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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요약

연구진은 노숙인의 인권을 기본  생존권, 건강권, 노동권, 주거권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역에서 침해되는 실태를 심층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

다. 한 서구 선진국들의 노숙인 책의 실태와 그러한 책이 마련되는 

배경을 살펴 으로써 우리사회가 보장해야할 노숙인 권리의 최 선을 마

련하고자 하 다. 

심층면 은 거리 20사례, 쉼터ㆍ쪽방ㆍ고시원 등 불안정 주거생활 노숙

인 10사례 총 30사례가 진행되었으며, 지역 으로는 서울지역이 23사례 

구지역 7사례로 구성하 다. 조사기간은 2005년 10월 순부터 11월 순

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조사 은 연구원, 연구보조원, 노숙당사자 

3인 1개조로 하여 6개 으로 구성되었다. 노숙당사자는 면 진행자로 참

여하 을 뿐만 아니라 조사기획과 조사결과에 한 평가와 정책 안에 

한 토론과정에 부분 으로 참여하 다.   

노숙인 인권침해 실태는 각 역에서 다차원 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동

시에 각각의 요소가 상호 연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생활에서 

불규칙한 식사와 양  수면부족이 건강권을 하고 한 이러한 문

제들은 한 주거생활이 보장되지 못함과 연결되어 있었다. 주거생활은 

취업  노동권과 연결되어 있고, 안정  노동을 통한 소득의 획득이 이루

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주거불안정과 연 되어 있었다. 이러한 에서 노숙

인의 경제, 사회  권리는 총체 으로 근해야 한다. 

거리생활에서 기본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반시민과의 계에서, 경찰 등 공권력과의 계에서, 그리고 쉼터  의

료서비스 기 과의 계 등에서도 인권침해 사례가 악되었다. 일반시민

과의 계에서 차별, 폭력, 신분 매매, 명의 도용(사기), 공공부조의 착복, 

강제철거 동원 등의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고, 경찰로부터 차별 인 불심검

문, 권력남용, 직무유기 등이 발생하기도 하 다.

건강할 권리의 측면에서는 거리생활 자체가 건강권을 하고 있으며, 

이는 불규칙 인 식사, 양결핍, 거리 무료 식의 비 생  요소,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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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면부족, 겨울철의 추  등과 연 되어 있다. 특히 음주 문제는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음주는 노숙생활에 응하는 방식이자 노숙으

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음주생활이 자기 통

제력을 벗어나 있는 경우 문 인 개입이 필요한 상태 고 이를 한 

극  개입과 문  서비스제공을 한 지원체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장 보건의료지원체계는 미

미하 고, 공공의료서비스로의 근권과 서비스의 질은 낙후된 상태 다. 

장의료서비스 체계의 구축, 일상 인 건강 리 체계 확보, 사후 리체

계 구축이 요청되었다. 

정상 인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알콜 의존증을 보이는 노숙인

과 정신질환 노숙인에 한 특별한 지원체계의 마련이 시 히 요청되었는

데,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기 해 특별한 개입체계를 제안하 다. 

이 외에 건강권과 련하여 의료서비스 근권을 보장하기 해 보건의

료기본법과 응 의료에 한 법률의 수, 119등 응 환자 이송체계의 문

제 , 의료기 에서 차별의 문제, 국공립 병원 운  개선의 문제, 의료부조

제도로의 편입의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권의 보장은 반 으로 취약한 상태이지만 특히 노

숙인의 노동권과 련하여서는 매우 심각한 침해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인

신 구 상태에서 강제노동을 경험한 사례들이 다수 있었으며, 임 체불과 

착취 등의 불법  행 에 의한 노동권의 제약뿐만 아니라 노동기회를 차

별 으로 제약당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7장에서는 이러한 인권침해실태를 

노동시장 근성의 문제, 노동기회 제약의 문제, 노동의 가치 하의 문제, 

노동 장에서 착취의 문제, 정부 로그램의 문제 등으로 나 어 살펴보았

고, 각각의 측면에서 노숙인의 노동권 증진을 한 방안을 제시하 다. 특

히 개인 사업의 산과 이에 따른 부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노숙인으

로 락한 사례들은 이러한 문제가 주민등록의 말소와 노동시장으로의 

근권 쇄로 이어지고 있었고, 노동기회의 제공과 탈 노숙을 해 개인

산제도를 극 으로 활용하도록 제안하 다.  

마지막으로 노숙인의 주거권 문제는 가장 핵심 이고 본질 인 문제라

고 할 수 있다. 노숙인은 곧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한 집단이며, 그 원인이 

경제  문제이든, 실업의 문제이든, 혹은 정신질환의 문제이든, 노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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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떨어지는 근본 인 원인은 다양하지만, 노숙생활의 직 인 이유는 주

거공간이 없다는 이다. 한 본문에서 다루었지만 노숙생활에서 겪게 되

는 인권침해사례들은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노숙생활을 정리하는 순간 해

소되는 것들이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노숙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마지막 단계는 한 주거권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주

거권의 보장도 어느 수 으로 보장할 것인가는 우리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재원의 문제와 연 되어 있고, 한 일부의 노숙인들은 보호된 주거생활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다양한 유형의 주거지원서비스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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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

 

빈곤으로 인한 가족 동반 자살 등 자신의 처지를 비 한 여러 가지 사건

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충격은, 그러한 사건들을 한 심약한 개인의 비정상

인 선택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빈곤을 벗어나 선진국의 문

턱에 들어섰다고 믿어왔던 우리 사회에서 가난을 비 한 여러 사건이 일

어난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은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빈곤의 문제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그리고 다른 

과정과 힘에 의해서 부인할 수 없는 ‘사회  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

인 소득 2만불을 논하는 시 에 빈곤을 정책  이슈로 인정해야 하는 당혹

감은, 우리 사회가 1990년  반부터 겪어온 격하고도 구조 인 경제․

사회  변화를 간과하고 비를 소홀히 해온 것과도 련이 있다. 

역사  과정과 사회의 성격이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

회에는 물질  풍요를 일 이 경험했던 서구의 선진산업사회가 지난 20년

간 겪고 있는 신빈곤과 매우 유사한 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상시  구조

조정으로 인한 만성실업과 고용의 불안정, 탈산업화와 서비스 분야의 확

, 빈부 격차  상  빈곤의 심화, 한부모 가구의 증 , 특히 여성 가

장의 증가, 통  사회 계의 변화와 가정 해체, 빈곤계층 구성의 다양화 

등이 그것이다. 이는 일견, 사회 반에 걸쳐 자유가 확 되고 물질  궁핍

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어 구성원 구나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경쟁할 수 

있는 사회가 된 듯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단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 ․사회 ․문화  기회로부터 배제되는 새로운 형태의 

소외가 뿌리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제와 소외를 경험하는 계층의 심에 노숙인이 있다. 우리 사

회에서 노숙인문제가 본격 으로 등장한 것은 IMF 외환 기 직후인 1998

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역을 비롯한 도시의 곳곳에 하룻밤을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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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모여든 노숙인의 모습은 당시의 우울한 사회상의 한 단면으로 묘사

되기도 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일시  상으로 받아들 지

만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재까지도 노숙인의 수는 크게 어들지 않고 있

다. 

이것은 노숙인 문제가 일시 인 문제가 아니라 빈곤이라는 보다 거시

이고 구조 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그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빈곤계층이 확 되고 있는데 비해, 이

들에 한 정부의 생계지원이나 주거 책 등 사회안 망이 취약한 실정에

서 노숙인 문제는 필연 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빈곤  노숙인 문제를 사회 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숙인 문제에 근함에 있어 노숙상태와 다양한 사회 인 제도, 

조직과의 계성이라는 측면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

 은 노숙이라는 것이 단지 실업과 고용만의 문제, 혹은 다소 하층계

(underclass) 인 에서 노숙자 개인의 행 나 품성 인 문제로 비하

되거나 축소되는 등의 제한 인 시각을 벗어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사회

로부터의 다양한 배제과정과 계 등을 확인해 으로써 실제로 노숙인들

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주변 일 수밖에 없는지를 구조 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숙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이후 지난 7여 년간 우리사회는 노숙

인을 지원하기 한 다양한 사업을 개해 왔다. 동 기 동사 방지를 한 

응  숙소(자유의 집),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 필요한 임시 쉼터, 거리생

활을 지원하는 상담보호소(Drop-in Center) 등이 만들어 졌고, 민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해 정부의 재원이 투입되어졌다. 한 거리생활

로 인한 육체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해 무료진료소를 마련하 고, 

다양한 민간단체가 제공하는 무료 식에 해 정부의 재원이 지원되기도 

하 다. 공공역사를 개방하기도 하 으며, 거리노숙의 자유를 최 한 해

하지 않도록 강제입소와 강제퇴거를 한 공권력이 행사되지 못하도록 정

부 부처간 조체계가 부분 으로 이루어지기도 하 다. 그러나 외환 기

라는 응 상황 속에서 속하게 마련되었던 정책들이어서 그러한 지원정

책이 노숙인들로 하여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데 얼마나 효과 이며 체계

이었는지 검할 기회가 없이 지나간 측면이 많다. 노숙인 인권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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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검은 이러한 정책의 체계성을 검토하는 요한 기 선이 될 것

으로 생각한다. 

오늘날 인권의 문제는 타인 혹은 공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소극  

권리로부터 더 나아가,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극  권리의 보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경제권, 사회권으로 통칭되는 이러

한 권리들은 특정 사회 구성원 체의 삶의 질, 사회  환경, 사회  제도 

등과 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자유권 혹은 정치권과 달리 공권력이 개

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장되기보다는 사회  정책을 통해 공공의 극

인 정책행 를 요구한다.    

노숙인은 독립 인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부분의 시간을 노출

된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에서 사  생활과 련된 기본  권리들이 침

해받을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보편 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

회로부터 배제됨으로써 사회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집단이다. 노숙인

의 인권 침해 실태에 한 조사 연구는 이러한 포 인 에서 근해

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노숙인의 인권보장은 이들이 정상 인 사회구성

원으로부터 배제되는 기제와 구조를 해체하거나, 혹은 정상 인 사회구성

원으로 포섭하는 정책  행 를 요구한다. 

보장되어야 할 기본  인권이 어느 수 까지인가와 같은 인권의  

기 을 확정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체로 자유권과 정치권에 련된 요

소들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기본수 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경제  권리

와 사회  권리는 특정사회의 경제  능력과 련되어 있어서 국제 인 

공통의 규범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숙인의 

인권을 포  차원에서 근하기 해, UN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경

제ㆍ사회  권리들을 검토하고, 서구 선진국가들이 노숙인을 해 제공하

고 있는 사회정책들을 분석하여 우리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노숙인의 사

회  권리들을 구체화하고자 하 다. 한 재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들이 체험하고 느끼고 있는 인권침해의 실상을 심층면 을 통해 표

출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과 보장되어야하는 인권의 요소들을 

포착하고자 하 다. 

인권문제는 침해받고 있거나 침해받을 개연성이 높은 당사자들의 의견

과 경험이 매우 요하다. 특히 사회  권리와 련된 문제는 이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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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라는 에서 당사자들의 경험과 느낌이 더욱 요하다. 이러한 

요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과정에 노숙인 당사자를 참여시

키기로 하 으며, 연구의 객 성을 해하지 않는 범 에서 가능한 한 당

사자의 참여를 확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기획하 다. 노숙인 당사자는 피

조사자로서 뿐만 아니라 조사자로서 참여하며, 조사를 기획하고 조사결과

를 논의하는 과정의 일부에서도 참여를 권장하 다.  

2. 연구의 내용과 연구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으로 기획되었다. 

첫째, 노숙인 문제를 설명하는 기존의 논의방식을 검토하는 가운데 사회

 배제/통합을 통한 노숙인 연구가 갖는 의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즉, 노

숙인 문제를 단순히 개인  나태나 무지 등에 의한 물질  자원의 부족 

는 결핍으로 악하는 일차원 인 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경제  

요인들이 복합 으로 작용한 산물로서 이해하는데 사회  배제/통합 개념

이 유용함을 보이고자 한다. 

둘째, 노숙인 문제, 빈곤문제  인권에 한 이론  검토를 토 로 인권

의 범주를 구성하고 본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즉 노동권, 건강

권, 주거권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인권과 노숙인의 다양한 양태(거리노

숙인, 시설생활노숙인, 불안정 주거거주 노숙인 등)를 결합한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노숙인 문제를 바라볼 때, 노숙인 문제  노숙인의 인권 문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사회가 보장하여야 할 노숙인의 기본  인권수 을 구체화하

기 해 련 법규와 사회정책들을 검토한다. 련 법규는 국제법과 국내

법을 망라하며, 국제법은 UN 등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국제규약을 심으

로 살펴본다. 노숙인 련 사회정책은 주로 외국의 사례를 심으로 살펴

보며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보장해야할 정책의 기 선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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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재 노숙인들이 유하고 있는 치와 그 곳에서의 생활양식, 생

활실태를 그 로 쫓아가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실제 노숙인들의 생활상에

서 나타나는 인권침해  차별실태를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즉 노숙인 쉼

터 강제입소, 거리 식, 노숙인 단속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차

별실태를 알아보고, 노숙인의 기본  인권보장을 한 정부 정책  제도

의 황과 문제 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노숙인의 인권침해  차별실태에 한 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토 로 노숙인의 인권보장을 한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즉 

노숙인 련 정부정책  제도에 한 반  분석을 실시하고, 해외 사례 

 국제인권규약 등에 근거한 기 선을 제시하여, 구체  필요에 근거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 기본  인권의 원칙  보장이라는 소

극  측면과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보장한다는 극 이며, 총체 인 

측면에서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론  특징은 노숙을 경험했거나 재 노숙을 하고 있는 

노숙당사자들이 거의 모든 연구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는 이다. 노숙당사

자들이 조사  안 모색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장

을 가질 수 있다. 첫째, 연구자 심이 아닌 당사자들이 직 으로 느끼는 

구체 인 문제 과 안을 도출할 수 있다. 둘째, 조사 상자를 불특정 다

수로부터 선발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심층면 에서 가장 

요하다고 할 수 있는 유 감(rapport)형성이 쉽다. 넷째, 연구자들이 이해

하기 어려운 면  내용이 있을 경우 이에 한 자문 역할도 수행할 수 있

다. 다섯째, 노숙당사자들에게 있어서도 조사를 통해서 동질 인 경험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이를 통한 인간 인 

연 와 공감이 확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계획, 조사과정, 조사실행, 조사결과의 토론 등 

연구의  과정에 노숙당사자 6명(‘노숙당사자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역

사생활자, 쪽방생활자, 쉼터생활자)이 참여함으로써 문가 심의 인권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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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벗어나고자 한다. 조사원의 배치는 연구원, 연구보조원, 노숙당사자

가 한 을 이루거나 연구보조원, 당사자가 한 을 이루는 방식으로 구성

되었다.  

심층면   방문조사의 사례 수는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

지 않을 때까지 계속 늘여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1) 국내외 문헌연구

문헌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과 련된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고, 노숙인에 한 개념을 재

정의 하기 함이다. 둘째, 노숙인의 발생원인과 그 구체 인 과정을 살펴

보기 함이다. 셋째, 노숙인의 안정 인 지역사회정착을 한 정책  제

안을 해 재의 정책  제도를 보다 면 히 분석하기 함이다. 이와 

같은 목 을 달성하기 해 인권  노숙인, 한국의 사회정책에 한 국내

외의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다. 

  (2) 심층면  

본 연구의 수행을 해 요하게 고려된 연구방법은 심층면 이다. 심층

면 은 설문조사에 비해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지만, 연구 상자

들에 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해 구체 인 진술을 확보하는데 효과 이

라는 장 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 에 가장 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노숙인의 인권실태 조사를 한 조사지역은 서울과 구로 선정하 으

며, 총 20case(서울 13case, 구 7case)의 심층면 을 실시하 으며, 조사

상자들은 모두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이다. 

거리노숙인들을 상으로 한 심층면 에서는 다음의 세가지 내용을 

심으로 청취가 이루어졌다. 첫째,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생활에 한 일기형

식의 청취이다. 이를 통해 하루하루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인권침해 

그리고 박탈과 배제의 양상을 포착하고자 한다. 둘째, 노숙생활  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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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기억에 남는 사건에 한 청취이다. 이는 주로 노숙생활 과 후를 비

교하면서 노숙생활이 개인에게 미치는 향과 인권침해 실태를 포착하기 

함이고, 최근 일주일간의 일기 기술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요 사건들이 

드러날 것으로 기 되었다. 셋째, 출생이후 재까지 생애사에 한 청취

이다. 이들 통해 노숙의 원인, 사회  배제의 과정 등을 총체 으로 조망해

보고자 하 다. 

면 시간은 피면 자의 집 과 피로도를 고려하여 1시간에서 2시간 사

이로 설정하 으며 가  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 다. 충분히 더 진술

할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상될 경우 2차면 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

다. 한 면 시간을 고려하여, 최근 일주일 간의 생활에 한 이야기는 집

으로 이야기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생애사에 한 진술 

부분은 노숙인이 이야기하는 로 흘러가도록, 가  면 자의 개입을 최

소화 하는 방향으로 면 략을 기획하 다. 노숙이후의 생활에 한 부분

에서는 상되는 사건들의 목록을 작성하여 피면 자의 진술이 단될 경

우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하 는지 질문하는 방식으로 면 자가 개입하도

록 기획되었다.  

  (3) 방문조사

방문조사는 거리에서 만날 수 없는 다양한 양태의 노숙인에 한 조사를 

해 기획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째,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들에 한 방문조사이다. 쉼터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여성쉼터, 가족쉼터, 자활  재활쉼터, 노인쉼터 등의 

각 쉼터유형 당 1~2case의 노숙인과 심층면 을 실시하 다.  

둘째, 거리노숙이나 쉼터에서 벗어난 이후 노숙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탈

시설 불안정 주거거주 노숙인들에 한 방문조사이다. 탈시설 불안정 주거

의 로는 고시원, 쪽방, 자활의 집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각 유형 당 

1~2case의 노숙인과 심층면 을 실시하 다. 

방문조사를 통한 심층면 에서는 최근 생활에 한 반 인 이야기를 

심으로 청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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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 한 거리면 조사와 합하여 최종 으로 분석에 활용된 심층

면 사례는 총 30사례 다.  거리생활 노숙인 20사례, 불안정 주거생활 노

숙인 10사례로 구성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23사례, 구지역 7사

례이다. 

  (4) 노숙당사자들을 포함한 공동 워크샵, 세미나  연구자

문단 구성  활용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연구방법에서 요한 특징 의 하

나는 노숙 당사자들이 참여한다는 이다. 노숙 당사자의 참여는 단순히 

조사과정에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의 과정에 

노숙 당사자들이 참여하도록 기획되어졌다. 한 각계 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자문단을 활용하여 연구의 간과정, 최종 집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 다. 

노숙당사자들의 참여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모든 연구진과 연구보조원, 노숙당사자들

이 참여하는 공동 워크샵을 개최하여 본 연구의 취지  내용을 공유하고 

3주체간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 다.  

둘째, 연구진과 공동 을 구성하여 거리 노숙인 심층면 과정에 참여하

다. 당사자의 조사 참여는 피면 자와 면 간의 계형성을 용이하게 

하 으며, 일반인들에게 밝히기를 꺼려하는 다양한 사건과 느낌들을 드러

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당사자들이 느끼는 재 노숙인 인권의 문제 , 당사자들이 생각

하는 노숙인 인권정책 안 등을 반 하기 해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과정

에 참여하 다. 연구진의 정기 세미나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당사자들

이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체 과정에 연구진과 동일한 정도로 참여하기는 

곤란할 뿐만 아니라 객  분석에는 부  할 수도 있다고 단하 다. 

따라서 노숙 당사자들과의 공동 워크샵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연구 자문단은 노숙문제에 해 각 역에서 문 인 의견을 개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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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분들로 구성하 다. 역별로는 학술 연구자 2인, 의료계 1인, 노숙 

장 서비스 문가 1인, 노숙 당자사모임 활동가 1인, 인권운동 활동가 1

인으로 구성하 으며, 연구진이 연구과정에서 지속 으로 진행하는 세미

나에 개별 으로 청하는 방식과 간단계와 최종단계 각 1회씩 체 자

문단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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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노숙인과 사회  배제

노숙인은 사회  배제라는 용어에 가장 어울리는 양상을 나타낸다. 우리

사회 주변부로의 주변화 압력과 사회  낙인이 표 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사회  배제’라는 용어는 단지 ‘배제’라는 단어의 문자 그 로

의 뜻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는 최근 빈곤의 문제와 련지

어 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회  화두가 되고 있다.

노숙인의 문제는 기본 으로 사회주류로부터의 격리와 련된다. 그리

고 여기서 생존의 문제, 제반 차별과 참여의 제약 등 인권문제의 논의가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인권’에 한 본격 인 논의 이 에 

노숙인에 한 논의를 개하는 기본개념으로서, 그리고 최근 그 의미가 

커지고 있는 개념으로서 사회  배제(social exclusion)의 개념에 해 살

펴본다.

1. 사회  배제의 개념과 개

  1) 사회  배제의 개념과 의미

최근 노동빈곤이나 사회  양극화 등의 문제와 련된 신빈곤의 양상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한 조망의 틀로서 사회  배제(social 

exclusion)의 개념이 부각되곤 한다. 이는 미국에서의 하류층(underclass) 

개념과 비되어 유럽을 심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유럽에서는 이제 

단순히 추상 이고 이론 인 개념의 수 을 넘어서 여러 탈빈곤과 반소외

를 한 정책과 로그램을 기획․집행하는 실질  원리가 되고 있다. 정

책 ․실질 인 면에서 ‘빈곤’을 체하는 개념으로서의 상을 보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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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실버의 사회  배제 패러다임

구분 연 분화 독

통합의 개념 집단 연 /문화  
경계들

분화/분리된 
역들/상호의존 독 /사회  고립

통합의 원천 도덕  통합 교환 시민권

이데올로기 공화주의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담론 배제 차별, 하층계
신빈곤, 불평등, 

하층계

기본 사상가 루소, 뒤르껭 로크, 메디슨, 
공리주의자들 마르크스, 베버, 마샬

표  이론가 푸코, 씨베라, 
더 라스, 미드 등

다원주의, 시카고 
학 , 머 이 등

룸, 타운센드, 발리바, 
실버맨

신 정치경제모델 유연화된 생산

기술
노동동기 약화

네트워크
사회  자본

노동시장 분

사회  배제라는 용어가 공식 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1960년  랑스 

경제기획성의 책임자 던 피에르 마세(Pierre Masse)에 의해서 다. 그는 

<진보의 이익 배당>이라는 을 통해 배제 개념을 사용하 고, 이후 사회

복지운동의 하나인 제4세계 원조 운동의 지도자인 조셉 스키(J. 

Wrensky) 신부에 의해서 <사회  배제>라는 단행본이 출간되기도 하 다

(심창학, 2001). 

사회  배제 개념에 한 논의는 빈곤 개념과 히 련된다. 사회  

배제에 한 정의가 다양하지만, 그 의미는 체 으로 빈곤, 불평등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때로는 이들 단어를 체하는 용어이다. 사회  배제는 

개인, 가족, 집단, 이웃 등의 집단을 주거, 시민권, 고용, 한 주거 등과 

같은 사회  기회와 주요한 사회  과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다차원 인 

불이익으로 볼 수 있다.

사회  배제의 유형화 논의로서 가장 표 인 것은 실버(Silver)에 의한 

유형화 작업이다. 여기서 사회  배제의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다음의 <표 

Ⅱ-1>과 같이 연 , 분화, 독 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 문진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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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포강의 빈곤과 배제 유형화 

구분 통합된 빈곤 주변  빈곤 자격박탈의 빈곤

빈민 혹은 배제된 

자의 존재양태
범 한 사회집단

최하  집단, 

하층계

증상태의 

범 한 사회집단

빈곤 혹은 배제의 

사회  심의 

정도

제한 제한 상당히 강함

빈곤 혹은 배제의 

사회  논쟁

통  빈곤 

상에 주목

사회체계의 정상  

기능유지의  

시

구조  요인 혹은 

국민연   

시

배제에 한 

국가복지 역할
있으나 미약함 보편  보호 역할 보편  보호 역할

가족(친인척) 

연 의 역할
매우 강함 약함 약함

빈민 혹은 배제된 

자의 강한 수치심 

여부

없거나 약함 있음 있음

발견 지역 혹은 

시기
지 해 연안국가

독일, 스칸디나비아 

국가: 랑스 

60년 , 70년  

최근의 국, 

랑스

발견 지역 혹은 

시기의 특징

경제  

발달(미발달) 

상태의 통사회, 

농 경제

선진산업사회

불안정한 

경제상황의 사회, 

생활자 기의 

사회

한 포강(Paugam)은 빈곤과 배제에 해 실 분석에 을 두고 다

음 <표 Ⅱ-2>와 같이 유럽 각국의 실제모습을 유형화하고 있다.

출처 : 심창학, 2004.

이후 1980년 에 이르러 개인과 사회의 연 가 단 되는 양상을 빈곤의 

재생산과 련지어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사회  배제는 유럽지역에서부터 

정책  개념으로 범 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상당히 첩되는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사회  배제를 

동의어로 보기는 어렵다. 빈곤의 개념이 기본 으로 경제  요소에 을 

두고 정태 인 상을 설명하는데 주안 을 두고 있다면 사회  배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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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특정 혹은 범 한 사회 구성원을 빈곤과 사회  자본  유 의 

결핍으로 몰아가고 있는 과정과 역동성의 요소에 을 두는 동태  개

념이다. 

하지만 개략 으로 볼 때, 사회  배제는 기존 빈곤 개념에 비해 ①빈곤

의 역동성에 을 맞추며, ②빈곤을 인 문제에서 다차원 인 불리

함으로 확 하여 해석하고, ③개인보다는 가족과 지역사회까지 범 를 넓

히고 있으며, ④참여와 권한 그리고 사회통합 등과 같은 계 인 이슈에 

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에서의 차별성 지 이 일반 이다. 따라서 <표 

Ⅱ-3>과 같은 개념  수 에서의 차이  지 이 가능하다1).

<표 Ⅱ-3> 빈곤 개념과 사회  배제 개념 특성 비교

정태  결과
(static outcome)

동태  과정
(dynamic process)

소득 심 빈곤
(poverty)

궁핍화
(impoverishment)

다차원 박탈
(deprivation)

사회  배제
(social exclusion)

출처 : Bergman, 1995.

코다마 토오루( 玉徹) 등은 유럽에서 논의되는 사회  배제의 개념은 

첫째, 결과만을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되어 가는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는 , 둘째, 사회  배제는 소득과 실업이라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

고 다차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 그리고 세 번째로 구조 인 상이라는 

것을 지 하고 있다. 여기서 새로 추가되고 있는 구조 인 상이란 경제

와 사회변화의 ‘구조 인 경향’과 련하여 발생하는 상이라는 것이다. 

‘구조 인 경향’으로 열거되고 있는 네 가지는 합리화와 노동시장의 규제

완화에 수반하여 생기는 유동 이고 유연한 노동패턴, 지식의존형 경제로 

1) 그러나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개념에 대한 추상적 수준에

서의 이론적 논쟁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표에서의 개념 차이는 그 강조하는 특성을 비

교하려는 의도이며 빈곤 개념을 폐기하거나 혹은 사회적 배제 개념으로의 대치를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보다는 최근의 빈곤 양상을 사회적 배제의 논의에서 강조하는 점들을 통해 조

망하는 하나의 시각 혹은 분석틀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 35 -

르 그랑(J. Le Grant)의 사회  배제 개념

① 지리 으로 특정 사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② 그 자신의 통제를 넘어선 이유로 인해서, 그 사회 내에서 정상 인 사

회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는 사람으로서,

③ 그 사람이 참여하기를 희망할 경우

-> 의 ①,②,③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은 사회 으로 배제되었다.

이행함에 따라 정보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새로운 기능과 자격이 피고용자

에게 요구되는 것, 고령화와 통 인 가족구조의 붕괴라는 인구학 인 변

화, 발 으로부터 낙오된 농 , 과거의 공업지 , 혹은 소득이나 실업  

폭력이 집 하는 지역과 같은 역 분화 등이다(홈리스주거지원과사회

포섭연구모임, 2004).

