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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user satisfaction and perception change toward electric rental cars if an 

electric rental car user has encountered queue in a charging station and navigated other 

available stations. An ordinary least squares model of electric rental car user satisfaction and an

average treatment effect model of perception change toward electric vehicles are specified. 

Using behavioral data collected from a survey of 196 electric rental car users, the models are 

estimated. Results show that the experience of turning back in a charging station has negative 

effect on user satisfaction and perception change toward electric vehicles. These results provide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more public chargers are needed in Jeju; the installation of 

chargers should cover hotels; and more information on chargers should be available, including

the location of charg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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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전기렌터카 이용자가 충전소 대기수요로 인해 다른 충전소를 찾은 경험이, 전기

렌터카 이용 만족도와 전기차에 대한 인식 변화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기렌터카 이용실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 자료의 유효표본수는 196명이다. 분석을 위해

전기렌터카 이용 만족도에 대한 최소제곱 모형과 전기차 인식 변화에 대한 평균처리효과 모형을

설계하였다. 분석결과, 최소제곱 모형에서는 충전소 회차 경험이 전기렌터카 이용 만족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처리효과모형에서는 회차 경험자의 전기차에 대한 인식

변화가 회차 비 경험자에 비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회차 경험자 자신이 회차를 경험하지 않

았을 때를 가정하여 비교하면, 인식 변화가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

주도 내 더 많은 개방형 충전기의 확충, 숙박업소 내 충전기 설치기준 마련과 충전기 보급지원,

전기렌터카 예약 단계에서 충전소 정보제공 시스템화 등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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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주특별자치도의 “2016년 하반기 전기차 보급 확대 실행계획”(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16)에 

따라 제주지역에 전기렌터카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제주도 내 운행 중인 전기렌터카의 수는 2016년 

5월 기준 86대에서 2017년 5월 기준 1,792대로 늘어났다(Jeju Research Institute, 2017). 

증가한 전기렌터카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개방형(공용) 충전기가 필요하다. 홈(개인용) 충전기

를 보유한 개인용 전기차와 달리, 전기렌터카는 개방형 충전기를 이용하여 재충전해야 하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

다. 2017년 5월 기준 제주도내 개방형 충전기의 숫자는 623기이고, 이 중 전기렌터카 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급속

충전기의 숫자는 252기인 것으로 나타났다(Jeju Research Institute, 2017). 전기렌터카와 급속충전기 비율은 7:1 

수준으로, 전기렌터카를 제외한 5,248대의 제주도민 보유 전기차에 의한 급속충전기 추가 수요까지 고려하면, 개방

형 급속충전기의 숫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전기렌터카 이용자가 원활한 충전을 하지 못하고 충전 대기차량으로 인한 혼잡과 불편을 

겪게 된다면, 전기렌터카 이용자의 전기차 이용 만족도는 크게 감소하고,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기렌터카 이용자가 충전소 대기수요로 인해 다른 충전소를 찾은 경험이 전기렌터카 이용 만

족도와 전기차에 대한 인식 변화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전기렌터카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

들을 파악하고 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기렌터카 이용자에 대한 국내 첫 실증연구라는 문헌적 공헌

을 갖는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국내외 문헌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자료와 변수를 설명하고,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요약한다. 4장에서는 전기렌터카 이용만족도와 전기차 인식 변화에 대한 계량경제 모형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모형을 추정하고, 추정결과를 분석한다.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선행연구

전기렌터카와 관련하여 Karbowska-Chilinska and Zabielski(2017)는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와 충전 

인프라의 제약조건 하에서 전기렌터카를 이용한 최적 관광코스 산출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제시된 방법론은 Poland

의 Podlasie 지역에 위치한 531개 관광지와 충전소를 대상으로 적용되었고, 전기렌터카 네비게이션에 전기렌터카

를 이용한 최적 관광코스 산출 방법론을 적용하여 보다 나은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전 세계적으

로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전기렌터카 보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렌터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아직까

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전기렌터카와 관련한 다양한 실증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1회 충전 주행가

