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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또 다른 방법은 자체 기술 

개발보다 기술 전문 지식을 인수하는 것이다. 일부 

주문자상표부착생산자(OEM)는 첨단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것이 더 오래 걸리고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

올 확률이 더 적다는 걸 인정한다. 따라서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스라엘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혁신 허브

에서 기술 스타트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접근법은 첨단 기술 개발 비용과 리

스크를 더 많은 시장참여자에게 분산하기 위한 전략

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OEM은 

경쟁 회사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그들의 R&D 프로그

램의 가시적인 격차를 메우려고 하고 있다. 그러한 파

트너십의 수는 기존 경쟁적 포지셔닝의 개념에 도전

하며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최근 신문 헤드라인 

일부는 기술적 전문 지식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파트너십의 증가가 새로운 산업 통합의 전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2 이런 파트너십과 함께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 특히 첨단 기술 경쟁에 뒤늦게 진입한 제조

업체들은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압

박이 증가함에 따라 상당한 경영 합리화 노력, 특히 그

들의 공급 기반을 다지는 데 착수할지도 모른다.

자동차 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이해관계자들은 커

넥티드카, 자율주행자동차(AV), 공유차량(Shared 

Vehicle), 전기차(EV)를 현실화하는 데 수십억 달러

를 쏟아 붓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부분의 자동

차 제조사는 뒤처질까 봐 매우 걱정하고 있으며, 여

러 연구·개발(R&D)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는 

비용은 막대하며, 업계 애널리스트 대부분이 10년 

동안 자동차 산업이 누려 온 매출 호황기가 사실상 

거의 끝났다는 점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려

고 노력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높은 R&D 비용은 최근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이 

낮은 재무 실적을 발표1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

다. 또한 이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 세계 제조 부문 

감축과 같은 비용 절감 조치를 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게다가 수익성이 없는 부문을 정리하면 

R&D 예산을 남아 있는 부문들에 좀 더 분산할 수 있

다. 따라서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체 차량 카테고

리에서 출구 전략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높은 

R&D 비용이 부분적인 설명이 될 수는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R&D 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용을 부담할 주체에 대한 파악 등 첨단 자동차 

기술에 관한 소비자의 수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동차 생태계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1  Kevin P. Tynan and Michael Dean, Global automobile manufacturing industry outlook, Bloomberg Intelligence blog, July 29, 

2019.

2 Chanell Turner, Partnerships' is the new automotive industry buzzword, CBT Automotive Network, March 19, 2019.

모빌리티의 미래에 
누가 돈을 지불할 것인가?

딜로이트 2020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조사에서 얻은 인사이트

크레이그 A. 기피 외 3인

Deloitte Korea Review 2020 No.14

Global Insights52 53



자율주행차 기술에 지불 의사가 없는 건 다른 종

류의 첨단 차량 기능에도 추가 비용을 잘 지출하지 

않으려는 선진국 소비자의 보편적인 의향의 일부다. 

예를 들면, 독일의 설문 응답자 절반 가까이와 미국

(31%), 일본(28%)의 상당수 응답자들은 안전성 

향상을 위해 다른 차량, 도로 인프라와 통신이 가능

한 차량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

다. 그래도 인도(6%)와 중국(5%) 소비자 사이에선 

연결성에 추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향이 훨

씬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 자동차 시장의 소비

자들은 제조사들이 시장에서 스스로를 차별화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거의 또는 아예 없이 첨단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고 수년 동안 예상해 왔고, 그것에 익

숙해졌기 때문일 수 있다. 처음으로 차량 소유주가 

된 소비자의 비중이 높은 개발도상국에선 어떻게 차

량에 첨단 기술이 장비되는지에 관한 비슷한 기대가 

굳어질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첨단 파워트레인(Powertrain) 기술에 관한 이야

기도 대략 비슷하다. 독일 설문 응답자의 58%는 대

체연료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 약 500달러 상당의 추

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미국 소비

자의 54%도 이와 같았다. 반면, 중국 설문 응답자는 

37%만이 대체 파워트레인에 500달러 이상을 추가

로 지불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신에너지 자

동차 시장이 최근 몇 년간 상당한 성장을 이룬 점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긴 하지만, 중국 소

비자의 대체연료 자동차에 관한 관심은 아마 보조금 

지급을 철회한다는 중국 정부의 결정5에 대응해 차츰 

5  Arjun Kharpal, As China cuts support for its electric carmakers, auto firms could face a 'war of attrition', CNBC, June 19, 2019.