한편, 문진 (2004)은 다음과 같은 르 그랑의 사회  배제 개념의 특성을 

정리하며, 사회  배제의 개념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로 다차원성, 상 성, 

기 련성, 역동성을 제시하기도 하 다.

첫째, 사회  배제는 단지 가처분 소득의 결여나 실업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보다 넓은 사회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나타나

므로 다차원 인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  배제는 특정한 시 에 특정한 장소라는 상황  요인 속에

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제로 성립한다.

셋째, 사회  배제의 과정에는 이를 담당하는 기 이 제된다.

넷째, 사회  배제는 재의 빈곤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이

르는, 그리고 이후 이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어지는 과정  내용을 포함한

다.

우리사회의 사회복지학계에서도 최근의 빈곤 양상에 한 정확한 악

을 해 사회  배제의 개념에 한 논의가 보다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사회  배제’에 한 논의가  ‘빈곤’에 한 논의에 비해 

다를 것이 없는 표 의 차이라고 일축하기도 한다. 에도 ‘빈곤문화론’ 

등에서는 빈곤과 련된 제반 교육 , 문화  취약성 등의 총체성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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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한 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빈곤의 다차원성에 한 논의는 여러 

로그램( 를 들어 Head Start 등)에서도 이미 지 된 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빈곤문화론 등은 빈곤 상황을 재생산하는 빈민들의 공통된 심리

상태에 주목하며 빈곤의 원인을 무기력, 나태, 알코올 독과 같은 빈민층 

내부의 문제에서 찾고 있는데 사회  배제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문화’를 

유발하는 (빈민층 외부, 반  사회구조의)차별과 배제의 선행 메커니즘

에 을 둔다. 그리고 그 역동성에 해 을 둔다는 에서도 그 차

이를 찾을 수 있다.

  2) 유럽에서 사회  배제 개념의 개

1980년  이후 유럽에서 사회  배제의 개념은 개인과 사회의 사회  연

가 단 되는 양상을 묘사하는 개념으로 활용이 보편화되었다. 특히 이는 

EU  EC의 활동과 련되어 부각되고 있다.

EC 설립조약 제11편 제1장에 따르면 ‘사회정책 정’이 거의 면 으로 

조약 본체에 포함되었고, 그 결과 조약 136조에는 ‘높은 수 의 계속  고

용과 사회  배제의 박멸을 한 인  자원의 개발’이 EU  가맹국의 목

표로서 제기되었다. 유럽 원회는 략목표 2000-2005의  항목으로 4

가지 의제를 채택하 고, 이  세 번째의 경제 ․사회  의제와 련한 

방법으로 ‘사회  배제에 항’하는 략을 채택하 다.

이는 기존의 유럽사회가 지향하던 높은 수 의 사회보장과 개인 경제활

동의 자유라는 양극을 결합하는 방식의 모델 혹은 이 양자를 시기에 따라 

을 바꾸어가던 방식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에 의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1980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높은 실업률과 지구 인 

경제경쟁의 강화 속에서 이 모델을 그 로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

해졌다는 단이다. 다소 추상 이지만 이 두 개의 극을 새로운 방식으로 

묶어가는 ‘유럽사회모델의 근 화’로 사회  배제에 한 항 략을 채택

한 것이다.

2000년 니스에서 열린 유럽 이사회는 빈곤  사회  배제를 제거하기 

한 네 가지 목표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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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에 한 참가  자원․권리․재화․서비스에 해 모든 사람들

의 근성을 진시킬 것

② 배제의 험을 방할 것

③ 가장 취약한 계층을 원조할 것

④ 련된 모든 주체와 자원을 동원할 것

유럽 이사회는 이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가맹국이 ‘빈곤과 

사회  배제에 항하는 국가행동계획(NAPs)을 유럽 원회에 제출하도록 

하 다. 이후 가맹국의 국가행동계획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6

개의 정책  우선순 를 설정하 다(EC, 2004).

① 고용 근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층의 욕구를 충족하기 해 극  노

동시장정책에의 투자를 진할 것

② 노동 가능한 사람의 노동동기를 유인할 수 있는 사회  방어기제를 

확충할 것

③ 사회  배제 험에 처한 취약층이 주거, 건강, 평생학습의 기회에 

근할 수 있도록 근성을 제고할 것

④ 조기교육이탈의 방과 교육-노동의 한 이 을 진하는 조화된 

노력을 경주할 것

⑤ 아동의 빈곤과 사회  배제를 제거하는 을 발 시킬 것

⑥ 이민과 민족  소수자의 빈곤  사회  배제를 감소시킬 것

이는 재까지의 NAPs 행동계획에 지속 으로 철되고 있는 부분이

다.

한 이와 아울러 EC는 사회  배제에 한 비교 가능한 측정지표를 개

발하 고 이를 통한 국가간 비교를 실행하며 세부정책  개선을 제안하는 

등 ‘사회  배제’에 한 명확화를 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다양한 맥락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개념이 사용되곤 하여 

많은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 고 재도 그 개념은 명확히 정의되지 못한 

상황이다.

 



- 38 -

<표 Ⅱ-4> 유럽연합의 사회  배제 지표

구분 지표 비고

1 소득비율

1a 연령기  소득이  후 소득 비율

1b
최근 종사상 지  기  소득이  후 소득 

비율

1c 가구유형 기  소득이  후 소득 비율

1d 주택소유형태 기  소득이  후 소득 비율

1e 소득 분계선

2 소득분포

3 빈곤지속성

4 상  소득 격차

5 지역  결속

6 장기 실업률

7 무직 가구원 수

8 조기 교육기회 상실자

9 평균 기  수명

10 소득수 별 자각 건강상태

이차지표

구분 지표 비고

11 빈곤선 주 의 분산

12 특정 시  기  소득 비율

13 소득이  의 소득 비율

14 지니계수

15 지속  빈곤율 소득의 50% 이하

16 장기 실업 비율

17 장기 실업 비율

18 학력 비율

사회  배제의 구체 인 내용과 역동성의 구조에 한 통일된 내용은 아

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기존의 몇몇 논의 특히, 사회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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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작화하기 한 각종 지표들을 통해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먼 , 로빈슨과 오펜하임은 SEU에서 제시한 7가지의 사회  배제를 일

으키는 문제 역을 이용하여 각각의 역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논

리 으로 설명하여 다음의 [그림 Ⅱ-1]과 같이 표 하고 있다.

빈곤(저소득)

실업 가정해체

저기술

건강문제 열악한 주거 높은 범죄율

출처 : 문진 , 2004.

[그림 Ⅱ-1] 로빈슨과 오펜하임의 사회  배제 역동  계

1990년  이후 유럽에서도 기존의 사회  배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를 넘어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한 실증  논의들이 다수 이루어지

게 된다. 유럽의 많은 자료들에서 이와 련된 지표나 실증  자료들을 찾

는 것은 어렵지 않을 정도로 범 하다. 그러나 반면에 통일된 이론  지

평을 찾기는 어려운 상태라 할 수 있다.

표 인 로 국의 SEU(Social Exclusion Unit)는 이슈집 형의 측정

방식으로 구체 인 사회  배제 상(소수인종, 10  임신, 노숙 등)을 

상으로 실증 인 분석과 안을 모색하 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7가지 사

회  배제의 문제 역을 제시하 다. 실업, 가족해체, 빈곤( 소득), 기

술, 비건강, 열악한 주거, 높은 범죄율이 그것이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사회  배제를 측정하는 지표로 소득(평균소득의 

반 이하인 가구, 소득지원에 의존하는 사람들 수, 무료 식에 의존하는 

학생), 직업에 한 근(취업연령인 실업자의 비율, 2년 이상 실업인 사람

들의 비율, 임 의 일 노동자 비율), 주택의 질과 유용성(주거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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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성, 무주택), 교육( 등교육에서의 무단결석, 퇴학자들의 자격, 취업연

령이지만 취업 자격이 취약한 사람 수), 건강과 출산(미성년 임신, 체  

신생아, 조기사망률), 시민의식과 공동체 참여(투표자, 범죄에 한 공포)

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빈곤에 해 ‘사회  배제’의 에서 실태연구를 수행한 

표  연구는 2003년 국가인권 원회의 연구용역으로 한국도시연구소에

서 수행한 ‘사회  배제의 에서 본 빈곤층 실태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기존의 빈곤에 한 연구들이 사회 , 문화 , 공

간  요인(배경변수)들이 ‘경제 요소(매개변수)’에 향을 미치고 이것이 

빈곤 형성  재생산을 규정한다는 경제결정론  시각에 입각해 있다고 

분석하 다. 이에 비해 공간  요인, 사회  요인, 심리문화  요인, 경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빈곤 형성  재생산 과정을 발하거나 가

속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형성하는 것으로 악하는 것이 사회  배제의 

개념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련되어 살펴볼 수 있는 사회  배제와 통합 련의 요인으로 Bergman

과 Pierson의 것들이 있다.

Bergman은 ①시민참여를 진하는 민주주의 인 법  시스템, ②경제

 통합을 진하는 노동시장, ③사회  통합을 진하는 복지국가, ④개

인간의 통합을 진하는 가족  지역공동체 시스템의 요인 검토가 필요

하다고 보았다.

Pierson 등(2002)은 ①빈곤과 소득, ②노동시장 근의 어려움, ③사회

 지원  계망의 부족, ④지역사회/근린의 효과, ⑤공공서비스로부터

의 배제를 살펴보아야 함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미시 인 사회복

지실천의 에서 반배제  실천의 도입을 주장하며 그 기술  철학  

요인에 해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지표들이 사회  배제 개념의 구성요소들을 나타내어 

주고 있지만 역시 가장 심을 끌고 있는 지표로는 2001년 유럽연합의 사

회  보호 원회(Social Protection Committee)의 주  하에 개발된 사회

 배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랑스를 비롯하여 EU에서는 사회  배제

와 배제극복의 정책  지향에 해 매우 높은 심을 나타내고 있어 이 지

표는 실질 으로 각 국가의 비교 등을 해 활용되고 있다. 앞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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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EU의 사회  배제 지표 역별 정리

구분 역 지표

1차  지표

소득

1. 빈곤율

2. 소득분포

3. 빈곤 지속성

4. 상  빈곤 격차

지역  결속 5. NUTS 22)수 의 고용률

실직
6. 장기실직

7. 무직 가구원 수

교육 8. 조기 교육기회 상실

수명 9. 평균 기  수명

건강 10. 소득수 별 자각 건강 상태

2차  지표

빈곤

1. 빈곤 산포

2. 특정 시  빈곤율 변화

3. 소득이  이 의 빈곤율

5. 지속빈곤율

소득분배 4. 지니계수

실직
6. 장기 실직자 비율

7. 극장기 실직자 비율3)

교육 8. 학력 비율

바 있는 유럽연합의 지표를 그 내용 역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Ⅱ-5>

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지표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실제로는 다

층 이고 역동 인 사회  배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으며 사실상 ‘노

동’과 ‘고용’ 역에만 이 두어지고 있다는 비 도 나타나고 있다. 특

히 배제의 요한 양상을 포착할 수 있는 ‘주거’의 부분이 사상되고 있음

을 그 주된 논거로 삼곤 한다(홈리스주거지원과사회 포섭연구모임, 2004).

이상의 사회  배제 개념과 련된 논의  그 지표의 다양성 등을 통해 

직 으로 유추될 수 있는 바는 이것이 단지 추상  개념  논의를 한 

2) NUTS는 Nomenclature of Territorial Units for Statistics 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럽을 땅 크

기와 인구를 기준으로 3가지의 수준으로 구분한 지리적 단위이다. NUTS 1, NUTS 2, NUTS 3 

수준 중에서 NUTS 2수준은 유럽연합을 200여 개로 구분한 중범위의 지역구분에 해당한다.

3) 여기서 극장기란 24개월 이상 지속적인 실직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장기실직은 12개월을 기준

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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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체가 아니라는 이다. 이는 단지 경제  결핍의 요소를 넘어 다양한 

역에서 철되는 주변화와 박탈의 상을 포착하고 이에 항하기 한 

정책  안을 모색하는 실질  지침이 되고 있다.

비록 그 실질  지침의 구체  내용은 다양하고 통일된 내용을 보여주지

는 못하지만  사회  배제의 논의에서 빈곤 상과 그 책 모색에서 이를 

바라보는 몇 가지 주요한 흐름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과거와 달리 경제  결핍과 소득만을 심으로 빈곤 상에 주목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책의 측면에서도 소득보장만을 심으로 하

여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패러다임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빈곤과 배제 상이 가지는 다방면의 총체  역동성에 주목하며 

그 안의 방향에서도 다방면에서의 통합과 포섭에 주력하려 한다는 것이

다. 를 들어 주거측면에서의 배제 상에 해서는 주거 역에서의 사회

 탈배제(social inclusion)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회  탈배제의 견지에 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에 해서는 사회  서비스가 내포하는 ‘통제’ 기제로서의 본질에 한 철

학  논란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양극화나 주류로부터의 단 을 극복하려

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역으로 최근의 빈곤 상황이 가지는 구

조  단 과 소외의 고착화에 을 두고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정태 인 빈곤 상과 지표만이 아니라 배제하는 측과 배제

당하는 측의 계의 역동성에 을 두고 악하며 이 과정을 바꿀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한다.

결국, 사회  배제의 개념과 논의는 ‘다차원 인 역의 역동 인 계’

에서의 박탈 구조를 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한 원리를 모색한다는 

에서 우리에게 함의를 주고 있다.

2. 노숙인의 고립과 사회  연계에 한 논의

사회  배제의 개념과 노숙인 문제에 한 논의가 직 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비교  최근의 것이다. 그러나 기본 으로 사회  배제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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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노숙인이 사회 주류로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주

변화되고 격리되는 과정에 한 논의는 계속 있어왔다. 특히 이러한 논의

는 노숙과 빈곤의 계 측면보다는 노숙인의 심리  사회  측면에 한 

측면에서 더 많이 이루어져 왔다.

  1) Goodman의 노숙에 한 심리사회  외상론

노숙인들이 나타내는 사회  지지의 취약성과 련하여 이를 노숙생활

의 산물로서 분석하는 표 인 연구 의 하나가 Goodman 등의 연구

(1991)이다. 이들은 노숙인들이 나타내는 다양한 심리사회  특성을 ‘노숙

인이 되는 험요소(risk factor)’로 보고 있는 연구들이 많다는 을 지

하면서 노숙의 원인과 련된 연구들이 이러한 을 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반 로 ‘노숙생활이 개인의 심리사회  기능수행의 하에 

해 험요소’라는 시각이 이론 ․실천 으로 보다 타당하다고 주장하

다. 개인의 역동 인 생활사에서 노숙생활은 심리사회 인 손상의 특성

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숙 자체를 험요소(risk 

factor)로 규정하는 것이다.

Goodman 등(1991)은 노숙의 원인으로 심리사회  특성을 주장하는 것

은 실제로 입증되기 어렵다고 하며, 보다 요한 것은 노숙을 시작하기 

에 심리사회  손상이 있었느냐에 계없이 노숙생활의 결과로 나타나는 

심리사회  손상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에서 노숙의 잠재  향을 이해하는 틀로서 ‘심리사회  외상

(trauma)'의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심리사회  외상’이

란 비정상 일 정도로 충격 이고 통제할 수 없는 개인  사건에 한 일

련의 심리사회  반응을 의미하고 있다. 외상은 상호신뢰와 인 계의 상

실이나 개인의 심리  통제력의 상실과 같은 다양한 증상을 포함하는 것

으로 설명한다(Goodman et al., 1991).

이들은 외상이론(trauma theory)을 통해 세 가지 측면에서 노숙의 향

을 이해하는 시각을 제공한다. 첫째, 노숙인이 되는 사건은 가정과 이웃, 

일상생활, 습 인 사회  역할 등을 상실하는 과정이므로 그 자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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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회  외상의 증상을 가져온다. 둘째, 노숙인이 되는 그 자체의 과정

에서 심리사회  외상을 입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길거리나 임시보호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생활의 지속 인 조건에 의해 결국 개인의 처능력

이 손상되고 외상의 증상에 빠지게 된다. 셋째, 노숙인이 되거나 혹은 지속

인 노숙의 조건으로 심리사회  외상을 겪게 되지는 않더라도 과거에 

다양한 생활경험과 련하여 이들의 잠재  손상을 증폭시켜 심리사회  

외상의 증상을 나타나게 한다4). 일반 으로 외상사건을 겪은 사람들의 반

응은 일시 인 혼란과 장애를 거친 후에 정상 인 반응의 경우 분노나 공

포, 좌 감 등의 호소(outcry), 사건에 한 회상의 거부(denial), 무의식

인 사건에 한 회상의 침입(intrusion), 사건의 실제에 한 직면과 진행

(working through), 종료(completion)라는 국면을 지나 일상 인 평정을 

찾는다. 그러나 병리 인 반응의 경우 이 각 국면에서 극단 으로 압도되

거나 공황상태에 빠지고 지속 으로 사건에 한 회상과 재경험에 시달리

며 신체형 장애나 인성의 왜곡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Horowitz, 

1993).

그러나 잠재 인 외상사건에 한 반응은 일정한 것이 아니라 개인, 사

건, 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진다. 특히 외상을 유발

하는 사건의 내용이나 기간, 강도 등이 외상의 양상에 큰 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노숙은 일반 으로 생각하는 강간, 천재지변 등의 외상사건들

과는 달리 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기사건이라는 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이에 한 심리사회  외상 반응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Goodman 등은 노숙생활이 노숙인에게 유발하는 심리사회  외상의 

표 인 양상으로서 사회  연계단 (social disaffiliation)을 제시하 다5). 

이들은 사람의 응  행동을 해서는 안 하다는 것과 주 와 연결되어 

4) 이들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노숙인들에게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의 증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DIS 면접방법을 통해 300명의 조사대상자 중에서 53%가 PTSD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Smith의 조사(1991)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도 노숙인 보호시설인 자유의 집에서 CIDI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숙인들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심리적 증상으로 우울과 아울러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언급되고 있다.

5) Goodman 등은 노숙생활의 심리사회적 외상의 두 가지 핵심적인 모습이 사회적 연계단절

(social disaffiliation)과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라고 보고, 이에 따라 보호시설

에서 이루어져야 할 노숙인에 대한 실천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강

화와 개인적 통제감(personal control)의 함양을 들고 있다(Goodman et a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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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느낌이 필수 인데 노숙인들은 노숙과정을 통해서 연계  유

(affiliative bonds)나 신뢰할 수 있는 계를 상실한다는 을 강조하 다. 

특히, 다른 심리사회  외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숙인들이 겪는 심리사

회  외상에서도 유 를 상실하는 객 인 측면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유 나 지지를  수 있는 연계를 잃었다는 주  지각이 요한 역

할을 한다는 이 지 되고 있다. 결국 노숙인들의 사회  연계단 이란 

사회 인 지지를 제공하는 가까운 유 의 상실을 통해 계가 단 된 고

립의 양상을 스스로 지각하며, 실제로 더 이상 인습 인 사회주류와의 연

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습 인 계에 기반한 방식의 역할이나 행동의 

의무를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의 논의는 외상이론의 시각을 통해 노숙인들의 사회  연계단  혹

은 사회  지지의 결핍을 노숙생활의 결과로서 보는 을 제시하고 있

다는 에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심리 인 특성의 설

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숙인이 사회주류의 과정으로부터 배제되어

가는 주변화의 역동  과정에 해 설명하고 있다는 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 Bauman과 Grigsby의 사회  연계단  논의6)

Bauman과 Grigsby(1988)는 노숙생활이 길어지면서 만성화되어 가는 과

정에 한 연구를 통해 사회  지지와 계망이 왜곡되어가는 것의 요

성을 설명하며 사회  연계단 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에 노숙인이 되었으나 사회  지지망을 가지고 있으며 외향

인 경우(Type 1), 최근에 노숙인이 되었으나 지지망을 상실하 고 내향

인 경우(Type 2), 노숙기간이 길어졌고 고립되어 있는 경우(Type 3 - 

The Isolated), 노숙기간이 길고 노숙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에 속해서 생활

하는 경우(Type 4 - The Outsider)의 4가지 사례를 통해 만성화 모형을 설

명하고 있다.

6) 이들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가 아니라 사회적 연계단절(social disaffiliation)의 개념

을 통해 관계의 문제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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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한 사람이 노숙인이 되는 과정에서 우선 상실의 단계(stage of 

loss)가 나타나며, 3가지 단계의 상실(가족지지의 상실, 친구의 상실, 지역

사회지지의 상실)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상실’을 거쳐 노숙생활에 어들

고 난 후 사회  연계단 (disaffiliation)의 과정이 뒤따른다. Type 2의 경

우 다른 노숙인과 사귀기 어렵고 ‘외로움’의 경로를 밟게 된다. Type 1의 

경우는 기의 지지가 차 감소함에 따라 다른 노숙인과 함께 하는 경로

를 밟게 된다. 이 양자의 경우에 시간이 흐르면서 노숙이 만성화

(entenchment in homelessness)되는 과정으로의 이동이 나타난다. 노숙으

로의 이동압력을 반 시킬만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노숙

인들은  더 통 인 계와 제도로부터 분리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가정이 없고 지역사회의 거주자들과 계가 없어지면서 노숙인은 인습

인 방법으로 행동해야 할 의무를 많이 느끼지 못하게 되고, 통 인 역할

과 주류 사회로부터 단 된다. 한편으로는 이 과정이 진 되면서 노숙인은 

그들을 도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주류 문화의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

하고 연계단 (disaffiliation)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잃

게 된다. 이 과정은 길에서 외롭게 있거나(Type 3으로의 화), 비 통 이

지만 지지를 재획득하기 해 노숙인들과 연계되는(Type 4로의 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최  노숙이 어떤 형태이든지 길에서 충분한 시

간을 지내게 되면, 외부자(the outsider)나 고립자(the isolate)의 형태로 만

성화된다고 보았다7).

이들은 노숙인들에게 길거리에서의 계제휴(street affiliation) 즉, 노숙

7) 만성화의 척도로 자신의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노숙인들의 경향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노숙인들과의 연계형성이나 동일시, 만성적 노숙화로 인한 전통적 역할로부터의 사회적 연

계단절(social disaffiliation) 과정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만성화(entrenchment)의 특성은 다른 

노숙인과의 연계형성(affiliation)과 동일시의 두 가지인데 전자는 노숙인에게 사회적 지지의 증가

를 주고, 후자는 낯선 환경에서 자신을 이해하는데 관련된 정보를 얻을 기회를 준다. 사회적 비

교론(social comparison theory) 및 이것과 연계형성적 행동과의 관련성 속에서 노숙인들이 문

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비교의 대상이 되는 타인들이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문제를 과소평가한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전통적이고 인습적인 수

준의 비교대상과의 정보 교환기회가 상실되어간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의 결과 노숙하는 친구

의 수는 만성화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예측할 수 있는 바는 노숙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많

고, 길거리의 친구들이 많을수록 자신이 심각한 의료, 정신건강, 알코올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삶의 질이 풍족하다고 느낀다. 즉, 분석상에서 만성화를 노숙으로 

보내는 시간과 친구의 수로 볼 때, 노숙인들은 만성화의 함수로 자신의 문제를 과소평가한다는 

것이다.



- 47 -

인들로 구성된 사회  계망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심리  안녕에는 기

여할 수도 있지만, 부정  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을 지 한다. 길거리 

집단의 참여와 같은 노숙인 지지망에의 완 한 참여는 인습 인 역할로부

터의 연계단 과 비 통 인 문화에의 제휴  만성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 모형에서 노숙은 주요한 ‘상실’에서 ‘연계단 (disaffiliation)’과 ‘만성화

(entrenchment)’로 가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을 지 하고 있다. 

결국 다른 형태의 삶으로 만성화되어가는 과정인 셈이다. 

Grigsby 등(1990)은 이 모형을 다시 보다 간결하게 정체화시켜 노숙생활

이 사회  계제휴(social affiliation)에서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을 지

하고 다음 <그림Ⅱ-2>와 같이 사회  계망의 측면에서 노숙의 장기화 

만성화 과정에 한 사회  모형을 제시하 다. 즉, 복합 인 상황과 사건

으로 인해 최 로 노숙을 하게된 노숙인들은 노숙생활이 길어지면서 두 

가지 형태로 만성화되어 간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노숙생활을 하게 되

면서 사회  지지를 지속 으로 상실하게 되어 나타나는 사회  연계단

(disaffiliation)이고, 두 번째는 주된 계망이 노숙인들로 이루어지면서 나

타나는 다른 형태의 사회  계제휴(re-affiliation)이다. 자가 사회  지

지와 계망의 지속 인 상실로 인해 정상 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

게 만드는 요인이라면 후자는 일반 인 사회 습과 동떨어진 ‘노숙문화’를 

만들어내는 계망에 의존하게 되어 정상 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

게 만드는 것이다. Grigsby는 노숙이 가지는 사회  연계단  속성이 이처

럼 두 가지 양상으로 만성 인 노숙문화(culture of chronic homelessness)

를 만들어 노숙생활에 지속 으로 빠져드는 상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이 Grigsby의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은 앞에서 ‘양날의 칼’이라는 

말로 표 했듯이 노숙이 가져오는 만성화의 지표인 사회  연계단 이 

계망이나 지지의 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다. 체 사회  계망에

서 노숙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  계망에서 

노숙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은 만성 인 노숙문화에의 응성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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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  노숙 

출처 : Grigsby, C. et al. 1990. "Disaffiliation to Entrench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V.46(4), 146.

[그림 Ⅱ-2] Grigsby 등의 만성  노숙에 한 사회  과정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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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숙생활의 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사회  연계가 단 되는 

것, 혹은 그 게 느끼는 것도 심리사회  외상의 형 인 증상이 된다. 노

숙인들은 노숙생활을 하게되면서 사회  지지망을 상실하게 되고 더 이상 

스스로 안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느끼게 된다. 실제의 사회  

계망을 상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립과 불신의 심리  연계단 감을 가

지게 된다. 노숙인들이 사회  계망을 상실하고, 안 하고 신뢰할 수 있

는 계에 해 상실감을 느끼게 되면 습 인 사회  의무나 역할을 수

행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 사회  연계단 은 심한 심리사회  손상으로 

자리잡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Grigsby 등의 노숙의 만성화 모형은 체 으로 노숙기간

이 길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  연계단 의 요소에 해 을 두고 

있었다. 이는 노숙기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노숙의 만성화가 실제의 사

회  계망을 잃는 것, 사회  계망이 노숙인들로만 이루어지는 행

인 모습, 그리고 이와 아울러 사회  지지를 잃어 고립된 것으로 지각하는 

것 등의 세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Grigsby 등의 논의에서는 그림에서 나타난 사회  연계단 의 

두가지 경로를 서로 다른 독립  유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노

숙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  연계단 의 양상이 사회  계망을 지속

으로 상실해가는 노숙인 유형과 기존의 계망 신 노숙인 심의 새

로운 계망을 형성해가는 노숙인 유형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에 따라 Grigsby 등은 1990년의 연구에서 집락분석을 통해 이 두가지 유

형의 노숙인이 가지는 속성차이를 분석하며 외부자(the outsider) 유형보

다는 고립자(the isolate) 유형이 보다 심각한 기능수행 하가 나타나는 것

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이 나타내는 속성 차이는 질 으로 상

이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분리된다기 보다는 연속선 상에 있는 상  

차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부분의 노숙인은 노숙생활을 하면서 기존

의 지지망을 상실해가고 한 주변의 노숙인들로 이루어진 지지망을 획득

하면서 계망의 구성내용이 노숙이 과는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계망을 상실하는 연계단 의 과정과 노숙인 심의 새로운 계망의 비

율이 커지는 재연계 과정은 모든 노숙인에게 동시에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띠라서 Grigsby 등의 사회  연계단 에 한 논의에서 노숙인들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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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분류 자체보다는 유형분류와 련되어 제시된 요인인 지지와 계

망의 상실, 그리고 노숙인 심의 계망 형성이라는 개념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논의에서 사회  배제의 과정이 주류와는 다른 하 문화와 계

망의 형성, 혹은 주류와의 단 이라는 특징  유형으로 나타남을 실증 으

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비록 사회  배제(exclusion)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연계단 (disaffili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노숙인에게서 

특징 으로 나타나는 주변화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특히, 사회  

계망의 측면에서) 에 의의가 있다.

