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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에 초점을 맞춰 그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가 신에

너지 자동차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혁신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중국의 소비자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가치의 하위요인인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품질적 가치, 경제적 가치는 모두 혁신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둘째, 혁신성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셋째,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품질적 가치, 경제적 가치와 구매의도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모두 부분적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

과의 시사점과 향후의 연구방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 지각된 가치, 혁신성, 구매의도, 중국 소비자, 신에너지 자동차

Abstract  This research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nsumers' perceived value and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innovation in the effect of consumers' perceived value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new energy vehicles. To verify this, a survey was conducted on Chinese consumers. The verific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verified that environmental value, social value, quality value, and 

economic value, which are sub-factors of perceived value, a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innova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innova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Third, it was proved that innovation have partial medi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values, social values, quality values, economic values, and purchase intention.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result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Perceived Value, Innovation, Purchase Intention, Chinese Consumers, New Energy Vehicles

*Corresponding Author : Chunhua Jin(Chunhua517@honam.ac.kr)

Received April 11, 2022

Accepted May 20, 2022

Revised  April 14, 2022

Published May 28, 202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20. No. 5, pp. 197-203, 2022
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https://doi.org/10.14400/JDC.2022.20.5.197



디지털융복합연구 제20권 제5호198

1. 서론

ESG 활동은 지속가능 경영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있

어 향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할 활동들이다. 특히 자동

차 산업에 있어서 지구의 기후 온난화 위기와 세계 각국

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는 전통적인 연료 자동차로부터 

신에너지 자동차로의 전환을 촉진하였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은 정부의 대

규모 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통해 완성차 기업의 혁신 역

량을 강화하면서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인프라 구축 확대와 첨단기술 개발을 통하

여 차량의 성능을 향상 시키는 한편, 정부의 판매지원 정

책을 바탕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각된 가치는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을 바탕으로 

한 제품 효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와 평가이며[1], 소비

자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관건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요소이다[2]. 

혁신성은 신에너지 자동차 수용성에 관한 연구에서 학

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김해연�성동규(2018)의 

연구에서 혁신성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구매의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 인터넷 쇼핑

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태용�윤성준(2018)의 연구

에서는 소비자 혁신성이 제품의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4].

2. 이론적 고찰 및 연구가설의 설정

2.1 지각된 가치 이론

Zeithaml(1988)는 지각된 가치(Perceived Value)를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지불한 비용과 지각된 획득

할 수 있는 가치를 따져본 후 상품에 대하여 진행하는 종

합적 평가라고 하였으며[5], Woodruff(1997)는 소비자 

지각된 가치를 사용 환경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 성능과 

속성에 대한 표현, 사용 후 소비자의 구매 경향을 달성 

또는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평가라고 하였다[6].

지각된 가치에 대한 연구자들의 구성요인 구분을 살펴

보면 Sheth, Newman & Gross(1991)은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 인식적 가치, 조건적 가치로 

구분하였으며[7], Sweeney & Soutar(2001)은 가격적 

가치, 품질적 가치, 감정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분류하

였다[8]. 

또한 신에너지 자동차의 구매의도 관련 연구를 진행한 

주진혁(2016)은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환경적 가치로 구분하였으며[9], Gao(2020)의 연구에서

는 지각된 가치를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품질적 가

치, 경제적 가치로 분류하였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Zeithaml(1988)의 이론을 바

탕으로 지각된 가치를 소비자가 신에너지 자동차를 구매

함에 있어서 지불한 비용과 소비자가 지각하는 획득한 

가치간의 차이라고 정의하며, 하위요인을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품질적 가치, 경제적 가치로 구분한다.

환경적 가치는 제품이 가지는 친환경적인 특성이나 기

능에 의해 나타나는 가치를 말하여, 경제적 가치는 소비

자가 지각하는 제품 가격에 대한 가치이며, 사회적 가치

는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특정 사회 그룹과 연관되어 

있는 자아개념이다[9]. 품질적 가치는 소비자가 구매 상

품에서 받게 되는 품질에 대한 느낌과 기대의 비교를 진

행한 후 받게 되는 효용성을 의미한다[10]. 

2.2 지각된 가치와 혁신성

혁신성(Innovation)은 소비자가 하나의 감정적인 표

현이며, 신제품을 사용한 후 제품 특성에 대해 표현되는 

기존에 없던 각종 느낌이나 정서이며[11], 개인 혁신성은 

새로운 경험과 자극에 개방적이며 소비자의 다양한 행동

에 영향을 미친다[12].

선행연구에서는 지각된 가치와 혁신성은 정적인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13,14], 전인석

(2021)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가치는 혁신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15].

따라서 본 연구는 지각된 가치를 연구변수로 활용하여 

지각된 가치가 혁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지각된 가치는 혁신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환경적 가치는 혁신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1-2: 사회적 가치는 혁신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1-3: 품질적 가치는 혁신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1-4: 경제적 가치는 혁신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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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혁신성과 구매의도

구매의도(Purchase Intention)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의 구매에 대한 의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매태도와 행

동 간의 연결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예상된 또

는 계획된 미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념의 태도가 

행위로 옮겨질 가능성으로 정의된다[16].