능거리와 충전인프라에 대한 제약이 반영된 전기렌터카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기렌터카 관련 선행연구가 제한된 만큼 최근 수행된 전기차 선택 및 충전기 이용 행태 분석 연구를 고찰하고 전

기차 충전소 회차 경험 및 전기렌터카 이용 만족도 및 인식 변화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Hahn and Lee(2016)는 친환경차(Hybrid Electric Vehicle,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Battery Electric 

Vehicle) 구매행태를 SP 설문조사와 다항 및 네스티드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차종 선택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차량가격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차량가격은 구매비용과 운영비용으로 구성된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기렌터카 차종 선택에서도 차량 대여료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 이용 가능 충전소 유무 변수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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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n and Lee(2018)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차급별, 주택유형별 전기차 선택모형을 구축하여 전기차 구매 수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전 연구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Park et al.(2017)은 제주지역에 설치된 134기의 전기차 충전소를 대상으로 이용 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전체 충전기 이용 빈도는 50,382건으로 집계되었고, 그 중 56%가 전기렌터카 이

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전기렌터카 보급이 확대되어 충전기 이용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공공충전기에 

대한 집중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료 수집 및 분석

1. 자료 수집

연구를 위해 사용된 자료는 ｢전기렌터카 이용실태 설문조사｣(Jeju Research Institute, 2017)이다. 이 설문조사의 

목적은 전기렌터카 이용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전기렌터카 보급 확대 및 이용편의 증대를 위한 정책적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설문조사의 주요내용은 Table 1에 요약하였다.

Table 1을 살펴보자. 설문조사 대상은 제주를 방문한 전기렌터카 이용 고객이고, 전기렌터카 이용을 마치고 차량

을 반납한 직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17년 4월 10일부터 5월 12일이다. 설문장소는 렌터카 반납 대기 

장소로, 렌터카 업체 내에 위치하거나 또는 제주공항 인근 별도의 장소에 위치하였다. 설문대상자는 210명으로, 이 

중 유효표본수는 196명이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응답자 특성, 제주 방문정보, 전기렌터카 이용정보, 충전기 이

용정보, 전기렌터카 이용 만족도 등이다.

Table 1. Summary of electric rental cars usage behavior survey

Classification Contents
Survey respondents Drivers of electric rental cars in Jeju Island
Survey date From April 10th 2017 to May 12th 2017
Survey spot Returning spots after using electric rental cars
Sample size 210 (196 are available)

Survey contents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s of visiting 
Jeju Island, usage behavior of electric rental cars, usage behavior of charger, user satisfaction 
of electric rental cars

2. 변수 설명

전기렌터카 이용 만족도는 5점 리커르트 척도와 100점 척도로 중복 조사하였고, 5점 리커르트 척도를 기준으로 

100점 척도를 가중한 것이 만족도 변수이다. 이러한 만족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응답자마다 만족도에 대한 평가 기

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점 척도에서 ‘보통이다(3점)’라고 대답하고, 100점 척도에서 70점이라고 응답

한 경우, ‘보통이다’가 40-60점이므로 이 응답은 1보다 작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70점 보다 낮은 점수를 갖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100점 척도 응답을 5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5점 리커르트 척도 응답과 비교한 가중치를 사

용하였다. 

가중치는 Equation 1과 같이 계산한다. 100점 척도 만족도 응답을 1부터 5까지의 점수로 변환하고, 5점 척도 만

족도 응답과의 차이의 절댓값을 구한다. 이 절댓값에 0.25를 곱한 값을 1에서 뺀 값이 가중치이다. 

  × degdeg (1)

where, :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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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 The satisfaction measured in 100point scale

deg: The satisfaction measured in 5point Likert scale

⋅: Flooring function at digit zero

가중 만족도는 100점 척도 응답 점수에 이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100점 척도 응답을 5점 척도로 변환

한 값과 5점 척도 응답이 일치하면 가중치는 1의 값을 갖게 된다. 만약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는 정도

에 따라, 가중치는 0.75, 0.5, 0.25, 0의 순으로 값을 가지게 되며, 가중만족도는 가중치를 곱하여 100점 척도 

응답보다 작은 값을 갖도록 축소된다.

