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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공원은 개인적 휴식의 장소이면서도 사회적 만남의 장으로 기능한다. 그러

나 국내 도시공원에서는 사회적 활동이 일어나기보다, 그늘막을 설치하여 사

적 영역을 만들어 즐기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공간에 그늘막과 

텐트라는 명확한 경계로 사적 영역을 구축하면서 일행과는 친밀한 피크닉을 

즐길 수 있게 되지만, 다른 이용자들은 텐트가 자리하지 않은 잔여 공간만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자유로운 공원 이용을 침해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공원이라는 공공공간에서 사적 영역을 만들어 점유

하고자 하는 행태와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공원 내 텐트 설치’를 둘러싼 쟁

점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용 주체 사이에 발생한 갈등의 양상을 발견하고 그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간적 현황분석을 동반한 관찰조사와 Q방법론

을 활용한 인식조사를 시행하였다. 

공원이용객의 장소 선점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관찰조사는 공간의 특성과 

함께 세부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여의도지구 여의나루역 부근을 중심으로 시

행하였으며, 시간대별로 관찰한 내용을 행태지도로 작성하였다. 한강시민공원 

전체 지구의 공원 이용주체와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는 심층 

인터뷰와 문헌연구를 거쳐 수집한 담론을 통해 작성한 Q 진술문으로 Q 분류

를 시행하였으며, 조사의 결과물은 PQMethod 프로그램을 통해 3가지의 인식 

유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에 대한 전통적 잣대가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공원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찰하는 환경을 

제공하며, 도시공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공원 내 갈등을 관리하고, 

적절한 허용 및 규제 방안을 수립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갈등관리, Q방법론, 인식, 행태, 한강공원, 도시공원, 공공성, 공공

공간, 사적점유, 공원문화

학  번 : 2017-2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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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의 인간관계 거리 구분을 통해 볼 때, 공공공간은 서

로 모르는 사람들이 뒤엉키는 적절한 긴장감이 유지되는 공간이다. 사회적 거

리 혹은 공적 거리를 유지한 채 다른 사람들을 구경하고, 나의 모습과 행동을

타인에게 상호전시하기 때문에 공원은 개인의 휴식 장소이면서도 사회적인 만

남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도시공원에서는 전통적 공공공간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

다. 텐트를 설치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행태가 발생하면서 프라이버시가 보장

된 나의 공간, 우리의 공간을 구축하고자 하는 현상은 일행과 친밀한 친목 행

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문화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텐트라는 

사적 설치물이 공간을 점유하게 되면서 공공공간은 개인이 점유한 영역 외 잔

여 공간으로 남겨졌으며, 다른 이용자들을 공간·사회적으로 소외시킬 수 있

는 위기에 처했다.

뉴욕 센트럴파크 여의도한강공원

자료 : https://en.wikipedia.org/wiki/Sheep_Meadow 2018.10.03. 연구자 촬영

[그림 1-1] 국외 도시공원과 국내 도시공원의 문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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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에 텐트를 설치하는 행위는 과거에는 불법사항이었는데, 그늘이 

부족했던 한강공원에서 가장 먼저 텐트를 설치하는 행위가 허용되었다. 한강

공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시민들은 일반적 도시공원에서도 텐트를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요청하였고, 2014년부터는 자연 그늘이 풍부한 공원에

서도 허용되게 된다. 현재는 한강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에서 계절과 무관하

게 텐트를 설치하고 피크닉을 즐기는 시민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수

요가 매우 많은 상황이다. 

한편, 국내의 도시공원들이 공간·사회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어 시민의 공

원 이용방식과 의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공원 내 텐트 설치를 비판적

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 민원창구 ‘응답소’에는 

해외 도시공원에서의 경험과 비교하며, 미관을 해치고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공원 내 텐트문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는 민원, 텐트 내에서의 풍기

문란 행위로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공원 내 텐트 설치를 둘러싼 여론은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도시공원 내 텐트 설치로 인한 갈등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본 쟁점을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공원에서 텐트를 설치하는 행태의 전반적 현황과 이

를 둘러싼 갈등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실마리를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 내 텐트 설치가 야기하는 갈등의 양상은 어떠하고, 갈등의 요인

은 어느 지점에서 발생하는가?

둘째, 공원의 이용 주체와 운영 주체는 공원 내 텐트 설치를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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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질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관찰조사와 인식조사를 진행한다. 

먼저 관찰조사를 통해 행태지도를 작성하여 일반 공원이용자와 텐트이용자의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장소 패턴과 공간 현황을 분석하고 Q 방법론을 

활용한 인식조사를 통해서는 공원의 이용주체와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가진 주관적 인식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에 대한 전통적 잣대가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공원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찰하는 환경을 

제공하며, 도시공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공원 내 갈등을 관리하고, 

적절한 허용 및 규제 방안을 수립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대상지는 도시공원 내 텐트 설치가 처음 시작되었으며, 해당 행

태가 가장 많이 관찰되는 한강시민공원이다. 한강시민공원 전체 지구를 대상

으로, 텐트 설치행태의 전반적 이해와 공원의 이용 및 운영주체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단, 공원이용객의 장소 선점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관찰조사는 공간의 특성

과 함께 세부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여의도지구의 여의나루역 부근을 중심으

로 진행하였다.

한강시민공원
·텐트 설치행태의 전반적 이해

·공원의 이용 및 운영주체 인식조사

▼

여의도지구 여의나루역 부근
·공원이용객의 장소 선점패턴 분석을 위한 

관찰조사

[표 1-1] 연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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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8. 연구자 촬영

[그림 1-2] 관찰조사 대상지(여의도지구 여의나루역 부근)

3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

1. 연구의 방법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 행정학, 경제학 등의 분야에서 꾸준히 진행

되어왔다. 조경 및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비교적 미비한 편이나 지역 개발분야

에 있어서 주민, 공무원, 민간기업,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공공공간의 

조성보다도 기존 공간의 운영과 관리에 주목하는 현시점에서 이용 주체 간의 

갈등 또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뒤섞이는 공공공

간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1)이기 때문에, 발생한 갈등의 양상

을 발견하고 특성을 이해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한다. 본 연구에서 다룬 바와 

같이 시민들이 왜 이 문화를 좋아하는지, 부작용이 무엇인지, 갈등의 양상이 

어떠한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갈등을 구성하는 다양한 

유형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갈등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

1) 갈등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갈등의 부정적 요소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긍정적 갈등의 요소만을 
활용하기 위한 과정이 갈등관리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역기능일 경우에는 
해소해야하고, 유익한 갈등인 경우에는 이를 증가시킬 수 있게 관리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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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과정을 반영한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현황 분석을 동반한 관찰조사와 Q방법론을 

활용한 인식조사를 통해 갈등을 구성하는 유형과 갈등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자 한다. 

[그림 1-3] 연구의 방법

(1) 문헌 연구

공원에 텐트를 설치하고 사적으로 점유하는 행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문화지

리, 환경심리와 관련된 인문학 문헌들을 통해 공공공간의 공과 사의 경계에 

대해 고찰하고,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프라이버시에 대해 분석한다. 

공원 내 텐트 설치에 관한 담론은 서울시청의 온라인 민원응답 창구인 ‘응답

소’와 신문기사 수집을 통해 정리하였고, Q 방법론의 진술문을 수집하는데 

활용하였다. 

(2) 관찰조사 및 행태지도 작성

관찰조사는 공원 내 텐트 설치행태와 공간 패턴을 함께 분석하기 위하여 여

의도지구의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여의나루역 부근을 세부 대상으로 성정

하였다. 텐트이용객과 미이용객 사이의 충돌 소지가 보이는 피크닉 행태자의 

장소선점 패턴을 관찰하고 행태지도로 작성하였으며, 행태지도는 2일에 걸쳐 

작성하였으며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4시, 저녁 7시로 총 8개를 완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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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관찰 범위 여의도 한강공원 여의나루역 부근

관찰 요소

발생 빈도수
텐트의 유무 및 공간의 특성에 따른 장소 선점 발

생 빈도 측정

물리적 환경

피크닉 행태를 지원하는 그늘 자원(대교 하부, 수

목, 대형그늘막, 조형물), 배달존 및 편의점,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장소의 지형적 현황

일시적 행사 장소 선점에 영향을 주는 일시적 행사 및 버스킹

조사 기간 2일(2018.10.07.일, 2018.10.13.토)

조사 방법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4시, 오후 7시의 관찰 내용을 지도상에 

작성

[표 1-2] 관찰조사 개요

(3) Q 방법론을 활용한 인식조사

Q 방법론은 도시공원 내 텐트 설치에 대한 인식에 관한 담론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Q 방법론은 정성적 연구를 수행한 뒤, 이를 토대로 

정량적 연구를 진행하는 정성과 정량의 교량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방법이

다. Q 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subjectivity) 연구를 위해 심리학은 물론 사회과

학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접근방법이며, 연구방법인 동시에 분석방법이

다.2) 그동안의 주관적 의식에 관한 연구는 인본주의적 해석학이나 현상학의 

영역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 왔는데, Q 방법론은 정성적 연구와 정량적 연구

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므로 주관적 인식 차이를 실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처음 Q 방법론을 제안한 통계학자 윌리엄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은 

Q 방법론을 고안하면서 기존의 요인 분석을 R 방법론이라고 명명하여 Q 방법

론과 구분했다. Q 방법론은 연구대상 즉 모집단이 주관성 혹은 주관적 의식이 

되며, 의식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가 사람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요인 분석과 

2) 김흥규(2008), 『Q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커뮤니케이션북스,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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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3) 또한, 전통적 R 방법론은 연구자가 결정한 조작적 정의가 연구

대상자의 행태나 태도를 결정하고 제약하는 반면 Q 방법론은 연구대상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조작에 좌우되지 않는 장점을 지니게 

된다.4) 특히 응답자들의 개인적 특성이나 차이로부터 모집단을 추론하는 것이 

아닌, 한 응답자가 어떻게 진술문들을 구조화하는가를 다루기 때문에5) Q 방법

론을 통한 연구는 Q 진술문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진술문이 연구자의 주관

에 편향되어서는 안 되며, 연구의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

다.

연구자는 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통해 수집한 담론을 정리하여, 중복되는 진

술을 제거하고 진술문을 정리했다. Q 방법론에서 적절한 진술문의 수가 몇 개

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전통적 연구방법론에서 표본의 숫자가 클수록 오차의 

범위가 작아지고 유의수준이 낮아지듯이 Q 진술문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유의

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Q-Sorting의 운영 측면에서, 진술문의 수 즉, 대

상자가 분류하게 될 카드의 수가 많아질수록 진술문을 성의껏 배열하기보다 

즉흥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4개의 문장으로 

제한을 두었다.

진술문은 카드 형태로 만들어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정규

분포 형태로 가장 찬성하는 것에서부터 가장 반대하는 것까지 정렬할 것을 요

구하였다. 응답의 결과물은 PQMethod 프로그램을 통해 인식의 유형을 추출하

였다. 

3) 진상현(2009), 『알기쉬운 국토연구방법론』, 국토연구원, p.428

4) 김순은(2007), 『Q방법론과 사회과학』, 도서출판 금정, p.26에서 재인용

5) 이재혁, 손용훈(2015), “평창 마하생태관광지의 주민 주도 운영 과정과 참여자의 태도에 관한 주관성 
분석”, 『농촌계획』 21권 1호,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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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모집단/표본 일반 공원이용자/텐트이용자/공원 관리자(주무관, 공공안전관)

표본의 크기 30명(일반 공원이용자 13명, 텐트이용자 12명, 공원관리자 5명)

유효표본 29명(일반 공원이용자 13명, 텐트이용자 11명6), 공원관리자 5명) 

조사 기간 2018.11.06.~2018.11.19.

통계 방법
PQMethod Version 2.35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인분석(PCA)방법과 

배리맥스 회전방법 활용

[표 1-3] Q 방법론을 활용한 인식조사 개요

[그림 1-4] Q 방법론을 활용한 인식조사의 절차

6) 텐트이용자 1명은 통계상 유의미한 적재치를 보이지 않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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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흐름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범위

를 설정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고찰한

다. 제2장에서는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문화에 따른 공원 이용문화 차이에 대

해 문헌연구를 진행한 후 도시공원의 텐트문화를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한강

공원의 전반적 현황분석과 더불어 관찰조사를 통해 행태지도 작성으로 여의도

지구의 텐트 설치행태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인식조

사를 진행하며 인식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인식을 분석한다. 제5장 결

론에서는 연구의 전반적 내용을 요약하고 제언함으로써 논문을 정리한다.

연구과정 연구내용 연구방법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

헌

연

구

연구의 범위 

선행연구 검토

연구의 방법 및 흐름 

▼

제2장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텐트문화

공공공간의 공공성 

문화에 따른 공원 이용문화 차이 

관

찰

조

사 

도시공원의 텐트문화 

▼

제3장

한강공원 텐트 설치행태

한강공원 현황 

여의도 한강공원 텐트 설치 행태

▼

제4장

Q 방법론을 활용한 

한강공원 텐트문화

인식 분석

Q 방법론을 활용한 인식 분석 인

식

조

사

Q 진술문의 작성 

Q-sorting 

분석의 결과

▼

제5장

결론

연구의 요약

제언

[표 1-4]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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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먼저 텐트 설치를 

통한 공간의 사적점유가 공원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가설하에 공공공간과 공공

성에 연관된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서인호(2004)는 인간의 행동 혹은 

인공물이나 사람의 소유물을 통해 구축되는 영역에 관해 서술하며 상업공간에

서 나타나는 공공영역의 양상을 연구하였다. 이상봉(2011)은 공공 주도의 공간

에서 시민사회의 공간으로 변화하는 공공공간의 수행 주체에 대해 언급했다. 

김미영(2017)은 공공공간이 더욱 유연하게 해석되어 변화하는 현실 조건과 가

치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인간행태와 공원 내에서의 행태 간 갈등에 관한 연구를 검토했다. 

김소형(1996)은 문화인류학적 접근을 통해 프라이버시 조절기제에 담긴 인간행

태와 문화를 고찰하고 디자인에 접목을 시도하였다. 김지혜(2010)와 전미리

(2011)는 한강공원의 자전거이용자와 산책자 간의 갈등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두 연구 모두 설문지를 통한 양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전미리

(2011)는 실제 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관리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송지연

(2013, 2014)은 관찰조사를 통한 행태지도 작성과 설문방식을 통해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정섭(2014)은 한강공원의 피크닉 활동을 

중심으로 행태지도 작성과 설문방식을 통해 피크닉 장소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박상희(2018)는 인터뷰와 신문기사, 대중가요의 가사에 담긴 

한강의 이미지와 행태를 분석하였다. 

공원의 이용행태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관찰과 설문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평면적 지도와 설문의 수치로만 

설명하고 있어 해당 행태를 폭넓게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연구자는 공

간적 현황분석과 관찰조사를 통하여 행태지도를 작성하였고, 행태의 주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담론을 도출한 진술문을 분류하며 진행되는 Q방법론을 연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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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Q 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을 연구하는 방법론으로 사회학과 심리학 전반에

서 다양하게 활용되어왔다. 아직 국토 및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소극적으로 활

용되고 있으나, 최근 몇몇 연구가 갈등관리의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Q 방법론

을 다루고 있다.7) 이재혁(2014, 2015, 2016)은 지역의 마을 조성사업이나 산업 

활성화, 관광지 관리방안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인식

을 분석하였으며, 조혜진(2014)은 도시공원에서의 반려견 동반 활동으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Q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다음 선

행연구들은 정성과 정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 전반을 파악하

고 있으며, 설득력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7) 이재혁(2016),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시적 이해당사자의 갈등구조 분석 : 
영동 와인클러스터를 대상으로”, 『국토계획』 51권 5호,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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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점 년도 연구자 제목

공공공간과 

공공성

2004 서인호 도시 집합적 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공영역의 양상

2011 이상봉
대안적 공공공간과 민주적 공공성의 모색 : 

지역적 공공성과 생활정치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2017 김미영 현대 공공공간의 새로운 가능성 고찰

공원의 

이용행태와 

갈등

1996 김소형

프라이버시 조절기제에 의한 공간이용원리와 환경디자인

에의 적용 방법에 관한 연구 : 문화인류학적 접근을 중심

으로

2014 송지연
한강시민공원의 이용자 행태특성 및 만족도 분석 : 

한강르네상스 특화사업 1차 완료 대상지를 중심으로

2014 이정섭 여의도 한강공원의 피크닉 장소 이용행태와 결정요인

2018 박상희 한강공원의 형성과 이용행태의 정착 과정에 관한 연구

2010 김지혜
한강시민공원의 자전거이용자와 도보산책자의 레저갈등에 

관한 연구

2011 전미리
한강시민공원 여가참여자 간 여가갈등인식 연구 : 

산책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분야와 

Q방법론의 

접목

2014
이재혁 

외 3명

Q 방법론을 이용한 예산 황새마을 조성사업의 갈등구조 

분석

2014 조혜진
도시 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으로 인한 갈등 완화 방안 

연구 : 보라매공원 실태분석을 토대로

2015
이재혁

손용훈

평창 마하생태관광지의 주민 주도 운영 과정과 참여자의 

태도에 관한 주관성 분석

2016 이재혁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시적 이해

당사자의 갈등구조 분석 : 영동 와인클러스터를 대상으로

2016 이재혁

A Study on Conflict Analysis of Ecotourism Site for 

Management Plan : Focusing on Maha Ecotourism Site, 

Pyeongchang

생태관광지 갈등분석을 통한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평

창 마하생태관광지를 중심으로

[표 1-5] 선행연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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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텐트문화

1절 공공공간의 공공성

1. 공공공간의 공공성

공공공간은 ‘공공’(public)과 ‘공간’(space)이 합쳐진 단어로서, 개개인이 

한 데 모여, 하나의 ‘공공’을 형성하고 타인을 관찰하며 대면하는 곳이다. 

철학자 마샬 버만(Marshall Berman)은 공공공간의 위대함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 함께 하는 것에 있다고 했다. 사람들이 서로 은밀히 보는 것이 아

니라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힘을 얻는다는 것이다.8) 낯선 이를 구경하고, 타

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찰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습관이자 취미이

다.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뒤엉키는 공공공간에서 적절한 긴장감을 즐

기며 새로운 정보를 얻고 일상의 활력을 얻는다. 

