -0.079 0.807 -0.019 -0.112 -0.036
심리적 위험 3 0.036 -0.068 0.328 0.249 -0.096 0.607 0.064 -0.078 0.049
재무적 혜택 1 0.172 -0.081 0.114 -0.211 -0.007 0.314 -0.508 0.006 0.290
재무적 혜택 2 -0.006 0.079 -0.137 -0.027 0.029 -0.167 -0.060 0.185 0.801
재무적 혜택 3 0.140 -0.001 0.069 -0.059 0.056 0.135 -0.451 0.091 0.659
성능적 혜택 1 -0.088 0.178 -0.125 0.123 0.042 -0.021 0.106 0.730 0.147
성능적 혜택 2 0.059 0.109 -0.010 0.012 0.053 0.079 -0.040 0.753 0.167
성능적 혜택 3 0.203 -0.250 -0.021 -0.013 0.047 -0.120 -0.031 0.598 0.057
환경적 혜택 1 0.134 0.810 -0.058 -0.016 0.142 -0.049 0.083 0.009 0.063
환경적 혜택 2 0.080 0.874 -0.042 0.035 0.136 -0.060 0.051 0.008 0.026
환경적 혜택 3 0.046 0.864 -0.027 0.029 0.101 -0.081 0.061 0.043 0.050
환경적 혜택 4 0.163 0.794 0.068 -0.050 0.146 0.025 0.057 0.032 -0.058
환경적 혜택 5 0.063 0.870 0.010 0.043 0.096 -0.092 0.042 0.041 0.000
사회적 혜택 1 0.822 0.215 0.051 -0.017 0.007 0.025 -0.041 0.037 0.061
사회적 혜택 2 0.872 0.205 0.023 -0.058 0.082 0.019 -0.050 0.060 0.032
사회적 혜택 3 0.896 0.075 0.058 -0.079 0.096 0.016 -0.047 -0.014 0.078
사회적 혜택 4 0.842 0.038 0.088 -0.063 0.049 0.046 0.029 0.013 -0.030
사회적 혜택 5 0.872 -0.024 0.138 -0.094 0.061 0.060 -0.015 -0.008 -0.028
태도 1 0.055 0.237 -0.051 0.007 0.863 -0.109 0.044 0.026 0.088
태도 2 0.143 0.196 -0.037 -0.066 0.871 -0.104 0.070 0.082 -0.011
태도 3 0.080 0.170 -0.094 -0.017 0.883 -0.050 0.040 0.062 -0.012

음영: 요인부하량 절댓값의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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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t검정, 일원분산분석 결과

[표 A-2] 친환경 의식 및 혁신성 분석 결과

변수 구분
친환경 의식 혁신성
평균 t / F 평균 t / F

성별
남성 3.96

-3.089**
3.24

3.028**
여성 4.10 3.05

연령

30대 이하 3.97

0.787

3.19

0.862
40대 4.06 3.20
50대 4.01 3.16

60대 이상 4.00 3.06

학력

수준

고졸 이하 4.03
0.484

2.95
3.353*대학 재학/졸업 4.02 3.20

대학원 재학/졸업 3.96 3.12

월평균

소득

250만 원 미만 3.89

0.774

2.80

3.811**

25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4.00 3.10

500만 원 이상

750만 원 미만
4.04 3.17

75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3.98 3.37

1,000만 원 이상 4.02 3.20

직업

일반사무직 4.02

1.293

3.20

2.253*

생산기술직 3.76 3.03
판매/서비스직 3.98 3.18
전문직 4.00 3.28
공무원 4.21 3.06
전업주부 4.09 2.92

학생/무직/은퇴 3.91 2.89

가구

규모

1인 가구 4.06

1.335

3.01

1.034
2인 가구 4.06 3.13
3인 가구 3.93 3.22
4인 가구 4.04 3.16

5인 이상 가구 4.00 3.23

주택

형태

아파트 4.01

0.864

3.21

3.105*
단독주택 4.05 3.09
다세대주택 4.05 2.95
기타 3.84 3.23

*: p<.05 |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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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3] 지각된 위험 분석 결과

