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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전기차의 보급 양상에 따른 전기차 보급 및 확산에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 요소들과 요소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전기차 보급 변동성을 규명하고 있으며 현대도시 사회 관점에서의

전기차 보급을 증대하기 위한 도시 사회의 정책적, 사회적 의사결

정의 방향성 제시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및 확산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전기차를 제품 관점에서 구매를 촉진 또는 장려

하기 위한 요인 분석과 전기차 구매를 저해하는 요인 분석에 중점

을 두었다. 또한, 보조금 정책의 타당성, 충전기반시설 접근성

등과 같은 정책의 효과 분석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하며 전기차

보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반화된 핵심 요인 식별을 시도하였으나

전기차 보급 초기 상태에서의 전기차 구매요인, 전기차 보급 저해

또는 장려 요인 및 기타 전기차 보급 영향요인과 관련된 요인

규명에 그친 바 있다. 따라서 개별국가나 도시의 사회·경제적

성숙도 요인과 기술적 요인에 전기차 보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 수준

과 개별국가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전기차 보급 장려를 위한

자원투입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9까지 약 10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고 국가별 전기차 보급률

변동과 사회·경제적 정책요인과 기술 정책적 요인 간의 상관관계

를 이용하여 특정 시점, 특정 국가의 전기차 보급률 양상을 대변

할 수 있는 변이 계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초기, 추격,



- ii -

성숙 상태의 3단계로 분류하여 그룹별 보급 특성을 설명하고 그룹

간 보급률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각

국가의 전기차 보급상태 구간(초기, 추격, 성장)별로 전기차 보급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영향도 변화 및 요인을 고려한 정책적,

사회적 적용 및 수용 방향을 제시하며 전기차, 사용자, 물리적

공간, 라이프 스타일 등과 같은 전기차가 운행되는 전체 사이클

관점에서의 전기차 보급상태 및 자원투입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전기차, 보급 변동성, 급속 충전, 완속 충전, 도시화

학 번 : 2019-3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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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산업화와 더불어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며 인간의 삶터가 공간적, 사회

적 측면에서 도시적으로 변화해가는 현상인 도시화는 인류의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도시화의 기원은 성장 중심의 경제 개발이

시작된 이후 도시지역 인구 비율이 1970년에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50%

를 넘어섰다. 당시에는 50.1%에 불과했던 도시의 인구 비율은 1980~1990

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히 증가하여 2019년 기준 91.8%까지 올라가며

도시 과밀화가 심화되었다. 우리나라 국토의 20%에 지나지 않은 도시에

우리나라 총인구 5,185만 명 중 4,759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좁은 국토 대비하여 많은 인구가 존재하므로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회현

상이 존재한다. “고대 도시는 최소한의 기능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곳에

인구가 모이고 규모가 커지면서 더 많은 기능을 갖춘 도시로 진화했다.”

라는 윤현준 교수의 지적은 주거 문제, 교통 혼잡, 대기오염, 경제 발전

의 불균형, 기반 시설 노후화 등으로 대표되는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시문제의 근원적 이유를 잘 지적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도시화의 심화가 미래도시에 환경적 위협, 천연자원의

고갈, 불평등, 기술, 거버넌스에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WEF,

2018)하고 있다. 2016년 Planet Forward Summit에서 Frank Sesno는

최신식 수급시설의 보급, 에너지 그리드의 접근성, 도시환경의 재발견,

5.90억 명을 먹여 살릴 농업기술 등을 열거하며 미래도시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를 지나고 있는 인류에게 도시환

경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이슈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 역시 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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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접근에서 온난화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는 21세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도시화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아젠더로써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약칭 기후변화협

약)은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국제 협약이다. 1992년 5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INC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각종 온실 기체의 방출을 제한하

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2017년 11월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3)'에서 프랑스는 2021년까

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노르웨이는

기존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선언하였던 법안을 수정하여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하였다. 덴마크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정책으로서

2030년까지 에너지 생산 비중의 50%를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

지원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각국은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공격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정책은 기존 에너지 자원을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도입(Kahn Ribeiro et al., 2007; 국제에너지기구

(IEA), 2010)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전기차는 이와 같은 글로벌 아젠다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국가 차원의 핵심 정책으로 보급 및 확산

이 추진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볼 때 이러한 추세는 환경과 경제에 구조적인 변환을 가져올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한택환, 임동순, 김진태 2019).

현대도시가 경험하고 있는 도시화와 지구온난화란 글로벌 의제는 사실

상 인류의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도시에서의 삶의

영위 방식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게 된다. 도시라는 물리적 공간의 확장

으로 인한 “물리적 도시화”, 제공되는 인프라 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기능적 도시화”, 사회적 행동 양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도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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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종합적인 통찰이 필요로 한다.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상하수도 설비, 에너지 공급,

교통 시설의 확장 등과 같이 도시 삶을 둘러싼 물리적, 사회적, 기능적

요인들이 직간접적인 연관을 가지며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다. 최근 미국에서 제안된 한 학제 간 연구에서는 도시의 특성과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화와 전기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적시

하였다. 또한, 전기차의 급속한 발전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행동

양식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각국의 친환경 정책 기조가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 집중하며 친환경

정책의 현실화 수단으로써 전기차의 보급 및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있다.

과거 2020년 기준 전기차의 전 세계 누적 보급 대수는 2019년 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총 누적 보급 대수 중 순수 전기차(BEV)1)의 비중은

2/3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중국에서는 과거 2020년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가 450

만 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 기간 유럽에서의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전년 대비 가장 빠르게 증가한 320만 대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총 신규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16% 감소

하였으나 동 기간 전체 신규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4.6%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전년 대비 70% 증가한 수치이다. 국가별로는, 동 기간 유럽의

신규 전기차 등록 대수가 140만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 120만대,

미국 29만5천대로 보고되고 있다(김수림, 김창훈 2021). 우리나라는 민간

보급이 시작된 2013년 1,447대에서 2019년 89,918대로 매년 평균 100%의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디. 그러나 전 세계 전기자동차

1) 전기차에는 순수전기차(Battery Electric Vehicles, B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PHEV), 연료전지차(Fuel-Cell Vehicles, FCV)가

포함되지만, IEA 보고서는 주로 BEV와 PHEV와 같이 전력을 이용하는 차량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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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수와 비교하면 1.99% 수준으로 아직은 정량적 수치는 낮은 상태

이다(IEA, 2021, 국토교통부, 2014, 2019).

전기차가 국내외, 공공과 민간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화, 지구온난화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에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가솔린,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와 비교해서 연료비가 10분의 1 수준으로 에너지

효율이 우수하여 기업과 가정의 연료비 지출을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대비 약 25%

정도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으며, 최근 미세먼지(PM-10), 초미세

먼지(PM-2.5) 및 질소산화물(NOX) 등과 같은 교통 유해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운송 수단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전기차 산업의 연계 효과가 커 최근 경기 침체로 문제가

심각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사회적 관점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를

전기차의 배터리로 사용해 버려지는 심야 전기의 대체 수단으로써 전기

차 배터리 저장된 전기를 사무실이나 가정에 보내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에 글로벌 메가시티들이 지향하는 에너지 자립률 달성의 대안으로써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은

각국의 친환경 정책 및 도시화로 인한 교통 환경의 현실적 대안으로써

인지되고 있다. 구매보조금과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추진하

게 하고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탄소세 부과를 통한 전기차로의 유인을

추진하는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IEA의 Global EV Outlook

2021(2021)에서는 현존하는 정부의 전기차 정책과 관련 산업에서 발표한

목표를 반영한 현 정책 유지 시나리오(Stated Policies Scenario,

STEPS)를 기반으로 2030년에는 총 자동차 보급 대수 중 전기차 비율이

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기간

연장을 근거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국가에서

전기차 도입을 촉진하면서 구매 비용을 낮추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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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책이 보조금 정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르웨이, 네덜란드, 중국

및 미국 등의 상당수 국가가 보조금 지원, 세금 감면 등과 같은 금융

정책을 추진하여 전기차 판매가 크게 성장하였다고 결론짓고 있다

(Boonen 2018). 공격적인 정책적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전기차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의 초기 단계에서 정책적 인센티브, 특히 보조금 정책

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Ning Wang et al.,

2020).

이와 같은 정책적 인센티브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써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보조금 관련 많은 연구

들이 수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정책적 인센티브가 전기차 보급 및 확산

효과는 불분명하다. 또한, 전기차 소비자 그룹들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Langbroek et al.,

2016). 더불어, 전기차 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하는 기술 혁신 항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기술 혁신을 외생적(exogenous)으로 다루느냐, 아니면

내생적(endogenous)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전기차 보급 및 확산을 위한

모형 예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기술 혁신을 시간의

함수 형태와 같이 외생변수로 다루면 기술의 역할이 단순해진다. 그러나

기술변화의 원천인 연구·개발 투자, 기술 경험의 축적, 기술 지식의 공유

가 상호 발전함으로 가정하였을 때 특정 제품의 보급 및 확산 예측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산업연구원, 2010). 또한, IEA 전망의 근거가

되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유지되고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여 전기

차 구매가 증가할 경우 전기차들이 동시에 충전하게 되거나

V2H(Vehicle to Home)2)를 이용한 새로운 충전 서비스가 생겨나면,

2) V2X는 차량이 유선 또는 무선망을 통해 인프라, 사물, 다른 차량 등과 정보를 주고받

거나 전력을 주고받는 기술로써 Vehicle to "Something"의 약자로 V2G(Vehicle to

Grid), V2H(Vehicle to Home), V2L(Vehicle to Load), V2V(Vehicle to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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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100년 넘게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전력망 계통의 불안정성은

커지게 되어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력공급이 악화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기차 자체의 가치 체계를 혼란하게 만든다(황우현, 2019). 즉,

전기차 보급 및 확산에 대한 변동요인에는 배터리 저장 성능, 충전 속도

등과 같은 전기차 자체적인 기술 혁신 요소와 함께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다른 주변 기술의 발전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외부 기술 혁신

항목은 대부분 국가 차원의 연구 개발(R&D) 수준으로 규정될 수 있다.

각국의 친환경 정책의 현실적 대안으로써의 전기차 보급 기조를 바탕

으로 한 기존 연구들은 전기차를 새롭게 시장에 출시될 또는 출시된

제품으로 가정한다. 전기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소비자

관점에서의 연구와 혁신 성장 모형을 이용한 전기차의 보급 및 확산

요인에 대한 이해 또는 대안 제시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 연구는 소비자 선택 실험, 선호도 조사 및 잠재적 전기차 소비자와

의 인터뷰 등이 연구 수행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전기차와 관련된 실질적인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강조하는 채택 이론을

기반으로 회귀 모델과 결합된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전기차 보급 관점에서의 소비자 선택 방법, 회귀 모델링,

게임 이론적인 접근 방식, 최적화 등을 주제로 한 연구와 시장 성장

곡선 추정 모형을 이용한 전기차 확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주제 및 연구 방법은 주로 전기차

보급 초기 상태에서의 전기차 구매 요인, 전기차 보급 저해 또는 장려

요인 및 기타 전기차 보급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며 일률적인

(또는 일반화된) 전기차 보급 및 확산 요인을 찾아서 전기차 보급 및

확산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상태 변경에

다른 전기차 보급 및 확산을 위한 핵심 요인의 영향도 변화 및 핵심

요인 간 상관관계를 제시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시장

V2P(Vehicle to Pedestrian) 등을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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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곡선 추정 모형은 전기차의 기술 혁신 요소를 포함한 연속적인

기술 및 서비스 진화 과정을 설명하지 못함에 따라 시계열 변화 및 공급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전기차의 매우 유동적이며 역동적인 기술

및 시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발생시켰다(Noh et al.