  3) Hudson의 노숙 상호의존 모형(interdependency model)

Hudson 등은 노숙의 사회  단 (social disintegration)의 측면에 

을 두고 노숙의 상호의존모형을 제안하여 시험하 다. 인구학 인 개인 

험요소가 ‘개인의 능력과 장애’, 그리고 ‘경제  기회와 장벽’이라는 두 가

지 요소에 향을 주고 이는 ‘고용형태와 능력의 합성’이라는 요소와 연

결된다. 여기에 ‘가족의 지지’ 요소와 ‘사회  서비스의 지지’가 매개되면

서 이 여부에 따라 탄력성을 가지거나 아니면 ‘극도의 빈곤’ 상황에 처하

게 된다. 여기에 다시 ‘ 한 렴주거’의 유무라는 요소가 ‘노숙상태’의 

진입과 재생산을 이루어낸다고 보고 있다(Hudson, 1998).

그는 자신의 분석을 토 로 사회개발 략을 노숙의 문제에 처하기 

한 략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능력구축요소(competency building 

component), 지역사회구축요소(community building component), 연결요

소(linkage component)로 다시 세분되고 있다.

3. 노숙인과 사회  배제

이상에서 사회  배제의 개념과 구조, 그리고 배제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숙이 가지는 특성에 한 기존의 유사한 논의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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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의 문제가 사회  배제의 개념과 가질 수 있는 상 성을 살펴보았

다. 이를 토 로 하여 노숙인과 그 인권옹호  욕구충족을 한 서비스의 

모색에서 필수  고려사항이 되는 노숙인 문제에 한 사회  배제 개념

에서의 조망 내용에 해 검토한다.

1) 사회  배제의 논의와 노숙의 조망

노숙의 문제는 단지 극빈의 문제를 넘어서 다차원 , 과정  측면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에서 공통 으로 지 되고 있다. 

사회  배제의 논의를 우리 사회 빈곤의 실태 악에 직 으로 용한 

표 인 연구는 한국도시연구소의 것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과거 빈곤에 한 연구들이 사회 , 문화 , 공간  차원

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인들이 경제  요인으로 수렴되어 빈곤의 형성 

 재생산에 향을 끼친다고 보아(혹은 비경제  요인들은 경제  요인

의 결과 맥락의 상이라고 보아) 비경제  요인들은 배경변수로 간주하

다고 지 한다. 하지만 실 으로는 경제  요인들과 비경제  요인들

이 서로 향을 주고받으며 제각기 빈곤의 형성  재생산 과정에 개입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배제를 통해 빈곤문제를 조망하는 입장에서는 

경제  요소뿐만 아니라 공간 , 사회 , 문화  요인 모두를 사회  배제 

메커니즘의 구성요소로 삼고, 이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이들 간의 상

호작용을 통해 사회  배제가 어떻게 심화되고 있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빈곤에 한 기존의 설명틀과 사회  배제 범주를 비롯

한 새로운 설명틀을 다음 [그림 Ⅱ-3]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한국도시연구

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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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설명틀

사회  요인

 빈곤형성  재생산경제  요인

공간  요인

문화  요인

 * 새로운 설명틀

[그림 Ⅱ-3]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정리한 과거 빈곤 설명틀과 새로운 설명틀

즉 과거의 틀과는 달리 기본 으로 물질  결핍을 포함한 여러 역들이 

상호작용하며 지속 인 ‘주변화’의 배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부분에서의 서비스나 개입이 이루

어졌을 때 연쇄 인 효과를 가지고 배제나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리라

는 것은 비 실 인 기 로 볼 수 있다. 

한 배제의 구성요소들은 단순히 병렬 , 나열 인 의미가 아니라 상호

간에 일정한 역동  패턴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구체  모습들을 찾아내는 

과제가 두될 수 있다. 한국도시연구소에서는 ①주거차원의 사회  배제, 

②고용취업 차원의 사회  배제, ③교육차원의 사회  배제, ④건강차원의 

사회  배제, ⑤사회  계 차원의 사회  배제, ⑥물질  역의 사회  

배제의 6 역에 한 생애사  탐색을 통해 사회  배제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물론 한국도시연구소의 논의는 주거빈곤계층에 한 분석이었지만 사실

사회  요인

문화  요인

공간  요인

경제  요인

빈곤형성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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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주거빈곤층의 가장 극단 인 핵심에 노숙인이 존재한다고 보면 이는 

노숙인의 빈곤상황에 한 근에서 사용되어야 할 설명틀의 제시에 다름 

아니라 하겠다.

사회  배제의 논의는 빈곤에 한 논의에서의 이 ‘분배  문제’로

부터 ‘ 계  문제’ 반으로의 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종래

의 ‘빈곤’ 개념은 주로 ‘분배의 문제’(개인 혹은 세 의 최 생활수 으로

의 근을 가능하게 하는 가처분소득의 결여)에 을 맞추고 있는 데에 

하여 ‘사회  배제’는 ‘ 계의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문제, 다시 말하자

면 부 한 사회참가, 사회 통합의 결핍과 권력의 결여 등에 한 사회

시스템의 붕괴/기능부 , 혹은 사회  권리에 주로 을 맞추고 있다

(Room, 1995a, 1995b, 1999). 

즉, 인권이나 공공서비스 등 사회문제의 상은 빈곤하고 사회 으로 불

리한 상태에 있는 개인과 집단이라는 맥락에서가 아니라 이들이 주류 사

회의 제도에 한 근성으로부터 단 되어 가는 과정, 즉 제도의 기능부

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사정의 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 게 본다면 노숙 상태는 그 ‘결과’만이 아니라, 그를 래하는 다양한 

로세스와 메커니즘으로부터 ‘과정’ 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음의 <표 Ⅱ

-6>에서 이를 감안한 홈리스 상태에 한 정의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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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홈리스 상태의 조작  정의

개념 인 카테고리 조작 인 카테고리

노숙상태 

(rooflessness)

공공의 장소에서 거주 

야간긴  쉼터에 체재

집이 없는 상태 

(houselessness)

지원서비스 시설 혹은 피난소 

- 홈리스를 한 숙소 

- 여성을 한 쉼터 

일시 인 숙소에서 거주 

- 임시  숙소 

- 통과거주시설 

- 이민자를 한 임시거주시설 

시설거주 

- 감옥, 개호센터, 병원 

사회 지원형숙소

불안정/부 한 

주거

빈 건물에서의 스쿼  

렴한 호텔에서 거주

불안정한 주거 

(insecure housing)

강제퇴거에 임박해 있는 거주 

(자의 인 선택에 의하지 않은)가족 혹은 벗과의 일시  
동거 

( 트 와 가족으로부터의)폭력의 하에서의 거주 

규범 인 법  임차권을 갖지않은 주거에서의 거주

부 한 주거 

(inadquate housing)

임시 인 구조 혹은 조야한 오두막에서 거주 

이동주거(캐러번)에서의 거주 

(국가의)법 기  이하의 거주에 부 합한 주거 

(국가가 정한 기 에 따른)심각한 과 상태에서의 거주

출처: Edgar et al(2003:7) 

 

이상과 같이 생각하면 홈리스 문제에 한 분석과 응에서 주거로부터 

박탈된 상태로부터의 극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의 통합  (재)참

가와 그를 한 사회 인 자원들과 권력에 한 근이 가능하게 되도록 

포섭 인 사회(inclusive society)를 구축해 가는 것이 필요하며, 기능부

에 빠진 기존의 제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창조하는 것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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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숙의 문제에 한 이러한 이해는 사회  배제의 논의를 주도한 EU에 

있어서도 주목되고 있다. 노숙은 사회  배제 에서 가장 극단 인 형태

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EU에서의 2002년 국가행동계획

(NAPs)에서도 항목 3.2.2(4가지 주요목표  2번째의 배제의 험 방에

서 2번째 항목에 해당함)를 부채와 노숙에 한 방으로 삼고 있다(EC, 

2002).

2002년 NAPs에서는 노숙이 사회  배제 에서 가장 극단 인 형태이

지만 이에 해서는 사실상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으며, 

그러다보니 이 문제에 한 각종 지표에서도 각 회원국들의 행정  심

은 성과(outcome)보다는 산출(output)에 이 두어지고 있음을 고백하

고 있다. 즉, 노숙인 문제의 해결보다는 노숙인 련 사회  서비스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는 사람의 수와 같은 것들이다. 기본 으로 회원국들이 정확

한 노숙인의 수와 그 문제의 심각성의 양 인 측면에 해서도 정확히 합

의되고 있지 않음이 나타난다. 덴마크가 4500명, 오스트리아가 20000명, 핀

란드가 10000명, 네덜란드가 20000-30000명, 이탈리아가 17000명 등이다. 

이 때 장기 계획 등으로 회원국들이 내어 놓은 노숙인 문제에 한 로

그램들은 단지 식이나 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련 사회복지

서비스들을 통합 으로 제공하는 로그램에 이 두어지고 있다. 이는 

국가행동계획의 4가지 주요목표  첫 번째 목표인 고용과 련 자원의 

근성을 진하기 해 사회보장체계, 주거, 보건, 교육, 법률, , 교통 등

의 서비스를 종합 으로 기획하는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2004년 국가행동계획에 한 EC의 사회  통합을 한 합동보고서(Joint 

Report on Social Exclusion 2004)에서도 항목 6.3에서 노숙인 문제에 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것도 역시 국가행동계획 목표에 근하기 한 주

요 근의 두 번째의 한 역으로 여기서도 극단 인 배제인 노숙은 보건, 

고용, 아동의 교육, 가족생활에 심각한 결과를 래하고 있음을 지 하고 

있다. 여기서는 노숙인을 한 주거를 갖추지 못한 의의 주거불안정 

인구를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숙은 주거만이 아니라 보건과 

정신건강, 고용, 교육과 훈련, 법률, 사회  보호 등 다양한 역에 걸치는 

통합 이고 체 인 근이 요구되는 다차원 인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 56 -

그리고 이와 련하여 모든 EU의 회원국들이 임시 주거나 생활유지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분 이라고 지 하고 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는 노숙문제를 완 히 해결하기 한 통합  략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

는 4개국(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국) 뿐이고 3개국(벨기에, 랑

스, 포르투갈)이 이를 비 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노숙상황에 한 방과 처 로그램은 사회  응 체계의 개

선, 추가 인 임시거처의 제공, 다학문  아웃리치 의 구성, 공공기  조

건  정신보건시설 임시쉼터 사회주택 역 간의 네트워킹, NGO와 공공

기 의 주거 로그램의 력 등과 아울러 사회  통합  재통합을 한 

문직과 자원 사자들의 지속 인 노력을 조직화하는 것을 망라해야 함

을 지 하고 있다.

2) 노숙인의 사회  배제요소

노숙의 문제에 한 사회  배제 에서의 분석은 한 특정 하나의 

제도나 로그램  실천 노력이 하나의 독립된 상이나 문제에 응한

다는 분리  근이 가지는 한계를 명확히 한다. 이와 아울러 사회복지  

개입의 노력을 ‘사회  배제의 총체  상에 응하기 한 총체  근’

으로의 유기  연계를 조직하도록 하기 한 원리가 될 수 있다.

특히 사회  배제는 그 개념의 역동  과정성이나 다차원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천  활용성의 측면에서 거시  측면만이 아니라 시  측면에

서의 분야별 로그램의 구성과 연계  미시 인 에서도 큰 함의를 주

고 있다.

Pierson(2002)은 사회  배제에 항하기 한 반 배제  사회복지실천

의 핵심  기본요소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소득과 복지서비스 수 권의 극 화

  ② 사회  지지와 계망 강화

  ③ 기 과 지방조직과의 연계 속에서 활동

  ④ 서비스 활용자, 지역 주민, 지역 단체들의 효과 인 참여를 한 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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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체 인 근린 이웃에 한  유지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특히 이를 해 사용되는 기술로 기존의 역에 해 개방 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에서도 반 배제  사회복지실천에서 특히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는 실천 기술로 의사소통기술(communication skills), 상기술

(negotiating skills), 옹호기술(advocacy skills), 지역사회실천기술

(community work skills)의 네 가지 기술군을 지 한다.

우리사회에서 재의 빈곤과 노숙인 문제의 양상, 그리고 노숙인에 한 

사회  배제의 논의 양상에 비추어 볼 때 배제의 몇 가지 핵심  요소에 

한 제기가 가능하다. 이는 물론 기존의 사회  배제에 한 논의들에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그 에서도 요소를 추출할 수 있는 근거는 노숙  빈

곤의 경험과 련하여 ①해당 역의 문제성이 과거에 비해 심각한 수

으로 악화되었을 것 ②소  ‘빈곤’ 내지는 ‘결핍’의 문제와 한 연 성

을 가질 것 ③특히 이 연 성은 빈곤에 따른 결과의 양상 이상의 의미로서 

빈곤에 다시 향을 미치고 있는 역동  구조를 가질 것 ④해당 역의 개

선 없이는 빈곤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  주변화의 압력이 

작용할 것 등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이 구체  양상의 구조는 ‘ 소득과 경제  결핍’이라는 요소 외에 노동

시장의 배제, 교육의 배제, 주거의 배제, 건강 문제, 가족해체, 사회주류와

의 계망 단 (소수자의 문제)과 문화 ․심리  단 , 사회  서비스의 

배제 등 요소가 층 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만 상호간에 복잡한 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기존의 논의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 노숙인의 사회  배제 

양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의 역동  과정을 통해 히 조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경제  결핍

노숙인은 기본 으로 심각한 경제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노숙상

황에 이르는 진입과정에서의 박탈과 주변화를 이끌기도 하지만 이후 노숙

생활의 조건이 지속 으로 경제  결핍을 가속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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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노숙인은 최  노숙 단계로의 진입에서부터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보인

다. 그러나 일단 노숙생활을 지속하다보면 노숙이라는 조건이 ‘좋은 일자

리’로의 진입을 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3) 보건의료에서의 배제

노숙인은 신체  정신  건강에서의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최  

노숙 진입에서 노동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한편으로는 노숙생

활이 심신의 건강을 해치며, 불안정한 주거요건이 보건의료서비스로부터

의 배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4) 교육  배제

통 으로 빈곤층과 노숙인은 교육연한이 짧고, 인  자본이 취약하다. 

한 노숙생활은 당사자의 기술이나 지식 습득, 심지어는 자녀세 에 한 

한 교육기회를 박탈한다.

  (5) 주거의 배제

노숙은 기본 으로 한 주거상황에서의 배제를 의미한다. 이의 진입

과정에서부터 정규 인 주거로부터 단계 인 배제 양상을 밟아 왔으며 이

의 장기 인 악순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6) 가족해체

노숙인은 가족을 구성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소수이다.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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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는 노숙생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반 로 결과의 측면으로 상되기

도 하는 배제의 요소이다.

  (7) 사회  계망의 배제

노숙에 이르는 과정은 노숙인의 사회  계망과 지지자원을 상실시켜

가는 과정이다. 특히 우리사회처럼 비공식자원과 계망에 의한 상호부조

의 비 이 큰 사회에서 이 배제과정은 커다란 타격을 주며 일단 노숙생활

에 어든 이후에는 선행연구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 통 인 계망으

로 치되거나 속한 고립을 보이곤 한다.

  (8) 공공서비스에서의 배제

극빈층에 해당하는 노숙인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가 많아진다. 그러

나 이들은 노숙으로의 진입이나 반복과정에서 사회복지를 비롯한 공공서

비스에의 근성이 히 제약받는다.

  (9) 문화  단 과 배제

 노숙인은 사회주류로부터의 격리와 이 과정에 한 내면  인식에 의

해 문화 으로 고립 내지는 비 통 인 문화가치를 내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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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본  인권과 노숙인

1. 인권의 개념  보편성

인권에 한 개념은 각기 다른 역사 , 문화  맥락에서 개념 정의되어

야 하기 때문에 각 학자마다, 각 시 마다 다르게 정의 내려지고 있다. 이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변화되고 완 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

엇인가에 한 생각이 변화되기 때문에 인권에 한 개념이 변화하고 다

양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인권에 한 기 심은 투표권, 표 의 자유,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등 

시민권, 공민권과 정치권에 한 권리에 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개념에서 차로 경제․사회․문화  권리에 한 심으로 

인권의 개념이 넓어지게 되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보다 더 확 되어 집

합  권리에 한 심이 커지면서 환경권, 정치  안정, 경제개발에 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권이란 흔히 알고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하여 인간

인 이상 구나 려야 할 평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천부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권의 의미를 매우 간결하게 표 한 것이지만, 이 의미 속

에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다

고 여겨지는 만큼 인권은 인류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타당하다는 이다. 

즉 인류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권의 주체가 된다는 이다. 둘째는 ‘인간인 

이상’, 즉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인 만큼 그 발생 근원을 ‘인간성’에 두

고 있다. 셋째, 인간다운 삶을 한 것인 만큼 인간의 ‘삶’ 모든 역이 인

권의 상이 된다는 이다. 넷째, 인간의 ‘삶’이 여러 사회  층 (가정, 

직장, 사회, 국가, 세계 등)로 구성되는 만큼 그 할체계 역시 여러 층 에 

걸쳐 복되어 나타나는 일종의 층구조를 갖는다는 이다. 그리고 끝으

로, 인간의 ‘삶’이 특정 사회  사회 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인권은 

그 발생과 실 을 해서 특정사회와 사회 계가 제되어야 한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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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인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재산, 신분, 출생지 등에 

상 없이 인간이라면 구나 다 려야 할 권리이다.

인권은 정치체제나 이념을 넘어선 보편  가치로 자리 잡았다. 18~19세

기에 근  시민국가가 등장하면서 ‘시민권’이라는 권리와 제도가 출 하

다. 시민권은 인권사상의 토  에서 발 한 것으로 인간의 권리를 주

창한다는 에서 인류역사의 뜻 깊은 발 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

나 국가주권이 미치는 토 안의 주민, 즉 시민에게만 용되는 것이다. 그

러나 인권은 국가주권을 넘어 온 인류사회에 공통으로 용되는 좀더 보

편 인 규범이다8). 

이처럼 인간의 천부  권리를 상정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 는 자율

성에 한 뿌리 깊은 신념이 인류사회에 있기 때문이다. 인권의 보편성은 

인권의 가치를 세계 인류의 규범으로 선언한 유엔이나 인권보호에 심을 

갖는 국가 권력 는 헌법, 그 자체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으로 인권이라는 가치 안에 내장되어 있는 보편성에 있다. 인간의 양심과 

이성, 인간다운 마음의 뿌리에 작용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한 믿음

이 인권의 1차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인권의 보편성을 이야기할 때 요한 은 인류의 역사 안에 각

인되어 있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개의 고 인 가치를 다 같이 존 하

고 실천하는 인권규범과 제도가 형성되었다는 데 있다. 만일 자유라는 이

름을 내걸고 의 빈곤과 불평등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인권이 주창된다

면, 이것은 보편성과는 거리가 멀다.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에게 표 의 자

유를 주문해 본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치는 

분명하다. 반 로,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외치는 어느 독재자가 국민의 

표 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탄압한다면, 이것 역시 인권의 보

편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인권의 보편성은 어도 인간의 자유와 평등, 

다시 말해 시민   정치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  권리의 양

 축을 균형 있게 발 시키는 방향으로 인권제도가 정착되고 있음을 뜻

한다. 

8) 21세기의 상황에서 인간의 기본 권리, 즉 인권은 어떠한 형태의 국가주권보다도 우선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인권과 국가주권이 충돌한다면, 유엔이나 국제인권기구에서는 개인의 인권을 우선

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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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의 유형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인권은 규범이나 이상이 아니라 법  구속력을 갖

는 국제규약으로서의 인권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앞서 언 했던 두 가

지 인권의 유형, 즉 시민   정치  권리(이하 자유권)와 경제 ․사회  

 문화  권리(이하 사회권)의 내용을 세계인권선언9)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유럽사회가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이다.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

상이 서유럽의 문화 통에 깊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유권은 국가권

력이 보장만 하면 특별한 경제  부담 없이 실 될 수 있는 장 이 있다. 

이에 반해 빈곤․건강․주택․교육․문화 등 여러 불평등의 해소와 연

된 사회권은 상당한 재정 투입이 없이는 실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러나 인권의 본원  가치라는 면에서 우선순 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

니다. 기아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가 인간의 생명과 생존에 더 본원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건강과 주택, 교육 등은 사회권에 속하지만 그 

자체가 자유권에 정  향이 매우 크다. 자유권이 개인의 기본 권리이

기 때문에 더 근본 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권리 주체의 에서 본다는 

자유권에 못지않게, 는 더욱 극 인 의미로 사회권도 근원 인 권리로 

이해해야만 한다. 

  1) 시민   정치  권리

시민   정치  권리는 자유를 심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의 정

치  억압이나 폭력 는 권력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

는 내용이 심을 이룬다. 구체 인 내용으로 고문 는 잔학하고 비인도

이거나 품 를 손상시키는 우나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 노 가 되거

나 노역에 강제되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신체의 

9) UN헌장의 원칙에 기초하여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에 UN에서 채택하였는데 이것

은 인권의 표준과 규범을 선언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이다. 이 선언은 세계의 평등,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로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불가양성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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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보존권: 각 개인의 신체 ․정신  안 을 보장하기 한 것으로 

생명권,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노 제도  매매 지, 법

 인격체로서의 인정, 고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국  보호  국

 변경에 한 권리(세계인권선언 제1조~6조  제15조)

▢ 법집행에 한 권리: 정당한 법 차에 따라 법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리

킨다. 법 앞의 평등권, 인신보호권, 자의  체포와 구 으로부터 보호받

을 권리, 유죄 결 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 법의 소  용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세계인권선언 제8조~11조)

▢ 시민  자유권: 사람의 특정 부문(사 ․공 )을 국가나 타인의 간섭으

로부터 보호하기 한 것으로 의견(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 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에 한 권리(세계인권

선언 제18조~20조)

▢ 정치  권리: 정치사회 구성원들은 국가업무에 한 참여와 통제를 보

장하기 한 것이다. 시민  자유권에 속하는 언론의 자유, 결사  집

회의 자유에 한 권리(세계인권선언 제19조~20조)와 여러 정치  결

정과 업무에 직․간 으로 참여할 권리(세계인권선언 제21조)

자유  안 에 한 권리, 사생활․가정이 보호받을 권리, 자유로운 통신

에 한 권리, 사상․양심  종교의 자유를 릴 권리가 포함된다. 정치  

권리에는 의견  표 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선거권  피선거권

을 포함하는 공무 참가권이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의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이상과 같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의 내용은 1966년에 

결의되고 1976년에 발효된 ‘시민   정치  권리에 한 국제규약(일명 

ICCPR, 국제자유권규약, B규약)’10)으로 발 하여 국제  인권규약으로 기

능하고 있다. 

10) ICCPR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광범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규정한다. 이 시민적 정치적 분

야에 있어서 인권과 근본적 자유의 주요한 성문화는 140개 체약당사국에 의해 비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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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필요충족권: 생존을 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물질  조건을 충족

시키기 한 것이다. 기본  의식주에 한 권리와 건강보호에 한 권

리(세계인권선언 제25조)

▢ 경제  권리: 본원  생명활동의 하나인 노동행 에 한 자유와 공정

한 노동조건  보수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활수 을 사회 으로 보

장하기 한 것으로서 노동에 한 권리, 여가와 휴식에 한 권리, 사

회보장권 등(세계인권선언 제22조~24조)

▢ 사회  권리: 사회  삶 속에 노출되는 사회구성원들의 가정  사생활

에 한 보호, 가정을 형성할 자유에 한 보호, 부당한 차별로부터의 

보호, 자아발 의 보장 등을 한 것으로 동등한 우에 한 권리, 사

생활보호권, 가족형성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세계인권선언 제2조, 제

12조, 제16조, 제26조))

▢ 문화  권리: 사회구성원들의 정신  자아실 과 문화생활을 보호하기 

한 것으로 각종 문화공동체에 참여할 권리와 문화활동과 그 결과를 

보호받을 권리 등(세계인권선언 제27조)

  2) 경제․사회․문화  권리

경제․사회․문화  권리는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의 보호를 강조하는 

자유권과는 달리 평등에 을 둔다. 구체 인 권리 내용으로는 인간 생

존의 기본  욕구를 충족할 권리(의식주의 생존권, 질병과 재난에 한 보

호), 노동을 하고 정당한 보수와 수입을 받을 권리, 교육  문화의 혜택을 

받을 권리로 나 어 볼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의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의 항목들은 개략 이고 고 인 것이며, 지난 반세기에 걸쳐 인권 

담론과 법률  제도들은 각 항목들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구체

화하는 방향으로 많은 발 을 해왔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이 건강하고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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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 한 환경권, 지식정보화시 에 요구되는 

정보권과 의사소통권 등이 포함되고, 여성․아동․학생․환자․장애인․ 

토착민․난민 등 사회  소수집단의 권익신장을 한 다양한 담론과 제도

로 확산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의 내용은 1966년에 

결의되고 1976년에 발효된 ‘경제 ․사회 ․문화  권리에 한 국제규

약(일명 ICESCR, 국제사회권규약, A규약)’11)으로 발 하여 국제  인권규

약으로 기능하고 있다. 

3. 노숙인의 인권

빈곤은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며 개인으로부터 존엄성을 앗아간다. 세계

인권선언, 개발권 선언  기타 인권문서들은 이 을 명백히 하고 있다.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에서는 “극심한 빈곤과 사회

로부터의 소외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인간개발보고서는 빈곤을 ‘단순히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등의 좁

은 개념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넓은 의미로 보고 있다. 즉, 빈곤은 ‘많은 차

원에서의 박탈’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이 인

간의 삶에서 체가 아닌 것처럼, 소득의 부족이 인간의 박탈의 체가 될 

수 없다. <인간개발보고서 (1997)>은 “한 사람이 할 수 있거나, 될 수 있는 

요한 것으로부터 박탈당하는 것”을 빈곤이라고 정의 내린 바 있다. 빈곤

의 개념을 의의 소득빈곤으로부터 탈피하여 보다 넓은 의미의 빈곤, 즉 

박탈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숙인 등 소외계

층에 한 근도 단순한 소득빈곤의 좁은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의 다양

한 차원으로부터의 박탈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보다 극 이고 근본

인 방법을 활용하여 소외계층들이 재의 부 한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1) ICESCR은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규정한다. 이것은 개발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 권리에 기초한 시각을 도입하였다. 이 규약의 체약당사국은 142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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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어떻게 해야 개인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빈

곤으로부터의 탈피를 한 근은 개인  차원보다 사회  차원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 다양한 차원에서의 빈곤의 원인 - 여러 차원에서의 소유, 능

력 는 여러 권리의 박탈 - 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빈곤 실과 상호작용

함으로써 개인( 는 비슷한 처지의 집단)을 빈곤의 악순환에 빠뜨리게 된

다. 그러나 빈곤의 원인과 결과로서의 빈곤 실 간의 연 성과 메커니즘을 

구체 으로 악하고 한 지 에 개입을 함으로써 순환고리를 끊어낸

다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간의 능력을 향

상시키기 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빈곤한 실에서 침해받고 있는 다

양한 차원에서의 인권을 보장하고 확 해 나간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

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계층의 인권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측면은 생존권 등 기본 인 인권의 보장과 직결되는 문

제로, 경제  결핍으로 인해 기본 인 생활마  받는 상황에서 인간다

운 생활유지를 한 사회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이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소외계층이 권력이 약한 집단이라는 사실 때문에 

사회  배제(social exclusion)를 경험하게 된다는 과 연결된다12). 즉 사

회 으로 배제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소외계층

을 상으로 하는 사회  조치의 차나 방법 그리고 행정기 에 한 

근성에서 조차도 다른 계층들은 경험하지 않는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문제이다. 이러한 소외계층의 가장 극단

인 형태가 노숙이라 할 수 있다. 

