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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전 세계는 화석 연료의 고갈과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 사용을 늘리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전기자동차가

있다. 현재 자동차 산업에서는 기존의 내연기관 대신 친환경 미래 자동차를 개발하

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에 발맞춰 마케팅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금 감면, 보조금 지원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내세워 전기 자동차의 수요를

늘리고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줄여 저탄소 정책에 한걸음 다가가고 있다.

기존 연구 한계점을 보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전기자동차의 시장이 작은 시점

에서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차이점에 대해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지 않

은 잠재적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기에 응답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현재 전기자동차의 소비자가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잠재적 소비자들

을 대상으로 구매 요인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연구에는 전기자동차의 구매

확산을 위해 전기 자동차 잠재적 소비자들의 전기 자동차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델(TAM)에 적용시켜 전기자동차에 대

한 속성 인식을 도구적, 정서적, 상징적 속성 인식으로 나누었으며 주관적 지식, 지

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구매 의도 총 7개의 변수를 포함한 연구 가설 모델을

구축하였다.

설문에는 총 210명의 잠재적 소비자들이 응답하였으며 부적합한 설문을 제외한

193부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도중 도구적 속성 인식 중 1

번 항목이 신뢰도 및 타당도가 기준에 미치지 않아 도구적 속성 인식 1번 항목을

제외하고 재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전기자동차 상징적 속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지각된 유용성은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전기자

동차 도구적, 정서적 속성 인식 및 주관적 지식,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기자동차가 가지는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자신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환경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통해 소비

자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준다면 전기자동차 구매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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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전 세계는 화석연료의 고갈과 심각한 환경 문제를 겪고 있다. 인위적 대기

오염은 주요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이산화질소

(N2O) 및 불소화 가스의 배출로 인위적인 온실 가스 (GHG, Green House Gases)

수준을 높아지고 있다. 1997년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교토의정서

를 맺었으나 2020년 말에 만료되었다. 이후 파리기후변화협약이 2021년 1월부터 적

용된다. 파리협약 회원국들은 2020년부터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보고서를 UN

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회원국들은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

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배출국들은 오

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65%까지 감축하겠다고 공언했고, 우리나라도

2030년 배출전망치(BAU, 특별한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미래의 배

출량)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내용의 감축목표를 2015년 6월 제출했다(네이버 시

사상식사전, 파리기후변화협약).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사용을 늘리고 있다. 기존에 쓰이던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신에너지 즉, 수소전지, 연료 전지, 석탄을 액화 및 가스화

한 에너지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등 무한한 자연의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

지를 합친 것이 신재생에너지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전

기자동차이다. 현재 자동차 산업에서는 기존의 내연기관 대신 친환경 미래 자동차

를 개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에 발맞춰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

인 정책이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이다. 이러한 정책을 내세워 전기 자동차의 수요

를 늘리고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줄여 저탄소 정책에 한걸음 다가가고 있다. 하

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의 시장 확산은 확산되지 못하

고 있다. 배터리 기술 부족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Egbue & Long,

2014)과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Liao, 2017; 송미령, 2019) 등으로 인해 전기

자동차의 구매 확산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2010년에 도입과 동시에 초기 시장을 구성하였다. 전 세계에 약

17,000대 정도이며 중국, 일본, 노르웨이, 영국, 미국 5개국이 1,000대 이상을 차지하

였다. 하지만 2015년부터 5년 동안 전기자동차 시장은 급증하였다. 2019년에는 전

세계에 약 720만대의 전기자동차가 판매되었으며 전기자동차는 중국, 유럽 및 미국

에 집중되었다.

2019년 미국의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신규 전기자동차 등록의 매우 큰 부분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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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했던 2018년에 비해, 10% 감소했다. 캐나다에서는 2018년 대비 2019년에 15% 즉,

55,000대 이상으로 등록이 계속 증가했다. 중국 또한 전기자동차 판매가 급증하여

전기자동차 판매율이 전년 대비 79%가 증가하였다. 일본은 판매량이 2년 연속 감소

한 유일한 주요 전기자동차 시장이 되었으며 2019년 14% 감소하였으며 한국의 매

출은 처음으로 9% 감소하였다. 즉, 2019년 전 세계 전기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2.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일본, 미국, 한국 시장에서는 감소하였다

(Global EV Outlook 2020,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2020).

국내 전기자동차 시장이 성장 중이긴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여러 아세안 국가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도입과 자

체 개발을 하고 있으나, 기존 내연기관을 대체할만한 전기자동차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상태이며, 유럽, 일본 등 기존 선진국과 중국 등 신흥국의 친환경 차

량의 상용화 기술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

적인 부분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전기자동차의 상용화 또한 중요하다.

현재 국내 전기자동차에 대한 선행 연구는 초기단계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기자동차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Ajzen(1991)이 제시한 계획된 행동 이론을 바탕으로 모형

을 구축하였거나(문선정, 2019a; 문선정, 2019b; 문선정, 2019c) 대부분의 연구가 변

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일부 연구에서 기술수용

모델을 이용한 전기자동차 구매의도를 분석한 연구가 많다고 판단된다(Park, 2018;

Wang et al., 2018; 황인성 외, 2020).

Park et al. (2018)은 전기자동차 수용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경험이

있는 경험자들을 선별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연구

결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만족도, 지각된 유용성, 이용 태도가 사용의도와 소비자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비용과 사용 의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한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전기자동차의 지각된

즐거움과 소비자 인식의 두 변수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Wang et al. (2018)은 중국의 잠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한 전기자동차 수용요인을 조사하였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식은 지각된 유용

성, 태도, 선택 의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지각된 위험과는 부정적인 상

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지각된 위험은 지각된 유용성, 태도, 구매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지각된 유용성은 구매 의도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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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도는 구매 의도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한계점을 지니

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전기자동차의 시장이 작은 시점에서 전기자동차에

익숙하지 않거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잠재적 소비자들 즉,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차이점에 대해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은 잠재적 소비자들을 대상으

로 조사를 하였기에 응답에 한계가 있다(문선정, 2019a; 문선정, 2019b; 심수민 외

2020).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현재 전기자동차의 소비자가 늘어가고 있는 시점

에서(한국전력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국토부, 2020; Global EV Outlook 2020,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2020) 잠재적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구매 요인

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갭을 줄이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전기자동차 잠재적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Davis(1989)의 기술수용모

델을 이용한 연구라는 점에서 전기자동차 초기 시장에서 조사한 기존 연구와의 차

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요인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 방향 제시와 더

불어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Davis(1989)의 기술수용모델을 전기자동차 소비자 소비행동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

을 가진다. 연구결과는 전기자동차 구매 요인에 대한 연구 방향과 시장 확대를 위

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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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전기자동차 시장 동향

전기자동차의 일반적인 개념은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

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차량으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

이다. 전기자동차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엔진 없이 배터

리와 모터만으로 차량 구동을 하며 엔진이 없으므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

출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경제적이다. 전기모터로만 구동할 경우 운행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심야 전기를 이용할 경우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으며 차량 수명이 상대적

으로 길다. 세 번째로 안전성이다. 사고 시 폭발의 위험성이 적다. 마지막으로 편의

성이다. 심야전력으로 자택에서 충전이 가능하며 기어를 바꿔줄 필요가 없어 운전

조작이 간편하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에 따라 주행가능 거리에 차이가 있다(EV 저

공해차 통합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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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9년 12월 지역별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출처 : 한전 한국전력 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KEPCO PLUG, 켑코플러그)

제주특별자치도청의 2019년 전기자동차 이용자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9

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15,549대로 압도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이 월등한 것을 알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을 대상으

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3으로 만족한다는 응답(91.3%)dl

압도적이었다. 이유로는 운행비 절감, 주행 성능과 승차감, 차량 관리의 편의성(전기

안전)을 순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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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현황 (2019.12)

(출처 : 한전 한국전력 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KEPCO PLUG, 켑코플러그)

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2014년 누적 6,000대 수준에서 2017년엔 4만 6천대까지

늘리고, 2020년까지 누적 20만대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되

어 있는 공공 급속 충전시설도 현재 232기에서 2020년 1,400기까지 늘려갈 계획을

세웠다(삼성SDI, 전기자동차 국내 보급 현황, 2015)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전기

자동차 보급현황은 미미한 증가수준을 보였다. 이는 총 5914대를 주로 관공서 위주

로 보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부터 급격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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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형 뉴딜정책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현재 한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정책’[그림 3]을 제시하였다. 이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를 뒷받침하는 안

전망 강화 등 크게 세 개로 나눈다. 첫 번째,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교

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국민안전 기반시설(SOC) 디지털화 이렇

게 4개의 대표 과제로 나눌 수 있으며 두 번째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나눌 수 있

으며 마지막 안전망 강화는 고용⋅사회 안전망, 사람투자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다(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기획재정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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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부문은 그린 뉴딜에 해당된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한국의 전기자동차 대수는 11만 3천대로 전기충전기는 2만2천기가 있다.