2011, Norton & Bass 1987, Meade and Islam 2006, Mahajan &

Muller(1996)와 Kim et al. 2000). 특히, 전기차를 제품으로 규정하며

전기차의 운영 주체가 되는 운전자가 거주하는 공간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국가별, 도시별 전기차 보급 및 확산 양상 및

특성을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개별 국가나 도시의 사회·경제적

성숙도 요인과 기술적 요인에 따라 전기차 보급 및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전기차 제품 자체에 대해 구매하는

사람과 이유, 운행 패턴 및 충전 선택, 충전소의 위치 계획 등과 같은

제품 관점에서의 요인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보조금 정책의

타당성, 충전기반시설 접근성 등과 같은 영향요인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

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는 전기차 보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핵심 요인의 식별에 머물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므로 최신 연구는 전기차 보급 초기 상태에서의 전기차 구매 요인

및 전기차 보급 영향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는 연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별 전기차 보급상태를 구분하여 보급상태에 따라 전기차

보급 및 확산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 정의 및 핵심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도시·사회 관점에서의 전기차 보급 및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관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18개국을 대상으로 10년간 전기차 보급률 변화 추이를 이용하여 각

국가의 전기차 보급상태를 초기, 추격, 성숙 단계로 구분하였다. 단계(또

는 전기차 보급상태)별로 전기차 보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영향도

변화 및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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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상태에 따른 핵심 요인의 정책적, 사회적 적용 및 수용 방향을 각

국가 및 각 도시가 경험하고 있는 물리적, 기능적, 사회적 도시화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국가별 보급 양상을 반영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차, 사용자, 물리적 공간, 라이프 스타일 등과 같은 전기차가 운행되는

전체 산업 셍테계 관점에서의 전기차 보급상태 및 수용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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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내용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보급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패널데이터를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9까지 약 10년

간의 데이터로 구성하였더, 조사대상 국가별 전기차 보급률 변동과

사회·경제적 정책 요인과 기술 정책적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특정 시점, 특정 국가의 전기차 보급률 양상을 대변할 수 있는 변이

계수를 개발하여 이를 초기, 추격, 성숙 상태의 3단계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그룹별 보급 특성을 설명하고 그룹 간 보급률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 추진 방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 추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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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이 계수 이론은 전기차 보급 및 확산

곡선에 나타나는 변이 구간(시계열(구간) 및 기울기(강도))은 전기차

보급과 산업 성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여건 변화(Effects) 및 이로

인한 영향(Impacts)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가정하고 있다. 변이

계수는 계수적 판독 뿐만 아니라 직관적인 판독이 가능한 요소로 규정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변이 계수에 대한 적용을 위해

스플라인 보간법을 이용하여 전기차 보급에 대한 기울기 값을 기반으로

18개국의 약 10년간의 전기차 보급률을 초기, 추격, 성숙의 세 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다중 선형 회귀식을 이용하여 그룹별 전기차 보급률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2. 논문 구성

본 논문에서는 OECD 18개국의 국가별 전기차 보급 양상은 각 국가의

경제적, 기술적 차이가 인해 전기차 보급상태의 구분이 요구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전기차 보급 변동 모델을 기본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상태를

소득 및 도시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급속·완속 충전기로 구성된

충전 인프라라는 기술적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전기차 보급 및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 간 관계를 이용

한 전기차 보급 및 확산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를 식별

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보급 및 확산에 영향을 주고 있는 핵심 요인 간

분석을 통한 도시 사회 관점에서의 전기차 보급 및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의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 방법

및 구성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며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여 전기자동차 개요 및 전기차 보급·확산 영향요인별 선행

연구 사례를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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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에 관해 기술하고 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연구 가설을 검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차 보급상태별 영향

을 주는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 식별하고 핵심 요인 간 연관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통해 식별하게 된 시사점을 적시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진행되는 것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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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전기차 도입 배경 및 국내외 현황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는 기존 석유나 원자재 등과 관련된 자원의 고갈,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된 여러 환경규제 등으로 인하여 온실

가스 배출을 저감 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급 및 확산이

새로운 미래 차량의 방향으로 떠오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단계적

저감을 위한 국제적 협력인 2015년 파리 기후 변화 협정 이후로 온실

가스 저감 기술과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적 관심과 필요성

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친환경적 기술확보를

위한 장려 정책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관련 규제는 기존의 휘발유나

경유를 소비하는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를 활용한 친환경 차량 시장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세계적인 추세로 전기차가 자리 잡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하이브리드차(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와 수소차(FCEV: Fuel Cell EV) 및 전기차(BEV: Battey EV)를 중심으

로 친환경 자동차의 확산이 점진적으로 시작되면서 기존의 내연관계

기간 중심의 자동차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기차 비중을 2020년에 2.7%에서 2030년에 2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

였고 실제 국제에너지기구(IEA 2020)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전기차의 판매량은 2017년에 3백만 대, 2018년에 5백만대, 2019년에 7백

만대를 넘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가장 활발한

노르웨이의 경우, 2019년에 신차 판매량의 약 43%를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고 최근인 2021년에는 약 6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와

스웨덴도 각각 11.7%, 6.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해외

각국 정부는 신생 EV 산업을 지원하고 구조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넘어, 전기차 도입을 위한 다양한 규제안을 추가로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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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국가별 내연기관 차량 판매·운행 금지 및 탄소중립 계획

여기에는 2015년에 발표된 캘리포니아주의 배출가스 제로(ZEV: Zero

Emission Vehicle) 정책과 같은 전기차 장려 정책 및 중국의 NEV(New

Energy Vehicle) 정책이 포함된다. 캘리포니아주 정책을 시발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2030년에서 205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중지와

같은 목표를 발표하여 규제에 나서고 있다. 또한, 엄격한 차량 연비 규제

및 이산화탄소에 대한 세금,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예: 유럽 연합)는

전 세계 차량의 전동화에 강력한 견인 역할을 하는 한편, 내연기관 차량의

종말을 시장에 예고하여 소비자로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를 유도하는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2019년 미국의 ZEV 의무이행 정책, 중국 신에너지

차 NEV9 및 EU CO2 배출 규제 등의 세 가지 정책의 대상은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약 60%를 포함한다는 예상도 있다. 현재까지 약

17개국이 2050년까지 100% ZEV 목표 또는 내연기관 차량의 단계적

판매 중단을 발표하였다. 이는 도시 경계를 훨씬 넘어, 차량을 수출하는

국가에서도 전기자동차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발표이다. 또한, 100%

전기자동차 판매를 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수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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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판매된 모든 신차와 경·승합차는 ZEV 차량으로

한다는 목표를 발표하였고 몇몇 기타 국가들은 2030년까지, 영국은 2035

년까지 목표를 설정해 발표하였다. 2019년 12월 프랑스는 2040년까지

내연 자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Assemblée Nationale, 2019). 스페인에서도 2040년까지의

유사한 목표들이 검토되고 있다. 유럽 외 지역에서도 캐나다는 2040년까지

100% 경형 ZEV에 대한 정책 목표가 발표되었고, 카보 베르데,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스리랑카도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정책

목표 발표가 이루어졌다(범정부 차원의 그린카 발전 로드맵 발표, 2010).

우리나라 정부 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자동차 중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많은 정책을 제시해 왔다. 2009년 우리나라는

전기자동차 활성화 방안을, 2010년에는 친환경 차량의 종합 로드맵을

발표하며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한국교통연구원,

2013; 김규옥 외, 2011). 이를 발판으로 2012년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선도사업을 위한 지자체를 8곳으로 선정을 시작으로 10개 지자체로 2013

년에 확대하여 전기차 민간 보급 확대를 시작하였다(한국교통연구원,

2013).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2014, 2019) 민간주도형 전기자동차

보급이 시작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1,500대

에서 55.000대로 약 38.3배로 증가하였다. 전기자동차 증가추세는 2015년

부터 본격화 되었는데 이는 구매 시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의 확대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구매보조금의 경우 대체적으로

대당 평균 500만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2016년에 비해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대폭 확대되었다(최준영, 2017).

지난 2017년 시행된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은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대수를 2022년 기준 35만 대로 설정하였고, 국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량 구매보조금 확대, 세제 혜택 및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주차비 할인 등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한 혜택을



- 15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019년에 통과시키며 2020년부터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2021년에 환경부는 전기 및 수소 차량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13만대로 지난해 대비 23.8% 증가시켰다. 추가로 제조사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면서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목적으로 전기차의 차량 가격을 구간

별로 나누어 구매보조금 차등 지급을 결정했다. 따라서 6천만원 미만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6천 ~ 9천만원의 차량은 50%, 9천만

원 이상의 전기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정책을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내연기관 차량 퇴출을 2050년까지 완료하고 모든 차량을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 10월에는 탄소 중립

선언과 함께 이행계획도 발표했다.

이러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적 전기자동차 보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속도는 정부 기대목표에 미치고 못 하고 있다.

정부는 제 2차 기후 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5억 3,600만톤 CO2-e3)로 줄이기 위해 운송·수송 부문의

경우 전기자동차 보급을 2030년까지 300만 대로 목표를 설정하였다(환경

부, 2019). 2019년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대수는 약 9만 대

미만이었고 정부가 수립한 목표 대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국토교통부,

2020).

이러한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대수는 전 세계 전기자동차 대수와 비교할

때 510만 대 중 1.99% 수준으로 아직은 정량적 수치는 낮은 상태이다

(IEA, 2020; 국토교통부, 2014, 2019).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이 더디게 확산하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첫째,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차 가격이다.

둘째,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단기간에 확충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존재

한다. 셋째, 전기차 연료인 전력공급에 있어서 친환경 전력원인 신재생

3) CO2-e(이산화탄소환산량, carbon dioxide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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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이용한 전원믹스, 발전 및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측면의

요인이 존재한다. 넷째, 현재 세계 전체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충전 방식이

아직 표준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은 이러한 제약요인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양상이다. 친환경차의 보급은 공급 측면에서는 배터리 저장 성능, 충전

속도 등 배터리 관련 기술 발전과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현재와 같은 초기 단계에서는 수요 진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의 진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산화탄소나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한 연비 규제의 강화는 전기차의 상대적 가격 경쟁

력을 기본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자동차 산업의 미래 신규투자를 친환경

차로 유도하는 신호 역할을 수행한다(임동순, 한택환 2019). 친환경차

보급의 확산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정부 조달 및 구매 의무 비율

설정,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세제 감면, 주차장 요금 면제 등

재정지원정책, 충전소 등 기초 인프라 설비의 확장 등을 들 수 있다.

