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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목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한 국제 인 환경규제 강화, 석유 자원의 고

갈 가능성 증 , 고유가 지속 등으로 세계 자동차시장의 패러다임은 

친환경․고효율 자동차로 속하게 이행하고 있다. 세계 으로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체의 25% 수 에 이르고 있어, 각 국은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자동차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부담 증가로 고효율 

자동차에 한 소비자들의 심과 선호는 지속 으로 높아지는 추세

이다.

각 국의 표 인 자동차부문 규제 정책은 자동차 제작업체의 평균 

에 지소비효율(이하 평균연비)과 평균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것

이다. EU는 신규 등록 승용차를 상으로 하는 평균 CO2 배출 기

을 2015년 130g/㎞으로 강화하 다. 미국도 2010년 5월에 신규 등록 

승용차의 2016년 평균연비 기 을 16.1㎞/ℓ, 평균 CO2 배출 기 은 

140g/㎞으로 개선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인 흐름에 맞

춰 신규 매 승용차의 2015년 평균연비 기 을 17.0㎞/ℓ, 평균 CO2 

배출 기 은 140g/㎞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2011년 6월에 확정․고시

하 다. 

이러한 ․내외 환경 변화는 기 자동차 등 ‘그린카’ 개발을 세계 

자동차산업의 화두가 되게 하 다.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성장 달성을 

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그린카를 선택하고, 자국 실에 맞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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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카 주력차종 발굴과 기술개발, 보조   세제 지원 등을 극 으

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린카 개발이라는 국제 인 메가트

드 속에서 2010년 말 범정부 차원의 그린카 발  로드맵인 ‘세계 4강 

도약을 한 그린카산업 발 략  과제’를 발표하 다. 이 로드맵

은 2015년까지 그린카 120만  생산을 통한 ‘ 로벌 그린카 기술 4  

강국 달성’이라는 비 과 함께 2011~2015년 기간 동안 총 3조 1,000

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담고 있다.

이러한 야심찬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기술개발 투자뿐만 

아니라 기 시장 창출을 한 실성 있고 효과 인 보  정책이 뒷

받침되어야 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하이 리드차 구매에 해 최  

310만 원의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 자동차를 구입하는 

공공기 에 해서는 최  2,000만 원의 보조 을 지 하고 있다. 

한 2012년부터는 기차를 구매하는 민간 소비자에게도 최  42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린카 시장’ 창출을 

해서는 시장의 수용성 측면에서 련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

류함으로써 정책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기 시장 조성을 한 주요 

정책수단을 평가하는데 목 이 있다. 평가할 주요 정책 수단은 차량 

구입 시의 세제 지원, 연비 개선, 충  인 라 확충 등이다. 우선 으

로  세제 지원 규모의 정성을 평가하고, 정책 효과 측면에서 주요 

정책수단들의 우선순 를 식별한다. 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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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 조사표를 이용하는 컨조인트법(Conjoint 

Method)과 소비자의 간 효용함수(Indirect Utility Function) 추정을 

한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친

환경․고효율 자동차에 부여하는 화폐 가치를 추정하 다. 컨조인트 

기법 용을 한 설문 조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동차 운 면허증 

소지자를 모집단으로 하 으며, 1,000명의 표본을 지역별, 성별, 연령

별로 비례 할당하여 추출하 다. 소비자 선호 조사는 설문 로그램 

개발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기반으로 하되, 약간의 면 면 조사를 

병행하 다. 

설문의 응답 결과와 계층로짓모형(Nested Logit Model) 등의 확률

효용모형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간 효용함수를 추정하고, 자동차의 

주요 속성(연비, 차량가격 등)에 한 소비자들의 추가 지불의사액

(WTP; Willingness to Pay)을 유도하 다. 분석 결과, 자동차 연료에 

한 추가 지불의사액은 경유가 374만 원, 러그인 하이 리드는 

533만 원, 기는 507만 원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은 휘발유에 

비해서 경유, 러그인 하이 리드( 기+휘발유)  기를 동력원으

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선호하 다. 

소비자들은 역시 연비가 높은 자동차를 선호하 는데, 자동차의 연

비가 1㎞/ℓ 높아지면 소비자들은 차량가격으로 78만 원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 반면, 자동차 속성 에서 연료 주유(충 ) 시간이 길

어질수록, 탄소 배출량이 늘어날수록, 연간 자동차세가 높아질수록 자

동차에 한 선호가 낮아졌다. 연료 주유(충 )시간이 1분 늘어나는 

데 한 지불의사액은 -16만 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연료 주입(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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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늘어날 경우 소비자들은 차량 가격이 낮아져야만 동일한 

효용수 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의 탄소 배출량이 

추가 으로 1g/㎞ 증가하면, 차량 가격은 2만8천 원 정도 낮아져야 한

다. 소비자들은 지구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실제 인 비용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 연간 자동차세가 1만 원 높아지게 되면 

차량 가격은 26만 원 낮아져야 소비자들이 동일한 효용수 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속성별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기  모델 비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표 모델에 한 소비자의 화폐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기  모델인 ‘소나타2.0’ 비 ‘소나타 Hybrid’의 화

폐  가치는 533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소나타 Hybrid’ 

차량 구입을 해 기  차량보다 533만 원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배터리 충 이 30분 만에 가능할 경우, 러그인 

하이 리드차인 ‘쉐보  볼트’의 기  차량 비 상 인 가치는 

2,707만 원, 기차인 ‘닛산 리 ’의 경우는 3,468만 원으로 추정된다. 

충 시간이 30분 늘어난 1시간이 되면 그 가치는 ‘쉐보  볼트’가 

2,235만 원, ‘닛산 리 ’는 2,996만 원이 되어 500만 원 가량의 가치 

하락이 나타난다. 반 로 ‘배터리 station’을 통해 배터리 교환이 5분 

만에 가능하게 된다면, ‘쉐보  볼트’와 ‘닛산 리 ’의 가치는 각각 

3,101만 원, 3,862만 원으로 계산되어 속 충 (30분) 시보다 약 400

만 원의 가치 상승이 발생한다. 클린디젤 자동차인 ‘폭스바겐 골 ’의 

상 인 가치는 709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모델별로 소비자들의 지불가능 가격과 실제 

차량가격 간의 비교를 통하여 세제 지원 정책의 정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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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리드차의 경우 지불가능 가격과 실제 차량가격의 차이는 -37만 

원으로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하이 리드차의 시장 보 을 

한 세제지원 액은 한 수 인 것으로 단된다. 이는 지난 5월 

출시된 ‘소나타 Hybrid’와 기아자동차의 ‘K5 Hybrid’가 올 10월까지 

각각 5,479 , 3,986  매된 것으로도 확인된다.

‘닛산 리 ’의 경우, 최  세제지원액(420만 원)을 포함한 소비자의 

지불가능 가격이 6,056만 원으로, 상 차량가격(6,000만 원)과 비슷

한 수 이다. 즉, 소비자의 추가 지불의사액을 감안하면 ‘리 ’ 수 의 

스펙을 갖춘 기차를 보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세제지원이 낮은 

수 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단, 이는 완속 충  인 라가 완비되었을 

경우를 제로 한 결과이다. 러그인 하이 리드차인 ‘볼트’의 시장 

매가격이 6,000만 원으로 정해질 경우에는 지불가능 가격과 상차

량 가격 간의 차이가 –800만 원에 달해 차량 보 을 한 추가 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 매가격이 5,000만 원에 근 할 

경우에는 시장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볼트’에 한 시장 

수용성 평가도 기차인 ‘리 ’와 마찬가지로 완속 충  인 라 문제

가 선결되었을 경우에 유효하다. 폭스바겐 ‘골 2.0TDI’는 소비자의 

지불가능 가격이 3,350만 원 수 으로, 시장 가격과 -350만 원의 차이

를 보인다. 따라서 클린디젤차에 해 단기 으로 하이 리드차 수

(310만 원)의 세제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보 을 한 주요 정책수단의 우선순 를 

평가해 본 결과, ‘연비 향상’과 ‘충 시간 단축’의 순으로 정책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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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우리나라의 하이 리드  기차 보 을 한 세제 지원 정책의 

수 은 체로 한 것으로 단되나, 러그인 하이 리드차에 

해서는 하이 리드차가 아닌 기차 수 으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 클린디젤차에 한 시장수용성 평가 결과, 350만 원 정도

의 차량가격 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클린디젤차에 해서도 하

이 리드차 수 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클린디젤 차량은 동일 배기량 기 으로 휘발유차보다 연비가 30% 가

량 높아 에 지 약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며, 엄격한 배기가스 

기 을 만족하기 때문에 기존 휘발유차 비 국가 으로 편익을 발생

시키는 안이다.

주요 정책수단에 한 평가 결과, 연비 향상이 친환경․고효율 자동

차 보 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비는 소비자들이 승

용차 구입 시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차량 속성이며, 연비 개선은 친

환경․고효율 자동차의 시장 수용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 인 정책수

단이다. 따라서 정책 으로 연비 향상에 높은 우선순 를 두어야 한

다. 97%의 에 지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에 지수  구조 측

면에서 연비의 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2012년부터 용 정인 ‘기업평균연비제도’를 지속 으로 보

완․개선함으로써 자동차 제작업체로 하여  보다 에 지효율 인 자

동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요하다. 자동차 제작․ 매

업체를 상으로 하는 연비기  강화와 함께, 소비자들이 연비가 뛰어

난 자동차에 더 많은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연비 우수 차량의 시장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한 하나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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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비 우수 차량에 한 인센티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를 들면, 매년 국내에 매된 승용차  고연비 상  10  모델을 선

정하고, 일정 기간 내에 이 모델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안은 자동차 제작․ 매업체들로 하여

 자사 모델의 시장 유율 확 를 해 연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게 

만드는 효과도 발생시킬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충 인 라 확충 없이는 기동력 자동차의 보  

 상용화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충 인 라에 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5~10년 내 기동력 

자동차를 상용화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충 인 라 확충은 우선 으로 충  시설에 한 ‘ 근성’을 보장하

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차는 1회 충 시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충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단지 외

에도 공공 주차장, 형 상업시설 등 교통량이 많은 곳에 충 소를 설

치할 필요가 있다. 한 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기 해 고속도로 휴

게소 등에도 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충 시설 근성’은 

30분 이내의 속 충   배터리 교환 등을 제로 해야만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터리교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 일 것이다. 이 방식을 용하여 충 시간을 휘발유 주유시

간과 동등한 수 으로 일 수 있다면, 소비자들이 기동력 자동차에 

부여하는 화폐 가치가 속충  비 400만 원 정도 상승하게 되어 

차량 보 이 획기 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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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Research Purpose

The paradigm in the global automobile market is rapidly shifting 

to eco-friendly vehicles as a result of the recent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automobile exhaust gases, 

increased possibility of depletion of crude oil, and continued high oil 

prices. Globally,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account for approximately 25% of the total. This is why a 

couple of developed countries are strengthening regulations and 

taking other measures to bring down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automobile sector. Consumers are demonstrating greater interest and 

preference towards eco-friendly vehicles in tandem with increased 

burden from fuel expenses, a result of a rise in oil prices.  

Leading regulatory policies that were introduced by countries in 

the automobile sector involve automakers’ average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average fuel economy) and restrictions on 

averag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EU strengthened the average 

CO2 emission target for newly registered passenger cars to 130g/㎞ 

by 2015. In May 2010, the US improved the average fuel economy 

standard for newly registered passenger cars to 16.1㎞/ℓ and the 

average CO2 emission standard to 140g/㎞ by 2016. In line with this 

global trend, Korean government officially announced, in Jun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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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licy that strengthens the average fuel economy target to 17.0㎞/

ℓ and the average CO2 emission target to 140g/㎞ by 2015 for 

newly sold passenger cars. 

Such changes in the worldwide automobile market environment 

have made the development of ‘green cars’, including electric 

vehicle, a major topic in the global automobile industry. Major 

developed countries have chosen green cars as a new growth driver 

for achieving ‘green growth’. They are actively identifying what 

types of green cars are suitable for their respective conditions, 

developing relevant technologies, and providing subsidies and tax 

support. Against the backdrop of this global mega-trend,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green car development roadmap’ at the 

end of 2010. The roadmap includes the country's vision of becoming 

one of the world's four strongest players in green car technology by 

producing 1.2 million green cars by 2015. Also included is a plan to 

make investments worth 3.1 trillion won from 2011 through 2015. 

What is needed to achieve this ambitious policy goal is 

investments for technology development as well as practical, 

effective dissemination policies for ‘initial green car market’ creation. 

Since 2009, the government has been providing tax support of up to 

3.1 million won for hybrid vehicles. It is providing a subsidy of up 

to 20 million won to public organizations that purchase electric 

vehicles. The government has drawn up plans to offer tax benefits of 

up to 4.2 million won to private consumers who purchase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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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s starting from 2012. To create the 'green car market', there is 

a need to evaluate relevant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market 

acceptability and to give feedback on the evaluation results, thus 

promoting policy improvement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valuate major policy 

instruments that are intended to build an initial market for 

eco-friendly vehicles. The major policy instruments that will be 

evaluated are tax support provided when vehicles are purchased, fuel 

economy improvements, and establishment of a battery charging 

infrastructure.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esent level of tax support 

provided will be evaluated first, followed by prioritization of major 

instru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effects. Based on analysis 

results, this research will suggest a policy direction and alternatives 

that can maximize policy effects.

2. Summary

This research adopted the conjoint method, which uses a structured 

survey form, and the random utility model, which is for estimating a 

consumers' indirect utility function. By adopting the abovementioned 

method and model, an estimation was made on the monetary value 

assigned by consumers to eco-friendly vehicles. The population of 

the survey carried out for application of the conjoint method was 

driver's license holders in the metropolitan area. A total 1,000 people 

were extracted as samples based on proportional assignment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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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gender, and age. To assess consumer preferences, an online 

survey was carried out by developing a survey program, while some 

face-to-face interviews were conducted.

Survey responses and such random utility models as the nested 

logit model were used to estimate consumers' indirect utility 

function. In addition, consumers' additional WTP (Willingness to 

Pay) was derived for main automobile attributes (fuel economy, car 

price, etc.).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consumers' additional WTP 

for automobile fuel is 3.74 million won for diesel, 5.33 million won 

for plug-in hybrid, and 5.07 million won for electricity. In other 

words, the respondents preferred diesel, plug-in hybrid (electricity 

and gasoline), and electric vehicles over gasoline-powered vehicles. 

It was found that consumers preferred cars that offer a high level 

of fuel economy. Consumers were willing to pay an additional 780 

thousand won to purchase a car if it meant higher fuel economy of 

1㎞/ℓ. In contrast, consumer preferences for cars dropped with 

longer time needed for refueling (charging), a rise in carbon 

emissions, and a rise in the annual automobile tax. WTP for an 

increase in refueling (charging) time by one minute was estimated at 

-160 thousand won. This signifies that the same utility level can be 

maintained only if there is a reduction in a car's price in case of a 

rise in the refueling (charging) time. If a car's carbon emissions level 

goes up by an additional 1g/㎞, the car's price should go down by 

approximately 28 thousand won. Consumers recognized the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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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2, a global warming gas, as actual cost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same utility level can be maintained only if a car's 

price is reduced by 260 thousand won in case of a rise in the annual 

automobile tax by 10 thousand won.  

WTP estimates for different automobile attributes were used to 

estimate consumers' monetary value for leading models of 

eco-friendly vehicles in comparison to a base model. The monetary 

value of the ‘Sonata Hybrid’ against the ‘Sonata 2.0’, the base 

model, was estimated at 5.33 million won. This means that 

consumers are willing to pay 5.33 million won more than what they 

would pay to purchase the base vehicle in order to purchase the 

‘Sonata Hybrid’.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battery charging can 

be completed in 30 minutes, the relative value of the ‘Chevrolet 

Volt’, a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compared to the base vehicle 

was estimated at 27.07 million won and that of the ‘Nissan Leaf’, a 

electric vehicle, was estimated at 34.68 million won. In case of a 

charging time of an hour, which is 30 minutes longer, the relative 

value of the ‘Chevrolet Volt’ was estimated at 22.35 million won 

and that of the ‘Nissan Leaf’ was estimated at 29.96 million won, 

thus indicating a drop in the value of approximately 5 million won. 

In contrast, assuming that battery exchange can take place in just 

five minutes through a ‘battery station’, the value of the ‘Chevrolet 

Volt’ and ‘Nissan Leaf’ was estimated at 31.01 million won and 

38.62 million won, respectively. This translates into a rise i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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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pproximately 4 million won in comparison to fast charging of 30 

minutes. The relative value of the ‘Volkswagen Golf’, a clean diesel 

vehicle, was estimated at 7.09 million won.  

A comparison was made between the acceptable price and the 

actual price of cars for each eco-friendly vehicle model in order to 

assess the appropriateness of tax support policies. In case of hybrid 

electric vehicl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rices was close to 0 

at -370 thousand won. Thi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amount 

of tax support provided for market dissemination of hybrid electric 

vehicles is at an appropriate level. This is confirmed by the fact that 

a total 5,479 units of the ‘Sonata Hybrid’ and 3,986 units of Kia 

Motors' ‘K5 Hybrid’ were sold from May through October in this 

year. 

The acceptable price for the ‘Nissan Leaf’ is around 60.56 million 

won, including the maximum tax support amount (4.2 million won). 

This is almost the same as the expected car price (60 million won). 

Considering consumers' additional WTP, the level of tax support 

provided by the government is not low and is appropriate for the 

dissemination of electric vehicles with such specifications as those of 

the ‘Nissan Leaf’. However, this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 

trickle charging infrastructure is fully established. If the market price 

of the ‘Chevrolet Volt’, a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is set at 60 

million w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ceptable price and the 

market price will reach –8.0 million won, indicating the ne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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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support for the dissemination of the vehicle. However, 

there will be market acceptability if the market price of the 

‘Chevrolet Volt’ is close to 50 million won. This evaluation on the 

market acceptability of the ‘Chevrolet Volt’ is valid only when a 

trickle charging infrastructure is fully established, as is the case with 

electric vehicles. The acceptable price for the ‘Volkswagen Golf 2.0 

TDI’ is around 33.5 million won, indicating a -3.5 million won 

difference from the market price. As such, consideration should be 

made for providing as much tax support for clean diesel vehicles as 

hybrid electric vehicles in the short term.

An evaluation of the priorities of major policy instruments for 

dissemination of eco-friendly vehicles indicates that fuel economy 

improvements have the greatest policy effects, followed by a 

reduction in the charging time.

3. Policy Implications

Tax support policies implemented in Korea for dissemination of 

hybrid electric vehicles and electric vehicles seem to be appropriate, 

but the level of support provided for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should be strengthened to the level of electric vehicles rather than 

hybrid electric vehicles. A market acceptability evaluation of clean 

diesel vehicles shows that consumers want to be compensated for 

around 3.5 million won of the car price. As such,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provision of tax benefits for clean diesel vehicle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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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as large as benefits given for hybrid electric vehicles. The fuel 

economy of clean diesel vehicles is around 30% higher than that of 

gasoline-powered vehicles with the same engine displacement. They 

thus offer substantial energy-saving and greenhouse gas-reducing 

effects. They also satisfy strict exhaust gas standards, leading to 

greater national benefits compared to gasoline-powered vehicles.

An evaluation of major policy instruments indicated that fuel 

economy improvements have the biggest effect on the dissemination 

of eco-friendly vehicles. Fuel economy is an attribute that consumers 

consider most important when purchasing a passenger car. Fuel 

economy improvements are the most effective policy instrument for 

increasing market acceptability of eco-friendly vehicles. As such, a 

high policy priority should be placed on making fuel economy 

improvements. 

It is important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induce automakers to 

develop more energy efficient vehicles by continually improving th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regime, which is planned for 

application in 2012. In addition to strengthening fuel economy 

standards for automobile makers and sellers, the government should 

devise measures that would enhance market acceptability of vehicles 

that offer an outstanding fuel economy by making such vehicles 

more attractive to consumers. As a measure, the adoption of an 

‘incentive system for vehicles with outstanding fuel economy’ is 

suggested. This involves choosing top ten models in terms of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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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 economy, from among passenger cars sold in Korea, every year 

and providing tax benefits to consumers who purchase any one of 

the models within a certain period. This would encourage automobile 

makers and sellers to make increased efforts towards improving fuel 

economy in order to increase the market share of their respective 

model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ndicate that dissemin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electric-powered vehicles will be difficult 

without the establishment of a charging infrastructure. It will be to 

impossible to commercialize electric-powered vehicles within the next 

five to ten years without strong polici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charging infrastructure.

The charging infrastructure should guarantee accessibility to 

charging facilities. In particular, an electric vehicle cannot be driven 

long distances with a single charge. This is why consumers should 

be able to easily use charging facilities. There is a need to set up 

charging stations at locations where there is a high volume of traffic, 

such as public parking lots and large commercial facilities, in 

addition to apartment complexes. Charging facilities should also be 

built at expressway rest areas to increase use of electric vehicles. 

‘Accessibility to charging facilities’ has meaning only when battery 

exchange and fast charging within 30 minutes is ensured. What 

would be most efficient is using the ‘battery exchange system’. If 

the charging time is reduced to the level of gasoline refue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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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pplying this method, the monetary value that consumers assign 

to electric-powered vehicles will go up around 4 million won 

compared to fast charging, resulting in a considerable rise in the 

dissemination of electric-powered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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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필요성

2010년 기 으로 우리나라의 에 지 수입의존도는 97%에 달하며, 

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5%가 에 지의 연소로부터 발생한다. 국가

의 에 지안보 강화  온실가스 감축을 해 에 지의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할 당 성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크다. 우리 정부는 이에 ‘

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 으로 선포하 으며, 2020년 국가 온실가

스 감축목표를 ‘배출 망(BAU) 비 30% 감축’으로 설정하고 에 지

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수송부문

의 에 지효율 개선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송부문은 

최종에 지 소비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

이 상 으로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한 국제 인 환경규제 강화, 석유 

자원의 고갈 가능성 증 , 고유가 지속 등으로 세계 자동차시장의 패

러다임은 친환경․고효율 자동차로 속하게 이행하고 있다. 세계

으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체의 25% 수 에 이르고 있어, 

각 국은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자동차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부담 증가는 고효율 자동차에 한 소비자들의 심과 선호를 지속

으로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각 국의 표 인 자동차부문 규제 정책은 자동차 제작업체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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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소비효율(이하 평균연비)과 평균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것

이다. EU는 신규 등록 승용차를 상으로 하는 2015년 평균 CO2 배

출 기 을 130g/㎞ 이하로 강화하 다. 미국도 신규 등록 승용차의 

2016년 평균연비 기 을 16.1㎞/ℓ, 평균 CO2 배출 기 은 140g/㎞으

로 개선하는 법안을 2010년 5월 확정하 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제

작자들은 평균연비 기 과 평균 CO2 배출 기  둘 다를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인 추세를 따라 신규 매 승용차의 

2015년 평균연비 기 을 17.0㎞/ℓ, 평균 CO2 배출 기 은 140g/㎞으

로 강화하는 정책을 2011년 6월에 고시한 바 있다.1) 한 2015년 이

후의 승용차 평균연비  온실가스 배출 기 을 마련하는 작업에 이

미 착수하 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 형 상용차량에 한 

연비제도 도입도 비하고 있다. 

이러한 ․내외 환경 변화로 기 자동차 등 ‘그린카’의 개발이 세

계 자동차산업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성

장 달성을 한 신성장 동력으로 그린카를 선택하고, 련 산업을 육

성하는데 국력을 집 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20년 세계 

자동차 시장규모는 2007년 비 23.5%(신흥시장은 72.2%) 성장한 

9,200만 가 될 망이다. 특히, 세계 그린카 시장은 연평균 11.3% 

성장할 것이라는 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주요국은 시장 선 을 

해 자국 실에 맞는 그린카 주력차종 발굴과 기술개발, 보조   세

제 지원 등을 극 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2015년까

지 100만 의 기자동차 보 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올해 2월 발표

1)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자동차 제작(수입)업체가 두 기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의 기 을 선택하여 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

나라의 제도를 ‘선택  단일 규제제도’라고 부른다.



제1장 서론  3

했으며, 일본은 ‘차세  자동차 략’(2010년 4월) 수립을 통해 기동

력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기술개발에 향후 5년간 210억 엔(2,900

억 원)을 지원할 정이다. 독일도 2011년까지 배터리 등 기술개발 사

업에 5억 유로를 지원하고, 2020년 기차 300만 , 연료 지차 50만

 이상 보 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에 지 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해 그린카에 

한 기술개발 지원을 지속 으로 추진해 왔으나, 그린카 상용화  

기 시장 형성을 한 종합 인 정책방안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러

나 최근 들어 국제 으로 그린카 산업 육성정책이 핵심 아젠다로 떠

오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0년 말 범정부 차원의 그린카 발  로드

맵인 ‘세계 4강 도약을 한 그린카산업 발 략  과제’를 발표하

기에 이르 다. 우리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2015년까지 그린카 120

만  생산을 통한 ‘ 로벌 그린카 기술 4  강국 달성’이라는 야심찬 

비 을 제시하 다. 2011년까지 경량  크로스오버 기차를 개발하

고, 2014년까지는 형 기차 개발을 완료해 조기 생산체계를 구축

할 계획이다. 한 러그인 하이 리드차는 2012년, 연료 지차는 

2015년, 클린디젤 형차는 2011년 말, ‘Euro-6’ 기 을 만족하는 클

린디젤버스는 2015년에 양산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해 2011년부

터 2015년까지 총 3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제시하 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기술개발 투자뿐만 아니라 

기 시장 창출을 한 실성 있고 효과 인 보  정책이 수반되어

야 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부분 그린카 구입에 한 보조 , 세제 

지원 등 인 지원정책을 채택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고 있

는 것으로 단된다. 우리 정부도 2009년부터 하이 리드차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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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310만 원의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기 이 기 자

동차를 구입할 경우 최  2,000만 원의 보조 을 지 하고 있다. 2012

년부터는 민간이 기차를 구매할 경우에 해서도 최  42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린카 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이들 차량에 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시장의 수용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한 평가

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정책의 내용과 

수 을 결정한다면 그 효과를 극 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

후 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feedback)함으로써 정책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린카 시장 창출을 통해 에 지 약, 온실가스 감축, 자동차산업 경

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 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이 

역할을 담당하는 시발 이 되기를 기 한다. 이는 본 연구를 착수하게 

된 근본 인 이유이기도 하다.

2. 연구 목   범

본 연구의 목 은 친환경․고효율 자동차2)의 기 시장 조성을 

한 주요 정책수단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부 인 정책 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평가할 정책 수단은 차량 구입 시의 세제 지원, 연

비 개선, 충  인 라 확충 등이다. 

2) ｢환경친화  자동차의 개발  보 진에 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는 환경친

화  자동차를 의미하며, 그린카와 동일한 개념이다. 구체 인 상과 정의는 제

2장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제1장 서론  5

이를 해 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동차의 주요 속성(연료 종

류, 연비, 차량가격 등)에 해 소비자들이 부여하는 지불의사액

(WTP; Willingness-to-Pay)을 추정한다. 소비자들이 자동차의 속성들

에 해 어느 정도의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알면, 이러한 속성

들의 결합체라 할 수 있는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에 한 종합 이고, 

평균 인 가치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 소비자들이 친

환경․고효율 차량 구입을 해 지출할 수 있는 액을 산출하고, 이

를 해당 차량의 시장가격 는 매 상가격과 비교하면 이들 차량

의 기 시장 창출을 해 정부가 어느 정도의 인 지원을 해야 

하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한, 주요 정책 수단들을 강화했을 때,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속성별 화폐가치 변화를 평가함으로써 정책수단의 우선순 를 식별하

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정책 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친환경․고효율 자동

차의 정의와 주요 특성들을 소개하고, 자동차 기술별로 국제 인 기술

개발  시장 보  동향을 알아본다. 다음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친환

경․고효율 자동차 기술개발  보  진을 해 어떤 정책 수단들

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하고 시사 을 도출한다. 

한, 주요국의 련 자동차 보  목표와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블루맵 시나리오’를 통해 미래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시

장에 한 모습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제3장은 본 연구의 핵심 부분 의 하나인 컨조인트 분석에 한 

설계와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분석방법론을 심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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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컨조인트법에 한 장단 , 용 분야, 본 연구 용의 타당성 

등에 해 서술하고, 이 방법론을 이용한 주요 선행 연구의 내용과 분

석 결과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컨조인트 조사 설계방법과 

주요 속성변수(attributes) 선택  속성 수 (attribute levels) 설정 과

정에 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컨조인트 조사를 포함한 체 인 소비자 선호 조사의 

설문 항목  구성, 조사 진행방법을 설명하고, 주요 조사 결과들을 

제시한다. 소비자 조사는 크게 ‘소비자들의 자동차 이용  에 지정

책에 한 인식’,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에 한 인지도’  ‘컨조인

트 분석을 한 선호 자동차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조

사 결과로부터 도출한 정책  시사 을 정리한다. 