정부는 녹색전환 및 전 세계 미래 자동차 시장 선점과 경쟁 우위 확보 방안을 담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위해 2022년 43

만 3,000대를, 2025년에는 총 113만대를 보급하기로 발표하였다. 또한 충전시설은 4

만 5,000기를 확충하기로 하였다.

해외의 전기자동차 시장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많은 주요국(중국, 인도 등)에서

2018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동차 총 판매량이 감소했다. 중국의 자동차 총 판매량

은 전년 대비 2018년에 4% 감소했고 이어 2019년에도 8% 감소했다. 인도의 자동차

시장은 2014년 이후 전년 대비 3% 이상 성장률을 보이던 추세에서 벗어나 13% 하

락했다. 미국의 차량 총 판매량은 약 2% 감소했다(유럽은 이와 달리 자동차 판매량

이 1% 증가했다). 2019년 이렇게 판매가 부진 상황에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에

서 전기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2.5%를 기록했다. 특히 2019년에 중국이 4.9%, 유

럽이 3.5%로 전기자동차 시장 점유율에서 신기록을 달성했다. 즉, 전기자동차 판매

량과 시장 점유율이 2019년에 40%의 판매율을 보여 신기록을 달성했지만, 예년 대

비 전기자동차의 전반적인 판매량 증가는 크게 둔화되었다.

2019년 전 세계 전기자동차 보유량의 거의 절반(47%)이 중국에 속했으며, 이는

2018년 45%에서 증가한 것이다. 전기자동차 170만대를 보유한 유럽은 2019년 세계

재고의 25%를 차지했으며, 미국의 150만대는 (세계 재고의) 20%를 차지했다.

지금까지 노르웨이는 2019년에 총 재고의 13%로, 전기자동차 점유율 기준 전 세

계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 아이슬란드는 총 재고에서 4.4%의 전기자동차

재고를 기록했다. 전기자동차 판매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이니

셔티브(EVI)의 4개 회원국을 포함한 다음의 5개 국가만이 2019년 전기자동차 재고

점유율이 1.5% 이상이었다: 노르웨이(13%), 아이슬란드(4.4%), 네덜란드(2.7%), 스

웨덴(2.0%), 중국(1.6%).

전 세계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은 2017년 100만대를 돌파한 지 불과 2년 만인 2019

년 200만대를 넘어섰다(210만대). 전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2019년 2.6%

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2018년 2.4%, 2017년 1.5%에서 증가), 전기자동차 판

매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2018년 69%에서 감소하여

6%로 떨어졌다. 중국은 세계 매출의 50% 이상을 기록하여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시장을 유지했으며, 2019년에 전기자동차 106만대가 판매되어 전년보다 2% 감소했

다. 유럽은 2019년 561,000대 판매로 두 번째로 큰 전기자동차 시장이었다. 2019년

중국과 유럽에서 전기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전체 자동차 판매량 감소의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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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각각 4.9%와 3.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327,000대 판매로 세 번

째로 큰 전기자동차 시장이었다.

유럽에서는 2019년 전기자동차 판매가 2018년에 비해 50% 증가했는데, 전년

(32%)보다 큰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또한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자동차의 점

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유럽이다. 상위 2개국은 노르웨이 56%와 아이슬란드 22%

였다. 네덜란드의 전기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2018년 6%에서 2019년 15%로 증가했

다. 독일은 2019년 전기자동차 109,000대(2018년 대비 61% 증가)의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여 노르웨이를 추월했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은 2019년 각각 50,000대 이

상의 전기자동차 판매량을 기록했다(Global EV Outlook 2020,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2020).

[그림 4] 2013-2019년, 일부 선정 국가의 전기자동차 판매 및 시장 점유율

(출처 : Global EV Outlook 2020,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2020)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는 전기자동차 재고는 매년 빠르게 증가할 것

이며 그 중 유럽, 미국, 중국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Total Cost of

Ownership (TCO)은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시장의 규모를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

상한다. 그만큼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도로 상의 전기자동차의 수는 2030년에는

2억 2천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Global EV Outlook 2018,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2018; 김양화 외 20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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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기술(혁신) 수용 이론

Davis(1989)의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 TAM)을 시작으로

새로운 정보기술을 수용자가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해 신념, 태도, 행동 의도, 행

동 등을 다루는 연구가 등장하였으며 점차적으로 발전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모형이 간명하고 이론 기반이 확고할 뿐 아니라 모형

의 변형과 확장이 수월하여 정보기술 수용현상의 다양성을 다루는데 적합하기 때문

이다(백상용, 2009).

2.1 기술수용모델(TAM : Technology Acceptance Model)

[그림 5] 기술수용모델(TAM : Technology Acceptance Model)

Davis(1989)는 Fishbein and Ajzen(1980)의 합리적 행동이론 (TRA : Theory of

Reasoned Action)에 근거하여 수용자들의 새로운 정보기술 수용과정과 사용행동을

설명하고자 기술수용모델을 제시하였다.

Davis(1989)는 새로운 정보기술 이용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과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이 이용태도(Attitude Toward Use)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더 나아가 최종 종속변수인 실질적 이용(System

usage)에 영향을 미쳐 실질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기술수용모델을 제시하였다. 여

기서 지각된 용이성은 개인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데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이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때, 노력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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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지각된 유용성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함으로 개인의 업무 능력 향상

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면 개인의 업무 효율

성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면 업무 시간을 단축시켜 삶의 질 향상까지 영

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용 태도는 개인이 새로운 기술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만

족도, 신뢰도, 기대감 등을 포함하며 이를 측정한다. 다음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 to Use)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다

음에도 사용할 것인지, 주위에 추천할 것인지 등을 말한다. 마지막 종속 변수인 실

질적 이용은 모든 변수를 포함한다. 지금까지 기술수용모델과 관련된 연구들은 새

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수용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은 매우 설명력이 높은 변수로 증명되었다 (Shin, 2009; 장

형유 외, 2010에서 재인용).

최근 국내외적으로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한 전기자동차의 수용에 관한 연구들이

미미하지만 증가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의 공통점은 지각된 유용성

및 이용 의도, 태도가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는 것이다(Wang et al., 2018; Park et al., 2018) 또한 지각된 유용성은 구매 행동

및 이용 의도,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용 태도는 전기 자동차 구매 행동

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Wang et al., 2018) 그러나 외부 요인인 비용(Wang et

al., 2018)이나 지각된 위험(Park et al., 2018)은 이용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2

2.2 확장된 기술수용모델(TAM2)

[그림 6] 확장된 기술수용모델(TAM2)

Vekatesh와 Davis(2000)가 제안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TAM2)은 기존의 기술수

용모델을 확장한 모델로 기존 모델에 다양한 외부 요인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외부

요인은 크게 사회적 영향 프로세스와 인지 도구적 프로세스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사회적 영향 프로세스는 주관적 규범, 이미지를 포함하였으며 인지 도구적 프로세

스에는 업무관련성, 결과 품질, 결과입증가능성, 지각된 용이성을 포함하였다. 지각

된 용이성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외부변수들은 지각된 유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으며 이로 인해 유의한 영향을 미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은 사용자의

이용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연 외(2016)는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이용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유용성 또한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

다. 그러나 지각된 용이성이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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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놓았다. 즉, 자율주행자동차의 용이성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다양한 효율성을 대

표하는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지각된 유용성이 자연스럽게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되는 흐름을 갖게 된

다는 것이다(김해연 외, 2016).

2.3 통합기술수용모델(UTAUT)

[그림 7] 통합기술수용모델(UTAUT)

통합기술수용모델(UTAUT)은 Venkatesh 외(2003)에 의해 제안된 모델로서 기존

8개의 기술 수용 이론을 통합하여 개발한 모델이다. 통합기술수용이론은 새로운 정

보기술에 대한 사용의도를 예측 및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 모델은 4가지의

주요 독립변수(성능기대,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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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은 이용의도 및 구매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며 촉진 조건은 이용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중, 성과기대는 기술수용모

델의 지각된 유용성과 상통하는 개념으로,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서 작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노력기대는 기술수용

모델의 지각된 사용편리성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시스템 사용에 대한 용이성의 정도

로 정의된다. 사회적 영향은 중요한 주변사람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고 믿는 것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의미한다. 한편, 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

로 제시된 촉진 조건은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 기

술적으로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박일순 외, 2012). 또한, 성

별, 연령, 경험, 자발적 사용은 독립 변수로 사용되며 이용의도와 구매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조절하는 조건으로 두었다.