그림 2. 대체연료 엔진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은 국가별로 다르다

           다음 차량 구매에 있어 파워트레인에 관한 소비자 선호도

*‘기타’ 범주는 에탄올과 압축 천연가스, 수소연료전지를 포함.

출처: 2020 딜로이트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조사

  휘발유·경유(ICE)         하이브리드 차량(HEV)         순수전기차(BEV)         기타

미국

인도

독일

중국

한국

일본

모빌리티의 미래에 누가 돈을 지불할 것인가?

만들 수는 있지만, 소비자가 따라올까?

자동차 제조사의 대규모 R&D 투자의 전제는 첨

단 기술이 시장에 나타났을 때 소비자가 실제로 이 

기술에 돈을 지불한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2020 딜

로이트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조사(2020 Deloitte 

Global Automotive Consumer Study)의 결과는 

신기술 투자 대비 수익률 달성이 일부 자동차 제조사

들의 생각보다 더 어렵다는 걸 보여 준다.

자율주행차의 특수한 경우를 고려해 보자. 3년 전, 

대중매체의 헤드라인과 업계 관계자들은 상용화

가 가능한 자율주행차의 출시가 눈앞에 왔다고 앞 다

투어 보도했다. 그러나 그 이후, 첫 상업용 자율주행

차 출시 예정일은 점점 뒤로 밀렸으며, 지금은 일부 업

계 관찰자들도 출시가 가능할지 의문을 품고 있다.3 

이 기사의 주된 요점은, 딜로이트의 자동차 소비자 설

문 결과 자율주행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정체되

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설문조사에선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여러 국가의 응답자들이 자율주행차 기술

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며4, 올해의 설문 결과

도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인도와 중국을 제외하

곤 자율주행차는 안전하지 않을 거란 생각을 지닌 사

람들의 비율이 실제로 다시 상승했다. 더구나 올해 설

문조사에서 독일(67%)과 일본(61%)의 소비자 대

부분은 자율주행차 기술에 약 500달러 이상을 추가

로 지불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3 Alex Davies and Aarian Marshall, Are we there yet? A reality check on self-driving cars, Wired, April 22, 2019.

4  Craig A. Giffi, Joe Vitale, and Ryan Robinson, Tempering the utopian vision of the mobility revolution, Deloitte Insights, 

January 4, 2019.

그림 1.   OEM은 첨단 차량 기능을 위한 R&D에 수십억 달러를 계속해서 지출하고 있지만, 
그 기능에 소비자의 지불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차량에 500달러* 이상 지불할 의사가 없는 소비자의 비율

*국가별 현지 시장 통화로 계산됨(500달러 상당).

출처: 2020 딜로이트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조사(2020 Deloitte Global Automotive Consumer Study)

첨단 기술 범주 독일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인도

안전성 71% 60% 59% 52% 39% 49%

연결성 79% 66% 72% 63% 46% 52%

인포테인먼트 84% 75% 79% 74% 52% 57%

자율주행 67% 58% 61% 42% 37% 40%

대체 엔진 솔루션 58% 54% 60% 42% 37% 39%

~보다 많이 지불할 의사 없음 400유로 500달러 5만 엔 50만 원 2,500위안 2만5,000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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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일부 선도 기업들이 자신들의 전반적인 사업 전

략을 실현 가능케 하고자 충전 사업에 억지로 참여했

지만, 일부 차량 제조사들은 자신이 연료 판매 사업

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한다. 게다가 기존 화석연료 

공급업체들은 현상 유지를 반긴다. 정부 기관들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정 프로젝트에 일부 기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 금액은 전반적인 필요 투자액

과는 큰 차이가 있다.