   × 

변수설명 요약은 Table 2와 같다. 전기렌터카 이용 만족도 분석을 위한 변수는, 종속변수로 전기렌터카 이용 만족

도를, 독립변수로 전기렌터카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충전소 회차 경험여부, 렌트 비용, 무료 

충전 여부, 방문지역 범위, 대여 전기렌터카 차종, 사전 전기차 이용 교육 여부, 제주 방문횟수, 렌터카 대여횟수, 응

답자 나이, 성별, 가구수입, 학력 변수를 선정하였다. 

Table 2. List of variables of electric rental car user satisfaction

Variable Description
Usage satisfaction Drivers’ satisfaction of using electric rental cars in Jeju Island; The satisfaction is measured in 

100point scale and then weighted by another satisfaction measure based on 5point Likert scale 
for validity

Turning back
experience dummy

Dummy for whether drivers had experiences of turning back to navigate other charging stations 
because of queue in a charging station (1=did, 0=did not)

Rental price Total amount of rental price for electric rental cars
Free charging dummy Dummy for whether a main reason for renting an electric vehicle (EV) instead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 is free charging promotion (1=is, 0=is not)
Official charging cost is 173.8won/kWh for fast chargers

Number of visited 
districts 

The number of districts in Jeju visited during the travel (1≤Number of visited districts≤6)

A Model dummy Dummy for whether an electric rental car is A Model (1=A Model, 0=others, B Model is base)
C Model dummy Dummy for whether an electric rental car is C Model (1=C Model, 0=others, B Model is base)
EV use orientation 
dummy

Dummy for whether drivers took an orientation session for the usage of EV and charger from 
rental car companies (1=did, 0=did not) 

Visiting frequency The number of visiting Jeju Island in the past five years
Rental frequency The number of renting a car in Jeju Island in the past five years
Age Age
Gender Dummy for whether a survey respondent is male (1=male, 0=female)
Income Monthly income at the household level
Years of education The number of years of education in total
Perception changing 1 “I understand EVs better than before”
Perception changing 2 “I have more tendency to purchase an EV”
Perception changing 3 “I resolved range anxiety of EVs”
Perception changing 4 “I think that EVs have to be spread out over the country”
Perception changing 5 “I think that electric rental cars need to be assigned more in Jeju Island”

충전소 회차 경험 여부, 무료 충전 여부, 대여 전기렌터카 차종, 사전 전기차 이용 교육 여부는 더미변수로 처리하

였다. 충전소 회차 경험 여부는 충전을 위해 방문한 충전소에서 먼저 온 차량으로 인해 충전을 하지 못하고, 다른 충

전소로 차를 돌린(회차) 경우는 1의 값을 아닌 경우는 0의 값을 갖는 변수이며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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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만약, 충전소에서 회차하지 않고 자신의 충전차례까지 대기를 한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다. 총 렌트비용

은 전기렌터카 자차보험 비용을 포함하여, 대여기간 전체에 대한 총금액이다. 총 렌트비용이 적을수록 또한 전기차 

충전비용이 무료일수록 만족도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지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방문한 권역수를 질문하

였는데, 방문한 권역수와 전기차 이용거리는 비례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변수를 포함하였고, 전기차 이용거리가 

증가하면 할수록 충전이 보다 빈번하게 요구되므로 전기차 이용 만족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여 전기렌터

카 차종은 3개 차종으로 한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A Model, B Model, C Model). A Model이 1회 충전 주행거

리가 가장 길고, C Model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가장 짧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면 길수록 만족도가 높을 것으

로 판단되며, 주행거리 외에도 차량 제조사 브랜드 가치, 차량 형태의 차이도 각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

료된다. 사전 전기차 이용 교육 여부는 전기렌터카 대여 시 렌터카 직원으로부터 전기차 사용안내를 받은 경우 1의 

값을 갖는 변수이며, 사전 이용 교육을 받을 경우 전기차를 보다 잘 이용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잘 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만족도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방문횟수는 제주 최근 5년간 제주 방문횟수이고, 대여횟수는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렌터카를 대여한 횟수이다. 응

답자 나이, 성별, 가구수입, 학력은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수로 회귀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통제변수이다.

