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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본 연구는 공적공간으로서 부산여객터미널의 공공

시설물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적 아이덴티티를 갖

춘 공공디자인 설계를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해 부산의 관문인 부산여객터미널과 후쿠오카의 하카

타국제터미널의 내․외부 공간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산여객터미널의 경우, 부산여객터미널

내의 공공디자인은 지역·문화성과 관련하여 공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구성요소로서의 디자인

이 부재한 상태이며, 기능성 및 심미성 부분에서는

정보전달 및 쾌적성과 관련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카타국제터미널에 대한 한국인

의 평가는 안내, 청결도, 휴식공간, 관광지도 등과 관

련된 문항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일본인은 안내, 통일

성, 역사․문화, 기대감 등과 관련하여 자국 터미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부산여객터미널 내의 공공디자인은

지역·문화성과 관련하여 공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구성요소로서 디자인이 부재한 상태이며,

기능성 및 심미성 부분에서는 정보전달 및 쾌적성과

관련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

는 공공디자인 평가가 향후, 국제도시의 관문으로서

여객터미널의 공간아이덴티티 확립 및 공공디자인 개

발에 유용한 정보로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공공디자인, 인식평가, 부산여객터미널

Abstract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public design of

Hakata and Busan Passenger terminal and the evaluation

of the space. This evaluation includes functional,

aesthetic and cultural satisfaction level of each place and

the findings were analyzed in terms of cultural difference.

30 Korean and 30 Japanese monitors were chosen to

experience the terminal space and evaluate the

questionnaire which was developed by USI of Kyushu

university for evaluation of public space. For the Busan

Passenger terminal, Japanese satisfied only 40% space

of coherency and 53.3% in expression of regionalism and

culture while Koreans gave negative evaluations of that.

Also, Koreans gave high evaluations in guidance,

cleanliness, rest space and tourist map of the Hakata

international terminal. However, Japanese seemed to be

less satisfied than Korean with most of the items

including guidance, expression of history and regionalism.

This study suggests that Busan passenger terminal

requires better guiding sign system in functional aspect

and clean atmosphere with identity design reflecting

Busan culture to increae the satisfaciton level of the

users and to regenerate the tour industry of Busan.

Keyword

Public Design, Cognition Evaluation, Busan

Passenger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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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운송수단의 발달로 지역 및 국가간의 이동빈도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국가간의 항만으로 처음 접하게

되는 여객터미널은 국가와 항만이 위치한 도시의 첫

인상과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

다.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여객터미널의 경우, 2009년

도까지 약 140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다가 2009년도에 와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1) 그

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여객터미널은 연간 약 100만명

의 내․외국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10만명 이상의 일

본인 관광객이 입출국을 하는 장소이다.2) 이는 국제

크루즈터미널 등이 영도에 신설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다 경쟁력 있는 국제터미널이 되기

위해서는 공간시설 및 이용객의 편의와 니즈 등을 고

려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아진다.

본 연구는 공적공간으로서 부산여객터미널의 공공

시설물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적 아이덴티티를 갖

춘 공공디자인 설계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1차적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 도시의 관문인 부산여객터미널과 하

카타국제터미널의 내․외부 공간 및 공공디자인에 대

한 이용자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내용은 각 공간별

로 기능적, 심미적 만족도에 관한 것과 지역적, 문화

적 특성에 관한 것을 포함하며, 그 결과는 한․일간

의 문화적 차이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이용자의 측면에서 현재 부산여객터미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한국인과 일본인의 관점에

서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차별화를 가

진다. 또한, 추후 공간 리노베이션 및 증축 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부산여객터미널과 하카타국제터미널의

공공공간에 관한 이용자 인식평가에 관한 것으로, 문

헌고찰, 현장 조사, 피험자 방문평가 등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첫 번째 단

계로, 문헌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공공공간의 영

역 및 특성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부산여객

1) 부산항만공사, http://www.busanpa.com 여객수송실적

2) 부산광역시 문화관광부 통계에 의하면 부산을 찾는 외국인

중 일본인이 가장 많으며, 2007년 13만 2천명이 항구를 통하여

부산을 방문하였고, 2008년에는 13만 4천명으로서 전년도 대비

1.6%가 늘어났다.

터미널과 후쿠오카 하카타국제터미널을 대상으로 내·

외부 공간에 대한 물리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양 도시 터미널에 대해 공공시설물의 위치와 개수,

디자인 특성 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공간을

출입구 홀, 티켓판매장, 대합실, 외부공간의 4개 존으

로 나누어 도면과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세 번째 단

계로, 기능성, 심미성, 지역․문화성측면에서 터미널

공공디자인에 대한 설문평가를 실시하였다.