제 2 절 전기차 보급 및 확산 관련 선행연구

1. 새로운 제품 관점에서의 선행연구

전기차 보급 및 확산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소비자의 전기차 채택

의도를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써, 소비자 선택 실험, 선호도 조사 및 잠재

적 전기차 소비자와의 인터뷰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전기차

와 관련된 실제적인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강조하는 채택 이론을 기반으

로 회귀 모델과 결합된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큰에는 전기차 보급 관점에서의 소비자 선택 방법, 회귀 모델링, 게임

이론적인 접근 방식, 최적화, 설문조사 등을 주요한 연구 주제로 선택하고

있다. 예컨대, Sierzchula 외(2014)는 다중 회귀 모델을 사용하여 2012년

30개국의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전기차 채택 변수를 식별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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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e 외, 2016), 다중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하여 전기차 구매요인을

예측하는 연구 주제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Bass, 로지스틱, 곰페르츠

모형 등과 같은 혁신 성장 모형을 기반한 전기차 시장 예측을 시도하는

연구 주제로 Figenbaum 외(2014)는 Rogers(2003)가 제안한 혁신 성향을

5가지 유형4)을 이용해 노르웨이의 전기자동차 혁신성이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의 종류, 신념 상황 등과 같은 수용자의 특성에 따른 확산모델을

연구 하였다. Kong, Bi(2014)는 사회관계망에서의 상호 의사소통이 중국

내 어떤 요인이 전기차 확산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혁신확산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분포를 예측하고 개념화하를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의

황인성 외(2020)은 소비자들 570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에 대한 요인

들을 연령, 교육수준, 심리적 특성, 전기차에 대한 이해도 등을 평가하여

분석했다. 또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을 위한 국내외

정책을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자료가 풍부한 전기차의 보급·확산률의

변화 요인을 정책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특정 기술이나 제품의 보급

확산은 경제·경영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전기차의 혁신성을 고려하여 성장 곡선을 이용한 시장 예측으로써 Bass,

로지스틱, 곰페르츠 모형 등과 같은 혁신 성장 모형과 계량 경제적 분석

방식의 적용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제품 관점에서의 전기차 보급·확산을 설명하고 있는 기존 연구

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전기차 채택에 관여되고 있는 요인을 확인하거나

채택 기여도를 확인하는 연구와 혁신 성장 모형을 이용한 전기차 확산

및 시장 성장을 예측하는 연구가 주로 이뤄졌다. 이 중 시장 성장 곡선

추정 모형을 이용한 전기차 시장 예측 모형은 전기차와 같이 신제품의

확산 과정을 설명하는 능력이 우수하며 당기 판매량은 누적 판매량의

이차함수 형태의 S자 곡선을 보인다. 이는 도입 초기에는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최대 수요 시점을 넘어서면 판매량이 줄어드는 대다수 신제

4) 혁신가(Innovators), 초기 채택자(Ealry Adopters), 초기 대다수(Ealry Majority), 후기 

대다수(Late Majority), 혁신 지체자(Lagg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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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매출 패턴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장 성장 곡선

추정 모형은 전기차의 기술 혁신 요소를 포함한 연속적인 기술 및 서비

스 진화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계열 변화 및 공급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전기차의 유동적이며 역동적인 기술 및 시장 특성

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Meade and Islam 2006; Mahajan

& Muller, 1996Norton & Bass 1987).

2. 사회경제적 영향요인 관점에서의 선행연구

다른 연구에서는 전기자동차 가격에 대한 구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ersky

et al., 2016; Langbroek et al., 2016; Kerkhof & Boonen, 2013)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반면, Sierzchula 외(2014)는 30개국에 걸친 재정적 인센티브와

EV 시장 점유율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으며, 재정적 인센티브가 EV

채택의 중요한 예측 변수라는 것을 발견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캘리

포니아주와 같은 지역의 PHEV/EV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주로

지원 정책 및 인센티브 정책 때문이다(Melton et al., 2017; Sierzchula et

al., 2014)라는 긍정적인 결론도 있다. 이후, Bjerkan(2016)연구진은 노르

웨이의 장려 정책들, 즉, 세금 면제가 응답자의 80% 이상이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연구하였다.

IEA의 Global EV Outlook 2021(2021)에서는 현재까지 발표된 여러

정부의 전기차 정책과 관련 산업에서 제시한 설정 목표를 반영한 현

정책 유지 시나리오(Stated Policies Scenario, STEPS)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30년에는 총 자동차 보급 대수 중 전기차 비율이 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각 국가별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기간 연장을 근거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 정책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 19 -

여러 국가에서 EV 도입을 촉진하면서 구매 비용을 낮추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된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전망의 근거로 보조금이

거론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국가에서 전기차

도입을 촉진하면서 구매 비용을 낮추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정책이 보조금 정책이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중국, 미국 등

상당수 국가는 최근 보조금, 세금 감면, 충전 인프라 확충 등 강력한

금융 지원정책으로 전기자동차 판매가 크게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결론짓고 있다(Bunsenet et al., 2018). 현실적으로 공격적인 정책적 인센

티브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전기차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전기차 보급의 초기 단계

에서 정책적 인센티브, 특히 보조금 정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Ning Wang et al., 2019).

정책적 인센티브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써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보조금 관련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적 인센티브가 전기차 보급 및 확산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아직도 불분명하다. 그래서 전기차 소비자 그룹들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Langbroek et al., 2016).

앞서 기술되고 있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전기차 구매에

보조금의 역할은 크다고 생각되나 선행연구 결과 영향력에 대한 찬반이

갈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결국 보조금의 문제는 소비자의 소득과 관련이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소득이

많다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전기 자동차를

구매가 가능하다. 결국, 전기차 구매는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과 전기차

구매에 대한 관계일 것이다. 소득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주우진 외

(2017)은 국내 소비자 570명에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실증 연구를 진행한

결과로 한국의 소비자들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전기차 구매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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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진석 & 이장호(2018)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전기차 잠재 수요층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전기차 선택에 있어서

월평균 가구소득 5백만원 이상인 가구가 가구소득이 5백보다 낮은 가구

보다 차량 구매가격에 덜 민감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런 이유는 경제

적인 이유가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보였다. 해외 연구의

경우, 고소득, 고학력 그룹이 Pioneer그룹으로 전기차 구매할 의향이

높고 또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환경 관심, 환경 및 기술 지향적인 생활

방식에 대한 더 높은 참여를 포함하여 다양한 동기를 갖는 경향이 있다

(Axsen et al., 2016)고 하였고 노르웨이 전기차 구매자들은 높은 비율의

근로자 비율과 고학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가구 소득수준도

기존 자동차 구매자 그룹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에 반해, 소형차 구매자는

은퇴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며 또한 가구 소득수준은 다른 집단에

비해 이 집단이 평균적으로 낮았다는 결과를 보였다(Nayum et al.,

2016; Simsekoglu,, 2018; Fevang, E et al., 2021).

최근에는 국가의 GDP 수준이 전기차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였는데 전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3% 미만인 국가는 평균 GDP가

17,000유로 이하로 그리스뿐 아니라 중부유럽과 동유럽 국가라는 결과와

함께 전기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평균 GDP가 46,000 유로 이상인 북유

럽의 부유한 국가들에서만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Electric Cars,

2021). 또한, 한진석 & 이장호(2018)의 연구에서는 주택유형별로 그룹을

구분하여 전기차 구매를 고려할 때, 공용 충전 인프라 구축 수준을 공동

주택 거주자는 최우선 요인으로 보았다. 차량의 구매가격을 단독주택

거주자는 최우선 요인으로 분석하여 소득의 차이가 전기자동차 구매 시

고려되는 요인을 변화시키는 요인임을 파악하였다. 이를 소득과 전기

자동차의 상관관계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적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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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화 관점에서의 선행연구

Jing Kang 외(2021)은 급속한 도시화에 의해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중국 베이징을 대상으로 GIS 기반 공간 통계분석을 수행하는 연구에서

“전기차가 도시를 재편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전기차 소유자의

주택·공간 패턴과 충전 선호도를 기반으로 세 가지 유형(도심, 도심

주변, 외곽)의 도시 공간 간의 상호작용 패턴을 식별하고 도시에서 전기

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전기차 소유자의 의사결정과 행동 양식 등과 같은

삶의 여러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기차를 이해한다는

것은 도시의 전기화, 스마트화 같은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

일과 도시 공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논쟁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급속한 도시화 지역의 도시 형태가 어떻게 전기차 사용에 영향을 주거나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도시라는 물리적 공간과 전기차 소유

자의 삶이 결합된 삷의 터전으로써의 도시와 전기차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Jakob Gemassmer 외(2021)은 전기차 충전을 위한 에너지 그리드

통합 방안의 연구를 통해 독일의 경우 2040년에 약 4천만 대의 차량이

전기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을 위한 에너지

그리드의 유연성은 충전 옵션과 지역에 따라 다름을 주장하며 도시와

농촌에서의 충전 패턴 및 충전 방식의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주거 환경, 활동 패턴, 업무 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전기차의 충전 패턴과 충전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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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독일에서의 사설 및 공공 충전 시설 활용 패턴

 Hui Gao, Lutong Yang 외(2021)는 전기차의 도시에서의 운행 패턴

분석을 통해 전기차의 주차 수요가 가장 큰 장소는 주거지역과 직장이며

공영주차장이 그 뒤를 잇고, 길가의 주차 수요가 가장 적은 것을 제시하

고 있다. 도시가 인구밀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반해 충전 인프라를

포함한 전기차 운영환경의 편리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나온 현상

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전기차 보급에 있어 도시

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전기차 보급 초기의 관련 연구에서는 전기차는 통근과 같은 도시

내 단거리 여행 및 활동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전기 자동차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용도와 도시환경 간의 관계를 재고하기 시작

하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북유럽 지역의 전기차 사용자 수는 도시화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 관점의 연구에

서는 이 점을 뒷받침한다. 도시 교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기차의

낮은 운영 비용으로 인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고밀도 도시지역이 전기차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충전소와 같은 에너지 기반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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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도시의 주차 공간이 본질적으로 제한된 고밀도

건물 지역에서 어려울 것으로 주장을 하는 것도 있다(Weber et al.,

2019).

미국 국가 재생에너지연구소와 시카고 대학교가 공동 집필한 보고서에

서는 도시화와 전기화는 도시의 특성과 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전기차의 급속한 발전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

일과 여행 패턴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Plateforme

et al., 2019, Urban Electrification: White Paper). 그러나 아직까지는

도시화와 전기차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광범위한 논의가 수행됨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와 도시(물리적 공간, 라이프 스타일)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4. 기술적 영향요인 관점에서의 선행연구

충전 인프라는 전기자동차 확산에 가장 흔하게 쓰이는 변인이다. 그만큼

충전기와 전기자동차와 확산은 서로 묶여있을 정도이다. 충전 인프라는

전기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급속과 완속 충전기로 구성된다. 충전

인프라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해외의 경우, 여러 연구에서 적절한 충전

인프라의 가용성이 EV 확산의 주요 제약 조건임을 확인했다(Berkeley

et al., 2018; Chen et al., 2017; Sierzchula et al., 2014). Madina 외

(2016)는 충전 인프라의 부족을 정당화하면서, 이는 현재 시장에서 전기

자동차가 많지 않으므로 충전 인프라의 경제적 이윤추구가 가능한 비즈

니스 모델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충전

기반 개발은 얼리 어답터의 충전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

하고 있다. Melliger 외(2018)는 이러한 소비자의 가정과 주거지에서의

충전소 배치를 연구한 결과, 접근이 가능한 충전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용자의 태도가 크게 개선되는 것을 발견했다. Lieven(2015년)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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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구축된 EV 충전시설이 버스 전용차선 이용 등 각종 편의 정책 조치

보다 훨씬 낫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내 충전기의 최적 분포에 초점을

맞춘 다른 연구가 몇몇 있었다(Chen et al., 2017; Mak et al., 2013).