노숙인들은 주류사회에서 소외되는 사회  배제를 경험하며, 기본 인 

생활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극도

의 빈곤, 무주거 혹은 주거 불안정, 건강의 악화,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사

회  계망의 취약성 등의 특성과 연결된다. 노숙인들은 당연히 국가서비

스(복지)의 상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옹호를 한 기 인 

토 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취약한 국가서비스의 수  

때문에 이들은 국가서비스의 상이 되지 못하며, 국가서비스를 받는다 해

12) 앞의 장에서 노숙인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앞의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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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형식 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들은 기본  인권보장에서도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시 의 노숙인 인권실태를 악하는 것에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자유권보다 극 인 의미의 사회권 역에 을 맞출 

것이며, 사회권 에서도 직 으로 노숙인과 련되는 주거권, 노동권, 

건강권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에서는 노숙인의 인권규

정에 해 자유권 범주의 일반  기본권, 사회권 범주의 주거권, 노동권, 

건강권 등에 한 국내법  국제규약을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내법 련 내용  

  (1) 일반  기본권

 여기에서 일반  기본권은 주로 자유권  기본권을 다루게 되며 노숙인

과 련된 다양한 권리의 개념을 세부 으로 나 지 않고, 인간으로서 

려야 할 기본 인 인권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의 범 에 포 되지 않는 

다양한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유권  기본권(이하 자유권)은 개인이 그 자유로운 역에 하여 국

가권력의 간섭 는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즉 자유권은 국가

에 한 개인의 방어 ·소극  공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와의 계에서 자유권이 ‘국가에 한 자유’인가 혹은 ‘국가로부터

의 자유’인가, 아니면 ‘국가에 있어서의 자유’ 혹은 ‘국가에 있어서만 가능

한 자유’인가에 해서는 견해가 엇갈려있다. 

먼  국가와 사회의 립을 제로 국가에 한 사회나 개인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입장(자연법론자)은, 자유권을 (前) 국가 · 국가  권리로 이

해한다. 그러한 입장에서는 헌법에 있어서의 자유권 보장은 국가에 의한 

자유권의 창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확인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사회나 개인에 하여 국가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입

장(법실증주의자)은, 자유권을 단지 국가에 있어서만 가능한 권리, 는 헌

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로 이해한다. 그리고 국가에 의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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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지 아니하는 자유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일 수 없다고 한다. 

< 한민국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0조)고 하 고, "국민의 자유

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략)… 

자유와 권리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37조)고 되어 있다. 우리

나라 헌법에 규정된 자유권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국가로부터의 자유이고 

국가권력에 한 방어 ·소극  권리인 동시에 천부 · 국가  인간의 

권리이며, 한 포  권리이면서 직 효력을 가진 권리라 할 수 있다. 

자유권에는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신체의 자유 등 인

신에 한 자유권, 사생활의 비 과 자유의 불가침, 주거의 자유, 거주·이

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사생활에 한 자유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

유, 언론출 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술의 자유 등 정신  활

동에 한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 경제생활에 한 자유권이 

있다. 

자유권도 순수한 내심의 작용(양심·신앙 등)을 제외하고는 타인의 권리

의 불가침, 도덕률의 존 , 헌법의 기본권리 수라고 하는 불문 (不文

的)․암묵 (暗默的)제약을 받으며, 헌법에 의한 제한이나 법률에 의한 제

한이 명분으로 규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자유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나 그 제한은 다른 방법을 가지

고는 그 목 을 달성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야 하고(보충의 원칙), 이 

경우에도 그 목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라야 하며(최소한 제한의 

원칙), 한 제한되는 이익보다 보호받는 이익이 큰 것일 때에만 제한하여

야 한다(비례의 원칙).

< 한민국헌법>은 문에서 ‘( 략)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 략) … 국민생활의 균등

한 향상을 기하고 … (후략)’ 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회․경제  상황에 따

라 어떠한 기회의 불평등 상황에도 놓이지 않으며, 모든 국민들의 권리가 

동등하게 향상되도록 국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

다. 

한 < 한민국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포  기본권), 제11조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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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구든지 성별·종교 는 사회  신분

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역에 있어서 차별

을 받지 아니한다. 

(후략)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법한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

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한 차에 따라 검사의 신

청에 의하여 법 이 발부한 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후략)

④ 구든지 체포 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구든지 체포 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

등권, 제12조~제25조의 자유권, 제26조~제30조의 청구권  기본권 등을 통

해 일반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7조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의 제한은 국가안 보장, 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해할 때에만 가능하

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본질 인 자유와 권리의 내용

을 침해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 한민국헌법>에서의 일반  기본권과 련된 구체 인 조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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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

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략)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 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는 기망 기타

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는 정식재

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 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한 압수나 수색

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 이 발부한 장을 제시하여야 한

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 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 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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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는 제한  그에 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 하여야 한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 에 문서로 청원할 권

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 략)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후략)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 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후략)

제30조 

타인의 범죄행 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어도 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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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략)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제34조 

( 략)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후략)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

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보장, 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

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주거권

재 우리나라는 살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처를 제공해야 할 법 인 

의무가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거가 보장되지 않는 기에 처한 

개인이나 가족이 국가에 해 긴 하게 거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 즉 어떤 법률에서도 주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거권을 보장하기 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13). 이를 통해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주거권은 단

으로 말해서 국민 개개인이 국가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 인 권

리라고 여겨지지 않고 있는 셈이라 하겠다. 

다만 일부 법률가와 학자들은 < 한민국헌법>에 주거권에 한 직

인 근거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 한민국헌법>에 산재된 여러 조항과 

그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주거권을 기본 인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고 해석하고 있다(한국도시연구소, 2004).

13)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기타 주거관련법에 따르면 주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기 보다 그 내용이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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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으로 정부가 국민 구에게나 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은 어렵다. 따

라서 주거권은, 정부가 가난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주택정책에서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국가의 의무나 

국민들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거권 개념은, 인간이라

면 당연한, 그리고 기본 인 권리로 이해되는 국제사회에서의 일반화된 주

거권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으며14), 주거권에 해 의의 해석을 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 주거권은 ‘ 진 (progressive)’으로 실 되어야 할 권리로 

여겨지고 있다. 진 인 실 이라는 것은 일정한 경제 수 이 되어야 국

가가 의무를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 진 이고 완

한 실 을 해 가능한 한 효과 이고 신속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

이다. 다시 말해 주거권 실 을 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확 하고, 필

요한 법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실질 인 주거권와 련한 국가의 의무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도 언 하 다시피, 주거권이 국가가 모든 사람들을 한 주택을 건

설하고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주택을 제공해야 하고, 주거와 

련된 모든 측면을 즉각 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

히려 주거권은 한 주거를 제공하기 해서 투입할 자원을 확 하고, 

이러한 자원에 해 모든 사람이 근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 인 수 의 

주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우선 으로 고려하고, 강제 퇴

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문제가 되는 법이나 정책을 조사하고 개선하

는 등 국가가 정책 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주거권은 국민 개개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무

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른 사회  권리와 마찬가지로 주거권

이 국민 개개인의 권리로서, 그리고 이와 련한 국가의 의무로 자리매김

할 때 실질 인 의미를 갖게 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함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건강하

14) 서구의 주거권의 법적 보장은 유럽 국가들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적인 역사와 전통이 반영

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인권선언, 각종 국제규약, 세계주거회의, 유럽의회 사회헌장 등에서 주

거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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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고 문화 인 최소한도의 생활을 확보함을 의미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인간의 기본욕구인 의·식·주 뿐 아니라 교육, 보건 등 

문화 인 최 생활과 물질 인 최 생활의 보장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경제수 과 생활수 을 고려하면, 주거안정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

에 있어 가장 시 하고 요한 문제로 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숙인의 경우에는 안정 인 거처가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엇

을 먹고, 어떻게 씻을 것이며, 잠을 잘 것인가와 같은 문제를 늘 안고 있

다. 일상생활에서의 기본 인 공간 상실은 자기 통제력을 잃게 할 가능성

을 높이며, 이런 상태에서는 제 로 인권이 실 될 것이라고 기 하긴 어

렵다. 그 기 때문에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한 국가의 의무

 과제로서의 주거권은 더더욱 요한 문제가 된다. 

가장 극단  상황에 놓여 기거할 곳조차 없는 노숙인과 노숙에 처할 

기에 놓인 이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이들이 장기  혹은 

구 인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정보 제공과 안내 등의 역할

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노숙

인이나 그와 비슷한 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국가에 해 요구할 수 있

는 극  권리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① 헌법에 나타난 주거권

< 한민국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1

조에서 평등권, 제14조에서 주거이 의 자유, 제16조에서 주거의 자유, 제

34조에서 사회권,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에서 환경권, 

주거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권 등 각종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소득계층이나 노숙인들과 같

은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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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무를 진다. 

제11조(평등권)

① ( 략) 구든지 성별·종교 는 사회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후략)

제14조(주거이 의 자유)

모든 국민은 거주 이 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주거의 자유)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한 압수나 수색

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 이 발부한 장을 제시하여야 한

다. 

제34조(사회권,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방하고 그 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35조(환경권, 주거권)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 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 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 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 한민국헌법> 제16조에서는 주거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

기에서 주거는 주택은 물론 사생활이 행해지는 모든 장소를 의미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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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의 본질은 공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극  의미만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주거의 자유는 주거

에 한 소극  불가침을 내용으로 한다는 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

활을 하기 한 한 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극  의미의 주거

권 개념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한 제35조 제3항에서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

이 쾌 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

가가 극 으로 주택개발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이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

록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② 기타 법률에 나타난 주거권

앞서 살펴 본 < 한민국헌법> 이외에도 <주택법> 제1조에 의하면, ‘쾌

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 ․ 리와 이를 한 자 의 조

달  운용 등에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 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5조에는 정부가 

‘국민이 쾌 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하여 필요한 최 주거기

을 설정․공고하고, 최 주거기 에 미달되는 가구에 하여 우선 으로 

주택을 공 하거나 국민주택기 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임 주택법> 제1조에 의하면 ‘임 주택의 건설․공   리와 

주택 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 주택의 건설을 진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 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건설

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 의 향상을 기하기 하여 주택의 건설ㆍ공

과 이를 한 자 의 조달ㆍ운용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 동법 제2조에서는 ‘국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

을 보장하기 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 으로 계획ㆍ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 한민국헌법>은 물론 련 법률에서도 주거

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주거권의 개념 한 제 로 정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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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주거권을 독자 인 권리로 보기에는 법  권리

로서의 성숙도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 한민국헌법> 제10조는 인격  

생존에 불가결한 모든 것을 포함한 포  권리인 바, 경제 ․문화  생

활을 할 권리, 즉 주거에 한 권리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 한민국헌법> 제34조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

고 있는데, 한 주거의 확보 없이는 인간다운 생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주거권은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권의 요한 요소인 것이다. 한 에서 살펴본 <주택법>, 

<임 주택법>, <주택건설 진법> 등의 입법목 과 규정내용을 근거해 볼 

때, 이미 주거권이 독자 인 권리로 인정받을 만큼 법  권리로서의 성숙

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 한민국헌법> 제37조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

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명문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리기 해 필요한 것이므로 경시되

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주거의 확보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리기 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인 이상, 주거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경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노숙

인과 같은 소외계층에게 한 주거의 확보는 무엇보다 요한 문제임을 

인식, 극 인 보호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건강권

건강권은 생명․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 이 에는 건강

권이란 하나의 선언  권리일 뿐 실정법상의 권리는 아니라는 것이 많은 

학자나 행정실무자들의 견해 다. 그러나 제2차 세계  이후 국제연합 

헌장을 비롯한 세계인권선언, WHO(세계보건기구) 헌장, 국제인권규약 등 

인권보장을 강조한 문서가 발표되면서부터 건강권을 인권의 하나로 인정

하는 경향이 국제 으로 확산되었다. 

역사의 발 에 따라 의료와 련된 역에서도 의학 문주의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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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신이 심이 되어 건강과 질병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형성되었

다. 지 까지는 건강 문제가 ‘건강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 가 어떻게 건강을 말하는가’로 그 내용이 바 면서 의학이라는 담론을 

둘러싼 권력의 문제가 주된 심사가 되고 있다. 그동안 문지식에 입각

한 지식으로서의 권력은 개인을 감시하고 훈육하는 것에서 벗어나 환자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며 자신을 건강의 주체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의료인-환자의 모형이, 의료진은 문주의  도덕성과 지식  기

술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는 ‘환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질병이

라는 일탈을 치유 받는다는 기능주의 인 성격을 가졌다면, 의 모형은 

환자 자신이 자신의 권리로 건강권을 요구하고 의료인 혹은 거 한 의학

지식으로부터 스스로 내용을 채워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변화의 속도는 격히 빨라지고 있으며, 건강권은 이제 인

권의 한 부분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건강권이 인정됨으로써 첫째, 각 개인은 국가에 해 자기 건강권이 침

해받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자유권  보장). 컨  국가가 승인한 의

료·의약품 등에 의한 피해, 인체실험, 로보토미 등에 의한 신체 ·정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명·신체

에 한 피해방지를 요구하는 권리를 생명권, 신체권이라고 할 수 있다. 둘

째, 국가에 해 극 인 건강의 유지·증진, 질병의 방·치료 기타 건강

회복 조치, 의료보장 등의 충실 등을 한 시책(사회권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건강권은 건강할 권리,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건의료서비스 과

정에서의 권리로 나 어 볼 수 있으며, 각각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할 권리는 개인이 신체 ․정신 ․사회 으로 건강한 상태

에 있을 권리, 사회환경으로부터 건강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사회구조

인 건강상의 해로부터 같이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둘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보건의료에 한 근권의 문제와 

련된 것이다. 즉 신분, 재산, 성별 등에 계없이 보건의료자원에 균등하

게 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동등한 근권의 보장에서는 어

떤 기 에 따라 의료자원  서비스를 우선 배정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게 

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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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

무를 진다.

제34조(사회권,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

셋째, 보건의료서비스 과정에서의 권리인데 이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된

다. 먼 , 구나 건강 향상을 해 효과 이고 필수 인 의료서비스를 받

을 권리가 있으며, 다음으로, 동등한 경우에 동등한 수 의 진료를 받을 권

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보건의료서비스는 환자가 의료서비스와 련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환자와 의료 문가 모두 공정하다고 단하는 

정도의 의료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과정에서 환자의 성별, 나이, 종교는 

물론, 경제력이나 사회  지 , 그리고 환자가 가진 특수한 질병에 의한 차

별이 존재하지 않아야 함을 뜻한다. 이를 해서 민 의 보건의료에 해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 보장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① 헌법에 나타난 건강권

< 한민국헌법> 제10조와 제34조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포 으로 

보장하고,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 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 제35조와 제36조를 통해 모든 국민은 보건에 

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의료를 포함한 사회보

장  사회복지 증진을 해 노력할 의무를 다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15) 즉 예방 분야에 지출할 것인가 치료 분야에 지출할 것인가, 뇌혈관 질환에 더 많은 재원을 조

달할 것인가, 아니면 암 질환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가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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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방하고 그 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 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

민은 환경보 을 해 노력하여야 한다. 

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② 기타 법률에 나타난 건강권

국민의 건강권과 련된 기타 법률에는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

진법>, <응 의료에 한 법률>, <의료법>등이 있다. 각 법률은 공히 국가

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에 해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권 수

호를 해 건강생활을 한 기반 조성, 의료자원의 리, 정한 의료개입 

등에 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 , <보건의료기본법>이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연

령․종교․사회  신분 는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

강에 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국가는 보건의

료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평생국민 건강 리사업을 통해 여

성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건강증진과 학교보건의료, 산업보건의료, 

환경보건의료, 식품 생· 양 등을 리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건강권의 보

호를 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권의 내용

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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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건강권 등)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가

족의 건강에 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연령․종교․사회  신분 는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1조(보건의료에 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 보건의료시책에 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의료인 는 보건

의료기 에 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

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한 치료방법, 의학  

연구 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13조(비 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련하여 자신의 신체․건강  사생활의 비

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

도록 건강에 한 바른 지식을 보 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한 목 으로 제정된 

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해 국가  지방자

치단체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한 보건교육의 실시, 국민의 양개선을 

한 노력,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

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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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

여야 한다.(후략)

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상이 되는 개인 는 집단의 특성․건강상태․건강의식 수  등에 따

라 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 련 법인 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후략)

제15조 ( 양개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양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양에 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건강증진사업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후략)

다음은 <응 의료에 한 법률>에 해 살펴본 것이다. 이는 응 의료

자원의 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

고 국민의료의 정을 기하기 해 제정한 법이다. 동법은 응 의료를 받

을 권리, 응 의료에 한 알 권리, 응 환자에 한 신고  조 의무, 

응 의료의 거부 지, 응 환자에 한 우선 응 의료, 응 의료의 설명 

 동의, 응 의료 단의 지, 응 의료의 제공에 있어서 국가  지방자

치단체는 응 환자의 보호, 응 의료기  등의 지원  설치·운 , 응 의

료종사자의 양성과 응 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 의료를 제공하기 한 시

책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할 것에 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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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응 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민족, 종교, 사회  신분 는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 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응 의료에 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 상황에서의 응 처치 요령, 응 의료기 등의 안내 등 

기본 인 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응 의료에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응 환자에 한 신고  조의무)

① 구든지 응 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응 의료기 등에 신고

하여야 한다.

② 구든지 응 의료종사자가 응 의료를 하여 필요한 조를 요청하

는 경우에는 이에 극 조하여야 한다. 

제6조 (응 의료의 거부 지 등)

① 응 의료기 등에서 근무하는 응 의료종사자는 응 환자를 상시 진료

할 수 있도록 응 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 의료종사자는 업무 에 응 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 환자를 발견

한 때에는 즉시 응 의료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제8조 (응 환자에 한 우선 응 의료 등)

① 응 의료종사자는 응 환자에 하여는 다른 환자에 우선하여 상담·구

조  응 처치를 실시하고 진료를 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② 응 의료종사자는 응 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학  단에 기

한 의 정도에 따라 응 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응 의료의 설명·동의)

① 응 의료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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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응 의료에 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응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동의 차로 인하여 응 의료가 지체되어 환자의 생명에 

험 는 심신상의 한 장애를 래하는 경우

② 응 의료종사자는 응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 리인이 

동행한 때에는 그 법정 리인에게 응 의료에 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

를 얻어야 하며, 법정 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자에게 

설명한 후 응 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  단에 따라 응 진료를 행

할 수 있다.(후략)

제10조 (응 의료 단의 지) 

응 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 환자에 한 응 의료를 

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응 의료의 제공)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응 환자의 보호, 응 의료기  등의 지원  설

치·운 , 응 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 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 의료를 제

공하기 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진료의 거부 지 등)

① 의료인은 진료 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 환자에 하여 응 의료에 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한다.

<의료법>은 국민의료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한 목 으로 제정된 법

률로서 진료의 거부 지 등을 다루고 있다.  

건강권에 한 국내법을 통해, 국민으로서 기본 으로 건강할 권리, 보

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그를 한 제반 여건의 조성 등이 보장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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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확인하 다. 

거리생활 혹은 불안정한 주거에서의 생활은 의료 인 험상황에 노출

될 가능성을 높인다. 신체  정신  건강은 노숙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탈노숙의 토 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건강권에 한 법률을 살펴보면 노

숙인에 한 규정은 없다. 다만, 국민의 건강권에 한 법률은 노숙인의 

건강권 수호를 한 근거가 되고 있음을 볼 때, 이를 토 로 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극 인 노숙인 건강권 보호 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노동권

노동의 권리는 인간 생존의 핵심이 되는 권리 항목이다. 이것은 식량권, 

교육권, 건강권 등 생존권 향유의 가장 기 를 이루기 때문에 노동 욕구 

이상의 요성을 지닌다.

노동권은 노동의 의사와 능력을 가진 모든 국민에 하여 국가는 노동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노동의 기회를 실 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때는 

최 한도의 임 상당액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권리

로서 ‘근로권’이라고도 한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자유권의 

하나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생존권으로 보고 있다. 다만 노동권의 

자유권  측면이 면 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권의 내용에는 일

반 으로 3가지 입장이 있다. 

첫째, 국가에 한 구체 인 청구권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입

장(구소련 헌법 118조), 둘째, 구체  청구권은 아니나 취로의 기회가 부여

되지 않은 자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 하는 입장(바이마르헌법 163조 2

항), 셋째, 국가가 국민의 취로기회를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입장이다. 

한국처럼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노동권을 구체 인 

취로 청구권이라 볼 수 없다. 다만 두 번째의 입장을 사상  바탕으로 하

여 세 번째의 입장에서 노동권을 보장한 것으로서, < 한민국헌법>은 “모

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32조 1항)”고 천명, 이 권리의 보장이 

실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고용증진․ 정임  보장․해고자유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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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노동권, 근로권)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 ·경제  방법으로 근

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정임 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최 임 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 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하여 자주 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단

체 행동권을 가진다.(후략)

의 제도  장치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의 노동권 조항은 단순

히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극  의미로 생존권  기본

권으로서의 노동권을 인정한 것이다. 단지 이는 입법에 의해 비로소 권리

의 내용이 구체화되는 추상  권리이다. 다음은 < 한민국헌법>과 련 

법률을 통해 살펴본 노동권의 내용이다. 

   ① 헌법에 나타난 노동권

< 한민국헌법> 제32조에서는 노동권, 근로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1항에서는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국가는 근로자의 고

용증진과 정임  보장을 해 노력해야 하며, 근로조건의 기 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기타 법률에 나타난 노동권 

노동권과 련된 법률로는 <고용정책기본법>, <근로기 법>, <근로자복

지법>, <직업안정법> 등이 있다. 국가는 이러한 법률을 통해 국가의 고용

정책을 종합 으로 수립하며,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직업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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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원칙) 

국가는 이 법의 운용에 있어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사

업주의 고용 리에 한 자주성을 존 하여야 하며,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

는 근로자의 의욕을 북돋우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하여 사업주가 주도

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의 시책)    

① 국가는 제1조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하여 필

요한 시책을 종합 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성에 합한 직업에의 취업과 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를 지원하기 한 직업소개, 직업지도 는 고용정보의 수집

ㆍ제공에 한 사항  

  2.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산업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의 양

성ㆍ확보의 진을 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술자격검정에 한 사항  

  3.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실업의 방, 일자

리 창출지원 등 실업자의 취업 진, 사업주의 고용조정 지원 그 밖의 고

용안정에 한 사항  

  4. 인력부족의 방과 노동시장의 통상 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

한 자의 취업의 진을 한 근로자의 직업의 환, 지역 간의 이동  

도모하고자 한다. 각각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고용정책기본법>은 국가가 고용에 한 정책을 종합 으로 수

립․시행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그 능력을 최 한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의 제고와 인력의 수  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의 안정, 근로자의 경제 ·사회  지 의 향상  국민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하는 법률이다.

동법 제2조(기본원칙)에서는 국가의 의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노동조합의 책무 등의 내용을 규정

하고 있으며,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의욕을 북돋우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하여 사업주가 주도 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극 지원해

야 함을 고용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 법에 규정된 노동권의 

내용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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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의 응 등의 지원에 한 사항  

  5.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발휘와 근로자의 능력의 효율 인 활용을 

한 기업의 고용 리개선 등의 지원ㆍ 진에 한 사항  

  6. 주거를 이 하여 취업하는 근로자등을 한 숙소 기타 근로자의 고용

진  고용안정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는 그 지원에 한 사항  

  7. 고용보험 기타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등에 한 사항(후략) 

제13조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등)    

( 략)

② 노동부장 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에 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국가는 일용근로자  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하여 그 근로형태의 

특성에 합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기회의 확  그 밖

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함에 있어서 합리 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사회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근로기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 을 정함으로

써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

을 도모함을 목 으로 한다. 동법의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

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용되며, 동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 기

이므로 그 기 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하시킬 수 없다고 명확히 제시

하고 있다. <근로기 법>에 규정된 노동권의 내용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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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 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제5조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하여 남녀의 차별  우를 하지 못하며 국 , 신앙 

는 사회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한 차별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6조 (강제근로의 지) 

사용자는 폭행, 박, 감  기타 정신상 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

다. 

제30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직, 

감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는 질병의 요양을 하여 휴업한 기

간과 그 후 30일간 는 산 ·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

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 을 경우 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해고의 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 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어도 30일 에 그 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에 고를 하지 아

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 을 지 하여야 한다.(후략)

제49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과할 수 없다. 

 

제53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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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 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 (연장·야간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는 

휴일근로에 하여는 통상임 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 하여야 

한다. 

제81조 (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

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후

략)

 

제82조 (휴업보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 에 있는 근로자에 하여는 사용자는 근로

자의 요양  평균임 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제83조 (장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

우에는 사용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 에 별표에 정한 일수를 곱하

여 얻은 액의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제3조 (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자복지(임 ·근로시간 등 기본 인 근로조건을 제외한다)정책은 근

로자의 경제·사회활동에의 참여기회 확 , 근로의욕의 증진  삶의 질 

다음의 <근로자복지기본법>은 근로자복지정책의 수립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 에 기여함을 목 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에서 규정한 

주요 내용은 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의 개선,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신설, 복지사업 수혜 상자의 개념 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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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그 목 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소·

세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소득 근로자  장기근속 근로자가 우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후략)

제4조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제3조의 

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산·세제상의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

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업안정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

할 수 있는 직업에 취직할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

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2조에 따르면 ‘ 구든지 성

별ㆍ종교ㆍ사회  신분 는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는 고용 계의 결정에 있어서 차별 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균등처우에 한 원칙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에 제3

조에 의하면 정부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 의 정한 조 , 구인ㆍ구직자에 

한 국내  국외의 직업소개, 구직자에 한 직업지도, 고용정보의 수집

ㆍ정리 는 제공, 구직자에 한 직업훈련의 지원 는 재취직의 지원, 직

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모집 는 근로자공 사업의 지도ㆍ

감독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살펴본 노동권 련 법률 부분은 사실상 노숙인이

나 빈곤층의 노동권을 본격 으로 다루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일용

노동자 등의 고용안정에 한 법률이라든가, 강제근로의 지에 한 규정

은 노숙상황에서 처한 사람들의 노동권과 한 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다. 노동의 단 , 즉 실업은 노숙의 원인이 되며, 노숙을 지속하게 하

는 한다. 따라서 노동은 노숙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데 결정 인 역할을 한

다. 따라서 ‘ 한 상황과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의 부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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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노동권에 한 논의가 노숙분야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2) 국제법(규약) 련 내용

< 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을 살펴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규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숙인 인권과 

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노숙인과 련되었다

고 단되는 일반  기본권,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이 국제법상에서 어떻

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1) 일반  기본권

먼  일반 인 기본권에 해서 <세계인권선언>, <시민 ․정치  권리

에 한 국제 약>, <경제․사회․문화  권리에 한 국제규약>등을 살

펴보도록 하겠다. 각 규약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다 구체 인 내용으로 

보강되고 있다.  

   ① 세계인권선언(1948)

제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 2조

1.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는 기타의 의견, 

국민  는 사회  출신, 재산, 출생 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

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릴 수 있다.

2. 나아가 개인이 속하는 국가 는 지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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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비자치지역이든, 는 어떤 주권제한 하에 있든지, 그 국가 는 지

역의 정치 , 사법  는 국제 인 지 에 근거하는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의 안 에 한 권리를 가진다.

제 4조

구도 노 가 되거나 괴로운 노역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노 제도와 노

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지된다.

제 5조

구도 고문 는 잔인하고 비인도 이며 모욕 인 취  는 형벌을 받

지 않는다.

제 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의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반하는 어떤 차별로부터도, 한 

그러한 차별을 부추기는 어떤 행 로부터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본 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 에 하여, 권한을 가진 국내법원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다.

제 9조

아무도 자의 인 체포, 구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 12조

어느 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는 통신에 하여 자의 인 간

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 와 신용에 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

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

다.

제 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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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국제  력에 의해 한 각국의 조직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

엄과 자신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 에 불가결한 경제 , 사회   문화  

권리의 실 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25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필요한 사회복지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  복지에 충분한 생활수 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 사망, 노령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생활불능의 경우

에는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머니와 어린이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출 여부에 계없이 동일한 사회  보호를 받는다.

제 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 하게 실 될 사회  

 국제  질서에 한 권리를 가진다.

제 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인격의 자유롭고 완 한 발 이 그 사회 속에서만 가

능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의무를 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정당한 승인  존 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일반  복지의 정당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만을 목 으로 하여 법률로

써 정해진 제한에만 복종한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 과 원칙에 반하

여 행사할 수 없다.