전기차에 대한 인식 변화 분석을 위해 추가되는 변수는, 5개의 인식 변화 변수이다. 인식 변화 변수들은 전기렌터

카 이용 전 ․ 후를 비교하여 응답자의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변한 정도를 측정한다. 분석의 편리성을 위해, 7점 리커

르트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100점 척도로 변환하였다. 5개의 인식 변화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전기차 대한 이

해가 높아졌다.’, ‘전기차 구매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전기차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었다.’, ‘전국적

으로 더 많은 전기차가 보급될 필요성을 느꼈다.’, ‘제주에 더 많은 전기렌터카가 보급될 필요성을 느꼈다.’ 이다.

3. 자료 분석

3.2절에서 소개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Table 3과 같고, 세부내용으로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제시

하였다. 기초통계량을 살펴봄으로써 변수의 이상치 포함 여부와 분포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적절한 통계 

모형을 선정할 수 있다.

먼저, 전기렌터카 이용 만족도 분석을 위한 변수의 기초 통계량을 살펴보면, 먼저 전기렌터카 이용 만족도 평균은 

66.81점, 표준편차는 23.40로 나타났다. 충전소 회차 경험 여부의 평균값은 0.37로, 응답자의 37%가 충전소의 혼잡

으로 인해 다른 충전소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렌트비용은 평균이 6.49만원, 표준편차가 2.46, 최솟값이 0.15만

원, 최댓값이 15만원이다. 전기렌터카 무료 충전의 평균값은 0.17로, 응답자의 17%가 무료충전 프로모션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전기렌터카를 충전하였다. 제주지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방문한 권역수를 질문하였는데, 평균 3.12 

권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A Model 더미변수의 평균값은 0.48이다. 더미변수의 평균값은 해당자의 비율을 

뜻하므로, 응답자의 48%가 A Model을 대여하였다. C Model은 응답자의 32%가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전

기차 이용교육 여부의 평균값은 0.64로, 응답자의 64%가 대여 시 전기차 이용교육을 받았다. 지난 5년간 제주 방문

횟수는 평균이 3.88회, 렌터카 대여횟수는 평균이 3.10회, 응답자 나이는 평균이 38.78세, 학력은 교육기간으로 환산

하여 나타내었는데, 평균이 15.87년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원을 18년으로 우측검렬(Right Censoring) 하였다.

다음으로, 전기차에 대한 인식 변화 분석을 위한 변수의 기초 통계량을 살펴보자. 인식 변화와 관련하여 ‘전기차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에 대한 평균은 70.66점이다. ‘전기차 구매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에 대한 평균은 66.15점

이다. ‘전기차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었다.’에 대한 평균은 55.36점이고, ‘전국적으로 더 많은 전기차가 

보급될 필요성을 느꼈다.’에 대한 평균은 74.40점이다. 마지막으로 ‘제주에 더 많은 전기렌터카가 보급될 필요성을 

느꼈다.’는 75.17점으로 나타났다. 50점을 기준으로, 50점 보다 낮으면 인식 변화가 부정적이고, 높으면 인식 변화

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인식 변화 3의 경우 인식 변화에 차이가 뚜렷하지 않지만, 나머지 4개의 

인식 변화의 경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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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Unit Mean Std. Dev. Min Max
Usage satisfaction 100point 66.81 23.40 0 100
Turning back experience dummy (0,1) 0.37 0.48 0 1
Rental price 10,000won 6.49 2.46 0.15 15
Free charging dummy (0,1) 0.17 0.38 0 1
Number of visited districts District 3.12 1.47 1 6
A Model dummy (0,1) 0.48 0.50 0 1
C Model dummy (0,1) 0.32 0.47 0 1
EV use orientation dummy (0,1) 0.64 0.48 0 1
Visiting frequency Number 3.88 3.28 1 20
Rental frequency Number 2.82 1.51 1 8
Age Year 38.78 8.92 23 66
Gender (male) (0,1) 0.77 0.41 0 1
Income Million won 4.21 1.74 0.5 9.5
Education years Year 15.87 1.49 12 18
Perception changing 1 100point 70.66 23.01 0 100
Perception changing 2 100point 66.15 24.92 0 100
Perception changing 3 100point 55.36 25.56 0 100
Perception changing 4 100point 74.40 24.89 0 100
Perception changing 5 100point 75.17 25.51 0 100