소비자에게 물어보면 누가 전기차 인프라에 책

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한 의문은 어느 정도 명확해

진다. 일본 소비자의 38%는 필수적인 충전 네트워

크를 구축하는 의무가 전기차 제조사에 있다고 생

각하며, 미국(36%)과 인도(34%)의 많은 소비자

도 같은 의견이다. 그러나 한국과 독일 소비자의 의

견은 명확히 다르다. 한국에선 소비자의 오직 24%

만이 충전소 건설을 OEM이 담당해야 한다고 말하

며, 50%는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OEM과 정부, 기존 연료회사, 전력회사 중 누구에

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독일 소비자들의 입장은 거

의 고르게 나뉘었다. 몇몇 다른 산업에서 목격한 바

와 같이 실행 가능하고 전체적인 전기차 충전 네트워

크 구축에 관한 문제는 이러한 이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공공-민간 협력 체계(Public-

Private Partnerships, P3)를 통해 첫 단추를 꿰어 

볼 수 있다.6

흥미로운 점은 전기차를 완전히 충전하는 데 얼마

나 걸려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독일 소비자의 

17%만이 10분 미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설문 

응답자의 10% 미만도 같은 응답을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응답자의 27%와 독일 소비자의 30%는 전기

차 충전을 위해 30분에서 1시간가량을 기다릴 용의

가 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전기차 산업에서 연료세는?

지금까지 전기차의 가장 강력한 장점 중 하나는 기

본적으로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한 연료비였다. 그러

나 정부는 당연하게도 화석연료세로부터 나오는 현

재의 상당한 세입원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 사실, 

독일(47%)과 일본(47%), 인도(49%)에 적용된 주

유세 수준은 지난 수십 년간 각 정부에 상당히 안정

적인 세입원이 되고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주유 

시 적용되는 갤런당 19%의 조세를 잃는다면 다시 

메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 정

부가 보조금과 여타 장려책을 통해 전기차 소유를 장

려할수록 화석연료세로 창출되는 세입과 상응하는 

세수를 얻기 위해 전기에 과세하는 방법을 알아내거

나, 아니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세입 마련 방

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대안들은 사용자 요금이

나 다른 유사한 방법의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안들 중 다수가 소비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없다.7

결국, 자동차 제조사와 정부 모두 발전 중인 자동

차 산업이 남겨 놓은 잠재적 간극을 메우기 위해 새

로운 수입원을 찾아야 한다. 비록 현재 개발되고 있

는 기술들 중 일부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 

수년이 걸리겠지만, 현재의 시사점을 고려한다면 앞

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6 Elyse Maltin, What successful public-private partnerships do, Harvard Business Review, January 8, 2019.

7  David Gutman, New poll: Tolling freeways, city streets deeply unpopular across the board in Seattle and King County, Seattle 

Times, January 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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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기 시작할 수도 있다. 올해 설문조사에서 중

국 응답자의 57%만이 다음 차량 구매 시 기존 휘발

유나 경유 차량 대신 다른 차량을 원한다고 말했는데

(그림 2), 이는 2019년의 65%에서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사는 여전히 새로운 파워트레

인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할 이유가 있다. 대체연료 

차량에 관한 관심이 여러 시장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소비자의 58%는 다음 차량 구매에 

있어 대체연료 엔진 차량을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

는데, 이는 2019년 43%에서 증가한 것이다. 독일 

응답자의 51%도 같은 응답을 했는데, 이는 1년 전 

37%에서 증가한 수치다. 심지어 느슨한 환경정책과 

낮은 연료 가격, 엄격한 보조금 제도가 결합되어 하이

브리드 차량과 완전 전기차(Fully Electric Vehicle)

에 대한 관심을 크게 보이지 않던 미국에서도, 지난

해 29%보다 늘어난 41%의 소비자가 향후 대체연

료 차량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누군가는 소유해야 한다

전기차가 정말로 성장하기 위해선 소비자들이 방

전된 배터리 때문에 자신이 도로변에 방치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동 범위에 대한 불안과 

충전 인프라의 가용성은 많은 국가에서 사람들이 

전기차 구매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3가지 우려 중 

2가지다. 심지어 해가 지날수록 기술이 향상됨으로

써 이러한 두려움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말이다.

전기차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 소비자의 교

통수단에 대한 실제 요구사항 대부분을 만족시키는 

지점까지 발전하고 있다. 실제로, 딜로이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41%가 완전히 충전된 

전기차는 적어도 482.8km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

어야 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차량 소

유주는 하루 평균 고작 43.4km만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료 가격 쇼크, 정부 정책 또는 보

조금 변화, 디젤 스캔들과 같이 거대하고 외생적인 

요인들이 없음에도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관한 총체

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는 건 어려운 문제다. 