제5장에서는 컨조인트법을 이용한 조사 결과와 확률효용모형을 사

용하여 자동차 속성에 한 소비자의 추가 지불의사액(WTP)을 추정

하고, 주요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모델에 한 화폐  가치를 도출한

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세제 지원, 연비 개선 등 주요 친환경․고효

율 자동차 보  정책에 한 평가를 수행하고, 정책방향  안을 도

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정리하고, 결론을 도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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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시장 황

1.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정의  특성

친환경․고효율 자동차는 기존의 휘발유 엔진을 이용하는 자동차보다 

배기가스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고 에 지소비효율(이하 연비)이 

높은 차량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용어를 범정부 차원에서 기

술개발과 보 을 추진하고 있는 ‘그린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그린카는 크게 ‘ 력기반차’와 ‘엔진기반차’로 나  수 있다.3) 력

기반차는 화석연료가 아닌 기, 연료 지 등을 사용하여 직․간

으로 ‘고출력 기 동력’을 생성하여 구동하는 자동차로서 기 자동

차(EV; Electric Vehicle), 러그인 하이 리드 자동차(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하이 리드 자동차(HEV; Hybrid Electric 

Vehicle), 연료 지 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로 구분

된다. 엔진기반차로는 Euro-5 이상의 기 을 만족하고 국제 인 온실

가스 규제에 응할 수 있는 클린디젤 자동차(CDV; Clean Diesel 

Vehicle)가 있다. 태양  자동차와 천연가스 자동차도 개념상 그린카

에 포함되나, 정부는  단계의 그린카 범주에서 이들 차량을 제외하

다. 태양 차는 에 지원 련 부품 소재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5년 이내에 시장 형성이 불가능하며, 천연가스차는 이미 개

발되어 시내버스로 보 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 그린카의 정의와 분류는 정부가 발표한 ‘세계 4강 도약을 한 그린카 산업 발

략  과제’( 계부처 합동, 2010.1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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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개념  특징

기자동차
(EV)

- 모터와 기로만 구동되는 자동차로 운행 에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무 공해차

- 충  후 150㎞ 내외만 운행이 가능하므로 충 인 라 구축 
 배터리 성능 향상이 과제

러그인 
하이 리드차

(PHEV)

- 단거리에서는 기로만 운행하다가 장거리를 운행할 경우 
엔진을 구동하는 자동차

- 하이 리드차와 달리 배터리를 충 하기 때문에 
충 인 라가 필요

하이 리드차
(HEV)

- 엔진과 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로 구동 시 내연기 과 
모터를 히 작동시켜 연비를 향상

- 기주행은 5㎞ 내외로 가능하며, 배터리를 충 하지 않기 
때문에 충  인 라는 불필요

연료 지차
(FCEV)

- 수소와 산소 반응으로 기를 생산하여 모터를 구동하는 
자동차로 그린카  가장 고가

- 수소 충 을 해 충  인 라가 필요하며, 향후 보 을 해 
고가인 부품가격 인하 필요

클린디젤차
(CDV)

- Euro-5 기  이상을 만족하고 CO2 배출 규제에 응 가능한 
고효율 경유차

-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충  인 라는 필요치 
않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하이 리드차와 유사

<표 2-1>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종류

자료: 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녹색성장 원회 보도자료(범정부 차원의 첫 

그린카 발  로드맵 발표), 2010.12.6.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그린카 분류를 따라 기차, 러그인 하이

리드차, 하이 리드차, 클린디젤차를 연구 상 친환경․고효율 자동

차로 정의하 다. 연료 지차는 높은 차량 가격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상용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의 정책 평가 상에서 제외

하 다. 

하이 리드 자동차의 개념은 이미 1909년에 특허가 출원될 정도로 

오래되었으나 최근 기자동차 개발 과정에서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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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하이 리드 자동차는 내연기 과 기모터 두 종류의 동력을 

조합․구동하여 연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연료가 많이 

이용되는 순간에 엔진 신 기모터를 작동시킴으로써 연료 사용뿐

만 아니라 배출가스도 이게 된다. 기 모터 작동에 필요한 기에

지는 주로 엔진 구동력을 통해 얻어지고 일부는 회생제동장치로부

터 획득된다. 

[그림 2-1] 차종별 CO2 배출량 비교

(단 : g-CO2/㎞)

       자료: Hishshi Ishitani, 국경제인연합회(2009) 재인용

하이 리드 자동차는 기자동차의 가장 큰 결 으로 지 되고 있

는 1회 충  시의 주행거리가 짧다는 을 보완할 수 있으며, 향후 축

지 기술이 향상되면 엔진 크기를 여 연비를 추가 향상시킬 수 있

다는 장  때문에 기자동차로 이행해가는 과도기에 유력한 안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하이 리드차에는 100㎏ 이상의 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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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탑재되기 때문에 휘발유 자동차와 동일한 견인력을 갖지 못하며, 

기모터의 활용도가 낮을 경우 오히려 연비가 하되고4), 차량가격

도 높다는 문제 이 있다. 

기자동차는 1980년  들어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의한 환경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으로 떠올랐으나, 축 지 기술의 한계

로 실용화가 미루어져 왔다.5) 그러나 1990년  반에 축 지 신기술 

창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을 심으로 속하게 개발이 추진되

었고, 2000년  후반 들어 리튬배터리 기술이 성장하면서 기자동

차에 한 기 도 높아지고 있다.  시 에서 소형 기자동차의 상

용화는 가능해졌으나, 기존 내연기  자동차에 비해 아직 항속거리나 

충 시간 등 성능 측면에서 단 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러

그인 하이 리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수요가 낮은 심야시간에 기

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 과 배터리기술의 발 에 따라 시장이 빠르

게 팽창할 가능성이 있다. 

수소 연료 지차는 탱크에 장해 놓은 수소와 산소의 기화학  

결합으로 물과 동력( 기에 지)을 얻어 모터를 구동하는 자동차로 엄

한 의미에서는 기 자동차의 일종이다. 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100% 기모터의 힘으로 작동되지만, 연료 지로부터 기에 지를 

얻는다는 에서 기 자동차와 구별된다. 수소 연료 지차는 배기가

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친환경 인 자동차라 할 수 있

4) 고속 주행시에는 하이 리드 차량의 장 인 ‘스톱 앤 고(stop and go)’에 따른 

공회  방지  회생 제동이 폭 감소해 일반 차량보다 연비가 낮을 수도 있다.
5) 기 자동차는 배터리와 기모터의 동력만으로 구동하기 때문에 기오염을 발

생시키지 않고 소음도 거의 없다. 하지만 긴 거리를 주행하고, 빠른 속도를 내기 

해서는 배터리에 장해야 할 기량이 상당히 많아야 한다. 따라서 기 자동

차의 상용화 여부는 성능이 우수한 축 지의 개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축 지 기술의 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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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수소 추출 과정에서의 효율 하, 자동차 개발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 수소의 량 생산  장방식과 련된 기술  장애요인 

등으로 실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망이다. 

클린디젤 자동차는 기존 디젤엔진에 신 연소 기술과 신 부품기술을 

용하여 연비 향상  CO2 배출 감을 도모하고, 후처리 기술을 장

착하여 배기가스를 원천 으로 이는 자동차이다. 클린디젤차는 유

럽의 ‘Euro-6’ 등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

경 이나, 다양한 신기술이 용됨에 따라 기존 경유 차량보다 가격이 

높다는 것이 단 이다.

2. 기술개발  보  동향

세계 자동차 업계는 ‘고연비, 배출’의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이

하 본 장에서는 그린카로 통칭) 시 로의 환기를 맞아 새로운 시장

을 선 하기 해 련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각 기업들은 자사의 기술 노하우와 자국의 정책 환경에 따라 그린

카의 주 개발 분야를 달리 하고 있다. 를 들어 도요타, 혼다 등 일본

계 기업들은 하이 리드차를 심으로 개발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며, 

GM과 포드 등 미국계 기업들은 러그인 하이 리드 차량에 을 

맞추고 있다. 반면 폭스바겐과 다임러 같이 디젤 승용차량의 이용률이 

높은 유럽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은 디젤 하이 리드차와 클린디젤차를 

심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이 리드 차량은 1997년 도요타의 ‘ 리우스’가 출시된 이후 그린

카 분야  가장 먼  상용화되었다. 러그인 하이 리드차와 기차 

역시 2010년 말부터 북미와 일본 시장을 심으로 본격 인 상용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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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볼트’와 ‘리 ’가 선보이며 상용화 단계에 어들고 있다. 하이 리

드  기차에 앞서 그린카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되는 클린

디젤 차량은 유럽 시장을 심으로 빠르게 보 이 확산되고 있다. 상용

화까지는 요원할 것만 같아 보이던 수소 연료 지 자동차도 기술 개발 

속도에 탄력이 붙으며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상되고 있다. 

이하 본 에서는 그린카 분야별로 국제 인 기술개발 동향과 보  

황을 소개하도록 한다.

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1) 기술 동향

1997년 세계 최 의 상용 하이 리드차인 도요타의 ‘ 리우스’가 

출시된 이후 하이 리드차 시장은 일본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도요타는 지난 2009년 제3세  리우스를 출시하면서 하이 리드 자

동차 시장의 선도  기업이라는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시장을 선 한 일본 업체에 이어 미국의 GM, 포드 등이 후발주자

로 하이 리드 시장에 참여하 으며 최근에는 독일의 다임러, 폭스바

겐 등 유럽 업체도 디젤 하이 리드차 개발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면

서 경쟁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2009년 7월 국내 첫 양산형 하이 리드차

인 ‘아반떼 LPI’를 출시하 으며, 2011년에는 형  ‘소나타 하이

리드’를 출시하 다. 우리나라의 하이 리드 차량 기술개발은 다른 나

라보다 다소 늦게 시작되었으나, 완성차 조립 노하우 등에 힘입어 

자동차의 하이 리드차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6)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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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단계를 지나 사업화 단계인 최고 단계(9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특히 LPI 하이 리드 차는 LG화학의 리튬폴리머 배터

리를 탑재하 으며 모터, 인버터 등 주요 핵심 부품을 모두 국산화하

다.

최근 세계 시장에 출시된 하이 리드 차량의 제원을 <표 2-2>에 정

리하 다. 도요타의 제3세  ‘ 리우스’는 60㎾의 AC동기모터를 채택

하여 기존 모델보다 성능을 향상시켰다. 패러럴 방식인 혼다의 

‘Insight’는 10㎾의 모터를 장착하 으며, 경량 모터와 인버터의 도입

으로 차량의 운동 성능과 연비가 폭 향상되었다. 폭스바겐은 ‘Golf’

에 55㎾  1.2L 디젤 엔진과 20㎾의 동 모터를 장착한 컨셉카를 개

발하여 조기 양산을 비 이다.

차량/
업체명

국가
연비

(㎞/ℓ)
최고속도

(㎞/h)
최  

양산시기
TRL
단계

차량가격
(백만원)
재 양산시

Prius/
TOYOTA 일본 38 180 1997년 9/9 32 24

Insight/
Honda 일본 30 160 1999년 9/9 - 22

Escape Hybrid/
Ford 미국 14.5 128 2004년 9/9 33 -

아반테 LPI/
Hyundai 한국 17.8 188 2009년 9/9 22 19

S300 Blue HEV
/Daimler 독일 12.6 250 2010년 6/9 - 140

<표 2-2> 하이브리드차 기술개발 현황

주: 차량가격은 2010년 기

자료: 제2차 그린카 략포럼 발표자료(HEV/PHEV 심, 2010).

6) 미국 NASA에서 우주산업의 기술투자 험도 리 목 으로 1989년 도입한 기

술성숙도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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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급 현황 및 전망

2008년 기 으로 하이 리드차의 지역별 시장 유율을 살펴보면 

미국이 체 시장의 6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이 22.1%, 유럽이 

14.7%의 비 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기  하이 리드차 시장의 랜드별 유율을 살펴

보면 일본계 기업인 도요타가  수 인 81.4%를 차지하고 있으

며 혼다가 10.4%로 2 를 달리고 있다. 2.5%의 시장 유율을 보이

고 있는 닛산까지 포함하면 하이 리드차 시장의 약 95%를 일본 완

성차 업체들이 석권하고 있는 셈이다.

[그림 2-2] 업체별 하이브리드차 시장 점유율

           자료: Fourin, 박훈․주 ․김경유․최용재․박 순(2009) 재인용

하이 리드차는 처음 출시되었던 1990년  후반에는 높은 차량 가격, 

성능의 한계, 소비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보 이 느린 속도로 진행

되었다. 그러나 2000년  반 이후 각 국의 자동차 연비규제 강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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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지속, 소비자의 인식 환 등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여 하이 리

드 차량은 상용화가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난 시 에서 본격 인 보  

확산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이 리드 차량은 로벌 융 기로 인해 

세계 으로 자동차 매가 감소하 던 2008년에도 각 국의 다양한 지

원정책에 힘입어 2.3%의 매 증가율을 기록하 다( 국경제인연합

회, 2009).

세계 하이 리드차 매량은 지난 2004년 16.6만 에서 불과 3년 

만인 2007년 51만 로 3배 이상 성장하 으며, 2009년에는 75만 

로 더욱 증가하 다. 향후 세계 하이 리드차 시장 규모는 망기 별

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체로 2020년 경 900만 에 이를 것으로 

측되고 있다. 

[그림 2-3] 하이브리드차 보급 추이 및 전망

(단 : 만 )

    자료: 노무라연구소, 지식경제부․한국에 지기술평가원(20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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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1) 기술 동향

러그인 하이 리드차는 하이 리드차 시장의 주도권을 일본 업체에 

내  미국 업체들이 략 으로 기술개발에 집 하고 있는 분야이다. 

GM은 지난 2010년 말부터 워싱턴을 비롯한 일부 주를 심으로 주

행거리 증 시스템(Range Extender System)7)을 용한 쉐보  ‘볼트’ 

러그인 하이 리드차를 매하기 시작하 으며 2011년 말에는 미국 

역으로 매를 확 할 정이다. ‘볼트’는 1회 완속 충 으로 최  

610㎞ 이상 연속 주행할 수 있다. 처음 56㎞까지는 LG화학의 리튬폴

리머 배터리에 의해 구동되며, 배터리가 방 되는 즉시 엔진 시스템을 

가동하여 추가로 554㎞를 주행할 수 있다. 

세계 최 의 러그인 하이 리드차는 의외로 완성차 업체가 아닌 

국의 이차 지 개발 업체인 BYD사에서 2008년에 출시하 다. 

BYD사의 ‘F3DM’은 가격이 약 15만 안으로 GM의 ‘볼트’보다 매

우 렴한 것이 특징이다. 도요타는 하이 리드차의 명사인 ‘ 리우

스’의 러그인 모델인 제4세  리우스를 2012년 선보일 정이다. 

볼보는 2007년에 ‘Volvo C30’을 기본으로 한 러그인 하이 리드 

차량을 선보 다. 이 모델은 최 충  시 52.6㎞/ℓ의 연비로 150㎞를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는 2009년 서울모터쇼에서 양산형 러그인 하

이 리드 차량인 ‘블루 ’을 공개하 다. 2013년 양산을 목표로 한 

7) Range Extender System이란 일반 하이 리드 차량보다 기모터의 역할을 확

하여(모터가 주(主), 엔진이 종(從)의 역할 담당) 기 구동에 의한 주행 거리를 신

으로 높인 기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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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은 기모터만으로 64㎞를 주행할 수 있어 쉐보  ‘볼트’ 

의 성능을 보여  것으로 기 되고 있다.

 

차량/
업체명

국가
1충  
기주행

거리(km)

최고속도
(km/h)

최  
양산시기

TRL
단계

차량가격
(백만 원)

재 양산시

VOLT/GM 미국 64 161 2010년 6/9 40* -

F3DM/BYD 국 100 150 2008년 9/9 23 25

<표 2-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기술개발 현황

주: * 2011년 미국 매가격 기

자료: 제2차 그린카 략포럼 발표자료(HEV/PHEV 심, 2010)를 바탕으로 업데이트

2) 보급 현황 및 전망

이제 막 시장에 출시된 러그인 하이 리드차는 아직 본격 인 시

장 형성기에 이르지 못하 다. 그러나 기차와 수소 연료 지 자동차

의 상용화 시기가 도래하기 까지, 러그인 하이 리드차는 클린디젤

차와 함께 기존의 하이 리드차를 체하며 그린카 시장을 주도할 것

으로 망된다. 일본의 하이테크 기술 조사 문 컨설 업체인 HIEDGE

에 의하면 러그인 하이 리드차 보 은 2015년에 30만 에 이를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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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보급 추이 및 전망

(단 : )

자료: HIEDGE, 제2차 그린카 략포럼 발표자료(HEV/PHEV 심, 2010) 재인용

다. 전기 자동차

1) 기술 동향

2009년 6월 세계 최 의 양산형 기차인 미쓰비시의 ‘아이미

’(i-MiEV)가 일본 시장에 시 되었다. ‘아이미 ’는 180Nm의 토크

와 47㎾의 출력으로 시속 130㎞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다. 완속

충 된 배터리로 한번에 140~160㎞ 주행이 가능하며 배터리 충 에

는 7시간이 걸린다. 배터리는 재충 이 가능한 리튬이온을 사용한다.

2011년 4월에는 닛산의 ‘리 (Leaf)’가 미국 일부 주와 일본  유

럽시장에서 매되기 시작하 다. ‘리 ’는 1회 충 으로 160㎞ 이상

을 주행할 수 있다. 배터리는 속충 을 이용하면 30분 만에 80%까

지 충 할 수 있으며, 완속으로 충 하면 8시간이 걸린다. 200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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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음으로 공개된 미국 테슬러 사의 ‘Roadster’는 1회 충 으로 최  

480㎞를 갈 수 있으며, 최고속도는 무려 209㎞에 이른다고 한다.

차량/
업체명

국가
1충 주행
거리(km)

최고속도
(km/h)

최  
양산시기

TRL
단계

차량가격
(백만원)
재 양산시

Roadster/
Tesla 미국 260~480 209 - 8/9 77 67

I-MiEV/
미쯔비시

일본 140~160 130 2009 9/9 55 30

LEAF/
닛산

일본 160 150 2011 9/9 36*

E6/
BYD 국 400 160 - 7/9 44 -

블루온(i-10)/
자동차

한국 130 130 - 7/9 - -

<표 2-4> 전기차 기술개발 현황

주: * 2011년 미국 매가 기

자료: 제2차 그린카 략포럼 발표자료(EV 총 , 2010)를 기 으로 업데이트

우리나라 자동차는 2010년 소형 기차인 ‘블루온(i-10)’을 개

발․출시하 다. 210Nm의 토크와 61㎾의 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

행거리와 최고속도는 이미 시장에 출시된 ‘아이미 ’와 동일한 수 이

다. 자동차는 2012년 말까지 총 2,500 를 양산할 계획이다.

2) 보급 현황 및 전망

기차 시장은 2015년을 기 으로 본격 으로 형성되어 갈 것으로 

망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각각 하이 리드차와 러그인 하이

리드차, 유럽은 클린디젤차 등을 주로 개발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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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기차에 한 기술 개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장기 으로 그린카 

시장은 기 자동차와 수소 연료 지 자동차의 양 체제로 재편되어 

갈 것으로 망된다. 우리나라는 2010년 말부터 서울시 남산 순환노

선에서 한국화이바․ 공업이 개발한 기버스를 운행 이다. 

형 기버스의 상용 운행은 세계 최 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소형차 

심의 기차 개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고 있다.

각국의 집 인 기차 개발  보  정책에 따라, 세계 기 자동

차 시장은 2020년에 280만  수 으로 성장할 것으로 측되며, 

2050년에는 신차의 최  30%를 유할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지

식경제부․한국에 지기술평가원, 2011). 

[그림 2-5] 전기 자동차 보급 전망

(단 : 천 )

 자료: HIEDGE, 제2차 그린카 략포럼 발표자료(EV 총 , 2010) 재인용



제2장 친환경․고효율자동차 시장 현황  21

라.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1) 기술 동향

수소 연료 지 자동차는 수소 연료 지 분야에서 기술  우 에 있

는 미국을 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GM은 주행거리가 

250~320㎞에 이르며 최고 160㎞까지 달릴 수 있는 ‘Equinox’를 공개

하고, 지속 으로 기술개발과 보완을 거듭하고 있다. 혼다는 지난 

2008년에 3,000cc  V6세단과 동등한 성능을 달성한 ‘Clarity’를 개발

하여 선정된 소비자들에게 리스 매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업체 이

외에도 유럽의 다임러도 벤츠 B-class에 한 수소 연료 지차 버 을 

개발 이다. 

차량/
업체명

국가 모터출력
주행거리

(km)
최고속도

(km/h) 수소 장

Equinox/
GM 미국 94kW 250~320 160 4.2kg@700bar

FCHV-adv/
Clarity 일본 90kW 760~830 155 6.3kg@700bar

Clarity/
Honda 일본 100kW 430~570 160 3.92kg@350bar

B-class 
F-cell(09)/

Daimler
독일 100kW 385~400 170 4kg@700bar

투싼ix/
자동차

한국 90kW 650 160 3.5kg@350bar

<표 2-5> 수소 연료전지차 기술개발 현황

자료: 지식경제부․한국에 지기술평가원(2011) 자료를 바탕으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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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수소 연료 지 자동차의 핵심부품인 배터리 개발 

수 은 세계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유일의 수소 연료 지 자

동차 개발업체인 ․기아자동차가 개발한 ‘투싼Xi’는 EU의 수소 

연료 지 정부 로젝트 운 기 인 FCH-JU가 공모한 ‘EU 의회 시

범운행 차량’으로 단독 선정되어 2011년 10월부터 운행 이다.

[그림 2-6] 지역별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실증사업 현황

자료: 제1차 그린카 략포럼 발표자료(국외 시장형성 방향, 2010)

2) 보급 현황 및 전망

재 실증사업 단계에 있는 수소 연료 지차의 상용화를 한 당면

과제는 엔진 크기와 량을 이고 비용을 감시키는 기술의 개발과 

수소 인 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수소는 기 자동차와 달리 5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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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속 충 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주행거리가 300~500㎞ 

내외인 수소 연료 지 자동차의 확산을 해서는 수소를 충분히 공

할 수 있는 인 라를 국 으로 구축해야 하는 선결 과제가 있다. 인

라 구축 문제로 인해 수소 연료 지 자동차는 차량에 한 기술개

발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한정된 구간에서 제한 으로 운행

될 수밖에 없을 망이다. 

재 운용되고 있는 실증 사업들도 인 라가 구축된 제한된 구간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 EU는 ‘HyFLEET: CUTE’8) 로젝트를 통해 지

난 2009년까지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런던 등 3개 륙 9개 도시의 

일정 구간에서 수소 연료 지 버스를 시범 운행한 바 있다. 

[그림 2-7]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전망

(단 : 천 )

자료: 지식경제부․한국에 지기술평가원(2011)

8) 동 로젝트는 ‘Clean Urban Transport Europe’를 한 수소(Hydro) 로젝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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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기 으로 수소 연료 지 자동차는 기 자동차와 함께 그

린카 분야의 궁극 인 종착 이 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 Pike 

Research社의 망에 따르면 수소 연료 지차는 2015년 상용화 단계

에 어들어 2020년에는 약 60만 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측된

다(지식경제부․한국에 지기술평가원, 2011).

마. 클린디젤 자동차

1) 기술 동향

클린디젤 차량은 디젤 승용차량의 유율이 50%를 넘는 유럽을 

심으로 활발한 기술 개발과 보 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의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BMW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이

미 2014년부터 용될 유럽의 연비규제인 Euro-6에 부합하는 클린디

젤 차량들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다. 이러한 클린디젤 차량은 북미지

역 연비규제인 ‘Tier-2 Bin5’에도 부합하며, 평균 연비는 20㎞/ℓ에 육

박하고 있다. 디젤엔진에 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유럽지역의 

완성차 업체들의 지속 인 기술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클린

디젤차의 연비 개선과 온실가스 감능력은 더욱 향상될 망이다. 

반면 클린디젤차에 한 인식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아자

동차에서 유럽의 행 연비규제인 Euro-5를 만족하는 클린디젤 차량인 

‘쏘 토’를 출시하 지만 주요 핵심기술은 아직 외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주요 기술의 국산화가 시 한 실정이다. 



제2장 친환경․고효율자동차 시장 현황  25

지역 자동차 업체 동 향

EU

Mercedes-Benz Blue efficiency 기술의 일환인 ‘BLUETEC’기술로 북미의 
Tier-Ⅱ Bin5 규제와 EURO-6 규제 만족

Volkswagen 제타 2.0TDI 모델이 올해의 그린카로 선정
Blue motion 기술로   99g/km 달성

Audi A3 TDI 모델이 2010년 올해의 그린카로 선정
미래형 TDI 클린디젤기술로 2012년까지   20% 감

BMW Efficient Dynamics의 일환인 Blue performance기술로 
EURO-6 규제 만족

Volvo
S30, C30 미국 연비 우수자동차 Top10 선정
C30 1.6D 국 2009 올해의 그린카 선정,   99g/km 
달성

일본 Toyota 유럽시장을 겨냥한 D-CAT 디젤엔진 개발
DPNR, 피에조 인젝터 용

미국

GM
V8 터보 디젤엔진 개발, 픽업트럭 모델과 SUV에 장착 

정
2011년 클린디젤 캐딜락 CTX 출시 정

Ford Corning-Dura-Trap AT 필터 채택, F-150에 랜드로버 V8 
디젤 엔진 도입, 2011년 디젤 라인업 증설 계획

한국 ․기아
R엔진 탑재한 쏘 토 출시 EURO-5 규제 만족
1.7L  U2엔진을 장착한 스포티지 모델 출시

<표 2-6> 주요 완성차 업체별 클린디젤차 기술개발 현황

자료: 제2차 그린카 략포럼 발표자료(클린디젤자동차, 2010)를 바탕으로 업데이트

2) 보급 현황 및 전망

클린디젤차는 이미 실용화되어 유럽지역을 심으로 상당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클린디젤차는 재 그린카 시장에서 가장 시장 유율

이 높으며, 고성능, 고연비  친환경성 등 3박자를 두루 갖춰 당분간 

지속 인 성장세를 보일 망이다.

세계 자동차시장 측 문기 인 CSM 월드와이드에 따르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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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세계 클린디젤 자동차 보 수는 900만 를 과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  약 760만 가 유럽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CSM 월드

와이드는 아시아  기타지역에서 클린디젤 자동차에 한 수요가 본

격 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보 수가 1,200만  수 에 이를 

것으로 망하 다.

주요국에 비해 출발이 늦었던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보다는 업체의 

자체 인 략에 의해 기술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재는 클린디젤 택

시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내 보 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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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클린디젤 자동차 지역별 보급 동향 및 전망

(단 : 천 )

자료: CSM Worldwide Inc., 제2차 그린카 략포럼 발표자료(클린디젤자동차, 20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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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기술개발  보  지원 정책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고효율’로 환되고 있는 시

에서, 그린카는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맞물려 녹색산업 

개발․육성 정책의 심에 서 있다. 자동차 산업은 ․후방 산업 연

효과가 크기 때문에 로벌 그린카 시장을 선 하는 것은 국가 경

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녹색산업 분야에서 주도 인 치를 확보할 수 

있는 첩경이 된다. 따라서 주요국들은 자국의 그린카 경쟁력을 강화하

기 해 련 기술에 한 R&D 투자와 보  확산을 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1975년부터 시행해온 자동차 연비 규제인 ‘기업평균연비제

도(CAFE; Cooperate Average Fuel Economy)’의 기 을 매년 강화시

킴으로써 세계 인 그린카 개발의 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규제  방법의 시행과 동시에 그린카를 포함한 녹색 분야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련 기술개

발에 막 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차세  공해 자동차 개발 사업에 총 1조 원을 투자할 정이다. 유

럽 한 까다로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국가별로 그린카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그린카 시장 선 을 한 체계 인 

국가 략이 부족하 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3월부터 산․학․

연․  주요 문가 500여 명으로 구성된 ‘그린카 략포럼’을 구성하

여 기술개발, 인력 양성, 보   실증, 법․제도 등에 한 다양한 

략을 제시하 다. 이를 통해 구축된 국가 로드맵은 2010년 12월 제10

차 녹색성장 원회에서 ‘세계 4강 도약을 한 그린카 산업 발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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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이하 ‘그린카 발  로드맵’)로 발표되었다. 

그린카 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민․  합동(민간보조  미산

정)으로 향후 2015년까지 4조8천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나라를 로벌 

그린카 기술 4  강국으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본 에서는 우리나라

를 비롯한 주요국의 그린카 산업 육성 지원정책 황을 정리하고 주

요 시사 을 도출하 다. 

가. 미국

미국은 오바마 정권 수립 이후 2009~2018년 기간  그린카를 포

함한 녹색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해 총 1,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 다. 이 정책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는 2015

년까지 하이 리드차  바이오 에탄올 차량 100만  보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린카 구매 시 당 최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부

여하고 있다.

1) R&D 지원

미국은 기차 산업의 공 사슬 체에 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09년 8월 24억 달러 규모의 보조 을 차세  기차  지의 제

조와 개발에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하 다. 본 계획에 따라 지 개발

을 비롯하여 실증 사업에 이르기까지 기차 제조의  공 사슬에 

걸쳐 총 48개의 로젝트가 확정되었다. 

미국은 자동차 업체에 한 R&D 자  지원을 해 첨단기술 자동

차 제조(Advanced Technology Vehicle Manufacturing) 로그램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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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 으며, 이를 통해 2009년 6월 첫 번째 지원 상 기업으로 포드, 

닛산, 테슬라모터스가 각각 선정되었다. 미 에 지부는 수소 연료 지

차 개발을 해서는 수소 연료 지차 실증사업인 ‘National Hydrogen 

Learning Demonstration’을 진행하 다. 355백만 달러가 투자된 본 실

증사업을 통해 2004~2009년까지 수소 연료 지차 144 , 수소인 라 

23기 등을 구축․운 하 다.

한 2002~2012년 동안 매년 800만 달러(50%는 산업계 부담)의 사

업비를 투자한 ‘21st Century Truck Partnership’을 통해 트럭이나 버스 

등의 공공운송  물류분야에 용되는 디젤엔진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클린디젤을 이용한 버스개발을 해 2003~2015년 

동안 교통부 주 으로 약 5억 달러 규모의 ‘Clean Fuel Bus Program’

이 진행되고 있다.