모형 구축

전기렌터카 이용자가 전기차 충전소 대기수요로 인해 다른 충전소를 찾은 경험이 전기렌터카 이용 만족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최소제곱 모형(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사용하고, 전기차 인식 변화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처리효과모형(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ATET)을 사용한다.

1. 최소제곱모형(OLS)

설문조사에서 만족도에 대한 항목은 주로 5점 또는 7점의 리커르트 척도로 응답 설계된다. 이 경우, 만족도에 대

해 가능한 통계분석은 기초통계량을 제시하거나 관심변수에 따른 교차분석을 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 또는 다항선

택모형(Multinomial Choice Model)과 같은 복잡한 비선형 모형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런데 만족도 점수를 

연속형 변수인 100점 척도로 수집할 수 있다면, 만족도에 대한 최소제곱모형 추정이 가능하다. 최소제곱모형은 선

형모형으로 추정과정이 간단하고, 설명변수와 오차항 간의 직교성(Orthogonality)이 성립할 때, 좋은 성질의 추정량

을 제공한다. 또한 다수의 변수가 정규분포를 보이고 있어 최소제곱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에서는 5첨 척도와 함께 100점 척도의 전기렌터카 이용 만족도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두 

만족도가 일치되도록 가중 100점 척도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전기렌터카 이용 만족도를 위한 최소제곱모형 추정을 위한 모형은 Equation 2와 같다.

 (2)

where,   

: Weighted usage satisfaction

: (Turning back experience dummy, Rental price, Free charging dummy, The number of visited 

districts, EV model dummy, EV use orientation dummy, Visiting frequency, Rental frequency, Age, 

Gender, Household income, Education, ),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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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 2의 종속변수는 가중된 100점 척도 전기렌터카 이용 만족도이다. 설명변수는 전기렌터카 이용 만족도

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렌터카 관련 변수들 및 사회경제적 변수들이다. 분석의 주요 관심사는 전기렌터

카 관련 변수들이 전기렌터카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다.

2. 평균처리효과모형(ATET)

평균처리효과모형은 처리효과 추정을 위한 비모수적 방법론으로, 경제, 경영, 교육, 행정, 심리학 등 사회과학 전

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처리효과는 이원적 선택상황에서 선택과 비선택에 따른 반응변수의 차이로 정의

한다(Lee, 2016). 본 연구에서 처리효과는 전기차 충전소 회차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전기차 인식 변화에 

대한 차이이다. 그런데 한 개인에 대해 상반되는 두 가지 상태를 동시에 관측할 수 없으므로, 회차 경험이 있는 한 개

인과 가장 비슷한 특징을 갖는 회차 경험이 없는 개인을 매칭하여 전기차 인식 변화의 차이를 구할 수 있다. 매칭을 

위해 나이, 학력 등의 개인에 대한 기본적인 변수를 포함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칭을 위해, 충전소 회차 경험 여부를 제외한 최소제곱모형의 설명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매

칭을 위한 변수가 많을수록 모든 변수에서 서로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짝을 찾기가 힘들어지고, 매칭을 위해 요구되는 

표본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한계가 있다. Rosenbaum and Rubin(1983)은 다차원의 매칭변수를 1차원의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로 바꾸어 가장 유사한 점수를 갖는 개인들을 매칭하는 성향점수매칭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매칭변수가 많은 경우에도 유사한 특징을 갖는 개인들을 매칭할 수 있고, 요구되는 표본수도 적다는 장점으

로 인해 평균처리효과모형의 추정을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하여 

한 개인에 대한 처리효과를 구하는 과정을, 전기차 충전소 회차 경험이 있는 모든 개인들에게 적용하고, 그 평균을 

구하면 평균처리효과가 추정된다. 

