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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 연구에서는 전기자동차 기구매자와 비구매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 간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식의 차이

를 비교분석하고 고성능 전기자동차 경험자와 저성능 전기자동차 경험자 간의 이용 만족도를 비교하여 재구매의사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전기자동차 기구매자와 비구매자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동기 분석을 위한 ‘환경친화적 인식’, ‘사회적 규

범’, ‘신기술 관심’, ‘가족∙주변권유’, ‘매체∙판매광고’등의 측정문항을 선정하여 이에 따른 구매동기를 분석하고, 이용경험 만족도

분석을 위한 ‘편리성’ (충전인프라, 충전시간, 충전방법, 구매 후 서비스), ‘내구성’ (자동차 정비 빈도, 배터리효율성 유지), ‘성능’ 

(최고속력, 주행거리), ‘경제성’ (차량가격, 유지비용, 연료비용절약), ‘안전성(무소음으로 인한 사고) 등의 측정문항을 선정하고 분

석하여 전기자동차 기업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전기자동차 보급 배경 및 현황

1. 2011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31.3Gt 중 수송부분에서 22% 배출

2.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주요 배출국, 증가 속도는 세계 3위

3. 2000년에 1,200만대 누적 등록 대수  2014년 2,000만대 돌파

4.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정책 수렴

5. 2015년부터 “Zero Emission Vehicle” 판매의무제 실시 30%  50%

6.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적용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구분

7. “그린카 산업 발전 전략 및 과제“와 “전기차 개발 및 보급계획“

8. 2020년 까지 100만대 보급, 그린카 4대강국 달성 목표

9. 2013년 기준, 전국적으로 1836대 판매, 제주도 구매공모 (7.2대 1)

▶ 연구배경

1. 실제 수요층인 소비자들의 구매동기, 이용경험을 기반한 소비자 구매

의사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

2. 기술적 발전으로 전기차 성능 및 인프라 부분에 많은 발전이 있었지

만, 일반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기업 실무자와 소

비자 사이의 구매의사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

3. 고성능 및 저성능 전기차 이용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용자의

전기차 구매의사에 대한 정도의 차이를 분석함에 따라 기업 마케팅

전략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

연구목적및방법

1.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 특정기간 동안 이용한 소비자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을 분류하여 전기자동차 이용만족도 분석 : 환경친화적 인식, 

사회적 규범, 신기술 관심, 가족∙주변권유, 매체∙판매광고 변인

2. 고성능 전기자동차 이용자와 저성능 전기자동차 이용자사이의 이용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성능의 차이가 재구매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편리성, 내구성, 성능, 경제성, 안전성 변인

3. 전기자동차 소비자, 하이브리드 자동차 소비자,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 소비자 사이의 전기차에 대한 구매의사를 분석하여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특성을 알아보고 잠재적 전기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분석

문헌연구및이론적배경
▶ 전기자동차 소비자 구매동기 분석 연구문헌

• 합리적 행위이론 그리고 전기자동차

• 소비자의 행위는 행동의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행동의도는 소비자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행동의 직

접적인 결정요인은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이기보다는, 행동을 수

행하고자 하는 개인 소비자의 ‘의도’라는 연구결과

• 이론을 토대로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용자가 인지하

는 구매의사화 관련성을 가지는 변인 채택

• 인구통계적 변인, 자동차구매동기, 이용경험 및 만족도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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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연구 연구방법(론) 지역 / 연구참가자 / 차량종류 채택 변인

Beggs (1981) Ranked logit / ANOVA US. 7개도시 / 193 참가자 / EV
차량가격, 연료비용, 주행거리, 최대속력, 

탑승인원, 보증기간, 가속력, 에어컨 성능

Brownstone and Train 

(1999)
MNL / Mixed logit

US. California / 4,654 가구 / 

EV, ICV (CNG&가솔린)

차량가격, 주행거리, 가정충전시간, 

가정충전비용, 충전소충전시간, 

충전소충전비용, 충전소유용성, 가속력, 

최대속력, 온실가스 배출량, 차량크기, 

차량종류

Brownstone (2000) Joint SP / Mixed logit
US. California / 4,654 가구 / 

EV, ICV (CNG&가솔린)

차량가격, 주행거리, 가정충전시간, 

가정충전비용, 충전소충전시간, 

충전소충전비용, 충전소유용성, 가속력, 

최대속력, 온실가스 배출량, 차량크기, 

차량종류

Bunch (1993) MNL / Nested logit
US. South California / 700 

참가자 / ICV(가솔린), EV, AFV

차량가격, 연료비용, 주행거리, 가속력, 

연료유용성, 온실가스 배출감축

Calfee (1985) Disaggregate MNL
US. San Francisco / 47 참가자 / 

EV, ICV(가솔린)

차량가격, 유지비용, 주행거리, 최대속력, 

탑승인원

Cocron (2011)
Observing method / logistic 

model

Germany. Berlin / 40 참가자 / 

EV(Mini Cooper)

주행거리, 온실가스 배출량, 충전시간, 월

임대비용, 이동성, 인간기계 상호작용, 

안전성, 유용성

Dagsvike (2002)
Ranked logit / Random utility 

models

Norway. Oslo / 662 참가자 / 

EV, HEV
차량가격, 연료비용, 주행거리, 최대속력

Ewing and Sarigollu 

(1998)
MNL

Canada. Montreal / 881 참가자

/ EV, HEV, AFV

차량가격, 연료비용, 유지보수비용, 

주행시간, 가속력, 주행거리, 충전시간

Jensen (2013)
SP survey / BNL model / 

MNL model

Denmark / 369 참가자 / EV, 

ICV(가솔린)

주행거리, 최대속력, 연료비용, 온실가스

배출량, 배터리수명, 충전소 위치, 

충전시간

Krause (2013) SP survey / MNL model
US. 21개도시 / 2,302 참가자 / 

EV, Plug-in HEV

차량가격, 유지비용, 주행거리, 충전시간, 

연료비용, 차량구입보조금, 가정충전장비

인센티브, 주차 인센티브, 차량등록금

인센티브

Lieven (2010) SP survey / Ranked logit Germany / 1,152 참가자 / EV
차량가격, 주행거리, 환경적 영향, 성능, 

내구성, 편리성

Steinhilber (2013) One-to-one interviews
Germany & UK / 14 실무자 / 

EV

전기비용청구 및 인프라소유권 정책, 

도시계획 및 도로교통규제,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인프라 투자, R&D 인센티브, 

전기자동차 기술, 소비자 인센티브 및 인식

전기자동차는 차
별화된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장
기사용 시, 경제적
으로 이점이 있다.

전기자동차는 구매
하고 운전하기에 충
분한 매력이 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
하기에 기름비가 충
분히 높지 않다.

높은 연비 높은 가속력
성능 및 핸
들링 성능

4륜 구동성능 오토매틱
구동성능

제로-온실
가스배출

근거리 전
기충전 및
주거용 백
업 배터리
교체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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