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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루프 홍보영상이 잠재 여행자들의 태도, 지각된 위험,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promotional video of Hyperloop trains on potential travelers’ attitude,
perceived risk, and behavior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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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하이퍼루프 열차는 미래형 초고속 지상 교통수단으로써 최근 스마트 관광 도시에서 상당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연구는 마법의 탄환 이론을 바탕으로 하이퍼루프 기술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 잠재 여행자들의 태도,
하이퍼루프 열차에 대한 지각된 위험, 그리고 행동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17명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하이퍼루프 관련 유
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SmartPLS 3.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하이퍼루프 유튜브 홍보영상은 태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각된 위험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이퍼
루프 열차에 대한 태도는 지각된 위험, 하이퍼루프 열차 이용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위험과 행동 의도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도
출된 결과를 토대로 하이퍼루프 열차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스마트 관광 도시에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
였다.
핵심용어：하이퍼루프 열차, 하이퍼루프 유튜브 홍보영상, 태도, 지각된 위험, 행동 의도, 스마트관광도시

ABSTRACT : In smart tourism cities, interest in Hyperloop rail, a futuristic ultra-high-speed transit
mod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YouTube Hyperloop train coverage on potential travelers' attitudes, perceived risk, and the inten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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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Hyperloop trains, using the Magic Bullet theory. A total of 417 Korean respondents were asked to
view a Hyperloop-related YouTube video as part of an online survey. Using SmartPLS 3.0, the study
discovered that while YouTube Hyperloop train coverage is a significant predictor of attitude, it has no
effect on perceived risk. The study also demonstrates that attitude has a direct effect on perceived risk
and the intention to use Hyperloop trains.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risk and behavioral intent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have theoretical as well as
practical implications for smart tourism cities considering Hyperloop development.
Key words：Hyperloop trains, YouTube Hyperloop train coverage, The magic bullet theory, Attitude,
Perceived risk, Behavioral intention, Smart tourism city

Ⅰ. 서 론

스마트도시의 새로운 관광 운송 수단이 될 것이
라고 보도하고 있다.

시속 1,223km로 주행 가능한 하이퍼루프 열

하이퍼루프 열차가 첫 시험 운행에 성공함에

차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컨셉의 미

따라 하이퍼루프 열차를 개발하고 있는 Virgin

래 교통 운송 서비스로 테슬라 자동차의 CEO인

Hyperloop 회사에서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2013년에 처음으

유튜브(YouTube)를 활용하며 잠재 이용자들에

로 하이퍼루프 기술을 대중들에게 발표하였다

게 하이퍼루프 열차의 특성과 기술, 진행 과정을

(Musk, 2013). 스마트관광도시1)의 잠재 대중

공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대중들과 활발하게 소

교통 수단으로 고려 중인 하이퍼루프 열차는, 각

통하고 있다. Kang (2019)과 강성은 (2020)

종 언론과 사회관계 서비스망에서 큰 주목을 받

에 의하면, 방송매체(TV 뉴스, 라디오)나 동영

기 시작하였다(Gkoumas & Christou, 2020).

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 방송은 시청자들의 이

하이퍼루프 열차는 일반철도와는 다르게 레일 위

목을 집중시키고 심리상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에서 달리는 개념이 아닌 터널 형식의 진공 튜브

것으로 주장 하였는데, 특히, 여행 결정 과정에

에서 자기장을 이용해 추진력을 얻고 압축된 공

서 여행객들은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시청하였

기압으로 운송체를 추진하며 부상을 구현할 수

던 여행 관련 영상을 통해 최종 여행 결정을 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초고속 운송 수단이라고 할

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성은, 2020). 이렇듯 미

수 있겠다(권혁빈, 2016). 하이퍼루프 기술이

디어 파급 효과는 여행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 해외 언론 매체에서는 하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하이퍼루프 기업(Virgin

이퍼루프 기술과 열차의 상업적 가능성에 회의

Hyperloop, Delft, Huawei) 및 연구기관에서

적인 태도를 보였지만(Kasperkevic, 2013),

(한국철도 기술 연구원)도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

2020년에 첫 승객을 탑승시키고 시범 운행을 성

하여 하이퍼루프 홍보 영상을 제작하며 프로모션

공적으로 마침으로써 기존 언론들의 부정적인 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초고속 하이퍼루프 열차에 대한 개발

새로운 잠재적 여행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세계 각국에서 발 빠르게 진행되며 여러 홍보

1) 스마트관광도시(smart tourism city)는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하여 여행자들에게 편의성, 이동성 및 효과적인 관광
서비스 및 관광 경험의 질을 제공해주는 기술 혁신의 도시

하이퍼루프 유튜브 영상이 잠재 여행자들의 태도, 지각된 위험,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영상이 제작되고 있는 이면에는 다양한 논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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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도 함께 양산 되고있는 상황이다. Hansen (2020)
과 Mateu et al. (2021)에 따르면 하이퍼루프

1. 하이퍼루프 열차란?