2) 보급 및 규제 정책

미국 정부는 지난 2005년 8월에 개정된 에 지정책법을 통해 하이

리드 차량 소유자는 고속도로의 카풀라인을 혼자 주행할 수 있게 

허용하 다. 한 2006~2010년까지는 미국 내에서 매되는 하이

리드차에 해 차량당 최  3,400달러의 세제지원을 시행하 다. 이러

한 이른 보  정책으로 인해 미국은 세계 시장에서 하이 리드차 보

의 선도 인 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미국 정부는 향후 보 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망되는 러그인 

하이 리드  기 자동차의 보 을 해 차량 탑재 배터리 용량이 

4㎾ 이상일 경우 기본 으로 2,500달러를 지원하고, 용량이 1㎾씩 증가

할 때마다 417달러를 추가하여 최  7,500달러까지 지원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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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교통부 도로교통국(NHTSA; the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그린카 기술개발의 주요 매제가 된 

CAFE의 기 을 강화하는 법안을 2010년 5월에 확정․고시하 다. 동

시에 같은 법안에서 환경보호청(EPA;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청정 기법(Clean Air Act)’에 근거하여 최 로 승용차와 

경형트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

을 마련하 다.9) 새로운 기 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형 승용차, 

경형트럭에 용된다. 승용차의 경우, 국가 체의 평균연비 기 은 

2012년 33.3mpg(14.2㎞/ℓ)에서 2016년에는 37.8mpg(16.1㎞/ℓ)로 단

계 으로 강화되며, 기 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 해서는 벌과

이 부과된다.10) 

[그림 2-9] 미국의 평균 연비 및 CO2 배출 규제(승용차)

   

 자료: EPA․DOT(2010.5)

9) 이를 두 가지 규제를 결합하여 시행한다는 의미에서 ‘병행규제 제정(joint rule 
making)’이라 표 한다.

10) 자세한 내용은 최도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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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비

기

승용차
mpg 33.3 34.2 34.9 36.2 37.8
㎞/ℓ 14.2 14.5 14.8 15.4 16.1

경형트럭
mpg 25.4 26 26.6 27.5 28.8
㎞/ℓ 10.8 11.1 11.3 11.7 12.2

승용차&
트럭

mpg 29.7 30.5 31.3 32.6 34.1

㎞/ℓ 12.6 13.0 13.3 13.9 14.5

CO2 
배출

기

승용차
g/mile 263 256 247 236 225

g/㎞ 163 159 153 147 140

경형트럭
g/mile 346 337 326 312 298

g/㎞ 215 209 203 194 185

승용차&
트럭

g/mile 295 286 276 263 250

g/㎞ 183 178 171 163 155

<표 2-7> 미국의 평균 연비 및 CO2 배출허용 기준

 자료: EPA․DOT(2010.5) 재구성

그린카 보  확 를 한 각 주 정부의 제도 개선 움직임도 에 띈

다. 2005년부터 캘리포니아  9개 주에서 ZEV(Zero Emission 

Vehicle)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ZEV규제는 자동차 매량의 일정 비

율을 하이 리드, 연료 지, 기, 러그인 하이 리드 등 그린카로 

매하도록 의무 으로 할당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해 각 자동차 

메이커들은 2012~2014년 동안 체 매량의 12%를 그린카로 체

해야 한다. 주 정부들은 2018년까지 이 비율을 16%로 확 해 나갈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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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  약

보 련 
제도

∙ 기차 보   인 라 련 제도 제원
  - 친환경 자동차 구매시 최  7,500달러 지원 법안 상정
  - 개인이 충 소 설치시 2천 달러 보조  법안 마련
  - 속 기차 세제혜택  내연기 차 기차 개조 허용

규제 련 
제도

∙기존차량 연비규제 강화  무공해 자동차 의무보  규제
 - ‘에 지 독립  안보법’ 제정(’07년)
 - ’16년까지 승용차 평균연비 강화
  · 승용차의 평균 연비를 재 25mpg에서 2016년 37.8mpg로 강화
 - FMVSS, SAE, ISO 등의 안정성  성능평가 기  마련
 - 속 기차 안 기  마련(FMVSS)  무공해 자동차 의무 보  

규정인 ZEV(Zero Emission Vehicle) 규제 실시
  · 캘리포니아  9개 주, 무공해 자동차 의무 보 규정인 ZEV 

규제를 ’05년부터 실시

<표 2-8> 미국 전기차 관련 지원정책

자료: 지식경제부․한국에 지기술평가원(2011)

나. 일본

하이 리드차 시장의 선도국인 일본은 이미 1998년부터 2012년까

지 하이 리드  수소 연료 지차의 기술개발을 해 약 1조 원의 

투자비를 집행하고 있다. 한 2010년 기  수천  수 인 러그인 

하이 리드  기차 보 을 2013년까지 32,000  이상으로 확 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승용차 신차의 20~50%를 그린카로 체할 계

획이다.

1) R&D 지원

일본은 그린카 기술개발을 해 ‘2010 차세  자동차 육성 6  

략(次世代自動車戰略 2010)’을 수립하고 2010년 기 자동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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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인 라 구축에 약 1,200억 원을 책정하 다. 한 그린카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기술개발에 2015년까지 약 2,900억 원을 지원할 계획

이다. 

구분 목표 액션 랜

체 략
일본을 차세  

자동차 개발·생산 
거 으로

․보 목표(2020년/2030년)의 설정
 - 차세  자동차: 2020년 최  30%
 - 선진 환경 응차: 2020년 최  80%
․연료 다양화, 부품의 고부가가치화
․ 탄소형 산업입지 진

지 략
세계최첨단 
지연구개발·
기술확보

․리튬이온 지의 성능향상
․포스트 리튬이온 지 개발
․ 기차 보 을 통한 양산효과 창출
․ 지 2차 이용을 한 환경정비

자원 략
희귀 속 확보,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 략  자원 확보
․희귀 속 free 지·모터 개발
․ 지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

인 라
략

일반충 기 
200만기, 
속충 기 
5,000기

․EV/PHEV 시장 비기 인 라 정비
․본격 보 기로의 이행
 - EV/PHEV 타운 베스트 랙티스 자료집 제작
 - 민간(CHAdeMO 의회)과의 연계

시스템
략

차량을 시스템 
(스마트그리드 
등)으로 수출

․EV/PHEV 타운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차세 에 지사회시스템 실증사업을 통한 검증
․검증결과를 고려한 국제표 화·비즈니스 추진

국제표 화
략

일본 주도의 
략  

국제표 화

․ 지성능․안정성 평가기법의 국제표 화
․충 커넥터․시스템의 국제표 화
․민  력 표 화 검토체제 강화
․표 화 인재 육성

<표 2-9> 일본 차세대 자동차 육성 6대 전략

자료: 지식경제부․한국에 지기술평가원(2011)

한 수소 연료 지차의 실증사업을 해 JHFC(Japan Hydrogen & 

Fuel Cell Demonstration Project)를 심으로 간사이, 추부, 도쿄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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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연료 지차 120 를 비롯하여 수소 스테이션 15기를 운 하고 있

다. 2002~2010년 동안 190억 원이 투자된 본 사업을 통해 수소 연료

지 차량의 성능  제반 운 에 한 기술성 검토와 함께 실용성 평

가, 규격 등 표 화를 정립하기 한 실험을 진행하 다.

2002~2007년에는 일본교통환경연구소11)가 주 한 EFV21(Environmental 

Friendly Vehicle) 사업을 통해 클린디젤  체연료 용 엔진개발 사

업을 시행한 바 있다. 한 경제산업성이 주 한 신  차세  공

해차 종합기술개발을 통해 2004~2012년 동안 총 720억 원을 투자해 

클린디젤 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 보급 및 규제 정책

일본은 하이 리드 차량이 상용 매되기 시작한 1998년부터 그린

카 보 을 해 시의 한 보  정책과 세제 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

다. 일본 정부는 2001년 4월 ‘그린구매법’으로 통칭되는 ‘환경물품의 

조달 진 등에 한 법률’을 시행한 바 있다.

일본은 앙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기차 구매자에 한 보조 을 

지 하고 있다. 앙정부는 기 자동차와 일반 자동차간 가격 차이의 

최  50%를 지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가격 차이의 최  25%를 

보조 으로 지 하고 있다. 한 2009년 4월1일부터 2012년 4월30일 

사이에 차량 검사를 받는 하이 리드차, 기차, 수소 연료 지차 등

에 해서는 자동차 량세가 면제되며 기타 차량에 해서도 연비나 

배출가스의 양 등에 따라 량세를 감세하여 주고 있다.

미국  유럽의 연비규제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연비 규제도 상향 

11) 交通安全環境研究所(NTSEL: National Traffic Safety and Environment Laboratory)



제2장 친환경․고효율자동차 시장 현황  35

조정되었다. 일본은 차량 무게별 연비목표제를 재의 6.4~21.2㎞/ℓ

에서 2015년 7.4~22.5㎞/ℓ로 상향 조정하 다. 일본은 효율 인 속

충 기의 보 과 련하여 시스템의 국제표 화를 추진하기 해 

2010년 ‘ 속충 기 인 라 추진 의회(CHAdeMO)’를 설립하여 운

 이다.

‘일본 차세  자동차 략 2010’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0년 내

수 매 승용차의 최  50%를 그린카로 보 하고, 2030년에는 이를 

최  70%까지 높일 계획이다12). 

구분 2020년 2030년

기존 차량 50~80% 30~50%
차세  자동차 20~50% 50~70%

하이 리드차 20~30% 30~40%
러그인 하이 리드차, 

기차
15~20% 20~30%

수소 연료 지차 ~1% ~3%
클린디젤차 ~5% 5~10%

<표 2-10> 일본 정부의 승용차 차종별 보급목표

자료: 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0)

다. EU

유럽지역은 엄격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통해 자동차 제작업체들

의 그린카 개발을 진하고 있다. 유럽은 2020년까지 기차 300만 

, 연료 지차 50만  이상 보 을 목표로 각 국별로 자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R&D 투자와 보  정책을 수립하여 운 하고 있다.

12) IEA(2011)에 따르면, 2020년 일본 신차 출시 규모는 400만 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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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D 지원

주요국별 그린카 R&D 투자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랑스 

정부는 2009년 10월 에 지 수입 축소와 온실가스 배출 감 략의 

일환으로 기차의 개발  보 에 한 지원책을 발표하 다. 한 

향후 10년간 기차 개발  충  인 라 구축에 25억 유로를 실증사

업지원, 지생산 지원, 무공해차 구입자에 한 보조 으로 투자할 

정이다. 국 정부는 2009년 5월 2,500만 운드를 투자하여 기

차 실증 실험 계획을 발표하 다. 독일 정부는 ‘Electro-Mobility’ 로

젝트의 일환으로 2011년까지 배터리 등 기술개발에 약 7,7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 2003~2006년 기간 동안 유럽의회는 클린디젤 차량의 기술개발

을 해 EU의 표 인 과학기술개발 사업인 ‘6th Framework Project’

를 통해 총 연구비 2,900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2) 보급 및 규제 정책

EU는 엄격한 자동차의 배기가스  온실가스 배출 기 을 용하

고 있다. 배기가스 기 은 2011년 재 ‘Euro-5’가 용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해 자동차 제작업체별 평균 CO2 배출량을 규제하

고 있다. EU는 업체별 특성을 반 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부여하기 

해 차량의 량에 근거한 차등 규제를 도입하 다. 승용차의 평균 

CO2 배출 기 은 재 157g/㎞에서 2015년 130g/㎞, 2020년에는 

95g/㎞로 강화될 계획이다. 

EU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이외에도 국가별로 자국의 그린카 시장 

확 를 해 다양한 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이 리드 차량에 

한 지원정책은 <표 2-11>과 같이 각 국별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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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주요 지원 정책

세  감면

랑스 연간 소득세에서 1,525유로 공제

스웨덴
회사 보유차의 취득세 40% 감면, 시내 주차비  통행료 
면제

국 자동차 보유세 경감, 런던 진입시 12유로의 혼잡세 면제

네덜란드 차량 등록세 6,000유로까지 할인

아일랜드 차량 등록세 50% 감면(통상차량 가격의 25%에 해당)

GHG
배출량에 

따른 
Feebate

독일 온실가스 배출량 100g/km 미만 시 운행세 면제

랑스
온실가스 배출량 130g/km 이하 시 최  5,000유로 지원, 
131g/km 이상 시 최  2,600유로 과징  부과

국
온실가스 배출량 100g/km 미만 시 세  면제, 225g/km 
과 시 300 운드 과징  부과

이탈리아
Euro-5와 Euro-6를 만족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120g/km 이
하인 차량에 해서는 800유로 지원, 보유세 면제

스페인
온실가스 배출량 120g/km 이하 시 등록세 면제, 200g/km 

과 시 등록세 14.75% 부과

<표 2-11> 유럽 주요국별 하이브리드차 지원 정책 현황

자료: 지식경제부․한국에 지기술평가원(2011)

특히 유럽 내에서 가장 우호 인 조세감면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랑스 정부는 2008년 1월부터 R&D 첫 해 투자비의 50%에 해 세

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 랑스 정부는 CO2 배출량에 따라 자

동차 세 을 차등 환 하는 Feebate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 제도

의 시행 이후 신차 CO2 배출량은 약 9%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지

식경제부․한국에 지기술평가원, 2011). 국 정부가 2009년 4월 발

표한 그린카 구입자에 한 보조  지  계획에 따르면, 국은 2011

년부터 그린카를 처음으로 구입하는 구매자에게 당 2,000~5,000

운드의 보조 을 지 할 정이다. 이는 미국의 러그인 하이 리드

차 구매에 지 되는 최  7,500달러에 해당하는 수 의 지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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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2009년 8월에 ‘National Development Plan Electromobility’

를 발표하고 2050년까지 자국 내 모든 자동차를 그린카로 체하겠다

는 매우 야심찬 계획을 제시하 다. 이를 해 2020년까지 기차 

100만 를 보 하고 2050년까지 충 인 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

로 향후 3년간 5억 유로 규모의 자 을 투입할 계획이다.

라. 중국

기 자동차 분야에서 강력한 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은 

2010년 8월 수립한 자동차발 정책 등을 통해 그린카 기술개발에 향후 

10년간 약 17조 원을 투자할 정이다. 한 2020년 력기반차 150만 

 생산  5백만  보 을 목표로 보 정책을 추진 이다.

1) R&D 지원

국은 2009년~12년 기간 동안 하이 리드차를 비롯하여 총 53,358 

의 그린카가 운 되는 거  로젝트인 ‘10cities-1000Vehicles 

project’를 통해 그린카 보  실증 사업을 진행 이다.

국의 그린카 개발 지원정책 로드맵인 공업정보부의 ‘2011~2012 

그린카 발 략’에 따르면, 국은 그린카 개발을 해 2020년까지 

15조 원을 투입하여 2020년에는 연간 150만 의 그린카 생산 인

라를 구축할 정이다. 총 사업비 15조 원의 반은 그린카 핵심 기술 

연구와 상용화에 사용되며, 나머지 반은 그린카 시범 보  사업에 

투입된다. 

국은 기차와 러그인 하이 리드차를 그린카 표모델로 선정

하 으며 산업화를 해 1단계인 2015년까지 부품 생산능력과 핵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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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력을 강화하고, 기존 자동차 연비 기 을 향상할 계획이다. 2단계인 

2016~2020년에는 부품기술을 선진국 수 으로 향상시킨 후 본격 으

로 기차와 러그인 하이 리드차를 보 해 주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 보급 및 규제 정책

최근 발표된 ‘자동차산업 조정  진흥 계획’에 따르면 3년 안에 50

만 의 력기반의 그린카를 생산해 체 승용차 매량의 5%를 그

린카로 보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된 기차에 해 당 최  약 1천

만 원의 보조 을 지 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에서도 그린카 보 을 

해 다양한 제도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우 시에서는 2010~2015

년 사이에 그린카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세제 혜택과 주차비․통행

료 감면을 부여할 계획이다. 수소 연료 지차에 한 보  지원을 

해 국은 수소 연료 지 승용차에 해 최  약 4,300만 원의 보조

을 지 하며 연료 지버스에는 최  약 1억 원의 보조 을 지 하

고 있다. 연비 기 도 2009년 15.1㎞/ℓ에서 2015년 17.9㎞/ℓ로 18% 

상향 조정하 으며, 연비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국 내 

매가 지된다.

마. 우리나라13)

세계 으로 우수한 완성차 조립 능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그린카 

13) 우리나라의 그린카 지원 정책은 2010년 12월 발표된 정부 보도자료인 ‘세계 4
강 도약을 한 그린카 산업 발 략  과제’의 내용을 심으로 정리하 다.



40

육성 정책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게 마련되었다. 공공기 을 

심으로 하이 리드카 구매 시 보조 을 지 하는 등의 지원 정책이 있

었지만 체계 인 정책 추진은 2005년 12월 ‘환경친화  자동차의 개발 

 보 진을 한 기본계획(2006~2010)’이 수립되면서부터 시작되었

다. 그러나 그린카 산업 반에 한 육성  차량 보 에 한 체계

인 로드맵은 그린카 분야가 녹색성장을 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

정된 이후 수립되었다. 정부의 ‘그린카 발  로드맵’은 2015년까지 그

린카 120만 를 생산하여 그린카 기술 4  강국을 달성한다는 비  

제시와 함께 세부 인 기술개발  보  지원책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1) R&D 지원

그린카 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까지 민  합동(민간보

조  미산정)으로 향후 5년간 4.8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

린카에 한 생산계획을 제시하고, 완성차  부품업체의 극  양산

설비 투자방향을 설정하 으며, 8  핵심 부품을 지정하여 략 인 

R&D를 추진할 정이다. 선진국 비 기술경쟁력이 있는 기차에 

해서는 모터, 공조, 경량화, 배터리, 충 기 등 핵심부품 개발을 지

원할 정이며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하이 리드차의 동력

달장치와 연료 지차의 스택, 클린디젤차의 커먼 일 핵심부품  후

처리 시스템 등은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100% 국산화할 계획이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이 뒤떨어진 클린디젤 분야는 2015년까

지 총 1,871억 원을 투입하여 핵심부품의 국산화  조기 양산화를 

진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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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재수 (2010) 단기(2015) 장기(2030)

국산화율 70% 85% 95%

기술수 85% 90% 100%

세계 시장 유율 - 6.7% 9.0%

<표 2-12> 그린카 발전 로드맵 주요 목표

자료: 지식경제부․한국에 지기술평가원(2011)

추진 단계별 R&D 지원 목표를 살펴보면, 단기 으로는 력기반 

그린카의 조기 상용화를 한 핵심기술개발과 보  확 를 한 충

인 라 기술 확보를 으로 추진한다. ․장기 으로는 신  

에 지 장 시스템 개발 등 그린카 차세  핵심기술개발  수소 연

료 지 차량 실용화를 한 인 라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카 분야별 주요 R&D 개발 내용을 살펴보면, 하이 리드차의 

경우 2009년에 출시된 LPI HEV 기술을 응용․확 하여 평균연비 기

 강화에 부합하는 형 가솔린 하이 리드차를 개발할 계획이다. 

러그인 하이 리드차는 201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1년간 시범운행

을 통한 기술 보완 후 2012년 말 형 차량을 양산할 계획이다. 수소 

연료 지 자동차 분야에서는 재 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스택을 

2015년까지 국산화하여 형차를 양산하고, 2018년까지는 연료 지 

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클린디젤 자동차 분야는 

2011년 말까지 형차를 양산하고, 2013년 말까지 Euro-5를 만족하는 

형차를 양산할 정이다. 한 량 수입에 의존하던 클린디젤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여 2015년에는 ‘Euro-6’에 부합하는 클린디젤 버스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42

2) 보급 및 규제 정책

그린카 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그린카 산업의 국내 시장 창

출을 유도하기 해 공공기 을 심으로 기차 보 을 추진할 계획

이다. 이를 해 공공기 에서 기차를 구입할 시 2천만 원 한도 내

에서 동  휘발유 차량과의 가격 차이의 50%를 지원한다. 한 하이

리드 차량의 구매가격 인하를 해 공공기 에는 당 2,800만 원

의 보조 을 지원하고, 민간에는 당 최  31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가장 최근인 2011년 10월에는 2012년부터 민간부문에서 

기차를 구매할 경우 당 최  42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

이 확정되었다.14) 

한 기충 시설의 확 를 해 단계별 충 인 라 구축을 추진

한다. 2011~2012년 공공부문을 심으로 기차와 충 설비를 함께 

보 하고 이후 공공․민간 인 라 구축을 지원할 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5년까지 그린카 120만 (  기 ) 보 을 달성하고 국

내 신규 자동차 시장의 약 21%를 그린카로 체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린카 발  로드맵의 추진에 따른 기 효과로 2011~2020

년 기간 동안 총 15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1,800만 톤의 온

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 후방 산업연 효

과가 큰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같은 기간 동안 110조 원 규모의 내수 

시장이 창출되고, 287조 원의 수출 시장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14)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2년부터 기차 1 당 최  420만원 세제지원, 2011.10.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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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국내 그린카 보급 목표 

(단 : 만 )

  자료: 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녹색성장 원회 보도자료, 2010.12.6.

구분 2011 2013 2015 2020 2011~2020

내수시장(조 원) 6.1 7.3 9.2 19 110

수출시장(조 원) 20 23 27 39 287

신규 일자리(만 명) 0.5 0.9 1.3 2.3 15

온실가스감축(백만 톤/년) 0.3 0.6 1.2 4.6 18

에 지수입 감(백만 TOE/년) 0.1 0.3 0.5 2.0 7.9

<표 2-13> 그린카 발전 로드맵 기대효과 

자료: 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녹색성장 원회 보도자료, 2010.12.6.

우리나라도 자동차 연비  온실가스 배출 기  강화라는 국제 인 

추세에 따라 2012년부터 자동차 제작업체의 신규 매 승용차에 한 

평균 연비와 평균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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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 이 제도는 규제 용범 를 단계 으로 확 하는 ‘phase-in’ 방

식으로 운 되며, 2015년부터는 국내에 매되는 10인승 이하 승용․

승합자동차 체에 용된다. 2015년 국가 체의 평균연비 기 은 

17.0㎞/ℓ, 평균 CO2 배출 기 은 140g/㎞로 정해졌으며, 각 업체별 

목표 기 은 각 기업의 자동차 매 특성을 반 하여 차등 설정된다. 

한 우리 정부는 2015년 이후에 용할 승용차 평균연비  온실가

스 배출 기 을 마련하는 작업에도 이미 착수하 다.

바. 시사점

주요국들은 부분 그린카의 기술 개발과 보  확 를 해 극

인 지원책을 실시해 왔으며, 향후 이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물론 향후 이러한 국가별 계획들의 실행 여부는 각 국의 경제 환경 변

화와 정책 추진의 일 성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시

에서 명확한 것은 완성차 제작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공통

으로 국내 시장 창출을 해서 보조 , 세제 지원 등 소비자에 한 

인 인센티  제도와 충  인 라에 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는 이다. 미국은 러그인 하이 리드  기 자동차의 보 을 

해 차량 1 당 최  7,500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9개 

주정부는 자동차 매량의 일정 비율을 의무 으로 그린카로 채우도

록 하는 제도를 운 하고 있다. 국도 2011년부터 그린카를 처음 구

입하는 소비자에게 당 2,000~5,000 운드의 보조 을 지 하고 있

다. 이러한 해외의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데 

15) 자동차 평균에 지소비효율기 ․온실가스 배출허용기   기 의 용․ 리 

등에 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1-89호) 제정(20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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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타당성을 제공해 다. 우리나라는 하이 리드차 구매자에게 최  

310만 원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기 자동차에 

해서도 최  420만 원의 세제 인센티 를 부여할 정이다. 다만, 

지원 수 의 정성에 해서는 정책의 추진 성과를 주시하면서 재평

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2011년 3월에는 자동차 제작사의 

그린카 의무 매 비율을 기존 6.5%에서 7.5%로, 수도권 내 공공기

의 그린카 의무구매 비율은 기존 20%에서 30%로 확 하는 등 미국

과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한편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자동차 업체의 친환경․고

효율 자동차 기술개발을 진하고 국제 인 규제 강화에 응하기 

하여 자국의 기업 평균 연비  온실가스 배출 기 을 지속 으로 강

화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승용차의 평균연비 기 을 2015년 17.0

㎞/ℓ, 평균 CO2 배출 기 은 140g/㎞으로 설정하는 등 국제 인 규

제 강화 추세에 선제 으로 응하고 있다. 

결론 으로, 우리나라는 그린카 산업 발   그린카 보 을 해 

주요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의 제도들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은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계획되어 있는 

정책들이 효과 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끊임없이 발 시켜 나

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해서는 정부 지원 수 의 성, 

정책 집행 과정상의 장애요인 등에 한 지속 인 평가  모니터링

이 필수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세계 그린카 시장 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국은 새로운 그린카 시장을 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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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국의 환경과 기술 노하우에 맞는 공격 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가장 큰 하이 리드 자동차 시장인 미국은 그린뉴딜 정책을 비롯하여 

그린카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EU의 주요 선진국들도 자국 실정에 맞는 야

심찬 그린카 지원 계획을 발표하 다. 국은 개도국  가장 극

인 그린카 시장 개척 국가로서 2020년 력기반차 500만  보 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2-11] 국가별 그린카 보급 목표 

(단 : 만 )

  주: (   )안은 목표연도를 의미
  자료: 각국 발표자료16), IEA(2011)

16) 미국은 ‘HEV+바이오에탄올’ 차량 기  수, 일본은 IEA 망에 따른 신차 

출고의 40% 가정 , 독일은 ‘EV+FCEV’ 기  수, 랑스는 EV 수, 
국은 ‘EV+PHEV’ 수, 국은 력기반차 수, 한국은 그린카 

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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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D 지원 보조  지원 보 수

미국
∙그린뉴딜 정책
 -그린카 포함 녹색산업 

150조원 투자(2009~2018)

∙PHEV 세액공제 
최  $7,500

∙HEV 세액공제 
최  $2,500

∙HEV+바이오에
탄올: 100만 

(2015)

일본

∙차세  공해 자동차 
개발 사업

 -HEV, FCEV 분야 총 
1조원투자(1998~2012)

∙EV보조  최  
139만 엔

∙EV+PHEV: 
3.2만 (2013)

EU

∙獨 일 트로 모빌리티 
로젝트

 -배터리 등 개발 총 
7.6억원지원(2009~2011)

∙獨 최  5천 
유로

∙英 최  5천 
운드

∙EV: 300만 
∙FCEV: 50만 

(2020)

국
∙자동차 발  정책 추진
 -EV,HEV,FCEV분야 총 

17조 원 지원(2010~2020)
∙최  6만 안

∙EV, HEV, 
FCEV: 500만 

(2020)

한국

∙ 로벌 그린카 기술 4  
강국 진입 로드맵 발표

 -4.8조 원 투입(민간보조  
미산정)하여 주요 련 
기술 국산화

∙공공기  최  
2,800만 원

∙민간 세재 약 
300만 원

∙그린카 
120만 (2015)

<표 2-14> 국가별 그린카 R&D 및 주요 보급 정책

 자료: 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녹색성장 원회 보도자료(범정부 차원의 

첫 그린카 발  로드맵 발표), 2010.12.6.를 바탕으로 업데이트

각국의 그린카 육성 보 정책을 살펴보면 부분의 국가들이 2015

년~2020년 기간을 본격 인 그린카의 보 ․성장기로 단하고 있으

며, 자국이 달성할 수 있는 최 한의 목표 보 량을 제시하고 있다. 

2015~2020년 기간  각국이 제시한 보  목표를 비교해 보면([그림 

2-11] 참조), 2020년 력기반차 500만  보 을 천명한 국이 단연 

에 띈다. 보  목표가 달성된다면 국은 력기반 그린카 부문에서 

세계 으로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한 2015년 기  

120만  보 을 목표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야심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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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고 있다.

각국이 제시하고 있는 R&D 정책과 보  지원 정책이 망기간 동

안 순조롭게 달성될 경우의 세계 그린카 시장의 모습은 IEA의 블루맵 

시나리오17)를 통해 측해 볼 수 있다. IEA의 ‘2010 에 지기술 망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의 탄소 시나리오인 블루맵 시나

리오에 따르면, 기차와 러그인 하이 리드차 시장은 2015년부터 

속도로 성장하여 2020년에는 연간 매량이 약 750만 에 이를 것

으로 망된다. 이는 각 국의 그린카 육성 정책이 효율 으로 집행된

다는 것을 가정한 결과이다. 기  러그인 하이 리드차는 각 국

이 본격 인 보  시기로 보고 있는 2015~2020년 기간 동안 연평균 

47%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측된다.

블루맵 시나리오에 따르면 각국의 그린카 육성 정책이 2020년 이후

에도 지속 으로 유지될 경우, 2050년 경량 자동차 시장에서 기 자

동차와 러그인 하이 리드차가 각각 5,000만 씩 매될 것으로 

상된다. 이는 체 경량 자동차 시장의 50%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한편, 2050년 체 경량 자동차 매 시장에서 통 인 화석연료 차

량의 비율은 약 10%로 축될 망이다.

