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25, No. 10, October 2022(pp. 1499-1511)
https://doi.org/10.9717/kmms.2022.25.10.1499

1. 서  론

공항 터미널은 교통량이 많은 교통구역으로 교통

수송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예술·국가 또

는 도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승객들이 공항 터미널에 장시간 체류하여 생긴 피로,

불안, 짜증, 지루함 등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다른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현재까지는 

많은 연구자들이 공항 이용자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연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

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공항 인프라와 

서비스 분야에 초점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공예술의 

개입이 공항 이용자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다주

면서 공항 공공 공간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많지 않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항 이용자의 감성적 가치를 분석하

고, 공공예술이 공항 공간에 개입한 이후 공항 이용

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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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론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하여 공공예술 디자인 

요소를 4가지 측면으로 정리하였고, 설문 조사를 통

해 공항 공공예술에 대한 이용자 선호도를 분석하였

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빅데이터 감성가치 평가 및 분

석을 전제로 공공예술 디자인 요소와 이용자 선호도

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해 결론을 분

석하고 최적화 제안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공공예술의 개념 및 기능

미국공공예술협회1)(American Association of

Public Art)는 공공예술이 예술의 '형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공예술의 독특한 점은 제작 방식이 어떻

게, 어디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연관성에 있

는 것이다. 즉 공공장소에 배치된다는 것이 이 예술

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 집단적 커뮤니티 표현의 

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공 예술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며, 시대와 장소에 대

한 예술가들의 반응이고, 또한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공공예술의 개념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며 공공공간에 존재하는 예술을 말한다. 이는 또한 

현대문화와 대중과의 관계와 유대를 맺을 수 있는 

사고방식이며, 공공공간의 민주·개방·교류·공유를 실

현할 수 있는 공공정신과 태도를 갖춘 예술이다.《2000

년대 이후 한국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유형》[1] 공공

예술의 개념과 변화과정을 정리하였다. 연구자는 공

공예술이 개념적으로 생산될 때 '작품' 유형에서 지

역 주민과 공동체를 이루는 변천 과정을 정리하고,

공공예술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4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 건축에서 미술(건축장식), 2단계: 공공장소에

서 미술, 3단계: 도시계획에서 미술(도시디자인예

술), 4단계: 새로운 유형의 공공예술(주민과 공공예

술의 참여와 상호작용).

만일 도시가 사람의 몸통이라면 도시의 공공예술

1) 1872년에 설립된공공예술협회 (aPA, 이전의 페어몬
트파크예술협회)은 공공 예술과 도시 디자인을 통합
하여 "벽 없는 박물관"을 만드는 데 전념하는 미국 
최초의 비영리 민간 비영리 시민 단체다. 공공예술협
회는 시범적이고 혁신적인 계획과 홍보 노력을 통해 
필라델피아에서 공공예술을 위탁, 보존, 해석, 보급하
는 다중목표를 달성하였다.

은 도시의 정신과 영혼이다. 공공 예술은 도시 경제 

발전의 결과이자 도시 발전의 경로이기도 하다. 또한 

공공예술의 가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 공공예술

협회(Public Art Association)는 공공예술이 공공 역

사의 일부이며, 끊임없이 발전해 온 문화와 집단 기

억의 일부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를 반영하

고 드러내며 우리의 도시에 의미를 더한다. 또한 문

헌 고찰에서는 공공예술의 정의가 분야별로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본 연구에서 선정된 

정의범주는 도시공공예술 연구에 대한 이론적 근거

와 개념적 뒷받침을 제공할 수 있다.