열차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밀폐된 튜브에서 시
속 1,000km 이상으로 주행하였을 시 발생할 수

하이퍼루프 열차(Hyperloop train)는 비행

있는 잠재적 위험 변수들이 많을 것으로 반문하

기 속도와 맞먹는 초고속 열차 개발을 구현시키

였다. 기존 하이퍼루프 선행 연구 논문을 살펴보

기 위해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2013년 8월

면 하이퍼루프 기술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차량

에 하이퍼루프 알파(Hyperloop alpha)로 명명

설계, 안전 및 건설과 같은 과학기술 및 기계 공

된 문서화 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에 최

학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논문이 진행된 것을 볼

초로 공개되었다(Musk, 2013). 하이퍼루프 알

수 있는데(Alexander & Kashani, 2018; van

파 보고서에 소개된 하이퍼루프의 특징으로는 크

Goeverden et al., 2018; Hansen, 2020),

게 4가지의 주요 기능들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하이퍼루프 열차에 관하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

수 있다. <부록 1>을 살펴보면, Musk (2013)

로 위험 인식, 행동 의도와 같은 사회과학․심리

는 하이퍼루프 열차의 첫 번째 기능으로 캡슐

학적 접근으로 연구가 진행된 사례는 국내외 논

(capsule)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이용자들이 탑

문을 살펴보아도 부족한 실정이다. 미래 교통수

승하는 차량(운송체)의 개념으로 길이 4.43ft

단과 관련된 최근 선행연구를 검토해보아도 선행

(1.35m), 높이 3.61ft(1.10m)로 승차정원 최

연구는 전기 추진 항공기(electric airplane)에

대 28명이 탑승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두 번

대한 지각된 위험 인식(Han et al., 2019), 에

째의 기능으로는 진공관(tube)으로써, 기존 열

어택시(air-taxi)를 경험한 참가자들의 태도

차(기차, 지하철)처럼 선로(rail) 위에서 부상하

변화(Astfalk et al., 2021), 자율주행 자동차

는 개념이 아닌, 진공상태의 배관형 튜브 속에서

(autonomous vehicles)에 대한 신뢰와(Ha et

유도전류를 활용하여 캡슐(운송체) 하단에 탑재

al., 2020)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된 것을 볼 수

된 영구 자석과 튜브 바닥에 탑재된 코일이 가까

가 있는데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이퍼

워지면서 공중에 뜨게 하여 바닥에 닿지 않은 상

루프 잠재 여행자들은 하이퍼루프 열차를 어떻게

태에서 이동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Musk,

인식하는지 분석하고 향후 하이퍼루프를 이용하

2013). 세 번째 기능으로는 추진계통(propulsion

여 여행할 의향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관광 마

system)을 소개하였으며 리니어 모터에서 필요

케팅 학적 관점으로 매우 중요하다.

한 동력을 얻어 앞으로 부상하는 원리라고 볼 수

따라서 이 연구는 하이퍼루프 열차에 대한 유

있다. 네 번째로는 루트(route)로써, 긴 터널형

튜브 영상을 시청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이퍼

튜브 사이에 탑승자들이 승/하차할 수 있게 설치

루프 열차에 대한 태도, 위험 인식에 어떠한 영

된 역(station)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며, 향후 하이퍼루

다. 하이퍼루프 알파가 발표된 이후, 다양한 기

프 열차로 여행할 의도에 두 가지 변수들이(태

업들이 하이퍼루프 열차 개발 사업에 뛰어든 상

도, 지각된 위험)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마법의

태이며 한국에서는 국토부에서 5,000억 원 예산

탄환 이론(magic bullet theory)을 적용하여

이 하이퍼루프 열차 공모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관광 마케팅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밝혔으며 하이퍼튜브(HyperTube)라는 명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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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국철도 기술 연구원에서 연구개발이 한창

One은 유튜브 방송 채널을 활용하여 다양한 영

진행 되고있는 상황이다(김성기, 2021). 만약

상물을 공유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첫 하이퍼

하이퍼루프 열차 개발이 상용화되고 시속 1,000km

루프 열차 시험 운행 영상을 게시하여 500만 명

이상으로 주행이 가능하게 된다면, KTX로 3시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간 걸리는 서울과 부산 거리를 이론적으로 20분

첫 탑승자를 태우고 모의 주행하는 영상을 게시

만에 갈 수 있게 된다. 현재 스마트 관광 도시로

하면서 300만 명 가까이 조회 수를 기록하였고,

선정된 부산광역시에서는 하이퍼튜브의 국내 첫

2021년도에는 하이퍼루프 열차에 대한 개념을

시범단지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부산일보,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하이퍼루프

2021.08.03.).

열차 컨셉 영상을 게시하면서 현재까지(2022년
기준) 140만 명 이상의 조회 수가 집계된 것으

2. 하이퍼루프 유튜브 홍보영상
2005년에 정식 서비스가 시작된 유튜브(YouTube)

로 파악되었다.

3. 마법의 탄환 이론

는 구글(Google)회사가 제공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일반인들도 쉽게 개인 채널을 개설하

유튜브 영상과 같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선행

여 방송 및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TV 방송 플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디어의 파급 효과는 일반

랫폼이다(Moylan, 2015). 유튜브 사용자는 동

대중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

영상을 개인 채널에 업로드 하여 시청자들과 영

었는데, 특히 방송에서 전파되는 특정 사건에 대

상을 공유하며 댓글을 통해 구독자들과 소통할

한 영상과 보도 내용은 시청자들의 태도, 생각

수 있는 큰 이점이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전

및 행동을 형성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세계 약 19억 명이 유튜브 TV를 통해 다양한

다는 것을 볼 수 있다(Hornik & Yanovitzky,

채널들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03; Juschten et al., 2019; Nabi & Krcmar,

(Statista, 2021), 유튜브는 시청자들에게 단

2004). 이처럼 미디어 파급 효과를 이론적으로

순히 음악, 드라마, 코미디, 패션, 스포츠 등과

설명하기 위하여 1930년대에 Harol Lasswell

같은 오락거리의 콘텐츠만 제공해주는 것이 아

이 ‘마법의 탄환 이론’(magic bullet theory)을

닌, 뉴스, 시사, 종교, 다큐멘터리 등과 같은 교

제시하였는데, 마법의 탄환 이론에 의하면 미디

육적인 콘텐츠부터 비즈니스, 프로모션, 마케팅

어에서 보도하는 메시지는 내용 전달력이 우수하

과 같은 상업적인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

고 마치 마법과 같아서 시청자들을 향해 탄환을

다(Snelson, 2011).