17) 블루맵 시나리오(BLUE map scenario)는 각국이 기 발표한 탄소 정책을 포함

하여 극 인 온실가스 감 정책을 추진함을 가정하여, 2050년까지  세계 

CO2 배출량을 2005년 비 반으로 감축하는 망 시나리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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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PHEV & EV 연간 판매량 전망(IEA 블루맵 시나리오)

(단 : 백만 )

자료: IEA(2011)

[그림 2-13] 경량 자동차 연간 판매량 전망(IEA 블루맵 시나리오)

(단 : 백만 )

    자료: IEA(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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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방법론

1. 컨조인트법

가. 개요

본 연구는 컨조인트법(Conjoint Method)을 이용하여 친환경․고효

율자동차의 속성(attributes)에 해 소비자들이 부여하는 가치를 측정

하고자 한다. 컨조인트법은 특성가격법(Hedonic Price Method)의 발

인 형태로, 하나의 상품이 여러 가지의 속성을 지니고 있을 때 상

품의 가치는 개별 속성 가치의 합으로 구성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특성가격법은 시장의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의 속성별 가치를 추

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아직 시장에 출시가 안 된 신제품이나 

시장거래 자료가 없는 상품의 가치는 추정할 수 없다. 반면, 컨조인트

법은 설문조사 기법을 통해 가상 인 시장 상황을 가정, 소비자들로 

하여  다양한 속성으로 구성된 상품들을 평가하도록 한 후, 그 결과

를 찰함으로써 새로운 상품이 갖고 있는 개별 속성에 한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한 속성별 가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속성과 가격 는 속성간

의 상충 계(Trade-off)까지 악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다시 말

해, 자동차라는 하나의 상품을 구성하는 여러 속성들이 서로 상충 계

에 놓여 있을 때18) 응답자의 선호체계를 분석하여 각 속성에 한 소

18) 를 들어, 자동차의 ‘안 성’이라는 속성은 일반 으로 연료 효율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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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to-Pay)을 유도함으로써 자동차

의 속성들과 차량 가격간의 계를 종합 으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

서 컨조인트법은 본 연구에서 의도하고 있는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의 속성별 가치와 속성 간의 상충 계를 악하는 데 합하다. 

컨조인트 분석은 지불의사 유도방법에 따라 크게 조건부 선택법

(Contingent Choice Method), 조건부 순 결정법(Contingent Ranking 

Method), 조건부 등 결정법(Contingent Rating Method)으로 구분된

다. 조건부 선택법을 이용하여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에 한 가치를 

측정하기 해서는 먼  응답자에게 다양한 자동차의 속성 수

(attribute levels)으로 구성된 2개 이상의 가상 인 자동차를 제시하고, 

응답자들로 하여  산 제약 하에서 가장 선호하는 안을 선택하게 

한다. 다음으로 이 선택 결과들을 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함으

로써 서로 상충 계에 놓여있는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속성들에 

한 화폐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조건부 순 결정법은 응답자들에게 가상 인 자동차 안들을 제시

하고 이들에 한 선호를 숫자로 된 척도에 근거하여 표 하도록 하

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차량 가격을 포함한 다양한 자동차 속성들로 

구성된 2개 이상의 자동차 안에 해서 가장 선호하는 자동차부터 

가장 선호도가 떨어지는 자동차까지 순 를 정하게 된다. 이 방법은 

몇 가지 한계 을 가지는데, 가장 요한 것은 순 를 매겨야할 상

이 많아질수록 자동차 간의 상충 계가 복잡해지고 응답자가 인식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어 순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다

‘연비(fuel economy)’와 상충 계에 놓여 있다. 통상 안 성이 뛰어난 자동차는 

크기가 크고 무거운 신 연비는 낮다. 따라서 소비자가 안 성이라는 가치를 

얻기 해서는 일정 부분 연비의 가치를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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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man, 2003).

조건부 등 법은 좀 더 엄 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하여 조건

부 순 결정법에서 결정된 각 순 의 자동차 안들에 하여 요도

에 따라 최소 1 부터 최  10 까지 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선호가 동일한 자동차들에 해서 동 을 부여할 수 있어 선

호를 보다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순 를 결

정한 후 수까지 매겨야 하므로 조건부 순 결정법보다 응답자들의 

인지에 한 부담이 크다는 단 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응답자들이 자동차 속성에 해서 보다 쉽게 인

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선택법을 이용한다. 조건부 선택법은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입할 때의 인식 상황을 가장 유사하게 표 한 방법으

로, 상품의 가격과 속성을 모두 고려한 후에 ‘사거나, 사지 않는(take 

or leave)’ 방식을 용한다. 조건부 선택법은 소비자의 인지에 한 

부담을 완화하고, 실제 인 상품 구매 상황을 상정한다는 에서 컨조

인트 분석의 연구 사례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Adamowicz, 

et al., 1998). 컨조인트 분석법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마 , 교통학, 

심리학 분야 등에서도 리 사용되고 있다(Louvier et al., 2000).

나. 주요 선행 연구

컨조인트법과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을 이용하여 시

장에 존재하지 않거나 시장 거래 자료가 충분치 않은 체연료

(alternative fuel) 승용차를 분석 상으로 다룬 다수의 연구들이 존재

한다. 이 연구들은 공통 으로 연비, 자동차 성능, 자동차 가격 등 다

양한 자동차 속성변수들을 분석에 포함시키고, 어떤 속성들이 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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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자동차의 선택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 다. 더 나아가

서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차량의 속성 변화가 휘발유 등 기존 승용차

를 포함한 체연료 자동차의 시장 유율에 미치는 효과에 을 두

거나, 이론  합리성에 근거한 연료별 승용차의 시장 유율 측 자체

를 목 으로 삼기도 하 다. 한, 본 연구와 유사하게 소비자의 지불

의사액(WTP)을 추정하여 자동차의 속성별 가치를 도출한 Potoglou 

and Kanaroglou(2007)와 같은 연구도 존재한다.

해외에서는 하이 리드, 기, CNG(Compressed Natural Gas), 메탄

올(Methanol) 등 다양한 체 연료(에 지)들이 분석 상에 포함되었

으며, 체연료 자동차의 시장 보 과 련된 연구들이 비교  활발하

게 진행되어 왔다. 반면,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체 연료로 하이

리드와 CNG만이 고려되어 있으며, 이 분야에 한 선행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컨조인트 분석을 한 연료 종류에 기를 포함시키는 

등 하이 리드차, 러그인 하이 리드차, 기 자동차, 클린디젤 자

동차 등 친환경․고효율 자동차를 종합 으로 다룬다는 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한 다양한 자동차 속성에 한 화폐가치 추정을 

통해 정책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최 로 시도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주요 국내․외 선행 연구의 내용  

특징을 간략히 소개한다.

이종수․조 상․이정동(2004)의 연구는 자동차시장 규제 완화로 

2005년에 신규 도입이 정된 일반형 경유 승용차의 시장 유율 측

을 목 으로 2004년에 수행되었다. 일반형 경유 승용차에 한 소비

자의 선택권 강화라는 사회  편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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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와 세수입 감소, 연료수  불균형 등으로 정

부가 불가피하게 경유 승용차의 수요를 조 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들

이 존재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논의에 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목 으로 이루어졌다. 먼  일반형 경유 승용차의 시장 유율을 측

하고, 정부 규제로 인한 자동차 구입비용과 운 비용의 변화가 기  

시장 유율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당시 일반형 경유 승용차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재화이므로 

소비자의 진술선호(Stated Preference)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컨조인트

법을 사용하 다. 컨조인트법 에서도 응답자가 선호하는 순서 로 

선택 안에 등수(ranking)를 매기는 방법을 사용하 으며, 이러한 자

료 특성을 고려하여 순서형 로짓모형(rank ordered logit model)을 소

비자 효용함수 추정에 이용하 다. 연구에 활용된 자동차 속성변수는 

연료 종류, 연료 가격, 자동차 연비, 자동차세, 자동차 가격이고 사용 

연료는 휘발유와 경유로 한정하 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은 운 비용이 렴한 경유 승용차를 휘

발유 승용차보다 선호한다. 둘째, 환경부가 제시하는 휘발유와 경유간

의 상 가격 비율(100:85) 하에서 우리나라의 경유 승용차 유율은 

서유럽과 유사한 수 (40% )으로 상승할 수 있다. 셋째, 기오염 

개선을 한 매연 감장치 부착으로 차량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경유 

승용차는 여 히 경쟁력을 가진다.

황상규․박상 ․박용일(2008)은 우리나라 친환경․에 지 감형 

자동차 개발  보  추진 략을 진단하고, 보 정책 평가를 통해 친

환경 차량의 이용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이 연구도 정책 평가를 

해 수도권의 승용차 구입 희망자 412명을 상으로 진술선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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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한 후, 조건부로짓모형(conditional logit model)을 활용하여 자

료를 분석하 다. 자동차 종류별 선택 안 집합은 휘발유, 경유, 하이

리드( 기+휘발유) 등 3가지 연료 형태와 경차, 소형차, ․ 형차

(일반형), ․ 형차(SUV) 등 4가지 차 을 조합한 6가지로 설정하

다(<표 3-1> 참조). 

기 　 선택 집합 구성

경차 (1) 경차(휘발유), 경차(경유), 소형차(하이 리드)

소형차 (2) 소형차(휘발유), 소형차(경유), 소형차(하이 리드)

․ 형차

(3) ․ 형차(휘발유/세단), ․ 형차(경유/세단), 
   ․ 형차(하이 리드/세단)
(4) ․ 형차(휘발유/세단), ․ 형차(경유/SUV), 
   ․ 형차(하이 리드/세단)
(5) ․ 형차(휘발유/SUV), ․ 형차(경유/세단), 
   ․ 형차(하이 리드/세단)
(6) ․ 형차(휘발유/SUV), ․ 형차(경유/SUV), 
   ․ 형차(하이 리드/세단)

<표 3-1> 구입의향 차급별 선택대안 집합

자료: 황상규․박상 ․박용일(2008) pp. 71.

먼  경차, 소형차 등 구입의향 차 에 해 질문한 후, 응답자가 

선택한 차 별로 자동차 선호 조사를 진행하 다. 응답자 1인당 자동

차 속성 값이 다르게 조합된 9개씩의 선택 안 집합이 제시되었으며, 

정책 평가를 한 자동차 속성은 차량 구입지원비, 연간 유류비, 기

오염 감율, 공공 주차요  할인율, 자동차세 할인율 등으로 구성되

었다. 이 연구는 기 구입비 지원이 하이 리드 자동차 선택 확률을 

가장 크게 증가시키므로, 차량 구매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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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  확 에 가장 효과 이라고 주장하 다. 한 유류비  주차

요  할인 등과 같은 운행비용 약 정책도 효과 인 수단이라고 평

가하 다.

Ahn et al.(2008)의 연구는 체연료 승용차의 시장 보 이 연료별 

승용차의 보유  이용에 미치는 향 분석에 을 두었다. 체연

료 차량에 한 소비자의 선호를 추정하기 하여 설문조사를 이용한 

컨조인트 분석과 다  이산-연속선택모형(multiple discrete-continuous 

choice model)을 사용하 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500명을 면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 으며, 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280명

에 한 자료를 실제 분석에 활용하 다. 연구에 고려한 승용차 속성

변수는 연료 형태, 차량 형태(일반형, 다목 형), 차량 유지비용, 엔진 

크기, 연료 효율(㎞/ℓ), 연료 가격이다. 연료 종류에는 기존의 휘발유, 

경유, LPG 외에 CNG, 하이 리드( 기+휘발유)를 추가하 다. 동 연

구는 미래에도 휘발유 승용차가 여 히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차

량이 될 것이지만, 체연료 승용차도 휘발유  경유 승용차에 한 

유력한 체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Brownstone et al.(1996)의 연구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신차  고

차 수요 측을 목 으로 개발된 ‘수요 측 시뮬 이션 시스템’의 일

부 모형을 이용하여 휘발유 자동차와 메탄올, CNG, 기 등 3가지 

체연료 자동차의 수요 유율을 측하 다. 총 4,747 가구에 한 진

술선호 조사 자료를 이용하 으며, 각 선택 집합(choice set)에 속해 

있는 3개의 자동차 안의 속성변수로는 운행 가능거리, 구매가격, 가

정에서의 주유(충 )시간  연료비용, 주유(충 )소에서의 주유(충 )

시간  연료비용, 휘발유 비 이용 가능한 충 소 개수, 30mile/h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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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가속시간, 최고 속도, 휘발유 차량 비 오염물질 배출 비율, 자동

차 크기, 차체 형태, 트 크 크기 등이 활용되었다. 

Brownstone and Train(1999)은 Brownstone et al.(1996)의 연구에 

활용된 동일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 휘발유 자동차 시장에 기, 메탄

올, CNG 등 체연료 자동차가 신규 도입될 경우의 연료별 자동차 

시장 유율 변화를 측하 다. 이 연구는 ‘무 계한  안으로부터의 

독립’(IIA; 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이라는 제약이 없

는 혼합로짓모형(mixed logit model)을 이용하여 자동차 간의 체

계를 실제 시장과 유사한 모습으로 측하 다는 데 의미가 있다.

Potoglou and Kanaroglou(2007)는 캐나다 해 턴 도시지역을 

상으로, 가구의 친환경 자동차 선택에 향을 주는 요인들과 인센티

제도에 해 연구하 다. 인터넷을 이용한 진술선호 조사 기법으로 자

료를 수집하 으며, 응답자에게 제시된 선택 안은 3개로 구성하

다. 이 연구는 자동차 속성변수로 연료 형태(휘발유, 하이 리드, 체

연료), 자동차 크기, 100㎞/h 도달 가속시간, 연간 유지비용, 연간 연

료비용, 오염물질 배출 수 , 연료 이용가능성, 차량 구입가격을 반

하 다. 한 차량 구입 시 세  감면, 무료 주차, 1인 탑승차량의 

용차로 운행 허용 등과 같은 인센티  제도를 선택 안의 속성으로 

사용하 다. 계층로짓모형(nested logit model)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자동차 운 비용 감축, 차량 구입시 세  감면, 오염물질  배출이 

친환경 자동차의 선택을 진하는 요인인 것으로 밝 졌다. 한 연료

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도 소비자가 체연료 차량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다. 반면, 무료 주차, 1인 탑승차량

의 용차로 운행 허용과 같은 비  인센티 는 친환경차 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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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최종 으로 소비자 지불의사액(WTP)을 추정하여 차량 

속성별 가치를 평가하 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편익을 제공하는 

차량 속성변수에 한 추가 지불의사액이 었으며, 자동차 가격의 수

에 상 으로 덜 민감한 고소득층에서는 추가 지불의사액이 크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100의 연간 

자동차 운 비용 감축에 한 소비자들의 추가 지불의사액은 소득 수

에 따라 $500~$1,000 범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의 연간 

연료비용 약에 해서는 $2,200~$5,300를 차량 가격으로 추가 지불

할 의사가 존재했으며, 100㎞/h 도달에 소요되는 자동차의 가속시간을 

1  단축할 경우의 추가 지불의사액은 $500~$1,200 수 이었다. 한 

자동차 구입 시, 세  면제에 한 추가 지불의사액은 $2,100~$5,000 

수 으로 나타났다. 

다. 컨조인트 분석을 위한 조사 설계

컨조인트 분석을 용하기 해서는 상품의 속성과 속성 수

(attribute levels)의 식별 가능성, 한 지불수단, 통계  선택 방법

을 이용한 실험계획법  설문조사법 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컨조인트법은 통상 6단계를 거쳐 실행되는데, 첫 단계에서는 가치

를 측정하고자 하는 상을 설정하게 된다. 두 번째는 응답자가 이해

하기 쉽고 측정이 가능한 속성  지불수단을 선정하고, 각 속성에 

한 수 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단계에서 정해

진 여러 속성 수 들로 구성된 선택 안 집합들 가운데 모형의 추정

이 가능하도록 최소 선택 안 집합을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실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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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용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설문조사표를 작성하는 작업이 이

루어지며,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장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로

부터 정보를 수집한다. 마지막으로는 얻어진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

여 결과를 도출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1) 가치측정 대상

화석에 지 고갈과 환경문제로 인해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차들은 높은 개발 비용이 

소요되어 가격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인지를 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친환경․

고효율 자동차에 한 기술개발도 요하지만, 이 자동차들에 해 소

비자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알아 으로써 시장에

서의 수용성을 가늠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에 한 속

성별 화폐가치를 알게 되면 이러한 자동차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지 악할 수 있고, 련 자동차의 보  확 를 

한 정책 안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여러 속성들을 수 별로 구분하여 속성별 가치를 추정하고

자 한다.

2)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속성 및 지불수단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에 한 속성을 식별하기 하여 앞에서 소

개한 이종수․조 상․이정동(2004), 황상규․박상 ․박용일(2008), 

Ahn et al.(2008)  Potoglou and Kanaroglou(2007)의 연구를 참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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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자동차 속성들은 크게 몇 개의 범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연료 종류이다. 이종수․조 상․이정동

(2004)의 연구에서는 연료 종류를 단순히 휘발유와 경유로 구분하

지만, 나머지 세 연구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이외에도 하이 리드, 

LPG, CNG를 추가하여 연료 종류를 다양화하 다. 두 번째 속성 범

주는 자동차의 종류이다. 선행연구에서 차량 종류는 자동차의 차 으

로 분류하거나 일반형, 다목 형 등 기능별로 구분하 다. 세 번째 속

성의 범주는 자동차 리  유지에 따른 비용 발생 부분이다. 차량

리비, 연간유류비, 자동차세가 이 범주에 속하는데, 이  하나의 속성

만 이용한 연구도 있고 두 개 이상의 속성을 동시에 이용한 연구도 있

다. 네 번째 속성범주는 차량의 성능이다. 성능에 한 속성은 제로백

(100km/h의 속도에 도달하는 시간), 엔진 크기, 연비가 있다. Potoglou 

and Kanaroglou(2007)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구에서 연비를 자

동차의 주요 속성으로 포함하 다. 다섯 번째 속성 범주는 차량 이용

에 한 인센티  제공과 련된 것이다. 인센티 는 주차비 감면, 구

입비 지원, 고속도로 용차로 운행 허용, 공공주차 할인 등이 있다. 

마지막은 자동차 구입가격으로, 다른 속성들과의 상충 계를 악하

는 데 매우 요한 속성이다. Ahn et al.(2008)과 황상규․박상 ․박

용일(2008)은 다른 인 속성을 차량 가격 속성을 신하여 사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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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자동차 속성

이종수 외(2004) 연료종류, 차량가격, 연비, 연료가격, 자동차세

황상규 외(2008) 연료종류, 차량크기(종류), 연간유류비, 기오염 감률, 연비, 
차량 구입지원비, 공공주차 할인, 자동차세

Potoglou &
Kanaroglou(2007)

연료종류, 차량종류, 차량가격, 연간유류비, 차량 리비, 연

료별 주유소 비율, 제로백, 사회  인센티 , 배기가스 배출 

수

Ahn et al.(2008) 연료종류, 차량종류, 차량 리비, 엔진크기, 연비, 연료가격

<표 3-2> 주요 선행 연구의 자동차 속성변수 비교

본 연구는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속성에 한 가치를 추정하는 

데 목 이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차량의 속성을 결정하

다. 본 연구에서 속성을 결정하는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속성은 서로 독립이거나 이에 근 해야 한다. 둘째, 속성의 수는 가능

한 한 어야 하며, 최  8개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Phelps 

and Shanteau, 1978). 셋째, 속성은 응답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직 으로 쉽게 설명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넷째, 자동차의 구입에 

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은 속성으로 포함시킨다. 

설문조사 문가, 자동차정책 문가, 소비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 최종 으로 결정한 속성은 연료의 종류, 연비, 

주유(충 )시간, CO2 배출량, 연간 자동차세, 자동차 구입가격 등 6가

지이다. 각 속성은 다른 값을 갖는 네 개의 수 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 의 범 는 재 자동차 생산 기술  미래에 가능한 기술 수 을 

고려하여 결정하 다. 각 속성에 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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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료 종류

친환경․고효율 자동차가 가지는 주요 속성  가장 쉽게 일반 차

량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연료 종류이다. 연료의 종류( 는 구동방

식)는 휘발유, 경유, LPG, CNG, 하이 리드, 기, 수소 연료 지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속성을 모두 고려하여 설문조사에 반 하는 것

은 한계가 있고 연구의 목 이 흐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기존의 휘발유  경유를 기본 으로 포함하고,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에 지원은 ‘ 기’와 ‘ 기+휘발유’(PHEV)로 한정하 다. 

기 충 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이 리드 자동차(HEV)와 높은 배

기가스 기 을 충족하는 클린디젤 자동차(CDV)는 ‘연비가 우수한 휘

발유 자동차  경유 자동차’로 설명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연료 종류

로 설정하지 않았다. 즉, 일정 수  이상의 ‘고연비 가치’가 더해진 휘

발유차  경유차를 하이 리드차와 클린디젤 자동차로 간주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나) 연비

배기량 3,000cc를 과하는 형 수입 자동차의 평균 연비가 7㎞/ℓ 

정도이며,19) 기 자동차의 연비가 40㎞/ℓ에 이를 수 있다는 을 고

려하여 연비의 수 을 7㎞/ℓ, 15㎞/ℓ, 25㎞/ℓ, 40㎞/ℓ로 구분하

다. 기차의 경우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지 않지

만, 응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차의 연비 속성도 리터당 

주행거리로 정의하 다. 

19) 형 수입자동차의 공인 평균연비는 2009년 7.15㎞/ℓ, 2010년 7.25㎞/ℓ 수

이다(지식경제부․에 지 리공단, 2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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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유(충 )시간

기 자동차의 주요 문제 은 충 시간이 길어 자동차 이용의 편리

성․기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1회 충  시 짧은 주행거

리, 충 소에 한 근성(개수) 하 등도 기 자동차 이용을 기피

하게 하는 요인들이다. 휘발유나 경유 차량은 짧은 시간에 연료 보충

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특성에서 기 자동차와 크게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이용의 편리성 정도’를 자동차의 속성으로 고려하

고, 주유(충 )시간을 리 변수로 선정하 다. 즉, 긴 충 시간이 

기 자동차 이용에 수반되는 불편함을 표한다고 보았다. ‘1회 충  

시 주행가능 거리’, ‘충 소 근성’도 자동차 선택에 있어서 요한 

요소이지만 속성변수의 개수에 제한이 있고, ‘불편함’이라는 범주로 

묶일 수 있는 변수들이므로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자동차 이용의 편리성 정도’라는 특성을 반 하기 해서 주유(충

)시간의 수 을 5분, 10분, 30분, 60분으로 결정하 다. 재 일반 

승용차의 주유시간을 5분으로 간주하고,20) 기 자동차의 충 시간을 

최  60분으로 정하 다. 최근 기차 개발 소식에 의하면, 배터리 충

을 한 시간은 속(急速) 충 이 30분 내외, 완속(緩速) 충 의 경

우는 6시간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완속 충 시간을 설계

에 반 할 경우 최소치(5분)와 최 치(360분)의 차이가 무 크기 때

문에 수  한 단계 간의 차이를 1시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 경

우, 다른 속성변수들의 수  설계 방식과의 일 성 결여로 소비자들이 

시간에 부여하는 가치를 정확하게 도출하기 어렵다.21) 한 주택이나 

20) 엄 하게는 연료 보충을 해 주유소에 머무는 시간을 의미한다.
21) 주유(충 )시간의 최소․최 치 비율은 72배가 되는 반면, 다른 속성변수들의 

그것은 부분 10배 이내이다. 이 경우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속성변수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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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단지에서 심야 시간을 이용하여 완속 충 을 할 경우, ‘6시

간’ 만큼의 불편성을 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최  충 시간

을 60분으로 설정하 다. 

(라) 자동차 가격

자동차 구입에 있어서 가장 요한 속성이 자동차 가격이다. 재 

국내에서 시 되고 있는 자동차 가격은 1,000만 원부터 2억 원까지 

그 범 가 매우 넓다. 이 게 넓은 범 의 가격 수 을 속성변수의 수

 값으로 단순히 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되어, 자동차의 상

인 가격을 응답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 다. 즉, 먼  다

음번에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격 를 묻는 질문을 하 고, 

그 가격 를 기 으로 ‘500만 원 렴’, ‘차이 없음’, ‘1,000만 원 비

’, ‘2,500만 원 비 ’이라는 4개의 상 인 가격 수 을 속성의 수

 값으로 제시하 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자신이 다음번에 구입하려

고 하는 자동차의 가격을 먼  생각하고 그 가격에 비해서 비싸거나, 

렴하거나, 동일한 자동차의 가격을 인식할 수 있다. 

이 게 하면 넓은 범 의 자동차 가격을 연구에 반 할 수 있으며, 

구입 상 가격 를 기 으로 설문조사 자료를 몇 개의 그룹으로 분

리하여 컨조인트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 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 속성에 한 소비자 가치를 그룹별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자

동차 가격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포함한다는 단서를 설문에 포함

하여 자동차 구입에 따른 모든 비용을 자동차 가격에 포함하도록 하

다. 

충 계(Trade-off)를 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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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탄소 배출량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이용으로 탄소 배출량이 감되는 것은 

환경 으로 매우 요하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기

22)이 새로 도입되고, ‘에 지소비효율  등  표시제도’에 따라 이

산화탄소 배출량이 자동차에 표시되고 있다는 것은 탄소 배출이 국가

으로 얼마나 요한 문제인가를 알 수 있다. 한, 자동차 고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등장한다는 은 소비자들도 탄소배출에 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탄소 배출 감에 어

느 정도의 가치를 두는지 알아보기 해 탄소 배출량을 자동차의 속

성으로 고려하 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 배출량의 수 을 50g/㎞, 100g/㎞, 150g/㎞, 

300g/㎞으로 설정하 다. 재 경유나 휘발유 자동차의 평균 인 탄소

배출량은 170~180g/㎞ 수 이다. 기 자동차의 탄소 배출량을 고려

하여 최소 수 을 50g/㎞으로 하 고, 형 수입자동차(3,000cc 이상)

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수 을 고려하여 최댓값을 300g/㎞으로 

정하 다.23)

(바) 자동차세

자동차 유지  리에 따르는 비용 부분을 고려해서 연간 자동차

세액을 자동차의 속성으로 포함하 다. 자동차세는 기본 으로 차량

의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사용연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세

22) 자동차 평균에 지소비효율기 ․온실가스 배출허용기   기 의 용․ 리 

등에 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1-89호, 2011.6.9)
23) 기차 자체의 탄소 배출량은 0g/㎞이나, 우리나라의 원 구성 상, 기를 생

산하는데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최소 수 을 50g/㎞으로 가정하 다. 2010년 

기  형 수입자동차(3,000cc 이상)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70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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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면된다. 자동차의 사용연수가 4년일 경우, 배기량 1,000cc 에 

11.7만 원, 2,000cc 에 46.8만 원, 3,000cc 에는 77.2만 원의 세 이 

부과된다.

자동차 구입 가격뿐만 아니라 보유에 따르는 비용도 자동차 구입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일 수 있다. 따라서 설문의 응답자가 자동

차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 인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자동차세를 주요 속성으로 이용하 다. 자동차세는 매년 

지불해야 함을 인식시켰고, 최하 10만 원부터 최  80만 원까지의 범

 내에서 4개 수 을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속성 변수와 각 속성별 수 은 <표 3-3>에 일

으로 정리되어 있다. 

속성 변수 속성변수 수

연료 종류 휘발유, 경유, 기, 기+휘발유(PHEV)

연비(㎞/ℓ) 7, 15, 25, 40

주유(충 ) 시간(분) 5, 10, 30, 60

자동차 가격(만원) 상 구입가격 비 +2,500, +1,000, 0, -500

탄소배출량(g/㎞) 50, 100, 150, 300

자동차세(만원/년) 10, 20, 40, 80

<표 3-3> 속성 및 속성 수준

3) 선택대안 집합의 설계

컨조인트 분석을 해서는 속성의 수 이 하게 조합된 안을 

만들어 설문에 제시해야 한다. 안들의 속성이 응답자의 선택에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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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향을 주는지를 악할 수 있도록 안들이 구성되어야 한다. 즉, 

여러 속성들로 구성된 선택 안들이 응답자의 선택 확률에 향을 주

도록 안의 집합을 설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통계 인 설계이론에 

바탕을 둔 실험선택법을 이용하여 선택 안 집합들을 결정하 다. 

컨조인트 분석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일반 으로 여러 개의 선택

안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된 안(일반 휘발유 자동차)

에 다른 2개의 안이 추가된 총 3개의 안을 하나의 선택 안 집합

으로 만들어 응답자에게 제시하 다. 선택 안 집합을 구성하기 해 

자동차의 속성들을 모두 결합하면 4,096개(  )의 선택 안들

이 존재한다. 그러나 응답자들에게 모든 선택 안들을 제시하는 것은 

비 실 이기 때문에, 실험선택법을 이용하여 모형의 추정이 가능하

도록 선택 안의 수를 64개로 단축하 다. 이 에서 2개의 선택 안

과 한 개의 고정된 안을 묶어 총 32개의 선택 안 집합을 만들었고, 

4개 버 으로 구분된 설문조사표에 8개씩 배분하 다. 

[그림 3-1]은 실제 설문에 사용된 선택 안 집합의 사례로서, 컨조

인트 분석을 한 설문의 핵심 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자동차A는 

휘발유 자동차로 연비가 7㎞/ℓ이며, 연료를 주입하는 데 5분이 소요

된다. 차량가격은 응답자가 1년 이내에 구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가

격 보다 500만 원이 렴하고, 탄소 배출량은 50g/㎞이며, 연간 자동

차세는 10만 원 수 이다. 

자동차B는 경유 자동차로 연비가 40㎞/ℓ이며, 연료를 주입하는 데 

3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차량가격은 응답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가격

보다 500만 원이 렴하며, 탄소 배출량은 150g/㎞이고, 연간 자동

차세로 40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C는 휘발유를 연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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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연비가 7㎞/ℓ이며, 5분의 주유시간이 소요된다. 차량가격은 

응답자가 1년 이내에 구입하고자 하는 가격 수 과 동일하고, 탄소 배

출량은 150g/㎞이며, 연간 자동차세는 40만 원이다.

모든 응답자들은 <표 3-3>에 제시된 6개의 속성 수 들로 구성된 2

개의 안과 일반 휘발유 자동차 수 으로 정의된 기  안 등 총 3

개의 안 에서 가장 선호하는 1개의 안을 선택하도록 요구된다. 

응답자들은 각 안별 자동차의 속성과 차량 가격 간의 상충 계를 

충분히 고려한 후, 자신의 선호를 표시하게 된다.