2.2 공공예술의 기능 및 특징

김연희(2017) "공공예술의 공성희에 관한 연구"는 

공공예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2]. 첫

째, 미적 기능이다. 이는 도시 공간 개선, 대중에게 

심리적 및 감성적 즐거움을 제공하고 공공문화가 활

성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카고 밀레니엄파

크에서 공공예술 프로젝트 '클라우드게이트'는 소재

와 테크놀로지의 결하여 콩 같은 스타일링으로 도시

의 고층 빌딩, 하늘과 흰 구름, 공인을 투영하여 도시 

대중에게 도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하였다. 도시 

공공공간에 심미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대중에

게 긍정적인 정서를 제공할 수 있다.둘째, 공간 조절 

기능이다. 특정 장소에 공공예술을 설치함으로 특정

한 내용이나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다. 예를 들어 뉴 코리아 가든(New korean

Garden)은 공기 주입식 구조로 서울 도시와 건물에 

독특한 시각적 특징을 제공하여 서울시민과 관광객

의 만남의 장소가 되도록 하였다. 셋째, 실용적 기능

인 랜드마크 기능이다. 이는 공공예술작품을 설치하

여 기호와 정보를 제공하고, 시선의 단계적 공간적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 감산문화마을의 경

우 마을 전체를 시각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마을 구

석구석에서 재미있는 예술적 조형물을 발견할 수 있

고, 낙서와 채색건축물도 많아 멀리서 보면 독특한 

랜드마크가 형성된 것이다. 공공예술의 가치는 정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 폭넓게 중시

되고 있다. 공공 예술과 다른 예술 범주의 구분에는 

자체 시스템과 고유한 특징이 가진다, 즉 공공성, 예

술성 및 지역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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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공예술의 선행 연구

학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예술에 대한 전개

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공항 공공예술에 관한 

문헌을 정리하였다. 공항 공간은 도시 공공공간의 특

별한 장소이며 공항 공공예술에 관한 연구는 도시 

공공예술의 범주에 속한다. 한국의 RISS 문헌 검색

을 통한 공항 공공예술에 관한 연구 논문 아직은 많

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김주완(2009)는 ‘공항 로비

에 나타난 오브제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3] 및 이효

진은 (2016)‘국제공항 문화공연이 관람 가치 및 국가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4] 등에서 공항에서 공공예술

의 유형 및 특징에 관해 연구하였다. 공항 공공예술의

사례에 대한 분석은 이지희(2013)였다, 학자는 미국 및

유업 국가의 공항 공공예술에 대해 분석하였다[5]. 강

윤경(2018) ‘글로벌 허브공항의 장소적 특성에 따른 

공공예술에 관한 연구’에서는 공항의 공공예술의 공

간적 특징과 관계 각도에 관해 연구하였다[6]. 홍승

현(2013) ‘인천국제공항에 있어서 문화예술 공간 도

입에 관한 연구’에서는 공공예술의 국가 문화와 이미

지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명

하고 있었다[7]. 이상으로 빅데이터 리뷰 및 평가 데

이터로 이용자 감성을 분석하여 공항 공공예술 디자

인 요소의 분류 및 이용자 선호도에 관한 연구가 아

직 드물다. 이것은 또한 본 연구의 가치와 목적이다.

2.4 공공 예술의 빅데이터 감성분석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는 제품, 서비스 또

는 주제에 따른 사람들의 견해, 관점, 감정 등을 연구

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댓글, 트윗 등을 수집하

여 기본 데이터로 삼아 이용자의 감정을 긍정적 감

정, 부정적 감정과 중립적 감정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감성분석을 통한 얻은 결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

질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의사

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 생성

한 수많은 리뷰 데이터는 특정 주제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이해와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감성분석은 감정표현의 자동인식 결과를 개선

하기에 목적으로 하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

이다. 소셜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공유한 개인적인 의

견과 경험 정보를 사용하여 감성분석을 수행하면 많

은 가치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다[8].