   ② 시민 ․정치  권리에 한 국제 약(1966)

제1조(인민자결권)

1. 모든 시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근거하여 모든 인민은 그 정

치  지 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한 그 경제 ․사회 ․문화  발

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천연 재화와 자원을 자신들을 하여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이때, 호혜의 원칙에 근거한 국제  경제 력 때문에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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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국제법을 반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 인민의 생존

수단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3. 가맹국(비자치령  신탁통치령의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를 포

함)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 을 진하고, 한 자

결권을 존 한다. 

제6조(생명권)

1. 사람은 구나 생명을 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

호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후략)

제8조(노 ․ 속․강제노동의 지)

1. 아무도 노 의 처지 는 노  처지에 묶여 있지 않는다. 노 제도

와 노  매매는, 어떤 형태이건 지된다. 

2. 아무도 속자로서 부림을 당하지 않는다.

3. ⒜ 아무도 강제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다.

  ⒝ 범죄에 한 형벌로서 노동이 따르는 구근을 부과할 수 있는 국

가에서는, 3항 ⒜의 규정이 할권 있는 법원에 의한 형벌의 선고로 

노동에 종사시키는 것은 한다고 주장되어서는 안 된다. 

  ⒞ 이 규정을 용함에 있어 강제노동이라는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되

지 않는다. 

    i) 3항 ⒝의 규정에는 언 되지 않았으나, 법원의 합법 인 명령으로 

구 당하고 있거나, 조건부로 구 이 면제되고 있는 사람에게 통상

으로 요구되는 노동 는 용역.( 략), ⅲ) 사회의 존립 는 복지

를 하는 긴 사태 는 재해에 즈음해서 부과되는 용역, ⅳ) 시

민의 통상 인 의무로 여겨지고 있는 작업 는 용역.

제9조(신체의 자유)

1. 사람은 구나 신체의 자유  안 을 릴 권리를 가진다. 아무도 함

부로 체포 는 구 당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한 정해진 이유  차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다.( 략)

5. 불법으로 체포 는 구 당한 사람을 마땅히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이동․거주․출입국의 자유)

1. 합법 으로 한 국가의 토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구나 자유

롭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거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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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항과 1항에 규정된 권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국가의 안 ․공공질서․공

생․도덕․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해 필요하며, 한 이 규약

에서 인정된 다른 권리와 상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이 가해질 수 있

다. 

제16조(법률 앞에서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

사람은 구나, 어디에서건, 법 앞에서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

를 가진다.

제17조(사생활․명 ․평 의 존 )

1.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는 통신에 해 함부로 간섭당하

지 안고  자신의 명 와 신용에 해 공격당하지 않는다.

2. 사람은 구나 앞에서 말한 간섭 는 비난에 해 법률의 보호를 받

을 권리를 가진다.

제21조(집회의 자유)

평화  집회의 권리는 인정된다. 법률에 따라 가해지는 제한으로서, 국

가의 안  공공의 안녕․공공질서 는 공 건강과 도덕의 보호, 는 타

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해 민주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이외의 어

떠한 제한도 이 권리의 행사에 가해지지 않는다. 

제22조(결사의 자유․단결권)

 1. 사람은 구나 타인과 결사하는 자유를 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

에는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가 포함된다. 

 2. 법률에 규정된 제한으로서, 국가의 안 ․공공의 안녕․공공질서 

는 공 건강과 도덕의 보호 는 타인권리의 자유로운 보호를 해 민

주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이 권리의 행사에 가

해지지 않는다. 이 조항의 규정은 군 와 경찰 구성원의 상기 권리의 

행사에 해 합법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3. 1948년에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에 한 ILO조약’이 체결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동 조약의 가맹국이 동 조약에 

규정된 보장을 해치는 입법조치를 강구하거나, 동 조약에 규정된 보장

을 해치는 방법으로 법률을 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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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가정  결혼에 한 권리)

 1. 가정은 사회의 자연 이고 기 인 집단 단 이다.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6조(법률 앞에서의 평등  차별 지)

모든 사람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다. 구나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법

률의 보호를 같이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에 있어서 법률은 어떠한 차

별도 지한다. 한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  는 기타 

의견․민족  는 사회  출신․재산․출생 는 기타 지 에 기인하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평등하고도 효과 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제47조

모든 인민은 그들의 천연 재화와 자원을 충분히 그리고 자유로이 리고 

 이용할 천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 이 규약의 어느 규정도 그 권리

를 막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  기본권과 련되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   정치  권리

에 한 국제 약>을 살펴보면,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신체  자유권, 이

동의 자유, 법 앞에서의 평등,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규정되어 있음을 확

인하 다. 

다음은 <경제․사회․문화  권리에 한 국제규약>과 <경제․사회․

문화  권리에 한 국제규약 이행에 한 림버그 원칙>을 통해, 국제사회

의 한 구성원으로서 앞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에 해 다룬 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③ 경제․사회․문화  권리에 한 국제규약(1966)

제9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한 권

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제11조

1. 가입국은 구나 상당한 생활수 을 유지하고, 한 부단히 생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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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상시킬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상당한 생활수 이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쓸 상당한 식량, 의복  주택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가입국은 이 

권리의 실 을 확보하기 해 한 조치를 취하고, 한 그러기 해

서는 자유로운 합의에 근거한 국제 력이 매우 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다.

2. 가입국은 사람이 구나 굶주림에서 벗어날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

음을 인정하면서, 단독으로는 물론 국제 력을 통해, 다음을 이룩하기 

해 구체 인 계획,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식량의 생산․보존․분배의 방법을 개선한다. 개선의 방법으로는 

기술   과학  지식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 양 원칙에 한 지

식을 보 하는 것, 천연자원을 가장 효과 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  는 개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나. 식량의 수입국과 수출국 방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수요와 련하

여 세계의 식량 공 품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5조

1. 가입국은 구에게나 다음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가. 문화 인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나.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에서 오는 혜택을 릴 수 있는 권리

 다. 자기가 창조한 과학 ․문화 ․ 술  작품에서 생기는 유형․

무형의 이익을 보호받는 데에서 오는 혜택을 릴 수 있는 권리.

2. 가입국이 이 문화  권리의 완 한 실 을 이룩하기 하여 취하는 

조치 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 ․발 ․보 에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

다.

제9조의 사회보장의 권리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국가주도의 사회보험을 통해 노령, 

질병, 실업 재해 등 소득의 단상태에서 개인에게 인간다운 사람의 조건

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부조는 특히 권리를 침해받기 쉬운 

집단, 즉 빈곤선 이하에 놓여있는 집단으로 빈민, 노숙인, 결식아동·노인 

등에게 기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최소 핵심의무에 해당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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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11조는 규약의 체 인 목 과 련해 매우 요한 조항으로서 

생존권에 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람의 질에 한 권리, 지

속 인 생활조건 향상에 한 권리, 한 의·식·주에 한 권리가 포

된다. ‘입을 권리’의 경우는 단지 생존만을 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히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일부로서 요구된다. 제2항의 ‘식량권’의 경우, 

사회권 원회의 심사항은 생산수단의 향상 등 먹을 권리의 실 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다. 특히 굶주림에서 벗어날 기본권 권리를 

보호하기 해서 식량생산을 과학화하고 개 하며, 수출․입국 간에 공평

한 식량분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17). 

제15조는 ‘문화를 향유할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과 기술

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다루고 있다. 제15조가 인권의 범주

에 들어가는 것에 해 여 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제15조에는 우에

서의 평등, 표 의 자유,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인간성을 충분히 발달시킬 

권리의 요한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권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 소

수집단, 이주민  다른 문화  통을 지닌 사람들의 문화  정체성의 확

산이 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④ 경제 ·사회 ·문화  권리에 한 국제규약 이행에 한 

림버그 원칙

14. 사회권규약에서 명시한 권리들에 한 진  실 의 발 이 요하

므로, 선주민과 소수자의 문화  권리를 보호하는 데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는지를 고려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기 

16)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해 노인의 경제적 ․ 사회적·문화적 권리

   (일반논평    6,HRI/GEN/1/Rev4. General Comments No.6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old persons), 장애인(일반논평 5, HRI/GEN/1/Rev4. General Comments 

No.5 Persons with   disabilities)들이 향유해야 할 사회권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

다. 

17) 제11조와 관련해서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해 식량권(일반논평 12, HRI/GEN/1/REV4. 

General Comments No12. The rights to adequate food), 주거권(일반논평 4, 

HRI/GEN/1/REV4. General Comments No4. The rights to adequate housing), 강제철거 

금지(일반논평 7, HRI/GEN/1/REV4. General Comments No7. The rights to adequate 

food)에 대한 관심도 확대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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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집단의 생활수 을 향상시키기 한 조치에 특별한 심을 기울

여야 한다. 

16. 모든 당사국은 사회권규약에 포함된 권리를 완 히 실 하기 하여 

즉각 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17. 국내  차원에서, 당사국은 규약상의 의무를 실 하기 해서 권리

들의 성격에 부합하는 입법·행정·사법  조치와 경제 , 사회 , 교육

 조치를 포함한 모든 한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25. 경제발 의 수 에 계없이, 당사국은 모든 이에게 최소한의 생존

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7. 사회권규약의 권리 실 을 해 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단할 

때, 가용자원18)의 동등하고 효과 인 사용과 가용자원에 한 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8. 모든 이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존요건의 충족을 보장할 필

요성에 유념하여, 가용자원을 사용함에 있어 사회권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 하는 데 우선성을 두어야 한다. 

39. 경제 ·사회 ·문화  권리의 평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하여 특정 

집단 혹은 개인들의 한 권리 향상이 필수 으로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목 을 해 취해진 특별 조치들은 차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결과 으로 서로 다른 집단들에게 서

로 구별되는 권리의 보장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조치들은 의도된 목 들이 달성된 후에는 지속되어서는 안 된

다. 

   ⑤ 경제 ·사회 ·문화  권리의 침해에 한 마스트리히트 가

이드라인

6. 시민·정치  권리와 마찬가지로 경제 ·사회 ·문화  권리도 국가에 

세 가지 형태의 이행의무를 부과한다. 그것은 존 , 보호, 실 의 의무

18) ‘가용자원’이란 한 국가 내의 자원과 국제 협력과 원조를 통해 국제 공동체로부터 얻을 수 있

는 자원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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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세 가지 이행의무  어느 것이라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들 권리의 침해를 구성한다. 존 (respect)의 의무는 국가가 경제·사

회·문화  권리를 향유하는 데 해하는 행 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자의 인 강제퇴거에 여했을 경우, 주거권을 

침해한 것이다. 보호(protect)의 의무는 제3자가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

록 국가가 막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기업이 노동자의 기본 인 일할 권

리와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만드는 데 실패한다면 노동권에 

한 인권침해이다. 실 (fullfill)의 의무는 국가가 행정· 산·사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수 인 기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11. ( 략) 뿐만 아니라 성별,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혹은 다른 

의견, 국 , 사회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 에 근거해 경제·사회·문

화  권리를 동등하게 향유하는 것을 방해할 목 으로 차별을 한다면, 

그것은 규약상 권리의 침해이다. 

14. ( 략) 침해의 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략)

  d. 평등을 추구하고 소외집단의 경제·사회·문화  권리의 실 을 더욱 

증진할 목  없이, 경제·사회·문화  권리와 련된 행 법  의무

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나 정책을 채택하는 것, e. 경제·사회·문화  

권리가 보장되는 수 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퇴행  조치를 

채택하는 것, ( 략) g. 공공재정의 축소 혹은 유용 - 그러한 지출을 

감소하거나 유용하면서 모든 사람의 최 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한 한 조치를 수반하지 않거나 그러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결과를 래할 때.

  (2) 주거권

다음은 주거권에 한 국제규약이다. 주거권에 한 국제법 인 근거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국제사회가 주거를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가장 표 인 근거는 <세계인권선언>이라고 불리는 ‘유엔의 보편  인권

에 한 선언(1948)’이다. 이 선언에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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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할 공통  인권기 을 제시하고 있다. 이 원칙은 국제법상으로나 국내법

에서 보편 인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① 세계인권선언(1948)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필요한 사회  시설 등 자신과 가족

의 건강과 복지에 충분한 생활수 을 보장받을 권리와 함께 실업, 질병, 심

신장애, 배우자의 사망, 노령화 기타 불가항력 인 환경에서 생계의 어려

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article.25(1))."

1966년 유엔에서는 <경제 , 사회   문화  권리에 한 국제규약

(ICESCR)>이 채택된다. 이는 기본 인 인권과 자유를 규정하고 이 약을 

채택하는 국가들에게 한 수단을 이용하여 그 권리를 실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3월 국회의 동의를 얻어 

4월에 가입서를 제출, 동해 7월 10일부터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휘하게 되

었다. 아울러 <아동의 권리에 한 약>(1989년 체결, 1991년 국내 발효)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해 주거에 한 고려가 

필수 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② 경제 ․사회 ․문화  권리에 한 국제규약(1966)

“본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과 그 가족을 하여 

한 의․식․주를 포함한 한 생활수 에 한 권리와 생활환경의 끊임

없는 진보에 한 권리를 인정한다. 한 국가는 이 권리의 실 을 해 

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를 해서는 자유로운 동의에 기반한 국제

력이 매우 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article.11(1))."

   ③ 아동권리에 한 약(1989)

“매일 수많은 아동들이 배고픔과 집이 없는 상태(homelessness), 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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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맹 등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아동들은 지속 이며 안정 인 성장의 결핍으로 고통 받는다.”

   ④ 주택인권선언(런던 ‘국제주택도시문제연구회의’ 결의, 1981)

“우리는 양호한 자연환경 아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하는 것이 모

든 시민의 기본  인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모든 정부에 하여 토지와 

주택을 둘러싼 반사회  불공정․불합리 행 를 규제하고 국가의 책임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양호한 주택의 공 을 보장할 것을 진심

으로 바란다.”

유엔이 1976년 개최한 제1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Ⅰ)는 인간정주와 

련한 문제에 한 세계 인 인식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으며, 소득층에 

한 주거지원과 보조가 필요하고, 정주환경의 개선을 한 물리 ․사회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회의에

서 채택된 <인간정주에 한 밴쿠버 선언>은 주거는 기본 인 인권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권리를 실 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해야할 일로 개인과 지역사회의 자조  활동을 진하는 것, 주거

권 실 의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것,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 등이 언 되

었다. 

한편 유엔에서는 1987년을 ‘세계 홈리스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helter for Homeless)'로 정하고, ’ 한 주거‘가 인간의 기본 인 권리임

을 천명한 바 있다. 

1996년에 제2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Ⅱ)에서 채택된 의제는 주거권과 

련된 가장 포 이고 요한 국제문건이다. 그 동안의 주거권과 련된 

국제 인 합의들을 종합하고, 실천지침들을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다. 

특히 para.61은 국가가 어도 해당 내용의 정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

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에 한 차별을 철폐

하고 노숙인에 한 주택정책  개입의 필요성과 지원의 확 , 면 한 실

태조사 실시에 한 것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리우선언>에서도 노숙인

의 발생을 방하거나 이는 시책에 해 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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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인간정주에 한 밴쿠버 선언(제1차 세계주거회의, 1976)

“인간거주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배제된 계층, 즉 자발  혹

은 비자발  노숙인 상태에 처하거나 외국인 추방법에 의해 노숙인 상태

에 처한 사람들의 재정착이어야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모든 국가는 추방

된 난민의 귀향과 사유재산에 한 소유권을 보장하기 해 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chapⅡ. para15)."

   ⑥ 하비타트(HABITAT Ⅱ) 의제(제2차 세계주거회의, 1996)

“극빈층과 한 주거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 확 일로에 있으며, 

부 한 주거와 노숙인상태는 건강과 안  심지어 삶 자체를 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음식, 의복, 주거, 공 생에서 본인과 가족의 삶에 

있어서 한 수 을 유지할 권리와 삶을 증진시킬 권리를 갖는다

(para.11)."

"국가는 근가능하고 지불가능하며 거주할만한 주택을 목표로 하는 주

택정책을 채택함으로써 한 주거에 한 극  권리 실 을 보장하고 

개선해 나갈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 이는 한 주거의 확보가 불가능한 

사람들, 특히 노숙인과 기타 취약계층에 한 지원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다(para.60)."

“ 한 주거를 릴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주택을 거주가능하고 

경제 으로 부담가능하면서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해 다른 여러 가지 

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para.61)."

 a. 한 규제장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유인책을 통해 경제 으로 부

담할 수 있는 주택의 공 을 늘인다.

 b. 가난한 사람에 한 보조 과 임 료  다른 형태의 주택자 지원

을 통해 부담능력을 향상시킨다.  

 c. 지역사회에 기반한 동주택과 비 리 임 주택, 자가주택사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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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다. 

 d. 노숙인(집 없는 사람들)과 그 밖에 취약한 집단에 한 지원을 확

한다. 

 e. 주택과 지역사회개발을 해 재정과 공공  민간부문의 다양한 자

원들을 신 으로 활용한다. 

 f. 경제 으로 부담할 수 있는 임 주택과 자가주택에 한 필요를 충

족시키기 해 시장경제에 기반한 각종 유인책을 실시하여 민간부문

을 활성화 시킨다. 

 g. 일자리, 재화와 서비스, 편의시설을 쉽게 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

속가능한 공간개발형태와 교통체계를 장려한다.  

 h. 노숙인(집 없는 사람들)과 부 한 주택의 정도를 악하는 것을 비

롯하여 주거조건에 한 평가와 효과 인 감시를 하고, 취약한 인구집

단에 한 상담을 통해서 각종문제를 해결하기 해 한 주택정책

을 채택하고, 공식화하며, 효과 인 계획과 략을 수행해야 한다. 

   ⑦ 리우선언(환경과 개발에 한 세계회의(UNCED), 1992)

"안 하고 건강한 주거는 신체 ․심리 ․사회  그리고 경제 인 복

지에 있어서 필수 이며 이는 국제 약의 기본 인 부분이다. 기본 인 인

권으로서 한 주거에 한 권리는 국제인권선언과 경제 ․사회 ․문

화  권리에 한 국제규약에서도 채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 

어도 10억의 인구가 안 하고 생 인 주거에 근하지 못한 것으로 

악되며, 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 수는 극 으로 증가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para.6).'

"모든 사람들에게 한 주거를 제공하기 한 방편으로서 우선 모든 

국가는 즉각 인 수단을 동원해 노숙인들에게 주거를 제공해야만 한다

(para.9.a)."

"국가는 배고픔과 노숙인상태(무주거상태)를 이기 해 히 지역사

회서비스를 통해 사회  인 라를 구축하여 도시빈민에 한 특별한 지원

을 제공해야 한다(para.16.b.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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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럽연합차원에서 채택한 1996년 <유럽사회헌장>은 유럽국가들이 

추구해야할 정책목표로서 주거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권의 실

을 해 국가가 이행할 것으로 한 주거에 한 근성 보장, 노숙문

제에 한 진  해결, 주택가격에 한 부담가능성 제고가 포함되어있

다. 

   ⑧ 유럽 사회헌장(1996) 

“주거권의 효과 인 실 을 해 국가는 다음과 같은 수단을 이행한다

(31)”

 a. 한 수 의 주거에 한 근성을 보장한다. 

 b. 노숙문제를 진 으로 해소한다는 에서 노숙을 방하고 여

간다.

 c.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해 주택가격을 렴하게 한다. 

국제사회의 인권에 한 여러 가지 조약에서 주거권에 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는 인권실 에 있어서 주거의 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라 하겠다. 인간의 생명, 건강을 유지하는 생활과 생존의 장으로서 인격을 

유지하고 발 시킬 수 있는 장은 주거다. 따라서 주거권은 인권으로 반드

시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사회에서는 경제․사회․

문화  권리의 일환으로서 주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주거를 상실했

거나 상실 기에 놓인 노숙인에 한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해 

국가는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고 시책을 펼쳐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법 인 효력이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직  련된 국제문서에 서명을 한 당

사자로서 약속한 바를 성실히 이행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3) 건강권

건강권 역시, 앞서 살펴 본 주거권과 마찬가지로 인권을 다루고 있는 다



- 108 -

양한 국제조약을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은 <세계인권선

언>, <세계보건기구헌장>, <경제․사회․문화  권리에 한 국제규약> 

등에 나타난 건강권에 한 규정이다. 인간으로서 건강권이 신체 인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 ․사회 으로 온 한 상태를 가리키고, 이는 사회  

조건의 차별 없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① 세계인권선언(1948)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의 안 에 한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  

노력  국제  력에 의해 한 각국의 조직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

엄과 자신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 에 불가결한 경제 , 사회   문화  

권리의 실 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필요한 사회복지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  복지에 충분한 생활수 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 사망, 노령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생활불능의 경우

에는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세계보건기구(WHO)헌장(1946)

“( 략) … 건강은 단지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 , 정신 , 사회 으로 온 히 행복한 상태를 말한다. 인종, 

종교, 정치  신념, 경제  혹은 사회  조건에 따른 차별 없이 최상의 건

강 수 을 유지하는 것이 인간이 려야 할 기본권의 하나이다. … ( 략) 

… 어느 국가에서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한 노력은 가치 

있는 일이다. 건강 증진과 질병 특히 염병 리에서 국가 간의 차이는 

공동의 험이 된다. … ( 략) … 모든 사람들이 의학, 심리학  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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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지식을 통한 혜택을 릴 수 있어야만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일반 사람들이 충분한 지식을 바탕으로 극 으로 서로 력하는 

것이 인류 건강 증진을 해 매우 요하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한 

책임을 다하기 해 한 보건  사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후략)”

경제 ·사회 ·문화  권리규약 제12조는 모든 사람의 육체·정신 인 건

강권을 다루고 있다. 건강권은 ‘건강과 몸에 한 통제’, ‘건강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제공’, ‘건강한 삶을 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건, 시설, 재화, 서비스에 한 권리’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하여 사

회권 원회는 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건강 련 

사안에 한 결정권(안 에 한 근성, 안 한 음식· 양·주거·건강한 

작업조건·안 한 환경 등), 건강교육·정보에 한 근권까지로 넓게 해석

하고 있다. 특히 ‘모성과 아동의 건강권’, ‘환경  산업안 에 한 권리’, 

‘질병의 방·치료·통제에 한 권리와 인권을 침해받기 쉬운 사람들(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선주민)에 한 건강권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권 원

회는 일반논평 14 성취할 수 있는 최고수 으로 건강을 유지할 권리

(E/C.12/2000/4 The rights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를 통해 건강권을 향유하기 한 국가의 이행의무를 존 , 보호, 실 의 

에서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하비타트(HABITAT Ⅱ) 의제에서는 인간정주의 요성이 인간

의 건강과 삶의 질에 기 함을 천명하면서, 지원 상을 노숙인(무주거자), 

이주민, 원주민,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 등으로 포 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규약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어 가며, 노숙인을 포 하는 빈곤층 반에 한 지원의 확

가 골자가 되어감을 알 수 있다.  

   ③ 경제 ·사회 ·문화  권리에 한 국제규약(1966)

제12조

1. 가입국은 구에게나 성취할 수 있는 최고수 의 신체   정신  

건강을 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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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국이 이 권리의 완 한 실 을 해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가. 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의 감소  어린이의 건 한 발육을 한 책

 나. 환경 생  산업 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다. 염병, 풍토병, 직업병  기타 질병의 방․치료  억제

 라. 질병 발생 시 구나 의료와 의학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의 조성

   ④ 하비타트(HABITAT Ⅱ) 의제(제2차 세계주거회의, 1996)

34. 지속가능한 인간정주를 개발하려는 노력의 심은 인간의 건강과 삶

의 질이다. 그러므로 양질의 교육, 도달 가능한 최고 수 의 육체 ·정

신 ·환경  건강, 그리고 일차  보건진료를 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추진하고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후략)

35. ( 략) 인간은 구나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건강하고 생산 인 삶을 

릴 자격이 있다는 을 고려해야 한다. 

38. ( 략)

  i. 노숙인(무주거자), 이주민, 원주민,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여성과 어

린이, 장애인 노인, 자연재해나 인재의 피해자, 취약계층과 사회  

약자층에게 주거와 기본 서비스 교육  보건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난민들에 한 임시 인 주거와 기본 서비스의 제공도 이루어져야 

한다. (후략)

41. ( 략)

  d.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지속 이며 안 한 맑은 물 공 , 생, 하

수시설, 쓰 기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 수 을 향상시킨다는 

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하고 통합 인 환경기반시설을 

모든 정주지에 조성한다. 이 때, 가난한 인구 집단을 한 시설 제공

은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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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노동권

<세계인권선언>, <경제․사회․문화  권리에 한 국제규약>, <국제노

동기구 조약  권고>를 통해 살펴 본 노동권은 개인의 잠재력을 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국가서비스를 수용하고, 그를 기반으로 사회에의 

완 한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① 세계인권선언(1948)

제23조

1.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

리한 노동조건을 확보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하여 동등한 보

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이 인간의 존엄에 합한 생활을 할 수 있

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  

보호수단에 의해 보충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한 그것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② 경제․사회․문화  권리에 한 국제규약(1966)

제6조19)

1. 가입국은 노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이 권리에는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

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기회를 얻을 권리도 포함

된다. 가입국은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해 한 조치를 취한다.

19) 제6조 노동의 권리는 ‘자유롭게 노동을 선택할 권리’, ‘강제노동 및 노예노동 금지’,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의 권리 항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다. 첫 번째 부분은 노동권 자체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다양하고 특별한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가 강제 노동을 금지

하고, 고용정책 등의 노동정책을 세우도록 이행의무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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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국이 노동의 권리를 완 하게 실 하기 해 취하는 조치에는 개

개인에게 기본 인 정치 ․경제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 아래서, 착

실한 경제 ․사회 ․문화  발 과 생산 인 완 고용을 한 기술 

 직업의 지도․훈련 계획․정책․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20)

가입국은 구나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특히 다음 항목을 보장하는 

노동조건을 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1.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임

  a. 공정한 임   어떤 차별도 없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한 동일

한 보수, 특히 여자의 경우 동일한 노동에 한 동일한 임 과 함께 남

자의 노동조건에 뒤떨어지지 않는 노동조건을 보장할 것, b. 이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평균 인 생활, c. 안 하고 

생 인 작업 조건, d. 연공서열과 능력 이외의 어떤 것도 고려되지 

않고, 구나 고용 계 안에서 한 상  지 로 승진할 수 있는 균

등한 기회, e.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  제한, 공휴일에 한 보

수와 정기 인 유 휴일.

다음은 <국제노동기구 조약  권고>의 내용을 좀 더 구체 으로 살펴

본 것으로서 고용  직업과 련한 차별, 강제노동, 노동시간, 작업환경, 

고용정책에 한 내용들이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 으로 노숙인

이 언 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숙인의 주된 직종이나 노숙생활에서 처하게 

되는 강제노동, 혹은 노동착취에 한 부분에 해서는 충분한 시사 을 

 것이라 사료된다. 

   ③ 국제노동기구 조약  권고(1919-1991)

○ 고용  직업과 련한 차별에 한 조약(조약 제111호, 1958)

20) 제7조는 제6조의 노동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권리이다. 노동의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조건으로 ‘최저임금’, ‘동일노동에 대

한 동일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상당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한 임금’, ‘안전하고 위

생적인 작업조건’, ‘승진에 대한 동등한 기회’, ‘휴식, 여가, 합리적인 노동시간의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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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본 조약의 용을 받는 회원국은 고용  직업에 한 차별21)을 없애기 

하여, 국내 조건  행에 비추어 한 방법으로 고용 는 직업에 

한 기회  처우의 균등을 진할 것을 목 으로 하는 국가 정책을 선언

하고 이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 

2. 각 회원국은 고용  직업에서의 차별을 지하기 한 국가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정책은 입법조치, 표성 있는 사용자단체와 사용

자단체간의 단체 약 는 국내조건  행에 따른 기타의 방법에 의

하여 용되어야 하며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a. 고용  직업에서의 기회  처우의 균등을 진하는 것은 공공의 

심사이다. 

  b. 모든 사람은 다음 사항에 해 기회  처우의 균등을 차별없이 보

장받아야 한다. 