전체 연구는 2008년 3월에서 8월까지 진행되었으

며, 대상지 방문 및 설문은 부산여객터미널의 경우, 7

월 8, 9일, 하카타국제터미널은 7월 10, 11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설문방법으로는 모니터요원 60명이 부산

여객터미널과 하카타국제터미널을 직접 방문하여, 각

Zone별로 공간과 공공시설물을 체험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동서대학교 BK21에코디자인 인력양성

사업팀과 큐슈대학 유저사이언스기구(USI)가 공동으

로 실시하였으며, 설문내용은 USI에서 개발한 질문

양식을 토대로 본 연구의 대상지인 여객터미널에 적

합하고, 양국의 모니터 요원들이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Pre-Test를 거쳐 수정, 작성되었다. 데이터 분

석은 SPSS v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빈도 등

기초통계를 실시하였으며, 두 나라간 비교 분석을 하

였다.

2. 이론적 고찰

2.1. 공공디자인의 개념 및 영역

공공(Public)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사람 혹은 국

가의 모든 영역에 관련된 것이거나 모든 구성원에 의

해 접근이 가능하거나 공유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와

동시에 사적영역과 대립되는 공동체의 이익에 관련한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공공디자인은 광의적으로는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모든 영역의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지만, 본 연

구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공공디자인은 보다 작은 의

미로서 국가간 지방자치단체가 제작, 설치, 운영하는

각종 공간 및 시설, 용품과 관련한 디자인이라는 것

을 전제로 한다. 또한, 공공장소의 여러장비와 장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꾸미는 일이라는 의미까지 포함시켜

이야기하고자 한다.3) 박은실(2007)은 “공공디자인 진

3) 공공디자인의 정의는 2009년도에 전국적인 변화사업의 기폭

제가 되면서 최근 다양한 접근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나 공공디

자인의 출발점에서 모든 분야를 정례화 하면서 한국사회가 가

야할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이는 한국공공디자인학회를 중

심으로 하여 정의된 내용은 크게 광의와 협의로 나뉜다. 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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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을 위한 정책 연구”에서 공공디자인의 의미를 다음

의 내용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공공디자

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작 설치 운영 관리

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사용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간, 시설, 용품, 정보 등의

심미적, 상징적, 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창조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객체는 사회, 혹은 공동체를 형

성하는 다수의 대중이 되며, 산업디자인과는 달리 영

리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와 문화․사

회․물리적 욕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디자인은 크게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매

체, 디자인정책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공간디자

인은 도시환경과 건축 및 실내환경의 두 분야로 나누

어진다. 도시환경 분야는 공원, 광장, 운동장 등을 포

함한 야외 공공공간계와 도로, 주차장, 터널, 교량 등

의 기반시설공간계 등이 포함되며, 공공건축 및 실내

환경에는 공공안내소, 마을회관, 파출소, 소방서, 우체

국 등의 행정공간계, 시민회관, 박물관, 미술관, 체육

관, 공연장, 국․공립 의료시설 등의 문화복지공간계,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의 역

사시설공간계,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대학, 연

구소, 도서관 등의 교육․연구공간계 네 영역이 포함

된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교통시설, 편의시설, 공급

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교통시설을 보행시설물계

와 운송시설물계로 나눌 수 있다. 편의시설은 휴게시

설물계, 위생시설물계, 판매시설물로, 공급시설은 관

리시설물계, 정보시설물계, 행정시설물계의 세 영역으

로 분류된다. 또한, 공공매체디자인은 지시․유도기능

매체계와 상징매체로 분류되며, 공공디자인정책은 행

정․정책계와 관련법규계로 나누어진다.4)

2.2. 역사(Station)시설공간계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여객터미널은 공공디자인 영

역 중, 중분류로는 공공건축 및 실내환경 분야에 속

하며, 소분류로는 역사시설공간계에 속한다. 이러한

여객터미널은 한도시의 관문이자 국가의 관문으로서

입․출국을 위해 터미널 내부와 그 주변의 디자인은

국가 이미지 즉, 국가 브랜드와 직결된다.

의 공공디자인은 사적 영역에 해당되나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

른 선택이 불가능하여 일상적 삶에서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강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영역의 디자인(건축물,

미술장식물, 간판 등)을 말한다. 협의의 공공디자인은 제품, 산

업디자인이 아닌 국가, 지자체 및 공공단체 등이 소유, 설치,

관리하는 도시 기반시설, 가로시설물 각종 상징물, 증명서, 행

정서식 등을 위한 공적영역의 디자인을 말한다.

4) 한국공공디자인학회 ‘공공디자인영역’ 가이드라인 참고

이와 관련하여 조남석(2001)은 “공항 여객터미널

의 동선과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에서 터미널과 같은

내부시설 구성에 대해 기준과 단계를 두어 세밀하게

유형와 작업을 한 뒤 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성격에 맞도록 부합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폭넓은 연령대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

는 공간인 만큼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인의 주목성 및

유도 기능의 중요성 등이다. 정희정(2009)은 “공공디

자인의 평가척도 추출에 관한 연구”에서 일본의 나리

타국제공항을 소개하였다. 공항의 탑승대기실은 인간

중심의 쉼터가 되어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높낮이

가 다른 소파를 배치하여 앉거나 드러눕기도 하고 기

대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기실이라 생각

할 수 없는 공간 배열과 실내디자인, 조도까지 세심

한 배려가 적용된 공공디자인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

를 통해 공간에서 이용자 점유 및 형태의 자유도를

높이고 공간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여객터미널의 기능은 해상교통 수단에서 육상교통