우리나라에서는 박지영 외(2014)는 전기자동차 민간수요 확산을 위한

공동주택을 중심의 충전 인프라 구축과 운영방안을 제안했으며, 이승문·

김재경(2016)은 국내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 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해 충전 서비스 시장을 육성하는 지원방안을 검토하였다. 한진석

(2018)은 설문조사 및 통행패턴을 분석하여 직장 충전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과 이를 위한 민관 충전 인프라 설치 업무협약 체결 등을 제안하였다.

불충분한 충전 인프라는 유연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감소시켜 결과적

으로 전기차 운전의 매력이 떨어지게 한다(Haddadian et al., 2015)는

연구 결과도 있어 충전기는 전기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소비자 관점에서 가장 불편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지난 100년

간의 내연기관 차량 운행으로 주유소에 들려 5분 내외로 주유하며 운행

하는 소비자 경험에 익숙해져 있어 초기 보급에는 당연히 급속 충전을

선호하고 이는 운송사업이나(Bunsen et al., 2018, Neaimeh et al., 2017;

Motoaki & Shirk, 2017; Sun et al., 2016) 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급속

충전이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Morissey et al. 2016). 또한, 도시 및

인구 밀집 환경을 위한 급속 충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Bunsen et

al., 2018; Neaimeh et al., 2017). 현재, 공공장소에서 이용이 가능한 급속

충전기는 중국이 약 8만개로 가장 많고, 일본이 7천개, 미국이 6천개로

그 뒤를 잇고 있다(Bunsen et al., 2018). Weldon 외(2016)는 충전 시간의

길이를 비교하며, 급속과 완속 공공 충전기를 비교한 결과 고속 충전소

에서 충전 시간이 더 짧다는 결과를 언급했다. 과학 문헌의 기술 통계

(Desai et al., 2018; Wolbertus & van den Hoed, 2016)와 현장 경험

(Morris, 2016)을 통한 연구는 완속 충전기와 고속 충전기 모두에서

효율이 최적이 아니고 상황별 판단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연구는 또 완속 공공 충전기에 연결된 시간의 20-40%만이 실제로 충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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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사용되며 급속 충전기의 충전 속도는 완속보다 더 좋지만, 더 큰

비용이 든다는 결과도 발표했다. 이는 분명 조기 채택 국가들을 위해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급속 충전기의 중요성을 의미하며, 전기차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기 밀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공공 이용 가능한 충전기가 주로 완속 충전기로

구성돼 2017년 전 세계적으로 약 32만개가 보급되어 충전 인프라를 개선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Bunsen et al., 2018). 또한,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는 핸드폰과 같은 충전 모델로 완속을 주장하는 연구(Franke &

Krems, 2013, Wardle, 2015)도 있으며 이는 미국(Idaho National

Laboratory, 2015), 호주(Jabeen et al., 2013; Speidel 외, 2012), 캐나다

(Toronto Atmospheric Fund, 2015), 영국(Wardle, 2015; Robinson et al.,

2013), 아일랜드(Morrissey et al., 2016), 네덜란드(Spoelstra & Helmus,

2015; Van Den Hoed et al., 2014) 등에서도 같은 연구 결과가 있다.

이처럼 특정 국가에서 전기차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충전 인프라 보급

및 확산 계획 수립 시, 한정된 연간 예산 내에서 급속 충전기와 완속

충전기 설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보급할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

에서 주로 공공 충전시설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자가용 운전자와 운송

산업 운전자 등 각 운전자별 필요한 충전기 종류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Wolbertu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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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가설 및 차별성

제 1 절 기존 연구의 한계성 및 연구 차별성

본 연구는 국가별 전기차 보급 상태를 구분하여 보급 양상에 따른

전기차 보급 및 확산에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 요소들과 개별 요소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전기차 보급 변동성을 규명하고 있다. 또한,

현대도시 사회 관점에서의 전기차 보급을 증대하기 위한 도시 사회의

정책적, 사회적 의사결정의 방향성 제시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전기차란 새로운 제품에

대한 구매하는 사람 및 이유, 여행 행동 및 충전 선택, 충전소의 위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중점을 두었다. 전기 보조금 정책의 타당성,

충전기반시설 접근성 등과 같은 영향요인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중심

으로 연구가 수행됨에 따라 전기차 보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핵심 요인의 식별을 시도하였다. 기존 관련 연구는 전기차

보급 초기 상태에서의 전기차 구매 요인, 전기차 보급 저해 또는 장려

요인 및 기타 전기차 보급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전기차가 혁신 제품이라는 점에서 혁신확산이론으로 전기차 보급을 설명

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전기차 보급·확산과 관련된 연구에서가 채택하고 있는 혁신확산이론

(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은 신규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때때로

급속도로 확산하기도 하지만 사라지거나 확산되지 않고 일부 지역적으로

머물기도 한다. 이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산 단계에서 중요한 여러

요인으로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다. 혁신확산이론을 통하여 전기차 보급

및 확산연구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도시계획학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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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및 확장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의제설정 과정에서 기존의 확산

(expansion) 단계를 하나의 이론보다 더욱 구체화한 단계별 확산

(diffusion)의 개념으로 설명하여 다양한 하위변수로 분석하여 설명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혁신확산이론은 혁신 채택 연구를 위한 이론적인

다양한 분석체계를 제안해 왔지만, 이 역시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 중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친 혁신적 편향(pro-innovation bias)"으로 확산연

구들이 성공을 기본 가정으로 일률적인 우상향 적인 확산에만 주목했고

성공하지 못한 혁신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 왔다는 점이다. 혁신의

채택 요인을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이유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Rogers, 2003; Ram, 1987; Sheth, 1981).

또한, 혁신확산이론은 혁신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제시

하고 있지만, 혁신채택 요인들 간 구조적 관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혁신채택의 인과적 과정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별 전기차 보급상태에 따른 핵심 요인의 영향도 변화

및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자원 투입 효과 개별적으로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단편적인 보급률 추이를 분석한다면 영향관계의

규명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책적 수단이나 사회적 변화에 따른 보급

변동성 원인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탄력적인 정책적, 사회적

수용 방향 제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률 변화 추이를

이용하여 각 국가의 전기차 보급상태를 초기, 추격, 성장 상태 구간으로

구분하여 규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각 구간 또는 전기차 보급 상태별로

전기차 보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영향도 변화 및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차 보급상태에 따른 핵심 요인의 정책적,

사회적 적용 및 수용 방향 제시한다. 전기차, 사용자, 물리적 공간,

라이프 스타일 등과 같은 전기차가 운행되는 전체 사이클 관점에서의

전기차 보급상태 및 수용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과의

차별성과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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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설 수립 및 개념 정의

전기차 보급을 결정하는 영향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에 대한

결정요인도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결정요인에

대한 정보 접근의 한계와 수집범위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관련된 정보 중에서 현재 수집 가능한 변인으로 제한하였다.

우선적으로 전기차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독립변수로 기술적

영향요인을 들 수 있다. 특히, 충전소 접근이 쉽지 않으면 충전소 찾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서 이것은 사실상 소비자의 비용 개념으로

작동한다. 전기차 산업에 있어서 불충분한 충전 인프라는 유연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EV 운전의 매력이 떨어진다

(Haddadian et al., 2015)는 주장도 존재한다.

충전기는 전기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소비자 관점에서의

전기차 운행 제약 요소 중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지난 100년간의 내연

기관 차량 운행으로 주유소에 들려 5분 내외로 주유하며 운행하는

소비자 경험에 익숙해져 있어 초기 보급에는 당연히 급속 충전을 선호

하고 이는 운송사업이나 (Bunsen et al., 2018, Neaimeh et al., 2017;

Motoaki & Shirk, 2017; Sun et al., 2016) 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급속

충전이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Morissey et al. 2016).

반면,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는 핸드폰 충전 모델로 완속을 주장하는

연구(Franke & Krems, 2013b, Wardle, 2015 등)도 있으며 이는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도 같은 연구결과가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 ’20년 추경안에 완속 충전기 보급 관련 예산은 추가로 편성

되지 않고 완속 충전기 보급을 위한 예산을 줄여나가고 있다(한국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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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환경협회, 2020). 국가적 인프라의 선택은 산업 환경과 발달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국가의 예산이 한정적이므로 전기차 역시 급속과 완속의

선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연구의 질의가 가능하다.

연구 질문 1. 전기차 보급률을 끌어올리려면 단순히 충전소 개수만

늘리면 되는 건가? 급속과 완속의 충전유형은 상관없나?

이러한 연구 질의 및 이슈로부터 이와 같은 가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가설 H1. 전기차의 초기보급률은 급속 충전기 보급이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완속 충전기 보급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기차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사회·경제적 영향요인으로

소득, 도시화율, 보조금을 들 수 있다. 그 중, 먼저 1인당 실소득을 들 수

있다. 전기차 평균 가격이 4~5천만 원대임을 고려하면 1인당 실소득이

높을수록, 지역경제가 활성화될수록 전기차 보급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르면 차량 소유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소득이 더 높을수록 보유한 차량 대수를 증가시키는

일반적 경향이 존재한다.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는 게

일반적이다. 이전의 연구에 의하면 소득이 전기차 구매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연구(Sierzchula et al. ,2014; Kerkhof and

Boonen, 2013; Hidrue et al., 2011)도 많은 반면, 최근의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그룹이 전기차 구매 비율이 높다고 주장하는 주장

(Nayum, A et al. 2016, Axsen et al. 2016, 주우진 2017, 한진석 2018,

Fevang 2021)도 존재하며, 반면에 저소득 국가에서 유독 전기차 보급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Bauer, 2021)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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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으로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환경 문제가 사회 현안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전기차 보급으로 이어진다는 연쇄 현상으로 이어진다

는 주장이 다수설이나 직접적인 요소로 상호영향 관계를 판독하는 것이

전기차의 보급률과 소득과의 관련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연구 질문 2.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가 더 전기차 보급률이 높을까?

이러한 연구 질문으로부터 이와 같은 가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가설 H2. 전기차 보급률과 변동추이는 개별국가의 충전기 보급 수

보다 구성원의 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제안된 한 학제간 연구에서는 도시화, 전기화, 도시 간의

특성과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전기차의

급속한 발전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여행 패턴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Plateforme et al., 2019, Urban Electrification:

White Paper).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중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

으로 정의하고 있고 전기차 소유자를 이해하기 위한 광범위한 논의가

수행되어 왔으나 전기차와 도시(물리적 공간, 라이프 스타일)와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일부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북유럽 지역의 전기차 사용자 수는 도시화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 관점의 연구

에서는 이 점을 뒷받침하며 도시 교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기차의

낮은 운영 비용으로 인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

(Lorentzen et al., 2017)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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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 초기에는 전기차는 통근과 같은 도시 내 단거리 여행 및

활동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새로운 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전기 자동차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용도와 도시 환경 간의 관계를 재고하기 시작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고밀도 도시지역이 전기차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충전소와 같은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경제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도시의 주차 공간이 본질적으로 제한된 고밀도 건물 지역에서 어려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Weber et al., 2019).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연구 질문 3. 전기차 보급률이 도시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미친다면 얼마나 미칠까? 도시? 지방?

이러한 연구 질문으로부터 이와 같은 가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가설 H3. 전기차 보급률과 변동추이는 개별국가의 도시화율보다

충전기 보급 수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

자동차 구매요인으로서는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전기차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 볼 수 있지만, 전기차 가격이 4천만-1억 원까지

다양한 가격대가 존재하고 있고, 차종이나 기술구현 정도, 또는 단종

모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의 결정 변인으로 쓰기는 부적절

하다. 또한, 전기차의 구매가 10년 안팎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과

아직까지 정책적 수단으로 구매와 보급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

차 가격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전기차의 보급에는 구매가격에 대한 요인보다는 전기차를 운영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전기차의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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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확산 보급을 위하여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는 중요한 요소이다.