변수 구분
재무적 위험 신체적 위험 시간적 위험 심리적 위험

평균 t / F 평균 t / F 평균 t / F 평균 t / F

성별
남성 4.03

0.889
2.69

-3.767***
3.83

3.009**
2.69

-1.151
여성 3.97 2.97 3.65 2.78

연령

30대 이하 3.94

0.916

2.81

0.083

3.70

0.967

2.78

0.760
40대 4.05 2.81 3.83 2.77

50대 4.04 2.81 3.75 2.66

60대 이상 3.98 2.76 3.78 2.67

학력

수준

고졸 이하 4.00

0.547

2.60

2.132

3.66

0.843

2.56

1.775대학 재학/졸업 4.02 2.81 3.78 2.73

대학원 재학/졸업 3.94 2.90 3.75 2.82

월평균

소득

250만 원 미만 3.94

0.522

2.73

0.618

3.88

1.180

2.78

0.428

25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3.98 2.84 3.69 2.73

500만 원 이상
750만 원 미만

4.04 2.80 3.76 2.72

75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3.94 2.67 3.74 2.63

1,000만 원 이상 4.05 2.87 3.88 2.81

*: p<.05 |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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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3] 지각된 위험 분석 결과 (계속)

변수 구분
재무적 위험 신체적 위험 시간적 위험 심리적 위험

평균 t / F 평균 t / F 평균 t / F 평균 t / F

직업

일반사무직 3.99

0.611

2.75

0.719

3.79

1.184

2.75

0.576

생산기술직 4.31 3.03 3.58 2.92

판매/서비스직 4.00 2.91 3.76 2.76

전문직 4.04 2.80 3.79 2.64

공무원 4.03 2.92 3.85 2.51

전업주부 3.98 2.94 3.53 2.67

학생/무직/은퇴 3.92 2.76 3.81 2.82

가구

규모

1인 가구 4.04

0.581

2.95

1.748

3.80

0.452

2.74

1.285

2인 가구 4.02 2.68 3.71 2.63

3인 가구 3.96 2.79 3.75 2.71

4인 가구 4.01 2.86 3.79 2.81

5인 이상 가구 4.13 2.54 3.67 2.52

주택

형태

아파트 3.99

0.442

2.82

0.568

3.77

0.437

2.74

1.193
단독주택 4.02 2.86 3.66 2.88

다세대주택 4.03 2.70 3.75 2.63

기타 4.17 2.71 3.89 2.50

*: p<.05 |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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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3] 지각된 위험 분석 결과 (계속)

변수 구분
재무적 위험 신체적 위험 시간적 위험 심리적 위험

평균 t / F 평균 t / F 평균 t / F 평균 t / F

자동차

유형

휘발유 (가솔린) 4.01

0.770

2.87

2.077

3.73

0.946

2.77

3.102*
경유 (디젤) 3.99 2.72 3.83 2.75

가스 (LPG) 4.15 2.70 3.82 2.49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90 2.52 3.64 2.32

자동차

이용빈도

주 3회 이상 4.05

3.225*
2.80

0.501

3.79

1.423

2.70

1.187주 1∼2회 3.89 2.78 3.68 2.73

월 4회 미만 4.03 2.93 3.80 2.91

연평균

주행거리

6,000km 미만 3.91

3.794*

2.93

2.551

3.64

4.397**

2.79

0.897

6,000km 이상
12,000km 미만

3.95 2.80 3.73 2.65

12,000km 이상
18,000km 미만

4.14 2.61 3.77 2.75

18,000km 이상 4.09 2.81 3.93 2.74

*: p<.05 |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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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3] 지각된 위험 분석 결과 (계속)

변수 구분
재무적 위험 신체적 위험 시간적 위험 심리적 위험

평균 t / F 평균 t / F 평균 t / F 평균 t / F

운전경력

5년 미만 3.72

3.581**

2.90

0.938

3.72

1.618

2.72

0.717

5년 이상 10년 미만 3.92 2.82 3.68 2.71

10년 이상 15년 미만 4.09 2.95 3.70 2.85

15년 이상 20년 미만 4.03 2.78 3.63 2.81

20년 이상 4.05 2.75 3.83 2.69

지식수준
지식수준 낮음 3.99

0.079
2.80

0.042
3.82

1.648
2.71

-0.417
지식수준 높음 4.01 2.80 3.72 2.74

*: p<.05 |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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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4] 지각된 혜택 분석 결과