수단, 또는 육상교통 수단에서 해상교통수단을 연결

해 주는 것이며, 탑승을 기다리는 출․입국자와 환영

객, 환송객에 대한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부기능을 살펴보면 여객수송, 수하물 처리 및 검사,

기내용품 공급, 승무원의 준비, 여객서비스 등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여객터미널의 기능은 다양하고 많기 때문

에 그와 연관한 관계성을 충분히 고려한 공간계획이

필요하며, 시설물 수량의 적정성, 크기 및 정보량 등

설치장소의 위계나 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으

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인공 환경

을 미적, 기능적, 문화적으로 향상시키는 공공디자인

이 실현화 되어야 한다.

2.3. 여객터미널의 특성

도시의 공공공간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일정

한 권리가 보장되며, 공공성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성

격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불특정 다수

인이 이용하는 여객터미널과 같은 공공공간은 항공,

선박, 열차, 버스노선 따위의 맨 끝 지점이며, 많은

교통노선이 모여 있는 역으로서 ‘종점’으로 순화한다.

이러한 여객터미널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해주는

광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통시설에

비해 그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며 단순히 물리적

장소를 넘어 도시적 생활권의 중심지로 그 위상이 넓

혀져야 한다.

부산과 후쿠오카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서로 다른

문화가 드나드는 문화적 소통의 창구 구실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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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도시는 208㎞의 거리로서 반나절 생활권이며,

해외이지만 부산에서는 서울(428㎞)보다 가깝기도 하

다. 양국의 여객터미널 총 이용객수를 보면, 부산의

경우, 2005년 100만명에서 2006년에는 120만명으로

증가하였고 하카타의 경우, 과거 10년 동안 이용객수

가 약 4배 증가하여 약 75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5) 이처럼 여객터미널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서 터미널 본연의 수송기능을 위해

편리한 시설과 환경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 도시를 대표하는 공공공간으로서 해당

도시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여행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 도시의 문화와 역사를 느끼게 함

으로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장소가 되

어야 한다.

[그림 1] 부산여객터미널(좌), 하카타국제터미널(우)

3. 여객터미널의 물리적 요소 분석

3.1. 부산여객터미널

3.1.1 개요 및 특성

해양도시 부산의 관문인 부산여객터미널은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에 위치하며, 1978년 5월 최초 준공

되었다. 2002년 7월, 4층 규모로 증축되어 대지면적

86,833m², 연면적 12,053m²(3,546평)이며, 일본 여행객

증가, 주 5일 근무, 국제항로의 다양화, KTX개통 등

에 힘입어 터미널 이용객수는 2005년 105만명, 2006

년 120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6)

3.1.2 내부공간 및 시설현황

부산여객터미널의 1층은 대합실, 입국장, 은행, 약

국, 식당 등이 있고, 2층은 대합실, 출국장, 티켓창구,

관광상품 판매소가, 3․4층은 사무실과 식당이 들어

서 있다. 부산여객터미널의 경우, 최근 이용객 급증으

로 인한 내부시설의 포화상태, 편의시설의 부족 및

시설 협소와 노후화 등이 개선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터미널의 주요시설물은 [표 1]과 같으며, 3․4층은

항만관리시설로서 출입이 제한된다. 입국장소인 1층

5) 부산항만공사, http://www.busanpa.com

6) http://www.busanpa.com(2009.04) 참조

의 경우, 관광 및 지역안내도, 각종 기업 광고판, 상

업용 간판 등 정보시설계의 수가 많아 혼란스러운 시

각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시설종류별로 보면 보행시

설 17종, 편의시설 20종, 관리시설 22종, 정보시설이

40종으로 가장 많다.

장소 주요 시설물 이미지 시설

1층

광고대,

자판기,

마스크함,

ATM, PC,

공중전화,

TV, 벤치,

지역

안내도,

휴지통,

데스크

2층

광고대,

벤치,

휴지통

외

부

휴지통,

택시

승강대,

벤치

[표 1] 부산여객터미널 공공시설 현황

3.2. 하카타국제터미널

3.2.1 개요 및 특성

후쿠오카의 관문인 하카타국제터미널은 후쿠오카

시의 도심에 있는 텐진지구 북쪽 약 1.5km에 위치하

고 있으며, 1960년대에 개발되어 운영하다 1993년 4

월, 대대적인 보수를 통해 3층 규모의 국제선터미널

로 개장되었다. 최초 운영과 보수년도는 부산여객터

미널보다 앞서지만, 연면적은 13,280m²(4,017평)으로

서 규모는 비슷하다. 전체 이용객 수는 2005년 70만

명에서 2006년 75만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본

최대의 여객수를 보유하고 있다.7)

3.2.2 내부공간 및 시설현황

하카타국제터미널의 1층은 종합안내소, 티켓창구,

은행, 편의점 등이 집결돼 있고, 2층은 대합실, 면세

점, 출․입국장, 흡연실 등이 있다. 3층은 출․입국관

련시설 이외, 부대시설로서 회의실과 대형 홀, 레스토

랑 등이 있다.