     ⅰ) 직업안내  직업배치 서비스의 이용, ⅱ) 개인의 성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훈련  고용에 한 근, ⅲ) 각자의 성격, 경험, 능

력  근면성에 따른 승진, ⅳ) 노동시간, 휴식시간, 연차유 휴가, 산

업안 보건 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  사회보장조치, 그리고 고용과 

련하여 제공되는 복지시설과 혜택

  c. 정부기 은 모든 업무에 하여 차별 없는 고용정책을 용하여야 

한다. 

  d. 사용자는 어떠한 사람에 해서도 채용 는 훈련, 승진 는 고용

유지, 고용조건의 결정에서 차별을 하거나 이를 용인하여서는 안 된

다. 

  e. 단체교섭  노사 계에 있어서 양당사자는 고용  직업에 있어서

의 기회  처우의 균등의 원칙을 존 하여야 하며, 단체 약 고용․

승진․훈련․고용유지 는 고용조건과 련하여 차별  성격을 갖

는 어떠한 규정도 포함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1) 고용 및 직업과 관련한 차별에 관한 조약에서 ‘차별’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조약111

호, 제1조). 인종․피부색․성별․종교․정치적 견해․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두 대로서, 고용 또는 직업에서의 기회 또는 처우의 균등을 깨뜨리거나 

해치를 효과를 갖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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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사용자단체  노동자단체는 그 단체에의 가입, 자격의 유지, 업무

에의 참여와 련하여 차별을 하거나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 강제노동에 한 조약(조약 제29호, 1930)

제4조

1. 권한 있는 기 은 개인, 회사 는 단체의 이익을 하여 강제노동22)

을 부과하거나 부과하는 것을 허가할 수 없다.(후략)

제5조

1. 개인, 회사 는 단체에 발 되는 면허가 개인, 회사 는 단체가 사

용하거나 거래하는 생산물의 생산 는 수집을 한 어떠한 형태의 강

제노동도 허락해주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2. 이와 같은 강제노동을 래할 규정을 포함한 면허가 존재하는 경우, 

본 조약 제1조23)를 수하기 하여 가능한 한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제25조

강제노동의 불법 인 강요는 형사범죄로 처벌되어야 하며, 한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벌이 실제 당하고도 엄격하게 실시되도록 하는 것은 

본 조약을 비 하는 회원국의 의무이다. 

○ 공업  사업에 있어서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

로 제한하는 조약(조약 제1호, 1919)

제2조

가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모든 공업  사업  이 사업의 각종 분야에 고용된 사람의 노동시간은 1

일 8시간, 1주 48시간을 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1. 제2조의 규정을 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외 인 경우에 한하여, 

22)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제2조에서 명시한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자가 징벌의 위협 하에 노동을 

강요받고 또는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모든 노동을 말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노동, 

국민의 의무로서의 노동, 법원 판결의 결과로서 강요되는 노동, 자연재해 등 긴급한 경우에 강

요되는 노동 등은 강제노동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23)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제1조 1항은 가능한 한 최단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의 사용

을 폐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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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장기간에 걸친 1일 노동시간의 제한에 하여 노동자단체와 사용

자단체 사이에 약이 있을 때에는, 정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정

부는 이에 법규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 그러한 약에서 정한 수 이상의 주에 한 1주 평균노동시간은 48시

간을 과하지 못한다. 

○ 산업안 보건과 작업환경에 한 조약(조약 제155호, 1981)

제16조

1. 합리 으로 실행 가능한 한 사용자에게 그들의 리 하에 있는 작업

장, 기계장비  작업공정이 건강에 험을 주지 않도록 요구되어야 한

다. 

2. 합리 으로 실행 가능한 한 사용자에게 그들의 리 하에 있는 화학

․물리 ․생물학  물질  인자에 하여 한 보호조치를 취하

여 건강을 하지 않도록 요구되어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합리 으로 실행 가능한 한 사용자에게 사고의 험을 

막거나 건강에 나쁜 향을 주지 않기 한 한 보호피복  보호 

장비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어야 한다. 

○ 고용정책에 한 조약(조약 제122호, 1964)

제1조

1. 각 회원국은 경제의 성장과 발 을 자극하고 생활수 을 향상하고 노

동력수요를 만족시키고  실업과 불완  고용을 극복하기 하여, 자

유로이 선택된 생산 인 완 고용을 진하는 극 인 정책을 주요목

으로 선언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본조 제1항의 정책은 다음 사항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a. 일할 수 있고 일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

   b. 그러한 일은 가능한 한 생산 일 것.

   c. 인종․피부색․성․종교․정치  견해․출신국 는 사회  출신

에 계없이, 각 노동자에게 자신에게 합한 일을 하여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기 한 그리고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그 일에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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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한, 고용선택의 자유와 가능한 한 충분한 고용기회를 주는 

것.(후략)

4. 소 결 

빈곤, 무주거, 사회 계의 취약으로 인한 노숙생활은 그 원인이나 지

속의 양상을 감안할 때, 그 자체가 기본 인 인권  사회권이 보호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노숙생활의 양태와 노숙생활로 인한 차별 실태에 해 살펴 

볼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를 해 본 장에서는 그 선행 작업으로서 

인권 반에 한 개념규정과 국내법, 그리고 국제법(규약)에 해 살펴보

았다. 인권의 유형을 시민   정치  권리(자유권)와 경제 ․사회   

문화  권리(사회권)로 구분하고, 각각의 내용에 해 세계인권선언을 토

로 인권의 표 과 규범의 근거를 찾아보았으며, 기본  인권, 주거권, 건

강권, 노동권에 한 국내법  국제규약을 구체 으로 살펴보았다. 

국제규약을 통해 보장된 노숙인에 한 기본  인권과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은 구체 이었고, 상 한 노숙인(무주거자, 홈리스)을 포 하고 

있었다는 이 특징이었다. 

국내법에서의 기본 인 인권에 해서는 < 한민국헌법>에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청구권  기본권 등을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모든 국민들

의 본질 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주거권의 경우, 

<주택법>, <임 주택법>, <주택건설 진법> 등의 입법목 과 규정내용을 

근거해 볼 때, 이미 주거권이 독자 인 권리로 인정받을 만큼 법  권리로

서의 성숙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고 단된다. 그러나 노숙인에 한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에서, 극 인 주거권의 개념으

로 본다면, 아직 노숙인  주거취약계층을 포 하는 법률안이 마련된 것

은 아니다. 건강권과 련해서는 련 법률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응

의료에 한 법률> 등이 있으며, 주거권과 마찬가지로 노숙인에 한 별도

의 규정은 없었다. 다만 국민을 포 하는 건강권 확보 즉, 국민으로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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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으로 건강할 권리,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그를 한 제반 여건

의 조성 등이 보장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동법의 용 시 노숙상황에서의 

차별은 없는지 등에 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마지막으로 노동

권에 해서 <고용정책기본법>, <근로기 법>, <근로자복지기본법>등을 

살펴보았는데, 사실상 노숙인의 노동권을 본격 으로 다루는 법률은 없었

다. 다만 일용노동자 등의 고용안정에 한 법률이라든가, 강제근로의 

지에 한 규정은 노숙상황에서 처한 사람들의 노동권과 한 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다. 

< 한민국헌법> 제37조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

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명문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리기 해 필요한 것이므로 경시되

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주거의 확보, 건강권의 확보, 그

리고 노동권 확보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리기 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인 이상, 그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경

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규약 등을 

수해야할 국가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바, 노숙인과 같은 소외계층에게 

있어서 기본권 보장을 비롯한 사회권의 확보가 무엇보다 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극 인 보호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24). 이를 

해서 행 법률을 면 히 검토하여 개정사항 등은 없는 지 검하는 작업

도 필요하며,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법률안을 제정할 필요는 없는

지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4)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노숙실태 및 노숙인 인권실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그 현황을 

진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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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외국 사례 

1. 정부의 노숙인 지원책 

  1) 국

국은 노숙이라는 사회 상이 요한 정치 , 사회  이슈가 되어 그 

원인과 정책을 둘러싸고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던 몇 안되는 국가들  하

나이며, 정부지원책의 역사 한 오래되었다. 국 노숙인의 수는 1980년

와 1990년 반까지 증가하다가 1990년  반 이후 차차 감소하고 있

다. 이러한 추이를 둘러싸고 노숙인 지원정책을 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

루어졌다. 여기에서는 국의 노숙정책의 개과정과 개요를 살펴 으로

써 한국 상황에 주는 함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거권 보장 

국의 노숙인 문제 해결책은 1970년  반까지만 해도 주택정책으로 

포 되지 않았다. 이는 17세기 <구빈법>에 의해 노숙인의 문제가 개인

인 문제로 간주되어 본격 으로 ‘주거권’이라는 차원에서 근되지 못했던 

에 기인한다. 

그러나 1977년의 <주택법(Housing Act)>을 계기로 “노숙인 문제는 주거

권 일반의 문제”라는 획기 인 인식 환을 갖게 된다25). 이러한 일련의 과

정 속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다. 

노숙인 법제화에 한 논의가 시작되었던 1960년 는 제2차 세계  

후 주택부족의 문제가 있었고, 1960년  말 국의 세 수와 주택수에 균

형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지역 으로 주택부족이 해소되지 않았다. 게다

25) 이러한 이유로 1977년 <주택법>을 <홈리스법>으로 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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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의 슬럼철거가 활발하게 이 지면서 주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주택정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고용구조와 경제구조의 변화, 복지 여에 한 사회  인식의 변화 등은 

노숙인의 발생을 지속 으로 래해 갔다. 

이러한 상황을 BBC가 다큐멘터리 드라마인 “캐시, 컴 홈”26)을 통해 보

여주면서 노숙인에 한 국민  공감이 모아지게 되었다. 1960년 와 

1970년  합법  공유지 유 운동(squatter movement), 1970년 ‘Dennis 

Nilson 살해자들’, 1975년 화 “조니 집으로 가다”등이 당시 사회  이목

을 노숙인에게 집 시키기에 충분한 사건들이 되었다. 

이후 정치 인 압력이 높아지면서 노숙인 문제의 원인이 주택부족에 있

다고 하는 많은 연구보고서가 정부기 이나 연구자로부터 나왔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노동당 정권의 등장과 맞물려 1977년 <주택법>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 게 만들어진 1977년 <주택법>의 의의를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노

숙인 상태를 정의했다는 , 둘째, 노숙인 문제의 책임소재를 지방자치단

체의 주택부서로 정했다는 , 셋째, 노숙인 지원의 일환으로 구 인 주

택을 제공하도록 했다는 , 넷째, 노숙인 지원기 을 정했다는 ( 정성, 

우선조건, 자의성, 지역과의 연계성)을 들 수 있다. 향후 국의 노숙인 지

원책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원책이 개되기 시작하 다. 

이 법은 노숙인에 한 공공임 주택 제공을 규정함에 따라 노숙인에 

한 단기 을 아주 엄격하게 용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노숙

인이 아닌 사람들이 공공임 주택을 우선 으로 배분받는 것을 방지하기 

해 자격이 있는 노숙인(deserving)과 자격이 없는 노숙인(undeserving)

을 엄격하게 구분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자녀가 있는 가족노숙인, 임산부, 

질병이 있는 단신노숙인이 포함되었으며, 그 심에는 가족노숙인이 치

하게 되었다.  

26) “캐시, 컴 홈”은 한 가족의 가장이 실업에 처하면서 노숙생활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그린 드

라마이다. 이를 계기로 하여 주거권에 관한 캠페인과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쉘터

(Shelter)가 1966년에 설립되었다. 쉘터에 대해서는 다음 절 민간의 지원활동편에서 살펴보

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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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리노숙 근 을 한 노숙인 지원책 시작

이 게 시작된 노숙인 시책은 1980년 반 이후 노숙인을 둘러싼 몇 가

지 상황변화로 방향수정의 필요성을 요구받게 되었다. 다음은 1980년  들

어 목격된 노숙인의 상황이다. 

첫째, 노숙인의 특성이 변화했다는 이었다. 즉 노숙인의 다수가 

은 단신자로 바 었다는 이다. 그간 노숙인은 가족노숙인이 심이라고 

생각되어 시책 역시 가족을 심으로 개해 온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산업구조의 변화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채 취업에서 려나는 

은이들은 결국 노숙인에 이르 고, 1987년 단신노숙인의 비율은 1987년 

29%에서 1996년 44%로 증가했다( 玉徹, 2004). 따라서 가족 심의 노숙

인 지원정책에 방향수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27).

둘째, 노숙인의 문제가 ‘단기  문제’에서 ‘장기  문제’로 변화했다는 

이다. 노숙인 발생 기에는 그 원인이 슬럼철거 등에 따른 주택부족의 문

제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단순하게 주택이 건설되고, 주택호수가 증가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취업의 문제가 주거유지 혹은 

주거안정성에 큰 향을 미친다는 이 드러나게 되면서28), 주택의 확보가 

곧 노숙상태의 해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을 보여주었고, 주거의 유지를 

한 보다 장기 인 근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셋째, 앞서 언 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노숙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문제’라는 이다. 즉 주택부족만이 아니라, 생활유지를 

한 수단의 부재(고용 등), 정신 인 문제나, 알콜, 약물의존에 의해서도 노

숙인 상황이 래되며, 이는 교육, 복지, 의료 등의 다차원 인 분야의 연

계 혹은 제휴가 없다면 해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문제

27) 단신노숙인 집단은 스스로 빈곤을 벗어나거나 혹은 노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여

전히 가정되었다. 혹은 젊은 노숙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의 집이나 가족의 품

에 머물러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입장은 경기후퇴와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취

업기회가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가치 있는 빈자(deserving 

poor)와 가치 없는 빈자(un-deserving poor)를 구분하는 오랜 역사적 유산이었던 것이다(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04).  

28)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해 인적자본이 취약한 젊은 노동자의 직장이 감소되었고, 파트타임이나 

임시고용 등의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안정적인 주거확보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으로써 노숙상태가 유발, 혹은 지속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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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하기 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문가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하

게 되었던 것이다. 

넷째, 노숙인 책의 자원이 차 감소하고 있다는 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처 정권 이래 정책변화의 배경이 요한데, 공 주택의 불하(Right 

to Buy), 쉘터나 호스텔의 폐쇄, 각종 여의 삭감 등이 그것으로서 이는 

1980년  이후 차례 로 실시되었던 것들이다. 그 결과, 사회  안 망이 

축소되고 런던을 심으로 노숙인이 격히 발생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종

래의 공 주택은 가족만을 상으로 배분되어, 단신자들에게는 합한 주

택이 양 으로 부족했다. 그러나 노숙인  단신자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숙인의 욕구와 응책 사이에 차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은 단신노숙인의 증가, 노숙문제 해결의 장기화, 노숙문제 해결의 다

면  근의 필요성 인식, 노숙인 책의 자원 감소는 기존 노숙인 지원

책에 방향을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직업능력을 결여한 은 노숙인에

게는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우선지원 노숙인의 연령을 낮추는 방

식이 도입되었고, 다 분야를 할하는 멀티에이 시(multi agency)를 설치

하고, 노숙인 포럼을 구축했으며, 코디네이터의 역할 담당자를 배치하는 

책안들이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1990년 거리노숙인(rough sleeper)을 근 하고자 “거리

노숙인 책(Rough Sleepers Initiative)”이 3개년 계획으로 구상, 시행되었

고 이후 8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 책은 아웃리치 서비스(out reach 

service)를 확 하고, 호스텔의 확 와 호스텔에서 민간임  이행에서의 

간과정으로서 주거의 확 를 한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한 

거리노숙인의 문제만을 직 으로 다루게 된 ‘거리노숙인 책반(the 

Rough Sleepers Unit)’이 설립되었다. 이 조직은 노숙인을 해 사용하는 

각종 정부 재원을 조정하고, 민간 자선단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하 다. 이 조직을 통해 국 역에 존재하는 것으

로 추정되는 약 1,600명의 노숙인의 규모를 2002년까지 2/3정도 감소시키

겠다는 구체 인 목표가 설정되었는데, 이를 한 주요 략으로 ①550개

의 호스텔 침상 추가  배치를 한 산 지원, ②120개의 침상을 보유한 

이동 쉼터(rolling shelter) 로그램 도입29), ③특별한 욕구를 지닌 노숙인

을 한 440개 침상확보를 한 산 지원, ④호스텔 생활자들이 옮겨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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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개의  다른 형태의 공간 마련, 그리고 이를 통해 수많은 민간단체들

이 아웃리치에서 재정착까지 일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 등이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정부와 학계, 그리고 민간 자원 조직에 의해 조사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노숙인이 되는 원인, 거리 생활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주택생활로 근하도록 유인하는 방법, 재활 과정, ‘회

문’(revolving door) 신드롬30), ‘퇴 ’(silting up) 효과31)의 책이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기 노숙인(핵심 노숙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역들이 연구의 주제로 다루어졌다. 

  (3) 노숙의 고리를 끊어내기 한 포  지원책 구상  

노동당 2기가 시작되면서 국정부는, 사회  배제의 문제에 해 극

인 책을 마련하기 시작하 으며32), 노숙의 문제 역시 같은 맥락으로 

근하 다. 이에 1997년 12월에 설립된 사회  배제국(Social Exclusion 

Unit)은 사회  배제를 공략하기 한 최우선 과제 의 하나로 노숙인 문

제를 설정했고, 노숙인이 ‘사회에서 가장 배제된 계층’의 일부로서 ‘사회  

배제의 극단’에 치한 것으로 인식했다. 사회  배제국은 기존 노숙인 

책의 문제 에 해 첫째, 기존의 책들은 제도(법)가 편 으로 흩어져 

있으며, 둘째 노숙인 지원의 책임소재가 서로 다른 앙정부의 부서와 지

방정부, 그리고 기타의 기 들로 분리되어 있으며, 셋째 일 되고 통합

인 정책이 부재하고, 넷째 숙소(침상)가 으로 부족하고, 안정된 주거

공간으로의 이동이 불충분하며, 다섯째 음주, 약물, 혹은 정신질환 문제에 

29) 이동쉼터는 거리노숙인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는 임시숙소의 한 

형태다. 

30) 거리에서 숙소(호스텔)로, 그리고 다시 거리로 순환하는, 즉 재노숙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

다. 

31) 호스텔 등의 주거에 정체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호스텔 트랩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는 급여방

식, 민간주택 임대료 상승에 기인하는 문제로 파악되는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다.  

32)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행정부서들을 수상의 직속기구로 설치한 것은 구체

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영국사회가 집중하여야 할 사회정책

의 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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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움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 하 고, 따라서 이런 문제 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축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시책을 통해 정부당국은 거리노숙인의 수가 감소했다고 평가했

으나, 실제로 법정 노숙인 수가 2000년 11만 1,550가구에서 2001년 4/4분

기에는 11만 8,700가구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일시 인 숙박시설인 호스텔

이나 B&B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약 30%를 차지하는 등 노숙의 문제는 

여 히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2년 3월 이후, “노숙인 원회(Homeless Directorate)”를 

새롭게 창설, 기존의 RSU와 B&B 책실33)을 노숙인 원회로 재편하고34), 

동 원회가 2002년 <홈리스법(Homelessness Act 2002)>을 망한 “More 

than a Roof” 라는 새로운 략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첫째, 재 노숙상

태에 있는 자, 는 노숙상태가 될 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에 한 지원

을 강화하는 것, 둘째, 노숙상태를 해결하기 하여 보다 많은 략  근

방법을 개발하는 것, 셋째, 노숙문제를 해결하기 한 새로운 방식들을 장

려하는 것, 넷째, B&B에 거주하는 아동을 포함한 가족노숙인의 감소를 꾀

하는 것, 다섯째, 감소한 노숙인 수의 수 을 계속 유지하는 것, 여섯째, 모

든 사람들에게 한 주거에의 근 기회를 보장하는 것 등이었다35). 

이를 해서 노숙인 지원 서비스가 정부나 단일 부문에 의해 직 으로 

공 되는 것이 아니라, 다분야, 다부문이 제휴하는 노숙인 지원책 구축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2002년 4월까지 거리노숙인의 수 2/3감소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정부는 몇 가지 략을 수립한다. ▴ 문가들로 구성된 아

웃리치 을 구성하고, ▴거리노숙인이 이용가능한 쉼터를 늘리며, ▴거리

노숙인과 쉼터노숙인에게 안정 인 주택을 공 하고, ▴재정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 ▴주거의 유지를 해 안정 인 고용을 유지하고, 직업

훈련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거리노숙에 한 방책을 강구

한다(윤일성, 2005)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5년 8월 재 ODPM36)에서는 “서포  피  로그

33) B&B대책실은 2001년 10월 지방자치체의 노숙인가족 구제방법의 개발원조와 B&B에서 생활

하고 있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의 감소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34) 노숙인 위원회의 대표는 종전의 RSU의 대표자가 담당하게 되었다. 

35) 넷째와 다섯째는 영국에 있어서 노숙인 지원책의 특징으로, 대상을 한정한 중점화 정책을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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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Supporting People Program)”을 운  에 있다. 서포  피  로그램

은 2003년 4월 1일 발족했다. ODPM에서는 해당 로그램의 성공 인 정

착을 해 2003년 4월 1일 시행 부터 긴 비기간을 가졌다. 당  시도

되는 새로운 로그램이 낯설다는 이유로 지방행정으로부터의 조를 얻

어내기 어려웠지만, 앙부서의 노숙담당자가 지방행정의 담당자를 직  

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력을 이루어 갔다. 이러한 과정은 앙정부

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략개발에 있어서도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한

다. 

서포  피  로그램(Supporting People Program)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 상은 ▴노숙에 처한 사람 혹은 거리노숙인, ▴출소하거나 

감옥에 입소한 사람, ▴가정폭력 험에 처한 사람, ▴알콜과 약물 문제를 

가진 사람, ▴10  부모, ▴노인, ▴ 험에 처한 청년, ▴HIV와 AIDS환자, 

▴학습장애가 있는 사람, ▴지원에 한 욕구가 있는 가족노숙인 등 범

한 사회취약계층이 포 되어 있다. 

둘째, 이들 사회  취약계층이 독립 이고 그들의 주거(임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종목 으로 하는데, 를 들자면 퇴원을 하거

나 시설보호에서 탈피한 이후 독립주거공간으로 이행하고, 이후 순차 으

로 생활을 유지해 가도록 도움을 주고, 이후 노숙으로 락하지 않도록 

방하는 것이 포함된다. 구체 인 목 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독립생활을 

진할 것, ▴자율 이고 질 높은 어서비스를 제공할 것, ▴욕구에 부응

하는 서비스의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와의 트 쉽에 해 

검증하며, ▴민간단체, 주택조합 등의 탁체와 서비스 이용자에 한 포

인 지지를 수행할 것 등이다. 

셋째, 이 로그램은 ODPM에서 총 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곳에

서 교부 (grant)을 분배하게 된다. 행정당국은(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두 

차원에서) 지방수 의 로그램 운 방식을 책임지고, 서비스 제공을 해 

36) 1999년에 설립된 ODPM(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부수상실)은 거리생활자의 

수를 1/3로 감소할 것을 목표로 20억 파운드의 예산을 책정했다. ODPM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갈등을 조정하고, 노숙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숙인 실태조사 등의 결

과를 가지고 지방정부의 담당자를 찾아가 사업에 대한 설명과 설득작업을 벌이고, 의견을 조

율하며, 민간단체와의 미팅을 통해 사업수행방식을 의논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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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을 맺게 된다. 한 탁체는 행정당국과 함께 로

그램의 략을 개발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포  피  로그램은 120만 명의 취약 계층에게 주거 련 지원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150개의 행정기 에 의해서 지역 으로 제공되고 있

으며, 6,000개 이상의 주거 련 서비스 공  주체와 연계를 맺고, 약 

37,000개 이상의 개별 사업을 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정부는 이 로

그램을 통해 여러 단 의 수행기 들 사이에 력이 고무되었고, 지방행정

당국의 역량 한 제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2) 미국

재 미국의 노숙인 지원 책은 주택도시개발성(HUD: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지속  보호(Continuum of Care)”

의 개념 하에 지역사회의 각 부분들이 함께 모여 노숙인 지원체계를 구성

하도록 하며, 연방정부, 주(州)정부, 시( )자치체, 비 리기  들의 트

쉽을 형성, 장기 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지방자치체가 발달하여 주(州)에 따라 개별 인 서비스 체계를 

운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나 시자치체의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체로 시정부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노

숙인 지원에 한 자 의 지원과 평가를 받으며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연간 200만 명이상이 어도 1년에 1회 이상 노숙상태를 경험하

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으로 인해 노숙문제에 한 개입은 그 

역사가 상당하며, 그 과정에서 내용 인 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악된다. 1987년 홈리스법(Stewart B. Mckinney 

Homeless Act)이 의회를 통과한 이후 1988년, 1992년, 1994년 세 번의 수

정을 거치면서 재에 이르는 법체계를 마련하는 등 일 부터 노숙인에 

한 책을 마련하 다. 다음에서는 노숙문제의 출 과 이에 한 응들

을 심으로 미국의 정부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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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70년 : 노숙문제의 출 과 응 책

미국의 노숙문제는 1970년  말 1980년  반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

었다. 물론 이 에도 스키드로우 지역에서의 노숙문제가 있었으나 도시에 

일반 인 상으로 확 된 것은 이 시기에 들어서이며, 거리에서의 죽음이

나 상해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이 때는 노숙인의 주된 유형이었던 스키

드로우의 SRO37) 거주자인 남성단신생활자 이외에도 여성노숙인, 모자가

족노숙인, 청년노숙인들이 거리와 버스정류장, 혹은 공원 등에서 목격되기 

시작하 으며, 히스패닉이나 흑인을 포함한 사회의 소수자(minority)가 노

숙인의 과반수이상을 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미연방정부는 이를 일시 인 상으로 간주,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책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단하여, 응 쉼터의 확보와 식품제공

에 한정된 시책만을 개하 다. 당시 기 쉼터로 감옥을 개조해 만든 오

지카운티의 Camp LaGuardia가 표 이며, 가장 악명 높은 쉼터는 

Bowery의 이스트 3번가에 있는 동굴같은 시립쉼터로서 침상이 부족해 

250명의 성인남자들이 바닥에 떼지어 자야했던 이른바 ‘Big Room'이라 불

리는 곳도 있었다. 시에서는 특히 동 기에 남성노숙인들에게 숙박권을 제

공하는 것으로 잠자리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많은 SRO들이 기되거나 고

주택으로 개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응 책 역시 유명무실한 것이 되었

다. 

당시 SRO는 형시설 입원환자가 퇴원 후 이용하는 매우 요한 주거자

원이 되었다. 탈시설화와 맞물려 이에 한 수요는 증했으나, SRO의 감

소와 도시주택 개량을 진하는 정부의 책은 빈민들의 주거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었다. 

37) SRO(Single Room Occupancy)는 대도시 슬럼 등에 위치한 단신생활자용 저렴 숙소로서 빈

곤계층이 최후에 도달하는 거주장소였다. SRO의 발생과 전개에 대해서는 전홍규, 2003, “단

신생활자용 숙소를 활용한 노숙인 거주지원에 대한 모색”,「도시와 빈곤」통권 65호, 

pp.89-99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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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980년 : 매키니 홈리스 지원법 성립과 쉼터지원책 일  

이 듯 욕구의 다양성을 간과한 소극 인 수용 책으로는 노숙인의 수

가 지 않았다. 1980년  반 노숙인 지원단체들을 심으로 노숙인 문

제에 한 연방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게 된다. 결국 연방정부는 1987년 ‘매

키니 노숙인 지원법(The Mckinney Homeless Assistance Act)’을 제정하게 

되었고, 이후 매키니 노숙인 지원 로그램은 몇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1990년  들어 구체화되어진다.  

1980년  이건 정권 하에 복지정책과 주택정책은 단 으로 잔여  성

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즉 공 부조에서의 여는 사실상 인 를 반

하지 못한 수 으로, 고실업 하에서 빈곤층에 한 사회안 망을 약화시

키는 결과를 래했다. 한 이는 주택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1982

년부터 1988년에 걸쳐 주택도시개발성 산의 71%를 삭감하고, 신규주택

공 을 폭 감소시켰다. 뿐만 아니라 섹션 8에 의한 빈곤층 임 료보조제

도에 한 여의 자격도 지역의 소득 80% 선에서 50% 이하로 제한

하 다. 이는 소득층의 최  주거지인 렴한 소형주택의 감소를 가져와 

빈곤층의 주택사정은 더욱 악화시켰다. 이 듯 1980년  미국의 복지정책

과 주택정책의 축소는 노숙인의 증가를 불러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

하 다.