예를 들어《A Study on Customers Sentiment

Analysis Based on Big Data Using Twitter Data》

[9]에서는 연구자가 빅데이터 감성분석 연구기법을 

활용하여 휴대폰 사용자 만족도 분석을 수행하고, 데

이터 결과를 통해 고객의 감정 행동, 감정 분류 비율

을 획득하며, 또한 사용자의 부정적인 감정 영향 요

인을 찾아냈다.《Analysing the Sentiment of Air-

Traveller: A Comparative Analysis》[10]에서는 승

객의 감성 리뷰를 추출하여 공항 이용객의 감성을 

분석하고 최적화 모델을 제안하는 두 가지 방법을 

논의하였다. 공항 내 공공예술 리뷰는 공공공간에 예

술이 개입된 후 사용자가 경험하는 감정적 피드백이

므로, 빅데이터 감성분석을 통한 연구기법 활용하여 

공항 공공예술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와 선호도를 파

악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개요

공항의 공공예술 작품은 시각적인 임팩트가 있어 

대중의 내면에서 외부로의 감성적 반응을 불러일으

키며 공항과 도시, 국가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반영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로 공항 공공예술과 이용자

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빅데이터 감성 분석을 전제

로 이용자의 예술체험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빅

데이터 감성 분석 기법, 문헌분석, 설문 통계 데이터 

분석을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여 빅데이터 감성 텍스

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중의 감성 태도와 감성적 

고주파 단어2)를 파악하고, 공공예술이 공항 공공공

간에 개입하는 것이 대중의 감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며, 수출한 감정 고주파 단어를 

통해 이용자의 관점을 알아보았다. 선행문헌을 바탕

으로 공항 공공예술 디자인 요소를 정리하고, 이를 

설문 문항을 설계하였다. 설문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

를 spss21.0을 활용하여 상관분석을 하여 공항 공공

예술 작품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와 관련 요인을 조사 

및 정리하였다.

2) 고주파 단어는 단어가 나타난 빈도가 많다는 것을 의
미한다. 단어 빈도는 지능 검색 및 텍스트 마이닝에서 
문서 또는 코퍼스의 도메인 문서 집합에 대한 단어의 
반복 정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가중치 
기술이다. 단어 빈도 통계는 학술 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법과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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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공예술의 분석 방법

3.2.1 빅데이터 감성 분석

빅데이터 감성분석의 과정은 표본 감정어 추출-

감정어 주파수 처리-논리 회귀 분석-벡터 표시-훈

련 데이터-모델 평가-모델 예측- 어휘 비고로 이루

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감성  분류 및 고주파 

단어 상위 20개를 추출하였다. 그 중 감성 분류를 통

해 공공예술의 개입이 공항 이용자에게 긍정적인 감

성적 가치를 제공함을 파악할 수 있다. 고주파 단어

는 공항 이용자의 일부 관점을 요약할 수 있으며, 이

는 공항에서 공공 예술이 관련된 이용자의 예술적 

경험 표현을 반영한다.

3.2.2 문헌 분석법

연구자는 한국 RISS 논문플랫폼에서 '공공예술디

자인'이라는 키워드를 넣어 200여 편의 관련 논문을 

검색하였다. 이러한 논문들을 많은 통해 많은 연구자

들이 공공예술 디자인의 요소들을 다양한 위도에서 

분석하였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공공예

술의 완성과정은 생산의 메커니즘에서 수용의 메커

니즘과 사회의 영향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며, 선행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공공예술 

디자인의 요소를 4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첫째

는 공공예술의 창작의도이고, 둘째는 공공 예술의 개

입 공간 조성이며, 셋째는 공공예술의 매개체 유형이

고, 넷째는 공공예술의 디자인적 요소이다. 다음 

Table 1은 선행 연구자의 공공예술에 대해 디자인 

관점을 요약하였다.

3.3 사례 조사

3.3.1 조사개요

연구의 완전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행문헌에 의해 정리된 공공예술 디자인의 4가지 

관점에서 이론적 뒷받침에 따라 적절한 사례 작품을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

해 사진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설문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응답자가 질문에 답하기 전에 사례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데이터는 2022년 4월 8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설문 링크를 배포해 수집하

였으며, 428개의 유효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수집

한 데이터는 spss21.0을 통해 분석하였다.

3.3.2 조사 설계 및 방법

연구자는 선행 연구에 바탕으로 공공예술 디자인

에 대해 4가지 관점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정리된 4

가지 관점으로 즉 공공예술의 창작 의도, 공공예술이 

개입된 공간장소 조성, 공공예술의 매개유형, 공공예

술디자인 시각 요소에 따라 적절한 공항 공공예술 

사례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은 내용을 다음 Fig. 1-9

와 같다.