70

[그림 3-1] 선택대안 집합 구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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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률효용모형24)

개별 소비자의 행  는 선택의 결과는 여러 안들로 구성된 집

합에서 하나의 안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이산 인 변수인 경우가 

많다. 를 들어, 다양한 속성의 가치로 구성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산 제약 하에서 선택 가능한 승용차들 가운데 가장 큰 만

족을 주는 자동차를 선택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과 련한 분석을 

할 때는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 는 이산선택모형

(discrete choice model)이라 불리는 계량분석 방법을 용하여야 한

다. 이산  선택은 크게 서수형(ordered)과 비서수형(unordered)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분석방법을 달리 용해야 한다(Greene, 2008).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컨조인트법  조건부 선택법은 선택 안의 

순서와 상 없는 비서수형이다. 따라서 표 인 비서수형 모형인 조

건부로짓모형과 계층로짓모형에 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가. 조건부로짓모형

이산선택모형은 McFadden(1978)이 고안한 임의  확률효용모형

(random utility model)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설명변수의 성격에 따

라 조건부(conditional) 로짓모형과 다항(multinomial) 로짓모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조건부로짓모형의 도출은 다음과 같다. 

먼 , 번째 소비자(가계)가 개의 자동차 안 가운데 라는 안

을 선택했을 때의 임의  확률효용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24) 정한경․박 수․최도 ․김수일(2007)의 소비자선택모형(pp.137~144.)  일부 

내용 발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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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3-1)

여기서 z 는 선택할 자동차 안의 속성변수(attributes)들로 구성된 

벡터이며, 오차항 는 측되지 않는 안의 속성들과 소비자의 불

완  정보로 인해 최 화 오류가 발생될 가능성을 포함한다.25) 소비

자가 특정 안 를 선택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용 가 개의 효

용수  가운데 최 효용이라고 가정하면, 가 선택될 확률에 의해 유

도되는 통계  모형은 아래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Pr ,           for all ≠                         (3-2)

가 선택을 나타내는 확률변수라 하고, 개의 오차항이 제1형태 

극한값 분포(typeⅠ extreme value distribution)를 가지고 독립 이고 

항등 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소비자 가 개의 안 가운

데 를 선택할 확률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유도될 수 있다.26)

Pr    x x  x   






 ′ x 


 ′ x 

                   (3-3)

25) 오차항의 분포에 한 가정에 따라 로짓(logit)  로빗(probit) 모형으로 별

된다. 로빗 모형은 오차항의 정규분포를, 로짓 모형은 로지스틱 분포를 가정

한다. 로빗 모형은 정규분포의 다  분(multiple integrals)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이론 으로 확률효용모형을 용하는데 있어서 로짓 모형보다 용이 

어렵다. 
26) 도출과정은 Maddala(1983) pp.60~61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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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로짓모형의 추정은 의 식(3-3)으로부터 로그우도함수를 도

출하여 최우추정법을 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로짓 모형의 추

정계수 벡터는 안 선택확률에 한 설명변수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s)를 의미하지 않는다. 선택확률에 한 설명변수의 한계효과는 

식 (3-3)을 x에 하여 편미분함으로써 얻어지며, 식(3-4)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x

                         (3-4)

와 의 존재로 인하여 x 의 모든 설명변수들은 모든 확률에 

향을 미치게 된다. 

다항(multinomial) 로짓모형은 소비자 가 안 를 선택할 확률이 

소비자 특성변수와 알려지지 않은 모수의 함수로 표 된다. 즉, 소비

자의 안선택을 설명하기 하여 소득, 연령 등 개인의 특성들을 사

용한다. 다항로짓모형은 식 (3-5)와 같이 표 된다. 

Pr   x 


 




 
′ x 


 
′ x

        (3-5)

 

로그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는 조건부 로짓모형과 동일하

게 정의되며, 로그우도함수를 극 화하는 추정계수들을 얻을 수 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특성변수들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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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할 수 있다. 선택 결과들이 나타날 확률에 한 특성변수들의 한

계효과는 식 (3-5)에 하여 특성변수들의 편도함수를 계산함으로써 

구해진다.

 x
Pr

 Pr



 

 Pr

 Pr              (3-6)

한편,  모형 (3-3)과 (3-5)에서 J개의 로그승산비(log-odds ratios)

가 계산된다. 다항 로짓모형이나 조건부 로짓모형의 승산비(odds 

ratios) 는 다른 안의 존재 여부에 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성질은 임의확률 효용모형의 오차항이 독립 이고 분산

이 일정하다는 가정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무 계한 

안으로부터의 독립(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이라고 한

다.27) Hausman and McFadden(1984)은 안선택 집합에서 무 계한 

선택을 모형으로부터 제외하더라도 모수 추정치를 구조 으로 변화시

킬 수 없다는 것을 밝혔다. 

27) IIA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어떤 두 개의 안 간에 하나를 선택

할 상 인 확률(relative probability)이 모든 다른 안들과 독립이라는 것이

다. 더 구체 으로 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안들의 집합이라고 정

의하고,  을 더 넓은 안의 집합이라고 가정하면( ⊂   ), IIA 원

칙은 다음과 같다.

      Pr
Pr

Pr  
Pr  

  
   여기서 Pr은 집합에서 이 선택될 확률을 나타낸다. IIA 특성은 조건부 

로짓모형에서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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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층로짓모형

계층로짓모형(nested logit model)은 IIA 특성을 가정하고 있는 조건

부로짓모형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안으로 제시되었다. 계층로

짓모형은 모든 선택 안들을 몇 개의 하부 그룹으로 나 고, 그룹 간

에는 이분산을 허용하지만 각 그룹 내에서는 IIA 가정이 유지되도록 

한 모형이다. 조건부로짓모형은 하부 그룹이 하나만 존재하는 계층로

짓모형의 특수한 형태로 간주 될 수 있다.

이하 계층로짓모형의 유도는 Haab and McConnell (2002)을 참고하

다. 와 를 계층의 수직  수 (nesting levels)으로 정의하고 는 

하 그룹 선택을, 는 상 그룹 선택을 나타낸다고 하자. 는 상 그

룹의 총 개수이고,     는 상 그룹의 안  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하 그룹 안의 수를 의미한다. 소비자가   을 선택했을 

경우, 소비자가 하 그룹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안은 개가 존재한

다. 소비자가 선택 조합  를 선택할 때의 효용은 아래와 같이 표

된다.

                                                  (3-7)

여기서 는 안의 속성변수들에 의존하며   선택과 련한 

오차항인 는 효용의 확률  성격을 나타낸다. 

선택 확률 Pr 는 모든 가능한 선택조합 가운데 소비자의 선택

행   를 연구자가 측할 확률을 의미한다. 확률 Pr 를 유

도하기 해서는 효용함수에서 확률  부분인 오차항의 분포에 한 

가정이 필요하다. McFadden(1978)은 계층로짓모형 유도를 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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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 극한치(multi-variate extreme value) 분포의 한 형태인 일반 극한

치(generalized extreme value) 분포를 사용하 다. 

 exp





 








 

 exp
 







                      (3-8)

    단,     ≤ ∀

오차항이 일반 극한치 분포를 따를 때, 소비자가 모든 안집합 

에서 안 ( ,)를 선택할 확률은 식(3-9)와 같이 정리된다.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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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여기서 과 은 모든 에 해서 추정되어야 할 분포 모수

(distributional parameters)이다. 만약 모든 에 해서   이고, 

  이라면, 의 확률은 조건부로짓 확률로 단순화된다. 한편, 식 

(3-8)의 확률은 계층 가 선택된 후 안 를 선택할 조건부 확률과 

계층 를 선택할 확률의 곱으로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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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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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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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확률 Pr  은 계층 에서  안들 가운데 안 를 선택하는 

조건부로짓 모형이며, 확률 Pr은 선택가능한 계층그룹 가운데 계

층 를 선택하는 로짓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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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소비자 선호 조사

1. 조사사업 개요

가. 설문 항목 및 구성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조사표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각 속성에 한 소

비자들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 다.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표의 주요 

항목 구성과 조사 설계방법에 해 소개하고 주요 조사 결과를 제시

하고자 한다. 조사표 설계 과정에서 사  조사를 시행하여 개별 질문

들에 한 응답자의 반응을 검증하고 설문 내용을 보완하 다. 한, 

설문 내용에 한 응답자들의 이해도  응답 편의성 제고를 해 

문 조사기 과의 의를 통하여 설문 내용  구성을 개선하 다. 

설문지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응답자

들의 자동차 이용 황과 주요 에 지 정책에 한 생각을 알아보기 

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련 정책 의사결정자

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자동차 이용 황을 악하기 해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 

주요 사용 용도  월간 유류비 지출액을 조사하 다. 소비자들이 자

동차를 구입할 때 어떤 요소들을 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해 차량 가격, 자동차 메이커, 엔진 크기 등 자동차의 주요 속성들을 

제시하고 요도에 따라 4순 까지 선택하도록 하 다. 한 주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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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책을 제시하고 응답자들이 5단계 척도로 요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련 정책에 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분류 조사 항목

<Part A>

자동차 이용  

에 지 정책 인식

-  보유 자동차 종류

- 주요 자동차 이용 용도

- 소유 차량의 1개월 유류비 지출

- 자동차 구입시 요 고려요인

- 향후 5년간 연료별 가격 변동 상

- 주요 에 지 정책에 한 평가

<Part B>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인지도

- 하이 리드 자동차(HEV)
- 러그인 하이 리드 자동차(PHEV)
- 기 자동차(EV)
- 수소 연료 지차(FCEV)
- 클린디젤 자동차(CDV)
- 압축천연가스 자동차(CNGV)

<Part C>

컨조인트 분석을 한

선호 자동차 선택

- 구입할 차량의 종류(크기)
- 구입할 차량의 가격

- 선택가능 안 집합  선호 차량 선택

<Part D> 

인구  사회․경제  특성

- 성별  연령

- 학력

- 운  경력

- 개인  소속 가구의 월평균 소득

<표 4-1> 주요 조사 항목

두 번째 부분은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에 해서 응답자들이 얼마

나 잘 알고 있는지에 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하이 리드 자동차, 

러그인 하이 리드 자동차, 기 자동차 등에 한 개념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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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여 응답자들의 인지 정도를 악하고, 기존에 응답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 다. 설문 문항을 ‘정확히 

잘 알고 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들어본  있다’, ‘잘 모른다’ 등 

3가지 척도로 구성하여 사  인지도를 평가한다. 이 항목들은 응답자

들이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에 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선호 자

동차 선택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설계되었다. 응답자의 인지도

를 높이기 해서 아래와 같이 자동차에 한 설명과 함께 구동방식

에 한 간단한 그림도 제시하 다.

[그림 4-1]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설명 사례

세 번째 부분은 컨조인트 분석을 용하기 한 본 설문 조사의 핵

심이다. 자동차 속성들 간의 상충 계와 속성들에 한 소비자들의 지

불의사액(WTP)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이 구성되었다. 본격 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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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 선호 조사에 임하기 에 향후 구입할 자동차의 크기와 차량 구

입 산에 해 질문하 는데, 이 문항은 응답자들이 상 차량구입 

가격을 설정하도록 하기 한 것이다.

[그림 4-2] 구입 차량 크기 및 예산 질문

 본 연구에서 설정한 6가지 자동차 속성(사용 연료, 자동차 가격, 

연비, 주유(충 )시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간 자동차세) 가운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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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요한 것은 차량 가격인데, 선택 안 자동차들의 가격변수가 ‘

상 차량가격 비 500만 원 렴’ 등과 같이 응답자의 상 차량가격

과의 차이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해

서는 막연한 ‘희망’ 가격이 아닌 산제약 하의 ‘실제’ 지출 가능한 

가격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해 먼  구입할 차량의 크기

를 선택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입 가격 를 선택하게 하 다. 

다음으로 앞 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6개의 자동차 속성별 4개의 

수  값이 하게 조합된 자동차 선택 안을 설문지에 제시하 다. 

응답자가 선택가능한 안의 수는 64개이나, 2개의 안과 하나의 고

정된 안을 묶어 총 32개의 선택 안 집합을 구성하 다. 응답자들

은 각 안집합에서 가장 선호하는 하나의 자동차를 선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네 개 버 으로 구분하고, 각각 8개씩의 선

택 집합을 배치하 다. 이를 통해 모든 응답자들로 하여  선택 행

를 8번만 행하도록 하 다. 이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한 

방안이다. 응답자들로 하여  32회의 선택을 연속 으로 행하게 하는 

것은 조사 결과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각 

버 의 설문지는 선택 안 집합의 구성에서만 차이가 있으며 다른 

모든 설문 항목들은 동일하다. 마지막 부분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 운

경력, 소득 등 인구 통계  경제 변수에 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표본 설계와 설문조사 방법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에 한 소비자 선호 조사의 모집단은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 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동차 운 면허증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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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이다. 이  1,000명의 표본을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 할당하

여 추출하 다. 모집단으로 활용한 경찰청의 2010년 수도권 운 면허

증 소지자 수는 지역별, 성별로만 구분되어 있으므로 연령별 분포는 

<표 4-4>에 제시된 주민등록 통계의 인구 비율을 용하여 도출하

다. 

구분 내용

조사 상(모집단) - 수도권의 1․2종 운 면허증 소지자

  ․ 재 자동차 운  여부와 무

표본 규모 - 총 1,000명 (층화변수: 지역>성>연령)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오 라인 조사

조사 시기 - 2011년 8월

<표 4-2> 조사 개요

구분　 계 남성 여성

서울 5,584 3,353 2,231

인천 1,425 879 546

경기 6,332 3,786 2,546 

수도권 계 13,341 8,018 5,323

<표 4-3> 2010년도 수도권 운전면허증 소지자 현황

(단 : 천 명)

 자료: 경찰청 면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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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20 30 40 50 60세 

이상

합계 18,874 3,503 4,417 4,462 3,528 2,964
소계 8,046 1,557 1,852 1,741 1,541 1,356

서울
남성 3,967 776 940 873 744 634
여성 4,079 781 912 868 797 722
소계 2,084 388 466 517 405 309

인천
남성 1,050 200 239 262 208 141
여성 1,034 188 227 255 197 168
소계 8,743 1,559 2,099 2,205 1,582 1,298

경기
남성 4,401 801 1,062 1,134 815 590
여성 4,342 758 1,038 1,071 767 708

<표 4-4> 2010년도 수도권 주민등록인구 현황

(단 : 천 명)

 자료: 경찰청 면허계

설문 조사에 활용된 자동차 운 면허증 소지자 모집단은 아래 <표 

4-5>와 같다. 

구분 계 20 30 40 50 60세 

이상

합계 13,341 2,483 3,134 3,169 2,493 2,061
소계 5,584 1,083 1,293 1,212 1,065 931

서울
남성 3,353 656 794 738 629 536
여성 2,231 427 499 475 436 395
소계 1,425 267 320 354 278 207

인천
남성 879 168 200 219 174 118
여성 546 99 120 134 104 89
소계 6,332 1,133 1,521 1,603 1,151 923

경기
남성 3,786 689 913 975 701 507
여성 2,546 444 608 628 450 415

<표 4-5> 모집단 현황

(단 :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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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 으로 수도권 체 주민등록 인구  70.7%가 운 면허

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운 면허증 소지 비율

(85.1%)이 여성(56.3%)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거주자의 면허증 소지 비율이 7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

(69.4%), 인천(68.4%)의 순이었다. 수도권 지역별, 성별, 연령별 표본 

할당은 <표 4-6>에 제시하 다. 

구분 계 20 30 40 50 60세 

이상

합계 1,000 187 234 237 188 154

소계 418 82 96 91 80 69

서울
남성 251 50 59 55 47 40

여성 167 32 37 36 33 29

소계 107 20 24 26 21 16

인천
남성 66 13 15 16 13 9

여성 41 7 9 10 8 7

소계 475 85 114 120 87 69

경기
남성 284 52 68 73 53 38

여성 191 33 46 47 34 31

<표 4-6> 지역․성․연령별 표본 할당

(단 : 명)

본 연구의 설문 조사표는 컨조인트 분석을 한 32개 선택 안 집

합의 배분에 따라 A, B, C, D의 4가지 버 으로 나뉘어 있다.28) 따라

서 <표 4-6>에 제시된 표본은 다시 <표 4-7>과 같이 각 설문지 버

별 동일 비율로 할당되었다. 

28) 본 연구의 부록에 설문 조사표 A버 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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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20 30 40 50 60세 

이상

합계 250 48 59 60 46 37
소계 104 21 24 23 19 17

서울
남성 63 13 15 14 11 10
여성 41 8 9 9 8 7
소계 27 6 6 7 5 3

인천
남성 17 4 4 4 3 2
여성 10 2 2 3 2 1
소계 119 21 29 30 22 17

경기
남성 71 13 17 18 13 10
여성 48 8 12 12 9 7

<표 4-7> 설문지 버전별 표본 할당

(단 : 명)

소비자 선호 조사는 설문 로그램 개발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기

반으로 하되, 일부 면 면 조사를 병행하 다. 온라인 조사를 이용

하여 880개의 결과를 확보하 고, 조사원을 활용한 오 라인 조사를 

통해 나머지 120개를 획득하 다. 

2. 조사 결과

가. 응답자 특성

조사에 임한 1,000명의 응답자  남성이 604명이었으며, 여성은 

396명이었다. 응답자 구성을 연령별로 보면, 30~40 가 체의 반

에 가까운 476명이었고 다음으로 20  192명, 50  184명, 60  이상 

148명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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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연령

합계 남자 여자 20 30 40 50 60  

이상

1,000 604 396 192 236 240 184 148

<표 4-8> 성별 및 연령 분포

(단 : 명)

응답자가 속해있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 수 을 살펴보면, 401~500

만원 구간이 24.0%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 다. 가구 소득의 분

포는 이 구간을 심으로 정규분포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이 701만 원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체의 14.6%

으며, 200만 원 이하의 소득 가구도 6.4%나 포함되어 있다.

[그림 4-3] 가구 소득 분포

응답자의 55.1%가 4년제 학교 재학․ 퇴․졸업자 고, 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도 12.7%에 달해 체 응답자의 67.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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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체 응답자의 반 

이상은 10년 이상의 운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운 면허증은 소

지하고 있으나 아직 운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비 은 3.5% 다.

[그림 4-4] 학력 분포

[그림 4-5] 운전경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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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조사 결과29)

1) 자동차 이용 및 에너지 정책 인식

응답자들은 자동차 종류30) 가운데 ‘승용일반 형’을 가장 많이 운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3%). 다음으로는 ‘승용일반 소형’ 

20.2%, ‘승용 다목 형’ 13.9%의 순으로 보유 비율이 높았다. 

[그림 4-6]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

‘승용일반 형’은 30 를 제외한 모든 연령 에서 가장 많이 보유

하고 있었으며, ‘승용일반 형’은 소득 수 이 높은 50  이상의 연

령층에서 상 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40 는 ‘승용 다목 형’

29) 조사결과에 한 통계표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30) 자동차 리법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배기량별, 유형별 기 은 다음과 같다. ① 

승용일반 경형: 1,000cc 미만, ② 승용일반 소형: 1,000~1,600cc 미만, ③ 승용
일반 형: 1,600~2,000cc 미만, ④ 승용일반 형: 2,000cc 이상, ⑤ 승용 다목

형: 임 형이거나 4륜 구동장치 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 운
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 
SUV․지 형) ⑥ 승합차: 주 목 이 여객운송용이며 10인승 이하( , 스타
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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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유 비율(22.9%)이 ‘승용일반 형’(33.3%) 다음으로 높은 것이 

특징 이었다. 재 운 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 비율도 13.8%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 자동차를 운 하고 있는 862명의 응답자들이 ‘자동

차의 주 용도’에 해 답한 결과를 보면 출․퇴근용이 43.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정용(쇼핑 등)이 39.9%, 용(장거리 여행 등) 

10.2%, 사업(업무)용 6.6%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출․퇴근용  

사업(업무)용의 비 이 56.4%로 나타나 여성(38.5%)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여성은 가정용의 비 (52.5%) 상 으로 높았다.

[그림 4-7] 소유 자동차의 주 용도

운 자의 1개월 유류비 지출액은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이 

42.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만 원 이상~40만 원 미만이 

37.0%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 별로 보면, 소득 수 이 낮은 20~30  

운 자의 유류비 지출규모가 상 으로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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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소유 자동차의 1개월 유류비 지출액

당장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차량 속성  가장 요하

게 생각하는 요소로는 자동차 가격(공채․소비세 포함)이 34.6%로 가

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동차 연비(㎞/ℓ) 30.9%, 자동차 종류(일반

형, 다목 형 등) 14.0%, 자동차 메이커 11.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9] 자동차 구입시 중요 고려 요소(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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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 시 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를 3순 까지로 확 하면, 

자동차 연비를 꼽은 응답자 비율이 73.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동차 가격 69.5%, 자동차 종류 40.2%, 자동차 메이커 39.7% 순이

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자동차 가격과 자동차 연비 등 자동차 이용에 

수반되는 ‘비용’이 차량 구입에 있어서 가장 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0] 자동차 구입시 중요 고려 요소(1+2+3순위)

향후 5년간 수송용 연료(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 변화 상31)에 

한 응답 결과를 보면, 반 으로 연료 가격이 높아질 것이라고 

상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휘발유의 경우, 응답자들의 83.7%가 가격 

상승을 상했으며 12.2%는 재 수 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가

격 하락을 상한 응답 비율은 4.1%에 그쳤다. 경유와 LPG의 가격 

31) 가격 변화에 한 상을 5단계 척도(① 매우 낮아짐, ② 낮아짐, ③ 재 수  

유지, ④ 높아짐, ⑤ 지속 으로 매우 높아짐)로 구분하고, 이  하나에 응답하

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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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을 상한 응답률은 각각 79.4%, 75.7%로 나타나 휘발유보다는 

상 으로 낮았다. 

[그림 4-11] 향후 5년간 수송용 연료 가격 상승 예상

가격 상승에 한 응답 비율을 ‘높아짐’과 ‘지속 으로 매우 높아

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연료별 차이 을 발견할 수 있다. ‘높아짐’

의 경우에는 LPG가 61.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유(61.6%), 

휘발유(59.3%)의 순이었다. ‘지속 으로  매우 높아짐’의 경우는 반

로 휘발유가 24.4%로 가장 높았고 경유 17.8%, LPG는 13.8% 다. 

이상의 응답 결과를 종합해보면 소비자들은 향후 5년 동안 평균 으

로 모든 수송 연료의 가격 상승을 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 연

료의 가격 차이도 더욱 확 될 것이라고 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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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연료별 가격 상승 예상 차이

다음으로는 6가지의 주요 에 지정책에 해 응답자들이 어떻게 생

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에 지 약, 원자력발  확 , 친환경․

고효율 자동차 보 , 신재생에 지 보 , 기요  등 에 지가격 상

승, 해외 에 지․자원개발 등의 에 지정책을 제시하고 5단계 척

도32)로 응답하도록 하 다. 

체 응답자의 79.0%가 에 지 약 정책( 형건물 냉방온도 제한, 

고효율기기 장려 , 승용차 요일제 등)에 해서 요하다고(어느 정

도 요 42.6%, 매우 요 36.4%)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  확  정책에 해서는 응답자의 55.0%가 정 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징 인 것은 연령별로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이다. 20~30

의 은 연령층에서는 원자력발  확 가 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32) ① 매우 요, ② 어느 정도 요, ③ 보통, ④ 별로 요하지 않음, ⑤  

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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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각 46.4%, 45.8%로 반에 미치지 못했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상승하 다. 40 는 50.8%, 50  65.2%, 

60  이상은 75.0%를 유하 다. 

[그림 4-13] 에너지절약 정책에 대한 인식

[그림 4-14]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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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고효율 자동차 보  확  정책에 해서는 응답자의 88.1%

가 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자가 남

자보다, 연령층이 높을수록 이 정책의 요성이 높다고 응답하 다. 

태양 , 풍력에 지 등 신재생에 지의 보  확  정책에 해서도 응

답자의 87.0%가 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4-15]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대한 인식

[그림 4-16]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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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  등 에 지가격 상승을 통한 소비 감축 정책에 해서 

체의 53.8%가 요하다고 인식하 으나, 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

율도 20% 수 에 달하 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 

 65.4%가 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의 경우는 46.2%만이 요

하다고 답하여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  이상에

서 정책의 요성(80.4%)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7] 에너지가격 상승 정책에 대한 인식

해외 에 지․자원개발 정책에 한 요도 비 은 84.0%에 달하

으며, 특히 50 (90.8%)와 60  이상(96.6%)에서 요성을 매우 높

게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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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정책에 대한 인식

2)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인지도

여기에 제시된 문항들은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에 한 정보 제공

을 통해 응답자들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한 목 을 갖고 있다. 친환

경․고효율 자동차에 한 응답자들의 인지 정도를 알아본 결과, 각 

자동차의 개념  특성을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응답자는 그리 많지 않

았다. 특징 인 것은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에 한 인지도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각 자동차 종류별로 ‘정확히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동일 응답비율에 비해 

3~4배 가량 높았다. 

하이 리드 자동차에 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체의 

25.3% 으며, ‘잘 모르지만 들어본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5.4%, 

‘잘 모른다’는 응답률은 9.3%로 나타났다. 러그인 하이 리드 자동

차의 경우는 ‘정확히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하이 리드차보

다 낮은 17.3%로 나타났으며, 잘 모른다는 응답률은 21.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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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하이브리드 자동차 인지도

[그림 4-2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인지도

기 자동차의 경우, ‘정확히 잘 알고 있다’는 답변 비율은 친환

경․고효율자동차  가장 높은 29.5% 으며, ‘잘 모른다’는 응답률

도 7.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 자동차에 한 소비자의 인지도

가 높은 것은 기 자동차의 역사가 길어 매스컴을 통해 할 기회가 

많았고, 배터리 충  방식의 다양한 사무․문화기기들이 이미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 기 자동차의 구동 방식이 단순하다

는 것도 인지도가 높은 이유 의 하나일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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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전기 자동차 인지도

수소연료 지 자동차에 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체

의 11.1%에 불과했으며, 잘 모른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31.3%로 높게 

나타났다. 클린디젤 자동차의 경우,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에서 가장 낮은 10.3%에 불과했으

며, 잘 모른다는 응답률도 역시 44.4%로 가장 높았다. 사용 연료  

구동방식이 기존 차량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클린디젤 자동차의 인

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4-22]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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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클린디젤 자동차 인지도

이미 오래 부터 압축천연가스 버스가 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에 한 소비자의 인지도도 상외로 낮았다. ‘정확히 잘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14.6%에 불과했고, ‘잘 모른다’는 응답률은 

35.9%에 달하 다.

[그림 4-24] 압축천연가스 자동차 인지도

3) 선호 자동차 선택

자동차의 크기만을 고려하여 차량을 구입할 경우, 응답자의 49.6%

는 형(1,600~2,000cc 미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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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1,000~1,600cc 미만) 24.8%, 형(2,000cc 이상) 14.3%, 경형

(1,000cc 미만) 9.5%의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형에 한 선호도가 53.3%로 매우 높았으며(여성은 43.9%), 여성은 

경형  소형의 선호도가 각각 12.4%, 30.8%로 남성에 비해서 월등

히 높았다(남성은 각각 7.6%, 20.9%). 한 연령이 높을수록 형의 

선호도는 상승하는 반면, 경형에 한 선호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4-25] 구입 자동차 크기

앞 문항에서 선택한 자동차를 1년 이내에 구입할 경우, 차량 구입 

가격으로는 2,000~2,500만원 미만이 21.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

로는 2,500~3,000만원 미만이 19.6%를 차지하 다. 1,500~2,000만원 

미만은 18.0%, 1,000~1,500만원 미만이 14.6% 다. 

체 응답자의 73.3%가 차량 구입에 1,000~3,000만원 미만을 지출

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형  형 자동차를 구입하겠다는 



104

응답 비율(74.4%)과 거의 일치한다. 이는 응답자들이 답한 차량 구입 

가격은 본인의 산 제약을 고려한 신뢰성 있는 자료라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림 4-26] 자동차 구입 예산

응답자들은 자신의 차량 구입 산을 설정한 후 3개의 안으로 구

성된 자동차 집합에서 가장 선호하는 자동차를 선택하 다. 다른 속성 

값의 조합으로 구성된 자동차 안 집합은 총 32개가 존재하며, 4개

의 설문지 버 별로 8개씩 배분되어 있다. 따라서 응답자 1명 당 8번

의 선택이 이루어졌다. 이 조사 결과는 계량경제학  방법론을 이용해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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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택 비율

안1 2,506 31.3

안2 3,423 42.8
고정 안

(일반 휘발유 승용차) 2,071 25.9

합계 8,000 100.0

<표 4-9> 컨조인트법 질문 응답

 주: 응답자 1명당 8번의 응답

다. 시사점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보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는 몇 가지 정보를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가장 

요한 사실은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역시 연비와 

자동차 가격 등 ‘비용 인 요소’를 가장 요하게 생각한다는 이다. 

이는 자동차의 연비 향상에 지속 으로 노력하는 것이 수송부문의 에

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다. 