하카타의 경우, 공간내부에는 전체적으로 시설물

7) http://www.hakataport.com(2009.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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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가 적으며, 지역안내나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

는 정보시설은 많지 않지만 오히려 이용객들에게 간

단명료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소 주요 시설물 이미지 시설

1층

지역

안내도,

벤치,

사물함,

관광안내,

휴지통,

데스크

2층

지역안내도,

홍보대,

지도,

휴지통

외

부

버스승강대,

노선알림표,

휴지통

[표 2] 하카타국제터미널 공공시설 현황

4. 여객터미널 공공디자인 인식조사

4.1.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에 참여한 모니터요원은 한국인 30명, 일본인

30명으로 모두 60명이며, 연령비율은 20대(19명,

31.7%)가 가장 많고 50~60대가 17명(28.3%), 40대가

12명(20%), 30대가 11명(18.3%)이다. 직업별로는 회사

원, 교수, 주부, 학생, 자영업 등의 직업으로 고르게

분포 할 수 있도록 선발하였다.

대분류 소분류 한국인 일본인 소계/비율

성별
남 15명 11명 26명(43.3%)

여 15명 19명 34명(56.7%)

연령

10대 0명 1명 1명(1.7%)

20대 15명 4명 19명(31.7%)

30대 2명 9명 11명(18.3%)

40대 4명 8명 12명(20%)

50~60대 9명 8명 17명(28.3%)

직업

회사원 2명 8명 11명(16.7%)

교직원 6명 0명 6명(10%)

자영업 2명 5명 7명(11.7%)

공무원 0명 1명 1명(1.7%)

학생 12명 1명 13명(21.7%)

의사 1명 0명 1명(1.7%)

주부 6명 5명 11명(18.3%)

기타(무직 및

아르바이트)
1명 10명 11명(18.3%)

[표 3] 모니터요원 개요

설문방법으로 먼저, 부산여객터미널을「1F 출입구

홀」,「1F 대합실」,「2F 대합실․발권창구」,「외부공

간」의 4개 공간으로 구분하였고, 하카타국제터미널

역시, 「1층 출입구 홀․발권창구」,「2층 대합실」,

「3층 전망공간」,「외부공간」으로 공간의 용도와 특

성에 맞추어 각각 4개의 존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공간과 전체의 인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는

데 조사 전, 피험자에게 공간별 20분씩 총 80분 동안

관찰하게 하였고, 과거의 이용했던 경험을 포함하여,

느낀점을 응답받았다. 그리고 응답을 마친 후, 대기했

던 스텝에게 응답지를 수거하도록 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큐슈대학 유저사이언스기구(User

Science Institute)에서 개발한 디자인평가에 사용되는

문항을 토대로 하였으며, 설문항목에는 여객터미널 공

간이 갖는 기능성, 심미성, 지역 및 문화성을 토대로,

한․일 양국의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휘

를 사용하였다.8) 문항 중, 기능성과 관련해서는 “안

내표시의 알기 쉬움”, “부산(후쿠오카)의 여행안내를

알 수 있음”,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

하기 쉬운 공간“ 등이 포함되었다. 심미성과 관련하

여 “기분좋음”, “규모있는 디자인“, ”색채 및 장식물

이 보기 좋음“, ”청결한 인상“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 및 문화성과 관련하여 ”지역의 상징을 가진 공

간”, “부산(후쿠오카)의 역사․문화를 느낌”, “방문자

에게 기대감을 줌” 등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항에 대해「그렇다」에서「그렇지

않다」까지의 5점 척도의 선택사항으로서 피험자 자

신의 의견으로 가장 가까운 리커드스케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공간전체의 이미지를 묻는 서술

형 질문과 이용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설물(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에 관한 질문도 실시하

였다.

4.2. 부산여객터미널 평가결과

4.2.1. 1층 출입구 홀(Zone1)

[그림 2] 1층 출입구 홀

8) 큐슈대학 유저사이언스기구(User Science Institute: USI)는,

2004년도에 문부과학성의 '전략적 연구거점육성 프로그램'에 채

택되어 설립된 기구로서 본 연구를 위해 모니터조사에 사용된

공간평가 지표는 USI가 2007년 구축한 평가지표이다. 이 지표

는 일본의 토목학회, 건축학회 등의 심사를 기초로 구축한 350

개의 지표 중,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거쳐 공공디자인 평

가에 적합한 항목, “공간의 쾌적성 및 통일성”, “사인 및 정

보․안내시설의 알기 쉬움” 등의 평가어휘를 최대 18개 추출하

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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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분 설문 항목