연구의 완전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설문지 설계에 앞서 문헌 정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설계는 관련 연구의 선호도에 대한 척도 설계

를 참고하여 설문지를 단답형, 다답형, 배열형 문항

으로 다방면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모두 428부

가 배포됐다. 또한 측정항목에 대해 합리적으로 삭제 

및 보완하였으며, SPSS21.0을 통해 상관분석을 수행

하였다. 선호도에 대한 분석은 사용자의 행동 동기를 

유추할 수 있으며, 대중의 감정과 선호도는 공공예술 

디자인에 대한 더 나은 데이터 참조 및 제안을 제공

할 수 있다.

4. 연구 결과

4.1 공항에 대한 감정 어휘 분석

4.1.1 공항 감정어 분석

연구자는 구글맵과 SKYTRAX3)를 통해 공항 감

정어에 대해 총 5만3971건의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

였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각 감정어 분류 비율은 긍

정적 감정어는 2만 4614건, 부정적 감정어는 1만 

9229건, 중립적 감정어는 1만128건이다. 수집한 데이

터에 대해 전처리를 하였다. 즉, 문자 이외의 기호 

및 분사, 또는 사용중단 어휘 등을 삭제하여 최종적

으로 긍정적 감정어가 12598건, 부정적 감정어가 

8199건, 중립적 감정어 가는 3941건을 얻었다.

벡터 표시와 훈련 데이터를 통해 최종 평가 모델 

점수는 F1-SCORE: 0.7649555375909457로 나타났

으며, 모델 평가 완료 후에는 감정어 분류를 수행했

다. SKYTRAX는 매년 항공 여객 공항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 100대 공항 어워드 선정한다. 본 연구에서

는 SKYTRAX에 따라 공공예술 작품이 많은 공항 

4곳을 대표적인 사례분석으로 추출하였다. 즉, 문화

3) 1989년 설립된 국제 항공 운송 평가기관이다. 본사는 
영국 런던에 있다.



Table 1. Elements of public art design relevant to this thesis from prior research.

Dimensions of
public art design

Research problem
Literature
sources

The creative
intent of
public art

Taking space harmony, environmental expression, and media expression
elements as the core.

K.B. Nahm,
(2018)[11]

Regional Public Art and Research on New Types of Public Art.
K.B. Nahm,
(2018)[11]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rt and people forms a sense of local
identity. Emphasizes the creative intent of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as the core.

S.R. Kim,
(2014)[12]

Locality is the foothold to develop public art creation.
I.S. Cheong,
(2015)[13]

Public art
intervenes in
the creation
of space

Special spatial experience characteristics within a specific area. Through
the structural elements of airport space elements such as waiting rooms
and halls, the overall representation of the work is analyzed from the
positions of passages, walls, pillars, ceilings, floors, etc.

J.w. Kim,
(2008)[3]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airport space, such as mobility, mobility and
other spatial images,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atial image
and the public art works, presents the value and spatial significance of
public art works.

Y.K. Kang,
(2018)[6]

Analyz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service area, and set the works
according to the fluidity of the spac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 and the site, people and the environment.

E.J. Lee,
(2013)[1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ce and the art,
analyzes the elements of the public art project in terms of place creation,
public space, and regional culture in the public art project.

M.Y. Park,
(2021)[15]

Studied public art in relation to and creating a place.
M.J. Lee,
(2010)[16]

A new genre of public art that emphasizes how artists and works create
collaborations with the public in public settings.

M.J. Lee,
(2010)[16]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ty by classifying public art space in
Seoul, the location, purpose, required content and direction of public art
installation, and deeply study the function of public art in the city.

J. Ahn,
(2009)[17]

Media Types
of Public Art

Discussed hybrid spaces and digital public art.
J. C. Freeman,
(2015)[18]

Using modern technology to create artwork-related experiences, how to
integrate digital technology into the environment without disturbing the
emotional issues that arise from the original work.