전기차 제조사들과 인프라 공급자들은 충전 인프라

를 먼저 설치해 수요를 촉진시킬지, 아니면 충전 네

트워크에 상당한 투자를 하기에 앞서 수요가 일정 수

준까지 증가하기를 기다릴지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필요하리라 예상되는 전체 

충전 인프라 투자에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아 보인다는 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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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은 일부 시장에서 소비자가 첨단 연결성 기능에 지불하도록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심지어 해당 기능이 교통 안전성 증가를 의미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안전성 향상을 위해 다른 차량 및 도로 인프라와 통신할 수 있는 차량에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추가 비용

독일 미국 일본 한국 인도 중국

  지불 의사 없음        약간        약간보다 많음

*  ‘약간’은 국가별로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정의된다. 독일(600유로), 미국(500달러), 일본(5만 엔), 인도(2만5,000루피), 

중국(2,500위안), 한국(50만 원).

질문 37. 당신은 다음의 연결성 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얼마큼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표본 크기: 독일=3,002; 미국=3,006; 중국=3,019; 인도=3,022; 일본=3,056; 한국=3,013

  2018        2019        2020

* 매우 동의 또는 동의한다는 응답자 비율을 합산했으며, ‘무응답/모름’ 응답은 고려하지 않음.

질문 3. 미래 차 기술에 관한 다음의 설명에 얼마나 동의하는가?

표본 크기: 독일=2,950(2020), 1,733(2019), 1,705(2018); 미국=2,950(2020), 1,720(2019), 1,730(2018); 

중국=2,988(2020), 1,735(2019), 1,724(2018); 인도=2,945(2020), 1,725(2019), 1,728(2018); 

일본=2,976(2020), 1,717(2019), 1,680(2018); 한국=2,999(2020), 1,725(2019), 1,722(2018)

자율주행차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은 지난해부터 정체되어 있고, 인도와 중국 같은 국가에선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안전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는 소비자 비율

인도 미국 일본 한국 독일 중국

모빌리티의 미래에 누가 돈을 지불할 것인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차량 연결성 확대의 장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차량 연결성 확대의 장점을 인정하는 인도 및 중국 소비자의 비율은 독일의 2배가 넘는다.

차량 연결성 확대가 이로울 것이라고 여기는 소비자의 비율

* 매우 동의 또는 동의한다는 응답자 비율을 합산했으며, ‘무응답/모름’ 응답은 고려하지 않음.

질문 3. 미래 차 기술에 관한 다음의 설명에 얼마나 동의하는가?

표본 크기: 독일=2,862; 미국=2,922; 인도=2,979; 중국=2,980; 일본=2,912; 한국=2,974

독일

일본

미국

한국

인도

중국

~에 추가 지불하지 않겠다는 소비자 비율

질문 7. 제시된 기술을 적용한 차량 및 당신의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차량에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표본 크기(2020/2017): 독일=3,002/1,740; 미국=3,006/1,754; 중국=3,019/1,738; 인도=3,022/1,739; 

일본=3,056/1,745; 한국=3,013/1,708

독일 미국 일본 한국 인도 중국 독일 일본 미국 한국 인도 중국

자율주행 기술 대체 엔진 기술

  2017         2020   2017         2020

딜로이트 2020 자동차 소비자 조사 주요 결과

딜로이트 2020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첨단 기술에 추가 지불을 최소화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났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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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의 미래에 누가 돈을 지불할 것인가?

인도의 예외를 제외하면 기존 기술회사에 대한 신뢰는 일부 시장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시장 출시에 있어 기존 기술회사를 가장 신뢰한다는 소비자 비율

인도 중국 독일 미국 일본 한국

  2018        2019        2020

질문 6. 다음 중 완전 자율주행(무인)차 기술을 시장에 출시하는 주체로서 가장 신뢰하는 회사 유형은 무엇인가?

표본 크기: 독일=3,002(2020), 1,733(2019), 1,705(2018); 미국=3,006(2020), 1,720(2019), 1,730(2018); 

중국=3,019(2020), 1,735(2019), 1,724(2018); 인도=3,022(2020), 1,725(2019), 1,728(2018); 

일본=3,056(2020), 1,770(2019), 1,762(2018); 한국=3,013(2020), 1,715(2019), 1,722(2018)

일부 시장에서는 자율주행차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참여자에 대한 신뢰 또한 높아지고 있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시장 도입에 있어 자율주행차에 특화된 신규 회사를 가장 신뢰한다는 소비자 비율

한국 중국 인도 미국 독일 일본

  2018        2019        2020

질문 6. 다음 중 완전 자율주행(무인)차 기술을 시장에 출시하는 주체로서 가장 신뢰하는 회사 유형은 무엇인가?