1층

출입구 홀

Ⓐ 안내표시의 알기 쉬움

Ⓑ 관광지도의 알기 쉬움

Ⓒ 여행자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짐

Ⓓ 시설물의 규모 있는 디자인

Ⓔ 청결한 인상을 줌

Ⓕ 사람의 이동이 자연스러움

Ⓖ 기분이 좋음

Ⓗ 부산의 역사․문화를 느낌

Ⓘ 방문자에게 기대감을 줌

[표 4] 1층 출입구 홀에 관한 설문 항목

[그림 3] 1층 출입구 홀 평가

1층 출입구 홀 평가의 경우, 양 국가별 통계적으

로 차이를 보인 항목은 두 개의 문항에서 차이를 보

였다. “부산의 역사․문화를 느낀다”에서 일본인은

“그렇다”가 40%, 한국인은 6.7%로 응답하여 문항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방문한 사람에게 기대감

을 갖게 할 수 있다”에서 일본인 60%, 한국인 36.6%

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출입

구 홀은 한․일 모두 지역․문화성 부분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고, 특히 한국인들은 가장 낮은 평

가를 하였다. 또한 일본인의 경우 기능성과 관련하여

관광지도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 1층 대합실(Zone2)

[그림 4] 1층 대합실

공간구분 설문 항목

1층

대합실

Ⓐ 안내표시의 알기 쉬움

Ⓑ 티켓구입을 위한 정보의 알기 쉬움

Ⓒ 시설물의 규모 있는 디자인

Ⓓ 청결한 인상을 줌

Ⓔ 사람의 이동이 자연스러움

[표 5] 1층 대합실에 관한 설문 항목

[그림 5] 1층 대합실 평가

1층 대합실 평가의 경우, 한 개의 문항에서 통계

적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각 시설물은 규모 있는 디

자인이다”에서 일본인은 “그렇다” 60%, 한국인은

6.7%만 응답결과를 보여, 디자인과 관련된 심미성 부

분에서 차이를 보였다.

4.2.3. 2층 대합실․발권창구(Zone3)

[그림 6] 2층 대합실․발권창구

공간구분 설문 항목

2층

대합실

&

발권창구

Ⓐ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함

Ⓑ 안내표시의 알기 쉬움

Ⓒ 티켓구입을 위한 정보의 알기 쉬움

Ⓓ 탑승에 관한 정보제공이 편리함

Ⓔ 사람의 이동이 자연스러움

Ⓕ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데 적절한 넓이 제공

Ⓖ 공간의 쾌적성

Ⓗ 기분이 좋음

Ⓘ 시설물의 규모 있는 디자인

Ⓙ 청결한 인상을 줌

Ⓚ 색채 및 장식물이 보기 좋음

Ⓛ 부산의 역사․문화를 느낌

Ⓜ 출국 전 대기 시간을 보내는데 적절함

[표 6] 2층 대합실․발권창구에 관한 설문 항목

[그림 7] 2층 대합실․발권창구 평가

2층 대합실․발권창구 평가의 경우, 한 개의 문항

에서 한·일간 차이를 보였다. “부산의 역사․문화를

느낀다”에서 일본인은 “그렇다” 60%, 한국인은 6.7%

만 응답결과를 보여 지역․문화성과 관련하여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한국인은 문항 중 가장 낮은 평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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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해당공간이 부산의 지역성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4. 외부공간(Zone4)

[그림 8] 외부공간

공간구분 설문 항목

외부공간

Ⓐ 안내표시의 알기 쉬움

Ⓑ 버스노선․시각․요금이 알기 쉬움

Ⓒ 버스․택시를 기다리기 위한 쾌적한 환경

Ⓓ 사람의 이동이 자연스러움

Ⓔ 옥내․옥외 공간의 일체감

Ⓕ 청결한 인상을 줌

Ⓖ 시설물의 규모 있는 디자인

Ⓗ 부산의 역사․문화를 느낌

Ⓘ 시설물은 부산의 관문으로서 적격

Ⓙ 방문자에게 기대감을 줌

[표 7] 외부공간에 관한 설문 항목

[그림 9] 외부공간 평가

외부공간 평가의 경우, 세 개의 문항에서 통계적

으로 차이를 보였다. “버스의 노선․시각․요금이 알

기 쉽다”에서 일본인 “그렇다” 66.7%, 한국인 30%로

기능성과 관련하여 한국인이 더 낮은 평가를 하였다.

또한 “부산의 역사․문화를 느낀다”에서 일본인 “그

렇다” 46.7%, 한국인 10%로 문항 중 차이가 가장 컸

다. “방문자에게 기대감을 갖게한다”에서는 일본인

60%, 한국인 26.7%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한국인보

다 일본인이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외부공간은 여객터미널 공간 중 한·일 모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평가 결과에 의하면 기능성과