평균처리효과모형의 수학적 정의는 Equation 3과 같다. 는 반응변수로, 전기렌터카 이용 후 전기차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는 처리효과로, 회차 경험 유무에 따른 전기차 인식 변화의 차이이다. 는 성향점수이고, 는 

성향점수를 구하기 위해 사용된 매칭변수이다. 는 총 렌트비용, 무료충전 여부, 방문권역 범위, 대여차량 차종, 사

전 전기차 이용교육 여부, 방문횟수, 대여횟수, 나이, 성별, 가구수입, 학력이다. 은 전기차 충전소 회차 경험이 

있음을 뜻한다. Equation 3은 전기차 충전소 회차 경험이 있는 각 개인들에 대해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짝을 구하고, 

전기차 인식 변화의 차이의 평균을 구함을 의미한다.

   ∣ (3)

where, : Degree of perception changing on the treated

: Degree of perception changing on the untreated

⋅: Propensity score in the probit model

: (Turning back experience dummy, Rental price, Free charging dummy, The number of visited 

districts, EV model dummy, EV use orientation dummy, Visiting frequency, Rental frequency, Age, 

Gender, Household income, Education, ),   ⋯′ , and =Turning back experience dummy

단, Equation 3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Equation 4는 조건부 독립가정(Conditional Independent Assumption, CIA)이 

전제되어야 한다. 조건부 독립가정에 따르면, 성향점수매칭 이후 전기차 인식 변화와 충전소 회차 경험은 서로 임

의적(Random)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성향점수매칭 과정에서 통제된 변수들인  외에 어떤 다른 요인

들이, 회차 경험인 와 전기차 인식 변화인  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 Equation 3

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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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where, ⊥: Orthogonal

Equation 3은 모집단에 대한 식으로, 표본에서 이를 추정하면 Equation 5가 된다. Equation 5에서 은 회차 경

험이 있는 개인의 수이다. Equation 5의 의미는 충전소 회차 경험이 있는 개인들의 전기차 인식 변화의 평균과 이 개

인들과 가장 유사한 특징을 갖는 회차 경험이 없는 개인들의 전기차 인식 변화의 평균의 차이가 평균처리효과의 추

정량(Estimator)임을 뜻한다. 이는 충전소 회차 경험이 있는 개인들에 대해, 회차 경험유무에 따른 전기차 인식 변화

의 차이인 처리효과를 먼저 계산하고, 그 평균을 계산하는 것과 통계적으로 동일하다.

 


 
  



 
 



∣  (5)

where, : Sample size of treated group

: Individual in treated group

: Individual in controlled group

평균처리효과모형을 사용하면, 전기차 충전소 회차 경험이 전기차 인식 변화에 주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회차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전기차 인식 변화의 차이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으로 단순평균을 활용하는데, 평균처리효과모형은 기본 특징들을 통제하여 처리함으로써 기존 모형이 갖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차 경험이 있는 경우는 주로 젊은 세대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회차 경험에 

따른 집단 간 전기차 인식 변화의 차이 평균에는 통제되지 않은 나이의 효과도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인식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고, 응답자 기본특성과 전기렌터카 이용행태 및 충전소 회차 경험 유무를 설명변수로 하

는 최소제곱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의 경우 평균처리효과모형의 추정을 위한 매칭과정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동일하

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통제된 변수들이 인식 변화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제외시킬 수 있다. 