이혜령 외(2018)의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수용 요인에 통합기술수용모델을 적

용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이용 의도에는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 성능 기대, 지각

된 가격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율주행차량은 비자율주행차량

과 다르게 운전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차에 넘겨주게 되면서 주행에 큰 노

력을 요구하지 않는 점이 큰 장점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초기 시장인 만큼 자율주

행차량시장이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혁신성이 이용 의도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안감 및 촉진조건은 수용 요인에 영향을 끼

치지 않았는데 이는 아직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다양한 문제 및 몇

차례 발생한 사고로 인해 무의미한 영향의 결과를 보였다(이혜령 외, 2018).

2.4 혁신확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

확산(Diffusion)이란 하나의 혁신이 사회체계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특정 채널을 통해 커뮤니케이션되는 과정이다(Rogers, E. M., 2003, Diffusion

of Innovations (5th ed.), New York: Free Press. 김영석․강내원․박현구 역,

2005.『개혁의 확산』. 커뮤니케이션북스).

로저스 에버렛(Rogers, E. M.)가 1962년에 제시한 혁신확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은 다양한 혁신채택 연구들이 이론 기반으로 삼았던 대표 이론으

로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개인 차원의 혁신채택과 사회 차원의 혁신확산 연구를 위

한 이론적 분석틀로서 활용되고 있다(박종구, 2011).

혁신확산이론은 사회구성원이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는 아이디어, 관행, 또는 사

물”로 정의되는 혁신의 확산속도와 채택시점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 등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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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혁신확산이론에 근거했던 실증연구들은 인지된 혁신의 특

성들이 혁신채택률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폭넓게 검증해왔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

구성원이 기존의 것(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더 좋은 가치와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의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 기존의 가치관이나 경험, 필요에 부합하는 것

으로 인식하는 정도인 “적합성(Compatibility)”, 채택 이전 경험해볼 수 있는 “시험

가능성(Trialability)”, 그리고 혁신채택의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는 “관찰가능성

(Observability)”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 혁신을 이해하거나 사용하기 어렵다고 느끼

는 “복잡성(complexity)”을 낮게 인식하는 혁신일수록 확산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결

과를 제시해왔다(Rogers, 2003, 박종구, 2011에서 재인용).

먼저, ‘상대적 이점’은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 새롭다고 인지되는 혁신이 이전의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적합성’은 혁신이 잠재적 채택자가

가지는 경험이나 가치관, 욕구 등과 조화되는 정도를 말하며, ‘복잡성’은 혁신의 내

용이 어렵게 인지되거나 그 혁신을 사용하기 힘들게 느껴지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

가능성’은 혁신을 제한적으로 시험하거나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을 뜻하고, ‘관찰가

능성’은 혁신의 결과가 직·간접적으로 잠재적 채택자들에게 관찰되는 정도를 뜻한다

(황영호 외, 2018).

앞서 언급하였듯이 해당 이론 내 새로운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4가지 핵심 요소

는 혁신, 의사소통 채널, 시간, 사회체계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혁신이란 개인 혹은 다른 채택 단위들이 새롭다고 인식하는 아이디어, 관

행, 또는 물건 등을 말한다. 확산 연구에서 분석되는 대부분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기술적인 혁신이며 여기서 기술이란 기대한 결과의 성취와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

결과의 관계상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도구적 행위의 디자인이다. 혁신의 5

대 속성으로는 상대적 이점, 적합성, 복잡성, 시행가능성, 관측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의사소통 채널은 혁신 메시지를 한 개인에게서 다른 개인으로 전해주는

수단으로 혁신 메시지를 한 개인이 다른 개인으로 전해주는 수단을 의미한다. 의사

소통 채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대중매체는 한 개인이나 복수의 개인들이

다수의 수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등과 같은 대

중매체를 말하며 혁신의 존재를 알리는 데 효과적인 반면, 대인 채널은 둘 이상의

개인들 간의 면대면 의사교환을 의미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거

나 변화시키고 나아가 채택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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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혁신결정과정

(출처 : Rogers, E. M., 2003, Diffusion of Innovations (5th ed.). New York:

Free Press. 김영석․강내원․박현구 역, 2005.『개혁의 확산』. 커뮤니케이션북스)

세 번째 시간은 개인이 혁신에 대해 처음 알게 된 후부터 채택 여부를 결심하기

까지의 ‘혁신결정과정’, 사회체계 내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혁신을 채택

하는 개인이나 기타 단위가 지니는 ‘혁신성’(즉 혁신을 채택함에 있어 상대적인 신

속성이나 지연성), 일정기간동안 사회체계 내에서 혁신을 채택한 사람의 수로 주로

측정되는 혁신의 ‘채택률’ 등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혁신결정과정은 ① 지식, ② 설

득, ③ 결정, ④ 실행, ⑤ 확인 등의 5개 단계로 개념화 할 수 있다. 개인은 혁신의

기대된 결과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혁신결정과정의 각 단계에서 정보를 추

구하게 된다(Rogers, E. M., 2003, Diffusion of Innovations (5th ed.), New York:

Free Press. 김영석․강내원․박현구 역, 2005.『개혁의 확산, 커뮤니케이션북스).

혁신성이란 개인이나 다른 채택 단위가 사회체제 내의 다른 사람들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채택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신속한 정도로 정의되며 5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혁신가, 조기 수용자, 조기다수자, 후기다수자, 최종수용자 등이 포함되며

세 번째 채택률은 혁신이 사회체계의 구성원들에 의해 채택되는 데 걸리는 상대적

인 속도라 정의한다(Rogers, E. M., 2003, Diffusion of Innovations (5th ed.). New

York: Free Press. 김영석․강내원․박현구 역, 2005.『개혁의 확산』. 커뮤니케이션

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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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혁신수용시점에 따른 수용자 유형 분류

(출처 : Rogers, E. M., 2003, Diffusion of Innovations (5th ed.). New York:

Free Press. 김영석․강내원․박현구 역, 2005.『개혁의 확산』. 커뮤니케이션북스)

마지막으로 사회체계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문제 해결에 관여하는 상

호 연결된 단위들의 집합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단위는 개인, 비공식 집단, 조직 등

이 될 수 있다(Rogers, E. M., 2003, Diffusion of Innovations (5th ed.). New York:

Free Press. 김영석․강내원․박현구 역, 2005.『개혁의 확산』. 커뮤니케이션북스).

박종구(2011)는 뉴미디어 채택현상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혁신확산이론, 기술수용

모델, 혁신저항모델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구성개념, 이론적 명제와 연구가설, 그리

고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뉴미디어 채택에 관한 통합모델

(IAM-NM)’을 구축하였으며 해당 뉴미디어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였

다. 해당 연구 결과, 페이스북 이용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가까운 사람

들은 자신이 페이스북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정도’로 조작

화된 주관적 규범이었으며, 혁신저항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은 ‘페이스북을 이해하

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조작화된 복잡성이 가장 컸다. 또한 해당연구 결과

페이스북 이용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주관적 규범, 적합성, 혁신

저항, 관찰가능성, 새로움 추구, 시험가능성 순이었으며, ‘가까운 사람들(준거집단)은

자신이 페이스북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정도’로 조작화된

주관적 규범이 이용의사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이 제시한 ‘내재화 효과’와 ‘동일시 효과’에 관한 이론적 근

거를 적합성으로 확장하여 검증한 결과 주관적 규범과 적합성, 사회적 이미지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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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간에 내재화 효과와 동일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통합모델은

페이스북 이용의사에 대해 68.1%라는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박종구, 2011).

[표 1] 신기술(혁신) 수용 이론 요약

최초 고안된 이래 기술수용모델은 주로 정보기술 및 시스템 분야에서 사용되었지

만, 최근에는 다른 기술 분야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정보기술

이론명 요약

기술수용모델

정보기술시스템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이용의사를

예측할 수 있는 결정요인으로 태도를 제시하고 태도의

선행요인들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이용용이성을

도출하여 업무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차원에서

도입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이용의사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델.

확장된

기술수용모델

기존의 기술수용모델의 기술수용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들을 구체화시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기존의 기술수용모델에 인지된 유용성의

결정요인들로 “주관적 규범”, “이미지”, “업무 관련성”,

“결과 품질”, “결과 입증가능성”, 그리고 조절변인으로

“경험”과 “자발성”을 추가하여 만들어진 모델.

통합기술수용모델

다양한 종류의 정보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수용행동을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는 기존의 기술수용모델의

한계로 인해 만들어진 모델로 8가지 기존 이론들에서

언급된 총 32개의 개념들을 통합, 조정하여,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3개의 변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1개

변수, 그리고 그 과정에 조절효과를 미칠 수 있는 4가지

통제변수를 활용한 모델.