변수 구분
재무적 위험 신체적 위험 시간적 위험 심리적 위험

평균 t / F 평균 t / F 평균 t / F 평균 t / F

성별
남성 2.99

0.013
3.60

5.534***
4.11

-1.523
2.94

-1.172
여성 2.99 3.28 4.20 3.03

연령

30대 이하 3.06

2.111

3.28

9.072***

4.07

3.472*

2.93

0.935
40대 2.89 3.62 4.12 2.95

50대 3.08 3.58 4.30 3.07

60대 이상 2.90 3.38 4.09 2.92

학력

수준

고졸 이하 3.01

0.502

3.40

0.914

4.25

4.035*
2.69

3.846*대학 재학/졸업 2.97 3.46 4.17 3.01

대학원 재학/졸업 3.07 3.55 3.95 3.01

월평균

소득

250만 원 미만 3.00

1.116

3.10

4.406**

3.88

1.975

2.92

0.747

25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2.96 3.39 4.21 2.96

500만 원 이상
750만 원 미만

3.07 3.54 4.18 3.01

75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2.98 3.62 4.17 3.04

1,000만 원 이상 2.85 3.44 4.03 2.83

*: p<.05 |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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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4] 지각된 혜택 분석 결과 (계속)

변수 구분
재무적 위험 신체적 위험 시간적 위험 심리적 위험

평균 t / F 평균 t / F 평균 t / F 평균 t / F

직업

일반사무직 3.05

1.158

3.51

3.653**

4.16

0.731

2.96

0.623

생산기술직 2.63 3.53 4.40 3.20

판매/서비스직 2.97 3.43 4.24 3.00

전문직 3.01 3.53 4.07 2.86

공무원 2.81 3.85 4.09 3.09

전업주부 2.83 3.16 4.07 3.05

학생/무직/은퇴 2.92 3.21 4.15 3.09

가구

규모

1인 가구 2.85

0.876

3.16

3.650**

4.28

1.228

2.81

1.938

2인 가구 3.06 3.52 4.17 2.81

3인 가구 3.05 3.53 4.08 3.03

4인 가구 2.96 3.49 4.18 3.05

5인 이상 가구 3.05 3.48 4.04 2.90

주택

형태

아파트 3.01

0.436

3.51

2.218

4.13

1.190

3.02

2.208
단독주택 2.95 3.26 4.04 2.89

다세대주택 2.99 3.40 4.27 2.78

기타 2.78 3.31 4.14 2.81

*: p<.05 |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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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4] 지각된 혜택 분석 결과 (계속)

변수 구분
재무적 위험 신체적 위험 시간적 위험 심리적 위험

평균 t / F 평균 t / F 평균 t / F 평균 t / F

자동차

유형

휘발유 (가솔린) 2.95

0.840

3.42

1.704

4.15

0.918

3.05

3.020*
경유 (디젤) 3.04 3.56 4.09 2.80

가스 (LPG) 3.06 3.55 4.28 3.0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17 3.51 4.25 2.96

자동차

이용빈도

주 3회 이상 2.96

0.911

3.50

1.168

4.19

2.442

2.92

3.118*주 1∼2회 3.07 3.43 4.04 3.00

월 4회 미만 3.04 3.36 4.11 3.26

연평균

주행거리

6,000km 미만 3.06

0.955

3.33

2.820*

4.12

0.250

3.02

0.222

6,000km 이상
12,000km 미만

3.02 3.51 4.15 2.97

12,000km 이상
18,000km 미만

2.91 3.50 4.20 2.97

18,000km 이상 2.94 3.54 4.15 2.93

*: p<.05 |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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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4] 지각된 혜택 분석 결과 (계속)

변수 구분
재무적 위험 신체적 위험 시간적 위험 심리적 위험

평균 t / F 평균 t / F 평균 t / F 평균 t / F

운전경력

5년 미만 3.04

0.653

3.31

5.202***

3.96

1.414

2.74

1.440

5년 이상 10년 미만 3.02 3.37 4.15 2.94

10년 이상 15년 미만 3.09 3.22 4.12 3.07

15년 이상 20년 미만 3.05 3.59 4.12 3.08

20년 이상 2.94 3.55 4.19 2.97

지식수준
지식수준 낮음 2.87

-3.157***
3.38

-2.847***
4.13

-0.606
2.71

-6.437***
지식수준 높음 3.09 3.54 4.16 3.17

*: p<.05 |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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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5] 태도 분석 결과

변수 구분
태도

평균 t / F

성별
남성 3.99

1.342
여성 3.88

연령

30대 이하 3.83

1.186
40대 3.97
50대 4.01

60대 이상 4.00

학력
수준

고졸 이하 4.10
2.232대학 재학/졸업 3.95

대학원 재학/졸업 3.78

월평균
소득

250만 원 미만 3.88

0.245
25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3.96
500만 원 이상 750만 원 미만 3.98
75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3.91