조경학자이자 작가인 존 브린커호프 잭슨(John Brinckerhoff Jackson)은 

『Discovering the Vernacular Landscape』에서 공공공간을 ‘조성과정에 있어 

국가가 사업 주체로서 공공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공공의 권위에 의해 조

성·유지되는 공간으로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곳’이라고 

정의했다.9) 이처럼 공공공간은 누구나 언제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지만, 법·제도 등에 의해 배제와 주변화의 힘이 함께 작용하는10) 공적

인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동안 주체와 영역의 측면에서 공공성의 주체

이자 대상이 되었던 것은 국가였다. 공공성의 주체로서 국가는 무엇이 공공적

인가를 결정하고, 그러한 공공의 수요에 부응하여 적절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

8) 조경진·한소영(2011), “역공간(Liminal Space) 개념으로 해석한 현대도시 공공공간의 혼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9권 4호, p.52

9) 김미영(2017), “현대 공공공간의 새로운 가능성 고찰”, 『한국지리학회지』 6권 3호, p.456에서 재인
용

10) Saitō Jun'ichi, 『公共性』, 윤대석 외 2인(역)(2009), 『민주적 공공성 : 하버마스와 아렌트를 넘어
서』, 이음,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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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적정선의 배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국가가 

단일한 공공성의 수행 주체였던 시대를 넘어11) 요즈음 공공공간에서는 시민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용자의 자유성이 더욱 존중되면서 국가는 더 이상 독단적 

관점에서 공간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공공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공적 측면에서 이용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시민의 자유성을 존중하는 것이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

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이다. 

2. 공공공간의 사적점유

▮ 개인적 영역과 프라이버시

물리적으로 둘러싸이거나 표시가 되는 ‘공간’과 눈에 보이지 않는 통제의 

행위가 있는 ‘영역’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영역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리를 두려는 심리적 소유권이 존재하는 일정 공간을 뜻한

다. 영역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환경과 날씨, 사람의 성향에 따라

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개인화 혹은 그룹화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영역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물

리적 수단과 심리적인 수단 모두가 필요하다. 

“영역성은 시공간적으로 표현되는 고도로 복잡한 행태체계의 개념으로 

설명된다(Carpenter, 1958).”

“영역은 개인 혹은 그룹이 사용하며 외부에 대하여 방어하는 한정된 공

간이다. 장소에 대한 심리적 식별성을 포함하며, 소유태도, 사물의 배치 등에 

의하여 상징화된다(Pastalan, 1970).”

“영역은 개인, 가족 등에 의하여 제어되는 지역이다. 제어는 물리적 투

11) 이상봉(2011), “대안적 공공공간과 민주적 공공성의 모색 : 지역적 공공성과 생활정치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9권 1호, 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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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나 대결로서 보다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소유로써 표현된다(Sommer, 

1966).12)”

 

이처럼 영역은 몸짓이나 신체적 언어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물

리적 점유행위를 동반하기도 한다. 일시적 점유 행동과 함께 계속적 점유 행

동은 영역의 실질적 경계를 결정하며, 영역의 경계는 인간의 행동에 의해 성

립된다. 특별한 표식의 의미가 있는 인공물이나 그 사람의 소유물을 통해 자

신의 영역 공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13) 개인적 영역을 구축하고자 하는 심

리는 텐트라는 표식을 통해 공공공간에서 사적 영역을 갖추고자 하는 행위로 

이어졌으며, 외벽을 통해 타인이 넘어올 수 없는 사적 경계를 결정짓고 있다.

인간사회에 있어서 영역성은 동물처럼 기본적 생존에 관계하기보다는 일정 

영역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영역이 외부와

의 사회적 작용에 있어서 구심적 역할을 하므로, 영역이 결여될 시에는 심리

적, 사회적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14) Altman은 영역을 사회적 단위 측면에

서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15) 그중 공적 영역은 배타성이 가장 낮아 모든 사람

의 접근이 허용되는 곳으로 도시공원과 광장, 해변 등이 속한다. 공적 영역은 

불특정 다수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만큼 프라이버시의 유지가 낮은 편이다. 인

간은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지 못할 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개인적 영

역을 유지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행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도시공원에서는 

텐트 설치를 통한 사적점유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12) 임승빈(2007), 『환경심리와 인간행태』, 보문당. p.161에서 재인용

13) 서인호(2004), 도시 집합적 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공영역의 양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3

14) 임승빈(2007), 『환경심리와 인간행태』, 보문당. p.162

15) Altman은 영역을 사회적 단위 측면에서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 번째로 1차적 영역은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반영구적으로 점유되는 지역 혹은 공간을 말한다. 1차적 영역은 높은 프라이버시가 요구
되는 공간이며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한 배타성이 높다. 예시로는 집 혹은 사무실 등이 있다. 두 번
째로 2차적 영역은 특정 그룹의 소속원들이 점유하는 공간으로, 어느 정도는 공간을 사적화할 수 있
는 것이 특징이다. 예시로는 도서관, 교실, 기숙사 식당 등이 있다. 마지막은 본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공적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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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공간의 사적점유

공공공간이지만 일반적 이용에 제약을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사유지이지만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처럼, 현대 도시에서 공

공의 의미는 이용하는 대상과 소유의 주체에 의해 분리되지 않는다. 특정 경

계로 사적 공간과 완전히 역할과 기능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특정 

기능의 수행 여부에 따라서 전환이나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16)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도시민의 행동반경을 확장시켰으며, 특정 공간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감소시켰다. 인터넷, 출판, 교통 등이 발전하면서 공적 영역

에 접근할 방법도 다양해졌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가속화가 공적 영역보다

는 사적 영역의 계속적 확장과 담장화를 일으키면서, 근대 도시의 공간에서 

공공공간을 잔여 공간(residual space)으로 남게 하는 측면도 상당하다.17) 따라

서 공공공간은 완성된 공간이 아니며, 시대와 사람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화하

고 완성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 아렌트는 공공영역을 ‘드러남(appearance)의 공간’, 사적 영역을 드

러남의 가능성이 박탈되는 공간이라 하였다. 즉, 공공영역이란 ‘자신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고, 자신이 듣는 것을 똑같이 듣는 타인의 존재가 드러나는 열

린 공간’인 것이다.18) 아렌트의 말에 빗대어보자면, 도시공원에서 텐트를 통

해 사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드러남의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이다. 도시공원

이라는 공공공간 속에서 텐트와 같은 일시적 점유장치는 물리적으로 장소와 

사람을 제약하며 공과 사의 경계를 강화하기 때문에, 도시공원을 타인의 존재

를 알 수 없는 닫힌 공간으로 머물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소의 물리적인 형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각기 다른 집단의 장소에 대

한 생각이나 느낌이다. 그 이유는 장소에 대한 사고와 감정이 문화적 세계 속

16)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8), 『컨버전스로 인한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 변화』. p.37

17) 같은 글. p.44

18) 이상봉(2011), “대안적 공공공간과 민주적 공공성의 모색 : 지역적 공공성과 생활정치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9권 1호,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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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람의 행동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9) 텐트는 강력

한 장소감을 불러일으키며 내부 이용자들 간의 소속감을 높여주지만 ‘드러

남’의 가능성을 박탈하면서 우리 집단의 소속이 아닌 사람은 명백히 배제하

고 외부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공간적 소외를 느끼게 할 수도 있음을 인지해

야한다.

2절 문화에 따른 공원 이용문화 차이

문화는 물리적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 비슷한 환경일지라도 

인종에 따라, 지역민의 성향에 따라 다른 문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동시에 문

화는 시간성도 갖추고 있어서 계속해서 계승되기도 하고 더욱 발전하기도 하

고 사라지기도 한다.20) 에드워드 홀에 의하면, 인간은 생리학적으로나 발생학

적으로 한 종이라 할지라도 문화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과 생각이 다

르게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물리적 환경, 인종뿐만 아니라 지형과 기후와 

같은 환경적 측면은 지역의 특수한 문화를 형성하는데 결정적 동인이 된다. 

중국의 공원에서는 매일 아침 단체로 기체조를 하거나 태극권을 연마하며, 

유럽과 미국의 공원에서는 수영복 차림으로 잔디밭에 누워 일광욕을 즐긴다. 

프랑스 튈르리 정원과 미국의 브라이언트 파크에서는 의자를 자유롭게 옮기며 

개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휴식할 수 있고, 독일 베를린의 템펠호프 공원에서는 

서핑 보드에 돛을 달아 달리는 액티비티가 활발하다. 이처럼 공원문화는 국가

별 생활양식과 동시대의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

리나라 공원문화를 바라보는 기준이 서구 공원과 비교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19) Jon Anderson, Understanding Cultural Geography : Place and Trace, 이영민·이종희(역)(2013)『문화.
장소.흔적 : 문화지리로 세상 읽기』, 한울, p.148

20) 임승빈(2007), 『환경심리와 인간행태』, 보문당,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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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천단 공원 파리 튈르리 정원

자료 : 문화유산채널
http://www.k-heritage.tv/brd/board/275/L/menu/254?

brdType=R&bbIdx=2049

자료 : 
https://en.parisinfo.com/paris-museum-monumen

t/71304/Jardin-des-Tuileries

뉴욕 브라이언트 파크 베를린 템펠호프 공원

자료 : https://bryantpark.org/the-park 자료 : https://blog.naver.com/designpress2016/

[그림 2-1] 해외의 공원 이용문화

▮ 기후조건에 따른 이용문화 차이

서부 유럽에 널리 분포하는 서안 해양성 기후는 여름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연중 고른 강수를 띠기 때문에 흐리고 비 내리는 날이 많고 

일조량이 짧다. 따라서 날씨가 좋을 때면 서양인들은 수영복 차림으로 잔디밭

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고는 한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비교적 맑은 날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햇볕에 대한 요

구도가 낮은 한국인들은 햇볕이 내리쬐는 장소보다는 그늘을 선호하고는 한

다. 또한, 여름에는 습도가 매우 높아 햇볕을 쬐며 잔디밭에 머물기보다는 시

원한 그늘과 물가를 찾는다. 때문에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텐트 문화가 기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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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권에 따른 이용문화 차이

현재의 심리학 연구에서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로 분류된다. 집단주의 문화

에서는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집단의 조화성을 해치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인은 체면을 차리거나 

눈치를 보는 등 자기표현을 하는 것에 소극적이지만, 동시에 친밀한 사이에서

는 솔직하고 적극적인 정서 표현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한국을 대표

하는 정서의 특징은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한국인 대인

관계의 다른 축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다. 한국문화에서는 위계질서가 요구

되는 집단 대 집단과 같은 공적인 맥락에서는 정서의 표현을 억제하지만, 사

적인 영역, 즉 ‘우리22)’관계에서는 매우 개방적이고 솔직한 정서 표현이 나

타난다는 것이다.23) 

이러한 한국인의 정서 표현은 여가문화와도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개인보다는 모임, 단체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고, 자연히 여럿이 모여 

먹고 마시며 떠드는 행위가 일상적인 여가문화로 형성되어 왔다.24) 한국인은 

어려서부터 단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회성을 기르기 위

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난다.25) 무의식적으로 한국인은 여가 생활에서도, 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 집단의 영역을 한정하고 외부인들을 자연스럽게 그들의 영

역에서 경계하게 된다. 개인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집단과 집단 간의 프라

21)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텐트 설치는 당초에는 그늘을 막는 목적으로 허용되었으나, 근래에는 이용하
는 사람들이 사적인 공간을 구축하고자하는 목적으로 변모했다.” - ㅇㅇ지구 공원관리자 인터뷰

22) “한국의 농촌을 돌아다보면 다 쓰러져가는 움막집 같은 데에도 반드시 담이 둘러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 . 왜냐하면 한국인의 돌담은 단지 안과 바깥을 나누는 상징적 의미 공간을 보여주는 
데 있기 때문이다 . . . 그 담 그 울타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한국인의 독특한 ‘우리’라
는 집단을 만들어냈다고도 볼 수 있다. ‘울타리’란 말 자체가 일인칭 복수인 ‘우리’와 같은 뿌리

의 말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인은 ‘나의 아내’라고 할 때에도 ‘우리 아내’라고 말하
고, 서양 사람들이 ‘내 집’, ‘내 나라’라고 할 때에 한국인은 ‘우리 집’, ‘우리 나라’라고 한
다 . . . (하략)”- 이어령(1994), 『한국인의 손, 한국인의 마음』, 디자인하우스, p.28

23) 한성열 외 4인(2015), 『문화심리학-동양인, 서양인, 한국인의 마음-』, 학지사, p.220~223

24) 조경진(2007). “공원문화의 현실과 지평: 서구와 한국의 공원이용 변천과 비교를 중심으로”. 『환
경논총』 45권, p.51

25) 우리나라의 ‘소풍’문화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례행사로서 참여하는 교육 및 체험 프로
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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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시를 더욱 중요하게 느끼는 한국인 특유의 심리는 도시공원 속에서 ‘우

리’공간을 만들고 싶어하고, ‘우리끼리’즐기고 싶어하는 문화로 드러나고 

있다.

3절 도시공원의 텐트문화

1. 기존 도시공원 이용 문화

▮ 개인적 이용

사람의 가장 오래된 취미는 산책과 휴식이다. 근대 이후 인구의 도시집중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사람들은 만들어진 자연경관에서 산책하거나 휴식을 해

왔다. 근래에는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조깅, 러닝, 자전거 등의 이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강공원은 도심 속에서 희소성 있는 탁 트인 수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긴 선형 트랙을 보유하고 있어 가장 인기 있는 야외 

운동공간이다. 사람들은 각박한 일상을 탈피하고자 도심 속 자연인 도시공원

을 찾고, 도시공원은 개개인의 심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지원한다. 

2018.09.27. 연구자 촬영, 여의도지구 2018.09.07. 연구자 촬영, 반포지구

[그림 2-2] 공원의 개인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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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이용

도시공원에서 사회적 이용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은 피크닉, 단체 운동, 

동호회 활동 등이다. 피크닉은 일시적으로 야외에서 먹거나 마시는 활동으로, 

옥외환경을 즐길 수 있게 하며 다른 이용객들과 사회적으로 접촉할 기회를 제

공한다.26) 한국의 현대인들은 대부분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외부공간 혹은 정원을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집이 아닌 공원을 찾

아, 음식을 싸 오거나 배달로 주문하여 일행과 나눠 먹는 문화가 발달하였다. 

금전이 크게 소요되지 않으면서 시간과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사회적 활

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크닉은 공원의 가장 인기 있는 여가활동이다.

다음으로 공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이용은 단체 운동이다. 공

원은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더라도 단체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을 갖추고 있다. 풋살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파크 골프장, 테니스장 등이 그 

사례이며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즐길 수 있는 운동공간이 대부분이다. 이는 

동호회 등의 소규모 단체에 의해 활발히 이용되고 있어 공간의 활력을 돕고 

특정 수요층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는 있지만, 개인의 이용을 차단하고 사적

으로 특정 단체가 점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피크닉 파크골프

2018.09.30. 연구자 촬영, 여의도지구 자료 : 서울시청 
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16867?tr_code=img

[그림 2-3] 공원의 사회적 이용

26) 양병이(1984), “레크리에이션장소의 분석을 위한 환경심리학적 접근방법 : 피크닉을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관광학연구』 8권,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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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이용

공원에서의 공적 이용은 공공 혹은 기업, 단체에서 주최하는 대형행사에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공원은 축제나 문화행사, 음악공연 등의 장소가 되어 불특

정 다수의 시민들로 하여금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며, 마라톤, 걷기 대회 

등 체육행사를 통해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한 지원공간이 된다. 공공의 허가 

내에서 밤도깨비 야시장, 플리마켓 등의 소극적 상업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

며, 버스킹, 플래시몹 공연의 경우도 허가된 단체에 한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공연을 주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적 이용일지 몰라도 그것을 향유

하는 사람들이 공원의 이용객 다수이기 때문에 공적 이용으로 분류할 수 있

다. 

최근에는 시민들이 그동안의 수동적 참여방식이 아닌 공원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들어서서 우리나라 도시

공원에서 새로이 나타나는 이용방식으로, 서울숲, 월드컵공원 등에서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은 이제는 도시공원의 단순 이용자가 아니며, 도시공원

은 주인의식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시민활동의 장이 되고 있다. 

한강공원 마라톤 행사 한강공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자료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PYH20161015017000013?i

nput=1196m

자료 : 한강사업본부(2017), 

한강공원 자원봉사 사례집, p.64

[그림 2-4] 공원의 공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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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공원 내 텐트 문화

▮ 도시공원 내 텐트 문화의 배경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어 사람들의 여가 생활에 변화가 생

기면서, 일과 개인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워라밸27)’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높은 연봉보다 저녁이 있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

서, 사람들은 도시에서 가까운 곳에서 지겨운 일상을 탈피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여가와 휴식활동을 찾고 있다. 그중 하나가 도시 공간에서의 피크닉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람들은 도시에서부터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화장실, 

편의점 등 지원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도시공원

을 찾는다. 

지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레 녹색 자연을 찾게 되고, 도시화된 환

경에 맞추어 산과 들이 아닌, 일상과 가까이에 있는 도시공원을 찾는다. 공원

에 텐트를 설치해서 텐트를 우리 집 삼아, 텐트 밖을 마당 삼아, 휴식하는 것

에 행복감을 느끼게 하므로 긍정적인 문화로 보이기도 한다.

북서울꿈의숲 여의도지구

자료 :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

id=sec&sid1=102&oid=001&aid=0006892536

2018.09.08. 연구자 촬영

[그림 2-5] 도시공원에 텐트를 설치한 모습

27) ‘워라밸’은 "Work and Life Balance"의 준말이다. 일할 때는 일에만 집중하고, 퇴근 이후에는 나
의 휴식과 여가에만 집중하여 개인의 일과 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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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공원에서의 텐트 피크닉 붐이 일게 된 것은 가볍고 운반하기 쉬

운 캠핑용품, 특히 ‘원터치 텐트’의 유행이 큰 역할을 했다. 원터치 텐트는 

기존의 텐트와 비교했을 때, 펼치기만 하면 되는 편리함과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캠핑이 전용 캠핑장이나 오토캠핑장, 글램핑장을 방문해야만 즐길 

수 있는 활동이었다면, 원터치 텐트의 발달은 일상 속 캠핑을 가능케 했고, 이

는 우리나라 도시공원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공원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도

시공원을 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의 입장에서는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도, 늘어나는 텐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편안한 캠핑을 위한 공간과 시설

이 갖춰진 사설 및 공공 캠핑장을 별도로 신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캠

핑장이 아닌 도시공원에서의 텐트 문화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요를 차지하게 되었다.