그러나 충전소 회차 경험이 설명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다시 전기차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평균처리효과 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추정결과

1. 최소제곱모형(OLS) 추정 결과 

전기렌터카 이용 만족도에 대한 최소제곱 모형을 추정한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기렌터카 이용 만족도 모형 

추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 statistic=4.479, P-value=0.000), 모형의 적합도, 개별 변수의 

부호 등이 비교적 적절한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전기렌터카 이용 만족도 관련 변수들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소제곱 모형의 추정결과에서 충전소 회차 경

험 여부의 계수값은 -12.7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정값의 T 검정통계량은 -3.783으로 99.9%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정결과는 충전대기로 인해 다른 전기차 충전소를 찾은 경험이 있는 전기렌터카 

이용자의 만족도가, 충전대기를 하지 않거나 충전대기를 하더라도 다른 전기차 충전소를 찾지 않은 이용자의 만족

도보다 12.726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기렌터카 무료충전 여부의 계수값은 7.336으로 추정되었고, 90%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차종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 

Model 대여자는 B Model 대여자에 비해 만족도가 7.050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C Model 대여자는 B Model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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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에 비해 만족도가 16.213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점수 차이는 1회 평균 주행거리 차이, 전기차 제조사 

브랜드 가치, 개인의 선호 차량 유형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차이가 상온 기준 1회 평균 주행거

리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단위 주행가능거리당 만족도를 산출해보면 A Model과 B Model 사이에서는 

0.16점/km, B Model과 C Model 사이에서는 1.01점/km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주행가능거리

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동에 제약을 받고, 충전에 시간을 더 많은 소요해야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적 특성과 관련한 변수 중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변수는 나이와 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적을수

록, 학력이 높을수록 전기차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 렌트비용을 제외한 모든 계수의 부호는 가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sults of electric rental cars usage satisfaction regression (N=196, R2=0.24, Adj-R2=0.19)

Variable Coefficient Standard Err. T-stat P-value
Dependent: usage satisfaction
  Turning back experience dummy -12.726 3.364 -3.783 0.000
Rental price (10,000won)  0.296 0.645 0.459 0.647
  Free charging dummy  7.336 4.065  1.805 0.072
  Number of visited districts  -0.314 1.091 -0.288 0.773
A Model dummy 7.050 4.240 1.663 0.098
C Model dummy -16.213 4.602 3.523 0.000
EV use orientation dummy 3.141 3.390 0.926 0.355
Visiting frequency  -0.325 0.507 -0.641 0.522
Rental frequency -0.509 1.037 -0.491 0.624
Age -0.479 0.191 -2.511 0.012
Gender (male) 1.591 3.793 0.419 0.675
Income (million won) 0.774 1.030 0.751 0.453
Education years  1.992 1.118 1.782 0.076
Constant 54.098 19.021 2.844 0.004

2. 평균처리효과모형(ATET) 추정 결과

충전회차 경험유무가 전기차 인식 변화에 주는 차이에 대한 평균처리효과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매칭 전은 충전소 회차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과 회차 경험이 없는 이용자들 간의 전기차 인식 변화에 

대한 평균의 차이이다. 매칭 후는 충전소 회차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의 전기차 인식 변화와 이들이 회차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전기차 인식 변화 간의 차이의 평균이다. 정리하면, 매칭 전은 두 집단 간의 인식 변화의 모평균 

차이를 추정한 것이고, 매칭 후는 충전소 회차 경험이 있는 집단에 대한 처리효과인 회차 경험 유무에 따른 인식 변

화의 차이의 평균을 추정한 것이다.

평균처리효과모형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매칭 전 ․ 후 충전소 회차 경험 집단과 비 경험 집단 사이에서, 5개의 인

식 변화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매칭 후에는 인식 변화 3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인식 변화가 더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 변화 1은 전기차에 대한 이해도 상승으로, 매칭 전 -7.7점

에서 매칭 후 -11.9점으로 차이가 -4.2점 늘어났다. 인식 변화 2는 전기차 구매에 대한 관심도 상승으로, 매칭 전 

-11.4점에서 매칭 후 -15.2점으로 차이가 -3.8점 늘어났다. 인식 변화 3은 전기차 주행거리 불안감 해소로, 매칭 전 

-13.3점에서 -13.9점으로 차이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인식 변화 4는 전기차 전국보급 확대 필요로, 매칭 전 

-9.2점에서 매칭 후 -15.8점으로 차이가 -6.6점 늘어났다. 인식 변화 5는 전기렌터카 제주보급 확대 필요성으로, 

매칭 전 -11.1점에서 매칭 후 -18.2점으로 차이가 -7.1점 늘었다.