발사한 것처럼 강력하게 뇌리에 주입되고 내용

이처럼 유튜브 시청이 글로벌화 되면서 영상

수용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론이다(김

업로드를 통해 단순히 수익 창출만 하는 구조가

지희, 2021; McQuail, 2005; Nwabueze &

아닌, 제품, 서비스,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하

Okonkwo, 2018). Tadajewki (2022)의 연구에

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트렌

의하면 세계 1차 전쟁 당시 시민들의 감정과 행동을

드에 발맞춰 하이퍼루프 기업들도 유튜브를 활용

특정 방향으로 일관되게 조정하기 위해, 신문 혹은

하여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하이퍼루프 열차 서

서적과 같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활용하여

비스를 홍보하고 있는 추세인데, 하이퍼루프 기업

선전 활동을 펼쳤는데, 이는 마법의 탄환 이론의 대

중에 가장 큰 회사로 알려진 Virgin Hyperloop

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시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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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면서 TV, 라디오, 영화와 같은 다양한 전파매

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

체의 출현으로 마법의 탄환 이론에 대한 학문적 관

이다(Ajzen, 1991; Gawronski, 2007; Perugini

심이 계속 높아졌으며, 현재에는 개인 방송 채널인

& Bagozzi, 2001). Ajzen (1991)에 의하면

유튜브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도 미

태도는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디어 파급 효과가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확

비호의적인 평가를 가지는 정도라고 하였다. 바

인되고 있다. 마법의 탄환 이론을 요약하자면, 대

꾸어 말하면, 태도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

중들은 대중매체에서 보도되는 내용과 영상물에

념을 바탕으로 어떠한 평가 대상(인물, 사물, 사

매우 취약하여 마치 총에서 발사되는 탄환이 목

건)에 대해 가지게 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표물을 쉽게 명중되어 파괴되는 것처럼, 총의 역

감정과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태도는

할을 하는 미디어(유튜브)가 수용자에게 강력한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과 신념에 의해 평가된다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입 시키고, 일반 대중들 뇌

볼 수 있는데, Ajzen (1991)에 의하면 한 개인

리에 주입되고 자극을 줄 수 있다는 매스 커뮤니

이 어떠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그 대상으로부터

케이션 연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면 그 대상

수 있겠다(Okon & Ekpang, 2021). 국내 미

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만약

디어 관련 선행 논문을 살펴보면, 이승재 외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비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2007) 연구에서 마법의 탄환 이론을 언급하며

다고 하였다. 미래 교통수단과 관련된 다양한 선

일반 대중들에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할

행연구에서도 태도는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고 있

수 있는 미디어 리트러시(media literacy)의

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Han et al. (2019)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해외 미

연구에서는 설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전기 추진

디어 관련 논문에서는 마법의 탄환 이론 이외에

항공기에(electric airplane) 대한 태도를 분석

도 Daft and Lengel (1986)이 제안한 ‘매체

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에

풍부성 이론’(media richness theory)도 보편

어택시(air taxi)를 경험하게 한 후, 탑승 이전

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 이후에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실험 연

이 이론에 의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풍부한 의사소

구가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Astfalk et al.,

통 매체는 면-대-면, 전화, 메일, 메모, 편지의 순

2021). Borhan et al. (2019)의 경우 여행자

서로 수용자에게 내용 전달 효과를 주는 것으로

들을 대상으로 고속열차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

확인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하이퍼루프 영상만을
활용하여 실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매체 풍부성 이
론보다는 마법의 탄환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
하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마법의 탄환 이론
을 바탕으로 하이퍼루프 열차에 대한 영상을 시청
한 유튜브 사용자들은 미래 교통수단이 될 하이퍼
루프 열차에 대한 인식과 기대감, 행동 변화에 어
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4. 태도
태도(attitude)는 사회 심리학에서 인간의 행동

는데, 방송 매체를(TV, SNS) 통해 고속열차의
개통 소식을 접한 참가자 중 고속열차로 인해 더
편리하고 빠르게 시내에 진입할 수 있다고 평가
한 시민들이 그렇지 않은 시민들보다 고속열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들
중, 하이퍼루프 열차 개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
가할수록 하이퍼루프 열차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태도 요인을 추가함으로써 잠재 이용자들이 생각
하는 하이퍼루프 열차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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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각된 위험

6. 행동 의도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은 개인의 주관

행동 의도(behavioral intention)는 한 개인

적인 평가에서 파생된 행동으로 자신의 결정 또

이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심리적 요인

는 행동으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

이며 중요한 예측 변수 중 하나이다(Fishbein

과를 인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Cunningham,

& Ajzen, 1977). 쉽게 말하여, 행동 의도는 누

1967). 예를 들어, 소비자가 새로운 제품, 서비

군가가 특정 행동을 실현하고자 하는 높은 동기

스 또는 기술을 접하게 될 때 발생 될 수 있는 결

부여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행동을 수행할

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소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다. 소비자의 입

자가 심리적, 신체적, 금전적, 성능적 위험을 느

장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들은 선호하는 제품 혹

끼며 이러한 지각된 위험들로 인해 행동 의도에

은 서비스를 발견하였을 때 강력한 구매 의지를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다(Dayour