전기차의 경우 전기인프라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전기인프라는 도시화와

도시발달에 영향요인이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존재한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또한, 전기차의 혁신적인 특성을 고려한다면 전기차 소비층들이 도시화

율이 높은 국가와 지역에 분포하므로 도시화율과 전기차의 상관관계가

성립될 것으로 예측되나 전기차의 직접적인 충전소 설치와 보급률에

관한 사항이 보다 직접적 요인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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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범위 및 대상 정의

글로벌 전기자동차 보급 결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수집 가능한 통계

자료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자료로서 대상 국가는 오스트레

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프랑스, 핀란드, 독일, 인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미국 등 18개

국이다.

[표 3-1] 글로벌 전기자동차 분석데이터 출처

전기차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독립변수로 기술적 영향요인을 들

수 있다. 특히, 충전기 중 급속 및 완속 충전기 모두를 선정하여 수집하

였다. 이는 각각 World bank, OECD, IEA EV Global 2020의 데이터로써

개별 데이터를 수집통합 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초기 보급 연도로

설정한 2011년도에서는 일부 국가가 아직 충전기에 대한 보급이 전혀 없는

국가도 일부 있어 추가적으로 각 항에 1을 더한 후 log 치환하여 산출

하였다. 또한, 전기차 보급률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사회·경제적

영향요인으로 소득, 도시화율, 보조금을 추가하였다. 소득은 1인당 GDP를

사용하였고 정규분포화를 위해 log 치환하였고,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중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으로 정의하였으며 정규 분포화를 위해

log 치환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보조금의 경우, 국가별 전기차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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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IEA EV Global 2020에서 확보하여 연간 전기차

판매 대수를 연산하여 산출 후 log치환 하였다. 각 변수의 출처는 다음의

각주와 같다. 종속변수로는 국가별 연간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사용하였

다.

[표 3-2] 글로벌 보조금 현황

(출처: IEA EV Global 2020, pg. 92~95)

국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세금 혜택 비고

오스트

리아

EUR 1,500 (USD 1,700)

(BEV,FCEV)

EUR 750 (USD 850)

(PHEV)

범위는 50km 이상.

최대 소매가 50,000유로(USD 56,000

달러)인 자동차.

디젤 동력 PHEV는 제외

벨기에
EUR 2,000 – 4,000

(USD 2,300 – 4,500)

소매 가격에 따라 4가지 리베이트

수준.

플랜더스 지역에서는 2020년 1월에

EV 구매 인센티브가 폐지

캐나다
CAD 5,000 (USD 3,700)*

(BEV,FCEV, PHEV**)

*가격이CAD 45,000-60,000(USD

33,600-44,800) 미만의 자동차의 경

우(차량 유형에 따라 다름).

** 배터리 용량의 PHEV > 15

kWh.

중국

CNY 16,200 (USD

2,300)(BEV*)

CNY 22,500 (USD

3,200)(BEV**)

CNY 8,500 (1,200)

(PHEV***)

구매세 면제

(10%)

최대 소매가격 CNY 300,000 (USD

42,400).

레인지에 따라

* If 300km≤range<400 km.

** If range≥400 km.

*** If range≥50 km

프랑스

EUR 6,000(USD 6,800)* /

3,000(USD 3,400)**

(BEV, FCEV and

PHEV<20 gCO2/km)

많은 지역에서

등록세 면제

*최대 소매 가격 45,000유로(USD

50,800),

**60,000유로(USD 67,800) (FCEV

적용않음). 보조금은

(수입에 따라) 오래된 자동차를 폐기

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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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글로벌 보조금 현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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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글로벌 보조금 현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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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률은 각국의 도시 경제 상황 및 사회환경적 이슈가

다르므로 절대적인 보급률로 비교·분석할 경우 왜곡의 우려가 있다.

이는 국가별로 초기 투자 비용이 다르므로 보급률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전기차 분야가 최근 10년 사이에

고도화된 신산업분야이고 최근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이후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어 데이터의

수집 한계가 있으므로 하나의 통계적 관점으로 정확한 상관관계와 관련

성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특정한 분석 단위 재정의를 통하여 위의 상관성과 연관 관계를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에 따라 분석 단위를 그룹화하여 정의하는

것이 각각의 분석 단위에 대한 상관 요인을 세분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분석 단위의 재정의 및 분류를 위하여 전기차 보급률의

성장 추이와 변동성을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최근 10년간 성장률에 대한 변동추이 정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장 투자의 지속성과 시장의 안정적 성장의 정도를 객관화 할 수 있는

척도로 삼고 전기차 보급률이 변동하는 시기에 있어 전기차의 보급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및 기술적 환경에 따라서 다르므로 보급률 변동의

경향성이 변화되는 변곡점을 파악하여 전체 10년간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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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SPLINE 보간 방법

이와 같은 방안은 유가변동이나 주식시장의 변동이나 급격한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일반적 방안으로 사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기차

보급률 그룹에 분석 단위를 재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

였다. 이 평균값은 양의 변곡점을 상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

환경에 대한 유추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시장의 크기나 초기 투자 규모

의 영향없이 시계열적인 성장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 중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EV Outlook 자료를 기준으로 각국의 전기차 보급 변동률을 다음의 과정

을 통하여 성장 추이의 변화 정도를 산출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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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 

       ∆     ∆   ....................(2)
 

     ......................(3)
* slope: 변이구간 변이 계수, S: 전기차 보급률, t: 시간 변화(t=1), vm= 변이 계수,

avgslope= 평균 변이 계수

(2)의 구간에서 연속적인 경향이 달라지는 구간을 기점으로, 다시 경향

값이 변화가 생기는 부분을 종점으로 삼아서 변이 계수를 선출하고

이 변이 계수는 전기차 산업의 역동성과 보급 속도를 상대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므로 변이 계수가 클수록 산업의 보급 변동률과 시장변화를 예표

하는 지수로 국가별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

위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개별적인 성장 추이의 변화량의 평균을

구함으로써 전기차 보급률이 갖는 시장규모의 성장을 유추해석이 가능하

다. 즉, 개별국가의 성장 변동률을 중양값을 기준으로 18개국을 전기차

보급에 대한 지속적 성숙그룹, 추격그룹, 초기그룹의 세 개 그룹으로 구

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성숙그룹은 성장의 변화 정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규모가 가장

큰 그룹으로 분류되며, 추격그룹은 성장변화량이 성숙그룹보다는 산술적

으로 작지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룹이며, 초기그룹은 전기차 보급

의 성장변화가 앞에서 언급한 두 개의 그룹보다 작으며 투자를 막 시작

하는 초기 단계 혹은 전기차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성장하는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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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볼 수 있다. 위의 분류방안을 통하여 세 가지 그룹으로 아래의 표

와 같이 분류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룹 기울기 국가

Group1(초기그룹)

0.00 브라질
0.00 멕시코
0.01 호주
0.02 칠레
0.10 핀란드
0.11 독일

Group2(추격그룹)

0.12 뉴질랜드
0.12 포르투갈
0.12 캐나다
0.18 영국
0.19 일본
0.22 스웨덴

Group3(성숙그룹)

0.25 프랑스
0.26 네덜란드
0.28 한국
0.44 미국
2.31 중국
5.16 노르웨이

[표 3-3] 성장 변동률을 바탕으로 한 그룹 분류

위의 분류기준을 통하여 전기차의 상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급속 및

완속 충전기, 소득, 도시화율 등과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요소들

이 전기차의 보급과 산업의 성숙도 등에 미치는 요인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분석 단위와 분류 방법을 통하여 전기차 보급률의 변동추이와

변화 정도에 대한 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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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계적 회귀분석과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도구로 SPSS 및 Stata 14.0

을 사용하였다. 본연구의 가설 입증을 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는 OECD

통계 중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초기- 추격- 성숙 등의 세 그룹으로 분류

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 1 절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 보급 추이 분석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의 보급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통계 데이터는 OECD에서 조사한 18개국의 2011부터 2019년까지

의 전기차 보급률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그림 4-1] 노르웨이를 제외한 연간 신규 전기차 보급률, 10%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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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18개 국가는 데이터 개체의 순서대로 호주(Australia), 브라

질(Brazil), 캐나다(Canada), 칠레(Chile), 중국(China), 프랑스(France),

핀란드(Finland), 독일(Germany), 멕시코(Mexico), 인도(India), 일본

(Japan), 칠레(Chile), 네덜란드(Netherland), 뉴질랜드(New Zealand),

노르웨이(Norway), 남아공(South Africa), 태국(Thailand), 포르투칼

(Portugal), 스웨덴(Sweden), 영국(Eng), 미국(US) 등이다.

[그림 4-2] 노르웨이를 포함한 연간 신규 전기차 보급률, 10% 내외

전 세계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노르웨이의 보급률이 다른 국가에 비하

여 보급률의 규모가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투자상황과 시장 인식이 노르웨이와 다른 국가들의 차이에서 비릇된

상황으로 해석된다.

노르웨이의 경우, 약 4번의 변이구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2001년

부터 시작한 정부의 구매세(Purchase tax) 및 부가가치세 (VAT 25%)

면제 등을 미리 도입하여 전기차 도입을 주도하여 2011년부터 본격적으

로 상승하다가 다양한 모델에 대한 부재로 정체하다가, 2015년부터 16년

까지에 걸쳐 두, 세 번째 정체가 나타나는데 이는 정책의 활성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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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확보로 성장하다가 이전의 문제점 외, 전기차에 대한 불편함, 즉,

부족한 충전시설이나 짧은 주행거리 등 소비자의 눈으로 불편한 점이

드러나며 다시 정체를 맞는다. 네 번째 단계인 2017년에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페리운임 50% 할인, 공공주차장 50%

할인, 법인 전기자동차세 40% 감면, 충전기 확충, 주행거리 확장, 화석연

료 차량에 대한 탄소세 부과, 보조금 지급방식이 아닌 세금 면제 등으로

인한 보조금 제한이 없어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3] 노르웨이 변이구간

이러한 변이패턴은 시장규모와 투자정책에 따라서 변이 차이는 개별

적으로 다르지만 변동폭과 경향성은 분류가 가능함을 알 수 있으며

위 분류기준을 놓고 보았을 때 브라질, 멕시코, 호주, 칠레 등이 초기그

룹에 속해있으며 이들 그룹은 전기차 도입 단계에서부터 더딘 성장변동

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추격그룹은 전기차의 도입 후

보급률의 변동이 성장과 정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나 그 변화의 폭이

성숙그룹과 차이가 있다. 성숙그룹 역시 성장과 정체가 대부분 반복되나

침체 혹은 감소구간 이후 성장구간이 나타나는 현상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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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전기차 보급과 충전방식에 대한 연관성

전기차 충전 방법인 급속과 완속 충전 방식이 전기자동차 보급률에

영을 비교하기 위하여 외부적인 변수를 통제 후 개별요인 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Group 1 (초기그룹)

초기그룹은 아직 전기차 보급률이 높지 않은 국가로 급속과 완속 충전

방식과 관계없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이

필요하다.