표본 크기: 독일=3,002(2020), 1,733(2019), 1,705(2018); 미국=3,006(2020), 1,720(2019), 1,730(2018); 

중국=3,019(2020), 1,735(2019), 1,724(2018); 인도=3,022(2020), 1,725(2019), 1,728(2018); 

일본=3,056(2020), 1,770(2019), 1,762(2018); 한국=3,013(2020), 1,715(2019), 1,722(2018)

자율주행차 사고와 관련된 보도는 자율주행 기술에 관한 소비자의 관점에 상당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언론 보도로 인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더욱 조심스러워졌다고 여기는 소비자 비율

한국 인도 미국 독일 일본 중국

* 매우 동의 또는 동의한다는 응답자 비율을 합산했으며, ‘무응답/모름’ 응답은 고려하지 않음.

질문 3. 미래 차 기술에 관한 다음의 설명에 얼마나 동의하는가?

표본 크기: 독일=3,945; 미국=2,940; 인도=2,935; 중국=2,996; 일본=2,998; 한국=2,984

미국과 일본에선 자율주행차 기술을 시장에 출시함에 있어 제조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나, 다른 시장에선 대부분 변함이 없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시장 출시에 있어 기존 자동차 제조사를 가장 신뢰한다는 소비자 비율

중국 인도 미국 독일 한국 일본

  2018        2019        2020

질문 6. 다음 중 완전 자율주행(무인)차 기술을 시장에 출시하는 주체로서 가장 신뢰하는 회사 유형은 무엇인가?

표본 크기: 독일=3,002(2020), 1,733(2019), 1,705(2018); 미국=3,006(2020), 1,720(2019), 1,730(2018); 

중국=3,019(2020), 1,735(2019), 1,724(2018); 인도=3,022(2020), 1,725(2019), 1,728(2018); 

일본=3,056(2020), 1,770(2019), 1,762(2018); 한국=3,013(2020), 1,715(2019), 1,72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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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의 미래에 누가 돈을 지불할 것인가?

상당수 소비자는 순수전기차(BEV) 완전 충전을 위해 최소한 30분을 기다릴 용의가 있다.

소비자가 BEV 완전 충전까지 기다릴 용의가 있는 시간

  10분 미만                   10분 이상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모름’ 비율을 위 그래프에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합계는 100%가 아닐 수 있다.

질문 28. BEV 완전 충전까지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표본 크기: 독일=3,002; 미국=3,006; 중국=3,019; 인도=3,022; 일본=3,056; 한국=3,013

한국 독일 일본 미국 인도 중국

시장 전반적으로 대다수 소비자는 정부나 OEM이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전기차 충전소 및 기타 인프라 구축을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비자 의견

  자동차 제조사                   정부                   기존 연료회사                   전력회사                   기타

질문 31.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전기차 충전소와 기타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주로 누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표본 크기: 독일=3,002; 미국=3,006; 중국=3,019; 인도=3,022; 일본=3,056; 한국=3,013

일본 미국 인도 중국 한국 독일

일부 국가의 소비자들은 전기차에 상당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질문 25. 기존 내연기관 차량 대비 전기차에 얼마나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표본 크기: 독일=3,002; 미국=3,006; 중국=3,019; 인도=3,022; 일본=2,056; 한국=3,013

독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인도

  >2,500유로      800~2,500유로

  <800유로          추가 지불하지 않을 것

  모름

  >300만 원         100만~300만 원

  <100만 원        추가 지불하지 않을 것

  모름

  >1만5,000위안      5,000~1만5,000위안

  <5,000위안             추가 지불하지 않을 것

  모름

  >30만 루피         10만~30만 루피

  <10만 루피         추가 지불하지 않을 것

  모름

  >3,000달러      1,000~3,000달러

  <1,000달러      추가 지불하지 않을 것

  모름

  >30만 엔        10만~30만 엔

  <10만 엔        추가 지불하지 않을 것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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