볼 수 있는데(Han et al., 2019), 이는 그 사

et al., 2019; Han et al., 2019; Hwang &

람의 행동 의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Choe, 2019). 지각된 심리적 위험은 소비자가

있겠다. 즉,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였을 경우 본인의 기대치

호감이 생기게 되면 구매 의사가 곧 소비 행동으로

에 충족이 되지 않았을 경우 나타나는 심리적 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Hwang

편감/불안감이라고 볼 수 있으며(Hwang &

& Choe, 2019). 한편 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Choe, 2019), 지각된 신체적 위험은 제품 혹은

행동 의도는 잠재 여행자가 하이퍼루프 열차를

서비스를 구매하였을 경우 발생 될 수 있는 신체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 행동 의도의

상해 또는 부상을 인지하는 경우를 말하며(Han

특성을 이 연구에 적용하면 하이퍼루프 열차를

et al., 2020), 지각된 금전적 위험은 소비자가

타고 여행할 의사가 높은 여행자들은 실제로 하

지불해야 할 제품/서비스 비용이 너무 높게 책정

이퍼루프 열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되었거나 재정적 부담감을 느꼈을 경우를 말하며

예측할 수 있겠다.

(Hwang & Choe, 2019), 지각된 성능적 위험
은 소비자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성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예상했던 만큼의 기능을

Ⅲ. 연구 방법

발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Hwang & Choe, 2019). 문헌 검토를 바탕으

1. 연구모형 설정

로 이 연구에서는 이전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기
술로 운행될 하이퍼루프 열차에 대해 잠재 이용

하이퍼루프 열차에 대한 정보가 대중들에게

자들은 안전성에 대한 검증 부족으로 인한 염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 연구는 하이퍼

와 걱정으로 지각된 위험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루프 열차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고찰하고자

예상된다. 특히, 하이퍼루프 열차에 대한 기능적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Han et al., 2019; Justchen

(주행 중 고장), 신체적(주행 중 안전사고) 심리

et al., 2019; Lee et al., 2018) 연구모형을

적(주행 중 불안감) 금전적(높은 운임 비용) 위

설정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하이퍼루프 열

험 요소들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차에 대한 태도, 위험 인식, 그리고 여행 의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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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델

정 과정(행동 의도)에 하이퍼루프 유튜브 홍보

서는 하이퍼루프 열차 관련 유튜브 홍보영상을

영상물이 잠재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

시청한 잠재 관광자들의 태도, 지각된 위험에 어

치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림 1>과

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 연구 필요성이 있다고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2. 가설설정

H1: 하이퍼루프 유튜브 홍보영상은 태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유튜브와 같은 영상/미디
어 제작물은 영상에 노출된 시청자들의 태도, 위

H2: 하이퍼루프 유튜브 홍보영상은 위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험 인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예를 들어, Hwang et al. (2019)의 연구

Barrett and Bradley (2016)에 의하면, 태

에서는 드론 음식 배달 서비스와 관련된 유튜브

도와 위험 인식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

영상을 시청한 참가자들이 혁신적인 드론 배달

구 사례는 부족한 실정이지만, 태도는 위험인식

서비스에 대한 참신성과 창의성에 긍정적인 반응

과 행동의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

을 보였고 이는 드론 음식 배달 서비스에 대한

하였다. 한편, 국내 선행연구에 의하면 문화 마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

케팅을 통해 다져진 항공 기업에 대한 긍정적이

다. 또한, Hwang and Choe (2019)의 연구에

고 호의적인 태도는 고객이 바라보는 항공사의

서는 드론 서비스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참가

지각된 위험에 감소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

자들에게 시청하도록 한 후, 드론에 대한 지각된

었다(이려정, 2010). Borhan et al. (2017)

위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참가자들의 드론 서비

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비용항공사(LCC 항

스에 대한 지각된 위험 인식(평균값)이 전반적으

공)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참가자들의 LCC

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항공사 이용 의도에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

음을 확인하였다. Agag and El-Masry (2016)

128

관광학연구 제46권 제7호(통권 제197호)

역시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 가입 의도에 결정적

중 불안감), 금전적(높은 운임 비용), 위험 인식

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참가자들이 바라보

이 하이퍼루프 열차 서비스 사용 의도에 부정적

는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 되어 아래와 같은

라고 밝혔으며, IT 기술 과학 분야의 선행 논문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에서도 ATM(현금 자동입출금기), 모바일 뱅킹
및 인터넷 쇼핑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참

H5: 하이퍼루프 열차에 대한 위험 인식은 행동

가자들이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이용 의도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urran & Meuter,
2005; Kasilingam, 2020; Lin, 2011). 앞선

3. 측정항목 도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이퍼루프 열차에 대한
태도와 행동 의도 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하이퍼루프 열차와 관련된 유
튜브 홍보영상이 여행 의사결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

H3: 하이퍼루프 열차에 대한 태도는 위험 인식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하이퍼루프 열차에 대한 태도는 행동 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 항목들을 선행연구에서 도출하였다. 먼저 유
튜브 홍보영상 4문항은 Justchen et al. (2019)
과 Lee et al. (2018) 연구에서 구성한 측정항
목들을 이 연구의 목적과 의미에 알맞게 재구성
하였으며, 태도 4문항은 Han et al. (2019),

마찬가지로 위험 인식도 의사 결정 과정에 직·

지각된 위험 3문항은 Han et al. (2020), 행동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도 4문항은 Song et al. (2017)의 연구에서