지역․문화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4.2.5. 공간전체

공간구분 설문 항목

공간전체

Ⓐ 안내표시의 알기 쉬움

Ⓑ 출입국에 관한 정보의 정리

Ⓒ 관광에 관한 정보의 정리

Ⓓ 출․입국이 부드럽게 실시 할 수 있는 환경

Ⓔ 모든 공간의 일체감

Ⓕ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데 적절한 넓이 제공

Ⓖ 노약자 및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쉬운 공간

Ⓗ 청결한 인상을 줌

Ⓘ 색채 및 장식물이 보기 좋음

Ⓙ 시설물의 규모 있는 디자인

Ⓚ 공간전체의 이미지가 통일됨

Ⓛ 부산의 역사․문화를 느낌

Ⓜ 대접의 마음을 느낌

Ⓝ 부산의 관문으로서 적격인 공간

Ⓞ 방문자에게 기대감을 줌

Ⓟ 친근감 있는 공간

[표 8] 공간전체에 관한 설문 항목

[그림 10] 공간전체 평가

공간전체 평가의 경우, 세 개의 문항에서 통계적

으로 차이를 보였다. “공간전체의 이미지가 통일되어

있다”에서 일본인은 “그렇다” 60%, 한국인은 26.7%

의 응답 결과를 얻었다. “부산의 역사․문화를 느낀

다”에서는 “그렇다”가 일본인 53.3%, 한국인 6.7%로

문항 중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친근감 있는

공간이다”에 관한 문항에서는 일본인 73.4%, 한국인

3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역시 차이를 보였다.

부산여객터미널 공간전체 평가에 있어서 한․일

모두 지역․문화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

가하였다. 또한 공간의 기능성 부분에서는 사회 약자

를 배려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에서 한․일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4.3. 하카타국제터미널 평가결과

4.3.1. 1층 출입구 홀․발권창구(Zone1)

[그림 11] 1층 출입구 홀․발권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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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분 설문 항목

1층

출입구 홀,

발권창구

Ⓐ 안내표시의 알기 쉬움

Ⓑ 관광지도의 알기 쉬움

Ⓒ 티켓구입을 위한 정보의 알기 쉬움

Ⓓ 여행자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짐

Ⓔ 시설물의 규모 있는 디자인

Ⓕ 청결한 인상을 줌

Ⓖ 사람의 이동이 자연스러움

Ⓗ 기분이 좋음

Ⓘ 후쿠오카의 역사․문화를 느낌

Ⓙ 방문자에게 기대감을 줌

[표 9] 1층 출입구 홀․발권창구에 관한 설문 항목

[그림 12] 1층 출입구․발권창구 평가

1층 출입구 홀․발권창구 평가의 경우, 통계적으

로 세 개의 문항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그 중

“관광지도가 보기 쉽다”에서 “그렇다”가 일본인

43.4%, 한국인 83.4%로 응답하였으며, “각 시설물은

규모 있는 디자인이다”에서는 일본인 50%, 한국인

100%가 “그렇다”고 하여 차이를 보였다. “방문자에게

기대감을 갖게 한다”에서는 일본인 20%, 한국인 80%

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문항 중 가장 큰 차이를 보

였다.

전체적으로 한국인은 공간의 기능성, 심미성에 대

해 일본인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후쿠오카

의 역사․문화를 느낀다”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

였다. 같은 문항에서 일본인들은 지역․문화성에 대

해서 가장 낮게 평가해,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3.2. 2층 대합실(Zone2)

[그림 13] 2층 대합실

공간구분 설문 항목

2층 대합실

Ⓐ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함

Ⓑ 안내표시의 알기 쉬움

Ⓒ 탑승에 관한 정보제공이 편리함

Ⓓ 사람의 이동이 자연스러움

Ⓔ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데 적절한 넓이 제공

Ⓕ 공간의 쾌적성

Ⓖ 기분이 좋음

Ⓗ 시설물의 규모 있는 디자인

Ⓘ 청결한 인상을 줌

Ⓙ 색채 및 장식물이 보기 좋음

Ⓚ 후쿠오카의 역사․문화를 느낌

Ⓛ 출국 전 대기 시간을 보내는데 적절함

[표 10] 2층 대합실에 관한 설문 항목

[그림 14] 2층 대합실 평가

2층 대합실 평가의 경우, 통계적으로 세 개의 문

항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 중, “사람의 이동이 자연스

럽다”에서 일본인은 “그렇다” 53.3%, 한국인 93.3%가

응답하였고, “각 시설물은 규모 있는 디자인이다”에

서는 일본인은 “그렇다” 60%, 한국인은 96.6%가 응

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출국 전 대기 시간을 보내는

데 적절한 공간이다”에서는 일본인 “그렇다” 43.3%,

한국인은 80%가 응답하였다.

