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of Issue: Nov. 17, 2022  

 

 

데이터융복합∙소비자리서치 전문 연구기관 

컨슈머인사이트 보도자료 

기 관 컨슈머인사이트 이 메 일 sammy.park@consumerinsight.kr 

문 의 박승표 이사 연 락 처 02) 6004-7661 

배 포 일 2022년 11월 17일(목) 배포 매 수 총 4매 

 
 

  

■ 2022년 자동차 기획조사 리포트 ⑨ 전기차 브랜드 평가 

가장 우수한 전기차는? 테슬라 보유자 8할은 "테슬라" 
 

 
  

- 테슬라 보유자 78%가 최우수 브랜드로 테슬라 선택  

- 현대 50%, 기아 37%에 비해 테슬라 현저하게 높아 

- 대부분 비교항목에서 자차 브랜드를 높게 평가했지만 

- 첨단기술∙사양에서는 현대∙기아 보유자도 테슬라 인정 

- 테슬라의 유일한 취약점은 ‘자체 충전 인프라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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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전기차 보유자 5명 중 4명이 가장 우수한 전기차 브랜드로 테슬라를 꼽았다. 이에 비

해 현대 전기차 보유자는 절반이, 기아 전기차 보유자는 3명 중 1명 정도만 자신이 가진 브랜드

를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기차의 핵심인 '첨단기술·사양' 측면에서는 현대·기아 보유

자도 2명 중 1명꼴로 테슬라를 가장 우수한 브랜드로 지목했다. 

○ 데이터융복합∙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년부터 시행해온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매년 약 10만명 대상)'에서 지난 7월 전기차 신차 구입자 1291명을 대상으로 가장 우

수하다고 생각하는 전기차 브랜드를 묻고 이 중 현대∙기아∙테슬라 3개 브랜드 보유자의 응답 비

율를 비교했다. 

□ 전기차 브랜드는 현대∙기아∙테슬라 외에도 제네시스, 벤츠, 볼보, BMW, 폴스타, 아우디, 포르쉐를 제

시했으나 여기서는 사례수 100 이상인 3개 브랜드만 비교했다. 

□ 비교 항목은 △외관 디자인 △모델 다양성 △실내 디자인 △차량 공간설계 △모터·주행성능 △배터

리 성능∙효율성 △첨단기술·사양 △친환경성 △가성비 △자체 충전 인프라 10개로 나눴다. 작년 7개 

항목에서 올해 △친환경성 △가성비 △자체 충전 인프라 3개 항목을 추가했다. 

 

■ 자차 브랜드 평가 : 테슬라, 10개 항목 중 9개에서 선택비율 최고 

○ 종합경쟁력에서 자신이 보유한 전기차 브랜드를 가장 우수하다고 꼽은 비율은 테슬라가 78%

로 압도적이었고 현대차는 50%로 절반이었다. 기아는 37%에 그쳤다[그림]. 

□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특징적인 것은 어느 브랜드가 가장 우수한지 ‘모름∙없음’ 이라는 답변 비율이

다. 현대, 기아 보유자는 각각 24%, 29%로 상당히 높았던 데 비해 테슬라는 11%에 불과했다. 테슬람

(테슬라와 이슬람을 합성한 신조어로 테슬라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을 일컬음)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 세부적으로 테슬라 보유자는 10개 항목 모두에서 테슬라 브랜드를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했

다. 그 중 자체 충전 인프라를 제외한 9개 항목은 선택 비율도 모든 브랜드 중 가장 높았다. 

□ 즉, 배터리 성능·효율성, 첨단기술·사양, 모터·주행성능 항목에서는 80% 이상이, 친환경성과 모델 다

양성에서는 70% 이상이 테슬라를 가장 우수한 브랜드로 꼽았다. 차량공간 설계, 외관 디자인, 가성비

에서도 과반수가 테슬라를 선택했다. 테슬라의 유일한 약점은 자체 충전 인프라에 대한 평가로 현대·

기아에 20%포인트 이상 뒤졌다. 