(Han, et al., 2019; Jun, 2020), Jun (2020)

도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총 4개의 요인과

은 여행자들의 지각된 위험과 에어비엔비 숙소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설

(공유 민박업) 구매 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실증

문을 실시 하기에 앞서, 도출한 설문 항목들을

적으로 분석한 결과, 여행자들이 에어비엔비를

관광학과 교수 3명과 KTX 열차 승무원 근무 경

통해 숙소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였을 시에 느끼

력이 있는 전문직 종사자 1명에게 의뢰하여 내

게 되는 심리적 불안·위험·두려움과 주변 지인들

용 타당성(content validity)을 확인하였다. 또

이(친구, 가족) 바라보는 에어비엔비 숙소에 대

한, 관광과 관련된 국가 연구기관에 현직으로 종

한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숙소 예약 의도에 부정

사하는 30명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Wang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호한 설문 항목들의

et al.(2020)은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위험

의견들을 수렴하여 안면 타당도(face valdity)

인식이 사용 의도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를 최종적으로 검사하여 설문지를 수정 완성하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차량

다. 특히, 지각된 위험 요인을 대표하는 4개의

공유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과 보안성에 대한 위

기존 문항들(예: ‘하이퍼루프 열차로 여행하게

험 인식이 증가할수록 응답자들은 차량 공유 서

될 경우, 기능적/신체적/심리적/경제적 위험을

비스 사용 의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초래할 확률은?’)을 참가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따라서, 하이퍼루프 열차에 대한 기능적(주행 중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고장), 신체적(주행 중 안전사고), 심리적(주행

(예: 하이퍼루프 열차로 여행하게 될 경우, 기능

하이퍼루프 유튜브 영상이 잠재 여행자들의 태도, 지각된 위험,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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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전력 공급 시스템 결함 및 오작동), 신체적

해당 영상은 나레이션과 자막이 없는 영상으로

(충돌 및 탈선), 심리적(소음 및 진동), 경제적

하이퍼루프 열차 예매, 발권, 탑승수속 및 목적

(비싼 운행요금) 위험을 초래할 확률은?). 또한,

지까지의 이동과정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영상

비 완결형으로 구성된 지각된 위험과(perceived

이며, 영상 시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작한

risk) 관련된 문항들은 각 항목 빈칸에 “(1) 매

manipulation check(조작점검) 문제를 통과

우 낮을 것이다” - “(5) 매우 높을 것이다” 중에

하지 못한 응답자(25부)와 불성실한 답변(41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선택하도록 제시

을 제외하여 총 417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

하였다.

다. 조사 문항은 앞서 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된
연구모형에 포함된 요인별로 각 3~4문항으로

4.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각 문항 들

이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대면조사를

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먼저

기피할 가능성 있는 응답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

SPSS Statistics 23.0을 사용하여 응답자들의

어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실험설계(experimental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각 요인이 연

design)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 대

구모델로 분석하기에 적합한 모형인지 검증하기

상은 국내 온라인 설문 조사 업체에 등록된 패널

위해 SmartPLS 3.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

회원(만 18세 이상) 및 국내 대학교 학생 커뮤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니티 웹페이지에 등록된 대학생들 중 온라인 설

진행하였으며,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문 참여 의향이 있는 패널들에게 설문 조사 링크

위하여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

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비대면 온라

SEM)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인 설문 조사법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편의
추출법은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

5. 응답자 특성

되는 조사법이다(Goldberg et al., 2019; Landers
& Behrend, 2015). 제출 완료된 온라인 설문지

이 연구의 응답자 특성은 <표 1>과 같다. 전체

는 전체 483부 중, 200명(남=100, 여=100)

417명의 응답자 중 남성의 비율이 63.5%로 여

이 국내 온라인 설문 조사 업체 패널 회원들이고

성(36.5%)에 비해 높았으며, 연령은 20~29세

이들 에게는 포인트가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283

의 참가자들이 71%로 가장 많았고, 30~39세

부는 국내 대학교 학생 커뮤니티 웹페이지에 추

의 참가자들의 비율이 20.1%로 그 뒤를 이었

첨을 통해 기프트콘을 주는 방식으로 모집이 진

다. 성비가 남성으로 다소 편중된 이유로는 하이

행되었다. 본 설문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하이퍼

퍼루프 열차와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여성보다

루프 열차와 관련된 2분 내외의 컨셉 영상(concept

남성이 높아 설문 참여율에서 차이가 발생 된 것

video)을 설문 시작 전에 시청하도록 하였다.

으로 추정된다.

현재 하이퍼루프 열차가 상용화되지 않은 개발

미혼자(이혼자 포함) 비율이 약 90% (89.7%)

단계 시점에서 참가자들에게 현실감을 느낄 수

로 기혼자의 비율보다(10.3%) 높았으며, 교육

있는 해상도와 그래픽 영상으로 적합한 Virgin

수준은 대학교 재학/졸업으로 응답한 참가자가

Hyperloop 회사의 컨셉 영상을 선정하여 참가

63.3%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월 가계 수입

자들에게 영상을 시청하도록 링크를 제공하였다.