2층 대합실 평가에 있어서 공간에 대한 기능성,

심미성에 관해 한․일간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문항

중, “후쿠오카의 역사문화를 느낀다”에서 양국 모두

매우 부정적인 평가하였다. 특히, 일본인은 문항 중,

가장 낮은 평가를 하여 불만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역성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산여객터미널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4.3.3. 3층 전망공간(Zone3)

[그림 15] 3층 전망공간



- 30 -

공간구분 설문 항목

3층

전망공간

Ⓐ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함

Ⓑ 안내표시의 알기 쉬움

Ⓒ 어떤 때에 이용되는지 알 수 있음

Ⓓ 일상적으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공간

Ⓔ 레스토랑을 이용하기 쉬움

Ⓕ 기분이 좋음

Ⓖ 시설물의 규모 있는 디자인

Ⓗ 청결한 인상을 줌

Ⓘ 색채 및 장식물이 보기 좋음

Ⓙ 후쿠오카의 역사․문화를 느낌

Ⓚ 출국 전 대기 시간을 보내는데 적절함

[표 11] 3층 전망공간에 관한 설문 항목

[그림 16] 3층 전망공간

3층 전망공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인 항목

은 세 개였으며, 그 중, “안내표시가 알기 쉽다”에서

일본인은 “그렇다” 50%, 한국인은 93.4%, “어떤 때에

이용하는지 알 수 있다”에서 일본인 “그렇다” 16.7%,

한국인 80%의 높은 응답결과를 보였다. “일상적으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공간이다”에서는 일본인은

13.3%, 한국인은 66.7%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한․

일간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공간의 경우, 한국인은 지역․문화성과 관련

된 “후쿠오카의 역사 문화를 느낀다”에서 “그저 그렇

다”는 반응이었지만, 공간의 기능성, 심미성과 관련한

문항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반면 일본인은 기능성, 지역․문화성과 관련하여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공간의 기능성과 관

련해서는 터미널 공간 중 가장 낮게 평가하여, 일본

인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3.4. 외부공간(Zone4)

[그림 17] 외부공간

공간구분 설문 항목

외부공간

Ⓐ 안내표시의 알기 쉬움

Ⓑ 버스노선․시각․요금이 알기 쉬움

Ⓒ 버스․택시를 기다리기 위한 쾌적한 환경

Ⓓ 사람의 이동이 자연스러움

Ⓔ 옥내․옥외 공간의 일체감

Ⓕ 청결한 인상을 줌

Ⓖ 시설물의 규모 있는 디자인

Ⓗ 후쿠오카의 역사․문화를 느낌

Ⓘ 시설물은 후쿠오카의 관문으로서 적격

Ⓙ 방문자에게 기대감을 줌

[표 12] 외부공간에 관한 설문 항목

[그림 18] 외부공간 평가

외부공간 평가의 경우, 네 개의 문항에서 통계적

으로 차이를 보였다. 그 중, “버스나 택시를 기다리기

위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에서 일본인은

“그렇다”가 6.7%, 한국인은 66.7%로서 큰 차이를 보

였다. “각 시설물은 규모 있는 디자인이다”의 경우,

일본인은 “그렇다” 23.4%, 한국인은 66.7%이며, “시

설물은 후쿠오카의 관문으로서 적격이다”에서는 일본

인은 “그렇다” 6.6%, 한국인의 60%의 응답결과를 보

여 한·일간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문자에게 기대감을 갖게 한다”에 관한 문

항에서 일본인은 “그렇다” 10%, 한국인은 50%로 일

본인들은 하카타국제터미널의 외부공간이 지역·문화

성을 거의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외부공간은 한․일간 가장 점수가 낮게 나타난 공

간으로 지역성의 경우, 한․일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일본인들이 쾌적한 환경, 공간디자인의

일체감, 규모 있는 디자인 등 기능성을 포함한 전 항

목에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4.3.5. 공간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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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분 설문 항목

공간전체

Ⓐ 안내표시의 알기 쉬움

Ⓑ 출입국에 관한 정보의 정리

Ⓒ 관광에 관한 정보의 정리

Ⓓ 출․입국이 부드럽게 실시 할 수 있는 환경

Ⓔ 모든 공간의 일체감

Ⓕ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데 적절한 넓이 제공

Ⓖ 노약자 및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쉬운 공간

Ⓗ 청결한 인상을 줌

Ⓘ 색채 및 장식물이 보기 좋음

Ⓙ 시설물의 규모 있는 디자인

Ⓚ 공간전체의 이미지가 통일됨

Ⓛ 후쿠오카의 역사․문화를 느낌

Ⓜ 대접의 마음을 느낌

Ⓝ 후쿠오카의 관문으로서 적격인 공간

Ⓞ 방문자에게 기대감을 줌

Ⓟ 친근감 있는 공간

[표 13] 공간전체에 관한 설문 항목

[그림 19] 공간전체 평가

공간전체 평가의 경우, 16개의 문항 중 여섯 개의

문항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출입국에 관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다”에서 일본인은 “그렇다”

46.7%, 한국인은 86.6%의 응답하였으며, “관광에 관

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다”에서 일본인은 “그렇다”

26.7%, 한국인은 86.6%로 나타났다. “노약자 및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쉬운 공간이다”에서는 일

본인이 “그렇다”가 30%, 한국인은 73.3%의 응답하여

공간의 기능성에 관련해서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긍정

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 시설을 이용해보고 대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의 항목과 “관광에 관한 정보의

정리”의 두 항목에서는 일본인이 10%, 한국인이

66.7%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양 국가간 가장 큰 차

이를 보였다.