2018.09.07. 연구자 촬영, 반포지구

[그림 2-6] 원터치텐트

▮ 도시공원 내 텐트 문화의 발생 과정

하천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강공원은 홍수 문제로 대형수목을 심을 수 

없었다.28) 따라서 시민들은 시원한 물가를 찾아 한강공원을 찾았지만, 그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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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로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던 중 하천법령 개정을 통해 당시의 건설교통부가 `하천구역 내 나무심

기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홍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m 이상의 대형수

목을 심을 수 있게 되면서, 한강공원에 그늘이 조금씩 생겨났다. 이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000년, 2005년, 2006년, 2011년까지 계속해서 그늘을 증대시

키기 위해 나무를 심어왔으나 시민들의 그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

었고, 시민들은 텐트를 들고나와 한강공원에서 피서를 즐겼다.29) 

그늘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2012년 7월부터 한강공원에서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그늘막을 허용하기 시작하였다.30) 당시 허용 기간은 5월에

서 9월까지로 일출부터 일몰 시까지 이용할 수 있었으며 허용장소는 11개 한

강공원 내 잔디밭과 유휴공간이었다. 당시 허용 텐트의 규모는 1가족이 사용 

가능한 소형 그늘막으로 3면 이상 개방하여야 했다. 한강공원에 텐트 설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시민들은 본격적으로 텐트를 챙겨 

한강공원을 찾기 시작했다. 

한강공원의 텐트 설치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여타 도시공원에도 그늘막과 

텐트를 허용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도시공원은 하천법의 영향을 받는 한

강공원과는 달리 자연의 나무 그늘이 많이 조성되어 있지만, 텐트 설치를 원

하는 시민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2014년, 서울시 푸른도시국은 공원 내 

유휴공간의 그늘막 설치 허용기준을 통보하게 된다.31) 따라서 각 도시공원들

이 허용기준을 수립하게 되면서, 공원 내 텐트 피크닉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

했다.

28) (개정 전)하천법 제45조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의 제한) 제2호 죽목의 재식 또는 벌채

29) 당시, 텐트 설치는 불법으로 간주되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30) 김현우 “[취재파일] 한강 시민공원에 텐트치면 안 되나요?”, 『SBS 뉴스』 (2013-05-28)

31) 공원 내 유휴공간 그늘막 설치 허용기준 통보, 2014.04,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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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

[그림 2-7] 서울숲공원 그늘막(텐트) 제한적 설치 허용안내

  

2014.09,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그림 2-8] 보라매공원 그늘막(텐트) 제한적 설치 허용안내

▮ 도시공원 내 텐트 과수요로 인한 문제의 제기

도시공원은 전통적 공공공간의 범주 중 하나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으며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도시공원에 텐트 문화가 유행

하기 시작하면서 공원의 잔디밭과 같은 공터에는 텐트가 빼곡히 들어차 점유

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잠시 머물며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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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온종일 개인이 점유하면서, 연을 날리거나 가벼운 공놀이를 하는 등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서울시의 온라인 민

원응답 창구인 ‘응답소’와 SNS에서는 공원 내 텐트 설치에 대한 부정적 견

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32) 

인스타그램@lwgkang 인스타그램@bbosongchoi 인스타그램@d_virus15

[그림 2-9] SNS에 투영되는 텐트문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

도시공원에서의 텐트 문화를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돗자리를 이용할 때와 비교하였을 때, 텐트를 이용하여 공간을 점유하는 것

은 한 공간에 긴 시간을 머물게 된다. 텐트가 자리한 바닥 면의 잔디와 흙이 

패고 답압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답압은 식물의 물리적 상해를 일으킬 뿐만 

32) “요즘 보라매 공원에 갈 일이 있어서 주말에 산책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밭 등 빈 공간

에는 어김없이 텐트가 빼곡히 들어차 있더군요, 도심공원은 시민들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알고 있습
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돗자리를 깔고 쉴 수는 있겠지만, 캠핑장도 아닌데. 밖에서 보이지도 않는 
폐쇄적으로 자기들만의 공간을 점유한 모습이 보기에 좋지가 않다고 느꼈습니다. 문득, 외국 여행 갔
을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도심공원에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 . 
잠시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서 도심 공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루종일 텐트 치고 공간을 개인 
점유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 서울시청 소통광장 시민 제안사례, 2014.05.27.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37년 간 생활한 시민입니다. 해외 여러 수도를 돌아다니다 보니 오히려 서울에 
대한 애정이 더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 일부 시민들의 핫플레이스 지역에 장시간 개인 영
역 사용으로 인해(텐트 설치 후 다른 시민들이 그 지역을 사용할 수 없음) 다수 시민들이 피해를 입
음 . . . 예를 들어 여의나루 물빛광장의 경우 일부 시민들이 물빛광장 바로 앞에 텐트를 설치, 자신
들의 영역을 만들어 그들만의 지역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시민들이 사용을 못 하고 있음. 또
한, 미관상 좋지 않음. . .(하략)” - 서울시청 소통광장 시민 민원사례, 201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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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토양을 고결시켜 식물의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잔디가 자라지 못하

게 한다. 잔디가 없는 흙바닥은 바람이 부는 날이면 흙먼지가 날려 공원 이용

자들을 불편하게 한다.33) 또한, 한강 변을 텐트가 점거한 모습은 한강의 탁 트

인 경관을 감상하고자 방문한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34)

2018.09.08. 연구자 촬영, 여의도지구 2018.09.30. 연구자 촬영, 여의도지구

[그림 2-10] 텐트 설치로 인한 녹지 및 경관 훼손

다음은 도시공원의 공공적 가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공간

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뒤엉키는 사회적-공적 거리에서 적절한 긴장감을 즐

길 수 있는 공간이다. [표 2-1]의 좌측 다이어그램에 표현했듯, 도시공원에서

는 개인이 가지는 사회적 거리는 서로 겹쳐지고 상충한다. 이처럼 도시공원의 

이용자는 적절한 거리감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경하고 나의 모습과 행동이 

타인에게 보여지는 것을 즐기며 외부활동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공간의 

하나인 도시공원은 개인적 휴식의 장소이면서도 사회적인 만남의 장소, 지역

사회의 커뮤니티 형성을 돕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도시공원에 

33) “텐트이용자들 중 공원 내 텐트 설치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의도 한
강공원에 가서 봤을 때 잔디가 뽑히다 못해 아예 사라져서 나무가 뿌리를 내보이고 있고 흙바람이 
불어먹던 음식에 다 날리기도 했습니다.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
다.” - 일반 공원이용자 4

34) “돗자리를 깔았는데, 텐트가 너무 많아서 강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강을 보러왔는데 강이 안 
보여요. 옮겨놓으면 또 돗자리가 둘러싸고. 계속 조금씩 옮기다가 결국은 여기(강가)까지 밀려왔어요. 
짜증나요.” - 일반 공원이용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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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를 설치하는 행태는 타인과의 사회적 거리를 텐트의 외벽으로 차단해버림

으로써 도시공원의 사회화 기능을 저해시킨다. 텐트 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공

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아니라 형형색색의 그늘막과 텐트일 뿐이다. 

텐트 안의 개인적 공간을 뺀 구멍 난 스펀지와 같은 형태의 공간을 다른 이용

자가 이용할 때는 이곳이 공원인지, 캠핑장인지 모를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오스트리아 미라벨정원 여의도한강공원 기호

공적 거리

(3.6m~)

사회적 거리

(1.2~3.6m)

2018.08.16. 연구자 촬영 2018.09.08. 연구자 촬영

개인적 거리

(0.46~1.2m)

텐트 외벽

[표 2-1] 국내외 피크닉 문화

텐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이 외부공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

공원에서 텐트를 설치할 때는 덮개와 옆면 4면 중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하지

만, 이를 지키지 않는 이용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폐쇄된 공간에서의 

범죄 소지가 다분하고, 청소년들의 음주 행위 등 일탈의 위험이 있다. 또한, 

엄연한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텐트 내부에서 연인들이 애정행각을 하는 등

의 행동은 다른 시민들이 공원을 유쾌하게 즐길 수 없게 한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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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원 내 텐트 설치의 제도적 현황 
대부분의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텐트의 설치 

자체를 야영으로 간주하나, 공원별로 허용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설치할 수 있

다. 한강공원의 경우는 공원의 범주에 들기는 하나 실제로는 하천법의 영향을 

받는 수변공간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강공원은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일몰 이후 텐트를 설치했을 때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며, 광나루지구와 잠실대교 상류 일부 지역(상수원보

호지역)에서 텐트를 칠 경우에는 『하천법』 제46조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반면, 한강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들은 『도시공원 및 녹

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용지역이 아니거나 허용시간을 어기고 텐트를 

설치할 시 야영행위로 간주하여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35) 《. . . 그늘막 용도로 설치가 허락된 소형 텐트 안에서 벌어지는 연인들의 과도한 애정 표현도 들뜬 
마음으로 한강공원을 찾은 어린이들 발걸음을 집으로 향하게 만든다. 실제 13일 찾은 여의도한강공원
에선 문이 열린 텐트서 입맞춤 등 잦은 접촉은 물론, 아예 텐트를 닫고 애정 행각을 벌이는 청춘들 
탓에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다 아예 자리를 뜨는 가족들이 눈에 띄었다. 한 청소요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원터치 텐트(한 번에 펴지는 텐트)’ 이용이 확산되면서 민망한 장면들이 수도 없이 목격된
다”고 했다. 》- 김형준 "아찔한 불쇼ㆍ스킨십…동심파괴 한강공원", 『한국일보』(2018-06-14)

구분 관련 법령 위반 시 

도시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

행위) 제1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

우는 행위

제50조 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

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

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한강

공원

(하천)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

위) 제6호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

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

제46조 제6호(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표 2-2] 공원 내 텐트 설치 관련 법령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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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각 공원은 관련 법령의 차이로 인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공원마다 텐

트의 허용 기간, 허용시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각기 다른 규제에 

혼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대공원은 잔디 등의 녹지가 없는 공간에

서만 텐트를 허용하지만, 한강시민공원은 잔디밭에서만 텐트를 칠 수 있다. 허

용 기간 역시 한강공원은 연중이지만, 월드컵공원과 어린이대공원은 4월에서 

10월, 북서울꿈의숲과 서울창포원, 보라매공원은 5월에서 10월로 상이하다. 또

한, 월드컵공원의 경우 타프형 자체를 설치할 수 없는 반면, 북서울꿈의숲과 

서울창포원은 완전히 개방한 타프형은 설치할 수 있다. 

그중 기존에 텐트 설치가 가능했으나 불가능해진 사례도 있다. 서울숲공원

은 관리 차원의 어려움과 부정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2월과 3월, 두 

달에 걸친 ‘서울숲반상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의 

서울숲반상회람을 통해 공원 내 텐트 문화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이 상당

히 부정적임을 알 수 있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도시공원 속 텐트 문화를 바라

보는 관점이 이분됨을 알 수 있다. 서울숲은 서울숲반상회의 시민의견을 반영

하여, 2017년 5월부터 공원 내 그늘막과 텐트를 금지화했다. 금지 당시에는 텐

트 설치를 해왔던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과도기를 거쳐 금

세 제 모습을 되찾았다.

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금지행위) 제6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

제17조 제6호를 위반할 시, 1차 적발

시에는 100만원, 2차 적발시에는 200

만원, 3차 적발시에는 300만원을 부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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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허용 시기(2016-06) 텐트가 금지된 현재(2018-03)

자료 : https://blog.naver.com/kka_ming/220728608306 자료 : 성동구청 홈페이지

[그림 2-11] 서울숲의 텐트 허용/금지 모습

자료 : 2017년 2월 서울숲반상회람 일부 발췌, 서울숲컨서번시

[그림 2-12] 텐트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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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월드컵

공원

북서울

꿈의숲

서울

창포원

보라매

공원

어린이

대공원

한강

시민공원
서울숲

준칙 야영(夜詠), 취사 불가

그늘막 및 

텐트 설치 

전면 금지

(2017.05)

기간 4월~10월 5월~10월 4월~10월 연중

시간 09~18시 일출~일몰 09~18시 -

·4~10월 : 

~21시

·11~3월 : 

~18시

허용

장소

·평화의 

공원

·난지천 

공원

·어린이놀

이터 앞

·미술관 

앞~방문자

센터 앞

·잔디마당 

북측

소나무숲

·잔디마당 

동측, 서측 

확장(그늘)

·놀이터 

남측 

보도(2014)

·캠핑체험

장 내 데크

·새싹마루 

주변 등 

녹지가 

없는 공간

·잠실대교 

하류 

서울시계 

한강공원

·잔디밭(

탄력 운영)

불허

장소

·잔디보

호구역 및 

데크지역 

·하늘공

원

·노을공

원 

허용장소 외 모든 지역

허용장소 

외 모든 

지역

*잔디불가

잠실대교 

상단

(광나루, 

잠실 일부) 

허용

텐트

2면 이상 개방가능한 소형 그늘막

타프형 

설치불가
완전개방 타프형 가능 - -

지주, 

노끈 불가

관련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표 2-3] 공원 내 텐트 설치의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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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강공원 텐트 설치행태 

1절 한강공원의 현황 

1. 한강공원의 이용특성

한강공원은 한강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총 11개 지구로 나누어진다. 지구별

로 입지 맥락과 시설물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용특성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3-1] 서울시계 한강공원

한강공원의 2017년 연간 이용객 수를 지구별로 정리해보면, 가장 많은 이용

객 수를 보이는 곳은 여의도로 약 2,40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으로는 뚝섬이 약 1,820만 명을 차지했다. 여의지구와 뚝섬지구의 이용객을 합

한 수가 전체 지구 이용객 수의 약 56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한강공

원은 지구 간 이용의 편중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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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 명)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이용객 현황’. 연구자 재구성

[그림 3-2] 2017년 지구별 연간 이용객 수

다음으로 한강공원의 2017년 월별 이용객의 추이에서는, 9월의 이용객이 약 

870만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5월 약 820만, 4월과 8월이 약 780만으로 뒤

를 따랐다. 따라서 사실상 4월부터 10월이 한강 이용의 성수기이며, 11월부터 

3월까지는 한강 이용의 비수기라고 할 수 있다. 

(단위 : 만 명)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한강공원 이용객 현황 보기’. 연구자 재구성

[그림 3-3] 2017년 한강공원 월별 이용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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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강공원의 운영 및 관리 

▮ 한강공원의 운영 및 관리

한강공원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인 한강사업본부에 의해 직영관리로 운영되

고 있다. 직영관리는 관리책임 혹은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긴급한 상황에 즉각

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상 직원의 보직이 순환되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타성에 젖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주말 근

무의 탄력성이 보장되지 않아 공원과 같은 공공공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업

무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치명적이다. 따라서 공원을 장기적 관점에서 경

영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유지관리와 단발적 사업과 프로그램에만 집중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한강공원 운영과 관리의 한계점이다. 

한강은 서울을 대표하는 시민 공간이기도 하지만 식수의 공급과 치수의 기

능이 우선적인 하천이다. 따라서 한강공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강사업본

부는 공원과 자연을 관리하는 전혀 다른 업무의 부서가 혼재하고 있다. 

공원을 총체적으로 운영하는 총무부와 공원부 일부 과에서 문화사업이나 공

원 이용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각 부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프

로젝트가 상이하고 사실상 실제로 공원의 현장 가까이에서 관리하는 운영부와 

지구 안내센터는 질서유지, 녹지관리 등의 단순 관리만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11개 지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이고 정책적 개선점을 찾는 부서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공원의 공공성과 같은 총체적 접

근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한 상황이다.

▮ 한강공원의 텐트 설치 허용기준

한강공원 내 텐트의 설치 허용기준은 2012년 7월 처음 텐트를 허용한 이래

로 두 번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5월부터 9월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만 텐트를 

설치할 수 있었으며 텐트의 4면 중 3면을 개방해야만 했다. 2013년 4월부터는 

텐트 설치 기간이 짧고 4면 중 3면을 개방하는 것이 햇빛을 가리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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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민원을 반영하여 허용 기간을 5개월(5월~9월)에서 연중으로 확대하였

고 형태 불문 2면 이상 개방 가능한 구조로 된 텐트를 허용하게 되었다. 또한, 

잔디밭 외 유휴공간에 무분별하게 텐트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상수원 

보호구역(광나루, 잠실 일부)에 텐트를 활용한 야영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설치장소를 잔디밭으로 한정하고, 광나루 및 잠실 일부 지역은 설

치 가능 장소에서 제외하게 되었다.36) 

2013년 10월에는 일몰이 빨라 오랜 시간 이용할 수 없고 일몰시각이 애매하

여 기준이 모호하다는 민원을 반영하여 4월부터 10월까지는 저녁 9시까지, 11

월부터 3월까지는 6시까지로 구체적인 허용시간이 정해지게 되었다. 

구분 2012년 7월 2013년 4월 2013년 10월

준칙 야영과 취사 불가

허용 

기간
5월~9월 연중

허용

시간
일출 후~일몰 전

- 4~10월 : 09:00~21:00

- 11~ 3월 : 09:00~18:00

허용

장소

- 11개 한강공원

- 잔디밭 또는 유휴공간

- 잠실 수중보 상류를 제외한 서울 시계 한강공원

(광나루 전체, 잠실 일부 구역 제외)

- 잔디밭은 행사, 공사 등의 기타사항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허용

규모

- 소형 그늘막(텐트)

- 이용 시 3면 이상 개방

할 것

- 2면 이상 개방 가능한 소형 그늘막

- 이용 시 2면 이상 개방할 것

[표 3-1] 한강공원 그늘막 및 텐트 허용기준의 변화

36) 한강공원 그늘막 이용기준 개선방안, 2013.04,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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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는 텐트 허용구역과 허용시간과 같은 최소한의 항목만 포함되어 있

어, 구역과 시간대만 지킨다면 텐트 내부에서의 행위가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

해를 줄지라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나마 존재하는 법규의 범

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고, 과태료 액수가 너무 높아 여가를 즐

기기 위해 한강에 나온 시민들에게 부과하기에 상당 부분 어려운 측면이 있었

다. 4면 중 2면을 개방해야 한다는 규칙은 사실상 단속을 하기 어려우며, 범법

행위에 대해서도 계도만 있을 뿐 과태료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37) 

현재 피크닉 인구가 많은 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민들이 거의 인식하지 못할 만큼 그 효과가 미미하

며, 불법 텐트 대여 노점상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일부 지구에서는 텐트 허용

시간이 지난 밤 12시까지 버젓이 텐트를 대여하고 있어, 이용자 대상의 규제

뿐만 아니라 사업자 대상의 단속 또한 미비함을 암시한다.38)

37) “과태료 기준은 이러해요. 허용되는 텐트 말고 해먹을 나무에 걸거나, 엄청 큰 타프를 설치한다거
나, 야간에 텐트 안 걷는 분들을 단속하는 거죠. 저희는 사실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요.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일반 경찰을 대동해야 해요. 과태료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하고 
대부분은 계도 정도로 그쳐요. 처음엔 안내방송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방송도 시끄럽다고 해서 
잘 하지 않아요. 놀러 온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 하는 것 저희도 힘들어요.” - 한강시민공원 ㅇㅇ지
구 공공안전관 인터뷰

38) “너도나도 치니까 저희도 좀 쳐보고 싶더라고요. 비싸지 않길래 빌려봤는데 지금 치면 불법이라고
요? 빌릴 땐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 여의도지구 텐트이용자 인터뷰,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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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여의도 한강공원 텐트 설치 행태

1. 세부 대상지구 선정

텐트 설치행태와 공간을 연관 지어 파악하기 위해 한강공원의 11개 지구 중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변 지역의 용도가 다양하여 여러 집단의 이용객이 이용

하는 여의도한강공원39)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여의도지구는 근방 텐트 대여

업체 수가 뚝섬지구의 4곳, 반포지구의 3곳보다 많은 6곳으로 확인되는데, 이

는 여의도지구의 텐트 설치행태가 가장 많이 나타남을 짐작할 수 있다.