I. Silaci,
(2015)[19]

Public elements of digital art in the digital age (interactivity, multimedia,
network) public environment (the public as a media medium). Shared
experience and memories, environmental sculpture (tactile media,
messaging).

I. Silaci,
(2015)[19]

Static media types such as murals, wall murals, stained glass, static
sculptural installations, digital images.

Y.M. Choi,
(2007)[20]

Visual elements
of public art
design

Focus on the special uniqueness of color, light and materials in public art
works, and propose the modeling and atmosphere creation of immaterial
materials.

E.J. Lee,
(2013).[14]

From the perspective of visual communication and visual psychology, this
paper studies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visual effect of subway murals.

B.J. Lei,
(2018)[21]

The degree of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was evaluated
from the color, material, size, shape, location and content of the work, and
the mural works were evaluated with the local environment, culture,
economy, history, symbols and other regional characteristics.

B.J. Lei,
(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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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섬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인천공항, 최

신 인문 예술이 갖춘 중국 수도 다싱공항, 인터랙티

브 미디어아트·테크놀로지 작품이 가장 많은 미국 

로스앤젤레스공항, 동계올림픽을 맞아 예술 입국 경

험을 쌓았던 일본 나리타공항 등 4개 공항의 리뷰 

샘플을 뽑아 분석했다. 4개 공항의 공항 사례에 대한 

감정어 분류 비율이 다음 Fig. 10에서 제시하였다.

4.1.2 고주파 감정어 분석

연구 결과를 통해 4개의 대표적인 공항 공공공간

에서 이용자의 감정반응이 긍정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4개의 공항 리뷰 샘플

에서 상위 20개의 자주 나타난 고주파 단어를 추출하

였다. 이를 통해 공항 공공예술이 이용자에게 주는 

감정 경험을 알아보았다. 구체적인 고주파 어휘는 다

음 Table 2에서 제시하였다.

4.2 공항의 공공예술 이용자 선호도 분석

이번 설문의 응답한 사람의 인구학적통계는 다음 

Table 3과 같다. 성별별로는 남성과 여성은 큰 차이

가 거의 없고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많았다. 나이

별로는 19～35세는 전체에 90.4%를 차지하며, 18세 

이하의 응답자가 없었다. 학력별로는 일반대학교 출

신이 316명으로 7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고등학

교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적었고, 다음은 전문대학교 

출신과 석사 출신이었다. 직업별의 비율은 학생이 제

Fig. 1. Pi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 

Pennsylvania, Research di- 

rection: Creation of space.

Fig. 2. LaGuardia Airport, Research 

direction: Visual element.

Fig. 3. Los Angeles LAX Airport, Re- 

search direction: Media type.

Fig. 4. Singapore Changi Airport, Re- 

search direction: The creative 

intent.

Fig. 5. Los Angeles LAX Airport, Re- 

search direction: Media type.

Fig. 6. Miami Airport, Research di- 

rection : Visual element.

Fig. 7. Daxing Airport, Capital of 

China, Research direction: 

Media type.

Fig. 8.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South Korea, Research di- 

rection: The creative intent.

Fig. 9.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South Korea, Research di- 

rection: The creative i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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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많이 차지하여 45.2%로 나타났으며, 회사원이 

28.8%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자유직업과 정부 기관 

순이었다.

4.3 공항 이용자 선호도 분석 결과 

총 428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이를 SPSS 21.0을 

통해 분석하였다. 공공예술 디자인 요소의 4가지 차

원을 바탕으로, 공공예술의 창의적 의도, 공공예술이 

개입된 공간 구역 조성, 공공예술의 매개체 유형, 공

공예술의 시각적 요소로부터 이용자 선호도 분석 결

론은 다음과 같다.

A 새로운 유형의 공공예술은 예술가와 지역적 특

성 및 이용자의 참여와 상호작용의 관계에 더 주목하

며, 이미 전시하고 있는 공항 공공예술 작품에서 이

용자는 더욱 새로운 예술 감각을 경험하고 싶어하며,

더 많은 심미적 경험을 기대하는 것이다. Fig. 11과 

같다.