[표 4-1] 전기차 보급과 충전방식에 대한 영향(그룹1)

*p<0.1, **p<.05, ***p<.001

* LN(Fast) 급속 충전기 수, LN(Slow) 완속 충전기 수

[모형1]의 경우 급속 충전기 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전기차 보급률

에 미치는 영향력 파악하였다. 반면에 [모형2]는 독립변수 완속 충전기

변수를 추가적으로 요인을 분석할 때 외생변수를 통제를 조건으로 하여

완속 충전기 수가 전기차 보급률에 미치는 상호영향성 및 인과성을 분석

하였다.



- 45 -

통계분석 결과, [모형1] F=90.83(p<.001), [모형2] F=50.04(p<.001)으로

위와 같은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을 확인할 할 수 있다. [모형1]의  

=0.636, [모형2]  =0.662로 R 제곱 변화량이 0.026 증가하였다. R제곱 F

변화량(F=4.009)에 따른 유의 확률 p<0.1으로 통제변수 투입 조건으로

시행하였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 [모형2] 모두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미만, 공차(TOL: Tolerance)는 0.1 이상으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모형2] 완속 충전기

수의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0.480, p=0.05으로 완속 충전기가 전기차

보급률에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속

충전기 β=-0.48로 부호가 부(-)적이므로 완속 충전기 수가 증가하면 전

기차 보급률은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급속충전기와 완속 충전기 중 전기차 보급률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표준화 계수의 β값을 통해 비교한 결과, 급속 충전기 β=1.25,

완속 충전기 β=-0.48로 전기차 보급상태가 초기그룹으로 분류된 국가에

서는 급속 충전기가 완속 충전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전기차

보급률에 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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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roup 2 (추격그룹)

추격그룹의 경우, 전기차 보급률이 완만하게 성장하는 국가로 급속 충전

방식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이 필요하다.

[표 4-2] 전기차 보급과 충전방식에 대한 영향(그룹2)

*p<0.1, **p<.05, ***p<.001

통계분석 결과, [모형1] F=35.82(p<.001), [모형2] F=20.097(p<.001)으

로 위와 같은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을 확인할 할 수 있다. [모형1]의  

=0.408, [모형2]  =0.441로 R 제곱 변화량이 0.033 증가한다. R제곱 F변

화량(F=2.979)에 따른 유의 확률 p=0.000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

명하는데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 [모형2] 모두 분산팽창지수(VIF)는 10미만, 공차(TOL)는 0.1

이상으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모형2]

완속 충전기 수의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1.73, p=0.1로 완속 충전기가

전기차 보급률에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속 충전기 β=1.73로 부호가 양의 값을 가지므로 완속 충전기 수가

증가하면 전기차 보급률 역시 증가하였다. 급속충전기와 완속 충전기 중

전기차 보급률에 두 변수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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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의 β값을 통해 비교 가능하였다.

급속충전기 β=0.498, 완속 충전기 β=0.229로 전기차 보급상태가 추격

그룹으로 분류된 국가에서는 급속 충전기가 완속 충전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전기차 보급률에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Group 3 (성숙그룹)

성숙그룹은 전기차 보급률이 급격히 성장하는 국가로 완속 충전 방식

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이 필요하다.

통계분석 결과, [모형1] F=6.794(p<.001), [모형2] F=14.548(p<.001)으

로 이 와 같은 회귀모형이 실제 성숙그룹을 경향성을 설명하기에 적합하

다고 할 수 있다. [모형1]의  =0.116, [모형2]  =0.363로 R 제곱 변화

량이 0.246 증가하였다. R제곱 F변화량(F=19.840)에 따른 유의확률

p=0.000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전기차 보급과 충전방식에 대한 영향(그룹3)

*p<0.1,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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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두 분산팽창지수(VIF)는 10미만, 공차(TOL)는 0.1

이상으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모형2]

완속 충전기 수의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4.45, p<0.001으로 완속 충전

기가 전기차 보급률에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완속 충전기 β=0.657로 부호가 양의 관계이이므로 완속 충전기 수가

증가하면 전기차 보급률 역시 증가하게 된다. 급속충전기는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완속 충전기 β=0.657만이

전기차 보급상태가 성숙그룹으로 분류된 국가에서는 완속 충전기가 급속

충전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전기차 보급률에 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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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전기차 보급과 소득에 대한 연관성

이번에는 외부변수를 조절한 후 소득이 전기차 보급률에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기 위해 급속 충전기와 완속 충전기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

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행하여 전기차 보급률과

소득과의 통계적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1. Group 1 (초기그룹)

초기그룹은 소득과 충전기 관계에서 소득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급속 충전기의 VIF 값이 10이 초과되므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급속 충전기와 완속 충전기를 분리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4-4] 전기차 보급과 소득에 대한 영향(그룹1, 1차)

*p<0.1, **p<.05, ***p<.001

* LN(Slow) 완속 충전기 수, LN(GDPpc) 1인당 명목GDP = 소득(GDP per Capita)

[모형1]은 완속 충전기 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전기차 보급률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반면에 [모형2]는 독립변수 1인당 명목 GDP(소

득)를 추가적으로 요인을 분석할 때 외생변수를 통제를 조건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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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명목 GDP가 전기차 보급률에 미치는 상호영향성 및 인과성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모형1] F=48.96(p<.001), [모형2] F=54.54(p<.001)으로

위와 같은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을 확인할 할 수 있다. [모형1]의  

=0.485, [모형2]  =0.681로 R 제곱 변화량이 0.196 증가하였다. R제곱 F

변화량(F=31.447)에 따른 유의확률 p=0.000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 [모형2] 모두 분산팽창지수(VIF)는 10미만, 공차(TOL)는 0.1

이상으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모형2]

1인당 명목 GDP의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5.608, p=0.000로 1인당 명목

GDP가 전기차 보급률에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명목GDP β=0.467로 부호가 양(+)적이므로 1인당 명목

GDP가 증가하면 전기차 보급률도 증가하였다. 추가로 다중 공선성으로

제외하였던 급속 충전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4-5] 전기차 보급과 소득에 대한 영향(그룹1, 2차)

*p<.05, **p<.01, ***p<.001

* LN(Fast) 급속충전기 수, LN(GDPpc) 1인당 명목GDP = 소득(GDP per Cap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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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은 급속충전기 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전기차 보급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모형2]는 독립변수 1인당 명목 GDP(소득)를

추가 투입하여 외부변수 투여 후에도 1인당 명목 GDP가 전기차 보급률에

상호영향성 및 인과성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모형1] F=90.83(p<.001), [모형2] F=74.06(p<.001)으

로 위와 같은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을 확인할 할 수 있다. [모형1]의  

=0.636, [모형2]  =0.774로 R 제곱 변화량이 0.108 증가하였다. R제곱 F

변화량(F=21.491)에 따른 유의확률 p=0.000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 [모형2] 분산팽창지수(VIF)는 10미만, 공차(TOL)는 0.1이상으

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모형2] 1인당

명목 GDP의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4.636, p=0.000로 1인당 명목GDP가

전기차 보급률에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명목 GDP β=0.364로 부호가 양(+)적이므로 1인당 명목GDP가

증가하면 전기차 보급률도 증가하였다.

2. Group 2 (추격그룹)

추격그룹은 소득과 충전기 관계에서 충전기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이 필요하다. 통계분석 결과, [모형1]

F=20.097(p<.001), [모형2] F=14.489(p<.001)으로 이와 같은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을 확인할 할 수 있다. [모형1]의  =0.441, [모형2]  =0.465

로 R 제곱 변화량이 0.024 증가하였다. R제곱 F변화량(F=2.272)에 따른

유의확률 0.138으로 p<0.1으로 0.05보다 크게 나타났다면 통제변수가

투입된 상태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수렴하지 못한 것으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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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전기차 보급과 소득에 대한 영향(그룹2)

*p<0.1, **p<.05, ***p<.001

3. Group 3 (성숙그룹)

성숙그룹은 소득과 충전기 관계에서 여전히 충전기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이 필요하다. 통계분석 결과, [모형1]

F=14.548(p<.001), [모형2] F=11.14(p<.001)으로 이와 같은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을 확인할 할 수 있다. [모형1]의  =0.363, [모형2]  =0.401

로 R 제곱 변화량이 0.037 증가하였다. R제곱 F변화량(F=3.115)에 따른

유의확률 p<0.1으로 통제변수 투입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 [모형2] 모두 분산팽창지수(VIF)는 10미만, 공차(TOL)는 0.1

이상으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모형2]

1인당 명목GDP의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1.765, p<0.1로 1인당 명목

GDP가 전기차 보급률에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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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전기차 보급과 소득에 대한 영향(그룹3)

*p<0.1, **p<.05, ***p<.001

1인당 명목 GDP β=1.765로 부호가 양(+)적이므로 1인당 명목GDP가

증가하면 전기차 보급률도 증가하였다. 또한, 완속 충전기의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3.246, p<0.05로 완속 충전기 개수가 전기차 보급률에 유의

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속 충전기 개수 β

=3.246로 부호가 양(+)적이므로 완속 충전기가 증가하면 전기차 보급률

도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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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전기차 보급과 도시화에 대한 연관성

도시화율이 전기차 보급률 간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통계적 분석을 사용한다. 급속 충전기와 완속 충전기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도시화율과 전기차 보급 간의 관련성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1. Group 1 (초기그룹)

초기그룹은 도시화율과 충전기 관계에서 도시화율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이 필요하다. [모형1]은 급속과 완속

충전기 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전기차 보급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였다. [모형2]는 독립변수 도시화율을 추가 투입하여 외생변수 통제 후

에도 도시화율이 전기차 보급률에 미치는 상호영향성 및 인과성을 분석

하였다.

[표 4-8] 전기차 보급과 도시화율에 대한 영향(그룹1)

*p<.1, **p<.01, ***p<.001

* LN(Urpop) 도시화율

통계분석 결과, [모형1] F=50.04(p<.001), [모형2] F=32.74(p<.001)으로

위와 같은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을 확인할 할 수 있다. [모형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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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2, [모형2]  =0.663로 R 제곱 변화량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R제

곱 변화량에 따른 ‘유의확률 F 변화량’ 값이 0.885로 0.05보다 크게 나타

나 통제변수가 투입된 상태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2. Group 2 (추격그룹)

추격그룹은 도시화율과 충전기 관계에서 여전히 도시화율이 중요할 것

으로 예상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이 필요하다. 통계분석 결과, [모

형1] F=20.097(p<.001), [모형2] F=16.415(p<.001)으로 이 와 같은 회귀모

형이 적합한 것을 확인할 할 수 있다. [모형1]의  =0.441, [모형2]  

=0.496로 R제곱 F변화량(F=5.503)에 따른 유의확률 p<0.05으로 독립변수

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전기차 보급과 도시화율에 대한 영향(그룹2)

*p<0.1, **p<.05, ***p<.001

[모형1], [모형2] 모두 분산팽창지수(VIF)는 10 미만, 공차(TOL)는 0.1

이상으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모형2]

도시화율의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2.35, p<0.05으로 도시화율이 전기

차 보급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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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율 β=-0.282로 부호가 음(-)적이므로 도시화율이 증가하면 전기차

보급률은 감소하였다.

또한, 급속 충전기의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4.564, p=0.00로 급속

충전기 개수가 전기차 보급률에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급속 충전기 개수 β=0.686로 부호가 양(+)적이므로 급속

충전기가 증가하면 전기차 보급률도 증가하였다.