지구 면적
연간 

이용자수 
접근방식 주변 용도

텐트

허용여부

텐트대여

업체수

광나루 1,554,810㎡ 4,845,580 지하보도 3
주거, 

개발제한구역
불가

잠실 539,071㎡ 4,315,942 나들목 6 주거 일부허용

뚝섬 825,000㎡ 18,243,851

나들목 11, 

지하보도 2, 

보도육교 1
주거 허용 4

뚝섬유원지역
잠원 474,213㎡ 2,339,540 나들목 1 주거 허용
반포 567,600㎡ 4,494,185 나들목 4 주거 허용 3
이촌 922,185㎡ 4,042,584 지하보차도 4 주거 허용

여의도 1,487,374㎡ 24,087,976

주변 도로 

층위에서 연결
일반상업, 

주거
허용 6

여의나루역
망원 422,347㎡ 2,959,865 지하보차도 4 주거 허용
난지 787,395㎡ 4,991,338 연결브릿지 1 주거 허용
양화 361,628㎡ 2,967,352 나들목 5 주거 허용

강서 1,035,463㎡ 2,466,857
나들목 3, 

지하보차도 2

기타녹지, 

물재생센터
허용

* 연간이용자 수는 2017년 기준의 한강사업본부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함.

[표 3-2] 대상지구 선정 기준

39) 여의도지구는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질 수 있는 물빛광장, 물빛무대(수상무대), 페스티벌 스탠드 등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생태연못, 수질정화원, 관찰마루 그리고 샛강생태공원과 같이 공원의 생태성도 
잘 보존되어 있다. 특히 과거에는 사람이 살았으나 현재는 무인도로 남겨진 생태보전지역인 밤섬을 
조망할 수 있는 유람선 코스는 한강의 전체 지구 중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외에는 요트, 오리배 
등을 즐길 수 있는 선착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여름캠핑장과 야외수영장을 운영하여 이용
객이 많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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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지구는 윤중로 벚꽃축제, 세계불꽃축제, 각종 공연 및 마라톤 행사 등

의 문화행사와 즐길 거리가 풍부하여, 11개 지구 중 연간 이용자 수가 2017년 

기준 24,087,976명으로 가장 많다. 또한, 서강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를 통해

서 영등포구와 마포구, 용산구가 이어지는 길목에 있어 중요한 맥락 상에 위

치하고 있고, 5호선 여의나루역을 통해 쉽게 방문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쉬우므로 여의도지구는 자가용이 없는 젊은 이

용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림 3-4] 여의도 한강공원의 광역적 위치

여의도 한강공원 주변 지역의 용도는 일반상업지역, 주거지역 그리고 공원 

및 자연녹지지역이다. 일반상업지역에는 국회의사당, KBS, 63빌딩, IFC몰 등의 

대형 거점 업무 및 상업빌딩들이 밀집해있으며 주거지역에는 주거시설과 학

교, 병원 등이 위치하여 여의도 한강공원이 시민들의 일상적 정주환경과 맞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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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다. 따라서 여의도지구는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나들목, 지하 보도, 브릿

지 등을 통해 접근해야 하는 여타 지구들과 다르게 건널목만 건너면 바로 이

동할 수 있으므로 직장인과 주민 모두가 즐겨 찾는 명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5] 여의도 한강공원 주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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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적 현황 및 이용 행태

[그림 3-6] 여의도 한강공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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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지구는 서강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를 기준으로 4곳으로 나뉜다.

국회의사당에 접한 구간에는 서울마리나와 국회관리용 주차장과 국회관리용 

축구장이 위치하고 있어 특정 이용층에 의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여의

지구 수영장은 하절기에는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비수기에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와 조깅 트랙 이외의 공간 활용은 활발하지 않은 편이

다. 

서강대교 - 마포대교 구간은 하절기에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곳이

다. 물빛광장은 여름에 피서를 즐기러 온 아이 동반 가족 단위 이용객에 의해 

광장 양쪽 데크가 텐트로 점령된다. 여름 캠핑장은 하절기에 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신청을 받아 1박의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며, 주요 이용층은 

가족 단위 이용객이 대부분이다. 비수기에 들어서면 캠핑용 텐트를 철거하고 

비워진 상태이다. 

마포대교 하부는 버스킹, 댄스 플래시몹 등의 야외 공연이 많이 펼쳐지는 

곳이며, 여의도지구를 지나는 세 대교 중 가장 규모가 커 그늘의 범위가 넓어

서 휴식 목적의 이용 또한 활발한 편이다. 한강의 이벤트를 만끽하면서도 편

의를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하절기에는 피서를 목적으로 방문한 시민

들로 항시 붐빈다. 

물빛광장 마포대교 하부

자료 : 중앙일보 고승민 기자, 2018.06.17 자료 : 한겨레 백소아 기자, 2018.08.01

[그림 3-7]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의 하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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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대교 – 원효대교 구간의 관찰조사 세부 대상지인 A구간은 가장 혼잡한 

구간이다. 5호선 여의나루역을 통해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주차장, 편의점, 배달존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가장 이용객이 많다. 주

요 텐트 이용층인 2인 이상의 단체 젊은 연령 집단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텐트 내부에서 주문한 배달 음식 혹은 싸 온 음식을 먹고 음주를 즐긴다. 식

사시간 외 시간에는 대부분 눕거나 앉아 휴식하고 일행과 게임 혹은 영화를 

보는 등의 정적인 행태를 보인다. 

배달존 2 멀티플라자

2018.09.30. 연구자 촬영, 여의도지구 2018.09.08. 연구자 촬영, 여의도지구

[그림 3-8]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

젊은 연령층의 이용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공원 근처에서 텐트를 대여하

는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현재, 여의도지구 근처의 텐트 대여업체40)는 여의나

루역을 기준으로 150m 거리 떨어진 아파트 지원상가에 밀집하여 있다. 텐트 

대여업체는 돗자리, 테이블, 조명, 가랜드 등을 포함한 세트를 대여하고 대여

한 장비를 끌고 한강 내부로 갈 수 있게끔 운반 웨건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여의나루역에서 바로 한강공원으로 입장하는 멀티플라자에는 텐트 노점상이 

6~7곳에서 많게는 10곳까지 분포하고 있는데, 역에서 내린 후 가장 쉽게 텐트

를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으므로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다. 

40) 텐트 대여 전문업체는 여의도지구가 6곳, 반포지구가 4곳, 뚝섬지구가 3곳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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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업체 텐트 대여 불법 텐트대여 노점상
2018.09.27. 연구자 촬영, 여의도지구 2018.09.30. 연구자 촬영, 여의도지구

[그림 3-9] 텐트를 이용하는 방식

마포대교 – 원효대교 구간의 어린이 놀이터 주변은 비교적 한산하면서 주차

장이 잘 갖춰져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가

족 단위 이용객들은 텐트를 대여하기보다 개인 텐트를 가져와 아이가 놀이터

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영유아에게 수유하는 등 다른 활동을 보조

하는 지원의 기능을 수행한다. 

63빌딩 부근은 다수의 인원이 활발히 이용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미니게임 

형식의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장과 야간 영화상영이나 미니콘서트와 

같은 소소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민속놀이마당이 위치하고 있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 

3. 장소 선점 패턴 분석

관찰조사를 통하여 텐트이용객와 일반 공원이용객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추측되는 장소 선점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여의나루역 부근을 집중적으로 관찰한 후 행태지도를 작성하였다. 작성지역은 

전철역과 맞닿아 있는 상징적 진입공간에 있고 가장 많은 이용객이 집중되는 

공간이다. 

행태지도는 추절기에 제한하여 이틀에 걸친 관찰조사를 토대로 작성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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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텐트이용자가 많이 발생하는 주말을 대상으로 10월 7일과 10월 13일에 실

시하였다.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4시, 저녁 7시의 행태를 2일에 걸쳐 총 8

개의 지도를 완성하였다. 관찰조사 시간은 이용자가 비교적 적은 오전 11시와 

오후 1시는 약 30분 소요되었으며, 이용자가 많은 오후 4시와 저녁 7시는 약 

5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관찰의 요소는 텐트의 유무 및 공간적 특성에 따른 

발생 빈도와 그늘 및 편의시설 등의 지원 시설 유무, 장소의 지형적 현황, 시

간별 일시적 행사 등이다. 

관찰 범위 여의도 한강공원 여의나루역 부근

관찰 요소 설정 이유

발생 빈도수 텐트의 유무 및 공간의 특성에 따른 장소 선점 발생 빈도 측정

물리적 환경
피크닉 행태를 지원하는 그늘 자원(대교 하부, 수목, 대형그늘막, 조

형물), 배달존 및 편의점,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장소의 지형적 현황

일시적 행사 장소 선점에 영향을 주는 시간별 일시적 행사 및 버스킹

[표 3-3] 행태관찰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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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0월 7일에는 전날에 있었던 세계불꽃축제의 연장행사로 잔디밭에서 

마켓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4시 이후부터는 버스킹 2건을 관찰할 수 있

었다. 10월 13일 오전에는 광장에 펜스를 쳐 마라톤 행사가 펼쳐졌고, 4시 이

후부터는 대형 시설은 철수하고 일부 천막을 존치해둠으로써 천막 부근의 이

용이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13일에는 댄스 플래시몹 1건, 버스킹이 4건 

진행되어 돗자리 이용자들이 강변에 좀 더 몰리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관찰일시 관찰시간 소요시간 기후특성 비 고

10월 7일

(일)

오전 11시 30분 19.3°

마켓 행사

(잔디밭)

-
오후 1시 30분 21.3°

오후 4시 50분 22.0°
버스킹 2건

저녁 7시 50분 18.3°

10월 13일

(토)

오전 11시 30분 15.6° 마라톤 행사

(광장)
-

오후 1시 30분 18.2°

오후 4시 50분 18.9° 행사 천막

일부 존치

댄스 1건, 

버스킹 4건저녁 7시 50분 15.9°

[표 3-4] 행태지도 작성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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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1시

오전 시간대에는 그늘에 대한 요구도가 크지는 않지만, 나무 혹은 대형그늘

막 아래와 한강이 조망되는 곳이 가장 먼저 선점된다. 지형의 경우는 잔디밭 

면적이 좁은 곳보다는 넓은 곳, 경사지보다는 평지가 선호된다. 

텐트가 그늘을 막아주는 기능을 함에도 텐트이용객들은 그늘을 점유하며, 

이로 인해 돗자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원하는 장소에 앉기 어려워진다. 하지

만, 전체적 이용객의 수가 많지 않아 장소 점유로 인한 심리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며 시민들은 여유롭게 공원을 이용한다. 

또한, 마포대교 하부를 점유하는 이용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 공

원의 혼잡도가 낮을 시에는 인공적 그늘보다는 자연녹지 공간을 좀 더 선호하

는 것으로 추측된다.

 

2018.10.07. 연구자 촬영

2018.10.13. 연구자 촬영

[그림 3-10] 오전 11시의 행태

 



[그림 3-11] 10월 7일, 오전 11시의 행태지도



[그림 3-12] 10월 13일, 오전 11시의 행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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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1시

오후 1시 정도가 되면 싸 온 음식, 배달 음식을 즐기기 위해 오전과 같은 

패턴으로 공원을 점유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원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

작한다. 그러나 이 시간대는 햇빛이 강해 그늘에 대한 필요도가 더욱 높아지

면서 나무 아래와 대형그늘막 주변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좁거나 

경사가 있지만, 그늘이 있는 구역을 선택한다거나, 조형물 하부를 점유하는 현

상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오전과 달리 마포대교 하부의 평상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도 다수 관찰할 수 있었다. 

2018.09.30. 연구자 촬영 2018.10.03. 연구자 촬영

2018.10.13. 연구자 촬영

[그림 3-13] 오후 1시의 행태



[그림 3-14] 10월 7일, 오후 1시의 행태지도



[그림 3-15] 10월 13일, 오후 1시의 행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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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4시

오후 4시에는 텐트와 돗자리 이용자가 함께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장소 선호

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확연히 구분된다. 이미 그늘을 점유하고 있는 

이용자가 많은 상황에서 점심시간 이후에 도착한 이용객들의 장소 선택이 겹

쳐지며 혼잡도가 높은 편이다. 

이 시기에는 나무 그늘이 풍부한 도시 방면의 구역보다는 수목의 수가 적고 

탁 트인 강변 녹지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행태지도를 기준으

로 남쪽에 있는 강변의 경사 녹지는 상층부는 평지이고 하층부는 급격히 경사

도가 낮아지는 구역으로, 경사가 있어 전면이 다른 텐트로 가려지지 않기 때

문에 강을 조망하기 좋은 텐트 설치 장소로 인기가 높다. 여기에서도 경사가 

심한 구역은 주로 돗자리 이용자에 의해 이용된다. 

또한, 주말이면 4시 즈음부터 강변에서 거리공연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근

처로 자리를 잡는 이용객도 많이 관찰할 수 있다. 

2018.10.03. 연구자 촬영 2018.10.07. 연구자 촬영

2018.10.13. 연구자 촬영

[그림 3-16] 오후 4시의 행태



[그림 3-17] 10월 7일, 오후 4시의 행태지도



[그림 3-18] 10월 13일, 오후 4시의 행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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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7시

기온이 떨어지면 다른 이용자들은 자리를 뜨지만, 텐트이용객들은 온도 차

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녁때가 되면 다른 이용객 대비 텐트

이용자의 수가 증가한다. 해가 지면서 텐트이용객들은 대여한 조명을 설치하

여 이른바 감성 캠핑을 즐기며 야경을 즐기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텐트

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워지므로 텐트 설치의 부작용이 본격적으

로 나타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외부에서 시야가 완벽히 차단되면서 과도

한 음주, 고성방가, 풍기문란, 치안상 문제점이 일어나며 텐트가 허용되지 않

는 시간임에도 철수하지 않는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텐트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넓은 녹지구역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돗자리 이용자들은 일몰 후에는 조명과 야경으로 비교적 밝은 

수변공간 쪽으로 집중되며, 대교 하부공간을 이용하기도 한다. 텐트이용자들 

역시 일몰 후에는 녹지공간 한가운데보다는 가로 조명이 설치된 길 주변에 몰

리게 된다. 

2018.10.13. 연구자 촬영

[그림 3-19] 오후 7시의 행태



[그림 3-20] 10월 7일, 오후 7시의 행태지도



[그림 3-21] 10월 13일, 저녁 7시의 행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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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결

여의나루역 부근의 장소 선점 패턴 분석을 종합해보면 텐트의 유무와 관계

없이 선호 장소가 일치하면서, 공원 이용객 수가 증가하면 텐트이용객과 돗자

리이용객의 장소 선점패턴이 겹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내용

범례 텐트이용자 돗자리이용자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4시

[표 3-5]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원이용자의 장소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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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가장 먼저 점유되는 곳은 한강이 조망되면서도 그늘이 있는 곳이

다. 공원의 혼잡도가 낮은 오전에는 심리적 충돌의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시

민들은 여유롭게 공원을 이용한다. 그러나 점심시간부터 나무 아래와 대형그

늘막 주변에 대한 집중선점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공원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따라서 좁거나 경사가 있지만 그늘이 있는 구역을 선택한다거나, 조

형물 하부를 점유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공원이용객이 급속히 증가하는 오후 

4시 이후부터는 그늘이 풍부한 도시 방면보다는 그늘이 없지만 탁 트인 공간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강변의 소규모 경사 녹지는 상층부는 평

지이고 하층부는 급격히 경사도가 낮아지는 구역으로, 경사가 있어 전면이 다

른 텐트로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강을 조망하기 좋은 텐트 설치 장소로 인기

가 높다. 돗자리 이용자들은 텐트이용자가 점유하고 나서 남은 경사가 심한 

구역을 주로 이용한다. 일몰 후 저녁때가 되면 외부에서 사람의 유무를 확인

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워진다. 넓은 녹지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돗자리 이용자들은 가로등으로 비교적 밝은 수변공간으로 집중되기 시작하

며, 대교 하부공간을 이용하기도 한다. 텐트이용자들 역시 일몰 후에는 녹지공

간 한가운데보다는 가로 조명이 설치된 길 주변에 몰리게 된다. 

행태지도 작성을 통해 보았을 때, 텐트 문화는 미관 저해, 쓰레기 문제 등 

가시적 부작용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공간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다른 이용자

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관찰조사 당시 인터뷰를 통

해 텐트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이 텐트로 인해 공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답변을 다수 들을 수 있었다. 따라서, 공원에서 텐트의 수요가 일정 수

준을 넘어서면 공원의 공공성 침해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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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Q 방법론을 활용한 한강공원 텐트문화 인식 분석

1절 Q 방법론을 활용한 인식분석

인식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식이 있는데, 조경·도시·건축 분야에서

는 주로 조사가 용이하면서 양적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인 설문

조사를 채택해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해본 결과, 한강공원의 텐트가 유발하

는 쟁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 없는 시민들에게 깊이 있는 의견을 청취하

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시행했을 때, 응답자가 설문에 

수동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발견되었고, 여러 군집 간 인식의 

상호 관계에 관해서 풍부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응답자가 응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쟁점에 대해 고민하도

록 유도하는 Q 방법론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Q 방법론은 직접면담과 추출

을 통해 정리한 담론에 대해 응답자가 가장 반대하는 것부터 가장 동의하는 

것을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인식을 답변하게끔 하는 방법이다. 생소한 

방식의 설문방식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과정에 동반하여 이해가 어려운 항목에 

보충설명을 할 수 있어 성의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으며,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재분류하여 유형화함으로써 인

식 간 상호관계에 관한 깊이있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Q 방법론의 장점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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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Q 진술문의 작성

▮ Q 담론 수집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통해 한강공원의 텐트 설치에 대한 인식을 분석

하기 위하여, 직접면담식과 추출형 방식을 통해 담론을 수집하였다. 인식을 조

사하고 담론을 수집하는 과정은 Q 진술문을 작성하는 것의 토대가 되는 과정

이다.