○ 현대 전기차 보유자도 자차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은 상당히 높아 10개 항목 중 9개에서 현

대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다만 절대 비율 측면에서는 테슬라에 많이 뒤졌다. 자체 충전 인프라

에 대한 평가(64%)가 모든 항목 중 가장 높았는데 이는 테슬라 보유자의 자차에 대한 평가(40%)

보다 높은 유일한 항목이다. 첨단기술·사양은 테슬라를 더 높게 평가했다. 

○ 기아 보유자도 첨단기술·사양 외 9개 항목 모두 자차 브랜드 손을 들어준 것과 첨단기술·사

양에서 테슬라를 더 높게 평가한 것은 현대와 같았다. 다만 자차 브랜드에 대한 평가 비율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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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충전 인프라에 대한 평가(60%) 외에는 모두 20~30%대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 

 

■ 타사 브랜드 평가 : 기아 보유자는 현대를 테슬라보다 높게 평가 

○ 테슬라는 물론 현대, 기아 보유자 모두 자신의 브랜드를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했지만 단 하

나 첨단기술·사양 항목에서는 테슬라를 한 수 위로 봤다. 모터·주행성능, 배터리 성능·효율성에서

도 자사 브랜드 만큼은 아니어도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전기차의 핵심적인 기술 측면

에서는 모두 테슬라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 현대 보유자는 현대 이외에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테슬라를 2위로 평가했으나 유일하게 자체 충전 인

프라에서는 기아(8%)를 테슬라(6%)보다 높게 쳐줬다. 기아 보유자도 마찬가지로 이 항목에서만 현대(14%)

를 테슬라(5%)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 현대와 기아 보유자의 큰 차이점은 상대 브랜드와 테슬라에 대한 평가에서 나타났다. 기아 보유자가 

종합경쟁력에서 현대(14%)를 테슬라(12%)보다 높게 본 반면 현대 보유자는 테슬라(11%)를 기아(4%)보다 

훨씬 더 인정했다. 

○ 반면 테슬라 보유자의 현대에 대한 평가는 매우 박했다. 브랜드 자체 충전 인프라(27%)에서 

유일하게 20%대이고 가성비, 친환경성, 차량공간 설계에서 10%대일 뿐 나머지는 모두 한자릿수

였다. 기아에 대한 평가는 더 낮아서 모든 항목이 한자릿수에 그쳤다. 

 

■ 테슬라 보유자, 디자인∙자체 충전 인프라에도 ‘차부심’ 

○ 3개 브랜드 모두 자신이 보유한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 신뢰감이 높긴 하지만 그 정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다. 특히 테슬라 보유자는 테슬라의 상대적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디자인과 

브랜드 자체 충전 인프라에서도 보유 브랜드를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했다. 

○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테슬라 보유자의 자기 차 브랜드에 대한 애정은 맹목적이라고 

할 정도로 높다. 전기차 시대를 선도한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팬덤 

현상이다. 

 

 

 

 

 

 



 

Date of Issue: Nov. 17, 2022  

 

컨슈머인사이트는 비대면조사에 효율적인 대규모 온라인패널을 통해 자동차, 이동통신, 쇼핑/유통, 관

광/여행,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다양한 빅데이터를 패널 리서치 데이터와 융복합 연계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100% 모바일 기반으로 전국민 표본 대표성을 

가진 조사 플랫폼 '국대패널'을 론칭하고 조사업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자동차전문 리서치회사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년 시작한 표본규모 10만의 초대형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의 제22차 조사(2022년 7월 실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 

◈ 참고 : 「컨슈머인사이트」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 개요 :  

「컨슈머인사이트」는 2001년부터 매년 7월 10만명의 자동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연례기획조사(Annual Automobile Syndicated Study)를 아래와 같은 설계로 수행해 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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