1,000만 원 이상 3.88

직업

일반사무직 3.93

0.761

생산기술직 4.03
판매/서비스직 3.92
전문직 3.98
공무원 4.10
전업주부 3.79

학생/무직/은퇴 4.21

가구
규모

1인 가구 3.93

0.653
2인 가구 3.83
3인 가구 3.92
4인 가구 4.01

5인 이상 가구 4.00

주택
형태

아파트 3.95

0.383
단독주택 3.91
다세대주택 3.87
기타 4.10

*: p<.05 |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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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5] 태도 분석 결과 (계속)

변수 구분
태도

평균 t / F

자동차

유형

휘발유 (가솔린) 3.92

1.898
경유 (디젤) 3.93
가스 (LPG) 3.9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4.38

자동차

이용빈도

주 3회 이상 3.98
1.079주 1∼2회 3.86

월 4회 미만 3.88

연평균

주행거리

6,000km 미만 3.83

1.058
6,000km 이상 12,000km 미만 3.98
12,000km 이상 18,000km 미만 4.00

18,000km 이상 3.99

운전경력

5년 미만 3.69

2.527*
5년 이상 10년 미만 3.75
10년 이상 15년 미만 3.90
15년 이상 20년 미만 4.05

20년 이상 4.02

지식수준
지식수준 낮음 3.85

-2.195*
지식수준 높음 4.02

*: p<.05 |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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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6] 전환의사 및 지불의사액 분석 결과

변수 구분
전환의사 지불의사액

있음 없음 x2 평균 t / F

성별
남성 237 64

0.015
339.53

0.922
여성 155 43 311.62

연령

30대 이하 116 30

1.345

378.77

2.988*
40대 104 31 312.59
50대 108 25 340.06

60대 이상 64 21 248.24

학력
수준

고졸 이하 42 14
0.495

333.93
0.076대학 재학/졸업 292 77 330.35

대학원 재학/졸업 58 16 314.86

월평균
소득

250만 원 미만 20 7

3.589

255.56

0.983

25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114 27 324.82

500만 원 이상
750만 원 미만

161 39 313.00

75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48 14 369.35

1,000만 원 이상 49 20 372.46

직업

일반사무직 218 60

6.141

354.68

1.236

생산기술직 11 1 383.33
판매/서비스직 34 13 280.85
전문직 64 16 326.25
공무원 8 5 284.62
전업주부 36 7 227.91

학생/무직/은퇴 21 5 303.85

가구
규모

1인 가구 44 11

2.854

340.00

0.107
2인 가구 65 16 345.68
3인 가구 109 35 320.14
4인 가구 153 36 323.28

5인 이상 가구 21 9 333.33

주택
형태

아파트 293 84

1.075

332.36

0.531
단독주택 26 6 300.00
다세대주택 61 13 340.54
기타 12 4 237.50

*: p<.05 |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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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6] 전환의사 및 지불의사액 분석 결과 (계속)

변수 구분
전환의사 지불의사액

있음 없음 x2 평균 t / F

자동차
유형

휘발유 (가솔린) 238 68

2.060

324.84

0.511
경유 (디젤) 109 31 337.86
가스 (LPG) 26 6 281.2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9 2 390.48

자동차
이용빈도

주 3회 이상 261 70
2.034

328.70
0.187주 1∼2회 103 25 336.72

월 4회 미만 28 12 300.00

연평균
주행거리

6,000km 미만 101 30

7.331

330.53

0.335

6,000km 이상
12,000km 미만

124 38 311.11

12,000km 이상
18,000km 미만

65 24 326.97

18,000km 이상 102 15 351.28

운전경력

5년 미만 36 14

2.986

348.00

0.769
5년 이상 10년 미만 42 9 319.61
10년 이상 15년 미만 50 17 389.55
15년 이상 20년 미만 48 10 313.79

20년 이상 216 57 314.65

지식수준
지식수준 낮음 145 72

31.401***
305.53

-1.359
지식수준 높음 247 35 346.10

*: p<.05 | **: p<.01 | ***: p<.001



- 154 -

[부록 4] 구조방정식 코드

# lavaan library 실행

library(lavaan)