구분 방법 대상

직접면담식 구술형
대면 인터뷰

텐트 이용자
일반 공원 이용자
지구 공공안전관

전화 인터뷰 공원관리 주무관
대화 채록 일반 공원 이용자

추출형
민원 자료
뉴스 기사

[표 4-1] 담론 수집

직접면담식 구술형은 한강공원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텐트 설치문화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질문하였다. 인터뷰는 2018년 9월 7일, 9월 8일, 9월 25일, 9월 

27일, 9월 30일, 10월 3일, 10월 7일에 걸쳐 현장에서 일반 이용자와 텐트이용

자를 무작위로 선별하여 실시하였다. 다듬어지지 않은 응답 문장은 제거하였

으며 비슷한 답변일 경우 가장 길게 답변한 응답을 선택하여 다음 표에 정리

하였다. 대화 채록은 관찰조사 시, 텐트 혹은 돗자리를 펼 자리를 살펴보고 있

는 이용객을 추적하여 채록하였다. 

공원 관리 주무관과 공공안전관을 대상으로는 2018년 9월 7일과 9월 28일에 

걸쳐 각각 대면 면담과 전화면담을 진행하였으며, 텐트 설치문화에 대한 주관

적 의견과 함께 한강공원 텐트문화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청취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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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응답자특성

일반

공원

이용자

“서울사람들은 피서올 때가 여기밖에 없나 봐~”

2018-09-07 금, 17시

10대 

여고생

(채록)
“텐트 있는 쪽에는 돗자리를 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광장

까지 나왔어요. 한강이 하나도 안 보여요. 텐트 보러 온건 지 한강 

보러 온건 지…. 텐트 치고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있을 거면 한

강에 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2018-09-08 토, 17시

20대 친구

“아니 그늘이란 그늘에 텐트를 다 쳐놔서 돗자리를 땡볕에 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하수구 옆에 쳤어요. 텐트가 있는데 

대체 왜 그늘에 다 차지하고 있는지… 진짜 짜증 나요.”

2018-09-30 일, 14시

20대 대학 

동기

“어우. 여의도는 처음인데 여긴 다시 안올 것 같아요. 여긴 다 흙

바닥이어서 흙먼지 날리고 힘드네요. 짜장면 시켰는데 단무지에 

모래 다 들어갔어요. 원래 저희 동네 가까이에 이촌을 자주 가거

든요.”

2018-09-30 일, 15시

30대 친구

“바람이 많이 부니까 모래도 날리고 춥고…. 저희도 다음엔 텐트 

빌리려고요. 바로 옆에 다닥다닥 다 텐트니까 저희도 좀 쳐보고 

싶어요. 아늑해 보이고 부럽긴 하네요.”

2018-09-30 일, 15시

20대 커플

“텐트 빌릴 돈으로 치킨 한 마리 더 시켰어요. 돈 아까워서 저희

는 담요 가져왔어요.” 

2018-09-30 일, 16시

10대 

여고생

“우린 중국에 사는데 잠시 한국에 놀러 왔어요. 사실, 중국에서도 

이런 텐트는 몇 번 봐서 익숙해요. 폴란드는 자연환경이 풍부해서 

산이나 자연 그 자체에 가는 것 같아요. 한국의 공원에서 텐트를 

치는 것은 좋아 보여요. 친근하잖아요.” 

2018-10-03 수, 14시

폴란드인 

아이 동반 

가족

“저쪽에 특이한 벤치가 생겨서 누워보고 싶은데, 사방을 텐트가 

둘러싸서 써볼 수 없었어요.”

2018-10-03 수, 14시

20대 

산책자

“저도 텐트를 설치해본 경험이 있어요. 오늘은 잠시만 앉아있다 

가려고 안 빌렸거든요. 사실 텐트는 그늘 없는 곳에 쳐도 될 거 
20대 친구

[표 4-2] 직접 면담식 구술형 담론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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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데, 그늘이란 그늘에는 다 텐트가 먼저 있어서 하는 수 없이 

화장실 옆에 돗자리를 폈어요. 쓰레기통도 옆에 있고, 자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곧 일어날 거에요.”

2018-10-03 수, 15시

“저 아래쪽(평지)에는 사람이 많아서 여기 자리 잡았어요. 여기가 

오히려 높으니까 강도 잘 보이고 사람도 없어요. 경사진 건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어차피 누워있어서.”

2018-10-07 일, 12시

20대 친구

(경사지 

선택자)

텐트 

이용자

“텐트를 치니까 더 자유롭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듣고 싶은 노래 틀고, 낮잠도 잘 수 있고. 술을 먹든 음식을 먹든. 

남들에게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2018-09-07 금, 16시

20대 대학 

동기

“텐트로 꽉 찬 공간을 바라볼 때는 답답하게 느껴졌었는데, 텐트

를 빌려 놀아보니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솔직히 서울 일상생활에

서 아늑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주말이면 사실 

북적북적한 곳을 가고 싶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론 사람 많은 게 

싫기도 해요. 근데 텐트를 치면, 밖엔 바글바글해도 안에 쏙 들어

오면 조용히 쉴 수 있으니까, 둘 다 즐길 수 있는 거죠.”

2018-09-08 토, 18시

20대 커플

“요즘은 선선해서 꼭 텐트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있는 처지에선, 아이가 텐트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둬도 되

니까 편해요. 저야 얘기가 좀 커서 괜찮긴 한데 아기가 더 어릴 

땐 수유도 할 수 있고요.”

2018-09-25 월, 14시

30대 

영유아 

양육 부부

“밖에서 보니까 별로 좋지는 않아 보이긴 하네요. 근데 텐트 쳐

보셨어요? 텐트 치고 책 읽으면 진짜 좋아요. 아늑하고.”

2018-09-27 목, 16시

50대-30대 

모녀

“그러고 보니 해외여행 갔을 때 공원에서 텐트는 단 한 번도 못 

봤던 거 같긴 하네요.”

2018-09-27 목, 16시

20대 대학 

동기

“너도나도 치니까 저희도 좀 쳐보고 싶더라고요. 비싸지 않길래 

빌려봤는데 지금 치면 불법이라고요? 빌릴 땐 그런 얘기 못 들었

는데….”

2018-09-27 목, 21시

20대 커플

“텐트가 있으니까 편하긴 편한데, 온통 텐트라 수련회 온 기분이 30대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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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해요.”

2018-09-30 일, 14시

“저희 강아지는 좀 짖는 편이라 텐트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2018-10-07 일, 16시

애견 동반 

커플

공원 

관리자 

Q: 그늘을 막는 목적으로 허용된 텐트가 조금 다르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A: 맞아요. 애초에는 한강에 그늘이 없어서 그늘을 막는 목적으로 시작된 거예

요. 그런데 요즘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의 공간이 필요하면서 목적이 변화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주변에 상점, 원터치 텐트 등이 생기다 보니 바리바리 싸 오지 

않아도 쉽게 빌릴 수 있잖아요. 설치하더라도 양쪽 면을 개방해야 하는데 개방

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이용하니까 야간엔 범죄 우려가 있죠. 공원 면적보다 관

리하시는 분들 수가 적다 보니, 센터에선 고충이 있습니다. 사실 공원이라는 게 

가족 단위 이용객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ㅇㅇ는 10~20대 연령층이 많아요. 여성

분들끼리도 자주 오는 것 같고, 커플도 많이 오는데 최근에 들어왔던 민원은 텐

트 안에서의 낯뜨거운 장면을 목격하고는 애들 데리고 와서 기겁하고 나왔다는 

민원이었어요. 

Q: 계도하기 쉽지 않으시겠어요. 텐트의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많아졌고 텐트 개

방 면을 일일이 순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대부분이 계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A: 저희도 텐트 참 고민이에요. 잔디를 훼손시키는 건 둘째치고 일단 놀러 온 

손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밤 9시 이후에는 과태료가 100만 원

이에요. 그걸 어떻게 매겨요. 웬만하면 계도인데 아주 간혹 있는 과태료 부여는 

호안 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나 샛강 쪽에서 텐트 노숙하는 분들이죠. 

Q: 제가 얼마 전 인터뷰한 분은 텐트 때문에 한강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A: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일찍 오는 누군가는 강이 보이는 곳에 오밀

조밀하게 자리를 잡는 거죠. 사실 저희는 일정 구역에 여기는 100동, 여기는 몇 

동. 이렇게 제한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어째요. 저희도 

고민입니다. 

Q: 광장에 텐트 노점상이 엄청 많아요. 혹시 허가를 받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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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형 방식은 온라인 민원창구 ‘응답소’의 민원자료와 뉴스 기사, 블로

그를 통해 텐트 문화에 대한 인식들을 미디어에서 차용하였다. 특히, 민원자료

의 경우 연구자가 실시했던 현장 인터뷰와 달리, ‘공원 내 텐트 문화’에 대

해 오랜 기간 고민해온 시민들이 작성한 정제된 글이기 때문에 좀 더 심층적

인 인식을 조사할 수 있었다. 

A: 어후. 그분들은 다 불법이죠. 노점상이라는 게 단속을 하려면 자리를 편 상태

여야 상행위로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리어카로 장사를 하고 단속을 

나가면 또 없어져요. 그리고 사실 과태료가 얼마 안하기 때문에(7만원) 그거 내

고도 장사하는 거죠. 

2018-09-07 금 

공공

안전관

Q: ㅇㅇ에서도 공원에 텐트를 치고 피크닉 하는 행태가 많이 발견되네요?

A: ㅇㅇ는 동네 주민, 연세 드신 분들,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아서 비교적 낫죠. 

ㅁㅁ는 외지인이 많고 10대에서 20대가 많아서 텐트를 더 많이 쳐요. 여긴 그나

마 동네 주민들이 시민의식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Q: 공원의 텐트를 직접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실제 겪고 계신 고충에 관해 이야

기해주실 수 있나요?

A: (계도용 안내문을 보여주며) 과태료 기준은 이러해요. 허용되는 텐트 말고 해

먹을 나무에 걸거나, 엄청 큰 타프를 설치한다거나, 야간에 텐트 안 걷는 분들을 

단속하는 거죠. 저희는 사실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일반 경찰을 대동해야 해요. 과태료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

야 하고 대부분은 계도 정도로 그쳐요. 처음엔 안내방송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

금은 방송도 시끄럽다고 해서 잘 하지 않아요. 놀러 온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 

하는 것 저희도 힘들어요.

Q: 관리 측면 외적인 부분에서는 공원에 텐트치는 것을 어떻게 보시나요?

A: 텐트를 치는 것 자체는 문제가 그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단지, 텐트를 치

고 안에서 애정행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과도한 음주를 하면

서 고성방가를 하게 되면 우리는 단속해야 하니까 피곤해지죠. 쓰레기도 참 문

제고.

2018-09-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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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제목

민원

자료

《. . . 요즘 보라매 공원에 갈 일이 있어서 주말에 산책을 간 적이 

있습니다. . . 도심공원은 시민들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

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돗자리를 깔고 쉴 수는 있겠지만, 캠핑장

도 아닌데. . . 밖에서 보이지도 않는 폐쇄적(?)으로 자기들만의 공간

을 점유한 모습이 보기에 좋지가 않다고 느꼈습니다. 문득, 외국 

여행 갔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도심공원에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 》

『도심공원 

텐트금지』

2014-05-27

《. . . 하절기 공원이용객 증가와 한낮 뜨거운 햇빛을 피하며 휴식을 

즐기기 위한 공원내 유휴공간에 그늘막 설치 허용 민원이 발생하

는 등 공원 특성에 따라 그늘막과 텐트 설치를 놓고 다양한 의견

이 있습니다. 공원이용객 편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수용과 어린

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행태에 맞는 그늘막이나 텐트 설치를 

허용기준을 정해 공원 성격에 맞도록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원 내 텐트 설치 금지를 위한 뚜렷한 법적 규

정이 없는 상황으로 일방적으로 텐트를 금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입

니다. . . 》

『도심공원 

텐트금지(답

변)』

2014-05-27

《. . . 기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한강에 잔디밭이라면 어디

든 음식을 바리바리 싸 와 텐트를 칩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 및 음

식쓰레기 증가, 잔디밭 훼손 등으로 쾌적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권리가. . .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 》

『한강공원 

관리관련』

2016-05-09

《. . . 해외 여러 수도를 돌아다니다 보니. . . 일부 시민들의 핫플레이

스 지역에 장시간 개인 영역 사용으로 인해(텐트 설치 후 다른 시

민들이 그 지역을 사용할 수 없음) 다수 시민이 피해를 입음. . . 미

관상 좋지 않음. . . 한강시민공원 핫플레이스 지역은 텐트 설치 금지 

구역으로 지정. . . 》

『한강시민공

원 내 

핫플레이스 

텐트 설치 

금지제안』

2016-07-24

뉴스

기사

《. . . 그늘막 용도로 설치가 허락된 소형 텐트 안에서 벌어지는 연

인들의 과도한 애정 표현도 들뜬 마음으로 한강공원을 찾은 어린

이들 발걸음을 집으로 향하게 만든다. 실제 13일 찾은 여의도한강

공원에선 문이 열린 텐트서 입맞춤 등 잦은 접촉은 물론, 아예 텐

트를 닫고 애정행각을 벌이는 청춘들 탓에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

다 아예 자리를 뜨는 가족들이 눈에 띄었다. 한 청소 요원은 “최

근 몇 년 사이 ‘원터치 텐트(한 번에 펴지는 텐트)’ 이용이 확산

되면서 민망한 장면들이 수도 없이 목격된다”고 했다. 》

김형준 

"아찔한 

불쇼ㆍ스킨십

…동심파괴 

한강공원", 

『한국일보』

2018-06-14

[표 4-3] 추출형 담론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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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진술문의 작성

분류 번호 내용

공원

이용

1 텐트가 빼곡한 모습을 보면 답답하게 느껴진다.

2 텐트는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 그늘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3 텐트이용자들은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4 텐트는 피크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5
한강을 찾는 이유는 강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만끽하는 것보다는 일행과 

피크닉을 즐기기 위해서이다. 

6 평소 사적인 공간보다는 탁 트인 공간에 있을 때 좀 더 즐겁다.

7
텐트를 치는 것은 그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개인적 공간이 필요해서이

다.

8
텐트를 치면 텐트 안에서는 공원을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

다. 

9 텐트를 치면 일행과는 더욱 친밀해질 수 있다. 

10
다른 이용자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강이 잘 보이는 구역에는 텐트를 금

지해야 한다. 

11
다른 시민들이 텐트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12
텐트를 설치하는 것은 쓰레기, 녹지 훼손, 치안 문제 등과는 관련이 없

다.

13
공원에 텐트가 과도하게 많아졌을 때, 발생하는 미관훼손 및 공공성 저

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14 공원에 텐트가 많아진 것은 텐트 대여와 설치가 간편해졌기 때문이다.

공공성

15
공공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은 좋지만 내가 드러나는 것은 

싫다.

16 텐트를 치는 것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방해가 될 수도 있다.

17 도시공원에서 텐트를 치는 것은 공원을 폐쇄적으로 만든다. 

18
공공공간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공평하게 이용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관리

19 한강공원 내 텐트 설치에 대한 규칙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0 텐트이용자들은 공원 내 텐트 설치 법규를 준수한다.

21 텐트로 인한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위가 자주 눈에 띈다.

22 공원에 텐트를 치는 문화는 관리하거나 규제할 필요는 없다.

23
텐트 이용에 대한 규제는 단속보다는 자발적 시민의식의 실천이 필요하

다.

24 다른 이용자들을 위하여 텐트 설치는 공간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표 4-4] Q진술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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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비구조형의 진술문 작성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연구 주제와 

관련된 모든 문장이 Q 진술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문장이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텐트이용자, 미이용자, 공원관리자의 분류

별로 담론을 수집하여 특정한 방향,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했다.

수집한 담론 중 중복되는 진술을 제거하고 대표성 있는 담론만 정리하였으

며 예비 테스트를 통해 적절치 못한 문장을 제거해 24개의 Q 진술문을 작성

하였다.

3절 Q-sorting

연구자는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니는 각 집단을 대변하여 Q-Sorting에 참여

시키기 위해, 담론 수집과 마찬가지로 일반이용자, 텐트이용자, 공원관리자를 

표본으로 적절히 선정하였다. Q 방법론의 특성상 표본 즉, 연구대상자의 수가 

많을 필요는 없으므로 요인 추출과 요인 분석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인원인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Q-sorting은 준비된 Q 진술문을 연구대상자로 하여금 분류하게 하는 과정이

다. Q진술문을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강제분포와 자유분포 방식이 있는데 이 

두 방법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어느 방법이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41)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틀 구축의 용이성과 

통계상의 편의를 위하여 강제분포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자의 연구설계에 따라 정해진 숫자만큼 카드 형태로 만든 

진술문을 정규분포 형태로 정렬해야 한다. 이때, 정렬은 가장 반대하는 것에서

부터 가장 동의하는 것까지 강제적으로 배열하게 되며, 양극단의 가장 반대하

는 진술문 2개,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 2개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하는 답변 

사항을 정리하여 추후 통계 결과 해석에 활용하였다. 

41) 김순은(2007), 『Q방법론과 사회과학』, 도서출판 금정,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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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

n=3 n=3 n=3 n=3

n=2 n=2 n=2 n=2

-4 -3 -2 -1 0 +1 +2 +3 +4

가장 반대 《 보통 》 가장 동의

[표 4-5] 진술문의 정규분포도 

[그림 4-1] Q-sorting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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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분석의 결과 

Q 분석은 PQMethod Version 2.35를 활용하였으며, 주요인분석(PCA)방법과 

배리맥스 회전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최초 적재치를 기준으로 각 요인

의 아이겐 값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고 5번째 요인부터 낙차가 미미하

여 4개의 요인과 3개의 요인을 각각 회전하였으나, 4번째 요인이 뚜렷한 결과

치가 드러나지 않아 3개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Cumulative Communalities Matrix 

                Factors 1 Thru ....