1980년  이건 공화당 정권의 노숙인 지원 책은 응 쉼터의 확보를 

통한 수용 주 책이 심으로, 노숙인 문제에 한 응은 소극 인 것

이었다. 즉 노숙인의 다양한 요구를 반 하지 못한 채, 쉼터로의 획일  수

용조치가 공식 으로 인정된 수 에서 실행되었던 것이다.

  (3) 1990년 : 매키니 홈리스 지원법 성립 이후 지속 인 

보호 략

1990년  반 이후 거리와 쉼터에는 단신남성노숙인이 증가했는데, 이

는 1990년  반 이후 서포티  하우징(supportive housing) 감소에 기인

한다. 이들 단신노숙인들은 의료와 정신 인 문제가 훨씬 심각했으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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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숙인의 문제는 훨씬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여성노숙인도 증

가했고, 가족을 표 으로하는 주택지원 로그램의 감소로 인해 가족노숙

인의 수 역시 1990년  들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클린턴 통령은 1993년에 “노숙인상태의 악순환을 단 하는 연방

계획”을 발표하고38), 연방정부를 비롯한 주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노숙인 

지원과 련된 제 단체의 표와 과거 노숙인이었거나 재 노숙인인 사

람들의 력을 구하 다. 한 당시 주택도시개발성(HUD) 장 인 시스

네로스(Henry G. Cisneros)는 연방정부의 노숙인 지원 략인 '지속 인 

보호(Continuum of Care)'에 하여 다음과 같이 언 하 다. 

“1980년  연방의 노숙인정책은 본질 으로 응 응책에 을 두었

기 때문에 재까지 에 보이는 요구에 응하는 시설 로그램이 부

다. 따라서 규모 응 쉼터에 과 한 투자가 이루어진 반면, 노숙인를 

한 구주택의 투자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략) 재 미국은 노숙인에 

한 포 이고 종합 인 근을 필요로 한다. 이는 우리의 커뮤니티를 

동원하여, 노숙인를 의존상태로부터 자립을 지향하는 시스템으로 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우리의 략은, 노숙인의 다

양한 요구를 밝히고 그것에 따라 ‘지속 인 보호(Continuum of Care)’를 

진하는 것이다. 이에 재 시스템은 3가지의 단계, 즉 응 쉼터, 간주

택(transitional housing), 항구주택(permanent housing)의 단계 등 세 단계

의 연속 인 시스템으로 치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80년  후반 노숙인의 주요 지원책은 도시를 심으로 응 쉼터를 

폭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보조 을 필두로 운 경비의 증가

38) 클린턴대통령은 매키니 법의 기본주체인 ①노숙인문제연락협의회가 노숙인상태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단일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과, ②그 단일한 계획의 수행을 위

해 연방행정부 및 입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발휘될 것을 강조했다. 또한 ③단일한 

계획에는 주택서비스와 교육서비스가 결합되어야 하며, 지역의 주택서비스 및 지원서비스 제

공자의 협력을 촉진하고, 동시에 창조적인 접근과 비용효과적인 지역의 노력을 촉진할 것을 

언급하였고, ④노숙인문제연락협의회는 주정부와 지방자치체의 대표, 노숙인 지원자 대표, 현

재 노숙인 생활을 하는 혹은 이전에 했던 사람 등이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것, ⑤ 동(同)

협의회는 본 령(領)이 발표 된 후 9개월 이내에 대통령에게 단일화된 계획을 제출할 것 등 5

개의 대통령령을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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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을 가 시켰고, 따라서 ‘쉼터의 개 ’ 방

안이 모색되기 시작하 다39). 개별 이고 산발 으로 시행되던 매키니 법

의 로그램은 1990년 에 들어서면서부터 지방정부로부터 구체화되었고, 

그 응에도 다양한 모색이 시도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지속 인 보호’ 략에 따라 미국의 노숙인 지원 책은 실시되

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노숙인 지원책에 

해 총 인 책임소재의 필요성 등의 문제 이 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일본 

  (1) 노숙문제의 출 과 기 응 

일본 노숙인의 다수는 본래 혹은 역의 일용노동자이다. 그러나 이 역

시 각지에서의 조사로부터 명백하게 밝 지고 있다시피 재 노숙인 에

는 노숙에 이르기 직 까지 상용 고용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다수 포함되

어 있고, 이들은 빈약한 사회보장 시스템 아래에 있어도 경제성장이 계속

되어 정규직 종업원으로서 고용되어 있는 한은 잘 구축된 기업복지로 인

해 거리를 배회하거나 거기서 숙박하거나 하는 것 등은 생각할 수조차 없

었다. 

1990년  들어 일본 경제의 거품이 사라짐과 동시에 풍요로운 일본 사회

에 존재하는 새로운 빈곤문제가 앞다투어 소개되었다. 도시 역주변에서 

노숙하고 있는 이들과 민간임 주택으로부터 강제 퇴거당하는 사람들, 그

리고 병원을 나와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가 차 으로 확 되

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재차 사회 인 심을 크게 모으게 된 것은 

39) 펜실바니아의 경우 응급쉼터의 확보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에 대한 주택정보와 입주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응급쉼터는 노숙인를 비롯하여 독립적으로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응급쉼터 입소에 대한 동기를 증가 시켰고, 따라서 응급쉼터에는 적체현상이 발생

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입소자격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였으며, 입소자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60%를 저축하게 하는 방안이나 일정정도 실비를 지불하게 하는 방안이 모색

되었다. 그 결과 필라델피아의 응급쉼터의 침상수는 1988년부터 1990년 2년 간 5,400개에

서 2,800개로 감소했다. 응급쉼터의 정비작업과 더불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쉼터의 필요성을 자각, 전문쉼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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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쿠역(新宿驛) 지하도에 거주하고 있던 노숙인 당사자들과 토쿄도(東京

都)간의 공방이 첨 해지면서 부터 다.

1992년말 경부터 토쿄도청사에 가까운 신주쿠역 서쪽출구 지하통로에 

300호 정도의 ‘상자집(단보루하우스 段ボールハウス) 마을’이  깜작할 사

이에 만들어진 것이다. 지하기둥을 교묘하게 이용해 상자와 비닐 등을 이

용하여 만든 것으로 본격 인 집 모양을 하고 있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 해 토쿄도는 1994년에 한 곳의 통로를 펜스로 폐쇄하여 노숙인

를 쫓아내고, 1996년에는 보다 강경하게 ‘강제철거작업’을 실시하여 그 결

과 일부 노숙인들은 서쪽출구 지하 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더욱 

‘과 한’ 상태의 상자집 마을이 다시 생겼다. 그러나 이 마을 역시 1998년 

2월 화재로 인해 4명의 희생자를 낸 채 사라져버렸다40). 그리고 이들 상자

집 마을의 해체와 더불어 역 주변의 공원에서 텐트와 간이오두막 등이 

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41). 

한편 주택정책을 통해 살펴보자면, 정부는 ‘오랜 동안 주택건설을 경기 

부양책과 견인차로서만’ 악해 왔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의 결손을 보완

하고 ‘주택곤궁자에게 한 주택을 제공한다’는 주택정책 본래의 목표를 

등한시 해왔다. 그 결과 한편에서는 량의 공가 주택이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부득이하게 노숙에 처하는 사람들이 증가의 일로를 

보이고 있는 당치도 않은 사태가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42).

이에 해 일본정부는 노숙상태를 빈곤이라는 사회문제로서 악하지 

않고, 일반 인 시책과 제도와는 다른 특별한 법률과 틀에 의해 이 문제에 

처하고자 하고 있다.

40) 당시 노숙인들의 생활을 지원해오던 지원자 그룹의 이야기에 따르자면, 이들 노숙인 마을에는 

우편배달원에 의해 우편물이 배달되는 등 그 자체로서 자립적이고 잘 구성된 상호관계망에 의

해 하나의 커뮤니티를 영위하고 있었다고 한다. 

41) 또한 빌딩 밑과 주륜장, 보도교 밑 등 새로운 장소들에도 언제부터인가 노숙인의 주거로 점유

되어져 갔다. 경비원들이 증원된 역 주변에는 이들의 제지를 피하여 웅크리고 앉아서 지내는 

노숙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에노, 이케부쿠로, 스미다강, 타마강 등 도내(都內)의 

역, 하천, 공원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에서도 후쿠오카, 나고야, 요코하마, 카와사키 등지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岩田正美, 2000). 그리고 현재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

서 노숙인의 존재가 보고되기에 이르렀다(厚生勞動省, 2003).

42) 岡本祥浩,「ホームレス對策における住居の意味とその役割」,『季刊Shelter-less』

    No.17, 2003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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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숙인 자립지원을 한 특별 조치법의 성립 

어 되었든 일본은 2002년 8월 7일 ‘노숙인 자립지원을 한 특별 조치

법’(이하 ‘노숙인 자립지원법’)이 10년간의 한시  입법(시행 5년 후 재검

토)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 시행되었다43). 이 법률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한 주거를 포함한 최 생활보장 의무를 실시하지 않음으

로 인해, 공원이나 거리 등 인간이 거주하기에 하지 않은 장소에서 노

숙인이 부득이하게 기거하고 있다는 반성으로부터 국가 등이 지원을 수행

해야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노숙인 자립지

원법’ 제1조, 제2조). 

이 법이 기존의 소득층의 최 생활보장을 수행하는 생활보호법과 다

른 은 ‘안정된 고용의 장 확보’(3조 1항 ①호) 등 생활보호법에서는 수행

할 수 없는 시책의 실시를 국가, 지방공공단체에 의무 지우고 있다는 으

로서, 그러한 의미에서 생활보호법의 최 생활보장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자립지원법>에 의한 자립지원책에는 크게 나 어 

“주거의 보장”과 “취로의 보장”을 시책의 목표로서 제시하고 있다(동(同) 

법 제3조). 자립지원법이 최 생활보장의 일반법인 생활보호법에 해 특

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자립지원법에는 자립지원책의 일환으로

서 생활보호법의 용이 포함되어 있어 생활보호에 해 자립지원책이 우

선되어야 할 법 인 근거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노숙인의 욕구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생활보호, 자립지원책, 혹은 그 병용의 방식이 결정되어야 하

는 것이다. 동(同) 법에서는 “주거가 없거나 일을 통해 생계를 할 능력

(稼動能力)이 있다고 단되어 법 으로 생활보호로부터 배제되어온 노

숙인에게도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한 하게 보호를 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법 제3조 제1항 

③호, ‘운용에 한 건’ 6 참고).

43) 일본 중의원(衆議院) 후생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될 때에 동시에 결의된 동(同) 법의 ‘노숙인의 

자립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용에 관한 건(이하 ‘운용에 관한 건’)’은 본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 법은 2001년 6월 14일 중의원에 제출된 ‘노숙인의 자립지원 등에 관한 임

시조치법안’을 토대로 여당 3당이 다시 정리한 것이다. ‘노숙인 자립지원법’ 및 ‘운용에 관한 

건’의 원문번역본은 노숙인 동아시아 교류 게시판(http://eae.com.ne.kr/board1)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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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노숙인 자립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하기까지는 실은 다양한 

노숙인 지원단체의 법안 필요성에 한 사회 인 캠페인, 국회 요구와 정

당에 한 로비활동, 그리고 련 문가의 동원 등의 과정이 있어왔기 때

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44).

  (3) 2003년 이후: 노숙인 국실태조사 실시와 기본방침 공표

<노숙인 자립지원법>에서는 국가의 ‘기본방침’ 설정과 이에 근거한 역

자치체(都道府縣)  기 자치단체( 町村)가 ‘실시계획’을 책정할 의무 등

이 규정되어 있다. 한 이를 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력을 얻어 

‘ 국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14조). 이에 따라 2003년 

1～2월에 국실태조사가 실시되어 「노숙인 실태에 한 국조사보고

서」(2003년 3월)가 발표되었다. 동 법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본 조

사의 목 은 ‘노숙인의 자립지원에 한 시책의 책정  실시에 이바지하

지 한 것’(제14조)으로 되어 있다. 실시된 조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노숙인 수(槪數) 조사와 생활실태조사로 나뉘어 진다. 자는 국의 모든 

기 자치단체를 포 하여 실시되었고, 후자는 토쿄도 내 23개 특별구와 정

령(政令)지정도시45), 그리고 2001년 조사 결과에서 노숙인 수 100명 이상

의 보고가 있었던 시에 해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국조사는 2004년 말 

3회의 실시경험이 있다.

이와 같은 실태에 기반하여 2003년 7월 31일에는 국토교통성과 후생노

동성이 공동 작성한 기본방침이 공표되었다46). 이는 기본 으로 노숙인 문

44) 토쿄의 신주쿠 연락회(新宿連絡會), 이케부쿠로 연락회(池袋連絡會), 노숙자인권자료센터(野宿

者人權資料センター), 오사카의 카마가사키지원기구(釜ヶ崎支援機構) 등이 중심이 되어 노숙

인 자립지원법 조기 통과를 위한 국회 로비 방문, 민주당 국회의원과의 입법 추진 논의 및 공

산당, 민주당 등 관련 의원들의 상야(山谷) 지역 방문과 실사를 안내, 법률 전문가 등의 적극

적인 참여와 연계 등이 큰 역할을 수행했다.

45)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로 법령에 의해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무와 권

한이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이양되고, 또한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는 등 보통의 도시와는 다른 

대응이 인정된다. 오사카(大阪), 나고야(名古屋), 쿄토(京都), 요코마하(橫浜), 고베(神戶), 키타

큐슈(北九州), 삿포로(札幌), 카와사키(川崎), 후쿠오카(福岡), 히로시마(廣島), 센다이(仙台), 치

바(千葉) 등 12개시가 있다.

46) 전국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후생노동성과 국토교통성이 ‘기본방침(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일반으로부터의 의견 모집(public comment)을 거쳐 안을 수정한 후 고시(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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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회복지의 상 역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정책 등 그 

응을 요하는 안에 하여 정부 부처간 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

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기본방침에서는 국조사를 통해 밝 진 노숙인 생

활실태와 책의 황47)에 해 소개를 한 후 노숙인 책의 추진 방책에 

해서 밝히고 있다. 추진방책의 기본 인 지향은 노숙인 스스로 안정 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를 해 무엇보다도 ‘취로

기회의 확보’와 ‘거주 장소의 확보’ 등이 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의 

<표 Ⅳ-1>는 각각의 과제에 따른 응방침이며, 이는 재까지 큰 틀의 변

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재 ‘노숙인의 자립 지원 등에 한 특별조치법’의 구체화를 꾀할 목

으로 정부가 발표한 ‘노숙인의 자립 지원 등에 한 기본방침’(2003년 7월)

은 노숙인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① ‘근로의욕은 있으나 

일거리가 없어 실업상태에 있는 자’, ② ‘의료와 복지 등으로부터의 원조가 

필요한 자’, ③ ‘일반사회생활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자’ 등 세 종류이다. 

‘기본방침’은 이들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시책을 구분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이를테면 개개인의 욕구(needs)에 부합하는 지원을 

제공하기 한 것처럼 보인다48). 

7월)하였다. 여기서 각 노숙인 지원단체는 각각의 단체별 논의와 의견수렴 작업을 거쳐 약10

여 개의 단체가 ‘의견 제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된 ‘기본방침’에 따라 ‘노숙인 자립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노

숙인 시책 실시가 요구되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는 실시계획을 책정해야 하므로(동 

법 제9조), 현재 각 해당 자치단체는 실시계획 책정을 위한 작업을 계획 혹은 진행 중이다.

47) 지금까지 노숙인대책은 1999년 5월에 정부 관계 부처 및 관계 지방공공단체로 구성된 ‘노숙

인문제연락회의’에 의해 정리된 「노숙인 문제에 대한 당면 대응책에 대해」를 근거로 하여 

실시되어 왔다. 구체적으로는 구인개척, 직업훈련, 보건소 등에 의한 건강상담 및 방문지도, 

생활보호법(1950년 법률 제144호)에 의한 보호 등과 같은 노숙인 이외의 사람도 대상으로 

한 일반대책과 더불어 특히 노숙인를 대상으로 숙소 및 식사 제공, 건강진단, 생활상담 및 지

도, 직업상담 등을 수행하는 노숙인 자립지원사업, 긴급․일시적인 숙박장소를 제공하는 노숙인

긴급일시숙박사업, 지역안전확보와 노숙인 보호활동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 밖에 자립지원

법 성립에 따라 2003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새로이 노숙인종합상담추진사업, 노숙인시행고용

사업 및 기능습득과 자격취득 등을 목적으로 한 기능 강습 등을 실시해왔다.

48)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실제로는 노숙인과 시민사회와의 사이에 선을 긋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숙인 사이에까지 분단을 가져오는 것이 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위 

①의 유형에 속한다고 간주되는 노숙인에 대해 공영주택의 제공과 취로대책의 실시가 제시되

고 있는 한편, ③의 유형에 속한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에 대해 ‘기본방침’은 ‘상담활동’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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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노숙인 자립지원책에 한 기본방침의 개요

① 취업기회의 확보: 소요에 따른 구인개척  정보 제공, 직업상담, 시행고

   용, 직업능력 개발

② 안정 인 거주 장소 확보: 공 주택 단신입주제도 등 활용, 렴한 민간

   임 주택에 한 정보제공, 민간 보증회사 등에 한 정보제공

③ 보건  의료 확보: 보건소 등과의 연계, 의료기  검진기회 확보

④ 생활에 한 상담․지도: 종합상담사업, 민간단체 등과 연계한 가두 상

   담, 정신보건복지센터 등으로부터의 력

⑤ 자립지원사업  개별 인 사정에 응한 자립지원

⑥ 잠재  노숙인에 한 생활상의 지원

⑦ 긴 하게 수행해야할 원조  생활보호

⑧ 노숙인의 인권보호: 차별 해소  입소 시설 등에 한 인권존  배려

⑨ 지역생활환경 개선

⑩ 지역안 확보

⑪ 민간단체와의 력: 행정․민간단체․지역주민 등에 의한 의회 개최, 

   민간단체에 한 각종 지원 실시, 사업 탁 등 민간단체의 능력을 극

으로 활용

⑫ 기타: 지역복지계획, 발런티어가 활동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 등

  4) 랑스

랑스의 노숙인 지원정책은 공공부조제도에 의한 기 생활보장이 제

된다는 을 특징으로 한다. 사회부조의 테두리 하에서 주거 여 뿐만 아

니라, 소득보장, 의료 여, 교육 여를 통합 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노

숙인에 한 긴 구호에서부터 독립된 주거공간의 마련에까지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랑스 정부의 노숙인 정책은 이미 오래 부터 민간단체가 

독자  혹은 정부기 과 연 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 

특징으로 한다. 

랑스의 노숙인 지원책은 1980년  반까지 사회부조법 내 숙박부조

가 심되었다. 주거를 상실한 빈곤자에 한 숙박시설 부분이 빈곤계층 

지원단체의 설치․운 에 한 것이었지만, 이는 국가의 재정  책임 하에 

있을 뿐 어떠한 구체적인 시책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원시책의 모든 선택지는 만

인에 대하여 평등하게 열려 있지 않으면 안 되며, 어떠한 선택지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사자의 판단에 맡겨져야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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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생활의 개선을 꾀한 것이었다. 동시에 종래의 숙박시설 생활자에 한 

취업생활 재개를 한 작업장 등은 1980년 에는 다른 장기실업자에 한 

지원기업으로 발 하는 등, 일반시책으로 개되어 갔다.

  (1) 주거권에 한 극  보장

1980년 로 어들어 실업, 특히 장기실업이 확 되어 가는 에, 

 빈곤은 노동시장의 악화에 기인한다는 , 따라서 노숙인 상태가 빈곤

의 최극단이 치한다는 이 확인되어짐으로써 노숙인을 “시민사회를 붕

괴시키는 경제의 희생자”로 보고, 시민권(citoyennete)을 회복시켜 다시 사

회로 참가 혹은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가 되었다( 玉徹 외, 2004). 여

기에 노숙인에 한 긴 원조 뿐만 아니라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주택보장 등의 일반 사회정책에 노숙인지원책이 포 되게 된 것이다. 

랑스에서는 이미 <키이요법(Quilliot)>(1982)으로 주거권(droit au 

habitat)은 명문화되어 있었다. 이 법은 1981년 총선거에서 좌 가 승리함

으로써 제정된 개 입법으로 그 내용에는 경제  취약계층의 임차인을 보

호하는 것에 역 을 둔 것이다49). 여기에 주택보장으로 요한 역할을 담

당하는 사회주택이 노동자와 근로자 가족에게 공 될 것을 보장한 새로운 

주택수당(APL: 1977년에 창설)에 의하여 빈곤가족의 사회주택 입주도 용

이하게 되어, 세 의 15%가 사회주택 거주가구가 되었다. 

그러나 1980년  반, 빈곤 가족을 떠안아야 할 사회주택에는 규모 

실업으로 인해 임 료체납세 가 증가했고, 이들 빈곤세 의 증가로 인해 

주거환경은 황폐화 되어 슬럼화 되어 갔으며, 이는 다시 주택가치의 하

로 이어져, 지역의 워커를 통해 사회주택에 입주를 안내 받아도 신규입주

를 망설이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듯 이러한 노숙인, 그리고 주거

빈곤계층의 문제 해결이 막다른 골목에 직면하 기에 법에 의해 모든 사

람의 주택에의 권리인 ”주거권(droit au logement)”을 보다 명확하게 할 

49) 이후 우파정권에 의해 <메에누리법(M'ehaigneire)>(1986)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키이요

법>에 대한 반동으로 부동산 수요공급의 원칙, 즉 임대주택 투자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목표

로 한다. 그러나 이 법 역시 주거권이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정신에는 변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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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그 구체 인 시책이 마련되었는데, 바로 <베송법>(1990년)이 그것

으로서 동법에서 재 주거빈곤 그리고 주거상실에 처한 사람들의 주거확

보의 수속과 그에 한 공 부문의 책임, 그리고 주거상실의 방책을 명

확히 하고 있다. 

여기에 1980년  후반으로부터의 빈곤 책은, 실업자의 공 취업, 실업

부조를 비롯한 종래의 부조원리를 개정한 일반  최 한소득보장인 최

응수당(RMI)50)을 수립하고 “책무에 의해 래된 모든 생활  기 방

과 책”에 련된 <네이에르츠법>51)에 명문화하 다. 그리고 <베송법>

에 의한 주택보장 등 법제도가 크게 정비됨으로써 제도 인 개선을 보

다52). 

이들 빈곤 책에 있어서 노숙인․부정주자(SDF)도 배제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수 권을 명확히 하기 해, 지원단체를 통한 명목상의 주소지 

인정 등 새로운 방안도 도입되어 구체 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해 갔다. 

특히 RMI는 노동능력이 있는 자는 포 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원리에서 

진일보하여53) 소득층이라면 구나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

다. 한 ‘안정된 주거가 없는 사람들(personnes sans résidence stable)’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숙박시설, 호텔, 제3자의 주택뿐만 아니라 복지사

무소54)나 에서 인가한 단체들  자신이 주소지로 확보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도록 권한을 부여(omisiliation)”함으로써 거처가 일정하지 않은 노

숙인에게도 최 한의 소득보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련해 숙박시설이나 노숙인 지원 인가단체는 신청서를 받거나 수

당을 리로 수령하는 기 으로도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되었다. 이를 

통해 행정기 에 불신을 갖는 노숙인이 신청 시 망설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한 합법 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3년 이상 체재한 것이 

50) 사회보호의 일반정책으로 노숙인을 보호하는 방법이 정식화된 것은 1988년12월에 창설된 최

저적응수당(Revenu minimum dinsertion::RMI)제도를 통해서이다. 

51) 대상은 책무 일반이지만, 그 대부분은 임대료 및 광열비의 체납이다. 

52) 물론 실제적인 격차는 제도에 따라 나타나기 마련이었다. 

53) RMI 이전의 무갹출최저한소득보장(사회적 최저한도로 불리는)은 연령(고령자), 장애, 전직․취
업기간(실업자), 가족상황(독신가구) 등을 조건으로 하는 범주별 제도이다.

54) 예를 들면 파리에는 주거상실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복지사무소가 두 군데 설치되어 있

어서, 이 곳을 통해 식사나 의류제공,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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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면 수당을 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 <반배제법> 제정을 통한 포  빈곤 책 

1998년에 제정된 <반(反)배제법>은 직 인 직 인 노숙인 지원책은 

아니지만, 노숙인 문제를 포함한 제빈곤, 그리고 배제 책을 포 으로 

재조정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감시기 (ONPES) 등을 설치

하여, 국가와 공공부문의 재정을 포함해 그 책임소지까지 다시 한 번 명확

하게 했다. 한 2001년 7월에는 기구연 고용상55)에서는 <반(反)배제법>

에 이어, 새로운 국가행동계획으로서 “빈곤  사회  배제의 방과 투쟁

을 한 2개년 계획”을 유럽연합․구주 원회에 제출했다. 

랑스에서는 1996년 말 이후 호황기를 맞아 노동시간을 주당 35시간제

로, 국고보조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이 확 되어 실업자수가 100만명 가깝

게 감소했지만, 장기실업자의 감소율은 턱없이 낮았으며 학력이 낮은 사람

과 이민자․외국인 등 고용확보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여 히 실업상태에 

처해 있었다. 한 사회주택의 부족과 민간주도의 주택시장 활성화는 빈곤

계층의 주택문제를 재발시켜, 노숙인들의 일반주거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

고 있었다. 더불어 동유럽이나 아시아, 사하라 이남의 아 리카로부터의 

정치, 경제난민가족의 유입 등 새로운 노숙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

다. 

이러한 사태에 하여 랑스의 국가행동계획에서는 청년실업자나 장기

실업자 등에 해서는 한 고용 책, 그리고 주택정책으로서 공가(空

家)의 수나 불량주택 해소, 숙박시설에 있는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나 

은 커 을 상으로 하는 용실의 증설, 다양한 여를 일 으로 신청

할 수 있는 원스탑서비스센터의 설치, 사회복지사 양성의 강화책 등이 포

함되어 실로 종합 이고 포 인 빈곤정책을 구상하 다. 

55)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같은 부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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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숙인의 사회  긴 성에 응한 활동: 국철 연 원회 

노숙인의 사회  긴 성에 응한 활동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문조직

이나 단체만은 아니다. 국철, 각 지역의 공공교통공사, 그리고 랑스 가스

력공사 등 공공서비스 기업도 그 업무의 일환으로 노숙인 지원에 여

하게 되어있다. 본 에서는 그 하나의 로서 1993년에 조직된 국철의 연

원회 (SNCF-Mission Solidarité)56)의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철이 연 원회를 조직했던 것은 1993년이었다. 이 해에는 실업자가 

300만명을 넘어섰고, 빈곤․사회  배제의 문제가 랑스 최 의 사회문

제로 부상하여 랑스인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었다. 

당시 국철의 역과 그 주변, 열차에서도 실업과 빈곤이 주는 향과 기존

의 사회시설이 그것을 처할 수 없다는 실에 해 직원들은 날마다 직

면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일이 없어 배회하는 사람들이나 구걸하는 사람

의 출 과 그 한 증가는 승객의 안 확보, 청결의 보장과 련해 역의 

환경정비가 요구되었고, 이에 기업 체 차원에서 직 인 책 강구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Damon, 1993; 中村健吾 2004, 재인용). 따라서 

“공공서비스부문에서 사회문제의 방 제가 될 것”, “노숙인(sans-abri)과 

련된 연 행 는 ‘그들이 역에서 생활하는 생활스타일에서 탈출할 수 있

도록 하는 지원‘을 할 것” 등이 그 목표가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연 원

회가 결성되었다57).

연 원회의 재원은 국철의 자기자본과 민간복지를 해 구축한 랑

스 재단(Fondation de France) 재원에 의해 만들어진 국철연 기 으로 마

련되었다. 