도시화율과 급속충전기의 영향력 확인을 위해 표준화 계수의 β값을

통해 비교한 결과, 급속충전기 β=0.686, 소득 β=-0.282로 급속충전기가

도시화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전기차 보급률에 준다고 할 수 있다.

3. Group 3 (성숙그룹)

[표 4-10] 전기차 보급과 도시화율에 대한 영향(그룹3)

*p<.1, **p<.01, ***p<.001

성숙그룹은 도시화율과 충전기 관계에서 충전기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

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이 필요하다. [모형1]은 급속과 완속 충전

기 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전기차 보급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

다. [모형2]는 독립변수 도시화율을 추가 투입하여 외생변수 통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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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시화율이 전기차 보급률에 미치는 상호영향성 및 인과성을 분석하

였다. 퉁계분석 결과, [모형1] F=14.55(p<.001), [모형2] F=9.51(p<.001)으

로 위와 같은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을 확인할 할 수 있다. [모형1]의  

=0.363, [모형2]  =0.363로 R 제곱 변화량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R제

곱 변화량에 따른 ‘유의확률 F 변화량’ 값이 0.972로 0.1보다 크게 나타

났다면 통제변수가 투입된 상태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수렴하지 못

한 것으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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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전기차 보급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기술적 영향요인인 급속과 완속, 그리고 사회·경제적 영향

요인인 1인당 명목 GDP(소득)과 도시화율을 입력 요소로 투입하여 분석

을 시행하였다.

1. Group 1 (초기그룹)

도시화율과 소득, 급속 및 완속 충전기가 전기차 보급률에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급속

충전기에 대한 다중공선성인 VIF값이 10을 넘어 이를 분리하여 각각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방법은 입력을 선택하였다.

[표 4-11] 전기차 보급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그룹1, 1차)

*p<0.1, **p<.05, ***p<.001

통계분석 결과, F=35.83(p<.001)으로 위와 같은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

을 확인할 할 수 있다. 수정된 R 제곱(adj.)값은 0.663으로 66.3%의 설명

력을 나타냈다. 완속 충전기는 β=0.538(p<.001)으로 전기차 보급률에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β부호가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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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완속 충전기가 1 증가하면 전기차 보급률이 0.538만큼 높아진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득도 β=0.468(p<.001)으로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β부호가 정(+)적이므로 소득이 1 증가하면 전기차

보급률이 0.468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속 충전기와 소득 중

전기차 보급률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표준화 계수의 β값을 통해 비교

한 결과, 완속 충전기 β=0.538, 소득 β=0.468로 완속 충전기가 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전기차 보급률에 준다고 할 수 있다. 추가로

급속 충전기 요인을 넣는 대신 다중공선성을 피하기 위해 완속 충전기를

배재하고 분석을 진행해 보았다.

[표 4-12] 전기차 보급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그룹1, 2차)

*p<0.1, **p<.05, ***p<.001

통계분석 결과, F=48.42(p<.001)으로 위와 같은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

을 확인할 할 수 있다. 수정된 R 제곱(adj.)값은 0.729으로 72.9%의 설명

력을 나타냈다. 급속충전기는 β=0.638(p<.001)으로 전기차 보급률에 유의

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β부호가 정(+)적이므

로 완속 충전기가 1 증가하면 전기차 보급률이 0.638만큼 높아진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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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소득도 β=0.365(p<.001)으로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β부호가 정(+)적이므로 소득이 1 증가하면 전기차

보급률이 0.365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충전기와 소득 중 전

기차 보급률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표준화 계수의 β값을 통해 비교한

결과, 급속충전기 β=0.638, 소득 β=0.365로 급속충전기가 소득보다 상대

적으로 높은 영향을 전기차 보급률에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전기자동차 보급 수준이 초기그룹인 국가에서는 소득보다

는 충전기의 설치 개수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급속과 완속 모두

중요하지만, 급속이 조금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2. Group 2 (추격그룹)

[표 4-13] 전기차 보급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그룹2)

*p<0.1,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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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결과, F=12.297(p<.001)으로 위와 같은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을 확인할 할 수 있다. 수정된 R 제곱(adj.)값은 0.46으로 46.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급속충전기는 β=0.724(p<.001)으로 전기차 보급률에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β부호가 정(+)적

이므로 급속충전기가 1 증가하면 전기차 보급률이 0.724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시화율도 β=-0.403(p<0.1)으로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β부호가 음(-)적이므로 소득이 1 증가하면

전기차 보급률이 -0.403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충전기와

도시화율 중 전기차 보급률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표준화 계수의 β값

을 통해 비교한 결과, 급속충전기 β=0.724, 도시화율 β=-0.403로 급속

충전기가 도시화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전기차 보급률에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전기자동차 보급수준이 추격그룹인 국가에서는 급속 충전

기의 설치 개수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도시화율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 Group 3 (성숙그룹)

통계분석 결과, F=11.641(p<.001)으로 이 와 같은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을 확인할 할 수 있다. 수정된 R 제곱(adj.)값은 0.445으로 44.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완속 충전기는 β=0.516(p<.05)으로 전기차 보급률에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β부호가 정(+)적

이므로 급속충전기가 1 증가하면 전기차 보급률이 0.516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시화율과 소득도 각각 β=-0.592(p<0.1), β=0.737(p<0.1)으로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율은 β부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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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적이므로 도시화율이 1 증가하면 전기차 보급률이 –0.592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은 β부호가 양(+)적이므로 소득이 1 증가

하면 전기차 보급률이 –0.737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전기차 보급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그룹3)

*p<0.1, **p<.05, ***p<.001

완속 충전기와 도시화율, 소득 중 전기차 보급률에 대한 상대적 영향

력을 표준화 계수의 β값을 통해 비교한 결과, 소득 β=0.737 완속 충전기

β=0.516, 도시화율 β=-0.592로 소득, 완속 충전기, 도시화율 순으로 높은

영향을 전기차 보급률에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전기자동차 보급 수준이 성숙그룹인 국가에서는 소득과

완속 충전기의 설치 개수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도시화율은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조금의 경우, 전기자동차 보급률에 무시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어 도시화율과 소득, 보조금, 급속 및 완속 충전기가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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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급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시행

하였다.

1. Group 1 (초기그룹)

위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 그룹에서는 급속과 완속 충전기에 대한 다중

공선성인 VIF값이 10을 넘어 이를 분리하여 각각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방법은 입력을 선택하였다.

[표 4-15] 전기차 보급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그룹1, 보조금 포함, 1차)

*p<0.1, **p<0.01, ***p<0.001

통계분석 결과, F=30.03(p<.001)으로 위와 같은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

을 확인할 할 수 있다. 수정된 R 제곱(adj.)값은 0.687으로 68.7%의 설명

력을 나타냈다. 완속 충전기는 β=0.405(p<.001)으로 전기차 보급률에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β부호가 정(+)적

이므로 완속 충전기가 1 증가하면 전기차 보급률이 0.405만큼 높아진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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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조금과 소득도 각각 β=0.388(p<.01), β=0.306(p<.05)으로 유의

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β부호가 정(+)적이므

로 보조금과 소득이 1 증가하면 전기차 보급률이 각각 0.388과 0.306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속 충전기와 보조금, 소득 중 전기차 보급률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을 표준화 계수의 β값을 통해 비교한 결과, 완속 충전기 β=0.405, 보조

금 β=0.388, 소득 β=0.306로 완속 충전기, 보조금, 소득 순으로 상대적으

로 높은 영향을 전기차 보급률에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급속

충전기 요인을 넣는 대신 완속 충전기를 배재하고 분석을 진행해 보았다.

[표 4-16] 전기차 보급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그룹1, 보조금 포함, 2차)

*p<.1, **p<.01, ***p<.001

통계분석 결과, F=39.54(p<.001)으로 위와 같은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

을 확인할 할 수 있다. 수정된 R 제곱(adj.)값은 0.744으로 74.4%의 설명

력을 나타냈다. 급속 충전기는 β=0.529(p<.001)으로 전기차 보급률에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β부호가 정(+)적



- 65 -

이므로 급속 충전기가 1 증가하면 전기차 보급률이 0.529만큼 높아진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과 소득도 각각 β=0.318(p<.01), β=0.244(p<.05)으로 유의

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β부호가 정(+)적이므

로 보조금과 소득이 1 증가하면 전기차 보급률이 각각 0.318과 0.244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 충전기와 보조금, 소득 중 전기차 보급

률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표준화 계수의 β값을 통해 비교한 결과,

급속충전기 β=0.529, 보조금 β=0.318, 소득 β=0.244로 급속충전기, 보조

금, 소득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전기차 보급률에 준다고 할 수

있다.

2. Group 2 (추격그룹)

통계분석 결과, F=16.307(p<.001)으로 이 와 같은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을 확인할 할 수 있다. 수정된 R 제곱(adj.)값은 0.591으로 59.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보조금은 β=0.781(p<.001)으로 전기차 보급률에 유의

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β부호가 정(+)적이므

로 완속 충전기가 1 증가하면 전기차 보급률이 0.781 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시화율은 β=-0.381(p<.01)로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β부호가 음(-)적이므로 도시화율이 1 증가하면

전기차 보급률이 각각 0.381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과

도시화율 중 전기차 보급률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표준화 계수의 β값

을 통해 비교한 결과, 보조금 β=0.781, 도시화율 β=-0.381로 보조금,

도시화율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전기차 보급률에 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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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전기차 보급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그룹2, 보조금 포함)

*p<0.1, **p<0.01, ***p<0.001

3. Group 3 (성숙그룹)

분석 결과, F=10.600(p<.001)으로 이 와 같은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을

확인할 할 수 있다. 수정된 R 제곱(adj.)값은 0.475으로 47.5%의 설명력

을 나타냈다. 보조금은 β=0.352(p<0.1)으로 전기차 보급률에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β부호가 정(+)적이므로

완속 충전기가 1 증가하면 전기차 보급률이 0.352 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득과 완속 충전기도 각각 β=0.515(p<.01), β=0.319(p<.01)로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β부호가 양(+)적

이므로 소득과 완속 충전기 개수가 1 증가하면 전기차 보급률이 각각

0.515, 0.319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과 소득, 완속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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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전기차 보급률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표준화 계수의 β값을 통해

비교한 결과, 소득 β=0.515, 보조금 β=0.352, 완속 충전기 β=0.319로

소득, 보조금, 완속 충전기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전기차 보급

률에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4-18] 전기차 보급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그룹3, 보조금 포함)

*p<0.1,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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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고찰

제 1 절 결 론

  한 국가 또는 특정 도시의 전기자동차 확산 및 보급에 대한 정책이

사회·경제적 측면이나 기술 혁신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므

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책은 개별 도시나 국가의 소득 및 도시화율 등

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전기차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급 주체인

도시 단위로써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특정 도시나

국가에 있어서 관련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에 대한 육성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시에 단편적인 특정 요인의 영향성으로 결정하기보다

는 해당 국가나 도시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전기차의 보급상태를 점검해 보고 보급상태에 따른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투자 방식에서의 투자

환경 및 기술수요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의 전기자동차 보급 격차는 사회·

경제적 성숙도 요인과 기술적 격차로 설명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기차 구매요인에 대한 긍정·부정이

란 관점에서의 전기차 보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핵심 요인의 정의단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국가별 전기차의 보급상태를 고려하여 보급의 단계

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로 차별화된 요인들을 적용하여 전기차

보급상태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의 전기차 보급에 대한 영향도를 종합적

인 분석을 하였다. 우선적으로, 영향 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격차를 사회·경제적 격차와 기술적 격차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요인들을 소득, 도시화율, 급속 및 완속 충전기 등을 전기자동차 보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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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주는 요인의 영향도 변화 및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차 보급상태에 따른 핵심 요인의 정책적,

사회적 적용 및 수용 방향 제시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는 핵심적인 쟁점 사항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규명하였다.