                   1         2         3         4         5         6         7         8

 SORTS

  1 1general      0.5037    0.5097    0.6141    0.7443    0.7457    0.7840    0.7842    0.8002

  2 2general      0.2056    0.5419    0.5512    0.5781    0.6466    0.6466    0.6971    0.7035

  3 3general      0.6333    0.8105    0.8323    0.8419    0.8649    0.8706    0.8853    0.8905

  4 4general      0.5731    0.5733    0.5786    0.6161    0.6297    0.6820    0.7108    0.7501

  5 5general      0.6467    0.6866    0.8788    0.8789    0.8985    0.9159    0.9290    0.9290

  6 6general      0.5348    0.6118    0.7049    0.7095    0.7814    0.7826    0.7959    0.7963

  7 7general      0.3357    0.5288    0.5686    0.5740    0.7239    0.7271    0.7881    0.8035

  8 8general      0.2149    0.2895    0.5948    0.5959    0.6837    0.6985    0.9357    0.9370

  9 9general      0.1874    0.5351    0.6055    0.6319    0.6319    0.6434    0.7160    0.8641

 10 10general     0.3047    0.6480    0.6691    0.7211    0.7333    0.8070    0.8222    0.8279

 11 11general     0.2745    0.3276    0.5485    0.5488    0.6427    0.6949    0.7144    0.7616

 12 12general     0.3098    0.6677    0.6682    0.6683    0.6686    0.6874    0.7609    0.9519

 13 13general     0.3681    0.4051    0.4630    0.5774    0.5842    0.5891    0.8104    0.8109

 14 14tent        0.4775    0.4815    0.6044    0.6524    0.7660    0.8032    0.8037    0.9141

 15 15tent        0.7232    0.7333    0.7452    0.8453    0.8522    0.8531    0.8783    0.8845

 16 16tent        0.3841    0.4316    0.4450    0.4865    0.6159    0.7541    0.7597    0.8462

 17 17tent        0.2644    0.6483    0.7542    0.7654    0.7654    0.7902    0.7928    0.8447

 18 18tent        0.0337    0.5037    0.5707    0.6293    0.7840    0.7862    0.7921    0.8113

 19 19tent        0.1832    0.1878    0.1992    0.6410    0.8331    0.8373    0.8374    0.8785

 20 20tent        0.2563    0.3937    0.4713    0.4996    0.5416    0.7539    0.7570    0.7572

 21 21tent        0.4992    0.5982    0.7136    0.7167    0.8042    0.8042    0.8081    0.8260

 22 22tent        0.1567    0.5578    0.5677    0.6296    0.6706    0.7178    0.8723    0.8725

 23 23tent        0.3841    0.6091    0.6417    0.7859    0.7921    0.7923    0.8703    0.8775

 24 24tent        0.4301    0.4457    0.4511    0.5365    0.5467    0.7498    0.7866    0.7982

 25 25tent        0.1984    0.3643    0.5575    0.6826    0.7485    0.7516    0.7526    0.8010

 26 26manager    0.1415    0.3210    0.4464    0.4677    0.4914    0.5835    0.7098    0.8411

 27 27manager    0.3545    0.3691    0.7827    0.7836    0.8097    0.8405    0.8446    0.8591

 28 28manager    0.2321    0.3353    0.3354    0.6436    0.7411    0.8848    0.8923    0.9627

 29 29sheriff      0.4064    0.4660    0.6741    0.8072    0.8082    0.8341    0.8342    0.8387

 30 30sheriff      0.6106    0.6272    0.6274    0.7197    0.7410    0.8264    0.8302    0.8388

cum% expl.Var.       36        51       60        67       72        76       81       84

[표 4-6] Q 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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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요인의 총 변량은 59%의 설명력을 보였고, 제1유형은 11명, 제2유형은 

11명, 제3유형은 7명으로 분류되었다. 연구자는 +4, +3, -3, -4의 요인가를 갖

는 진술문을 유형의 대표성을 띠는 진술문으로 판단하고 유형을 해석했다. 

응답자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응답자의 배경변수
1 0.5939    0.4927   0.1363 일반 공원이용자
2 0.0620    0.7395  -0.0235 일반 공원이용자
3 0.1703    0.7975  0.4089 일반 공원이용자
4 0.4953    0.4339   0.3808 일반 공원이용자
5 0.2652    0.2840   0.8532 일반 공원이용자
6 0.0928    0.6355  0.5408 일반 공원이용자
7 0.6729   -0.0087   0.3402 일반 공원이용자
8 0.7660 0.0766   -0.0465 일반 공원이용자
9 0.7009 -0.2127   0.2627 일반 공원이용자
10 -0.0457   0.7895    0.2091 일반 공원이용자
11 0.5142    0.5161   -0.1332 일반 공원이용자
12 0.0640    0.8107 0.0831 일반 공원이용자
13 0.6027    0.2095 0.2363 일반 공원이용자
14 0.6662    0.3691 0.1561 텐트이용자
15 0.3750    0.5710 0.5277 텐트이용자
16 0.3826    0.1783  0.5166 텐트이용자
17 0.3654   -0.2197   0.7565 텐트이용자
18 0.5956   -0.4360   0.1607 텐트이용자
19 0.351642)  0.2001    0.1885 텐트이용자
20 0.6518    0.0084    0.2155 텐트이용자
21 0.4943    0.6841    0.0365 텐트이용자
22 -0.1280   0.7392    0.0699 텐트이용자
23 0.4573    -0.0330  0.6568 텐트이용자
24 0.4879    0.2846    0.3634 텐트이용자
25 0.1512    -0.0934  0.7252 텐트이용자
26 0.2616    0.5809   -0.2013 공원관리자(센터 주무관)
27 -0.1410   0.4120   0.7701 공원관리자(센터 주무관)
28 0.1261    0.5407 0.1646 공원관리자(본부 주무관)
29 0.1767    0.1499    0.7877 공원관리자(공공안전관)
30 0.5245    0.3517    0.4782 공원관리자(공공안전관)

% expl.Var.  19   22     18
cum% expl.Var.   19   41     59

[표 4-7] 요인분석표

42) Q 소트 19는 요인 1에 유의미한 적재를 보이지 않아 무효사례로 처리했다. Q표본의 수가 n=30이므
로 95%의 유의도 수준에서 1.96(1/√30)=0.36보다 작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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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진술문 F1 F2 F3
1 텐트가 빼곡한 모습을 보면 답답하게 느껴진다. -1 2  0

2
텐트는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 그늘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

다.
1 0 -3

3
텐트 이용자들은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1 -2 -2

4 텐트는 피크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4 -2 -2

5
한강을 찾는 이유는 강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만끽하는 것보

다는 일행과 피크닉을 즐기기 위해서이다. 
-2 0 0

6
평소 사적인 공간보다는 탁 트인 공간에 있을 때 좀 더 즐겁

다.
3 -1 -1

7
텐트를 치는 것은 그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개인적 공간이 

필요해서이다.
-1 3 0

8
텐트를 치면 텐트 안에서는 공원을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0 -3 3

9 텐트를 치면 일행과는 더욱 친밀해질 수 있다. 2 -1 2

10
다른 이용자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강이 잘 보이는 구역에는 

텐트를 금지해야 한다. 
-2 1 -1

11
다른 시민들이 텐트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 경험해보고 싶

은 마음이 생긴다.
4 -1 2

12
텐트를 설치하는 것은 쓰레기, 녹지 훼손, 치안 문제 등과는 

관련이 없다.
2 -4 -4

13
공원에 텐트가 과도하게 많아졌을 때, 발생하는 미관훼손 및 

공공성 저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0 1 1

14
공원에 텐트가 많아진 것은 텐트 대여와 설치가 간편해졌기 

때문이다.
2 1 3

15
공공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은 좋지만 내가 드

러나는 것은 싫다.
-1 -1 0

16 텐트를 치는 것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방해가 될 수도 있다. 4 2 4
17 도시공원에서 텐트를 치는 것은 공원을 폐쇄적으로 만든다. -4 3 -3

18
공공공간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공

평하게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 4 4

19 한강공원 내 텐트 설치에 대한 규칙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 -3 -1
20 텐트이용자들은 공원 내 텐트 설치 법규를 준수한다. 0 -2 -2
21 텐트로 인한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위가 자주 눈에 띈다. -2 2 1
22 공원에 텐트를 치는 문화는 관리하거나 규제할 필요는 없다. 0 -4 -4

23
텐트 이용에 대한 규제는 단속보다는 자발적 시민의식의 실

천이 필요하다.
3 0 1

24
다른 이용자들을 위하여 텐트 설치는 공간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3 4 2

[표 4-8] 진술문의 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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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도시공원 내 텐트 설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반 공원

이용자, 텐트이용자, 공원관리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해보면 공원 내 텐트 설치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따라 유형이 나뉘며 이

들 유형은 텐트 설치에 관한 부작용에 대한 인지와 관리의 필요성을 각각 다

르게 체감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서 현재 공원 내 텐트 설치를 둘러싼 문제 

발생의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자 한다. 

[그림 4-2] Q 방법론을 통한 인식의 유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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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텐트에 대해 수용적이고 관리에 무관심한 제1유형

제1유형은 일반 공원이용자 6명, 텐트이용자 4명, 공원관리자 1명(공공안전

관)이 속한다. 이들은 탁 트인 경관과 자연을 느끼기 위해 한강을 이용하는 사

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크닉을 할 때 텐트의 필요성을 가장 덜 느끼는 유

형이다. 텐트의 유무와 관계없이 한강을 찾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

지만, 다른 사람들이 텐트를 치는 모습을 보고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을 하며 

언제든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텐트가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

러나 텐트가 공원을 폐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진술문에는 반대한다. 또한, 

이들은 공간적으로 텐트를 분리하거나 강이 잘 보이는 곳에 텐트를 금지하는 

등의 적극적 규제와 관리 방식에는 일관적으로 소극적 반응을 보였으며, 자발

적 시민의식의 실천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유형의 구성원 과반수가 

일반 공원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텐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는 긍정적 수용

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잠재적 텐트이용자로 판단할 수 있다. 

“피크닉 할 때 정말로 텐트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개인의 선택지 중 하

나인 것 같습니다. 돗자리를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의자를 가져

갈 수도 있고요. 텐트를 안 써봤거든요. 근데 볼 때 재밌어 보여서 나중에 나

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 일반 공원이용자 8

“텐트 때문에 공원이 폐쇄적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텐트로 인해서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규제로 해결

이 될 것 같다기보다는 반발이 더욱 심할 것 같아요. 텐트가 있으면은 약간 

불편함을 느끼기는 해요. 내 시야를 가린다든가, 아니면 걸을 때 좀 불편하다

든가 이런 게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텐트를 치는 사람이, 여기보다는 저기 

있으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조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 일반 공원이용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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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는 Q진술문 표준점수

11
다른 시민들이 텐트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

이 생긴다.
1.880

16 텐트를 치는 것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방해가 될 수도 있다.       1.210
6 평소 사적인 공간보다는 탁 트인 공간에 있을 때 좀 더 즐겁다.   1.079

23
텐트 이용에 대한 규제는 단속보다는 자발적 시민의식의 실천이 필

요하다.
1.071

14
공원에 텐트가 많아진 것은 텐트 대여와 설치가 간편해졌기 때문이

다.
1.009

반대하는 Q진술문 표준점수

5
한강을 찾는 이유는 강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만끽하는 것보다는 일

행과 피크닉을 즐기기 위해서이다. 
-1.141

24 다른 이용자들을 위하여 텐트 설치는 공간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1.210
19 한강공원 내 텐트 설치에 대한 규칙에 대해 잘 알고 있다.        -1.480
17 도시공원에서 텐트를 치는 것은 공원을 폐쇄적으로 만든다.       -1.611
4 텐트는 피크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1.880

[표 4-9] 제1유형의 표준점수±1.00 이상인 진술문

Q-진술문 F1 F2 F3
20 텐트이용자들은 공원 내 텐트 설치 법규를 준수한다. 0 -2 -2

22
공원에 텐트를 치는 문화는 관리하거나 규제할 필요는 없

다.
0 -4 -4

[표 4-10] 공원의 텐트문화 관리에 대해 무관심한 제1유형

법규 미준수 중립 법규 준수

제2유형

제3유형
제1유형

규제 및 관리 필요 중립 규제 및 관리 필요 없음

제2유형

제3유형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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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텐트에 부정적이고 적극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제2유형

제2유형은 대체로 공원 내 텐트 설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이용자 6명, 텐트이용자 3명, 공원관리자(센터주무관 1명, 본부주무관 1명) 

2명이 속해있다. 이들이 특히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공원에 텐트를 

치는 문화를 관리하거나 규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항목과 ‘텐트를 설치하는 

것이 쓰레기, 녹지 훼손, 치안 문제 등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항목이다.

이들은 공원을 많은 사람이 공평하게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강력하게 인식하

며, 텐트 설치의 목적을 개인적 공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

다. 따라서 공원에 텐트를 치는 문화는 관리하거나 규제할 필요가 분명하며, 

필요하다면 공간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 심각하고, 녹

지도 물론 훼손되고 있어요. 규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리는 해야 해요. 가까

이서 봐도 멀리서 봐도 따닥따닥 답답하죠. 공원인데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해요. 텐트로 일정 공간을 점유해버리면 공간에 대한 권리 같

은 게 생겨버리잖아요? 몇 시간 동안 점유를 하는 거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

해요.”                                               - 일반 공원이용자3

  “지금으로써는 너무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숫자를 정한다든

지 아니면 공간을 분리한다든지 그런 규제가 반드시 필요할거라고 생각해서 

가장 반대에 넣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외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도 관찰

하고 좀 자유로운 것을 만끽하기 위해 한강을 찾는 건데 텐트는 그런 의도와

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분리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일반 공원이용자12

제2유형에 속한 응답자 중 텐트이용자 3명은 텐트를 처음 설치해보았거나, 

자신의 행동이 다른 이용자들과 공원 환경에 끼칠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어 공

간적으로 분리하는 것과 같은 조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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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방해가 된다면 관리와 규제가 필요해요. 저는 텐트를 쳤지

만, 이게 누군가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공공공간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

수에게 불편을 준다면 분리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텐트이용자2

동의하는 Q진술문 표준점수

18
공공공간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공평하게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863

24 다른 이용자들을 위하여 텐트 설치는 공간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1.191

7
텐트를 치는 것은 그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개인적 공간이 필요해

서이다.
1.173

17 도시공원에서 텐트를 치는 것은 공원을 폐쇄적으로 만든다.    .949
1 텐트가 빼곡한 모습을 보면 답답하게 느껴진다.       .914

반대하는 Q진술문 표준점수

3
텐트 이용자들은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

다.
-.949

19 한강공원 내 텐트 설치에 대한 규칙에 대해 잘 알고 있다 -1.155

8
텐트를 치면 텐트 안에서는 공원을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415

12
텐트를 설치하는 것은 쓰레기, 녹지 훼손, 치안 문제 등과는 관련이 

없다.
-1.621

22 공원에 텐트를 치는 문화는 관리하거나 규제할 필요는 없다.      -1.863

[표 4-11] 제2유형의 표준점수±1.00 이상인 진술문

Q-진술문 F1 F2 F3
17 도시공원에서 텐트를 치는 것은 공원을 폐쇄적으로 만든다. -4 3 -3

[표 4-12] 텐트가 공원을 폐쇄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제2유형

텐트-폐쇄성 연관 없음 텐트-폐쇄성 연관 있음

제1유형 제3유형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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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진술문 F1 F2 F3

2
텐트는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 그늘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1 0 -3

10
다른 이용자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강이 잘 보이는 구역에는 

텐트를 금지해야 한다. 
-2 1 -1

24
다른 이용자들을 위하여 텐트 설치는 공간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3 4 2

[표 4-13] 텐트이용을 공간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2유형

공존           공간적 분리 필요

제1유형 제3유형 제2유형

3. 텐트를 선호하지만,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는 제3유형

제3유형은 텐트 설치의 즐거운 경험을 존중하고 때에 따라 필요하다고 느끼

지만 공원 내 텐트 설치가 일으키는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관리의 필

요성을 느끼는 유형이다. 제3유형에는 일반 공원이용자 1명, 텐트이용자 4명, 

공원관리자(센터주무관 1명, 공공안전관 1명) 2명이 속해있다.

“규제가 없으면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생길 거에요. 공원 환경에도 영

향을 미치고요. 규제가 있어야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원관리자(공공안전관)1

“예전보다 공원에 텐트를 치는 이용자 수가 현저히 늘었습니다. 그렇기

에 질서 있고 깔끔한 공원 유지를 위해서는 텐트를 치는 문화와 관련하여 규

제하거나 관리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텐트이용자4

공원 내 텐트 문화의 관리 필요성이나 부작용과의 연관성을 체감한다는 점

에서 제2유형과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텐트를 설치함으로써 가능해지는 자

유로운 이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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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해진 허용구역과 허용시간에 텐트를 설치했다면, 관리자로서는 

그 안에서 무얼 하는지는 관여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쉴 수 있지 않을까요?”

                                         - 공원관리자(공공안전관)1

“일단 뻥 뚫린 오픈스페이스에서 텐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

의 시선으로부터 차단되고 안락함이 생기기 때문에 일행과는 더욱 친밀해질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 텐트이용자4

“저희 아기가 아직 어려서, 텐트가 없으면 사실 공원은 오기 힘들어요. 

낮잠도 자주 자는 편이고, 요새는 또 쌀쌀하잖아요. 여름엔 그늘 때문에 꼭 

필요했고요. 텐트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 텐트이용자12

이들은 텐트를 치는 것이 누군가에게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텐

트이용자들이 공원 내 텐트 설치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원에 텐트를 치는 행위가 공원을 폐쇄적으로 만든다는 진술문과 다른 이용

자들을 위해 그늘이 없는 곳에 텐트를 쳐야 한다는 진술문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

“그늘이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늘이 없는 잔디밭에만 설치하

라고 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 그

늘이 없는 곳에 쳐라? 다른 이용자보다 텐트이용자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 공원관리자(공공안전관)1

  “텐트를 이용하려는 이유가 단지 햇빛을 피하기만을 위해서는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공간이 필요해서라거나 조금 더 편하게 휴식을 취하

기 위해서 등 여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늘이 없는 곳에만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해서 선택하였습니다.”       - 텐트이용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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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는 Q진술문 표준점수

18
공공공간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공평하게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791

16 텐트를 치는 것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방해가 될 수도 있다.       1.613

14
공원에 텐트가 많아진 것은 텐트 대여와 설치가 간편해졌기 때문이

다.
1.344

8
텐트를 치면 텐트 안에서는 공원을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252

11
다른 시민들이 텐트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

이 생긴다.
.987

반대하는 Q진술문 표준점수
20 텐트이용자들은 공원 내 텐트 설치 법규를 준수한다.             -1.165
2 텐트는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 그늘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1.252
17 도시공원에서 텐트를 치는 것은 공원을 폐쇄적으로 만든다.       -1.256

12
텐트를 설치하는 것은 쓰레기, 녹지 훼손, 치안 문제 등과는 관련이 

없다.
-1.344

22 공원에 텐트를 치는 문화는 관리하거나 규제할 필요는 없다.      -1.791

[표 4-14] 제3유형의 표준점수±1.00 이상인 진술문

Q-진술문 F1 F2 F3

8
텐트를 치면 텐트 안에서는 공원을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0 -3 3

[표 4-15] 텐트 설치로 공원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제3유형

텐트 이용 시 자유를 느끼지 못함 중립 텐트 이용 시 자유를 느낌

제2유형 제1유형       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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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Q 방법론을 활용한 인식조사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유형에 상관없이 응답자

들은 공통으로 공원에서의 텐트 설치에 대한 법규 내용을 알지 못하며 제도의 

유무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또한, 공원 내 텐트 설치가 다른 누군

가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는 모든 유형이 동의하고 있지만 이를 문

제로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관리 혹은 규제의 필요성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

었다.