두 번째로는 여성을 상으로 한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정보 제공

의 필요성이다. 련 자동차에 한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들

의 인지도는 남성에 비해 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동

차에 한 심이 은 여성들을 상으로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20~30 의  연령층이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보 , 신

재생에 지 개발․보 , 해외 자원개발 등 우리나라의 에 지안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주요 에 지정책에 한 요성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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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덜 느끼고 있다는 이다. 이는 ․ ․고 교과과정에서 우

리나라의 에 지수  상황  련된 에 지정책들에 한 보다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네 번째는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종류 가운데 클린디젤 자동차에 

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가장 낮다는 이다. 클린디젤차에 해 정확

히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10.3%에 불과했으며, 체의 반가

량인 44.4%가 잘 모른다고 답하 다. 따라서 자동차 메이커들이 클린

디젤 승용차의 보 을 확 하기 해서는 소비자를 상으로 이 자동

차의 ‘친환경․고효율성’을 극 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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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친환경․고효율자동차 가치 추정

1. 모형 설정

가. 기본 모형

컨조인트법을 통해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속성에 한 지불의사

액을 추정하기 해서는 개인이나 가계의 효용함수(utility function)에 

한 정의가 필요하다. 응답자 는 자신의 효용함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때 주어진 소득과 개인의 특성에 근거하여 응답자 

가 선택 안의 속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간  효용함수는 식 

(5-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5-1)

여기서 는 안 의 속성 수 이고, 는 응답자의 소득, 는 응답

자 개별 특성이다. 각 응답자는 자신의 효용수 을 명확하게 알고 있

기 때문에 에 해서 확정 (deterministic)이나, 연구자는 응답자의 

효용수 을 명확하게 찰할 수 없기 때문에 효용함수 는 찰 가

능한 부분인     와 찰 불가능한 부분인 으로 나 어질 

수 있다.

만약 응답자가 속성이 다른 두 개의 안 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첫 번째 안에서 한 속성의 수 이 0이고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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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그 속성의 수 은 1인 반면에, 두 번째 안의 가격이 첫 번

째 안에 비해 t만큼 높다고 가정하면, 응답자가 두 번째 안을 선

택하는 경우는        ≥     일 때이다. 즉, 두 번째 

안의 한 속성에서 얻는 효용의 증가가 소득의 감소(t)로부터 발생되

는 효용 감소 효과보다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식을 다시 정

리하면 식 (5-2)와 같이 변형된다.

   ≥      (5-2)

두 개의 안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안으로 구성된 안집합을 

상으로 행해지는 선택 문제도 이와 비슷하다. 응답자 가 선택 가능

한 안집합, 에서 어떠한 안 를 선택한다면 가 아닌 모든 다

른 안 에 해서   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때 응답자 가 

 안을 선택할 확률은 식 (5-3)과 같다.

Pr       (5-3)

이 때 각 오차항 {  ⋯⋯ }이 독립 이고 일치 인 제1형

태 극한 분포(type I extreme value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응답자 가 를 선택할 확률은 식(5-4)와 같이 조건부로짓(Conditional 

Logit) 모형이 된다(Adamowicz et al., 1994).

 
∈
exp
ex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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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조인트법의 질문에서 얻어진 각 응답자의 응답은 응답자의 효용

극 화를 한 선택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컨조인

트법 질문은 응답자에게 3개의 안들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주어진 

안집합에서 자동차의 속성과 속성간의 상충 계를 고려하여 1개의 

가장 선호하는 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컨조인트법 질문

에 직면한 개별 응답자   ⋯의 선택 안 에 한 선택 결과는 

‘ ’이며 나머지 안에 해서는 ‘아니오’가 된다. 이와 련된 변수 

를 응답자 가 제시된 3개의 안들  를 선택할 때 ‘1’의 값을 

갖는 지시함수라고 한다면, 로그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ln





 



∙lnPr   (5-5)

효용함수에서 측 가능한 부분, ,을 안들의 속성과 응답자의 

특성으로 정형화하여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용하면 에 한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  

식 (5-1)의 간 효용함수를 안 의 속성들과 응답자 의 특성에 

해 선형으로 정의하면 식 (5-6)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5-6)

여기서 는 안의 속성 에 한 계수이고, 는 속성 의 수

(level)이다. 각 속성에 한 지불의사액(WTP)은 식 (5-7)을 이용해서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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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은 자동차 가격 속성의 계수로 자동차 가격에 한 한계효용 

수 을 나타낸다. 최우추정법을 이용하여 에 한 일치추정치

(consistent coefficient)를 찾게 되면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속성들

에 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할 수 있다(Champ et al., 2003). 

식 (5-6)을 이용하여 자동차 안 선택에 한 간 효용함수()를 

정형화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효용함수 추정을 한 기

본 모형을 식 (5-8)과 같이 설정하 다. 

<기본 모형>

    
  
 

  (5-8)

, , 은 각각 자동차의 연료 속성을 나타내는 더

미변수로서 은 응답자가 선택한 자동차가 ‘경유’를 연료로 사

용할 경우 1의 값을, 그 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와 

도 각각 연료 종류가 ‘ 기+휘발유’( 러그인 하이 리드)와 ‘

기’일 경우 1의 값을 갖고, 그 지 않을 경우에는 0을 갖는다. 각 더미

변수의 추정계수 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휘발유 비 경유, 

기+휘발유, 기의 효용 수 을 나타낸다. 

는 선택된 자동차의 연비를 나타내는 변수로 1리터의 연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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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할 수 있는 주행거리(㎞)를 나타낸다. 은 선택된 자동차가 

연료를 주유(충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분)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는 이산화탄소 배출량(g/㎞), 는 연간 자동차세(만 원), 

는 자동차 가격(만 원)을 의미하는 변수들이다. 

변수 정의

diesel 선택된 자동차의 연료가 경유이면 1, 그 외 0

hybrid 선택된 자동차의 연료가 기+휘발유이면 1, 그 외 0

elec 선택된 자동차의 연료가 기이면 1, 그 외 0

econ 선택된 자동차의 리터당 연비 (㎞/ℓ)

time 선택된 자동차의 주유(충 )시간 (분)

CO2 선택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CO2-g/㎞)

tax 선택된 자동차의 연간 자동차세 (만 원)

price 선택된 자동차의 가격 (만 원)

m 응답자가 남성이면 1, 그 외 0

hi 응답자의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이면 1, 그 외 0

<표 5-1> 변수 설명 

 주: hybrid는 러그인 하이 리드를 의미, m과 hi는 확장모형에 용된 더미변수

나. 확장 모형

기본모형과 더불어 응답자의 소득 수 과 성별 특성이 자동차 속성

에 한 효용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하여 확장 모형

을 설정한다. 확장모형은 응답자의 소득 수 을 포함한 모형과 응답자

의 성별을 포함시킨 모형으로 정형화하 다. 응답자의 속성을 나타내

는 변수는 컨조인트 분석을 한 조건부로짓모형에서는 독립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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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될 수 없기 때문에 안의 속성변수와의 상호작용(interaction)하

는 방식으로 모형에 포함해야 한다(Adamowicz et al., 1994). 

식 (5-9)는 응답자의 소득과 안의 속성간의 교호항(interaction 

term)을 생성함으로써 응답자 간 소득 수 의 차이를 효용함수에 반

한 확장모형Ⅰ이다. 는 응답자가 속해있는 가구의 소득이 400

만 원 이상일 때 1, 그 지 않을 때 0의 값을 갖는다. 

<확장 모형Ⅰ>

   
 
 
 
 
 
 
 

  (5-9)

식 (5-10)은 성별 더미변수와 안 속성간의 교호항을 모형에 포함

시켜, 응답자의 성별 차이가 자동차의 속성으로부터 획득되는 효용에 

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한 확장모형Ⅱ이다. 는 응답자의 성

별을 나타내는 변수로 남성일 때 1, 여성일 때 0을 취한다. 동 모형에

는 자동차 가격을 제외한 모든 속성들과 성별변수간의 교호항을 포함

시켰다. 차량 가격과 련된 교호항을 제외한 이유는 자동차 속성에 

한 지불의사액 추정을 단순화하기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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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모형Ⅱ>

     
 
 
 
 
 
 


 (5-10)

2. 모형 추정

가. 기본 모형

식 (5-8)에서 정의된 간 효용함수를 설문의 응답 결과와 조건부로

짓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 다.33) 추정결과는 <표 5-2>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 체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하는 LR(Likelihood-ratio) 

test34) 결과에 따르면, 모든 추정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은 유의수  

1%에서 기각되어 추정된 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다. 한, 간 효

용함수에 포함된 자동차의 개별 속성에 한 추정계수들은 모두 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의미가 있었다. 

33) 본 연구에서는 계량분석 패키지 Stata(v.10)를 이용하여 모든 작업을 수행하

다.
34) LR검정은 검정 상인 추정 모형의 로그우도함수(log likelihood function)와 비

교 상이 되는 ‘Base model’ 즉, 상수항(alternative specific constants) 만을 설

명변수로 사용하는 모형의 로그우도함수를 비교하여 모형의 통계  유의성을 

정한다. 만약 추정 모형의 로그우도함수가 Base model의 로그우도함수보다 통계

으로 개선되었다면 추정 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LR검정 

통계량은 분포를 따른다[  mod  m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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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추정계수 z P>z odds-ratio 
diesel 0.2683** 6.790 0.000 1.3078 
hybrid 0.3814** 9.320 0.000 1.4644 

elec 0.3734** 8.640 0.000 1.4527 
econ 0.0462** 35.040 0.000 1.0473 
time -0.0082** -10.440 0.000 0.9919 
CO2 -0.0016** -8.690 0.000 0.9984 
tax -0.0151** -21.760 0.000 0.9850 

price -0.0006** -29.750 0.000 0.9994 

  LR (8) 2,393.84**

  Prob >  0.0000

  log L -7,591.98

  Pseudo   0.1362

<표 5-2> 기본모형 추정 결과 (조건부로짓)

 주: 1) **는 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

    2) 소비자 선택행 를 분석하는 이산선택모형은 비선형이므로 Pseudo-R2는 선형

회귀모형의 합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R2)를 의미하지 않음.

각각의 변수에 해서 살펴보면 자동차 연료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는 모두 양의 부호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모든 속성들이 

동일할 경우 휘발유보다는 경유, 기+휘발유, 기를 연료로 사용하

는 자동차를 선택할 때 소비자의 효용수 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휘발유 자동차 비 경유, 하이 리드  기차에 한 소비자의 선

호가 높았다.35) 

35) 본 연구의 모형에 포함된 연비, 탄소 배출량, 차량 가격 등 다른 속성 수 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휘발유 자동차보다 경유 자동차에 한 소비자들의 평

균 인 선호가 높은 것은 경유 가격이 휘발유에 비해 렴하여 운 비용을 

약할 수 있다는 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특히 ‘수송연료의 가격 상승 

상’에 한 설문 결과, 평균 인 소비자들은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차이가 향

후에 더욱 벌어질 것으로 상하고 있어, 이러한 인식이 경유 승용차의 가치에 

반 되었을 수 있다. 한, 경유차의 토크(toque)가 높아 순간 인 힘이 좋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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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에 한 계수도 양의 부호를 보여 자동차의 연비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효용수 은 높아진다. 반면, 주유(충 )시간, 탄소 배출량, 

자동차세, 자동차 가격에 한 계수의 부호는 모두 음수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속성의 수 이 높아질수록 응답자의 효용은 감소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주유(충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동차의 탄소 배출량이 

많아질수록, 자동차 세액과 자동차 가격이 높아질수록 응답자들의 선

호는 낮아진다. 각 변수에 한 계수의 부호는 모두 사 인 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에서 얻어진 추정 계수를 이용하여 각 변수에 한 승산비

(odds-ratio)를 도출할 수 있다. 승산비를 통해 각 변수들의 한계  변

화가 응답자들의 자동차 선택확률에 미치는 향을 쉽게 악할 수 

있다. 각 변수에 한 승산비 한 <표 5-2>에 제시되어 있다. 경유

()에 한 승산비가 ‘1.3078’ 인데, 이 값의 의미는 연료 종류를 

제외하고 모든 특성이 동일한 2 의 자동차가 있을 때 휘발유 자동차

에 비해서 경유차가 선택될 확률이 30.8% 높다는 것이다. 휘발유 자

동차 비 러그인 하이 리드차()와 기차()의 선택확률

은 각각 46.4%, 45.3% 높다. 연비()에 한 승산비는 ‘1.0473’으

로, 연비가 1㎞/ℓ씩 상승할 때 자동차 선택 확률은 4.7%씩 높아진다. 

반면 주유(충 )시간, 탄소 배출량, 자동차세, 자동차 가격에 한 승

산비는 모두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속성의 수 이 증

가할 때 자동차 선택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를 들어, 주

유(충 )시간이 1분 길어지면 자동차 선택 확률은 0.81% (=1-0.9919) 

낮아진다.

엔진기술 발 으로 소음  진동 문제가 개선되었다는 도 경유 승용차를 선

호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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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로짓모형은 어떤 두 개의 안 에서 하나를 선택할 상  

확률(odds ratios, )이 다른 안의 존재 여부와 상 없이 일정하

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행태 으로는 무 계한 안으

로부터의 독립(IIA; 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이라고 한

다(Greene, 2008). 이는 간 효용함수의 오차항이 독립 이고 분산이 

일정하다는 가정에 기 한다. 그러나 효용함수의 오차항이  가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오차항에 한 엄격한 제약이 완화된 보다 일반

인(general) 방법론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 대안

기준 대안 가상 대안

대안1 대안2대안3

[그림 5-1] 계층로짓모형의 선택 구조

본 연구의 컨조인트 분석 설계에서 응답자들은 1개의 고정된 기  

안(평균 인 휘발유 승용차)과 다른 2개의 가상  안으로 구성된 

선택 집합에서 하나의 안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 행 는 응

답자별로 8회씩 수행하여야 한다.36) 이때 ‘기  안’과 ‘가상 안1’ 

간의 상  선택확률이 ‘가상 안2’의 존재로 인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선택 구조는 [그림 5-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따라서 

36) 제3장의 ‘다. 컨조인트 분석을 한 조사 설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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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오차항에 한 엄격한 가정을 완화한 계층로짓모형을 

이용하여 기본 모형을 추정해 보았다.37) 추정 결과는 IIA에 한 LR 

검정 결과와 함께 <표 5-3>에 제시되어 있다.

계층로짓 조건부로짓

변수명 추정계수 z P>z 변수명 추정계수

diesel 0.2155** 5.090 0.000 diesel 0.2683**

hybrid 0.3067** 6.330 0.000 hybrid 0.3814** 
elec 0.2916** 5.620 0.000 elec 0.3734** 
econ 0.0447** 25.000 0.000 econ 0.0462** 
time -0.0091** -10.760 0.000 time -0.0082** 
CO2 -0.0016** -8.640 0.000 CO2 -0.0016** 
tax -0.0151** -19.330 0.000 tax -0.0151** 

price -0.0006** -24.050 0.000 price -0.0006**

Wald (8) 903.32** LR (8) 2,393.84**

Prob >  0.0000 Prob >  0.0000

log L -7,585.31 log L -7,591.98

LR test for 
IIA

(2) =13.34**

Prob >  = 0.0013
- -

<표 5-3> 기본모형 추정 결과 (계층로짓)

  주: **는 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 방법론 간의 추정계수 비교

를 해 표 우측에 <표 5-2> 조건부로짓모형 추정 결과를 다시 제시하 음.

LR 검정에 따르면(p-value = 0.0013), IIA 가정이 유지된다는 귀무

가설을 1% 유의수 에서 기각할 수 있었다. 가설검정 결과는 안 간

의 상  선택확률이 다른 안의 존재로 인해 변화할 수 있기 때문

37) Stata에서 제공하는 RUM-consistent 계층로짓모형에서는 ‘기 안’(branch)이 

한 개의 하부 안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련된 기 안과 련된 

‘dissimilarity parameter’가 정의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비정규화 계층

로짓모형(non-normalized nested logit model)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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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건부로짓모형보다는 계층로짓모형을 용하는 것이 통계 으로 

타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층로짓을 이용한 추정 모형은 통

계 으로 유의하 으며, 자동차의 개별 속성에 한 추정계수들도 모

두 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 종류

를 의미하는 더미변수의 계수 추정치들은 조건부로짓모형의 결과보다 

작았으나, 다른 속성변수들의 경우에는 두 모형의 결과가 거의 비슷하

다. 

나. 확장 모형

응답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 특성(월평균 가구소득 400만 원 이상 

는 400만 원 미만)이 자동차 선택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조건부로짓을 이용하여 확장모형Ⅰ을 추정하 으며, 그 결과를 <표 

5-4>에 제시하 다.

LR 검정 결과 모든 추정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은 유의수  1%

에서 기각되어 추정된 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다. 그러나 소득과 연

료종류 더미변수, 소득과 속성 변수 간의 교호항들에 한 추정계수는 

부분 10%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 못하 다. 이는 가구

의 소득 수 의 차이가 자동차 연료에 한 선호에 별다른 향을 주

지 않으며, 차량 속성 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한계 효용38)의 차이도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소득 더미변수와 자동차 가격간의 교호항(･ )에 한 추

정계수는 1% 유의수 에서 통계 인 의미가 있었다. 즉, 차량 가격이 

38) 추정계수는 속성변수의 한계  변화에 한 효용 수 의 변화이므로 한계효용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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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원 증가할 때, 월수입 4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의 효용감소분은 

‘-0.005’인 반면 소득층의 효용 감소는 ‘-0.006’으로 더 크다는 것이

다.39) 이는 고소득층이 자동차 가격 상승에 덜 민감하다는 사실을 말

해 다.

변수명 추정계수 z P>z odds-ratio
diesel 0.2694** 4.240 0.000 1.3092
hi․diesel 0.0005 0.010 0.995 1.0005
hybrid 0.4000** 6.130 0.000 1.4918
hi․hybrid -0.0328 -0.390 0.696 0.9677
elec 0.4205** 6.090 0.000 1.5228
hi․elec -0.0755 -0.850 0.395 0.9273
econ 0.0428** 20.310 0.000 1.0437
hi․econ 0.0057 2.100 0.035 1.0057
time -0.0097** -7.660 0.000 0.9903
hi․time 0.0025 1.560 0.119 1.0025
CO2 -0.0019** -6.270 0.000 0.9981
hi․CO2 0.0004 1.120 0.264 1.0004
tax -0.0165** -14.440 0.000 0.9837
hi․tax 0.0021 1.460 0.144 1.0021
price -0.0006** -20.780 0.000 0.9994
hi․price 0.0001** 2.880 0.004 1.0001

  LR (16) 2,429.97**

  Prob >  0.0000
  log L -7,573.91
  Pseudo   0.1382

<표 5-4> 확장모형Ⅰ추정 결과 (조건부로짓)

 주: **는 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

39) 자동차 가격 변화에 한 고소득층의 한계효용은 ‘ ･’이며, 소득

층의 한계효용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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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모형을 추정하는 궁극 인 이유는 소득 수   성별에 따른 

소비자의 지불의사액 차이를 알아보기 함이다. 확장모형Ⅰ에서는 

통계  유의성이 있는 소득과 차량 가격 간의 교호항(･ )만으로

도 지불의사액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  유의성이 없

는 변수들을 제거한 후 모형을 다시 추정하 다. 추정방법으로 조건부

로짓과 계층로짓모형을 모두 사용하 으며 그 결과를 <표 5-5>에 제

시하 다.

계층로짓 조건부로짓

변수명 추정계수 z P>z 변수명 추정계수

diesel 0.2165** 5.110 0.000 diesel 0.2685**

hybrid 0.3073** 6.330 0.000 hybrid 0.3805**

elec 0.2925** 5.630 0.000 elec 0.3728**

econ 0.0448** 25.090 0.000 econ 0.0463**

time -0.0091** -10.730 0.000 time -0.0082**

CO2 -0.0016** -8.670 0.000 CO2 -0.0016**

tax -0.0151** -19.380 0.000 tax -0.0151**

price -0.0007** -19.700 0.000 price -0.0006**

hi․price 0.0002** 4.500 0.000 hi․price 0.0002**

Wald (9) 904.14** LR (9) 2,415.64**

Prob >  0.0000 Prob >  0.0000

log L -7,574.75 log L -7,581.0
8

 - Pseudo   0.1374
LR test for 
IIA

(2) =12.66**

Prob >  = 0.0018
- -

<표 5-5> 수정된 확장모형Ⅰ추정 결과 (계층 및 조건부로짓)

  

주: **는 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

LR 검정 결과(p-value=0.0018)에 따르면, IIA 가정이 유지된다는 귀

무가설을 1% 유의수 에서 기각할 수 있으므로 계층로짓모형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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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통계 으로 더 타당할 수 있다. 기본모형의 추정 결과와 유사

하게 두 방법론 간의 추정계수 차이는 크지 않다. 차량 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계층별 효용의 변화를 살펴보면(계층로짓모형 결과), 가격 1

만 원 증가에 한 고소득 가구의 한계효용은 ‘-0.005’인 반면 소득

가구의 한계효용은 ‘-0.007’로, 기본 모형의 결과와 유사하 다.

확장모형Ⅱ는 응답자의 성별 특성이 자동차 선택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해 기본모형에 응답자의 성별 변수를 추가한 모형

이다. 확장모형Ⅱ에 한 분석 결과는 <표 5-6>에 제시되어 있다. 확

장모형Ⅱ에 해서도 조건부로짓과 계층로짓을 각각 용하 다. 두 

방법을 용한 추정 모형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 기본모형

과 같이 자동차에 한 속성의 계수들은 모두 1% 유의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LR 검정 결과(p-value=0.0029), IIA 가정이 유지

된다는 귀무가설은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어, 계층로짓모형을 이용

하는 것이 통계 으로 타당함을 말해주고 있다. 

확장모형Ⅱ의 주요 심은 응답자의 성별과 자동차 속성이 제공하

는 효용 수 과의 계를 악하는 데 있다. 연료 종류를 의미하는 

, , 과 응답자의 성별 더미변수()와의 교호항

(interaction terms)들은 모두 10%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동차 연료에 한 선호에 있어서는 

성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 과의 교호항의 

계수는 양수이며, 1% 유의수 에서 유의하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

해서 연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 연비가 

높아질수록 남성의 효용수  증가가 여성의 효용수  증가속도보다 

빠르다. 독립 인 항의 계수는 음수인데 반해 과 의 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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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계수는 양수로 5% 유의수 에서 유의하다. 이는 남성일 경우 주

유(충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여성만큼 효용수 이 낮아지지 않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성과 여성은 주유(충 )시간에 한 효용 변

화의 수 이 다르다. 

계층로짓 조건부로짓

변수명 추정계수 z P>z 변수명 추정계수

diesel 0.1595* 2.450 0.014 diesel 0.2188** 
m․diesel 0.1063 1.320 0.188 m․diesel 0.0970 
hybrid 0.3226** 4.670 0.000 hybrid 0.4121** 
m․hybrid -0.0188 -0.230 0.819 m․hybrid -0.0359 
elec 0.3476** 4.730 0.000 elec 0.4427** 
m․elec -0.0844 -0.970 0.332 m․elec -0.0976 
econ 0.0301** 13.600 0.000 econ 0.0322** 
m․econ 0.0239** 9.320 0.000 m․econ 0.0239** 
time -0.0111** -8.500 0.000 time -0.0103** 
m․time 0.0034* 2.120 0.034 m․time 0.0033*

CO2 -0.0020** -6.740 0.000 CO2 -0.0020** 
m․CO2 0.0006 1.630 0.103 m․CO2 0.0006# 
tax -0.0176** -15.050 0.000 tax -0.0179** 
m․tax 0.0042** 2.950 0.003 m․tax 0.0043** 
price -0.0006** -24.060 0.000 price -0.0006** 

Wald (15) 936.28** LR (15) 2,555.62**

Prob >  0.0000 Prob >  0.0000

log L -7,505.25 log L -7,511.09

- - Pseudo   0.1454

LR test for 
IIA

(2) =11.67**

Prob >  = 0.0029
- -

<표 5-6> 확장모형Ⅱ추정 결과 (계층 및 조건부로짓)

 주: **는 1%, *는 5%, #는 10%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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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량에 한 남녀 간의 효용수  차이는 다소 모호하다. 

와 의 상호작용항 계수 추정치는 10% 유의수 에서 통계  유

의성이 없었으나, 매우 미세한 차이로 가설검정 결과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p-value=0.103). 이 경우, 추정계수가 ‘0’이 아님에도 귀무가

설(･  )을 기각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탄소배출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효용수 은 남성의 그것보다 더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발생량에 해서 보다 민

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연간 자동차세에 한 교호항의 계수는 1% 유의수 에서 통계 으

로 유의한 양수이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동차 세 에 해서 더

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연간 자동차세가 높아질

수록 여성의 효용수 이 남성의 효용수 보다 낮아진다. 각 자동차 속

성에 한 남녀의 선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료 종류에 해서는 차

이가 없고 나머지 차량 속성에 해서는 성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기본모형과 확장모형 추정 결과의 통계  유의성과 추정계수 부호

의 타당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 응답자들은 컨조인트법을 통해 제

시한 가상 인 상황에 효과 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3개

의 안 에서 1개의 안을 선택하도록 요구되었던 가치 단의 작

업을 잘 받아들 으며, 무리 없이 수행하 다고 단된다. 이러한 결

과는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정책 으로 활용하는데 타당성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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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가치 추정

가. 자동차 속성별 지불의사액

1) 기본 모형

<표 5-3>의 기본모형 추정 결과와 식 (5-7),   을 이

용하여 자동차 속성에 한 지불의사액(WTP)을 계산한다. 는 속성 

에 한 계수이고, 는 자동차 가격의 계수이다. 지불의사액은 

용 모형별로 각각 도출하 다. 조건부로짓모형을 이용한 지불의사

액 추정은 부트스트랩(boot-strap)법을 이용하 다.40) 이 추정 결과는 

<표 5-3>의 조건부로짓 추정계수들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계층로짓모형에 근거한 지불의사액도 <표 5-3>의 결과를 

이용해 직 으로 계산하 다. 최우추정법을 이용하여 각 계수들에 

한 일치 추정치(consistent coefficient)를 구했고, 모든 추정계수들이 

통계 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이 계산 결과를 활용하는 데 무리는 없

을 것으로 단된다.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는 <표 5-7>에 제시되어 

있다. 

연료 종류에 한 지불의사액은 두 모형 간에 100만 원 이상의 차

이가 있었으며, 여타 속성에 한 지불의사액은 비슷한 수 이다. 이

하의 분석은 앞 에서 이루어진 IIA 가정에 한 가설검정 결과를 

따라 계층로짓모형의 추정 결과를 심으로 개하 다. 

40) 부트스트랩은 주어진 표본을 모집단으로 간주하고, 표본자료로부터 반복  

re-sampling을 통해 특정 통계량에 해 통계  추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부트스트랩에서 제공되는 부트스트랩 표 오차(bootstrap standard 
error) 추정치는 신뢰구간을 설정하고, 통계  추론을 한 검정 통계량을 계산

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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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계층로짓 조건부로짓







추정 WTP
(Bootstrap) z 95% 신뢰구간

diesel 374.18 483.44 483.46** 6.79 349.67 617.26

hybrid 532.73 687.29 687.33** 9.32 510.39 864.26

elec 506.51 672.83 672.86** 8.64 493.02 852.71

econ 77.62 83.21 83.22** 35.04 76.23 90.20

time -15.74 -14.73 -14.73** -10.44 -18.36 -11.09

CO2 -2.84 -2.93 -2.93** -8.69 -3.71 -2.15

tax -26.18 -27.23 -27.23** -21.76 -30.71 -23.75

<표 5-7>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 (기본모형)

 주: **는 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

지불의사액은 개별 속성의 수 이 한 단  변화하는 데 한 자동

차 가격의 변화를 의미한다. 계층로짓모형의 결과에 의하면, 경유 자

동차에 한 지불의사액은 374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차량 속

성41)이 동일한 휘발유 승용차와 경유 승용차가 있을 때, 평균 인 소

비자는 경유차 구입에 휘발유차 비 374만 원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유 승용차는 재 시장에 존재하는 상품이므

로 본 연구에서 추정한 지불의사액의 타당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효용함수 구조에 기 할 때, 경유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는 휘

발유보다 연료가격이 렴하여 차량 운 비용을 약할 수 있다는 

일 것이다. 휘발유차보다 토크(toque)가 높아 순간 인 힘이 좋다는 

장 은 소음  진동이 심하다는 단 과 상쇄된다고 볼 수 있다. 경유 

승용차의 연간 주행거리가 17,450㎞이고, 연비는 9.9㎞/ℓ, 휘발유와 

41) 자동차가 갖고 있는 모든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의 효용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속성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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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의 가격 차이는 300원/ℓ, 자동차 보유기간을 7년으로 가정하면, 

경유 승용차 운행으로 소비자는 370만 원을 약할 수 있다.42) 이는 

계층로짓모형을 이용해 추정한 지불의사액(374만 원)과 거의 같은 수

이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소비자 지불의사액 추정치가 신뢰할 만

하며, 앞 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조건부로짓 보다는 계층로짓모형의 

결과를 활용하는 데 한 타당성을 제공한다. 

러그인 하이 리드  기차에 한 추가 지불의사액은 각각 

533만 원과 507만 원 이었다. 소비자들은 휘발유차에 비해 가격이 비

싸더라도 이들 친환경․고효율 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그인 하이 리드차에 한 지불의사액이 기차의 지

불의사액보다 높은 것은 기차와 내연기  자동차의 장 이 결합되

어 기차 이용에 따르는 불편함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는 이 반

된 결과로 보인다. 두 자동차 종류는 아직 일반 소비자를 상으로 상

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 에서 지불의사액의 타당성을 평가하

기는 어렵다. 

연비에 한 추가 지불의사액은 78만 원으로, 자동차의 연비가 1㎞/

ℓ 높아지면 소비자들은 차량가격으로 78만 원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 주유(충 )시간이 1분 늘어나는 데 한 

지불의사액은 -16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즉, 연료 주입(충 )시간이 늘

어날 경우, 소비자들은 차량 가격이 낮아져야만 동일한 효용수 을 유

42) 370만 원 = [17,450(㎞/년)÷9.9(㎞/ℓ)]×300(원/ℓ)×7년 

   경유 승용차 연간 주행거리는 교통안 공단의 2009년도 자동차 주행거리 실태조

사 자료이며, 연비는 2008년도 에 지총조사의 승용다목 형 실제연비 자료이다. 
연료 간 가격 차이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이고, 두 연료간 법정 상

가격비(100:85)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산출하 다. 한국자동차공업 회 자료를 

인용한 2009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승용차(신차) 보유기간은 7.3
년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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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수 있다. 연료 주입(충 )시간에 한 소비자들의 기회비용을 추

정한 것은 우리나라 최 의 연구 사례이며, 본 연구의 요한 기여 가

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의 탄소 배출량이 추가 으로 1g/㎞ 

증가하면, 차량 가격은 2만 8천 원 정도 낮아져야 한다. 소비자들이 

지구온난화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실제 인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

다는 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측면에서 요한 의

미를 가질 수 있다. 연간 자동차세가 1만 원 높아지게 되면 차량 가격

은 26만 원 낮아져야 소비자들이 동일한 효용수 을 유지할 수 있다. 