공항 공간에 더 다양한 예술작품을 설치하기를 기

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Fig. 12와 같다.

공항 공공예술의 체험에서 이용자는 지역적 문화적 

Table. 2 Pictures of research projects.

Airport location Positive emotion high frequency words

Incheon Airport,
Korea

Clean, world, convenient, comfortable, fast, spacious, beautiful, modern, large, cultural,
convenient, safe, relaxing, immersive, friendly, open, very new, nice,fun, enjoyable

Daxing Airport,
China

World, nice, new, beautiful, future, nice, convenient, profound, modern, bright, stylish, super,
open, convenient, recommended, historical, clean, big, beautiful, friendly

Narita Airport,
Japan

Good, clean, convenient, nice, world, open, comfortable, fast, spacious, understanding,
enjoyment, pleasure, culture, wonderful, Immersive, anticipating, relaxing, sharing, friendly,
History

LAX Airport,
USA

Nice, clean, spacious, convenient, joy, fun, immersion, enjoyment, thrill, super, anticipation,
fast, comfortable, engaging, world, identification, sharing, amazement, immersion, openness

Fig. 11. Experience preferences for public art works.

Fig. 12. Content Preferences for Public Art Works.

Fig. 10. Sentiment classification distribution of four air-

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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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적 애착

을 형성하여 도시에 대한 연상과 기억이 작품과 공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예술 창작 

계획에 대한 조언과 최적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B 공공예술의 공간 조성, 작품 설치 위치, 인터페

이스 설정, 공간 구역 조성에 대한 선호도 결과를 그

림 Fig. 13; 그림 Fig. 14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공공예술이 공간 구역 조성에 대한 선호도는 Fig.

15와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미적 의도가 

있는 공간 이미지가 이용자의 기본 요구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는 보다 다양한 공간적 경험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 매개체 유형 디자인 요소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적 및 동적 예술 매개체 작품에 대한 이용자 선

호도는 Fig. 16 및 Fig. 17에 나와 있다.

공공예술의 개입이 공간에서의 전체적인 이미지 

조성에 있어서 동적 매개의 예술작품을 선호하는 이

용자가 39%를 차지하였다. 예술적인 시각 요소에 대

한 선호하는 이용자가 37%로 나타났다. 또한 정적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N=428).

Division Frequency (N) Percent (%)

Gender
Male 173 40.42

Female 255 59.58

Age

18 years and younger 10 2.34

19-25 years 342 79.91

26-30 years 7 1.64

31-40 years 33 7.71

41-50 years 10 2.34

51-60 years 10 2.34

61 years and older 16 3.74

Education level

High school degree and below 12 2.80

Specialist degree 334 78.04

Bachelor degree 55 12.85

Graduate degree 27 6.31

Job

Student 344 80.37

Free job 15 3.50

Corporate employee 11 2.57

Public official 29 6.78

Retirement 15 3.50

Etc 14 3.27

Fig. 13. Place preference for works.

 

Fig. 14. Work settings interface p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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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작품이 상대적으로 전통적이어서 이에 대해 선

호하는 이용자가 23%를 차지하였다. 이상으로 전통

적인 매개는 일반적인 예술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러나 동적 매개가 이용자의 관심을 더 끌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작품의 예술성은 전통 

매개든 새로운 매개든 항상 이용자들의 관심과 기대

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D 공공예술 시각적 요소에 대한 이용자 선호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용자의 시각 요소에 대한 선호도가 평균적인데,

그중에서도 작품의 체량, 조형 형태, 색채 배치, 테마 

기호 등은 이용자가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며, 특히 작품의 소재와 작품의 상호작용성에 대해 

이용자에게 매력을 느껴 관심을 끌일 수 있다. 마지

막으로 공공예술의 주요 모순에 대한 조사는 다음 

Fig. 18과 같이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공항에 설치된 작품의 수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작품이 너무 주관적이고 대중과의 감정적 

소통이 부족하다고 의견을 하였다. 작품의 공간적 잣

대, 미적 창조성의 결핍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여 

이는 또한 현재 공항 공공예술 디자인에서 다루어져

야 할 문제이다.