첫 번째로 전기차 보급률과 변동추이는 개별 국가의 충전기 보급수

보다 구성원의 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가설을 기준으

로 분석한 결과, 소득은 초기와 성장국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분석 결과

가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Sierzchula et al.(2014)의 연구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 Özlem(2018)의

연구에서 고소득일수록 전기차 구매확률이 높으며 소득이 중요한 요인이

라는 결과와는 같은 결과를 보인다. 이는 초기에는 전기차 구매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보이며 보급이 활성화 단계에서는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전기차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음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는 Fevang et al.(2021)의 연구 결과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컨드 자동

차(2nd Car)를 전기차로 구매한다거나 전기차로 2대 이상 보유한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의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2021) 연구 결과로 전체 전기차 시장 점유

율이 3% 미만인 국가는 평균 GDP가 17,000유로 이하라는 결론과 같다

고 추정된다.

두 번째로 전기차 보급률과 변동추이는 개별국가의 도시화율보다 충전

기 보급수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가설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도시화율, 즉, 특정 지역의 인구밀도는 초기 국가를 제외한 국가에

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는데 이전 Sierzchula et al.(2014)의 연구 결과

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전기차

보급 초기에 진행된 연구에서는 도시화 영향이 나타나지 않다가 보급

상태가 개선되면 도시화율에 대한 영향도가 바뀐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화율이 높아질수록 도시의 고밀도화로 인한 부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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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이나 도시지역의 잘 발달된 대중교통이 전기차 보급에 대한 음의 영

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는 E. Figenbaum et al.(2019)의

연구에서 도시 내 급속충전기 설치에 적절한 부지를 찾기 어렵다는 결론

과 같아 도시화율이 높아질수록 전기차 보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보조금의 역할에 대해 다른 요인들과 비교해 본 결과, 보조

금은 전기자동차 구매의 모든 보급 단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중국에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없앤 결과, 보급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와 같다. 이 결과는 IEA에서 향후 전기차

보급률을 추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장과 같다. 그러므로 특정한 그룹과 시기에서 보조금

효과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전기차의 초기보급률은 지난 100년간의 자동차 주유에

대한 소비자 행동 패턴에 의해 급속충전기 보급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으로는 완속 충전기 보급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에 대해 분석한 결과, 예상대로 초기와 추격그룹에서 급속을

최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이전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숙그룹에서는 보급의 시기가 진행될수록 완속의 확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전기차의 사용자 경험의 축척으로 인한

전기차의 일상적인 활용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활용방식이

증가할 수롞 전기차의 운행시간이 증가하는 패턴이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시간과 배터리 효율면에서 유리한 완속방식의 충전방안이 자연스럽

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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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전기자동차의 보급 시에 소득, 도시화율, 보조금 등 정책적

이니셔티브 등이 특정 국가나 도시별로 사회·경제적 환경과 사회의 우선

순위가 다르므로 전기차 보급상태에 따라 전기차 보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영향도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보급률을 꾸준

히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보급상태를 확인하여 보급상태에

맞는 요인을 도출하여 적용시킬 때 전기차 보급 확산을 앞당긴다는 것을

확인했다.

둘째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있어서 지역별 국가별로 전기차 보급의

단계가 다르고 이는 도시화율이나 충전기에 대한 맞춤형 보급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은 보조금 대신

완속 충전소 설치 비용투자나 공동주택에서 완속 충전기 설치나 확장을

고려 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바람직하다. 반면에 도시화율이 낮은

지역은 보조금 지급보다는 급속 충전기 설치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면서

지역 보급 특성에 맞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별 거점 도시 전략을 세우고 있기에 도시별 전기

차 보급 인프라의 확충 및 기반 산업에 따라 도시화율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중앙 정부 단위의 일률적인 전략 수립보다는 도시별, 도시별보

다는 도시 내에서도 도시화율을 고려한 세부 지역별 육성산업 전략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소득과 보조금은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보조금의 축소는 보급률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소득이 낮은 지역은 보조금 지원정책과 함께

도시계획 측면에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업 또는 연구소 등의

유치 정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22년부터 국내에서는

보조금 100% 지급상한액을 전기차 가격 5천5백만 원 미만으로 변경했고

점진적으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은 일몰되어야 하는 정책이나 시기적

으로 점진적이고 유연한 보조금 일몰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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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향후 연구 방향 및 한계점

본 연구의 의의는 전기차 보급 변동률을 사회·경제적 요인 및 기술

환경 요소를 투입 인자로 하여 통계적 영향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이다.

전 세계 18개국의 보급 변동을 Spline 보간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재분류 하였다. 연구 범위에서 구축된 통계적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요인 및 기술 요소를 다중회귀 분석기법 및 변동요인에

대한 증감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차 보급률을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요소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나 전기차 분야의 데이

터 구축 범위가 협소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18개국의

중심으로 분석범위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환경

및 기술환경이 상이하였다. 그러므로 데이터 변이요인과 다양한 분석관

점으로의 분석에 있어서 제약 사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향후 연구에

서는 휘발유나 경유의 가격, 토지이용 패턴, 평균 통행 거리, 가구당

차량 대수 등까지 포함한 다양한 변이요인을 추가함으로써 더 깊이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전기차가 나타난 시기가 20년 이내의 신생 분야이므로 데이터의 시계열적

분석과 시간적 추이를 분석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중요한 충전소의 입지와 주변 여건과 도시 시설물 공간

분포에 따른 공간적 상관성이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 전기차

보급률과 공간적 변동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였다. 도시 시설물과

교통 인프라는 국가별 도시별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전기차에 대한 공간

적 영향요인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과 공간적 영향요인에

관한 기본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 위치 정보 및 전

기차 사용자 간의 위치적 상관성을 나타내는 데이터의 접근이 어려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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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공간정보를 활용한 분석과 관련 데이터 구축을 통하여 전기차 관련

인프라와 시설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통계 데이터 분석 범위 역시 해외로 국한 시켰으나 국내의 경우 데이

터의 정성적 측면과 정량적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범위로 정의하지 않았다. 이는 전기차 데이터를 시도별로 사업 규모

와 사업 시기가 다름에서 연도별 보급률 통계가 결측치가 존재하며 정부

정책을 통한 거점혁신 전략 하에서의 투자 규모 차이점 발생 등 국내

데이터의 경우 시도별 데이터 분석에 있어 왜곡의 우려가 있었다. 따라

서, 국내의 전기차 분석의 경우 전기차 산업과 보급이 성숙화 시점에

이르렀을 때 데이터의 양적 질적 성장이 동반된 시점에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 방향에서 있어서 점차 전기차 관련 데이터의 질과 양이 성숙

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의 데이터 변동성의 정확

도를 높이고 미래 상황까지 예측할 수 있는 연구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전기차 인프라와 주변 여건에 대한 상호관계의 공간 통계학적 반응성을

분석하여 전기차 보급의 상관성을 지역적인 시각에서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충전방식, 소득 등의 현재 분석 요소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석항

목을 추가 선정하여야 한다. 이는 분석체계의 다양성과 통계적 연관성을

한 차원 높여 규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차후 연구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방향성과 한계를 토대로 하여 변동성 측면의 규명 뿐만

아니라 보급예측 및 정책적 수단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호영향 관계의 규명을 통한 도시 행정적 측면의 활용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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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주요 자료

* A2. Battery electric car stock by country, 2005-19

(thousands of vehicles)

* 출처: IEA의 Global EV Outlook 2020 (pg. 247)

* A5. New battery electric car sales by country, 2005-19

(thousands of vehicles)

* 출처: IEA의 Global EV Outlook 2020 (pg.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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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결과

3. 분석 결과

가설 분류 채택여부

H1. 전기차의 초기보급률은 급속 충전기 보급이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완속 충전기 보급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전기차 보급률과 변동추이는 개별국가의 충전기 보급 수보다

구성원의 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
△

H3. 전기차 보급률과 변동추이는 개별국가의 도시화율보다

충전기 보급 수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
○

그룹 분류 초기그룹 추격그룹 성숙그룹

급속/완속
급속 > 완속

(β=1.25)>(β=-.48)

급속 > 완속

(β=.498)>(β=-.229)

완속 > 급속

(β=4.454)>

(β=-.089)

급속/완속/

소득

급속 > 소득 > 완속

* 급속 > 소득

(β=.641)>(β=.364)

* 소득 > 완속

(β=.55)>(β=.467)

급속 (β=.553)만 유의

* 기타 영향 없음

완속 > 소득

(β=.527)> (β=.218)

급속/완속/

도시화율

급속 > 완속

(β=1.25)>(β=-.48)

급속 > 도시화율

(β=.686)>(β=-.282)

완속 (β=.655)만 유의

* 기타 영향 없음

급속/완속/

소득/

도시화율

급속 > 완속 > 소득

* 급속 > 소득

(β=.638)>(β=.365)

* 완속 > 소득

(β=.538)>(β=.468)

급속 > 도시화율

(β=.724)>(β=-.403)

소득> 완속

>도시화율

(*β:.737>.51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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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searches the variability of electric vehicle (EV) 

adoption through regression analysis among direct and indirect 

factors influencing the adoption and diffusion of EVs. It also 

suggests the direction of urban policy and social 

decision-making to increase the adoption of EVs in modern 

urban society.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that address the adoption and 

diffusion of EVs focused on factor analysis to encourage the 

adoption of EVs from a product perspective and factor analysis 

that hinders the purchase of EVs. Moreover, the existing studies 

extensively discussed the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such as the validity of subsidy policies and access to 

charging infrastructure and attempted to identify generalized key 

factors to increase the adoption of EVs. However, they have 

only identified factors related to purchase factors, obstacle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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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entives, and other factors influencing the adoption of EVs in 

the initial state of electric vehicle supply. Therefore, there were 

limitations to formulating policies in accordance with 

socio-economic maturity factors and technical factors of 

individual countries or cities that affect the adoption of EVs and 

in deriving implication policies accordingly.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this paper starts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variable effect of 

resource input for promoting EV distribution depends on the 

current level of adoption and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of 

individual countries. To deep dive into the matter, panel data 

was constructed based on data from 2010 to 2019 for 18 

countries. A coefficient of variation representing the pattern of 

EV adoption in a specific country was manipulated using the 

correlation between socio-economic policy factors and technical 

policy factors. 

By using the correlation between changes in EV adoption by 

countries, social and economic policy factors, and technological 

policy factors, a coefficient of variation that can represent the 

level of EV adoption in a specific country at a specific point in 

time is operationally defined. The 18 countries were divided into 

three stages: initial, pursuit, and maturity, explaining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and identifyi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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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promote the growth of the penetration rate between groups. 

Through this, changes in the influence of factors affecting the 

adoption for each country's EV supply status (initial, pursuit, 

growth) were revealed, and policy and social application, and 

acceptance directions were present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nge factors. 

In addition,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on the adoption 

status of EVs and resource input method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tire EV operating cycles, such as the number of EVs, 

users, physical space, and lifestyle.

Keywords : EV, Adoption, Variability, Fast charger, 

            Slow Charger, Urbanization

Student Number : 2019-3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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