또한 “방문자에게 기대감을 갖게한다”에서는 일본

인 16.7%, 한국인 66.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한․

일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공간전체에 있어서 한국인과 일본인은 공간에 대

한 기능성, 지역․문화성과 관련된 항목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일본인은 자국에 대해 매우 낮은 점

수의 평가를 하였다. 공간의 심미성에서는 한․일간

비교적 유사한 평가였으나, 일본인 보다 한국인이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소결

4.4.1. 부산여객터미널 공공디자인 인식

이상의 평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산여객터미널의 경우, 공간의 기능성 측면에서

는 한․일 모두 유사하게 평가하였지만,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유니버셜 디자인 측면에서 한․일 공통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여 차후, 공간개선에 있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인은 관광․

티켓구입 정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여 정

보전달의 매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

었다. 심미성 측면에서 1층 대합실의 경우, 규모 있는

공공시설로서의 디자인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어 시설

물의 씀씀이나 계획성 있는 디자인에 대해 불만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문화성 측면에서는

공간전체에 대해 양국 모두 16개의 전체 항목에서 가

장 낮은 평가를 하여 부산여객터미널이 부산의 지역

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여객터미널은 공간전체에 대한 부산다움

이나 역사,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4.4.2. 하카타국제터미널 공공디자인 인식

하카타국제터미널의 경우, 한국인은 공간의 기능

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였지만, 일본인은 “관

광정보․안내시설의 알기 쉬움” 등에서 낮은 점수로

평가하였다. 3층 전망공간의 경우, 일본인은 공간목적

과 유용성에 대하여 낮은 평가를 하여 한국인과 비교

했을 때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심

미성 측면에서는 한국인이 일본인 보다 긍정적인 인

식이 높았다. 외부공간에서는 공간의 쾌적성과 관련

하여 한국인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정보시설과 관련된 기능성 측면과 디자인의

규모 등 심미적 측면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역․문화성 측면에서는 부산여객터

미널과 마찬가지로 양국 모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카타국제터미널의 공공디자인이 후

쿠오카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고 볼 수 있겠다.

[그림 20] 종합그래프에서 두 여객터미널의 만족

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반영한 지역성 부분인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인

은 하카타국제터미널에 대해 안내표시나 출입 및 관

광정보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었지만, 일본인은 부산

여객터미널에 전체적으로 중간정도의 점수를 주었다.



- 32 -

이는 단순하고 절제됨을 선호하는 일본인 관점에서

지나친 정보매체의 수와 색채요소가 오히려 혼란스러

운 시각환경으로 조성되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인이 하카타터미널에 높은 점수를

준 공간의 청결성, 공간전체의 부드러운 이미지, 통일

성 등에서 공간에 대한 일본적 디자인특성이 한국인

피험자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림 20] 한․일 종합평가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산여객터미널과 하카타국제터미

널의 공공디자인에 관한 물리적 시설과 이용자 인식

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본인은 부산여객터미널에 대해 친근감

은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유니버설 디자인을 포함한

기능적, 심미적 측면에서 중간 이하의 낮은 평가를

하였다. 한국인은 “공간의 통일성”, “부산의 역사․문

화를 느낌”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인식

이 높았으며, 공간안내, 출입국에 대한 정보정리 및

관광정보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부정적인 인식을 하

였다. 따라서, 부산여객터미널 내의 공공디자인은 지

역·문화성과 관련하여 공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

립하는 구성요소의 디자인이 부재하고 기능성, 심미

성과 관련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하카타국제터미널의 경우, 한국인은 안내, 청결도,

휴식공간, 관광지도 등 기능성·심미성과 관련한 전

항목에서 긍정적인 인식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일본

인은 안내, 통일성, 역사․문화, 기대감 등 대부분의

항목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점

은 양국 모두 자국 여객터미널의 공공디자인에 대하

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두 여객터미널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

타난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반영”과 관련해서는 20

세기 모더니즘 이후, 지적되어온 건축 및 디자인에

있어서 지역성의 부재는 21세기에 와서도 문제가 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산여객터미널의 공공디자인은 보다

쾌적하고 청결하게 정비되어져야 하며, 부산의 관문

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상징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역사성이나 지역성을 공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전통문양이나 패턴과

같은 디자인 방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지만, 그

지역을 대표하는 현대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

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산의 문화를

대표하는 부산국제영화제나 프로야구 등과 관련한 시

설이나 디자인 등을 적용함으로서 부산의 지역성을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를 찾는 일등이다.

본 연구를 위한 인식조사는 피험자의 대상지 이용

빈도나 개인의 문화적 인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

로 여겨진다. 하지만, 한·일 조사자 모두 자국의 여객

터미널이 도시의 지역성이나 문화성을 반영하지 못한

다고 평가한 점을 볼 때, 이러한 점을 공간에 접목하

기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하

겠다.

본 연구의 공공디자인 인식평가가 향후, 국제도시

의 관문인 여객터미널이 공간아이덴티티 확립과 공공

디자인 개발에 유용한 기초정보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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