4.4 분석 요약

이상의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요약될 수 있다. 한편 빅데이터 공항 평가 리뷰의 감

성 분석에 따르면 감정 분류에서 긍정적 감성이 

50%, 중립적·부정적 감성이 절반으로 나타났다. 공

공예술의 개입이 이용자에게 긍정적인 감성을 주고,

기다림, 지루함, 초조함 등 같은 부정적인 감성을 해

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리뷰 

샘플 분석을 통해 출현빈도 상위 20위의 고주파 어휘

를 추출을 통해 공항 공공예술이 이용자에게 선사하

는 감성적 경험을 더욱 분석하였다. 공항의 공공 공

간에서 공공 예술의 개입은 이용자에게 긍정적인 감

정적 영향을 가져왔고, 이는 이용자 선호도에 대한 

심층 연구는 전제를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

는 이용자의 감정적 가치 분석을 바탕으로 4가지 방

Fig. 15. Spatial image preference.

Fig. 16. Static media preference.

 

Fig. 17. Dynamic Media Preference.

Fig. 18. Art element preference in works.



Appendix A: A survey of airport public art design elements and preferences based on big data sentiment analysis.

Dear Madam/Sir:
Hello, I am a PhD student at DongEui University in Busan. I am conducting a survey on the preference of public
art in airports. This questionnaire is for academic research purposes , and your information and questions and answers
will be kept strictly confidential. Your responses are very important to the reliability of the study.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You can watch the provided video materials of airport public art cases first, and answer based on your real experience.
https://www.bilibili.com/video/BV1i34y1t7TD?spm_id_from=333.337.search-card.all.click

1. Your gender
2. Your age group
3. Your education level
4. Your current occupation

5.Where do you think public art works in the airport are more appropriate? (multiple choice)
●Security check hall ●Waiting area ●Arrival hall ●Airport terminal exterior
●Baggage Claim ●Corridor (commercial, entertainment area) ●Bathroom
●Other public spaces

6.Which interface do you prefer to place airport public artwork on? (multiple choice)
●Wall ●Ground ●Facade glass ●Top surface ●Suspended in the air

7.For the space field created by public art in the airport, what kind of space experience do you expect more? (sort questions)
●Historic space ●Entertaining space ●A space with aesthetic imagery ●A space with a sense of futuristic technology
●A space with a sense of local culture ●A space for the local natural geographical environment and ecology

8.Which of the above situational experiences do you like more? (single choice)
●Public artworks are placed in the right place in the airport ●Public artworks are placed at the appropriate interface
in the airport ●Special Field Created by Public Art Works

9. Which static art media do you prefer for public art works in airports? (multiple choice)
●Wall mural ●Painting on glass ●Symbolic image symbol ●Static sculpture or installation ●Digital photography

10. Which dynamic media of public art works in the airport do you prefer? (multiple choice)
●Video, graphic video ●Motion sculptures or installation ●Performance art, performance
●New media interaction ●Sitcom ●Immaterial media (sound, smell, light)

11.Which of the artistic elements of the public art works in the airport attracts you more? (sort questions)
●The volume or area of the work ●The shape of the work is unique or exaggerated
●The association of colors in the work ●The material used in the work is very unique
●The subject matter of the work is interesting or evocative ●The touch screen of the work design makes people
interact ●The entertaining nature of the design makes people want to participate

12.Which of the above experiences do you like more? (single choice)
●Static art medium used in airport public art ●Dynamic art medium used in airport public art ●Artistic Elements
of Airport Public Art Works

13.In the airport public art, what are you most looking forward to in the following experiences? (single choice)
●Set up a larger number of new types of works to get more aesthetic experience
●Obtaining an aesthetic experience brings more novelty and immersion ●Get more artistic ideas ●Get more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Expand new perceptions and artistic cognition ●Learn more about the city's culture and history