혁신확산이론

사회구성원이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는 아이디어, 관행,

또는 사물”로 정의되는 혁신의 확산속도와 채택시점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 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회체계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특정 채널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되는 과정을

설명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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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핵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Buckl et

al., 2012; 황인성 외, 2020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최근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해 전

기자동차의 채택 의도 등을 분석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핵심변수들이 태도

나 채택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ang et al., 2018; Park

et al., 2018; 황인성 외, 2020에서 재인용). 그렇기에 본 연구 또한 신기술(혁신) 수

용 이론 가운데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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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자동차 수용에 관한 연구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이 커지고 있는 단계이지만 각 나라에서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기에 전기자동차의 구매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전기자동차 수용요인에 대해 조사하였거나 전기

자동차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국내 연구와 국외 연구

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국내 선행 연구

원두환(2014)은 가상의 자동차 3대를 제시하여 가장 선호하는 자동차를 선택하도

록 하였다. 성별, 연령, 유류비 세 가지로 구분된 모형에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요 속성인 연료 종류, 연비, 유지비, 자동차 가격, 주유 및 충전시간, 탄소배출량

으로 나누어 선호도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남성은 자동차 가격, 여성은 연비에

더 많은 중요성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자동차 가격을 가장 중

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연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높은 유류비를 사용하는 응답자는 연비를 가장 우선시 하고, 저유류

비 응답자는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은주(2019)는 실제 전기자동차에 관심 있는 서울지역 거주자를 250명을 대상으

로 설문을 조사하였으며 응답자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4문항, 전기자동차 수용성

및 선호도와 관련한 질문 8문항, 전기자동차에 관한 일반적 질문 3문항을 구성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용성 및 선호도를 조사하였

으며 전기자동차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월소득, 거주자수, 전기자동차가

미치는 영향,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으로 설정하였다. 소비자들은 월소득이 적을수

록 전기자동차를 수용하겠다고 결정하였으며, 월소득이 많을수록 전기자동차 수용

에 부정적이거나 미미한 반응을 보였다. 거주자수가 많을수록, 전기자동차가 소비자

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소비자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전기자동

차를 수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기자동

차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면 틀수록 전기자동차에 3.5배 만족하며, 전기자

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크면 클수록 전기자동차에 2.1배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문선정(2019a)은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수용의도를 예측하는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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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신념과 선행요인들을 조사하기 위해 계획된 행동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

다. 해당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이 전기자동차 수용의도를 예측하는데 효과적인

이론임을 밝혔으며,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행동신념 중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호의

적인 태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신념은 친환경성(환경적 혜택), 혁신적 기

술(기능적 혜택), 연비효율성(경제적 혜택) 항목으로 나타났다. 전기자동차 수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가족이며 다음으로 딜러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

타났으나 친구와 인터넷 정보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자동

차에 대한 주관적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소비자에게 전문적인 지식의 제공과

높은 설득능력으로 소비자의 전기자동차 구매 의도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하다 보

니 딜러의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선정(2019b)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잠재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

였다. 전기자동차 수용의도의 선행변수들로 설정된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의

순으로 모두 전기자동차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또한

계획행동이론이 전기자동차 수용의도를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유의하다는 것을 검증

하였다. 그러나 조기수용자 성향 중 소비자의 혁신성만이 계획행동이론의 선행변수

들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성이 높을수록 전기자동차

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를 높게 지각하였고, 궁극적으로 전기자동차

수용의도가 높았다.

문선정(2019c)은 전기자동차의 운전자 비율이 20~30대로 많을 것으로 추정하여

20대의 잠재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수용의도를 예측하기 위한 심리적 환

경요인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Ajzen의 계획행동이론을 사용하였으

며 개인의 도덕적 규범을 추가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여 가설을 설정하였

다. 계획행동이론이 전기자동차 수용의도를 예측하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증명하였

으나 일부 가설은 그러하지 않았다. 전기자동차 수용에 대한 태도, 행동 통제, 주관

적 규범 순으로 모두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나, 계획행동이론에 추가된

개인의 도덕적 규범은 수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기자동차 수용의도를 예측하기 위한 소비자 심리적 환경요인(그린 자아 정체성, 환

경에 대한 지식, 그린 신뢰)이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그린

자아 정체성은 전기자동차 수용의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환경에 대

한 지식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그린 신뢰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태도와 규범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송미령 외(2019)는 전기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고 있는 조기 수용자들 및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운행 현황을 분석하고, 여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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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요인들에 대해 내연기관 자동차 소비자 집단과 그 특성을 비교하고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해당연구는 전기자동차 수용의도를 예측하기 위해 계획된 행동 이론을

이용한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행동신념 중에서는 친환경성

(환경적 혜택), 혁신적 기술(기능적 혜택), 연비효율성(경제적 혜택)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규범 신념 중에서는 가족, 딜러 순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마지막 통제신념으로는 경제력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식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성 외(2020)는 한국의 만 20세 이상의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

였으며 지각된 위험요인(Perceived Risk)이 적용된 확장된 형태의 기술수용모델

(TAM)을 기술위험모델(TRM)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가설로는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채택 의도 세 가지 변

수로 기본모형을 구성하였으며 태도 변수를 생략하였다.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과 채택 의도에, 지각된 유용성은 채택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성능적 위험은 지각된 유용성과 채택 의도에, 신체적 위험은 지각된 용이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채택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

제적 위험 또한 채택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국외 선행 연구

Hidrue et al.(2011)은 17세 이상의 미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대상으로는 차량을 구매할 때 1만 달러 이상을 지출할 생각이 있는 예비 소비자들

이었으며 주행범위, 충전시간, 연료비용 절감, 환경오염감소 및 성능에 대한 전기자

동차의 5가지 속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은 전기자동차 구매에 있어 주행거

리불안, 긴 충전 시간, 높은 유지비(배터리 가격, 충전 비용)로 인해 부정적인 모습

을 보였다. 또한 보조금 없이 구매하기에는 전기자동차의 가격이 비싸서 구매에 부

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Delang et al.(2012)은 홍콩의 전기자동차 잠재적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기자동

차의 환경적 측면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전기자동차의 환경적 이점에 대해 인식하지만 명확한 인

지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배터리 폐기물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홍콩의 시스템

상 전기를 생산하는데 있어 석탄을 연소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기 오염이 오히

려 증가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23

Kim et al.(2014)의 연구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구매의사가 있는 네덜란드 예비소

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전기자동차 시장의 낮은 시장

점유율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그와 같은 기술적 측면에 대한 정보

가 불완전하여 소비자의 잠재적 구매 의도, 사회적 영향과 같은 관찰 불가능한 요

인이 사람들의 전기자동차 구매의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

영향적인 측면에서 확인한 결과 리뷰어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가족, 동료나 또래의 절

반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모방하려는 경향이 작용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의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저소득자는

전기자동차의 환경적 측면에서, 중소득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

이지 않았다. 즉, 소득은 구매의도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을 보여주었다.

Sang et al.(2015)은 말레이시아 4개 주에 위치한 1,000명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며 사회적 영향, 성과 속성, 재정적 이익, 환경 문제, 인구 통계학적, 인

프라 준비성은 전기자동차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전기자동차 이용의도에 매

우 중요한 요소라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말레이시아는 사회적 규범을 소중히 여기

고 개인의 행동이 자신을 식별하는 집단이나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

또는 특정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영향을 받는 집단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이 전기자동차 구매의도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보였다. 하지

만 말레이시아는 전기자동차의 시장이 현저히 작아 실질적 구매에 있어서는 실용적

연구가 되지 못하였다.

Liao et al.(2017)은 자동차 속성, 인프라 시스템, 전기자동차 홍보 정책 등 전기자

동차의 속성과 서비스 시스템이 전기자동차의 유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기 위해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전기자동차의 기술적 속성(운행 가능 범위, 충

전 시간, 차량 성능), 구매비용 및 유지비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다양성이 전기자동

차 구매에 있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인프라 구축도 전기자동차

의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정부 지원

또한 중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지역적 보조금 지급액 및 세금 감면 혜택의 다양성 및

차이로 인해 뒷받침할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Wang et al. (2018)은 중국내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10개 중 무작위로 4개 도시를

골라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공식 설문 조사를 하기 전 30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설문

을 진행하여 문구 변경 및 형식 조정을 하여 설문지를 개선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에는 확장된 기술 수용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식, 지각된 위험,

지각된 유용성 및 현재의 보조금 정책이 전기자동차를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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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식은 지각된 유용성, 태도, 선택

의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지각된 위험과는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지각된 위험은 지각된 유용성, 태도, 구매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러나 지각된 유용성은 구매 의도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태도는 구매 의도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

한 결과는 보조금 정책이 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

다. 연구를 통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전기자동차 이용에 높은 위험

을 인지하는 소비자들은 전기자동차를 선택하는데 있어 심리적 장벽이 될 수 있다

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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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자동차 속성 인식에 관한 연구

Egbue et al.(2012)는 내연기관 자동차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며 설문

조사의 주요 목적은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지식, 관심, 인식, 태도 및 장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목적은 연령, 교육, 성별, 경험

및 수입을 포함한 특정 사회 경제적 특성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태

도와 연관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소가 개인의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설정하였으며 학생과 비 학생 사이에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

다. 전반적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았으나 전기자동차

의 지속가능성과 환경적 이점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재 전기자

동차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배터리 기술 및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 배터리 비용

및 충전 인프라, 연료 공급원의 지속가능성이 구매에 있어 사회기술적인 장벽으로

인식이 되어 부정적인 면을 보였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일부는 전기자동차에 익숙

하지 않아 현재 전기자동차의 지속가능성 및 환경 성능에 의문을 가져 전기자동차

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에 보탬이 되었다.