[그림 4-3] 공원 내 텐트 설치에 대한 유형별 인식 비교

텐트에 대해 수용적이고 관리에 무관심한 제1유형은 텐트 문화에 대한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관리 측면에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텐트 이용에 대한 규제는 단속보다는 자발적 시민의식의 실천이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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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제2유형과 제3유형은 제1유형보다 텐트 문화가 

일으키는 부작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규제와 관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

고 있다. 그중에서도 제2유형은 텐트이용자들의 장소 선점이 분리되어야 한다

는 강경한 생각을 하고 있다. 반면 제3유형은 관리의 필요성은 체감하고 있지

만, 공간의 분리와 같은 진취적 방안에는 회의적 반응을 보인다. 이는 제2유형

과 제3유형이 관리의 필요성 면에서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제2유형은 기본적으로 텐트를 반대하고, 제3유형은 찬성하는 측면에 있기 때

문으로 드러난다.

 

[그림 4-4] 유형별 관리의 필요성 체감도 비교

모든 유형이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데 있어서 텐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공원에서 텐트피크닉을 경험해 본 제3유형은 텐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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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새로운 경험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며 즐거워한다. 텐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제2유형을 제외한 제1유형과 제3유형의 텐트이용자들은 다른 시

민들이 텐트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고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제1유형이 해당 진술문에 강하게 동의함으로써 1유형의 일반 

공원이용자들이 잠재적 텐트이용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유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공원에 텐트가 많아진 원인이 텐트 대여와 설치가 간편해졌기 

때문이라는 진술문에 대해서 모든 유형이 동의하였으며, 텐트이용자의 비율이 

높은 제3유형이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텐트에 호의적인 제3유형

의 사람들이 한강을 찾는 이유와 텐트를 치는 이유에 대해서 중립적 표현을 

한 것으로 볼 때, 텐트를 치게 되는 원인은 이용자가 특정 목적성을 갖고 시

작하기보다는 남들이 해서, 빌리기 쉽고 설치하기 쉬워졌기 때문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Q-진술문 F1 F2 F3
4 텐트는 피크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4 -2 -2

8
텐트를 치면 텐트 안에서는 공원을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0 -3 3

11
다른 시민들이 텐트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 경험해보고 싶

은 마음이 생긴다.
4 -1 2

14
공원에 텐트가 많아진 것은 텐트 대여와 설치가 간편해졌기 

때문이다.
2 1 3

5
한강을 찾는 이유는 강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만끽하는 것보

다는 일행과 피크닉을 즐기기 위해서이다. 
-2 0 0

7
텐트를 치는 것은 그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개인적 공간이 

필요해서이다.
-1 3 0

[표 4-16] 텐트문화 발생과 관련한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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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절 연구의 요약

본 논문은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공원 내 텐트를 둘러싼 갈등을 연

구하기 위하여 행태지도 작성과 Q 방법론을 활용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행태지도 작성을 통해 텐트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용객이 점유하고자 하는 

장소가 일치하면서 텐트가 다른 이용자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Q 방법론을 통해 공원 내 텐트 설치가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 응답자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행과 좀 

더 친밀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텐트를 선호하는 시민들도 존재하지

만, 공원 내 텐트 수요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다른 누군가의 공원 이용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고, 적절히 규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먼저 관찰조사를 통한 행태지도 작성을 거쳐 일반 공원이용자와 텐트이용자

의 장소 선점은 그늘의 유무, 한강 조망의 여부와 긴밀한 연관이 있고, 그늘과 

한강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다수의 이용자가 선호하게 되면서 텐트라는 점유물

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원의 혼잡도가 높아지면서 일

반 공원 이용자들이 텐트에 밀려 그늘이 없는 경사지나 조형물 하부로 내몰리

는 과정에서 심리적 갈등을 유발한다. 그러나 그늘과 한강이 조망되는 곳에 

텐트를 금지하는 것은 기준이 모호한 제도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며 

텐트이용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간적

으로 분리를 하되, 텐트를 허용하는 구역을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판단된다. 공원 내에서 텐트를 허용하는 구역을 세부적으로 제한함으로

써 공원이용자 모두가 잠재적 감시자 역할을 하게끔 유도하고 절기에 따라 허

용구역을 순환시킨다면, 녹지 훼손 등의 공원 환경 보존도 꾀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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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으로 Q 방법론을 통해 공원에서의 텐트 설치 활동을 둘러싼 주체들의 

인식 유형 3가지를 도출하였다. 제1유형은 텐트에 대해 수용적으로 생각하고 

관리 측면에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텐트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

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텐트 이용에 대한 규제는 단속보다는 자발적 

시민의식의 실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제2유형과 제3유

형은 제1유형보다 텐트 문화가 일으키는 부작용에 대해 깊이 체감하고 있어 

규제와 관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텐트를 반대

하는 입장의 제2유형은 텐트의 이용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강경한 

생각을 하며, 공원 내 텐트에 대해 찬성하는 제3유형은 공간의 분리와 같은 

적극적 방안에는 회의적 반응을 보인다. 모든 유형은 피크닉을 즐기는 데 있

어서 텐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3유형은 텐트 안에서의 

새로운 경험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며 즐거워하며 때에 따라 텐트가 필요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유형 분석을 통해 텐트 설치의 원인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모든 

유형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텐트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

고, 최근 공원에 텐트가 많아진 원인이 텐트 대여와 설치의 간편성 때문이라

는 진술문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때, 텐트 설치의 시작은 이용자가 특정 

목적성보다는 남들이 하는 모습이 부러워서, 빌리기 쉽고 설치하기 쉬워졌기 

때문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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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제언

공원은 개인적 휴식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적절한 거리감 속에서 다른 사람

들을 구경하고, 나의 모습과 행동이 타인에게 보여지는 사회적인 만남의 장이

다. 우리나라 도시공원에서 나타나는 텐트문화는 전통적 공공공간의 의미와는 

다른 양상이지만 다수의 시민이 즐거워하는 새로운 문화이다. 시대는 계속해

서 변화하고 그 시대의 문화가 담긴 공원 역시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

의 공원 이용문화의 등장은 이를 적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텐트문

화를 연구한 결과, 시민들이 텐트 설치행태의 문제를 체감하고 있었으며, 텐트

가 반드시 필요해서 혹은 개인적 공간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공원운영의 측면에서는 공원 내 텐트문화를 존중

하되, 적절히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쓰레기 발생, 

녹지 훼손, 치안상 문제 등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다른 이

용자들을 공간·사회적으로 소외시켜 공원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이 방문하는 공원에서 이와 같은 갈등이 생겨나는 것

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발생한 갈등의 양상을 발견하고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

이 중요하다. 시민들이 왜 이 문화를 좋아하는지, 부작용이 무엇인지, 갈등의 

양상이 어떠한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갈등을 구성하는 

다양한 유형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갈등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면 갈등 해결

의 실마리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공간적 현황분석과 

동반한 관찰조사와 이해관계자의 인식조사를 통한 정성·정량적 방법이 뒷받

침된다면 행정절차 혹은 입안 시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공

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관리자들의 공통된 생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반

영한 운영과 관리가 행해진다면, 자발적 시민의식의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하고 주인의식을 갖는 공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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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구분 면적 길이 위치 키워드 특징

광나루 1,554,810㎡ 12km 
서울시계~

성내천교 전
생태

*서울시 유일 상수원 보호구역

한강 상류 모래톱, 갈대군락지, 

철새서식처, 암사생태공원,

고덕생태공원

잠실 539,071㎡ 4.8㎞ 
성내천교~

영동대교 중앙
생태

자연학습장, 잠실어도, 

유람선,수영장

뚝섬 825,000㎡ 11.5km
광진교 상류 육상~

중랑천교
체육

자벌레, 수상스포츠, 장미원,

음악분수, 수변광장, 수영장,

나눔장터, X게임장, 인공암벽장

잠원 474,213㎡ 5.4㎞ 
영동대교 중앙~

잠수교 상류 철탑

피크닉

체육

프라디아 야경, 누에학습장, 

수상스포츠

반포 567,600㎡ 7.2㎞ 

잠수교 상류 철탑~

하류쪽 한강철교 

중앙

야간
수변무대, 달빛광장, 무지개분수, 

세빛 둥둥섬

이촌 922,185㎡ 10.2㎞ 
중랑천교 전~

욱천교
피크닉 자연학습장, 도하체험장, 노들섬

여의도 1,487,374㎡ 8.4km 

최하류 쪽

한강철교 중앙~

국회 뒤 샛강사면

문화 

피크닉

물빛광장, 물빛무대, 요트마리나, 

밤섬, 생태연못, 수질정화원, 

관찰마루, 페스티벌스탠드, 

유람선

망원 422,347㎡ 7.4㎞ 
만초천교 전~

홍제천교 전
피크닉 수영장, 절두산순교기념관

난지 787,395㎡ 4km 
홍제천교~

서울시계 난지천

캠핑 

체육

거울분수, 요트마리나, 음악분수, 

물놀이장, 생태캠핑장, 

생태습지원, 성인야구장, 

자전거공원

양화 361,628㎡ 5.9㎞ 여의샛강~가양대교 낚시 장미단지, 월드컵분수, 물억새길

강서 1,035,463㎡ 8.5㎞ 
가양대교 중앙~

서울시계

생태 

낚시

생태습지, 조류전망대, 습지 

탐방로

[부록 1] 한강공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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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시어 본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본 설문은 도시공원에 텐트를 설치하는 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도시공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당 문화

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반영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를 위한 통계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응답자분의 소

속 및 부서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응답자분의 통계적 구분(텐트이용자 / 일반이용자 / 공공안전관 / 공원관리

자)만이 연구에 포함됩니다. 

본 설문의 소요 시간은 약 15분이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좋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 전공

도시조경계획 연구실 

유 예 슬 석사과정

[부록 2] 설문 안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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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

n=3 n=3 n=3 n=3

n=2 n=2 n=2 n=2

-4 -3 -2 -1 0 +1 +2 +3 +4

가장 

반대
《 보통 》

가장 

동의

(1) 먼저 24개의 카드를 전체적으로 읽으세요.

(2) 진술문 카드를 다시 한번 읽으신 후, 일차적으로 반대, 보통, 동의 세 분

류로 나눠주세요.

(3) (2)에서 분류한 카드를 가장 반대하는 것에서부터 가장 동의하는 것까지 

나열하세요. 카드판에서는 맨 왼쪽으로 갈수록 '가장 반대', 맨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장 동의'를 의미합니다. 

(4) 칸의 높낮이는 응답자의 동의 정도와 관계없으며, 카드의 개수만을 의미

합니다. 반드시 칸의 수에 맞추어 나열해주세요.

(5) 카드 판을 완성하셨다면, 가장 양극단에 나열한 4개의 진술문(가장 반대 2

개, 가장 동의 2개)을 왜 선택하셨는지 말해주세요.

[부록 3] Q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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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Q-sort

A-1

1general 2

5 1 3 13 15

19 12 10 24 21 17 7 6 16

22 4 8 9 11 20 14 18 23

가장

반대

19 “사실 전 규칙에 대해 아예 몰라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22 “한강은 어찌 되었건 공유공간이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동의

16
“22번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한강이 공공공간이기 때문에 당

연히 누군가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23
“단속보다 자발적인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단속은 괜한 반감만 일으킬 수 있

구요.”

A-2

2general 12

23 8 20 14 18

9 4 19 21 7 2 13 24 1

22 5 11 3 15 17 10 6 16

가장

반대

9
“텐트와 관련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돗자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요.”

22

“바퀴벌레 같이 텐트가 엄청 몰린 그 장면을 봤을 때 생각한건데요. 저는 규제 

없이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텐트가 20개였다면, 돗자리는 1개였어요. 

이대로라면 돗자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라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

다.”

가장

동의

1
“엄청 답답해요. 지난번엔 제가 추석명절 연휴 밤에 왔었거든요. 해가 져서 완

전 어두운데 바퀴벌레처럼 매점 앞이 싹 텐트였어요. 진짜 심각하더라구요.”

16

“돗자리를 깔았는데, 텐트가 너무 많아서 강이 아예 안보이는거에요. 강을 보러

왔는데 강이 안보여요. 옮겨놓으면 또 돗자리가 둘러싸고. 계속 조금씩 옮기다가 

결국은 여기(강 가)까지 밀려왔어요. 짜증나요.”

[부록 4] Q-sort 목록 - 일반 공원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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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3general 9

15 2 11 21 16

12 19 4 3 6 24 7 1 18

22 20 8 5 23 17 10 14 13

가장

반대

12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 심각하고, 녹지도 

물론 훼손되고 있어요.”

22
“규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리는 해야해요. 제지할 법적 규제가 사실상 있을까 

싶어요.”

가장

동의

3

“공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하는 것은 당연해요. 텐트로 일정 공간을 점

유해버리면 공간에 대한 권리같은게 생겨버리잖아요? 몇 시간동안 점유를 하는

거고.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24 “가까이서봐도 멀리서봐도 따닥따닥 답답하죠.”

A-4

4general 6

15 7 8 13 11

22 12 19 10 1 18 14 9 24

20 4 5 17 21 3 16 2 23

가장

반대

22 

“공원에서 텐트치는 문화는 반드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단속보다 자발적 시민의식의 실천이 물론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도달

하기까지에는 관리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20

“텐트 이용자들 중 공원 내 텐트 설치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보

여집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가서 봤을 때 잔디가 뽑히다 못해 아예 사라져서 

나무가 뿌리를 내보이고 있고 흙바람이 불어 먹던 음식에 다 날리기도 했습니

다.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가장

동의

24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 텐트 설치는 공간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다양한 종류

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텐트 이용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듯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23

“사실 모든 일에는 자발적 시민의식의 실천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하지만 우

리 사회가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한 지문이지만 쉽

지가 않아요. 20번을 가장 반대지문으로 뽑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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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5general 23

19 10 21 13 24

22 20 6 4 15 5 9 14 18

17 12 2 3 7 1 8 11 16

가장

반대

22
“공원은 공공장소인데 텐트를 치면 아무래도 공공장소 속에 사적인 공간이 생

긴 거니까 규제나 관리가 없으면 무분별하게 사용할 것 같다”

17
“그렇다고 해서 텐트를 쳤다고 공원 자체가 폐쇄적으로 만들 것 같지는 않

다.”

가장

동의

18
“텐트를 쳤을 때 앞에 뷰를 막거나 너무 범위를 많이 차지할 때 방해가 된

다.”

16 “공공공간이니까 공평하게 이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A-6

6general 7

21 2 14 24 13

4 12 19 20 10 11 17 5 18

22 6 3 15 8 23 9 1 16

가장

반대

4
“텐트는 꼭 필요 없어요. 햇볕 쬐고 있을 수도 있죠. 야외 피크닉을 즐기기 위

해 한강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실내공간을 만들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22

“규제 안하면 난리날 것 같아요. 미관을 해치구요. 관리는 반드시 필요해요. 밤

에는 너무 어두운데 텐트가 많다보니까 무덤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람들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가장

동의

18

“말 그대로 공공공간은 같이 쓰는 공간이잖아요. 텐트 치길 원하는 사람들이 

텐트만을 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공공간이니까요.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텐트치는 사람들이 이동해야합니다.”

6

“필요 이상의 공간을 차지해요. 야외는 정말 탁 트인 공간 보려고 가는데 그걸 

방해받게 되잖아요. 텐트 안에서 발생하는 이성 간의 행위들이 발견되면 문제되

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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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7general 18

13 2 20 16 9

17 3 4 1 22 8 21 11 6

19 10 5 12 15 7 23 14 24

가장

반대

17 “넓은 한강에 텐트를 친다고 공원이 폐쇄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19 “저는 텐트 설치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긴해요.”

가장

동의

6 “탁 트인 공간이 더 좋습니다.”

24
“이러한 것들로 논쟁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아예 분리시키는게 편할 

것 같아요.” 

A-8

8general 9

21 8 7 23 12

4 17 15 1 22 20 18 16 6

19 24 5 13 10 3 2 14 11

가장

반대

4

“피크닉 할 때 정말로 텐트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개인의 선택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돗자리를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의자를 가져갈 수도 있구

요.”

19 “제가 정말 잘 몰라서요. 아예 몰라요.”

가장

동의

6
“오픈되어있는 곳을 가면 저 스스로가 자유롭게 놓여져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11
“텐트를 안써봤거든요. 근데 볼 때 재밌어 보여서 나중에 나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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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

9general 18

24 7 22 14 12

17 10 21 2 15 3 13 8 11

4 5 19 20 6 1 16 9 23

가장

반대

17
“텐트 때문에 공원이 폐쇄적이라고 느껴지기 보다는 텐트로 인해서 나도 해보

고싶다,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4
“반드시 필요하진 않죠. 있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아니

에요.”

가장

동의

11
“17번과 비슷한 이유에서인데, 텐트 색깔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게 낮에 날씨 

좋은 날 보면, 색깔들이 되게 놀고 싶게 만드는 것 같아요.”

23

“규제로 해결이 될 것 같다기 보다는 반발이 더욱 심할 것 같아요. 텐트가 있

으면은 약간 불편함을 느끼기는 해요. 내 시야를 가린다든가, 아니면 걸어다닐 

때 좀 불편하다든가 이런게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텐트를 치는 사람이 여기보

다는 저기 있으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다른 곳으로 가는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조심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A-10

10general 21

19 20 22 23 13

8 7 4 11 6 17 14 5 1

12 15 3 2 9 24 16 10 18

가장

반대

8
“텐트를 치기 보다는 탁 트인 공간에 있을 때 한강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

다.”

12
“텐트를 설치하는 것은 녹지 훼손과 관련이 있으며, 텐트는 일정한 구역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되어야 한다.”

가장

동의

1
“요즘 한강에 가보면 텐트가 너무 많아서 답답하고 복잡한 느낌이 들어서 싫

다.”