서서(2018)의 신에너지 자동차의 구매의도에 관한 연

구에서는 개인의 혁신성이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17], 중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고리려(2013)의 연구에서는 개인

의 혁신성이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

다.

가설 2: 혁신성은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2.4 혁신성의 매개효과

은성수 외(2018)의 연구에서는 혁신성이 고객 참여 

행동과 소비 태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검증되었으며[19], 최윤슬�유승엽(2019)의 연구에

서는 혁신성이 VR 광고 특성과 광고 태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

다.

가설 3: 혁신성은 지각된 가치와 구매의도 간의 관계

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3-1: 혁신성은 환경적 가치와 구매의도 간의 관

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3-2: 혁신성은 사회적 가치와 구매의도 간의 관

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3-3: 혁신성은 품질적 가치와 구매의도 간의 관

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3-4: 혁신성은 경제적 가치와 구매의도 간의 관

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3.1 변수의 측정

지각된 가치와 구매의도에 관한 측정지표는 Gao(2020)

의 연구에서 사용된 12개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

하였으며[10], 혁신성에 관한 측정지표는 서서(2018)의 

연구에서 사용된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17]. 변수 측정

과 관련한 설문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도는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6.0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진

행하였다. 측정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고, 측정도구의 타

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 검증

을 위해 단순 회귀분석과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실증분석

Variables 1 2 3 4 5 6
Cronbach's 

α

Environmenta

l Value
(ENV)

1 .264 .023 .139 .361 .690 .175

.7942 .036 .049 .163 .181 .841 .095

3 .146 .170 .089 .203 .634 .410

Social Value

(SV)

1 .206 .734 .226 .189 .176 .256

.8922 .213 .836 .199 .131 -.021 .212

3 .304 .806 .122 .115 .110 .261

Quality Value

(QV)

1 .264 .387 .173 .187 .238 .682

.8772 .198 .268 .152 .277 .211 .685

3 .225 .256 .213 .202 .138 .765

Economic 

Value
(ECV)

1 .107 .166 .163 .755 .362 .193

.8652 .142 .194 .123 .824 .066 .227

3 .094 .066 .145 .826 .279 .114

Innovation

(IN)

1 .788 .139 .225 .114 -.029 .273

.886
2 .808 .137 .154 .166 .118 .145

3 .801 .212 .232 .030 .135 .156

4 .719 .377 .181 .111 .241 .049

Purchase 

Intention
(PI)

1 .288 .128 .761 .124 .089 .089

.834
2 .205 .045 .770 .112 .032 .267

3 .199 .272 .751 .164 .172 .180

4 .079 .258 .638 .114 .459 -.067

Eigenvalue 3.075 2.660 2.626 2.477 2.303 2.244

Explained variance15.37713.30113.13112.38311.51411.221

Cumulative 
explained variance 

15.37728.67841.80854.19165.70676.926

Kaiser-Meyer-
Olkin

.911(sig=.000)

Table 1.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t

4.1 인구통계학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신에너지 자동차를 구매한 경험이 있거

나 구매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 2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195부의 설문지가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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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성별 상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83명(42.6%), 

여성이 112명(57.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을 살펴

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60명(30.8%), 전문대학 졸업이 

42명(21.5%), 대학교 졸업이 54명(27.7%), 대학원 졸업

이 39명(20.0%)인 것으로 나타났다. 

4.2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신뢰도 분석 결과를 확인하면 Table 1의 제시와 같

다. 환경적 가치는 .794, 사회적 가치는 .892, 품질적 가

치는 .877, 경제적 가치는 .865, 혁신성은 .886, 구매의

도는 .834이며 Cronbach's α 값이 모두 .7이상으로 나

타났기 때문에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KMO 값은 .911(sig=.000)이며 유의수준 1%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고 있어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3 상관관계 분석

Table 2는 지각된 가치의 하위요인인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품질적 가치, 경제적 가치와 혁신성 및 구

매의도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이다. 

환경적 가치(r=.413, p<.001), 사회적 가치(r=.579, 

p<.001), 품질적 가치(r=.568, p<.001), 경제적 가치

(r=.377, p<.001)는 모두 혁신성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환경적 가치(r=.477, p<.001), 사회적 

가치(r=.510, p<.001), 품질적 가치(r=.518, p<.001), 

경제적 가치(r=.440, p<.001), 혁신성(r=.548, p<.001)

은 모두 구매의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ENV SV QV ECV IN PI

ENV 1

SV .389*** 1

QV .549*** .656*** 1

ECV .607*** .423*** .557*** 1

IN .413*** .579*** .568*** .377*** 1

PI .477*** .510*** .518*** .440*** .548*** 1

*:p＜.05, **:p＜0.1, ***:p＜.001

Table 2.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4.4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단순 회귀분석 및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3

에 제시하였다. 환경적 가치(β=.413, p<.001), 사회적 

가치(β=.579, p<.001), 품질적 가치(β=.568, p<.001), 

경제적 가치(β=.377, p<.001)는 혁신성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1, 가

설1-2, 가설1-3, 가설1-4는 채택되었다.