주우진 외(2017)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 요인인 차량에 대한 인식, 친환경성, 혁신성, 주행거리불안,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관적 지식수준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월평균 유류비가 높을

수록, 연비를 중요 속성으로 생각할수록 전기자동차 구매의사가 높았으며 한국의

내연기관 자동차 소비자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기자동차 구

매의사가 높았으며 성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기자동차의 가격이 비싸 연령

이 높을수록 구매의사가 높았고 차에 대한 경험적/정서적 인식(엔진소음 적음, 운전

의 즐거움)이 높을수록 구매의사가 높았다. 심리적 특성에서는 친환경성, 혁신성, 주

관적 지식이 높을수록 구매의사가 높았다.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는 친환경성도 높

았으며 주관적 지식도 높았다. 그러나 주행거리불안이 높을수록 구매의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미령 외(2018)는 전기자동차 조기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 연구이다. 제조

사와 브랜드, 차급, 과거 사용경험, 운행실태, 충전현황 6가지로 구분된 모형에서 친

환경성, 혁신성, 차에 대한 인식, 주행거리 만족 및 불안, 주관적 지식, 중요속성, 구

매이유,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두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전기자동차 소비자는 내연

기관 자동차 소비자보다 친환경성, 혁신성, 주관적 지식이 높았다. 개인의 혁신성과

친환경성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혁신성과 높은 주관적 지식 간에도 높은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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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있다. 전기자동차 소비자는 차에 대한 경험적/정서적 인식이 높았으며 전기

자동차 운전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인식할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전기자동차 소비자는 차량 속성 중 연료효율성(연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

다. 환경적인 이유보다는 연비가 전기자동차 구매 및 만족에 더 큰 비중을 보였다.

전기자동차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남성이 더 많았고 교육수준에서도

높을수록 구매가 많았다. 전기자동차 만족도 및 추천 의사에는 주관적 지식, 구매이

유_연비, 주행거리_만족, 구매이유_친환경이 높았다.

Park et al.(2018)은 서울에서 전기자동차 사용 경험이 충분한지에 대해 조사하여

필터링을 거친 전기자동차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를 통한 설문을 진행하

였다. 연구는 전기자동차 수용 요인을 조사하였으며 전기자동차에 대한 만족도, 지

각된 유용성, 이용 태도가 사용의도와 소비자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비용과 사용 의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

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전기자동차의 지각된 즐거움과 소비자 인식의 두 변수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사회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전기자동차 구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이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에도 중요하다. 전

기자동차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보조금 지급 및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기자동차 구매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높은 유

지비 및 충전 인프라 부족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충전 인프라의 중요성과 보조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한다(Hidrue et al., 2011; Egbue et al., 2012; 원두환, 2014;

Liao et al., 2017; 황인성 외, 2020). 국내외 연구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전기자동

차 시장이 성장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 시장이 완전한 자리 잡기에는 이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적인 연구와 마케팅적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신기술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소비자의 인식이다. 선행연구

(Egbue et al., 2012; 주우진 외, 2017; 송미령 외, 2018; Park et al., 2018)에 따르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구매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현재 전기자동차에 대

한 인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속성 인식을 요인으로

설정한 연구는 존재하긴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세분화하여 연구한 사례는 드물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속성 인식 부족으로 인해 연구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기에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의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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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전기자동차의 시장이 매우 작은 시점에서 전기자동

차에 익숙하지 않거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잠재적 소비자들 즉, 전기자동차와 내연

기관 자동차의 차이점에 대해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은 잠재적 소비자들을 대

상으로 조사를 하였기에 응답에 한계가 있었다(문선정, 2019a; 문선정, 2019b; 심수

민 외 2020). 현재 전기자동차가 보편화되고 전기자동차에 익숙한 시점에서 잠재적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속성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해 조사하기로

하였다. 이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첫 번째 차이점이며, 두 번째로는 전기자동차의 인

식을 조사한 연구는 많이 있으나(주우진 외, 2017, Park et al., 2018, 송미령 외,

2018) 속성 인식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세분화하여 조사한 연구는 국내에는 드물다

(송미령 외, 2018).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전기자동차의 속성 인식을 세 가지

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함에 있어 선행연구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28

Ⅲ. 가설 및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그림 10]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전기자동차 구매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수용

모델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의 가설을 적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그림 10]과 같은 연

구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한다.

전기자동차 시장도 커짐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층이 다양화되면서 전기자동차

구매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및 유지비,

운전 범위, 충전 시간, 차량 성능 및 브랜드의 다양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 인프라도 전기자동차의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속성 인식과 주관적 지식 또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Steg(2005)는 자동차 구매 동기를 도구적, 상징적, 정서적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

었다. 도구적 동기란 자동차를 사용할 때 속도, 안전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편리

성을 말하는 것이며, 상징적 동기는 자동차를 통해 자신과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동기란 경험적 동기라고도 하며 자동차를 운전할 때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도구적, 상징적, 정서적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구매 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teg, 2005; 송미령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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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인용; Schuitema et al., 2013; 송미령 외, 2018에서 재인용).

주관적 지식은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제품에 관련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하

는 정도를 의미한다. 주관적 지식이 높을수록 소비자가 제품 평가와 관련하여 제품

과 관련된 과업을 수행하는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Dickson and Wilkie,

1989; 심수민, 2020에서 재인용). 즉, 어떤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자와 관련 지식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Johnson and Russo, 1984;

심수민 외, 2020에서 재인용).

선행연구(Schuitema et al., 2013; 송미령 외, 2018; 심수민 외, 2020)를 살펴보면

긍정적 인식은 긍정적인 구매 의도를 가지며 주관적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이 또한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인식과 주관적 지

식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자동차 잠재적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기자동차에 대한

속성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속성 인식을 도구적, 정서적. 상

징적 속성 인식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었으며 주관적 지식과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

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지각된 유용성과 구매 의도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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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설정

송미령 외(2018)는 선행연구 중 자동차의 기본적인 도구적 속성과 관련된 연구는

있으나 정서적, 상징적 인식 관련 연구는 적다고 하였다. 또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평가 시 도구적 속성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상징적인 속성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도구적 속성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의 정체성

을 형성하는데 사용되어 쾌락적, 상징적 속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

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도구적, 상징적, 경험적 속성을 모두 긍정적으로 지각할 때

전기자동차 구매 의도가 높아진다(Schuitema et al., 2013; 송미령 외, 2018에서 재

인용; Morton et al., 2016a; 송미령 외, 2018에서 재인용).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소비자는 기대감, 즐거움 등 전기자동차 이용 시,

감정적인 측면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하지만 전기자동차의 도구적, 상

징적인 측면 또한 전기자동차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도출하였

다.

2.1 전기자동차에 대한 도구적 속성 인식과 지각된 유용성의 관계

Schuitema et al.(2013)는 전기자동차의 도구적 속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

는 상징적, 정서적 속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도구적 속성은 전기자

동차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의 자아 및 사회적 정체성을 형

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쾌락적, 상징적 속성까지 연관을 가지게 된다. 전기자

동차의 도구적, 상징적, 정서적인 측면은 전기자동차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Schuitema et al., 2013; 송미령 외, 2018에서 재인용).

김용순(2019)은 기능적 인식(정보품질)과 지각된 유용성의 관계, 쾌락적 인식(즐거

움, 호기심 이행성)과 지각된 유용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기능적 인식과 쾌락적 인식이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적절한 기능적 인식(좋은 품질의 온라인 구전)을 가지게 되면 여행 리뷰 웹

사이트가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기자동차의 도구

적인 속성 인식이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 소비자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도구적 속성 인식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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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서적 속성 인식과 지각된 유용성의 관계

쾌락적 인식으로 살펴본 즐거움과 호기심 이행성은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정보를 찾기 위해 여행 리뷰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여행자는 여행 스토리나 아름다운 여행지 사진 등 다른 사람

들이 올린 콘텐츠를 보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여행 리뷰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사용자가 지각한 즐거움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결국 여행자들이 여행 리뷰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을 때 호기심 충족이 되어 여행 리뷰 웹사이트가 유용하다

고 생각하게 된다. 소비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능적, 쾌락적 인식은 지각된 유

용성은 물론이고 행동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용순,

2019).