※ 변수 정의

입력코드 의미 입력코드 의미

env.con 친환경 의식 env 친환경 의식 번 문항
innovative 혁신성 inno 혁신성 번 문항
fi.risk 재무적 위험 fr 재무적 위험 번 문항
ph.risk 신체적 위험 phr 신체적 위험 번 문항
ti.risk 시간적 위험 tr 시간적 위험 번 문항
ps.risk 심리적 위험 psr 심리적 위험 번 문항
fi.bnft 재무적 혜택 fb 재무적 혜택 번 문항
pf.bnft 성능적 혜택 pb 성능적 혜택 번 문항
en.bnft 환경적 혜택 eb 환경적 혜택 번 문항
so.bnft 사회적 혜택 sb 사회적 혜택 번 문항
attitude 태도 att 태도 번 문항
dum_wta 전환의사 wtp 지불의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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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의사 모형

m_wta <-

'env.con =∼ env1+env2+env3+env4+env5+env6+env7+env8+env9

+env10 +env11

innovative =∼ inno1+inno2+inno3+inno4+inno5+inno6+inno7+inno8

+inno9+inno10

fi.risk =∼ fr1+fr2+fr3; ph.risk =∼ phr1+phr2+phr3

ti.risk =∼ tr1+tr2+tr3+tr4; ps.risk =∼ psr1+psr2+psr3

fi.bnft =∼ fb1+fb2; pf.bnft =∼ pb1+pb2+pb3

en.bnft =∼ eb1+eb2+eb3+eb4+eb5; so.bnft =∼ sb1+sb2+sb3+sb4+sb5

attitude =∼ att1+att2+att3

fi.risk ∼ env.con+innovative; ph.risk ∼ env.con+innovative

ti.risk ∼ env.con+innovative; ps.risk ∼ env.con+innovative

fi.bnft ∼ env.con+innovative; pf.bnft ∼ env.con+innovative

en.bnft ∼ env.con+innovative; so.bnft ∼ env.con+innovative

attitude ∼ env.con+innovative+fi.risk+ph.risk+ti.risk+ps.risk+fi.bnft

+pf.bnft+en.bnft+so.bnft

dum_wta ∼ env.con+innovative+fi.risk+ph.risk+ti.risk+ps.risk+fi.bnft

+pf.bnft+en.bnft+so.bnft+attitude'

wta_out <- sem(m_wta, data, ordered=catelist, estimator='WLS')

summary(wta_out, fit.measures=T, standardize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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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의사액 모형

m_wtp <-

'env.con =∼ env1+env2+env3+env4+env5+env6+env7+env8+env9

+env10 +env11

innovative =∼ inno1+inno2+inno3+inno4+inno5+inno6+inno7+inno8

+inno9+inno10

fi.risk =∼ fr1+fr2+fr3; ph.risk =∼ phr1+phr2+phr3

ti.risk =∼ tr1+tr2+tr3+tr4; ps.risk =∼ psr1+psr2+psr3

fi.bnft =∼ fb1+fb2; pf.bnft =∼ pb1+pb2+pb3

en.bnft =∼ eb1+eb2+eb3+eb4+eb5; so.bnft =∼ sb1+sb2+sb3+sb4+sb5

attitude =∼ att1+att2+att3

fi.risk ∼ env.con+innovative; ph.risk ∼ env.con+innovative

ti.risk ∼ env.con+innovative; ps.risk ∼ env.con+innovative

fi.bnft ∼ env.con+innovative; pf.bnft ∼ env.con+innovative

en.bnft ∼ env.con+innovative; so.bnft ∼ env.con+innovative

attitude ∼ env.con+innovative+fi.risk+ph.risk+ti.risk+ps.risk+fi.bnft

+pf.bnft+en.bnft+so.bnft

wtp ∼ env.con+innovative+fi.risk+ph.risk+ti.risk+ps.risk+fi.bnft

+pf.bnft+en.bnft+so.bnft+attitude'

wtp_out <- sem(m_wtp, data)

summary(wta_out, fit.measures=T, standardize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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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nsumer Adoption

of Electric Vehicles

Perspectives of willingness to switch and

willingness to pay

Jae Gyeom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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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lectric vehicles(EVs) attract attention as a solu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resource shortage problems caused

by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Because of this trend,

interest in the EV market is also increasing in academia. In

this study, consumers especially paid attention to the adoption

of EVs, and the adoption was classified as a willingness to

switch(WTS) and a willingness to pay(WTP). EVs have

different ways of supplying electric power sources and driv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and due to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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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consumers perceive risks and benefits of EVs.