14. Among the public art works at the airport, what do you agree with most based on your creative intent? (single choice)
●Works that make you feel attached to the city and share recommendations ●Works allow you to identify with the
city and the country's image building ●Works reflect the local culture and bring you a sense of curiosity ●Works
reflect the unique natural landscape of the region, bringing you a sense of wonder ●Works reflect local historical figures
and stories to bring you more information ●The artistic elements in the work bring you associations and memories
of the city

15. In the airport public space, what do you think is the main contradiction of the existing public art?
●Few works ●The size and volume of the works are not in harmony with the spatial scale of the airportsingle art
medium ●Lack of regional differences ●Lack of city memory and city soul ●Lack of entertainment, interactive
participation ●Works tend to be formalized, lacking in aesthetics and creativity ●The works lack the element of
emotional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16. What are your expectations and suggestions for airport public art? (fill in the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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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서 이용자 선호도 조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전체적인 창작 의도에 대한 피드백으로 볼 

때 이용자들은 뉴 미디어 장르의 공공 예술을 선호하

며, 심미적 감수성이 가져다주는 신기함과 몰입감을 

경험하기 원한다. 또한 공항 공공 예술의 문화적, 예

술적 이미지는 이용자에게 도시 애착을 불러일으키

고 추천을 공유하게 만든다.

두 번째, 공간 구역 조성 측면에서는 심미적 의도

가 있는 공간 이미지는 이용자의 기본 요구사항이며.

이에 바탕으로 다양한 공간 구역 체험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오락, 역사, 과학기술, 문화,

지역특수 생태 등을 공간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중에

서도 이용자들은 대기실과 안내실(상업 및 오락실)

에 더 많은 예술작품을 배치하는 것을 선호했다. 즉,

벽면, 입면 유리, 공중에 매달린 공간에 작품을 설치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매개체 유형 측면에서는 이용자는 전통 

매체를 기반에 동적 미디어 장르의 예술작품을 더 

선호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각적 요소 측면에서는 이용자는 작

품의 소재와 작품의 상호작용을 더 선호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디자이너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시각적 방향이라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항 공공예술의 평가 시스

템과 디자인에 대한 몇 가지 이론적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예술의 주요 모순에 대한 조사에

서 이용자들은 공항에 설치되는 작품의 수가 부족하

고, 대부분의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너무 주관적이고 

대중과의 감정적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한 작품이 공간적 잣대, 심미성과 창의력의 결여 또

한 이용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이며, 이는 현 공항 공

공예술 디자인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5. 결  론

'에어시티'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하는 공공장

소로서 공항의 공공 공간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공공예술의 개입이 이용자의 감정에 미치는 영

향이나 공공예술의 디자인과 공항 공간의 사용자 경

험 선호 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적은 편이다. 본 

연구는 감성 분석을 전제로 공공예술 디자인 요소와 

이용자 선호에 대한 심층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항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예술 개입이 이용자에게 

긍정적인 감정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었고, 여행 중 

불안과 지루함과 같은 이용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

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감

성 분석에 의해 얻어진 긍정적인 요소는 이용자 선호

도 연구에 전제를 제공하였다. 이용자 선호도 조사 

결론은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이용자는 새로운 

유형의 예술 형식, 동적 미디어, 상호작용성, 참여성

이 강한 시각적 요소를 선호하며 공항 공공 공간에서 

새롭고 몰입감 있는 심미적 경험을 얻을 것으로 기대

한다는 것이다. 연구 결론은 공항 공공예술이 이용자

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주는 원인과 디자인 시사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디자인 실천에 대한 이론

적 지원과 최적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 

과정에서 조사 대상 인원과 업종, 연령대별로 일부 

이용자의 선호만 반영할 수 있는 점은 연구의 미흡한 

부분이며, 후속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인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론을 

바탕으로 공공예술의 디자인적 요소와 이용자 만족

도와의 관계에 대한 가설분석도 향후 연구의 과제이

자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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