Park et al.(2018)은 지각된 즐거움을 포함한 쾌락적 요소가 사용자 인식의 결정적

인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전기자동차가 주는 즐거움과 만족도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위해 전기자동차 수용 요인으로 설정하였

다. 연구 결과, 내연기관 자동차 운전자는 전기자동차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는 즐거움의 근원이 되어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요인을 확인

하였다. 새로운 기술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기술을 받아들이는 소

비자들 또한 기술의 가치를 결정하는 등 기술과 소비자 간의 상호 영향에 흥미를

느끼는 소비자가 전기자동차를 새로운 트렌드로 인식하게 되어 전기자동차에 흥미

를 느낀다면 소비자는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는 즐거움에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는 구매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결국 정서적 속성은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Steg et al., 2014; White and Sintov, 2017에서 재인용). 따라서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전기자동차의 정서적인 속성 인식이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추론하게 되어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 : 소비자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서적 속성 인식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전기자동차에 대한 상징적 속성 인식과 지각된 유용성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상징적 속성 또한 중요하다. 전기자동차는 소비자가 환경주의자임을

상징됨과 동시에 사회 혁신가(Social Innovator)로 보여져 전기자동차 구매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Schuitema et al., 2013; 송미령 외, 2018에서 재인용). 또한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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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은 ‘변화의 발생’, 성숙함, 지성, 자각의 상징으로 보인다

(Kurani et al., 2007; Schuitema et al., 2013에서 재인용). Schuitema(2013)는 7일간

의 전기자동차 이용 경험을 한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상징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였

다. 그들은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다른 자동차들보다 멋있거나 빠른 속도를

보이지 못하는 모습에 부끄러워하였지만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좋은 기분을 느

껴 감정적인 측면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환경에 대한 죄책감이 다른 내

연기관 자동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드는 모습을 보여 전기자동차가 가지는 환

경적 이점에 상징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Schuitema et al., 2013). 따라

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기자동차의 상징적인 속성 인식이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론하게 되어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3 : 소비자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상징적 속성 인식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관적 지식과 지각된 유용성의 관계

Kim et al.(2014)는 자동차 시장에서의 전기자동차 시장은 낮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여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주우진 외(2018)는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는 친환경성도 높

았으며 주관적 지식도 높았다고 하였다. 송미령 외(2018)는 전기자동차 조기수용자

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내연기관 자동차 소비자보다 주관적 지식이 높았으며

이는 혁신성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 혁신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지식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자동차에 대한 만족도 및 추천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Wang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지각된 유용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4 :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관적 지식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5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의 관계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지각된 유용성은 자신이 특정 기술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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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스스로의 신기술 이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일컫는다. 지각

된 용이성은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신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쉽다고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종합하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활용 능력과 난이도에 대한 개인의 생

각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지각된 용이성은 신기술이 적용된 상

품을 구매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의 역할을 돕는 것이다

(Davis, 1989; 김해연 외 2018에서 재인용).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각된 용이성은 지

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율

주행자동차 구매의도를 분석한 연구에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김해연 외, 2016; Park

et al., 2018; 황인성 외, 2020) 본 연구 또한 이를 반영하여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5 :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6 지각된 유용성과 구매의도의 관계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지각된 유용성은 전기자동차를 이용함에 있어 자신이 특정

기술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신기술 이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다는 신념을 일컫는다(김해연 외, 2018). 지각된 유용성은 전기자동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삶의 질의 향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의미하며 전기자동차를 사용함으로

써 환경 보호에 기여하여 사용자들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에 환경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고 이로 인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

한다. 미래자동차 수용 의도 요인 파악을 목적으로 한 선행연구(김해연 외, 2018;

Park et al., 2018; Wang et al. 2018; 황인성 외, 2020)는 지각된 유용성은 구매 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역시 이를 반영하여 지각

된 유용성이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6 : 지각된 유용성은 구매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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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3.1 전기자동차에 대한 속성 인식

본 연구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속성 인식은 도구적, 상징적, 정서적으로 구성하

여 정의하였다. 측정항목은 Schuitema et al.(2013), 왕롱지앙(2015), 주우진 외

(2017), 송미령 외(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9개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3.2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관적 지식

본 연구에서 주관적 지식은 전기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인

지를 말하며 이로 인해 전기자동차에 가지고 있는 친밀감을 측정하는 것이다. 측정

항목은 주우진 외(2017), Wang et al.(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3개 문항을 전혀 그

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3 지각된 용이성

본 연구에서 지각된 용이성은 전기자동차 조작하는데 있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없이 쉽게 조작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지각된 용이성의 측정항목은 Park et

al.(2018), 황인성 외(2020)를 토대로 3개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4 지각된 유용성

본 연구에서 지각된 유용성은 전기자동차를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삶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나 개인의 직무성과가 개선되어지는 정도를 말한다. 이에 지각된

유용성의 측정항목은 Park et al.(2018), 황인성 외(2020)를 수정 보완하여, 3개 문항

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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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구매 의도

본 연구에서 구매의도의 측정항목은 이붕(2017), 주우진 외(2017), Wang et

al.(2018)의 연구를 토대로, 3개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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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항목의 구성 및 선행연구

변수명 측정항목 참고문헌

전기자동차에

대한 속성 인식

도구적

속성 인식

전기자동차의 소음은 적다고 생각한다.

Schuitema

et al.,

2013;

왕롱지앙 ,

2015;

주우진 외,

2017;

송미령 외,

2018

전기자동차의 동력과 최고속도는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전기자동차의 충전시간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정서적

속성

인식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더 즐겁게

느껴질 것이다.

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

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일반적으로 매우 흥미로

운 신기술이다.

상징적

속성

인식

나에게 있어 전기자동차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이다.

다른 사람이 전기자동차를 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다.

집 밖에 전기자동차를 두면 자랑스러울

것 같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관적

지식

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잘 아는 편이다.
주우진 외,

2017;

Wang et

al., 2018

나에게 전기자동차는 친숙하다.

나는 전기자동차의 성능(충전 시간, 가속, 운전 편

안함, 주행 범위 등)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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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용이성

나는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데 있어 다른 자동차에

비해 쉬울 것으로 생각한다. Park et al.,

2018;

Lee, 2008;

황인성 외,

2 0 2 0에서

재인용

나는 전기자동차의 사용법을 배우는데 있어 많은

정신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전기자동차의 사용법을 배우는데 있어 많은

육체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각된 유용성

나는 전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고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Lee, 2008;

Sentosa et

al., 2012;

황인성 외,

2 0 2 0에서

재 인 용 ,

Park et al.,

2018

나는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내 삶의 질을 향

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매 의도

나는 향후에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

이혜령 외,

2018

황인성 외,

2020

나는 다음에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것이다.

나는 전기자동차 구매를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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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4.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표본은 20세 이상 성인 남녀 중 전기자동차의 잠재적 소

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21년 4월 21일부터 5월 5일까

지 진행하였으며 SNS를 통해 설문 링크를 배포하여 조사하였으며 총 응답 수는

220부였으며 부적합한 설문을 제외하고 193부를 실증 분석에 이용되었다. 가설 검

증을 위해 SPSS와 AMOS 26.0을 이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4.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를

하였다. 둘째, 요인 내 항목들의 일관성 검증 확인을 위한 분석을 위해 신뢰도 검증

을 위해 Cronbach's Alpha를 사용하였다. 셋째, 항목들의 타당성을 판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타당성 확인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를 시행하였다. 넷째, 변수들

간의 상호 상관 관련성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변수들 간의 경로관계 즉, 연구가

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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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 분석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표 3] 연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29 66.8
여자 64 33.2

연령

20대 67 34.7

30대 66 34.2

40대 31 16.1
50대 이상 29 15.0

학력

고등학교 졸업 42 21.8

전문대 졸업 22 11.4

대학교 졸업 89 46.1
대학원 졸업 40 20.7

직업

사무직/회사원 44 22.8

엔지니어/연구원 42 21.8

자영업 26 13.5
판매/서비스 20 10.4

학생 및 기타 61 31.6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193명 중 남자는 129명(66.8%),

여자는 64명(33.2%)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살펴보면 20대는 67명(34.7%)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66명(34.2%), 40대는 31명(16.1%), 50대 이상은 29명(15.0%)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이 89명(46.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42명(21.8%), 대학원 졸업 40명(20.7%), 전문대 졸

업 22명(11.4%)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직업으로는 학생 및 기타가 61명(31.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사무직/회사원이 44명(22.8%), 엔지니어/연구원이

42명(21.8%), 자영업 26명(13.5%), 판매/서비스업 20명(10.4%) 순으로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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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2.1 측정 문항의 신뢰도 분석

[표 4]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은 요인 내 항목들의 일관성 검증 확인을 위한

분석이며 크론바흐 알바 계수(Cronbach’s alpha)를 통해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수

용 가능한 수준인 0.6을 기준으로 신뢰성 여부를 판단한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도구적 속성 인식 1은 신뢰도 기준인 0.6에 미치지 못하여 제외하였다. 재분

석 결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속성 인식 내 각각의 하위요인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

차에 대한 인식에 대한 크론하르 알파 계수는 모두 0.6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

관적 지식,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구매 의도 또한 크론바흐 알바 계수가

0.6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변수들이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변수 Cronbach’s alpha 항목 수

전기자동차에 대한

속성 인식

도구적 속성

인식
.620 2

정서적 속성

인식
.879 3

상징적 속성

인식
.793 3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관적 지식
.913 3

지각된 용이성 .884 3

지각된 유용성 .828 3

구매 의도 .8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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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측정 문항의 타당도 분석

2.2.1 탐색적 요인분석

전기자동차 구매의도에 미치는 하위 요인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으로 사용하였

으며 직교회전 방법인 베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을 통하여 요인 회전을 함

과 동시에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도 하였다.