은 100만원 미만이 47.5%, 200만원~29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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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자 특성(n=417)
구분
성별

남성
여성
20-29
30-39
40-49

빈도(명)
265
152
296
84
30

비중(%)
63.5
36.5
71.0
20.1
7.2

50대 이상

7

1.7

기혼
미혼/이혼
고졸 이하
전문대 졸
대재/대졸

43
374
46
65
264

10.3
89.7
11.0
15.6
63.3

대학원 졸

42

10.1

구분

월 가계
수입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직업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하
- 199만원
–299만원
–399만원
- 499만원

빈도(명)
198
71
84
37
18

500만원 이상

9

사무직
서비스직
공무원
자영업
생산직/기술직
학생
교육직
주부
기타

54
34
21
5
14
207
23
6
53

비중(%)
47.5
17.0
20.2
8.8
4.3
2.2
13.0
8.1
5.0
1.1
3.3
50.0
5.4
1.4
12.7

원 이상이 20.2%, 100만원~199만 원 이상이

펴보았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연구 가설을 확인

17.0%의 순으로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대다수

하기 위하여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최종적으로 분

응답자의 직업으로는 학생으로 50.0%를 차지하

석하였다(장두영, 이충기, 2021).

였고, 사무직이 13.0%로 그 뒤를 차지했다. 또

<표 2>와 같이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

한, 참가자들의 ‘평소 관광 유형’으로는 31.1%

과 같다. 총 16개의 문항 중 지각된 위험 요인에

가 개별여행이라고 응답하였고, 가족여행(22.7%),

서 한 개의 측정 문항 요인 적재값이 0.7 미만으

커플 여행(19.4%), 비즈니스 여행(11.5%), 기

로 나타나 이 문항을 제외한 15개의 문항으로

타(15.3%) 순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적합도를 재분석한 결과 측정 문항들의
외부 적재값(outer loading)의 범위는 0.755~
0.925로 기준값 0.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Ⅳ. 연구 결과

났다. 또한 요인으로 적재된 문항들의 평균값
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유튜브 홍보영상 요

1. 측정모형 분석 결과

인에 대한 문항 평균값은 4.14~4.43, 표준편
차는 .766~1.030으로 나타났으며, 하이퍼루

이 연구에서는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을 분석

프 열차 이용 여행에 대한 태도의 문항 평균값

하기 위하여 SmartPLS 3.0 통계 프로그램을

은 4.15~4.33, 표준편차는 .976~1.054로 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모형의 내

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지각된

적 일관성과 신뢰성, 집중 타당성 및 판별 타당

위험 인식 요인에 대한 문항 평균값은 2.95~3.19,

성을 분석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VIF, R²,

표준편차는 1.109~1.134로 나타났다. 마지막

Q², 와 같은 PLS-SEM의 대안적 평가 방법을

으로 하이퍼루프 열차 이용 여행에 대한 행동 의

이용하여 모델의 적합성 및 수용 가능 여부를 살

도 요인의 평균값은 4.12~4.32였으며,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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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요인분석 결과
측정항목

Loadings

(>0.7)

t-statisti
cs

유튜브 영상

Mean

SD

0.865

유튜브 영상은 하이퍼루프 열차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
유튜브 영상은 하이퍼루프 열차를
이용하고 싶도록 한다
유튜브 영상은 나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유튜브 영상은 나의 관심을 끌었다

0.807

28.488

0.838

35.960

0.861

41.964

0.869

49.113

태도
하이퍼루프 열차로
긍정적이다
하이퍼루프 열차로
가치가 있다
하이퍼루프 열차로
역동적이다
하이퍼루프 열차로
매력적이다

a

4.43

.766

4.36

.891

4.14

1.030

4.18

1.003

0.858
여행하는 것은
0.854

47.682

0.880

58.322

0.755

23.668

0.856

45.791

여행하는 것은
여행하는 것은
여행하는 것은

지각된 위험
하이퍼루프 열차로 여행하게 될
경우, 기능/결함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하이퍼루프 열차로 여행하게 될
경우, 사고위험이 발생할 확률은 하이퍼루프 열차로 여행하게 될
경우, 심리적 불편감이 발생할
확률은 -

.976

4.23

1.035

4.15

1.054

4.22

1.043

0.794

0.848

36.748

0.859

39.073

0.814

28.382

행동의도
하이퍼루프 열차가 개발된다면 이
열차를 타고 여행할 계획이다
하이퍼루프 열차가 개발된다면 이
열차를 타고 여행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
하이퍼루프 열차가 개발된다면 이
열차를 타고 여행할 의향이 있다
하이퍼루프 열차가 개발된다면 이
열차를 타고 기꺼이 여행할 의도가
있다

4.33

3.19

1.109

3.05

1.134

2.95

1.207

0.937
0.914

87.871

0.918

75.831

0.913

59.938

0.925

103.886

4.12

1.021

4.18

1.034

4.32

.942

4.23

1.007

cr

AVE

Rho_A

0.908

0.712

0.869

0.904

0.702

0.871

0.878

0.706

0.800

0.955

0.842

0.937

주: *p<0.1, **p<0.01, ***0<0.001

편차는 .942~1.034로 분포 하였다. 평균 분산

경우 0.706 요인 4(행동의도)의 경우 0.842로

추출 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AVE값의 기준치인 0.5 이상을 나타나 타당성

은 요인 1(유튜브 비디오)의 경우 0.712, 요인

이 확보되었다. 또한, 네 요인들의 Cronbach a,

2(태도)의 경우 0.702, 요인 3(지각된 위험)의

Rho_A, 합성 신뢰성(composite reliability)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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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관 매트릭스 및 판별 타당도 분석 결과
태도
태도

행동의도

지각된 위험

유튜브 영상

0.838

행동의도

0.728

0.917

지각된 위험

-0.337

-0.306

0.840

유튜브 영상

0.572

0.580

-0.197

0.844

주: 강조는 AVE의 제곱근 값임.