2) 확장 모형

확장모형Ⅰ의 추정 결과와 식 (5-11)을 이용하여 가구의 소득 차이

에 따른 자동차 속성별 지불의사액을 추정해 보았다. 는 응답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일 때 1, 아닐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며, ･는 자동차 가격 변화에 한 소득계층간 한계효

용의 차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분모의 값은 소득 수 에 따라 변하게 

된다.

  ･･
  (5-11)

계층로짓모형의 결과에 의할 경우, 자동차 동력원으로서 ‘ 기+휘

발유’에 한 지불의사액은 고소득층이 599만 원, 소득층은 457만 

원으로 고소득 계층의 지불의사액이 142만 원 높았다. ‘ 기’에 해

서도 고소득층의 지불의사액(570만 원)은 소득층보다 135만 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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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높아, 고소득 계층이 ‘친환경․고효율’ 동력원에 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수명

계층로짓 조건부로짓

WTP 계산 WTP 계산
추정 WTP
(Bootstrap) z 95%  신뢰구간

H_diesel 422.03 542.41 542.42** 5.72 356.57 728.27 

L_diesel 321.99 414.23 414.21** 5.62 269.75 558.68 

H_hybrid 598.90 768.61 768.62** 6.63 541.47 995.78 

L_hybrid 456.95 586.98 586.95** 8.29 448.17 725.73 

H_elec 570.07 752.96 752.97** 5.89 502.31 1003.64 

L_elec 434.95 575.03 575.00** 7.00 414.00 736.00 

H_econ 87.34 93.44 93.44** 16.21 82.14 104.74 

L_econ 66.64 71.36 71.36** 17.49 63.36 79.35 

H_time -17.68 -16.53 -16.53** -7.02 -21.15 -11.92 

L_time -13.49 -12.63 -12.63** -8.22 -15.64 -9.62 

H_CO2 -3.19 -3.30 -3.30** -6.25 -4.33 -2.26 

L_CO2 -2.44 -2.52 -2.52** -6.60 -3.27 -1.77 

H_tax -29.47 -30.60 -30.60** -15.35 -34.51 -26.69 

L_tax -22.49 -23.37 -23.37** -14.68 -26.49 -20.25 

<표 5-8>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 (확장모형Ⅰ)

 주: **는 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변수명에서 문자 H는 고소득, L은 

소득층을 의미

연비 1㎞/ℓ 증가에 해서는 고소득층의 지불의사액이 87만 원으

로 소득층(67만 원)보다 20만 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비 

1㎞/ℓ 개선에 따른 연평균 연료비 감액을 약 37만 원43)으로 보면, 

43) 연평균 주행거리 15,000㎞, 연비 8㎞/ℓ에서 9㎞/ℓ로 개선, ℓ당 연료비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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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지불의사액은 연간 감액보다 소득계층별로 1.8~2.4배 높

다. 캐나다의 유사 연구 사례를 보면, 소득계층별 연간 연료비 약 

액과 지불의사액 간의 비율은 2.2~5.3배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 높

다(Potoglou and Kanaroglou, 2007). 주유(충 )시간이 1분 늘어날 경

우에는 고소득층이 –18만 원, 남성이 –13만 원의 지불의사액을 나

타냈다. 이는 주유(충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고소득층이 더욱 많은 

보상을 받아야함을 의미한다. 탄소 배출량 1g/㎞ 증가에 해서도 고

소득층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8천 원 정도 더 보상을 받아야 효

용수 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확장모형Ⅱ의 추정 결과와 식 (5-12)를 이용하여 자동차 

속성별 지불의사액의 성별 차이를 추정해 보았다. 는 응답자가 남

성일 경우 1, 여성일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며, ･는 속성

별 수  값 변화에 한 남녀 간 한계효용의 차이이다. 분모의 값은 

속성별로 동일하지만, 분자의 값은 성별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  (5-12)

‘ 기+휘발유’에 한 지불의사액은 여성이 562만 원, 남성이 530

만 원으로 여성의 지불의사가 높았으며, ‘ 기’에 해서도 여성의 지

불의사액이 높았다. 반면, ‘경유’에 해서는 남성의 지불의사액이 높

았다. 그러나 연료 종류에 한 성별 지불의사액 차이는 ･의 추정

치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통계 인 의미는 없다. 

원을 가정했을 경우의 연간 연료비 약 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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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1㎞/ℓ 증가에 해서는 남성의 지불의사액이 94만 원으로 여

성(53만 원)보다 40만 원 가량 높다. 주유(충 )시간이 1분 늘어날 경

우에는 여성이 -19만 원, 남성이 -13만 원의 지불의사액을 가지고 있

는데, 이는 주유(충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이 더욱 많은 보상을 

받아야함을 의미한다. 탄소 배출량과 자동차세에 해서도 성별 지불

의사액의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이들 속성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계층로짓 조건부로짓

WTP 계산 WTP 계산
Bootstrap

추정
z 95%  신뢰구간

F_diesel 277.96 388.71 388.69** 2.89 125.26 652.13 

M_diesel 463.20 561.01 560.99** 5.16 347.77 774.21 

F_hybrid 562.31 732.20 732.17** 5.01 445.97 1018.37 

M_hybrid 529.51 668.33 668.30** 5.77 441.29 895.31 

F_elec 605.88 786.62 786.58** 5.75 518.62 1054.55 

M_elec 458.70 613.17 613.14** 5.30 386.34 839.93 

F_econ 52.51 57.25 57.24** 12.07 47.95 66.54 

M_econ 94.18 99.65 99.64** 20.95 90.32 108.97 

F_time -19.42 -18.38 -18.37** -6.20 -24.18 -12.57 

M_time -13.48 -12.58 -12.58** -5.08 -17.43 -7.73 

F_CO2 -3.50 -3.61 -3.61** -5.98 -4.79 -2.42 

M_CO2 -2.42 -2.47 -2.47** -4.17 -3.63 -1.31 

F_tax -30.71 -31.89 -31.88** -13.08 -36.66 -27.11 

M_tax -23.45 -24.24 -24.24** -12.10 -28.16 -20.31 

<표 5-9>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 (확장모형Ⅱ)

 주: **는 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변수명에서 문자 F는 여성, M은 남

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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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차 대안별 소비자 가치 추정

1) 비교 대상 모델 및 속성변수 설정

자동차 속성별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표 모델에 한 소비자의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연비 

등 주요 속성 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기술별 표모델을 선정하고, 이

들의 화폐  가치를 기존 휘발유 승용차 표 모델과 비교하 다. 우

선, 기존 휘발유 승용차 모델로는 우리나라 산층의 표  승용차 

모델인 ‘소나타2.0 Luxury’를 선정하 다. 하이 리드 자동차는 ‘소나

타2.0 Hybrid’, 러그인 하이 리드차는 쉐보 의 ‘볼트’, 기 자동

차는 닛산의 ‘리 ’, 클린디젤차는 폭스바겐의 ‘골 2.0TDI’를 선정하

다.

차량 기술별 가치 비교를 해서는 속성변수의 일 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하다. 연비 자료는 미국 에 지부에서 발표하는 공식 연비 

정보를 이용하 다(<표 5-10> 참조). 이 자료는 개선된 연비 측정 방

식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실에 가까운 연비 수치인 것으로 평가된

다.44) 순수 기차인 닛산 리 의 경우는 연비가 99mpg(mile per 

gallon)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쉐보  볼트는 기만으로 운행할 

경우 연비가 93mpg이며, 휘발유로만 운행할 경우의 연비는 37mpg이

다. 본 연구에서는 기 운행 비 을 70%, 휘발유 운행 비 을 30%

44)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주행 환경이 다른 5가지 driving mode를 용한 

5-cycle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연비를 측정한다. 2007년 이  년도의 자동차 모

델에 해서는 시내(city)  고속도로(highway) 주행모드 만으로 연비를 측정

했으나, 2008년 이후에는 ‘higher speeds’, ‘air conditioning use’, ‘colder 
temperatures’ 등 세 개의 추가 인 테스트를 새로이 용하여 시내  고속도

로 주행 측정치를 보정한다. EPA는 재 기  러그인 하이 리드차를 

상으로 하는 다소 다른 연비 테스트 기 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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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정하여 쉐보  볼트의 연비를 76.2mpg(=93*0.7+37*0.3)로 가정

하 다. 소나타 하이 리드의 연비는 37mpg로, 클린디젤 차량이라 할 

수 있는 폭스바겐 골 (34mpg)보다 약간 우수하다. 이들 차량의 연비

를 단  환산을 통해 리터당 주행 킬로미터로 환산하여 분석에 사용

하 다.45)

소나타

(휘발유)
소나타

(HEV)
쉐보  볼트

(PHEV)
닛산 리

(EV)
폭스바겐 골

(CDV)

26 37
93 ( 기 only)

37 (휘발유 

only)
99 34

<표 5-10> 미국 5-cycle 측정 연비

(단 : mile/gallon)

 자료: 미국 DOE의 공식 연비정보 자료(www.fueleconomy.gov)

차량 기술별 탄소 배출 자료는 약간의 보정  가정을 통해 설정하

다. 소나타, 소나타 Hybrid, 골 의 탄소 배출은 ‘자동차 에 지소비

효율  등 표시제도’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공인 배출량 자료를 기

로 하 다. 본 분석에서는 실제 주행연비를 반 하지 못하는 <표 

5-11>의 연비 자료 신 미국 에 지부의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탄

소 배출자료를 이에 상응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연비와 탄소 배출은 

음(-)의 상 계를 갖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연비자료 

간의 비율을 탄소 배출에 동일하게 용함으로써 자료를 보정하 다.

45) 1mpg = 0.42514㎞/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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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나타 폭스바겐 골 소나타 Hybrid

연비 (㎞/ℓ) 13.0 17.9 21.0

탄소 배출 (g/㎞) 180 150 111

<표 5-11> 모델별 우리나라 공인 연비 및 탄소 배출 

 주: 2011년 모델 기

닛산 리   쉐보  볼트의 탄소 배출은 우리나라의 발 원 구성

을 고려하여 설정하 다. 기를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자동차는 차량 

자체의 탄소 배출은 없으나, 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

출하게 된다. 따라서 기차에서 사용하는 기가 원자력과 신재생에

지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발 원을 통해 생산되지 않는 한, 기 

자동차의 탄소 배출은 제로가 아니다. 기차의 크기는 경․소형 승용

차 수 이므로, 우리나라 해당 차종의 평균 탄소 배출량(140g/㎞)을 

실제 수 으로 보정한 후, 여기에 기 발  원 구성을 고려하여 

기차의 탄소 배출량을 60g/㎞로 가정하 다.46) 러그인 하이 리드

인 쉐보  볼트의 탄소 배출은 연비설정 시와 같은 가 치 용방식

으로 도출하 다. 

경유  휘발유 연료 차량의 주유시간(연료 주입을 해 주유소에 

머무는 시간)은 5분으로 설정하 고, 력기반 자동차의 속 충 시

간은  기술수 을 반 하여 30분으로 설정하 다. 완속 충 시간의 

46) 기차가 기 발 에서 생산된 기를 이용한다고 가정하 다. 2010년 기  우

리나라의 1,600cc 이하 승용차의 평균 CO2 배출량은 140g/㎞ 수 이다(1,000cc 
이하: 132g/㎞, 1,001~1,600cc 이하: 151g/㎞). 이 수치에 보정계수 ‘0.7’을 용

하여 실제 배출 수 으로 환산하 고, 여기에 ‘0.6’의 계수를 곱하여 기차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 다(59=140*0.7*0.6). ‘0.6’이라는 계수는 2010년 우리나

라 기 발 (석탄+원자력)  석탄의 비 이 57% 수 이며, 석탄이 휘발유에 

비해 온실가스 다배출원이라는 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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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재의 기술수 은 6시간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의 설문조

사 설계 시 최 치로 설정한 1시간으로 가정하 다.47) 자동차 연간 

세액은 기본 으로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사용연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세 이 감면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의 크기를 

고려하여 볼트와 리 에는 30만 원, 나머지 차량에는 50만 원의 세액

을 설정하 다. 분석에 사용한 차량 기술별 속성 수 은 <표 5-12>에 

제시하 다.

차종

속성

소나타

(휘발유)
소나타

(HEV)
볼트 (PHEV) 리  (EV) 골

(CDV)속 완속 속 완속

연비(㎞/ℓ) 11.1 15.7 32.4 32.4 42.1 42.1 14.5
주유(충 )
시간(분) 5 5 30 60 30 60 5

탄소배출

(g/㎞) 210 148 72 72 60 60 185

tax(만원) 50 50 30 30 30 30 50

<표 5-12> 차종별 가치 추정을 위한 속성 수준

2) 비교 대상 모델별 가치 추정48)

각 속성에 해서 추정된 지불의사액과 비교 상모델의 속성 값을 

이용하여 기  차량(소나타) 비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상 인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자동차 모델별로 소비자 가치를 계산한 결과

47) 완속 충 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정이나 공동 주택단지에서 심야시간

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완속 충 이 ‘6시간’ 만큼의 불편성을 래하지

는 않으므로 충 시간을 60분으로 설정한 바 있다.
48) 이 부분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효용함수 추정 결과에 근거하고 있으며, 효용함

수의 변수로 고려되지 않는 기타 요인들의 가치는 배제되어 있다. 를 들어 

기 자동차의 신규 배터리 구매비용, 부품 조달비용 등 차량 유지 리에 필요

한 비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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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 5-13>에 제시되어 있다.

기  차량 비 ‘소나타 Hybrid’의 화폐  가치는 533만 원으로 추

정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소나타 Hybrid’ 차량 구입을 해 기  차

량보다 533만 원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소비자의 효용 수 은 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유지된

다. 배터리 충 이 30분 만에 가능할 경우, ‘쉐보  볼트’의 기  차량 

비 상 인 가치는 2,707만 원, ‘닛산 리 ’의 경우는 3,468만 원

으로 추정된다. 충 시간이 30분 늘어난 1시간이 되면 그 가치는 ‘쉐

보  볼트’가 2,235만 원, ‘닛산 리 ’는 2,996만 원으로 계산되어 500

만 원 가량의 가치 하락이 나타난다. 반 로 ‘배터리 station’을 통해 

배터리 교환이 5분 만에 가능하게 된다면, ‘쉐보  볼트’와 ‘닛산 리

’의 가치는 각각 3,101만 원, 3,862만 원이 되어 속 충  시 보다 

약 400만 원의 가치 상승이 나타난다.

차종

속성

소나타

(HEV)
볼트 (PHEV) 리  (EV) 골

(CDV)속 완속 속 완속

연료 종류     - 533 533 507 507 374 

연비(㎞/ℓ)  357 1,653 1,653 2,406 2,406 264 

주유(충 )시간     - -394 -866 -394 -866 - 

탄소배출(g/㎞)  176 391 391 425 425 71 

tax(만원) - 524 524 524 524 -

합 계  533 2,707 2,235 3,468 2,996 709 

<표 5-13>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가치 추정

(단 :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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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완속 충 시간을 6시간으로 설정하여 계산하면, 볼트의 가치

는 -2,500만 원, 리 는 -1,700만 원이 되어 기 차량 가격보다 2천만 

원 내외의 가격 보상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 이 수치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6시간’은 컨조인트 분석을 해 설정한 

상한(60분)의 범 를 크게 벗어나므로, 5~60분의 충 시간 범  내에

서 속성 간 선호 표시가 이루어진 응답 결과를 왜곡하여 용하는 결

과가 된다. 클린디젤 자동차인 ‘폭스바겐 골 ’의 상 인 가치는 

709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4. 정책 평가  제언

가. 정책 평가

1) 세제 지원

에서 도출된 자동차 모델별 지불의사액을 이용하여 재 우리나

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제지원 정책의 정성을 평가해 볼 수 있다. 

재 우리나라의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에 한 세제지원 정책은 하

이 리드차에 용되고 있으며(PHEV도 이에 하여 지원), 2012년부

터는 기 자동차에 해서도 용될 계획이다. 정부는 하이 리드차

에 해서 2004~2008년 기간에는 공공기  구매 보조 을 지원하

으나, 2009년부터는 세제지원 방식으로 변경하여 최  310만원을 지

원하고 있다.49) 기차에 해서는 2012년부터 최  420만 원의 세제 

지원이 실시된다.50) 

49)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취․등록세 140만 원, 공채 매입 40만 

원 등 최  310만 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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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소나타 Hybrid’에 해서 기  차량인 ‘소나타’보다 

533만 원을 추가로 지출할 의사가 있었다. 따라서 기  차량의 가격

에 추가 지불의사액과 세제지원액을 합한 액을 소비자 측면의 ‘지

불가능 가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가격과 우리나라에서 매되는 

실제 차량가격을 비교하면 기존 ‘소나타’ 비 ‘소나타 Hybrid’의 평

균 인 시장 수용성에 한 평가가 가능하다. 가격 차이가 음수이면, 

해당 차량의 기시장 창출을 해서 소비자에게 추가 인 가격 보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나타 Hybrid’의 경우 지

불가능 가격과 실제 차량가격의 차이는 -37만 원으로 제로에 가깝다

(<표 5-14> 참조). 따라서 하이 리드차의 시장 보 을 한 정부의 

세제지원 액은 한 수 인 것으로 단된다. 이는 지난 5월 출시

된 ‘소나타 Hybrid’와 기아자동차의 ‘K5 Hybrid’가 올 10월까지 각각 

5,479 , 3,986  매된 것으로도 확인된다.

닛산 리 의 경우, 최  세제지원액(420만 원)을 포함한 소비자의 

지불가능 가격이 6,056만 원으로, 상 차량가격(6,000만 원)과 비슷

한 수 이다. 즉, 소비자의 추가 지불의사액을 감안하면 리  수 의 

스펙을 갖춘 기차를 보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세제지원이 낮은 

수 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단, 이는 완속 충  인 라가 완비되었을 

경우를 제로 한 결과이다. 만약, 소비자가 속 충 시설을 쉽게 이

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충 시간을 30분 단축할 수 있다면, 가

격 격차가 +528만 원으로 확 되어 기차의 보 은 더욱 진될 수 

있으며, 세제 지원의 필요성은 없어진다. 더 나아가서 ‘배터리 station’

50) 미국은 기차 구매시 최  $7,500의 보조 을 지원한다. 볼트는 2010년 12월

부터 2011년 7월까지 3,600여 가 매되었다(정부부처 합동, 그린카 산업발

책 이행 검결과  향후 책, 20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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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배터리 교환이 5분 만에 가능하게 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가격 격차는 +922만 원으로 더욱 확 된다.

구분
소나타2.0

(HEV)
볼트(완속)

(PHEV)
리 (완속)

(EV)
골 2.0TDI

(CDV)

기 차량 가격 (a) 2,640 2,640 2,640 2,640

추가 지불의사액 (b) 533 2,235 2,996 709

최  세제지원액 (c) 310 310 420 -

지불가능 가격

(d=a+b+c) 3,483 5,185 6,056 3,349

실제( 상)차량가격 (e) 3,520 6,000 6,000 3,700

차액 (d-e) -37 -815 56 -351

<표 5-14>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시장수용성 평가

(단 : 만 원)

 주: 차량 모델은 2011년 기 . 차량 가격은 취득․등록세, 공채를 포함한 액

러그인 하이 리드차인 볼트의 시장 매가격이 6,000만 원으로 

정해질 경우에는 지불가능 가격과 상차량 가격 간의 차이가 –800

만 원에 달해 보 을 한 추가 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

장 매가격이 5,000만 원에 근 할 경우에는 시장 수용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볼트에 한 시장 수용성 평가도 기차와 마찬가지로 

완속 충  인 라 문제가 선결되었을 경우에 유효하다. 만약, 속 충

(30분)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볼트의 가격 격차는 -343만 원

으로 어들고, 배터리 교환시스템 정착으로 5분 만에 배터리 교환이 

가능하게 되면 가격 격차는 +51만 원으로 환된다. 

폭스바겐 ‘골 2.0TDI’는 소비자의 지불가능 가격이 3,350만 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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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장 가격과 -350만 원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클린디젤차

에 해 단기 으로 하이 리드차 수 (310만 원)의 세제 지원을 고

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2) 정책수단 효과

친환경․고효율 자동차를 상으로 한 연비 강화, 충 시간 단축 등 

주요 정책 수단의 효과를 지불의사액 변화를 통해서 평가해 볼 수 있

다. 련 정책을 강화하여 자동차의 속성 수 을 각각 10% 개선시킬 

경우, 기차와 러그인 하이 리드차의 속성별 지불의사액은 연비 

향상 정책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충 시간 단축을 통한 효과도 

크게 나타났다. 연비 향상은 클린디젤  하이 리드차의 보  진에

도 역시 효과 인 정책 수단이었다. 

구분
리  (EV, 완속) 볼트 (PHEV, 완속)

기존 정책강화 WTP증가 기존 정책강화 WTP증가

연비

(km/l) 42.10 46.31 327 32.40 35.64     251 

충 시간

(분) 60.00 54.00 94 60.00 54.00      94 

탄소배출

(g/km) 60.00 54.00 17 72.00 64.80     20 

tax
(만원) 30.00 27.00 79 30.00 27.00      79 

합계 -　 -　 517 -　 -　  445 

<표 5-15> 정책 10% 강화에 따른 지불의사액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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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제언

단기 인 시장 조성을 해서는 세제 지원과 같은 직 인 가격보

조 정책을 통해 소비자의 ‘지불가능 액’과 실제 차량 가격 간의 차

이를 메워주는 것이 가장 효과 일 것이다. 그러나 친환경․고효율 자

동차의 지속가능한 보 을 해서는 직  보조 이외의 방법으로 시장

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건이 될 것이다. 

정책평가 결과, 시장 수용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 인 정책 수단은 

역시 연비 개선과 충 시간 단축으로 표되는 충 인 라의 확충이

다. 제4장에 소개되어 있는 소비자 선호 조사 결과에서도 연비는 소비

자들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인이었다. 연비 향상  충 시간 단축을 통해 소비자들의 추가 지

불의사액이 증가하면 차량 구매가 늘게 되고, 이는 차량 가격 인하로 

이어져 다시 차량 구매를 증가시키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1) 세제 지원

정책 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하이 리드  기차 

보 을 한 세제 지원 정책의 수 은 체로 한 것으로 단된

다. 다만, 하이 리드차에 하는 세제 지원이 정된 러그인 하이

리드차에 해서는 기차 수 으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왜

냐하면 러그인 하이 리드차는 기 충 을 해야 한다는 에서 

기차와 동등한 보  장애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수용성 분

석 결과에서 러그인 하이 리드차에 한 지불가능 가격과 상차

량 가격 간의 차이가 –800만 원에 달한다는 도 이를 뒷받침한다. 

물론 분석 결과는 러그인 하이 리드차의 국내 매가격이 얼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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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클린디젤차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 이 늘어나고 있으나, 

시장 수용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350만 원 정도의 차량가격 보상이 

필요하다.51) 즉, 소비자로 하여  효용 감소 없이 클린디젤차를 구입

하게 하려면 하이 리드차 수 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해 볼 수 있다. 클린디젤 차량은 동일 배기량 기 으로 휘발유차보다 

연비가 30% 가량 높아 에 지 약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며, 엄

격한 배기가스 기 을 만족하기 때문에 기존 휘발유차 비 국가 으

로 편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재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에 클

린디젤차만 세제혜택 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2) 연비 향상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비는 소비자들이 승용차 구입 시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차량 속성이며, 연비 개선은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시장 수용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 인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정책 으로 연비 향상에 해 높은 우선순 를 두어야 한다. 한 

97%의 에 지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에 지수  구조 측면

에서 연비의 요성은 매우 크다.

우선 2012년부터 용 정인 ‘기업평균연비제도’를 지속 으로 보

완․개선함으로써 자동차메이커로 하여  보다 에 지효율 인 자동

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요하다. 자동차 제작․ 매업

체를 상으로 하는 연비기  강화와 함께 소비자들이 연비가 뛰어난 

51) 이 결과는 어떤 클린디젤차 모델을 분석 상으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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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더 많은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연비 우수 차량의 시장 수용

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한 하나의 안으로 

‘연비 우수 차량에 한 인센티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를 들

면, 매년 국내에 매된 승용차  고연비 상  10  모델을 선정하

고, 일정 기간 내에 이 모델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안은 자동차 제작․ 매업체들로 하여  자

사 모델의 시장 유율 확 를 해 연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게 만드

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충 인 라 확충

본 연구에서는 충 시간을 기동력 자동차 이용의 불편함을 표

하는 속성으로 반 하 는데, 만약 1회 충 시 주행가능거리, 충 소 

근성(충 소 개수) 등 다른 불편비용까지 분석에 고려하 다면 다른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연료 충 의 불편함으로 

인해 기차, 러그인 하이 리드차 구매에 해 보상해 주어야 할 

액은 본 분석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컸을 것이다. 기동력 자동

차에 해 소비자들이 부여하는 가치가 높게 도출된 것도 충 인 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제로 했을 때의 결과이다.52) 이는 충 인

라 확충 없이는 기 동력 자동차의 보   상용화가 어렵다는 것

을 의미한다. 충 인 라에 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

52) 본 연구에서는 완속 충 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하 다(그 이유는 제3장의 ‘다. 
컨조인트 분석을 한 조사 설계’ 참조).  기술수 에서 완속 충 시간은 

략 6시간이나, 심야의 유휴시간을 이용하여 충 하기 때문에, 주유소에 머무는 

시간 5분과 비교할 때의 불편 정도를 1시간으로 보는 것이 크게 무리한 가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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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면, 향후 5~10년 내 기동력 자동차를 상용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충 인 라 확충은 우선 으로 충  시설에 한 ‘ 근성’을 보장하

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차는 1회 충 시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충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단지 외

에도 공공 주차장, 형 상업시설 등 교통량이 많은 곳에 충 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한 기 자동차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두 번째는 충 시간의 단축이다. ‘충 시설 근성’이라는 장 을 

살리기 해서는 30분 이내의 속 충 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

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터리교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 일 것이다. 이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면 충 시간을 휘발유 주

유시간과 동등하게 단축할 수 있다. 이는 기동력 자동차에 부여하는 

소비자의 화폐  가치를 속충  비 400만 원 정도 상승시키는 효

과를 가져 오므로 차량 보 을 획기 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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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한 국제 인 환경규제 강화, 석유 자원의 고

갈 가능성 증 , 고유가 지속 등으로 세계 자동차시장의 패러다임이 

친환경․고효율 자동차로 이행하고 있으며, 그 심에 기 자동차 등 

‘그린카’가 자리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그린카’ 산업을 육성하기 

해 국가 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린카 발 을 

한 국가 로드맵인 ‘세계 4강 도약을 한 그린카산업 발 략  

과제’를 발표하고, 의욕 인 정책 목표를 제시하 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 달성을 해서는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기 시장 창출을 한 

실성 있고 효과 인 보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재 우리 정부

는 하이 리드차(PHEV 포함) 구매 시 최  31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기차에 해서도 최  420만 원의 

세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세제 지원을 포함한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보  정

책수단들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정책 안 제시를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에 한 설문조사와 컨조인트법

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주요 속성(연비, 차량가격 등)에 한 소비자들

의 추가 지불의사액(WTP)을 추정하 다.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휘발

유에 비해서 경유, 러그인 하이 리드( 기+휘발유)  기를 동력

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선호하 다. 이들 연료에 한 추가 지불의

사액은 경유가 374만 원, 러그인 하이 리드는 533만 원, 기는 

507만 원 이었다. 소비자들은 역시 연비가 높은 자동차를 선호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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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자동차의 연비가 1㎞/ℓ 높아지면 소비자들은 차량가격으로 78만 

원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 

반면, 자동차 속성 에서 연료 주유(충 ) 시간이 길어질수록, 탄소 

배출량이 늘어날수록, 연간 자동차세가 높아질수록 자동차에 한 선

호가 낮아졌다. 연료 주유(충 )시간이 1분 늘어나는 데 한 지불의

사액은 -16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즉, 연료 주입(충 )시간이 늘어날 

경우, 소비자들은 차량 가격이 낮아져야만 동일한 효용수 을 유지할 

수 있다. 연료 주입(충 )시간에 한 소비자들의 기회비용을 추정한 

것은 우리나라 최 의 연구 사례이며, 본 연구의 요한 기여 가운데 

하나이다. 자동차의 탄소 배출량이 추가 으로 1g/㎞ 증가하면, 차량 

가격은 2만 8천 원 정도 낮아져야 한다. 소비자들이 지구온난화 가스

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실제 인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이 이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

축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 연간 자동차

세가 1만 원 높아지게 되면 차량 가격은 26만 원 낮아져야 소비자들

이 동일한 효용수 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속성별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표 모델에 한 소비자의 화폐  가치를 추정하고, 이들을 

기존 휘발유 승용차 모델과 비교하 다. 기존 휘발유 승용차 모델로는 

우리나라 산층의 표  승용차 모델인 ‘소나타2.0 Luxury’를 선정

하 다. 하이 리드 자동차는 ‘소나타2.0 Hybrid’, 러그인 하이 리

드차는 쉐보 의 ‘볼트’, 기 자동차는 닛산의 ‘리 ’, 클린디젤차는 

폭스바겐의 ‘골 2.0TDI’을 선정하 다. 분석 결과, 기  차량인 ‘소

나타2.0’ 비 ‘소나타 Hybrid’의 화폐  가치는 533만 원으로 추정되

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소나타 Hybrid’ 차량 구입을 해 기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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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533만 원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터리 충

이 30분 만에 가능할 경우, ‘쉐보  볼트’의 기  차량 비 상

인 가치는 2,707만 원, ‘닛산 리 ’의 경우는 3,468만 원으로 추정된

다. 충 시간이 30분 늘어난 1시간이 되면 그 가치는 ‘쉐보  볼트’가 

2,235만 원, ‘닛산 리 ’는 2,996만 원이 되어 500만 원 가량의 가치 

하락이 나타난다. 반 로 ‘배터리 station’을 통해 배터리 교환이 5분 

만에 가능하게 된다면, ‘쉐보  볼트’와 ‘닛산 리 ’의 가치는 각각 

3,101만 원, 3,862만 원으로 계산되어 속 충  시보다 약 400만 원

의 가치 상승이 발생한다. 클린디젤 자동차인 ‘폭스바겐 골 ’의 상

인 가치는 709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모델별로 추정된 화폐 가치를 이용하여 주

요 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 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하이 리드 

 기차 보 을 한 세제 지원 정책의 수 은 체로 한 것으

로 단된다. 다만, 러그인 하이 리드차에 해서는 하이 리드차

가 아닌 기차 수 으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러

그인 하이 리드차는 기 충 을 해야 한다는 에서 기차와 동등

한 보  장애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수용성 분석 결과에서 

러그인 하이 리드차에 한 ‘지불가능 가격’과 상차량 가격 간의 

차이가 –800만 원에 달한다는 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 클린디젤차에 한 시장수용성 평가 결과, 350만 원 정도의 

차량가격 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클린디젤차에 해서도 하이

리드차 수 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클

린디젤 차량은 동일 배기량 기 으로 휘발유차보다 연비가 30% 가량 

높아 에 지 약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며, 엄격한 배기가스 기

을 만족하기 때문에 기존 휘발유차 비 국가 으로 편익을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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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안이기 때문이다. 클린디젤 차량의 뛰어난 장 에도 불구하고 

재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클린디젤차에만 세제 혜택이 부여되

고 있지 않다.