다음 [표 5]에서는 타당성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KMO를 보면,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해당 분석에서는 KMO는 .840이 나왔으므로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는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검정인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으로 유의확률이 0.05 미만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누적변량은 일반적으로 60% 이상이면 요인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판

단되는데 79.452%로 나타나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요인 적재값은 도구적 속성 인식 1을 제외한 나머지 값이 0.4 이상으로 나타나 전

반적인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만족하였으며 적합하지 않은 도구적 속성 인식 1을

삭제하고 타당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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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기자동차에 대한 속성 인식의 타당도 분석

항목
요인

1 2 3 4 5 6 7

주관적 지식 1 0.917 0.137 0.148 0.145 0.042 0.004 0.036

주관적 지식 3 0.887 0.088 0.171 0.084 -0.014 0.040 0.143

주관적 지식 2 0.834 0.262 0.084 0.207 0.037 0.069 0.081

정서적속성인식2 0.268 0.836 0.205 0.042 0.022 0.121 0.086

정서적속성인식3 0.103 0.788 0.195 0.148 0.222 0.252 0.188

정서적속성인식1 0.228 0.715 0.194 0.125 0.169 0.148 0.286

지각된용이성 3 0.142 0.103 0.889 0.105 0.123 0.142 0.106

지각된용이성 2 0.113 0.205 0.868 0.021 0.063 0.084 0.074

지각된용이성 1 0.203 0.246 0.746 0.197 0.209 0.152 0.133

구매 의도 1 0.062 -0.099 0.093 0.859 0.154 0.129 0.042

구매 의도 3 0.173 0.171 0.024 0.820 0.083 0.055 0.063

구매 의도 2 0.178 0.197 0.152 0.790 0.175 -0.027 0.014

지각된유용성 2 0.066 0.278 0.102 0.177 0.812 0.096 0.129

지각된유용성 3 -0.043 0.145 0.133 0.216 0.806 0.175 0.076

지각된유용성 1 0.042 -0.054 0.114 0.060 0.800 0.278 0.007

상징적속성인식2 0.090 0.122 0.155 0.108 0.175 0.837 0.066

상징적속성인식3 0.000 0.083 0.025 0.001 0.261 0.781 0.173

상징적속성인식1 0.023 0.436 0.256 0.083 0.124 0.687 0.046

도구적속성인식2 0.235 0.094 0.132 -0.050 0.143 0.151 0.791

도구적속성인식3 0.006 0.292 0.118 0.162 0.028 0.096 0.790

아이겐값 2.669 2.525 2.471 2.325 2.289 2.109 1.503

변량 13.346 12.626 12.354 11.623 11.447 10.543 7.513

누적 변량 13.346 25.972 38.326 49.949 61.396 71.939 79.452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840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X2=2264.514(df=190,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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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확인적 요인 분석

구성 개념들에 대한 개념 및 수렴,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 항목들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평가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CFI, TLI, RMSEA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 기준은 χ²의 p값이 0.05이상이면 연

구모형이 적합하며 GFI, TLI, CFI 값은 0.9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RMR 값은

0.05 이하, RMSEA 값은 0.1 이하면 적합하다(최창호 외, 2017).

[표 6]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표 6]과 같으며 χ
2=303.619(p<.000), GFI=.865, TLI=.909, CFI=.929, RMR=.063, RMSEA=.074 로 나타

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개념 신뢰

변수 항목
표준화

요인적재량

평균분산

추출

(AVE)

개념신뢰도

(C.R.)
적합도

도구적

속성 인식

도구적속성인식2 .661
.457 .627

χ2=303.619,

df=149,

χ2/df=2.038,

GFI=.865,

TLI=.909,

CFI=.929,

RMR=.063,

RMSEA=.074

도구적속성인식3 .690

정서적

속성 인식

정서적속성인식1 .834
.709 .879정서적속성인식2 .799

정서적속성인식3 .890

상징적

속성 인식

상징적속성인식1 .826
.567 .796상징적속성인식2 .753

상징적속성인식3 .671

주관적

지식

주관적 지식 1 .946
.786 .917주관적 지식 2 .848

주관적 지식 3 .863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용이성 1 .828
.728 .889지각된 용이성 2 .824

지각된 용이성 3 .905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용성 1 .684
.621 .830지각된 유용성 2 .839

지각된 유용성 3 .832

구매 의도
구매 의도 1 .763

.609 .824구매 의도 2 .813
구매 의도 3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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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CR, 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의 값을 추출하여 수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AVE의 경우 0.5 이상, CR의 경우 0.6

이상이면 내적 일관성에 충족하며(송미정 외, 2011) 도구적 속성 인식을 제외한 나

머지 변수들은 수렴 타당성 분석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수렴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구조방정식에서 AVE의 값이 0.50-0.40의 사이의 값은

유효한 컷오프 값(cut-off value)이 아니라고 하여, 본 연구의 AVE 결과는 받아들

일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Thompson, 2004; 하홍열, 2011에서 재인용).

[표 7] 평균분산 추출값과 요인 간의 상관계수 제곱값

판별타당성은 잠재요인이 얼마나 구분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것으로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판별타당성은 높게 나타난다. 측정모형의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로 세 가지의 방법(AVE>상관계수2, 공분산의 표준오차≠1, 두 잠재변수 간 공분

산을 1로 제약한 제약모델과 제약하지 않은 비제약모델 간의 χ²값 차이)을 이용한

다(최창호 외, 2017). 이에 따라 판별타당성 검토를 위해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AVE값과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비교하였다. 비교 값은 [표 7]

　

도구적

속성

인식

정서적

속성

인식

상징적

속성

인식

주관적

지식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구매

의도

도구적속성

인식
.457

정서적속성

인식
.450 .709

상징적속성

인식
.248 .412 .567

주관적지식 .129 .193 .041 .786

지각된

용이성
.209 .300 .243 .154 .728

지각된

유용성
.154 .236 .319 .026 .163 .621

구매의도 .076 .147 .080 .153 .139 .212 .609

주 : 대각선은 평균분산추출값임; 대각선 아래는 상관계수 제곱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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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각 요인의 AVE 값과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비교한 결과 AVE 값이 모두

더 크게 나타나 본 연구의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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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가설 검증

3.1 상관관계 분석

[표 8]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도구적 속성 인식, 정서적 속성 인식, 상징적 속성 인식,

주관적 지식,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구매의도 간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의

도구적

속성

인식

정서적

속성

인식

상징적

속성

인식

주관적

지식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구매

의도

도구적

속성

인식

1 　 　 　 　 　

정서적

속성

인식

.499** 1 　 　 　 　 　

상징적

속성

인식

.354** .510** 1 　 　 　 　

주관적

지식
.296** .440** .185* 1 　 　 　

지각된

용이성
.351** .508** .410** .371** 1 　 　

지각된

유용성
.273** .382** .480** 0.138 .354** 1 　

구매

의도
.199** .313** .224** .345** .296** .368** 1

***. 상관관계가 0.001 수준에서 유의한다(양측).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한다(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한다(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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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는 -1∼+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간의 선형관계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으며 상관계수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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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이용하였다. 가설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11]과 같다.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

수는 χ²=323.287(df=154, p=.000), GFI=.858, TLI=.904, CFI=.922, RMR=.088,

RMSEA=.076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구조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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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가설검증 결과

가설 1의 도구적 속성 인식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살펴

보면 경로계수는 0.056이며, t값은 0.417(p=0.677)로 나타나 도구적 속성 인식이 지

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기각되었다.

가설 2의 정서적 속성 인식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살펴

보면 경로계수는 0.165이며, t값은 1.165(p=0.244)로 나타나 정서적 속성 인식이 지

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 또한 기각되었다.