기준치인 0.7을 초과하여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의(VIF) 범위가 1.00~1.48로(<5) 나타났고,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한 4개의 요인 및 측정

예측적 적합성은(Q²) 0.446(>0), 결정 계수 값

항목들은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모델

은(R²) 0.534로 Hair et al. (2019)에서 제시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 기준치를(>0.5)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이 연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Fornell-Larker
의 검증 방법을 사용하여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

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분석하기 적합한 모델로
판단할 수 있다.

다. 신건권 (2018)에 의하면, AVE의 제곱근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검증 분석 결과는 <표 4>

값이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값보다 높게 나타나게

와 <그림 2>와 같다. 이 연구에서는 하이퍼루프

될 경우,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설명하

열차에 대한 ‘유튜브 홍보영상’이 응답자들의 태

였는데 <표 3>과 같이 AVE의 제곱근 값이 두

도(H1)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

변수의 상관관계값 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 판별

나(β=.0.572, p < 0.001), 하이퍼루프 열차에

타당성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대한 ‘유튜브 홍보영상’이 ‘지각된 위험’(H2) 요
인에 주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

2) 구조모형 분석 결과

으로 확인되었다(β=-0.006, p > 0.05). 다음

PLS-SEM은 기존 CB-SEM에서 적용하는

으로 분석한 ’하이퍼루프 열차에 대한 태도’는 ’지

모델의 적합성 분석 방법을(예: χ², RMSEA,

각된 위험‘(H3)(β=-0.333, p < 0.001)과 ’행

NFI, GFI 등) 사용하지 않고, 다중공선성인 VIF

동 의도‘(H4)(β=0.705, p < 0.001)에도 유의

(variance inflation factor)와 예측 적합성

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Q²), 결정 계수(R²)로 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한

특히, 이 연구에서 분석한 가설 중에서 ‘태도‘와 ’

다(신건권, 2018). 분석 결과, 다중 공선선 값

행동 의도‘(H4)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가장 큰

<표 4>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가설
H1

유튜브 영상 → 태도

H2

유튜브 영상 → 지각된 위험

H3

태도 → 지각된 위험

H4

태도 → 행동의도

H5

지각된 위험 → 행동의도

주: ***p<0.001

β

0.572***

t-value

분석 결과

10.976

채택

-0.006

0.097

기각

-0.333***

6.145

채택

0.705***

19.536

채택

1.718

기각

-0.069

하이퍼루프 유튜브 영상이 잠재 여행자들의 태도, 지각된 위험,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133

<그림 2>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열차와 관련된 유튜브 홍보영상은 태도에 유의한

으로 ’지각된 위험‘ 요인은 ’행동 의도‘(H5)에 통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각된 위험

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가설 H5(β=-0.069 p > 0.05)은 기각되었다.

한 하이퍼루프 열차에 대한 태도는 지각된 위험,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가설 H2(유튜브 홍

행동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

보영상 → 지각된 위험)과 가설 H5(지각된 위험

되었다. 반면, 지각된 위험과 행동 의도 간의 영

→ 행동 의도)을 제외한 나머지 가설들에서 통계

향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할

으로 밝혀졌다. 이에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수 있다.

첫째, 하이퍼루프 유튜브 홍보영상은 전통적
인 대중매체(TV, 라디오)만큼의 미디어 파급 효
과가 있다는 것을 마법의 탄환 이론을 바탕으로

Ⅴ. 논의 및 결론

규명한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특히 유튜브
홍보영상이 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

이 연구의 목적은 마법의 탄환 이론을 바탕으

는데 이는, 하이퍼루프 열차와 관련된 유튜브 홍

로 하이퍼루프 유튜브 홍보영상이 참가자들의 인

보영상을 시청한 응답자들이 하이퍼루프 열차에

식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었다.

대해서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게 된

특히 하이퍼루프 열차에 대한 유튜브 홍보영상을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

시청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파급 효과를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것처럼, 유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하이퍼루프 유튜브 홍보영

브에서 제공되는 교육적인 영상 자료를 시청한

상이 시청자들의 태도, 지각된 위험, 행동 의도

정보 수용자는 교육자료를 더욱 호의적인 태도로

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Briones et al., 2012) 바라보게 된다는 선행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이퍼루프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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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매체 풍부성 이론을 사용하여 진행한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35세 이하 특

기존 선행연구(Dennis & Kinney, 1998; Lan

히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위험부담이 있음을 인지

& Sie, 2010; Sun & Cheng, 2007)와는 다

하고도 위험 감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르게 마법의 탄환 이론을 적용하여 이론적인 근

로 파악되었으며, 둘째, 이 연구에 참여한 참가

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자들이 시청한 하이퍼루프 홍보영상 길이가 2분

볼 수 있다.