평균처리효과모형의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차에 대한 이해도와 전기차 구매에 대한 관심

도는 전기차 충전소 회차 경험이 있는 집단이 회차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회차 경험자가 

회차 경험을 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비교하면 그 차이가 조금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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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전기차 충전소 회차 경험이 있는 집단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기차 전국보급 확대 필요성과 전기렌터카 제주보급 확대 필요성은 회차 경험이 있는 집단이 회차 경험이 없는 집

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회차 경험자가 회차 경험을 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Perception change before and after matching

Matching Perception Treated Controls Difference Std. Err. T-stat*
Before 1 65.18 72.86 -7.68 3.61 -2.13

2 58.04 69.42 -11.39 3.87 -2.26
3 45.83 59.17 -13.33 3.94 -3.39
4 67.86 77.02 -9.17 3.89 -2.45
5 67.26 78.33 -11.07 3.97 -2.79

After 1 65.18 77.08 -11.90 5.11 -2.04
2 58.04 73.21 -15.18 5.49 -2.77
3 45.83 59.82 -13.99 6.00 -2.75
4 67.86 83.63 -15.77 5.59 -2.82
5 67.26 85.42 -18.15 5.68 -3.06

*T-stat after matching is bootstrap Z-stat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전기렌터카 이용자가 전기차 충전소 대기차량으로 인해 다른 전기차 충전소로 회차(回車)한 경험이 전

기렌터카 이용 만족도와 전기차에 대한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기렌터카 이용 만족도

에 대한 최소제곱모형(OLS)과 전기차 인식 변화에 대한 평균처리효과모형(ATET)을 설계하였다. 최소제곱모형에

서는 회차 경험 유무가 전기렌터카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고, 평균처리효과모형에서는 회차 경험 이

용자들이 회차 경험을 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여 두 상황에서 전기차에 대한 인식 변화 차이의 평균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소제곱모형에서는 충전소 회차 경험은 전기렌터카 이용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차 충전 비용은 이용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여차량에 따라 전기렌터카 이용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1회 평균 주행거리 차이, 전

기차 제조사 브랜드 가치, 개인의 선호 차량 유형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균처리효과모형에서는 전기렌터

카 이용자들이 충전대기 차량으로 인해 다른 충전소로 회차를 할 경우, 충전대기 차량이 없거나 회차를 하지 않은 이

용자들 보다, 전기차에 대한 이해도, 전기차에 구매에 대한 관심도, 전기차 주행거리 불안감, 전기차 전국보급 확대 

필요성, 전기렌터카 제주보급 확대 필요성의 5개 인식 변화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차 경험자가 회차 경험

을 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면, 전기차 주행거리 불안감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인식 변화가 더욱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기렌터카 이용자에 대한 국내 첫 실증연구로서 수행되었고, 전기차 충전소 회차경험이 전기차 이용

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도출하였다는 학술적인 가치를 갖는다. 향후 연구로서 전기렌터카 이

용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전기차, 환경, 경제 등에 대한 성향)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높일 필요가 있고,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이 계절적 요인(외부온도, 히터작동 여부 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

문에 겨울철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기렌터카 이용자들의 충전소 회차 경험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정책 대안으로 첫째, 충전소 대기수요를 낮추기 위해 전기렌터카 보급계획에 따라 필요한 개방형 충전기 수요를 선제

적으로 파악하여 더 많은 개방형 충전기를 적시에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전기차 보급 목표가 명확히 

실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충전소 인프라 규모를 산정하여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숙박업소 내 충전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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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장려하여 전기렌터카의 개방형 충전기 이용 수요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공공 주도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거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충전기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

기차 충전소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전기렌터카 이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충전소의 충전기

별 충전가능 여부, 만약 충전이 어렵다면 즉시 이용 가능한 다른 충전소를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기렌

터카 이용자의 충전소 회차 경험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전기렌터카 대여 과정에서 전기렌터카 사업자가 전

기렌터카 이용자에게 충전소 충전가능 여부, 위치정보 검색방법 등을 사전교육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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