Based on previous research, perceived risks for EVs were

classified as "financial risks", "physical risks", "time risks",

"psychological risks", and perceived benefits were "financial

benefits", "performance benefits", "environmental benefits" and

"social benefits". On the other hand, consumers form an attitude

toward EVs through perceived risks and perceived benefits for

them. On the other hand, these perceived risks, benefits and

attitudes are influenced by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in

addi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Vs, and this study

highlighted the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d

"innovativeness" that best match the characteristics of EVs

among many consumers. And through the study, we looked at

how consumers'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d

innovativeness influence perceived risks and benefits, attitudes

to EVs, WTS, and WTP.

In particular, to measure the WTP, we used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at respondents choose based on it by

providing virtual situations or options. The virtual option was

to present a "Soul" vehicle model of KIA, which were released

gasoline and electric versions. Respondents were asked how

much they were WTP for an electric version when the gasoline

version was 20 million KRW.

In this study, responses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o 500 internal combustion

engines and hybrid vehicle owners living in the Seoul, Incheon,

and Gyeonggi. In the end,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499 data, excluding the response of the poor. As an analysis

method, a structural equation method(SEM), descriptive st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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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squared test, t-test, and one-way ANOVA. and

cross-analyze to examine the overall level of variables, and

determine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 This

study’s dependent variable was divided into WTS(discrete

variables) and WTP(continuous variables), so the analysis was

conducted twice using different estimation methods.

First of all, looking at the overall level of the variable, 392

respondents said they were WTS, which exceeded 75%. In

other words, WTS to EVs by vehicle owners was found to be

quite high. It has been confirmed that EVs have an average

WTP about 23.28 million KRW, or 3.28 million KRW more than

equivalent gasoline.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hich focused on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re: First of all, in the SEM

with the intention of conversion as a dependent, envrionmental

consciousness significantly affected financial, physical,

psychological risk, financial, performance, environmental and

social benefits, and innovation significantly affected physical,

psychological risks, performance and social benefits. And

financial, physical, psychological risks, environmental and social

benefits have significantly affected attitudes. innovativeness,

physical, time and psychological risks among perceived risks,

and perceived benefits, social benefits have been found to

significantly explain WTS. Consumers with high innovativeness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respond that they were WTS

to EVs in the future, and the lower the physical, time and

psychological risks,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respond that

they have WTS. On the contrary, the greater social benefits of

EVs, the more likely it was to respond that it was WTS.



- 160 -

Meanwhile we looked at the results of a SEM,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ffected financi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risks

among perceived risks and performance, environmental and

social benefits among perceived benefits. Innovativeness has

significantly affected psychological risks among perceived risks

and performance and social benefits among perceived benefits.

And envrionmental consciousness, financial risk, psychological

risk, environmental benefits, and social benefits have

significantly affected attitudes. Finally, psychological risks and

attitudes each affected WTP, with the lower the psychological

risk and the more positive the attitude, the greater the

respondent's WTP.

There are three main academic implications of the study. First

of all, we tried to demonstrate the need for converting and

WTP for EVs, which were relatively unnoticed in previous

studies, and because EVs are expensive durable and highly

involved, they can diagnose the practical acceptability of EVs

rather than preferences and behaviors seen in many previous

studies.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e discussion of this

study could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nalyzing

consumer acceptance in the EV market in the future. Second,

the market was identified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by

demonstrating how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d

innovativeness affect the adoption of EVs. This view is

expected to pave the way for an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EVs that are actually perceived by consumers. Third, we

systematically categorized the consumers’ perceived risks and

benefits for EVs that offer new experiences to consumers and

looked at the relationship each has with other variabl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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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risks and benefits of EVs, a type of future-type car,

are expected to be the basis for future research due to their

large implications in future mobility markets such as fuel cell

electic vehicles and autonomous vehicles.

There are three industrial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consumer's envrionmental

consciousness and innovativeness to understand how products

are defined in the market and to provide an explanation of

what consumers expect of EVs. By identifying the perceived

risks and benefits on real EVs, attitudes, WTS and WTP, we

diagnosed the potential for future growth of EVs by identifying

the degree of actual product agreement with consumer

expectations. Second, through various risks that consumers

perceive highly, policy authorities or entities that aim to grow

up the EV market have implications for priorities for future

improvements. Through the study, the perceived risks of EVs

were distinguished, other variables and their impact

relationships were analyzed, and through this, priorities were

proposed in terms of institutional, policy enhancement and

technology development. Third, the direction of communic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perceived benefits of EVs was

presented. Based on the benefits that consumers perceive for

EVs, one of the variables in the study, it provided a view of

what messages should be emphasized to achieve the goal of

universalization of EVs.

keywords : Electric Vehicle, Consumer Adoption,

Willingness to Switch, Willingness to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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