내외였으며 위험 요소를 감지할만한 부분이 전달

둘째, 하이퍼루프 열차에 대한 태도는 지각된

되지 않았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셋째, 구

위험, 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조방정식으로 분석한 이 연구에서 다른 변수에

규명하였다는 측면에 학술적 의의가 있다. 이는

(태도) 영향력으로 인해 지각된 위험 인식 요인

잠재 여행자들이 하이퍼루프 열차에 대한 긍정적

의 영향력이 감소 되는 억제 효과(suppression

인 태도를 가질수록 하이퍼루프 열차에 대한 지

effect)가 발생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각된 위험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정된다(Back et al, 2011; Kang et al.,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결과(이려정, 2010)를 지

2021).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이 시청한 영상은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태

하이퍼루프 열차 상용화에 대한 컨셉 비디오 형

도가 행동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태로 제작된 영상이기에 영상 속에서 위험을 감

나타났다. 이는 참가자 중에 하이퍼루프 열차를

지할만한 요소를 참가자들이 발견하지 못했을 가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향후 하이퍼

능성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루프 열차를 이용하여 여행할 의도가 더 높다는

향후 추가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모형 설계에 보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Agag

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 El-Masry, 2016; Borhan et al., 2017;
Curran & Meuter, 2005)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이퍼루프 기업들의 실무자들은 하이

셋째, 이 연구에서 예상했던 결과와는 다르게

퍼루프 유튜브 홍보영상을 활용하여 하이퍼루프

하이퍼루프 유튜브 홍보영상은 지각된 위험에 유

열차 기술에 대해서 모르는 일반 대중들을 위하

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여 하이퍼루프 관광 영상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

위험과 행동 의도 간의 영향 관계 또한 유의미한

발하여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각된 위험

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청자들이 하이퍼루

인식의 요인은 이 연구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은

프 열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지각된 위험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 연구에서 가설 H2(유

줄일 수 있도록 하이퍼루프 열차에 대한 이점과

튜브 홍보영상 → 지각된 위험)과 가설 H5(지각

안정성을 영상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하나의 방

된 위험 → 행동의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법이 될 수가 있을 것이며 특히, 경제적/안정적/

과가 검증되지 않았는데, 이 원인으로는 첫째,

친환경적인 운행방식으로 스마트 관광 도시에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남성이고 젊은 연령대 (20대

운영될 예정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미디

~30대)인 것을 감안 하였을 때 유튜브 홍보영

어 캠페인 활동을 하여 하이퍼루프 열차에 대한

상 시청만으로는 설문 참가자들의 지각된 위험에

부정적인 시선과(지각된 위험) 태도를 가진 일부

부정적인 영향과 상당한 자극을 주지 않았을 것

여행자들의 편견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는 Tamás et al. (2019)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광고영상 전문 제작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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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하여, 더욱 선명한 영상 화질과 흥미를 불

이퍼루프 열차를 이용하여 향후 여행할 의사가

러일으킬 수 있는 에피소드를 첨가하는 것도 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하이퍼루프 열차에 대한

나의 전략이 될 것이다. 특히 시청자들이 하이퍼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어야만 여행할 의사가 있

루프 열차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로 전환될 수 있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하이퍼루프

도록 하이퍼루프 열차의 운행과정 및 기능들을

열차 여행 의도를 높이려면 하이퍼루프 실무자들

이해하기 쉽도록 인포그래픽(infographic) 형

은 광고 마케팅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

태로 제작하는 방법도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반 시민들이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정부 기

것으로 기대된다.

관(국토부, 관광 공사, 스마트 관광 도시 컨소시

둘째, ‘하이퍼루프 유튜브 홍보영상 → 지각된

엄사, 한국철도 기술 연구원)의 전문가들과 협업

위험’과 ‘지각된 위험 →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

하여 하이퍼루프 열차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

일반 대중들에게 전문적으로 이해시켜주고 다큐

럼, 이 실험에서 사용하였던 하이퍼루프 영상에

멘터리식의 교육적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는 위험 요소를 감지할만한 부분이 전달되지 않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 기관 종사자들과의 협업

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잠재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을 통해 하이퍼루프 열차 기술에 대해 더욱더 긍

하이퍼루프 열차에 대한 위험인식을 보다 더 객

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잠재 여행자들의 위험

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이퍼루프 열차 실

인식을 줄이며, 이들의 이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

무자들이 과장되지 않고 균형 있는 영상 내용을

향을 줄 것으로 판단 된다.

제작하여 시청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위와 같이 이론적,

예를 들어, 하이퍼루프 개발로 인해 잠재 여행자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

들이 얻을 수 있는 장점과(편의성, 신속성, 친환

지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이 연구는

경성) 단점을(비용,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 정확

한국인들을 대상으로만 진행이 되었기에 도출된

하게 내용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

연구 결과로 전체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점

다. 이를 위해서는 짧은 홍보 영상보다는 다큐멘

이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의 연

터리식의 시리즈물의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대중

구에서는 다른 국가 및 문화권에 거주하고 있는

들에게 하이퍼루프 열차의 기능들을 더 자세하게

참가자들도 포함하여 하이퍼루프 열차에 대한 인

소개해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하이퍼루프 열차

식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와 관련된 대부분의 영상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

영상이 가지는 한계와 탐색적 연구로서 가지는

비스를(예: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통해

일반화의 한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홍보 영상으로 전파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된 하이퍼루프 유튜브 홍보영상

지상파 방송에서는 하이퍼루프 열차 여행에 대한

은 위험을 지각할 수 있는 요소가 다소 부족하였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취재 및 보도가

던 점이 한계점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향후 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퍼루프 열차 연구에서는 영상 채택 과정에서

셋째, 이 연구에서는 하이퍼루프 열차에 대한

하이퍼루프 열차에 대한 장, 단점을 균형 있게

태도가 지각된 위험, 행동 의도에 모두 유의한

소개하는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여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이퍼루프 열차에

태도는 이 연구에서 행동 의도에 가장 큰 영향력

대한 긍정적/부정적인 영상에 따라 시청자들의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꾸어 말하면, 하

인식변화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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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집단으로 나뉘어 하이퍼루프 열차와 관련

조절역할. <호텔경영학연구>, 30(2), 135-149.

된 상반된 영상을 시청하게 함으로써 하이퍼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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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에 대한 인식에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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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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