가설 3의 상징적 속성 인식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살펴

보면 경로계수는 0.374이며, t값은 3.147(p<0.05)로 나타나 상징적 속성 인식이 지각

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가설 4의 주관적 지식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로계수는 -0.030이며, t값은 –0.359(p=0.720)로 나타나 주관적 지식이 지각된 유

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기각되었다.

가설 5의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로계수는 0.128이며, t값은 1.356(p=0.175)로 나타나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

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는 기각되었다.

가설 6의 지각된 유용성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

로계수는 0.472이며, t값은 5.146(p<0.01)로 나타나 지각된 유용성은 구매 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6은 채택되었다.

가설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비표준화된

경로계수
t P

채택

여부

가설 1
도구적 속성 인식 →

지각된 유용성
0.056 0.054 0.417 0.677 기각

가설 2
정서적 속성 인식 →

지각된 유용성
0.165 0.099 1.165 0.244 기각

가설 3
상징적 속성 인식 →

지각된 유용성
0.374 0.243 3.147

0.002*

*
채택

가설 4
주관적 지식 →

지각된 유용성
-0.030 -0.020 -0.359 0.720 기각

가설 5
지각된 용이성 →

지각된 유용성
0.128 0.097 1.356 0.175 기각

가설 6
지각된 유용성 →

구매 의도
0.472 0.674 5.146 *** 채택

주: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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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값은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며 ± 1.965보다 크거나 p 값이

.05보다 작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2). 가설 1,2,4,5는 유

의 수준에 충족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

단되어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가설 3과 6은 유의 수준에 충족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가설 채택을 하였다.

정리하면, 가설 3의 상징적 속성 인식은 지각된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에, 가설 6

의 지각된 유용성은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러나 가설 1의 도구적 속성 인식이 지각된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 가설 2의 정서적

속성 인식이 지각된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 가설 4의 주관적 지식이 지각된 용이성

에 미치는 영향, 가설 5의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부(-)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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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는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전

기자동차의 구매 확산을 위해 보조금 지원, 인프라 확장 등 여러 면에서 지원을 아

끼지 않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본 결과, 배기가

스 배출 조작이슈가 있는 디젤 차량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환경에 위협적이고, 법적규제가 강해질 차량’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솔

린은 운전하기 편하고 안전하다는 의견이, LPG 차량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했으

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앞으로 대중적 수요가 커지고 가격도 오를 것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형성했다(인더스트리뉴스, 2018). 이렇듯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전기자동차의 인식이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에 대한 속성 인식을 요인으로 설정한 연구는 존재하긴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세

분화하여 연구한 사례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속성에 대한 인식을 도구적, 상징적, 정서적

으로 세 가지를 나누었으며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관적 지식, 용이성이 전기자동차

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이어 전기자동차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

아보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기자동차의 속성에 대한 인식의 세 가지 중 하나인 상징적 속성 인식

은 지각된 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지각된 유용성이 구매 의도에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김해연 외, 2018; Park et al., 2018; Wang et al. 2018; 황인

성 외, 2020)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선행연구(주우진 외, 2017; 송미령 외, 2018)에 따르면 주관적 지식은 구

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또한 선행연구(황인성 외, 2020)와 반대로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전기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이점으로 환경적 죄책감이 덜하게 느

껴져 자신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느껴

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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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의 도구적 속성 인식과 정서적 속성 인식,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관적 지식의 유무, 전기자동차 사용법의 난이도는 전기자동차로 인한 삶의

질 향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행연구(Schuitema et al., 2013)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속성이라는 변수를 제시

하였고 다른 선행연구(송미령 외,2018)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인식이라는 변수를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개념 및 특징을 종합하여 전기자동차 속성 인식이라

는 새로운 변수를 제시하여 연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첫 번째 학문적 의의를 두고

있으며 둘째, 전기자동차의 속성 인식을 세 가지의 속성 인식으로 나누어 이를 기

술수용모델에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전기자동차의 속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조

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상징적 속성 인식과 지각된 유용성의 높은 상관관계를 밝

혔다는 점에 이론적 공헌이 있다.

본 연구는 상징적 속성 인식과 지각된 유용성의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전

기자동차가 가지는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자신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더 나아

가 사회 전체에 환경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전기자동

차에 대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준다면 전기자동차 구매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실

무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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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며, 이로 인해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

다.

첫째, 전기자동차에 관한 연구가 적은 편이었다. 특히, 전기자동차 속성에 대한 인

식에 대한 연구 및 전기자동차와 기술수용모델을 접목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많지

않아 유용한 자료를 찾기 쉽지 않았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론적 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문 조사에 응한 220명이라는 모집단의 수가 많지 않았을 뿐더러 실제 연

구에서는 193명의 표본만 사용하여 표본의 수가 줄어들어 적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응답자 중 성별에서 남자가 66.8%를 차지한 만큼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고

르게 설문 응답을 받지 못한 점과 20대와 30대가 68.9%로 집중되어 다양한 연령층

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는 점 등 표본 구성이 본 연구의 한계였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이용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만 진행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성별, 연령, 학

력, 직업별로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면 집단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여 전기자동차 시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전기자동차의 실제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잠재적 소비자들을 대상으

로 하였기에 전기자동차 구매 의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게 본 연구의 한

계라고 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의 실제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구매 요인을 설문한다

면 전기자동차 구매 의도에 영향을 끼치는 명확한 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전기자동차 시승 경험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자

향후 연구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경험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장단점을

직접적으로 파악한 경험자들과 전기자동차를 경험해보지 않은 비경험자와의 사이에

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식, 주관적 지식, 구매 의도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

이 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

족, 친구, 직장 동료 혹은 전기자동차에 관한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특정 리뷰의 영

향이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영향(Kim et al.,2014), 전기자동차의 환경적 측면에 대

한 친환경성(Liao et al., 2017; 송미령 외, 2017에서 재인용), 진보된 기능과 특성을

가진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혁신성(Morton et al., 2016, p18;

송미령 외, 2018에서 재인용)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으며 이를 기술수용모델에 접목

한다면 전기자동차 구매 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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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재 전기자동차 뿐만 아니라 수소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자동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자동차 시장이 형성되어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

한 자동차들에 대한 구매 의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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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is increasing the use of renewable energy to prepare for the

depletion of fossil fuels and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Currently, the

automobile industry is developing eco-friendly future cars instead of exist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s, and the government is promoting marketing

strategies in line with this. Typically, tax cuts and subsidies can be said. With

this strategy, we are increasing the demand for electric vehicles and reducing

the exist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and are approaching low-carbon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urchase

intention of electric vehicles by potential consumers of electric vehicles to spread

the purchase of electric vehicles. This study divided the attribute perception of

electric vehicles into instrumental, emotional, and symbolic attribute perceptions

by applying them to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and constructed a

research hypothesis model including subjective knowledge,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usefulness, and purchase intention.

A total of 193 potential consumer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For

reliability and feasibility analysis, the first item of instrumental at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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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did not meet the criteria for reliability and validity, so the

re-analysis was conducted except for the item 1 of instrumental attribute

recognition. In summary, the symbolic attributes of electric vehicles had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useful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and the instrumental, emotional attribute recognition,

subjective knowledge, and perceived ease of use hurt perceived use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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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 임재완

연락처: 010.9608.8006

이메일: lim6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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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소비자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식에 관련된 항목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시는 정도를 해당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십시오.

측정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전기자동차의 소음은 적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전기자동차의 동력과 최고속도는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전기자동차의 충전시간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더 즐겁게

느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전기자동차는 일반적으로 매우 흥미로

운 기술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에게 있어 전기자동차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다른 사람이 전기자동차를 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집 밖에 전기자동차를 두면

자랑스러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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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소비자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관적 지식에 관련된 항목입니다. 각 항목

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시는 정도를 해당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십시오.

측정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잘 아는 편이

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에게 전기자동차는 친숙하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전기자동차의 성능(충전 시간, 가

속, 운전 편안함, 주행 범위 등)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지각된 용이성에 관련된 항목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시는

정도를 해당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십시오.

측정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나는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데 있어

다른 자동차에 비해 쉬울 것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전기자동차의 사용법을 배우는데

있어 많은 정신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전기자동차의 사용법을 배우는데

있어 많은 육체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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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지각된 유용성에 관련된 항목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시는

정도를 해당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십시오.

측정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 나는 전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고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2. 나는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3. 나는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소비자의 전기자동차 구매 의도에 관련된 항목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귀

하가 동의하시는 정도를 해당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십시오.

측정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1. 나는 향후에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2. 나는 다음에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3. 나는 전기자동차 구매를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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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인구 통계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선택해주시기 바

랍니다.

6-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6-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6-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6-4.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사무직/회사원 ② 엔지니어/연구원 ③ 자영업 ④ 판매/서비스 ⑤ 학생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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