Dependent variable: IN

Unstandardized Standardized
t p

B S.E β

ENV .441 .070 .413 6.305 .000

R2=.171 Adjusted R2=.166 F=39.750*** Durbin-Watson=1.821

Unstandardized Standardized
t p

B S.E β

SV .549 .056 .579 9.876 .000

R2=.336 Adjusted R2=.332 F=97.535*** Durbin-Watson=1.842

Unstandardized Standardized
t p

B S.E β

QV .602 .063 .568 9.592 .000

R2=.323 Adjusted R2=.319 F=92.009*** Durbin-Watson=1.918

Unstandardized Standardized
t p

B S.E β

ECV .411 .073 .377 5.651 .000

R2=.142 Adjusted R2=.138 F=31.933*** Durbin-Watson=1.750

*:p＜.05, **:p＜0.1, ***:p＜.001

Table 3. The Influence of Perceived Value on  IN

다음으로 Table 4의 제시와 같이 혁신성이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혁신성은 구매의도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β=.548, 

p<.001). 따라서 가설2는 채택되었다.

Dependent variable: PI

Unstandardized Standardized
t p

B S.E β

IN .541 .059 .548 9.103 .000

R2=.300 Adjusted R2=.297 F=82.873*** Durbin-Watson=1.848

*:p＜.05, **:p＜0.1, ***:p＜.001

Table 4. The Influence of IN on PI

또한 Table 5는 환경적 가치와 구매의도 간의 관계에

서 혁신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모형1에서 환

경적 가치(β=.477, p<.001)는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모형2에서 환경적 가

치(β=.302, p<.001)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1

에의 영향력보다 작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혁

신성의 매개효과(β=.423, p<.001)도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VIF값 또한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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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Dependent variable: PI

Model1 Model2

β t β t VIF

ENV .477*** 7.545 .302*** 4.831 1.206

IN .423*** 6.760 1.206

R2(Adj R2) .228(.224) .376(.370)

R2 change .228 .148

F 56.929*** 57.904***

*:p＜.05, **:p＜0.1, ***:p＜.001

Table 5.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다음으로 Table 6은 사회적 가치와 구매의도 간의 관

계에서 혁신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모형1에

서 사회적 가치(β=.510, p<.001)는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모형2에서 사회적 

가치(β=.290, p<.001)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모

형1에의 영향력보다 작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혁신성의 매개효과(β=.380, p<.001)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VIF 수치 또한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

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3-2는 채택되

었다.

Dependent variable: PI

Model1 Model2

β t β t VIF

SV .510*** 8.244 .290*** 4.085 1.505

IN .380*** 5.349 1.505

R2(Adj R2) .260(.257) .356(.350)

R2 change .260 .096

F 67.964*** 53.147***

*:p＜.05, **:p＜0.1, ***:p＜.001

Table 6.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또한 Table 7은 품질적 가치와 구매의도 간의 관계에

서 혁신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모형1에서 품

질적 가치(β=.518, p<.001)는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모형2에서 품질적 가

치(β=.305, p<.001)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1

에의 영향력보다 작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혁

신성의 매개효과(β=.375, p<.001)도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VIF 수치 또한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3-3은 채택되었다.

Dependent variable: PI

Model1 Model2

β t β t VIF

QV .518*** 8.417 .305*** 4.365 1.477

IN .375*** 5.354 1.477

R2(Adj R2) .269(.265) .364(.357)

R2 change .269 .095

F 70.853*** 54.837***

*:p＜.05, **:p＜0.1, ***:p＜.001

Table 7.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마지막으로 Table 8은 경제적 가치와 구매의도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모형1

에서 경제적 가치(β=.440, p<.001)는 구매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모형2에서 경

제적 가치(β=.272, p<.001)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은 모형1에의 영향력보다 작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으

며 혁신성의 매개효과(β=.446, p<.001)도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VIF 수치 또한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3-4는 채

택되었다.

Dependent variable: PI

Model1 Model2

β t β t VIF

ECV .440*** 6.809 .272*** 4.381 1.165

IN .446*** 7.170 1.165

R2(Adj R2) .194(.190) .364(.357)

R2 change .194 .170

F 46.359*** 54.941***

*:p＜.05, **:p＜0.1, ***:p＜.001

Table 8.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5. 결론

5.1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각된 

가치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지각된 가치의 하위요인인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품

질적 가치 및 경제적 가치는 모두 혁신성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며, 혁신성은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아울러 혁신성은 지

각된 가치와 구매의도 간의 관계에서 부분적 매개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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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완성차 기업은 CSR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

치를 강화해야 함과 동시에 자동차 자체의 혁신성을 강

조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중국 시장에서 신에너지 자

동차의 판매를 촉진하려는 완성차 기업의 마케팅 관련 

부서에 이론적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5.2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은 설문조사 대상이 중국 강서성 지

역의 소비자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표본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판매량이 증가하

고 있는 도시로 표본 범위를 확대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

함과 동시에 신에너지 자동차의 구매의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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