주요 정책수단에 한 평가 결과, 연비 향상  충 시간 단축이 친

환경․고효율 자동차 보 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비

는 소비자들이 승용차 구입 시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차량 속성이

며, 연비 개선은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시장 수용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 인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정책 으로 연비 향상에 해 높은 우

선순 를 두어야 한다. 한 97%의 에 지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

라의 에 지수  구조 측면에서 연비의 요성은 매우 크다. 

우선 2012년부터 용 정인 ‘기업평균연비제도’를 지속 으로 보

완․개선함으로써 자동차메이커로 하여  보다 에 지효율 인 자동

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요하다. 자동차 제작․ 매업

체를 상으로 하는 연비기  강화와 함께 소비자들이 연비가 뛰어난 

자동차에 더 많은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연비 우수 차량의 시장 수용

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한 하나의 안으로 

‘연비 우수 차량에 한 인센티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를 들

면, 매년 국내에 매된 승용차  고연비 상  10  모델을 선정하

고, 일정 기간 내에 이 모델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안은 자동차 제작․ 매업체들로 하여  자

사 모델의 시장 유율 확 를 해 연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게 만드

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충 시간을 기동력 자동차 이용의 불편함을 표

하는 속성으로 반 하 다. 만약 1회 충 시 주행가능거리, 충 소 

근성(충 소 개수) 등 다른 불편비용까지 분석에 고려하 다면 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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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자동차에 한 가치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낮았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 기동력 자동차에 한 가치가 높게 도출된 것도 

충 인 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제로 했을 때의 결과이다. 이러

한 들은 충 인 라 확충 없이는 기동력 자동차의 보   상용

화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충 인 라에 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5~10년 내 기동력 자동차를 상

용화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충 인 라 확충은 우선 으로 충  시설에 한 ‘ 근성’을 보장하

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차는 1회 충 시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충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단지 외

에도 공공 주차장, 형 상업시설 등 교통량이 많은 곳에 충 소를 설

치할 필요가 있다. 한 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기 해 고속도로 휴

게소 등에도 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충 시설 근성’은 

30분 이내의 속 충   배터리 교환 등을 제로 해야만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터리교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 일 것이다. 이 방식을 용하여 충 시간을 휘발유 주유시

간과 동등한 수 으로 낮출 수 있다면 소비자들이 기동력 자동차에 

부여하는 화폐  가치를 속충  비 400만 원 정도 상승시켜 차량 

보 을 획기 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컨조인트법을 이용한 분석 인 측면에서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이것은 ‘많은 정보를 이용’한다는 측면과 ‘ 무 많은 정보로 

인한 응답자의 인지력 하’라는 상충 계(trade-off)와 련된 것이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연료 종류에 LPG 연료를 반 하지 못하

고, 기동력 자동차 이용의 ‘불편성’이라는 속성을 충분히 모형에 반

하지 못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계량 인 분석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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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보  정책을 평가해보고 련 안을 모

색했다는 에서 선도 인 시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친환

경․고효율 자동차 보  확 를 한 정책  략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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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소비자 설문 조사표(A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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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조사 주요 통계표

1. 소유 차량  자동차 련 의견

□  재 운 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구분 사례수
(명) 경형1) 소형2) 중형3) 대형4) 다목적형5) 승합차6) 화물 및 

특수차7)
운전
안함

전체(%) 1,000 7.8 20.2 31.3 9.6 13.9 2.5 0.9 13.8

성
별

남자 604 6.8 21.4 32.9 10.1 15.4 2.6 1.5 9.3
여자 396 9.3 18.4 28.8 8.8 11.6 2.3 0.0 20.7

연

령

20대 192 13.5 20.3 25.0 6.8 10.9 2.1 1.0 20.3

30대 236 10.6 28.4 27.5 4.7 11.4 3.0 0.8 13.6

40대 240 5.8 20.4 33.3 6.7 22.9 2.5 0.4 7.9

50대 184 3.8 15.2 36.4 13.6 16.3 3.8 0.0 10.9

60대 
이상 148 4.1 12.8 35.8 20.9 4.1 0.7 2.7 18.9

1) 1,000cc 미만
2) 1,000cc ~ 1,600cc 미만
3) 1,600cc ~ 2,000cc 미만
4) 2,000cc 이상
5) SUV, 지프형
6) 9인승~12인승 스타렉스, 봉고 등
7) 포터, 카고트럭 등

□  소유하신 자동차의 주 용도는 무엇입니까?

구분 사례수
(명) 출퇴근용 레저용

(장거리 여행 등)
가정용

(쇼핑 등) 사업(업무)용

전체(%) 862 43.3 10.2 39.9 6.6

성
별

남자 548 48.0 10.9 32.7 8.4

여자 314 35.0 8.9 52.5 3.5

연

령

20대 153 45.8 17.0 35.3 2.0

30대 204 41.7 13.2 39.2 5.9

40대 221 52.9 7.2 32.6 7.2

50대 164 47.0 6.7 38.4 7.9

60대 이상 120 20.0 6.7 62.5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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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하신 차량에 한 1개월 유류비(기름 값)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사례수
(명)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전체(%) 862 11.4 42.2 37.0 7.9 0.8 0.7

성
별

남자 548 11.3 42.7 35.9 7.7 1.3 1.1

여자 314 11.5 41.4 38.9 8.3 0.0 0.0

연

령

20대 153 12.4 49.0 32.0 5.9 0.7 0.0

30대 204 14.2 46.1 34.3 5.4 0.0 0.0

40대 221 8.1 41.6 41.2 8.1 0.9 0.0

50대 164 12.2 34.8 37.8 12.2 1.8 1.2

60대 이상 120 10.0 38.3 39.2 8.3 0.8 3.3

□ 지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요하게 고려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1순 )

구분 사례수
(명) 가격1) 연비2) 종류3) 메이커4)  엔진5) 연료6) 세금7) 

전체(%) 1,000 34.6 30.9 14.0 11.6 3.8 2.7 2.4

성
별

남자 604 37.7 28.6 15.7 10.6 3.0 2.6 1.7

여자 396 29.8 34.3 11.4 13.1 5.1 2.8 3.5

연

령

20대 192 42.2 21.9 9.9 15.1 5.7 1.6 3.6

30대 236 38.6 29.7 14.4 8.5 4.2 1.7 3.0

40대 240 37.5 23.3 17.5 14.2 3.8 2.1 1.7

50대 184 25.0 41.3 16.3 8.2 2.7 4.9 1.6

60대 이상 148 25.7 43.9 10.1 12.2 2.0 4.1 2.0

1) 공채, 소비세 포함
2) 1리터 당 운행 거리
3) 일반형, 다목적형(SUV, UV, 지프형), 스포츠카
4) 현대, 기아, 삼성, 한국지엠, 외산 등
5) 1,000cc, 1,500cc 등
6) 휘발유, 경유, LPG 등
7) 유지, 보수비 포함



174

□ 지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요하게 고려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1+2+3순 )

구분 사례수
(명) 가격1) 연비2) 종류3) 메이커4) 엔진5) 연료6) 세금7) 

전체(%) 1,000 73.6 69.5 40.2 39.7 27.9 26.4 22.4

성
별

남자 604 75.3 70.4 45.5 37.7 27.6 22.7 20.4

여자 396 71.0 68.2 32.1 42.7 28.3 32.1 25.5

연

령

20대 192 74.0 76.0 34.9 42.2 29.2 25.0 18.8

30대 236 74.2 72.5 44.9 36.9 22.5 29.2 19.9

40대 240 65.4 70.4 43.8 42.9 28.3 27.1 22.1

50대 184 75.5 62.5 40.2 35.3 32.6 27.2 26.1

60대 이상 148 83.1 63.5 33.8 41.2 28.4 21.6 27.0

1) 공채, 소비세 포함
2) 1리터 당 운행 거리
3) 일반형, 다목적형(SUV, UV, 지프형), 스포츠카
4) 현대, 기아, 삼성, 한국지엠, 외산 등
5) 1,000cc, 1,500cc 등
6) 휘발유, 경유, LPG 등
7) 유지, 보수비 포함

□ 향후 5년간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상

하십니까?

구분 사례수(명) 휘발유 경유 LPG

전체(%) 1,000 83.7 79.4 75.7

성
별

남자 604 83.1 80.1 76.8

여자 396 84.6 78.3 74.0

연

령

20대 192 90.1 82.3 75.0

30대 236 85.2 81.4 81.8

40대 240 77.9 77.1 72.1

50대 184 84.2 79.3 75.0

60대 이상 148 81.8 76.4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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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5년간 휘발유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상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낮아짐 낮아짐 하락

소계
현재수
준유지 높아짐

지속적
으로 
매우 

높아짐

상승
소계

평균
(100점)

전체(%) 1 ,0 0 0 0.3 3.8 4.1 12.2 59.3 24.4 83.7 75.9

성
별

남자 604 0.3 4.5 4.8 12.1 57.1 26.0 83.1 76.0

여자 396 0.3 2.8 3.0 12.4 62.6 22.0 84.6 75.8

연

령

20대 192 0.5 1.6 2.1 7.8 58.9 31.3 90.1 79.7

30대 236 0.0 4.7 4.7 10.2 59.3 25.8 85.2 76.6

40대 240 0.8 2.5 3.3 18.8 56.3 21.7 77.9 73.9

50대 184 0.0 3.8 3.8 12.0 62.5 21.7 84.2 75.5

60대 이상 148 0.0 7.4 7.4 10.8 60.8 20.9 81.8 73.8

□ 향후 5년간 경유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상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낮아짐 낮아짐 하락

소계
현재수
준유지 높아짐

지속적
으로 
매우 

높아짐

상승
소계

평균
(100점)

전체(%) 1,000 0.4 3.7 4.1 16.5 61.6 17.8 79.4 73.2

성
별

남자 604 0.3 5.0 5.3 14.6 61.3 18.9 80.1 73.3

여자 396 0.5 1.8 2.3 19.4 62.1 16.2 78.3 72.9

연

령

20대 192 0.0 1.6 1.6 16.1 62.5 19.8 82.3 75.1

30대 236 0.0 3.8 3.8 14.8 61.9 19.5 81.4 74.3

40대 240 0.4 2.1 2.5 20.4 59.6 17.5 77.1 72.9

50대 184 1.1 4.3 5.4 15.2 64.7 14.7 79.3 71.9

60대 이상 148 0.7 8.1 8.8 14.9 59.5 16.9 76.4 70.9

□ 향후 5년간 LPG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상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낮아짐 낮아짐 하락

소계
현재수
준유지 높아짐

지속적
으로 
매우 

높아짐

상승
소계

평균
(100점)

전체(%) 1,000 0.4 4.8 5.2 19.1 61.9 13.8 75.7 71.0

성
별

남자 604 0.3 6.1 6.5 16.7 62.1 14.7 76.8 71.2

여자 396 0.5 2.8 3.3 22.7 61.6 12.4 74.0 70.6

연

령

20대 192 0.0 2.6 2.6 22.4 59.4 15.6 75.0 72.0

30대 236 0.0 3.4 3.4 14.8 65.7 16.1 81.8 73.6

40대 240 0.8 3.3 4.2 23.8 57.5 14.6 72.1 70.4

50대 184 0.5 7.6 8.2 16.8 64.7 10.3 75.0 69.2

60대 이상 148 0.7 8.8 9.5 16.9 62.8 10.8 73.6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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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지 약 정책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명)

전혀중
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 
하지 
않음

부정
소계 보통

어느
정도
중요

매우 
중요

긍정
소계

평균
(100점)

전체(%) 1,000 0.6 5.1 5.7 15.3 42.6 36.4 79.0 77.3

성
별

남자 604 0.5 5.8 6.3 17.5 42.5 33.6 76.2 75.7

여자 396 0.8 4.0 4.8 11.9 42.7 40.7 83.3 79.6

연

령

20대 192 1.0 7.3 8.3 17.7 47.4 26.6 74.0 72.8

30대 236 0.4 7.6 8.1 18.6 45.3 28.0 73.3 73.2

40대 240 0.4 4.2 4.6 17.9 45.4 32.1 77.5 76.1

50대 184 1.1 3.8 4.9 12.5 37.0 45.7 82.6 80.6

60대 이상 148 0.0 1.4 1.4 6.1 34.5 58.1 92.6 87.3

□ 원자력 발  확  정책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사례
수
(명)

전혀
중요
하지
않음

별로 
중요 
하지 
않음

부정
소계 보통

어느
정도
중요

매우 
중요

긍정
소계

평균
(100
점)

전체(%) 1,000 6.5 8.4 14.9 30.1 38.4 16.6 55.0 62.6

성
별

남자 604 5.6 9.4 15.1 31.0 35.9 18.0 54.0 62.8

여자 396 7.8 6.8 14.6 28.8 42.2 14.4 56.6 62.1

연

령

20대 192 5.2 7.8 13.0 40.6 35.9 10.4 46.4 59.6

30대 236 7.6 11.9 19.5 34.7 38.1 7.6 45.8 56.6

40대 240 6.3 9.6 15.8 33.3 36.3 14.6 50.8 60.8

50대 184 6.5 6.5 13.0 21.7 39.7 25.5 65.2 67.8

60대 이상 148 6.8 4.1 10.8 14.2 43.9 31.1 75.0 72.1

□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보  확  정책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명)

전혀중
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 
하지 
않음

부정
소계 보통

어느
정도
중요

매우 
중요

긍정
소계

평균
(100점)

전체(%) 1,000 0.0 1.8 1.8 10.1 35.4 52.7 88.1 84.8

성
별

남자 604 0.0 1.8 1.8 10.8 34.8 52.6 87.4 84.6

여자 396 0.0 1.8 1.8 9.1 36.4 52.8 89.1 85.0

연

령

20대 192 0.0 2.1 2.1 18.8 35.4 43.8 79.2 80.2

30대 236 0.0 1.7 1.7 10.2 44.5 43.6 88.1 82.5

40대 240 0.0 2.9 2.9 8.8 36.7 51.7 88.3 84.3

50대 184 0.0 1.6 1.6 8.2 26.1 64.1 90.2 88.2

60대 이상 148 0.0 0.0 0.0 3.4 30.4 66.2 96.6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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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 풍력에 지 등 신재생에 지 보  확  정책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명)

전혀중
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 
하지 
않음

부정
소계 보통

어느
정도
중요

매우 
중요

긍정
소계

평균
(100점)

전체(%) 1,000 0.2 1.9 2.1 10.9 31.2 55.8 87.0 85.1

성
별

남자 604 0.2 2.3 2.5 11.4 29.8 56.3 86.1 84.9
여자 396 0.3 1.3 1.5 10.1 33.3 55.1 88.4 85.4

연

령

20대 192 0.5 3.6 4.2 16.1 35.9 43.8 79.7 79.7
30대 236 0.4 0.8 1.3 10.6 36.4 51.7 88.1 84.5
40대 240 0.0 1.7 1.7 11.3 31.3 55.8 87.1 85.3
50대 184 0.0 2.7 2.7 9.2 23.9 64.1 88.0 87.4

60대 이상 148 0.0 0.7 0.7 6.1 25.7 67.6 93.2 90.0

□ 기요   에 지가격 상승을 통한 소비 감축 유도에 해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명)

전혀중
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 
하지 
않음

부정
소계 보통

어느
정도
중요

매우 
중요

긍정
소계

평균
(100점)

전체(%) 1,000 6.6 13.2 19.8 26.4 29.1 24.7 53.8 63.0

성
별

남자 604 8.6 15.6 24.2 29.6 27.2 19.0 46.2 58.1
여자 396 3.5 9.6 13.1 21.5 32.1 33.3 65.4 70.5

연

령

20대 192 5.7 13.5 19.3 33.9 25.5 21.4 46.9 60.8
30대 236 9.7 16.5 26.3 30.1 26.3 17.4 43.6 56.3
40대 240 8.3 14.6 22.9 31.7 28.8 16.7 45.4 57.7
50대 184 6.0 13.6 19.6 16.8 32.6 31.0 63.6 67.3

60대 이상 148 0.7 4.7 5.4 14.2 34.5 45.9 80.4 80.1

□ 해외 에 지․자원 개발  확보 사업 지원 정책에 해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명)

전혀중
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 
하지 
않음

부정
소계 보통

어느
정도
중요

매우 
중요

긍정
소계

평균
(100점)

전체(%) 1,000 0.2 1.8 2.0 14.0 44.5 39.5 84.0 80.3

성
별

남자 604 0.0 1.8 1.8 13.7 43.0 41.4 84.4 81.0

여자 396 0.5 1.8 2.3 14.4 46.7 36.6 83.3 79.3

연

령

20대 192 0.5 2.6 3.1 23.4 48.4 25.0 73.4 73.7

30대 236 0.0 1.7 1.7 19.5 46.6 32.2 78.8 77.3

40대 240 0.0 2.5 2.5 12.9 47.1 37.5 84.6 79.9

50대 184 0.5 1.1 1.6 7.6 36.4 54.3 90.8 85.7

60대 이상 148 0.0 0.7 0.7 2.7 41.9 54.7 96.6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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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인지도

□ 하이 리드 자동차에 해서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까?

구분 사례수
(명) 정확히 잘 알고 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들어본 

적 있다

잘 모른다

전체(%) 1,000 25.3 65.4 9.3

성
별

남자 604 34.6 61.1 4.3
여자 396 11.1 72.0 16.9

연

령

20대 192 26.0 63.5 10.4
30대 236 29.2 64.8 5.9
40대 240 24.2 67.5 8.3
50대 184 25.0 68.5 6.5

60대 이상 148 20.3 61.5 18.2

□ 러그인(plug-in) 하이 리드 자동차에 해서 얼마나 정확히 알

고 계셨습니까?

구분 사례수
(명) 정확히 잘 알고 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들어본 

적 있다

잘 모른다

전체(%) 1,000 17.3 61.4 21.3

성
별

남자 604 22.8 64.6 12.6
여자 396 8.8 56.6 34.6

연

령

20대 192 16.7 57.8 25.5
30대 236 19.9 61.4 18.6
40대 240 16.7 66.7 16.7
50대 184 17.4 62.5 20.1

60대 이상 148 14.9 56.1 29.1

□ 기 자동차에 해서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까?

구분 사례수
(명) 정확히 잘 알고 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들어본 

적 있다

잘 모른다

전체(%) 1,000 29.5 63.0 7.5

성
별

남자 604 39.4 56.5 4.1
여자 396 14.4 73.0 12.6

연

령

20대 192 29.2 62.5 8.3
30대 236 33.9 58.1 8.1
40대 240 28.3 62.9 8.8
50대 184 27.2 66.8 6.0

60대 이상 148 27.7 66.9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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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연료 지차에 해서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까?

구분 사례수
(명) 정확히 잘 알고 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들어본 

적 있다

잘 모른다

전체(%) 1,000 11.1 57.6 31.3

성
별

남자 604 15.7 64.6 19.7

여자 396 4.0 47.0 49.0

연

령

20대 192 12.5 58.9 28.6

30대 236 14.0 54.7 31.4

40대 240 11.7 54.6 33.8

50대 184 10.3 60.3 29.3

60대 이상 148 4.7 62.2 33.1

□  클린디젤 자동차에 해서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까?

구분 사례수
(명) 정확히 잘 알고 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들어본 

적 있다

잘 모른다

전체(%) 1,000 10.3 45.3 44.4

성
별

남자 604 14.1 50.2 35.8

여자 396 4.5 37.9 57.6

연

령

20대 192 8.9 44.3 46.9

30대 236 15.3 40.7 44.1

40대 240 10.8 47.1 42.1

50대 184 8.7 49.5 41.8

60대 이상 148 5.4 45.9 48.6

□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에 해서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까?

구분 사례수
(명) 정확히 잘 알고 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들어본 

적 있다

잘 모른다

전체(%) 1,000 14.6 49.5 35.9

성
별

남자 604 21.2 52.5 26.3

여자 396 4.5 44.9 50.5

연

령

20대 192 10.4 47.4 42.2

30대 236 19.1 48.3 32.6

40대 240 13.8 49.2 37.1

50대 184 13.6 53.8 32.6

60대 이상 148 15.5 49.3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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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호 차량 선택

□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차량 크기만을 고려한다면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겠습니까?

구분 사례수
(명) 경형1) 소형2) 중형3) 대형4) 기타5)

전체(%) 1,000 9.5 24.8 49.6 14.3 1.8

성
별

남자 604 7.6 20.9 53.3 15.7 2.5

여자 396 12.4 30.8 43.9 12.1 0.8

연

령

20대 192 13.0 32.3 47.4 6.8 0.5

30대 236 11.9 26.7 49.6 9.7 2.1

40대 240 8.3 19.6 54.6 15.8 1.7

50대 184 4.9 21.7 47.3 22.8 3.3

60대 이상 148 8.8 24.3 47.3 18.2 1.4

1) 1,000cc 미만
2) 1,000cc ~ 1,600cc 미만
3) 1,600cc ~ 2,000cc 미만
4) 2,000cc 이상
5) 승합, 화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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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신 차량 종류를 1년 이내에 구입하신다고 가정하면, 차량 구입 

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분 사례수
(명)

1,000
만원 
미만

1,000
만원～
1,500
만원 
미만

1,500
만원
～

2,000
만원 
미만

2,000
만원～
2,500
만원 
미만

2,500
만원～
3,000
만원 
미만

3,000
만원～
3,500
만원 
미만

3,500
만원～
4,000
만원 
미만

전체(%) 1,000 6.6 14.6 18.0 21.1 19.6 8.1 5.3

성
별

남자 604 5.6 12.6 18.0 22.5 20.5 7.6 5.1

여자 396 8.1 17.7 17.9 18.9 18.2 8.8 5.6

연

령

20대 192 7.3 20.8 19.3 20.3 17.7 5.2 2.6

30대 236 8.1 16.1 16.1 20.8 21.2 11.0 3.4

40대 240 6.3 10.0 17.9 24.6 21.3 6.3 7.9

50대 184 4.3 12.5 20.1 21.2 15.8 7.6 8.2

60대 
이상 148 6.8 14.2 16.9 16.9 21.6 10.8 4.1

구분 사례수
(명)

3,500
만원
～

4,000
만원 
미만

4,000
만원
～

4,500
만원 
미만

4,500
만원
～

5,000
만원 
미만

5,000
만원
～

6,000
만원 
미만

6,000
만원
～

7,000
만원 
미만

8,000
만원
～

10,000
만원 
미만

10,000
만원

(1억원) 
이상

전체(%) 1,000 5.3 1.2 1.7 1.5 0.8 0.9 0.6

성
별

남자 604 5.1 1.3 2.3 1.7 1.0 0.8 0.8

여자 396 5.6 1.0 0.8 1.3 0.5 1.0 0.3

연

령

20대 192 2.6 1.6 2.1 1.0 1.0 0.0 1.0

30대 236 3.4 0.8 0.8 1.3 0.0 0.4 0.0

40대 240 7.9 0.8 2.1 1.3 0.8 0.4 0.4

50대 184 8.2 2.2 2.2 1.6 1.6 2.2 0.5

60대 
이상 148 4.1 0.7 1.4 2.7 0.7 2.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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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종류, 연비, 주유시간, 자동차 가격, 탄소배출량, 연간 자동차

세에서 차이가 있는 3가지 안  선호 차량 선택 (A버 )

<1/8>

1/8 사례수(명) 자동차 A 자동차 B 자동차 C

전체(%) 250 38.4 56.0 5.6

향후

구입 의향

차량 종류

경  형
(1,000cc 미 만 ) 27 48.1 51.9 0.0

소 형
(1,000cc ~ 1,600cc 미만) 62 50.0 45.2 4.8

중 형
(1,600cc ~ 2,000cc 미만) 120 31.7 63.3 5.0

대 형
(2,000cc 이상) 34 32.4 52.9 14.7

기 타
(승합, 화물 등) 7 42.9 57.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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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 사례수(명) 자동차 A 자동차 B 자동차 C

전체(%) 250 16.4 52.0 31.6

향후

구입 의향

차량 종류

경  형
(1,000cc 미 만 ) 27 14.8 51.9 33.3

소 형
(1,000cc ~ 1,600cc 미만) 62 17.7 38.7 43.5

중 형
(1,600cc ~ 2,000cc 미만) 120 17.5 55.8 26.7

대 형
(2,000cc 이상) 34 14.7 55.9 29.4

기 타
(승합, 화물 등) 7 0.0 85.7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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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 사례수(명) 자동차 A 자동차 B 자동차 C

전체(%) 250 40.8 14.0 45.2

향후

구입 의향

차량 종류

경  형
(1,000cc 미 만 ) 27 37.0 7.4 55.6

소 형
(1,000cc ~ 1,600cc 미만) 62 35.5 12.9 51.6

중 형
(1,600cc ~ 2,000cc 미만) 120 42.5 15.0 42.5

대 형
(2,000cc 이상) 34 47.1 17.6 35.3

기 타
(승합, 화물 등) 7 42.9 14.3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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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8 사례수(명) 자동차 A 자동차 B 자동차 C

전체(%) 250 11.2 66.4 22.4

향후

구입 의향

차량 종류

경  형
(1,000cc 미 만 ) 27 14.8 59.3 25.9

소 형
(1,000cc ~ 1,600cc 미만) 62 12.9 62.9 24.2

중 형
(1,600cc ~ 2,000cc 미만) 120 11.7 68.3 20.0

대 형
(2,000cc 이상) 34 5.9 70.6 23.5

기 타
(승합, 화물 등) 7 0.0 71.4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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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8 사례수(명) 자동차 A 자동차 B 자동차 C

전체(%) 250 10.0 44.0 46.0

향후

구입 의향

차량 종류

경  형
(1,000cc 미 만 ) 27 14.8 40.7 44.4

소 형
(1,000cc ~ 1,600cc 미만) 62 4.8 35.5 59.7

중 형
(1,600cc ~ 2,000cc 미만) 120 13.3 48.3 38.3

대 형
(2,000cc 이상) 34 5.9 44.1 50.0

기 타
(승합, 화물 등) 7 0.0 57.1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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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8 사례수(명) 자동차 A 자동차 B 자동차 C

전체(%) 250 27.6 62.0 10.4

향후

구입 의향

차량 종류

경  형
(1,000cc 미 만 ) 27 37.0 55.6 7.4

소 형
(1,000cc ~ 1,600cc 미만) 62 19.4 69.4 11.3

중 형
(1,600cc ~ 2,000cc 미만) 120 27.5 61.7 10.8

대 형
(2,000cc 이상) 34 38.2 52.9 8.8

기 타
(승합, 화물 등) 7 14.3 71.4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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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8 사례수(명) 자동차 A 자동차 B 자동차 C

전체(%) 250 54.0 37.2 8.8

향후

구입 의향

차량 종류

경  형
(1,000cc 미 만 ) 27 51.9 37.0 11.1

소 형
(1,000cc ~ 1,600cc 미만) 62 66.1 25.8 8.1

중 형
(1,600cc ~ 2,000cc 미만) 120 53.3 40.0 6.7

대 형
(2,000cc 이상) 34 38.2 47.1 14.7

기 타
(승합, 화물 등) 7 42.9 42.9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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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8/8 사례수(명) 자동차 A 자동차 B 자동차 C

전체(%) 250 20.8 65.2 14.0

향후

구입 의향

차량 종류

경  형
(1,000cc 미 만 ) 27 3.7 85.2 11.1

소 형
(1,000cc ~ 1,600cc 미만) 62 9.7 74.2 16.1

중 형
(1,600cc ~ 2,000cc 미만) 120 24.2 60.8 15.0

대 형
(2,000cc 이상) 34 41.2 50.0 8.8

기 타
(승합, 화물 등) 7 28.6 57.1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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