18
“한강은 공공공간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유보다는 서로간의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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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

11general 21

12 22 1 24 11

8 4 19 7 20 16 10 2 18

9 17 13 5 15 3 6 14 23

가장

반대

8
“공원을 계획한 당시의 의도가 있을거잖아요. 텐트 안에서만 이용하면 오히려 

자유롭게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9

“텐트를 친다고 꼭 일행과 친밀해지는 것 아니에요. 텐트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픈된 장소에서 혹은 다른 내부 공간에서도 친밀함을 나

누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가장

동의

18

“아무래도 공공공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모든 다양한 사

람들이 이용하기 좋겠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는 조금 억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23

“텐트가 있다고 꼭 그 공간이 문제가 되고 공원의 가치가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이용자 스스로가 자각하여 시민의식이 실천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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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

12general 14

9 13 6 23 21

8 12 4 15 10 16 5 17 24

22 3 19 20 11 1 2 7 18

가장

반대

8

“텐트 안에 있으면 다른 다양한 것들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원에 굳이 와

서 텐트를 쳐야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은 뭔가 나무도 보고 사람

들도 구경하고 한강도 보고 친구들이랑 치킨도 먹고 하는건데, 뭔가 한정적인 

공간 안에서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놀 수 없고, 공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2

“지금으로써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정한다든

지 아니면 공간을 분리한다든지 그런 규제가 반드시 필요할거라고 생각해서 가

장 반대에 넣었습니다.”

가장

동의

24

“분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외에 나와서 다른사람들도 관찰

을 하고 좀 자유로운 것을 만끽하기 위해 한강을 찾는건데 텐트는 그런 의도와

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분리해서 사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8
“모두를 위한 공간인데, 텐트라는게 어찌됐던 interior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개인 공간을 만드는 것은 공공공간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A-13

13general 18

4 20 22 5 1

12 14 17 13 15 16 11 24 23

19 21 2 3 10 8 9 6 7

가장

반대

12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요.”

19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저 자신도 잘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것 같아

요.”

가장

동의

23
“나라에서 규제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지속가능

성 있을 것 같아요.”

7 “카드 대로인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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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Q-sort

B-1

14tent 18

19 13 24 5 14

4 22 3 17 10 20 1 9 7

8 12 21 15 6 16 2 23 11

가장 

반대

4
“피크닉을 하는 데 굳이 텐트가 꼭 있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돗자리도 

있고 막말로 그냥 잔디에 누워서 피크닉 즐길 수도 있는거잖아요.”

8

“솔직히 공원을 이용한다는 게 공원경관도 감상하고 사람 돌아다니는 것도 구

경하고 쉬기도 하고 이런 종합적 인 건데, 텐트 안에서는 편히 쉴 수는 있지만 

그 외 공원 이용하는 요소들은 충족을 못시켜주는거 같아서 자유롭게 이용한다

는 말은 아닌 거 같아요.”

가장 

동의

7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11
“제가 텐트를 쳐보게 된 계기가 되었던 말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텐트를 

엄청 치니까 저도 해보고 싶었던 호기심이 생겼어요.”

B-2

15tent 3

2 15 7 6 23

12 19 10 5 11 9 14 18 16

22 4 17 8 20 1 21 13 24

가장

반대

12

“텐트는 공원의 필수요소가 아니라 방문자의 자유의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

문에 방문자의 자유행동에 의해서 쓰레기 문제같은게 자연스레 발생한다고 생각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공중도덕이겠죠.”

22 “누군가에게 방해가 된다면 관리와 규제가 필요해요.”

가장

동의

16 “저는 텐트를 쳤지만, 이게 누군가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24
“공원은 공공공간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불편을 준다면 분리와 같은 조

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록 5 Q-sort 목록 - 텐트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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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16tent 3

17 19 23 21 18

6 22 5 2 20 24 1 14 7

4 12 10 8 13 16 11 15 9

가장

반대

6

“평소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에 보다 편안함을 느낍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은 좋으나, 탁 트인 공간을 편안하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너무 휑하거나 넓은 

공간에 있으면, 허전함이나 심지어는 공포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에 있을 때에 안락함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때문에 탁 

트인 공간에 있을 때 더 즐겁지는 않습니다.”

4

“친구들과 텐트를 이용하여 피크닉을 다녀온 적도 있고, 이용하지않은 적도 있

습니다. 다 경험해본 결과, 텐트의 유무가 피크닉에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는다

고 느꼈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거나, 햇볕이 쨍쨍하여 피하고 싶다는 특정 이유

가 있다면 텐트가 필수적이겠지만, 그냥 ‘피크닉’을 위해서 텐트가 필수적이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크닉은 돗자리 깔아놓고 앉아있기만 해도 상쾌할 

수 있기에 상황마다 다르다는 결론입니다.”

가장

동의

7

“진술문 4 반대 이유에서 텐트가 그늘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서술하였

으나 이는 텐트의 수많은 용도 중 하나입니다. 주관적 입장에서, 텐트의 용도 

중 개인적 공간 확보가 그늘 확보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진술문 6 반대 이

유에서 말했듯이 본인은 사적인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텐트를 설치하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내부가 가려지며 함께 온 일행들만의 개인적 공

간이 형성됩니다. 마치 방 안에 있는 것처럼, 안에서 밖을 바라볼때와 텐트 밖

으로 나가서 있을 때와의 느낌이 매우 달랐습니다.”

9

“신체적 거리감이 보다 가까워지고, 텐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보다 상대적으

로 밀폐된 공간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친밀해질 수 있습니

다.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며,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신경쓰고, 배려하며 심리적 

거리 또한 가까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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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17tent 5

10 17 6 3 16

2 1 12 19 20 4 18 8 9

22 13 15 21 24 23 7 11 14

가장

반대

2

“텐트를 이용하려는 이유가 단지 햇빛을 피하기만을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개인적 공간이 필요해서라거나 조금 더 편하게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등 여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늘이 없는 곳에만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른 이용자들과 똑같이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생각해서 선택

하였습니다.”

22

“예전보다 공원에 텐트를 치는 이용자 수가 현저히 늘었습니다. 그렇기에 질서 

있고 깔끔한 공원 유지를 위해서는 텐트를 치는 문화와 관련하여 규제하거나 

관리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동의

9

“일단 뻥 뚫린 오픈스페이스에서 텐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시

선으로부터 차단되고 안락함이 생기기 때문에 일행과는 더욱 친밀해질 수 있다

고 느껴집니다.”

14

“이제는 굳이 자기 텐트가 없어도 렌트해주는 곳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쉬워졌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강 공원에서 텐트를 빌려서 사

용해 보았는데 바로 공원 입구까지 가져다주고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격 또한 저렴하였고 빌려주는 텐트가 대부분 한 번에 펴지는 원터지형 텐트

여서 간편했습니다. 주변에 대부분 같은 텐트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많

은 사람들이 대여하여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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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18tent 22

5 12 21 3 8

24 2 1 16 19 6 15 23 14

18 10 4 17 20 9 13 7 11

가장

반대

24 “가장 반대로 24와 18을 선택한 이유는 개인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여가 

시간을 즐기고자 하는건데 공공성을 위해서 그걸 제지하는게 더 불공평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18

가장

동의

14
“14와 11을 선택한 이유는 최근 텐트를 사용했던 계기가 다른 사람들이 한강

에서 텐트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간

편하게 예약할 수 있고 한강과 근접한 장소에서 편하게 대여할 수 있었기 때문

에입니다.”
11

B-6

19tent 6

24 18 3 11 13

12 16 15 8 4 10 9 14 5

21 19 17 20 22 2 23 7 1

가장

반대

12
“텐트를 쳤을 때 마음이 편해서 이것저것 더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가 돗자리를 폈을 때보다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21 “사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은 없어서요.”

가장

동의

5
“한강은 피크닉을 즐기거나 기분전환을 하러 가는 거고 자연환경을 느끼려면 

산이나 바다로 멀리 가는 것 같아요.”

1 “오랜만에 한강을 왔는데 진짜 텐트 언덕들이 많아서 답답함을 느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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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

20tent 14

10 1 8 13 12

20 22 15 3 16 21 18 11 7

17 5 19 4 24  2 23 6 9

가장

반대

20
“텐트 설치 법규에 대한 안내문도 많지도 않고, 설치 법규가 있는지도 잘 모르

는 것 같다.”

17

“한강공원처럼 텐트 앞뒤를 개방해야 한다는 규칙이 준수된다면,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쉼의 

행태가 발생되지 않는가 생각한다.”

가장

동의

7
“아늑한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개방감있는 장소에서 시선과 공간

이 좀더 밀집되니깐! 아늑하고 편안한 아지트같은 느낌이 든다.”

9
“위와 같은 이유로, 정말 소풍을 온 듯한 느낌이 들고 서로의 이야기들을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다.”

B-8

21tent 24

5 21 10 23 14

12 19 20 15 9 18 11 17 6

4 8 22 3 2 16 7 13 1

가장

반대

12
“피크닉에 텐트가 필요한 건 전혀 아니에요. 뭐 캠핑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

만.. 피크닉은 간단한 나들이 느낌이라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텐트 

설치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져오는 수많은 음식과 물건들로부터 쓰레기가 많이 

생기긴 해요. 한강에도 많아요.”
4

가장

동의

6 “누구나 그렇겠지만 개인적으로 답답한 건 싫어해요. 한강은 서울 빌딩숲에서 

벗어난 유일한 자연풍경인데 텐트밖에 안 보이는 한강 풍경을 보고 기겁했어

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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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

22tent 24

23 15 11 17 16

20 19 22 8 7 14 13 2 18

3 9 4 6 21 12 5 1 10

가장

반대

20

“텐트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했다면 애초에 텐트

를 텐트를 가지고 오지는 않지 않았을까? 내 생각엔 텐트를 치면 그로 인해 발

생하는 경관 저해, 쓰레기 발생, 공공공간 부족 현상들이 발생하는건 불가피한

거 같다.”

3

“이걸 말하기 이전에 공원 내 텐트 설치 법규가 있는지 궁금하다... 설치 법규

가 있고 이를 이용자들이 준수하고 있다면 공원 내 쓰레기 발생이나 여러 다양

한 피해들이 생기진 않을 거 같다.”

가장

동의

18

“공공공간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공평하게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아는 공공공간이라는 것은 특정 사람만을 위한 특권의 

공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용하는 것은 공원에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10

“한강에 오는 사람들은 강을 보면서 그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오는 것이 크

다 생각한다. 텐트가 있으면 아무래도 경관상 좋을 게 없고 옥의 티라 생각한

다.”

B-10

23tent 10

2 13 3 18 7

19 4 12 6 20 1 5 8 11

21 17 23 22 24 15 16 9 14

가장

반대

19 “들어본 바 없는 것 같은데요?”

21
“제가 텐트를 치고 놀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노는지 잘 안보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위까지는 본 적 없어요.”

가장

동의

11
“원래 자주 가던 지구에 텐트가 간혹 있긴 했어요. 캠핑 의자도 갖다 놓고 테

이블도 갖추고 뭔가 장비가 엄청났어요. 호기심도 생기고 재밌어 보이기도 했는

데 저는 텐트가 없으니까 엄두가 안났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텐트 빌려주는 

곳들이 엄청 많으니까 좋아요. 요새는 테이블도 빌려줘서 뭐 시켜먹기도 편해졌

거든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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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1

24tent 9

17 20 15 16 7

4 12 21 22 3 24 8 18 6

19 2 13 1 11 14 10 23 5

가장

반대

4

“아니다. 텐트건 돗자리건 피크닉을 즐기는 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

각한다. 지난번에는 날씨 때문에 텐트를 사용하긴 했지만 굳이 비싼 텐트를 빌

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춥거나 비올 때, 너무 더울 때는 텐트를 이

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

19

“전혀 몰랐다.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유인줄 알았다. 텐트 대여도 

되고 하니까. 텐트가 그냥 유행처럼 번진 것으로 알고 있었고 텐트 설치 규칙같

은 것이 있는 줄 몰랐다.”

가장

동의

6
“늘 실내에 있어서 가끔 탁 트인 공간에 나가는 게 좋다. 그것을 즐기기위해 

한강을 찾는다.”

5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한강공원을 가는 것은 맞지만 혼자 가지는 않고 보통 

피크닉을 위해 간다.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휴식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텐트건 돗자리건 큰 의미가 없다. 피크닉을 즐길 수 있기만 

하면 된다.”

B-12

25tent 20

7 15 13 1 9

19 22 21 23 18 6 16 5 4

17 12 10 2 3 24 11 14 8

가장

반대

19
“표지판을 본 것 같긴 한데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어긴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17
“제 생각에는 텐트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활기를 띠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쌀

쌀할 때도 피크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북적거리는 것 같아요.”

가장

동의

4

“음 이건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거 같은 문장이네요. 저

희 아기가 아직 어려서, 텐트가 없으면 사실 공원은 오기 힘들어요. 낮잠도 자

주 자는 편이고, 요새는 또 쌀쌀하잖아요. 여름엔 그늘 때문에 꼭 필요했구요. 

텐트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8
“아기가 혼자 어디로 기어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구요. 지금은 그럴 시기는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텐트가 있으면 수유도 가능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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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Q-sort

C-1

26manager 17

11 14 18 3 1

19 9 8 15 22 6 5 23 2

20 10 4 21 12 16 7 13 24

가장

반대

19
“텐트를 허용하는 시간이라든지, 정해져 있는 규칙이라든지 잘 몰라요. 사실 알

면서도 버티는 사람도 많긴 하지만요.”

20 “19번과 비슷한데, 그래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동의

2

“보시면 알겠지만, 한강에는 그늘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저는 텐트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성합니다. 애가 있는 가족단위들은 텐트가 필요할 수 

도 있구요. 단, 별로 없는 그늘에는 텐트가 없는 사람들이 좀 이용을 하고, 그늘

이 없는 곳에 텐트를 치면 좋겠어요.”

24

“저는 공원에 텐트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늘이 없는 곳에 텐

트를 쳐야한다는 것을 가장 동의하는 것처럼 적절하게 공간을 분리를 해야 관리

도 용이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2

27manager 2

11 15 4 9 18

12 19 23 17 10 13 1 24 14

22 20 6 3 7 5 16 21 8

가장

반대

12

“텐트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안문제, 쓰레기 문제가 자연스레 발생해요. 또 녹지 훼손. 오랫동안 한 

자리에 머무니 잔디가 계속 패이는 거죠.”

22

“텐트를 치는 것 자체에 대해선 뭐 딱히 반대하지 않아요. 물론 이게 많아지니

까 보기에도 안좋지만 사실 그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

데 12번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니까 관리를 해야해요.”

가장

동의

14

“집에서 텐트를 챙겨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여해서 오는거에요. 텐

트가 없는 집도 한강에 오면 쉽게 빌릴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 텐트가 똑같이 

생겼거든요. 다 한 곳에서 빌렸다는 거죠.”

8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한강에서 텐트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아닐까요?”

[부록 6] Q-sort 목록 - 공원관리자(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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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28manager 19

7 15 10 14 16

4 2 11 20 24 6 18 13 17

12 22 5 8 9 1 21 3 23

가장

반대

4
“피크닉할 때는 돗자리 깔고 우산이나 앞 뒤 트인 그늘막 정도면 충분해요. 사

방이 막힌 텐트가 아니어도요.”

12

“텐트 안에 음식을 동반하여 섭취하기 때문에 음식물로 인해서 쓰레기가 증가

되고 환경이 훼손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하면서 쥐도 많아졌고, 고양이도 

많아졌어요. 한강은 기본적으로 공원의 기능도 하지만 서울시민의 먹는 물, 상수

원으로서의 치수가 우선입니다. 현재 한강공원의 쓰레기 문제와 환경훼손 등은 

자연스럽게 먹는 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동의

17
“텐트로 인해서 폐쇄공간이 생겨버리면서 남녀 간의 애정행각 등은 아이들 교

육 상에도 안좋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23
“현재 텐트규제의 과태료는 너무 세서 시민의 저항이 강한 상황이에요. 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강제보다는 자발적인 방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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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Q-sort

D-1

29sheriff 24

4 17 7 11 9

22 3 1 15 5 19 23 14 18

2 12 20 10 6 13 21 16 8

가장

반대

22

“규제가 없으면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생길거에요. 공원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

구요. 텐트 개방면적을 몇 면으로 하라는 규칙이 왜 생겼냐하면, 예전에 텐트 안

에서 연탄을 피우고 자살시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연구자님도 아시다시피 문

란행위도 다수 발견이 되고요. 규제가 있어야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

니다.”

2

“그늘이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늘이 없는 잔디밭에만 설치하라고 

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에요.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 그늘이 없는 

곳에 쳐라? 다른 이용자보다 텐트이용자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어

려운 것 같아요.”

가장

동의

18

“저는 근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공

평하게, 누군가 불이익보는 것도 없고 이익보는 것도 없게 관리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8

“만약 정해진 허용구역과 허용시간에 텐트를 설치했다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무얼하는지에 대해선 관여할 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쉴 수 있지 않을까요?”

D-2

30sheriff 5

2 3 7 8 10

12 21 20 4 9 6 18 24 14

19 15 17 13 22 1 16 11 23

가장

반대

12 “순찰을 돌아보면, 텐트치는 곳에 쓰레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19

“일단 그 규칙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 허용시간이 지났

을 때야 순찰을 돌며 규정을 안내하지만 낮에는 몇 면을 열어야한다 말아야한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가장

동의

14
“대여업체가 여기 앞에도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빌리기 쉬워지니까 많아지는 

것 같아요.”

23
“규제보다는 캠페인 같이 시민의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

다.”

[부록 7] Q-sort 목록 - 공원관리자(공공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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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nflict management by tents 

in Hangang park

Yoo Yeseul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is a place for personal relaxation and serves as a place for social 

gathering. However, rather than social activities, there is a phenomenon in 

the domestic urban parks where people want to create and enjoy private 

areas by setting up shade. While installing private areas with clear 

boundaries of tents in the public space, it is possible to enjoy intimate 

picnics with the party, but other users are only able to use the remaining 

space without a te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issue of ‘installing 

tents in a park’ by analyzing the behavior and perception of creating a 

private area in a public space like a urban park. In order to find out the 

patterns of conflicts among the users and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m, I conducted observation research with spatial analysis and Q – 
methodology.



- 114 -

Observation survey to analyze the patterns of occupancy in the park was 

conducted in the vicinity of Yeouinaru Station in Yeouido, and observations 

made by time zone were drawn on the behavior map. The cognitive survey 

conducted through the park users and managers in the whole Hangang Park 

was conducted by Q sorting through statements collected after the in - 

depth interviews and  the literature review. THe results of the survery were 

derived from three recognition types through the PQ Method program.

This research provides an environment that discusses how to accept the 

new park culture from a new point of view, rather than a traditional 

yardstick for urban parks. Also, this could help to manage conflicts within 

parks in terms of operation management, and to establish appropriate 

permissions and regulations.

Key words : Conflict Management, Q Methodology, Recognition, Behavior, 

Hangang Park, Urban Park, Publicity, Public Space, Private occupancy, Park 

Culture

Student Number : 2017-2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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