56) 국철․연대위원회의 연락처는 18. rue de Budpest 75436 Paris Cedex 09. 전화: 01 53 25 

79 33.

57) 빈곤․배제에 몰두하는 연대위원회의 활동은 노숙인 지원 뿐만은 아니다. 위원회에는 ①노숙인

에 대한 지원, ②실업자의 직업적 진입(고용확보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직업자격을 확보하도

록 하는 직업교육 강습회, 새로운 직종의 개척과 국고보조고용채택의 확대 등, ③도시문제에 

대한 대응, 특히 도시외곽의 빈곤지역(quartiers sensibles)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역이나 철도가 황폐해지거나 치안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활동영역이 있다(SNCF, 2002, 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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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에 2개의 회와 함께 역 구내에 노숙인 상담소, 그리고 근처에 2개

의 센터 local를 설치했다. 하나의 센터에는 9명으로 구성된 거리지원 이 거

으로 삼고, 상시 으로 복지사가 상담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상담을 통해 

숙박시설로 유도하고 있다. 연 기 에 의해 지역에 3개소(총 정원수 60명)의 

긴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기독교사회복지 회(ACP)에 탁운 하고 있다. 2

국철 연 원회의 노숙인 지원활동은 지역마다 특색을 갖추고 있지만, 

행정당국(특히 시의 보건복지국: DDASS)과 회의 트 쉽을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도시의 사뮤소시알(SAMU-social)58)로 직원 견한다.

○ 역 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에서 활동하는 아웃리치 과 함께 주야간

으로 순회. 독자 인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 인도  회와 자선단

체와 제휴를 맺어 실행한다. 역 구내와 주변에서의 마약․약물 매의 

단속, 약물의존자에게의 근과 원조, 매춘과 비행 방 등의 특별 도 

구성되어 있다.  

○ 역 주변, 는 국철 숙소에 이민자를 한 시설을 포함하여 긴 숙박

시설  주간 상담소를 설치한다. 숙박시설의 재원은 연 기 과 공  

보조로 구성되지만, 리  운 은 회에 탁한다. 

○ 노숙인의 사회 재참가에 한 지원으로서, 특히 고용확보지원에 몰두

하고 있으며, 이를 해 직업 계획의 작성을 한 오리엔테이션과 동반

활동(능력평가, 이력서의 작성, 직업능력을 형성하기 한 직업교육 아

틀리에, 찰활동 등)을 수행한다. 

다음은 국철연 원회의 활동보고서(Action Solidarité SNCF - 

Analyses et Initiatives)에 근거한 사례들로서 리 리옹역의 사례와 마르

세유 상샤루역에서의 연 원회의 활동내용들이다. 이를 통해 재 우리

나라의 거리노숙에 한 역사의 책에 시사 이 얻어지길 기 한다. 

○ 리 리옹역의 연 원회의 사례

58) 사뮤소시알(SAMU-social)에 대해서는 뒤의 절, 민간의 지원활동편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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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센터역시 도 회에 탁 운 되고 있으며 샤워, 의류  식사 제공, 주  

2일은 의사에 의한 건강검진을 수행한다. 

회의 지원은 특히 신분증명서와 RMI의 신청, 우편물의 수취를 한 주소

등록, 생활설계를 돕기 한 활동(회화 아틀리에, 스포츠 활동, 문자교육 아틀

리에 등), 재취업을 한 계획 짜기, 이를 한 직업오리엔테이션, 능력평가와 

그를 한 제반활동, 그리고 고용 진 회와의 제휴에 의한 직업교육제공, 그

리고 일시 인 고용을 확보한 사람들에게 고용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

인 찰을 하는 활동(suivi)도 수행하고 있다. 

리옹역은 남 랑스와 이탈리아로 연결되는 철도망의 심역이어서 외국인

의 승차도 특히 많다. 마찬가지로 부분의 외국인이 교차하는 리 북역과 

동역과 함께 1912년 이후 역에서의 지원활동을 개하고 있는 회 ARFOG

(원래는 역에서 매춘여성에게 지원을 수행하지만 제1차  제2차 세계 과 

알제리 쟁 후 귀순자를 지원하는 데 활약한 단체)와 정을 맺고 3개의 역

사에 “여행자 SOS - 연 수용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ARFOG 소속의 6명의 

자원활동 이 그 창구가 되어 월요일에서 요일까지 9시부터 녁 7시까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보살핌, 상담, 지원에 여하고 있다. 

리옹역의 직원들과 정보제공 역할이나 서비스제공자의 역할로 보조고용 되

어 있는 청년들은59), 일시 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여행자(증명서나 짐의 

분실 는 도난, 길을 배회하거나 아  여행자 등), 기타 역 이용자(노숙인, 배

회자, 빈곤자, 매춘남녀 등)를 “여행자 SOS”라는 상담소로 유도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정보제공(경찰에 의한 지원, 도시교통서비스 등의 정보), 단순원조

(주소․ 화 찾기․역사 안내 등 동반활동, 식사제공, 상담 등), 특별원조(앞으

로에 한 계획  상담, 상황을 검토한 이후 욕구에 응할 수 있는 서비스

와 여러 조직과의 연계)까지 수행되고 있다. 이를 해 “여행자 SOS”에서는 

역 당국,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서비스, 사 과 사 , 그리고 련

회, 사회복지  숙박시설과의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다. 

1995년 3월, 상샤루역 할의 연 원회는 ‘거리지원 ’을 결성하고 동시

에 역에 머물 수 있는 상담소를 개설해서 사회복지사를 배치했다. 거리지원

은 우선, 역과 그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들을 면 하고, 수용시설, 숙박시설, 사

○ 마르세유 상샤루역 연 원회의 사례

59) 사회봉사활동과 같은 개념으로 청년 고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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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진입 지원시설을 소개해 역 구내에서의 정주를 피하도록 했다. 

은 역에서 주  2일(수요일, 요일) 정기 인 활동을 하고, 다른 요일에

는 필요하면 응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한 수요일과 요일 이외에는 

시내 심가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데, 그 내용은 1) 근린활동: 국철 수용지

에서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2) 감독, 확인, 찰: 상샤루역에서 

배회하고 있는 사람들은 확인하고 그들의 생활방법과 그들의 욕구를 악하

는 것, 3) 행정서비스나 차에 한 정보제공과 소개활동: 마르세유의 보건 

 사회복지센터의 지원자(공공 는 민간 시설, 혹은 자선 회)들과의 트

쉽 형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일 연 원회와 거리지원 은 의를 통해 활동의 결과를 검토함과 동

시에 활동을 조정하고 시설보강의 필요성에 응하는 활동을 개한다. 거리

지원 은 역의 상황과 그 주변의 배회생활실태를 악하는 동시에 불법 거

를 없애는 활동도 수반했다. 1996년에는 상샤루 역에서 주간일시수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작성되었지만, 인근주민들의 강력한 반 로 실행되지는 않았

다.

2. 민간의 노숙인 지원활동 

민간부문의 노숙인 지원활동은 각 국가의 노숙인 지원제도와 맞물려 다

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거리노숙인에 한 아웃리치(out reach)활

동에서부터 안정된 주거의 확보와 주거유지를 한 이후 지원까지 노숙인 

지원책의 각 분야별로 민간단체의 역할이 스며들어있다는 은 각국 공히 

발견되는 이었다. 그러나 민간부문과 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와의 연계 

방식 혹은 그 개과정은 조 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  국의 경우 노숙인 지원에 있어서 자선조직(NPO)이 요한 역할

을 수행하게 된 배경에는 1970년  이후의 ‘복지다원주의’ 두를 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는 기본 으로 국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제2차 세계  후의 합의가 무 진 이후 민간의 비 리조직과 

자선조직을 활용한 복지 제공이 추진되었던 것에 기인했다고 하겠다60). 한

60)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이용자의 욕구에 걸맞는 다양하고도 유연한 지원이 비영리조직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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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사회복지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통 으로 작았던 미국에서는 1960

년  이후 연방정부에 의한 복지 산의 확 의 과정에서 민간이 극 으

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87년 <매키니 홈리스 지원법>을 근거로 

설립된 임시시설, 통과시설 등의 운 을 민간이 담당하게 되어 더욱 박차

를 가하게 되었고, 노숙인 지원분야에 있어서 사업형 민간단체가 갖는 문

제 도 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61). 국가복지 부문이 상 으로 은 일본 

역시 민간부문에서 소규모로 노숙인지원단체의 활동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랑스는 노숙인 지원활동에 있어서 민간단체

가 오랜기간 동안 ‘독자 으로’ 혹은 정부기 과 연 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숙인 지원서비스가 보다 효과 으로 운 될 수 있도록 

탄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이 특징이다.

다음에서는 민간부문에서 개하고 있는 노숙인 인권옹호  탈노숙을 

한 지원활동에 해 표 인 몇 개의 활동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쉘터(shelter): 주거권 확보를 한 캠페인과 연구 활동

쉘터는 1966년, 국에서 노숙문제가 사회 인 문제로 부각되자 이를 지

지하기 해 문가 그룹이 심이 되어 결성된 민간단체이다. 국의 웬

만한 도시에는 쉘터라는 이름의 사무실이 있을 정도로 역사가 깊고 인지

도가 높다. 이 단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주거를 제공한다”는 목표

를 가지고 주거지원센터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다 하고 공정

한 주거체계를 수립하기 해 지속 으로 캠페인을 수행하면서62), 주택과 

노숙인에 한 정보와 문 인 역량을 갖추어 가고 있다.

2005년 재 쉘터는 국 으로 500여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연

간 176,000명의 노숙인과 주거빈곤층에게 문 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제공될 수 있었던 반면, 정부의 의향에 따른 지원책만이 조장되어져 비영리조직의 자립성 혹

은 그 본래의 목적이 손상되어버리는 위험이 배태되어 있기도 하다.

61) 이들 사업형 민간단체는 연방정부의 방친에 의해 ‘자립’이 용이한 노숙인만을 선별해 통과시

설 등에 수용하는 등 사업에만 유리하게 노숙인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62) 2005년 현재 쉘터에서는 아동을 동반한 가족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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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서비스로서 국에 50여개의 주거지원센터(Housing Aid 

Centre)에서 주택에 한 문 인 상담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활동의 

은 내담자들에게 법 인 권리를 설명하고 실용 인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후속조처 역시 수반하고 있다. 

이 밖에 지역사회단 에서는 지방정부의 트 로서, 특히 지방정부의 

시민 사실(Citizen Advice Bureaux)과 력하여 공무원 훈련, 주거빈곤층

에 한 자문, 지역정보 제공, 인력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리스톨

(Bristol)의 ‘허 (The Hub)'63)가 그 로서 시정부와 공동으로 원스톱사무

실(One-stop)을 만들어 노숙인 지원에 있어서 산재된 정보를 한곳에서 제

공받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 곳에 쉘터의 직원이 견이 되어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 쉘터라인(Shelter line)이라는 24시간 상담과 정보제공을 하는 무료

화를 설치하여 기에 처한 노숙인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쉘터는 주거정책에 한 안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입안으로 이끌기 

해 정치인이나 의사결정자, 여론 등과 교섭하기도 한다. 즉 정치인과 정책

결정자들과의 긴 한 을 통해 입법변화에 압력을 행사하고, 언론에 노

숙생활을 알리고 열악한 주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향을 미친다. 

쉘터의  다른 노숙인 지원방식은 캠페인 활동이다. 1995년부터 시작된 

캠페인은 노숙인의 주거권 확보 부분에 주력하고 있고, 재는 아동을 가

진 여성 혹은 가족 노숙인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1996년도에는 주택법에 

해 각 단계마다 개정반  캠페인을 벌여 약 200여건에 달하는 조정을 통

해 법안을 월등히 개선하는데도 일조했다. 

이 밖에도 노숙인에 한 조시연구  출간사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나 

정책의 주된 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계층에 한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2005년 재 10개의 로젝트 수행 이며, 그 내용은 주택소요

에 한 분석,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데이터에 한 분석 등으로 이루어진

다. 

한 노숙인 문제에 해 일반인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해 각종 팸 릿

63) 필자가 방문했던 브리스톨(Bristol)시의 허브(Hub는) 주택 및 의료, 교육 등에 관한 노숙인 종

합 상담소로서, 노숙인들의 행정사무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위적인 시청에서 독립해 나와 

노숙인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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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작하고 배포하기도 한다64). 아울러 「Roof」라는 격월간 잡지를 발

행하여 거리노숙인 뿐만 아니라, 주거빈곤층 반의 문제, 그리고 주택정

책 반에 한 문제를 제기하고, 안을 제시한다. 

교육  훈련사업으로서 노숙인 지원 단체의 실무자  공무원 일반인을 

상으로 하는 교육 로그램도 수행 이다. 내용은 주택 련 제도 반에 

한 것이며, 권리일반에 한 것도 포 한다. 

쉘터의 재정은 정부보조  약간을 제외하고는 부분 자체 인 조달65)

에 의하고 있다. 그 부분이 기부 과 유산 등의 후원 으로 조달되고 있

어, 후원  확보 방식을 개발하고 후원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2) 크라이시스(Crisis): 주거확보  주거유지를 한 고용확

보지원 활동

크라이시스 역시 국에서 노숙문제가 사회 으로 부각된 직후 거리노

숙인(rough sleeper)을 심으로 활동하는 민간기 으로 1967년 출발하

다. 기 설립당시에는 거리노숙인을 한 샤워, 임시숙소제공, 음식물제

공 등 응 구호 인 활동을 개했다66). 

거리노숙인에 한 집 지원 이후로 2005년 재, 실제로 거리노숙인의 

수가 감소되었다고 단한 크라이시스는, 거리노숙인 뿐만 아니라 감추어

진 노숙인(hidden homeless)에 해 심을 집 하고 있다. 

한편 노숙인에 한 주거의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유지하기 

한 계속고용과 직업교육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노숙인들의 사회

재활  주거확보, 직업능력향상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노숙인들이 지역

사회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즉 주거유지와 이를 한 고용

의 안정을 목 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 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로

64) 주요하게 다루는 주제들은 쉘터에 대한 소개, ‘노숙인와 건강’, ‘청년노숙인’, ‘노숙인 무엇이 

문제인가?’, ‘노숙인, 배울 곳이 없다’ 등이었다.  

65) 정부보조금은 약 20%에 달하며, 나머지는 기부금, 유산, 출판물, 실비의 교육비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66) 1971년도에는 crisis open christmas를 통해 갈 곳 없는 노숙인들에게 비어있는 건물을 활

용해, 3,500명의 자원활동가(의사, 치과의사 포함) 활용하여 지원활동을 펼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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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크라이시스 스카이라이트(Crisis Skylight) 운 : 고용지원

Crisis Skylight는 노숙인들이 다양한 사회기술과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

록 2002년부터 운 하고 있다. 노숙인들은 이 곳에 와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클럽을 이용하듯이 본인이 희망하는 다양한 분야의 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곳에서 실시하는 로그램으로는 미술, 음악, 연극, 자 거 수

리, 요가, 태극권 등의 70여 가지의 로그램들이 운 되고 있다. 

이 곳 Crisis Skylight의 1층은 카페로 운 되고 있으며, 이 카페의 목

은 Crisis Skylight의 수익사업의 목 과 노숙인들에게 카페를 운 하는 방

법과 사람을 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는 목 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노숙

인들이 가장 손쉽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음식 이나 카페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 곳에서는 노숙인들에게 시간지키기, 외모가꾸기, 화하기 

등의 생활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한다. 재까지 12명의 노숙인들이 

이 카페를 통해 취업까지 이르 다. 

  (2) Changing lives: 고용훈련비 지원

Changing lives 로그램은 노숙인들에게 필요한 훈련비용, 수업료, 장

비구입비, 창업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로그램의 기 을 조

성하기 해 노숙인들은 그들의 직업  목표, 욕구, 의지, 열정 등을 보여

주어야 하며, 이 지원 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독신, 18세 이상, 호스텔 

등 숙소생활자, 알코올이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자, 재 직업이 없는 

자, 노숙인 지원조직과 연계된 자, 법 으로 국에 체류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자 등이 있다. 

크라이시스에서는 1년에 3회 정도 이 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실시하며 

지원 시 5명의 심사 원(2명의 문가, 2명의 직원, 1명의 노숙인)이 심사

를 하며, 노숙인 1인당 최고 400만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신청 

시에는 자신을 support해주는 담당워커의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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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supporting worker를 통해 지원되며, 지속 인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모니터링의 방법은 수업참가여부라든지 교육이행여부 등에 한 설문조

사, 화설문 등이 있으며, 주로 서포  워커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모니터링의 결과는 외부에 평가를 의뢰한다. 

Changing lives 로그램에서는 지원 을 1인당 1회로 제한하며, 본 

로그램에서 성공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2회 지원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로그램이 운 되고 있다. 

본 사업은 2002~2005년까지 4년째 실시 이며, 이 사업의 장 은 2가지

가 있다. 첫째, 정부지원시책이 청년노숙인을 주지원 상으로 하고 있어 

상 으로 30세 이상의 노숙인들을 지원해주는 로그램은 굉장히 은 

편이다. 그러나 이 로그램은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 장 이 있다. 둘째, 

노숙인지원 기 을 통해 지원 을 지원하고 기 이 로그램을 통해 노숙

인들에게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개인에게 필요한 교육, 장비에 

해 개별신청이 가능하다는 이다. 

  (3) 스마트 무  로그램(Smart move program) 운 : 재

정착 주거확보

국에서는 집을 얻을 때, 우리나라의 보증  신 첫달 방값으로 약 

500~800 운드 정도를 내야 한다. 따라서 노숙인들이 자력으로 방을 얻기

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곳에서는 돈이 없어서 입주가 불가능한 상

황을 극복하기 해, 지역의 26개 조직들과 연계하여 ‘smart move'란 로

그램을 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보증인 제도와 유사하다. 사업을 시

작할 당시에는 임 업자들의 신뢰가 없었지만 이 로그램을 통해 지속

으로 노숙인을 지원하는 체계를 지켜 본 임 업자들이 노숙인과 노숙인 

지원기 에 해 차츰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제는 오히려 smart 

move 로그램을 통해 집을 얻는 노숙인들을 반기게 되었다. 

Crisis에서는 본 사업을 직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26개의 지역 노숙인 

단체들이 이 사업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기 을 지원하고, 사업의 운 방

법에 한 책자발간, 모범사례발표회 등을 통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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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4) Urban Village사업: 통합 마을 만들기 사업

Urban Village 로젝트는 미국에서 시작된 로그램을 국에 도입한 

것이다. 300여명 규모의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건물  제반시설을 조성

하고 이 곳에 소득층과 노숙인들을 50%씩 입주하게 하여 함께 생활하는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다. 거주자들에게는 소득층과 노숙인의 구분 없이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노숙인과 소득층의 통합과 상호작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 곳에서

의 주택비용은 소득의 30% 정도만 집세로 내면 되도록 하여, 근로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한다. 

마을 조성에 있어서 요한 원칙은 주거공간의 질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

다. 이러한 마을은 주로 재개발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으며, 기존에는 낡은 

교회나 호스텔 등의 건물이 있던 지역들을 재개발 한 것이다. 이러한 낙후

된 지역에 의료시설, 문화공간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입주자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님

비 상을 막고, 더불어 범죄율의 감소, 집값상승 등의 효과도 발생하게 되

었다. 

이 사업에는 총 5,600만 운드의 산이 소요되며, 땅값 900만 운드는 

정부에서 지원되고, 정부 사회주택기 에서 2,000만 운드가 지원되며, 

1,500만 운드는 출과 기부 을 통해서 조달될 정이다. 나머지 1,200

만 운드 가량은 이 곳 마을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임 료 수입으로 충당

할 정이다. 

  3) 국노숙인연합(National Coalition for the Homeless: 

NCH): 주거권, 건강권, 시민권 확보를 한 극  활동

국노숙인연합은 노숙인 지원시설을 운 하는 단체와 그 성격을 달리

하는 단체67)로서, 미국 체 노숙인 문제의 해결을 진보 인 입장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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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 것을 목 으로 한다. 이 단체는 1979년에 있었던 열악한 쉼터환경으

로 고통받던 뉴욕에서, 변호사 던 로버트 헤이즈가 뉴욕시를 상 로 한 

‘칼라한 소송’에서 승소한 시 을 본격 인 시발 으로 한다. 이후 1980년

에 이건 정부의 노숙인 산삭감에 맞서 노숙인에 한 서비스뿐만 아

니라, 인권옹호활동도 요하다고 단하여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국노숙인지원연합의 궁극 인 목 은 노숙인의 상태를 종식하는 데 

있다. 교육, 정치  옹호, 풀뿌리자원조직의 방식을 동원해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주거권확보, 경제정의실 , 건강권확보, 시민권옹호 

등 네 가지 분야에 을 둔다. 이를 해 기본사업으로 노숙인 련 법

률지원활동, 주택지원 로그램 등을 운 하며, 시민 노숙인 홍보사업, 

노숙인 권익 증진활동, 노숙인들이 보다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거리신문 로젝트 등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비정기 인 사업으로는 선거와 련하여, 노숙인에게도 투표권이 있음

을 주장하는 “You Don't Need a Home to Vote"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투

표권 캠페인(voting campaign)을 벌이고 있으며, 노숙인 기 마련을 해 

걷기 회를 유치하기도 하고 매년 국 으로 노숙인에 한 인식주간을 

선포68)하여 National Student Campaign Against Hunger and 

Homelessness와 공동 스폰서로 캠페인을 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숙상태를 근 하기 한 한 방편으로서 노숙인에 한 

들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 으로 Bringing America Home Campaign69)에 

착수했다. 이는 공교육, 풀뿌리 조직, 진보 인 정책과 법률 인 지원을 

해 수행되는 캠페인으로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기 해서는 한 주거의 

보장과 소득의 보장, 건강 리, 그리고 교육이 요구된다는 것과 시민권 수

호를 알리는 것을 목 으로 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요구가 포

67) 미국의 사회복지에 있어서, 민간단체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주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행정

기관은 기본적으로 자금배분과 프로그램 감독을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실제 서비스 제공은 주

로 민간단체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숙인지원 부문에 있어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

중은 압도적이라 할 수 있는데, 1996년 ‘전국노숙인지원서비스제공조직 및 이들의 대상자조사

(NSHAPC)’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비영리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조사대상 프로그램

의 85%나 차지하고 있다(中村健吾외, 2005).

68) 2003년의 경우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였으며, 2004년에는 12월 14일부터 12월 20

일까지가 해당 주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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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ringing american home act: 

    108회 의회에서 소개된 이 포 인 법안은 기본 인 인권을 실 하도록 

하는 주거권 확보와 국제 인 건강 리, 그리고 기본 인 생활유지를 한 

임 , 연방정부가 부담해야할 주거지원의 극 화, 한 임 과 일자리 지

원, 임시직 노동자의 보호, 노숙인로서의 시민권보호 등에 한 결의를 포

함하고 있다. 

▪The national housing trust fund: 

    조세를 활용해 새로운 주거를 제공하기 한 기 조성을 요구한다. 이 기

의 활용 목표는 2010년까지 150만호의 주택을 제공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다. 

▪Health care access resolution: 

    모든 사람들의 소득과 연령, 고용상태, 건강상태와는 무 하게 질 으로 

포 인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Universal living wage resolution:

    주당 근로시간과 기본 인 근로시간을 채우게 되면(주당 40시간) 기본 인 

주택을 제공받을 것을 제로 한다. 

함되어 있다. 

  (1) Bringing America Home Campaign의 요구

이 밖에 국노숙인연합의 스텝들은 변호사, 지역그룹, 연구자, 행정담당

자, 언론매체 등에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각종 워크 과 토론회 등을 개최

해 조사된 자료들을 발표한다. 이를 해 지속 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일반 에게 알리는 작업도 병행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학이나 시민조직  지역사회조직의 활동에 방문

하며 노숙을 경험한 사람들에 한 비디오를 상 하거나, 노숙인 홍보를 

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월간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기도 하며, 북아메리

카 역에 걸친 컨퍼런스나 워크  등을 개최하고 있다. 

국노숙인연합은 정부지원이  없이 후원으로만 운 된다. 1년 총 

산은 약 8만달러이며, 국 으로 약 1만개의 기 과 개인회원이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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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고 있다.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서와 한 공

조 계는 없다. 다만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숙인 지원단체들과는 

매우 긴 한 계를 갖고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재 정치 인 로비

활동을 해 워싱턴에 치하고 있다. 

  4) 시부야 노숙인의 생활과 거주권을 쟁취하는 자유연합: 노

숙인 권익 옹호  주거권 요구 

‘시부야 노숙인의 생활과 거주권을 쟁취하는 자유연합(이하 노지 )’은 

일본 노숙인의 생활개선과 거주권의 확립을 해 1998년 4월 결성된 노숙

인과 지원자로 구성된 "노숙문제의 당사자 단체"70)이다. 노지 은 노숙인

을 일방 인 구제 상이나 시혜의 상으로 상화하지 않으며, "동료로서

" 함께 생각하고, “더불어 행동“하고 있다.  

노지 의 일상활동을 살펴보면, 요일별로 체계 인 짜임을 보이고 있는

데, 월요일에는 복지  시설면회활동, 화요일에는 국 노동자통일행동실

행 원회 회합, 목요일과 요일, 토요일에는 야간 패트롤71) 활동을 수행

하고 있다. 월요일의 복지행동  면회행동은 신주쿠 지원기구와 비슷한 

방식에서 진행된다. 활동의 주체는 물론 노숙인 당사자이고, 지원자는 동

석하는 수 이다. 노지 은 거주지원과 련해서는 생활보호 수  후 민간

임 주택에서 주택보호를 받는 사람이나 시설에서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70) 일본의 지원단체는 비단 ‘신주쿠 지원기구’나 ‘노지렌’만이 아니라 전국의 어느 단체이고 대체

적으로 노숙인 당사자와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노숙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自己決定權)’과 

‘당사자성(當事者性)’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단체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한 모든 회의 등에 노숙인 당사자가 참여하여 평등한 발언권을 가지며, 급식, 패트롤 등 각

종 지원활동 및 행사운영에 있어서도 노숙인 당사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71) 일반적으로 상담 혹은 아웃리치라고 하지만 일본의 민간지원단체의 경우는 패트롤, 혹은 야간 

순회가 더 일상적인 용어이다. 이는 활동의 기본적인 지향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즉 일

본의 지원단체의 경우, 야간 패트롤에는 반드시 당사자와 지원자가 1팀을 구성하여 각각 담당 

영역을 순회한다. 이는 ‘동료가 동료의 생명을 지킨다’라는 대표적인 모토에 따른 것이다. 일본

의 지원단체가 수행하는 야간 패트롤은 지원자나 상담자가 노숙인 당사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혹은 쉼터로의 유도나 어떠한 생활 물품을 배포하기 위한 ‘상담’이 아니다. 일본 

지원단체의 야간 패트롤은 노숙인 생활을 하고 있는 동료(혹은 ‘동료적 연대성’을 지향하는 지

원자)가 다른 동료와 ‘결부(結付)’되는 하나의 접근이다. 즉 야간 패트롤은 ‘동료 만들기’의 맥락

에서 일상활동의 하나로서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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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한 면회행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재차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지만, 생활보호 수 , 그 자체가 탈노숙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기본 으로 노숙인 자체가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만의 개념이 아니라 다양

한 주거 불안정 상태를 포 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의하면 민간지원단체의 

활동이 포 해야 할 역은 그만큼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

보호 수  후 민간임 주택이나 간이숙박소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에 

한 주거 서비스 혹은 정기 인 방문 활동 등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지원 

활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노지 은 병원  시설

을 방문한다.

  5) 신주쿠 노숙 노동자의 생활과 취로보장을 요구하는 연락회의: 

노숙당사자와 함께 하는 주거와 고용확보를 한 활동

신주쿠 노숙 노동자의 생활과 취로보장을 요구하는 연락회의(이하 연락

회의)는 1994년 8월에 토쿄도에 의한 신주쿠 노숙인의 강제 배제에 반 하

여 활동하던 두 개의 운동단체와 노숙인 당사자가 결합하여 결성된 단체

이다. 이후 강제 배제에 반 하면서 노숙인의 주거와 고용 문제를 면에 

내세우면서 다양한 활동을 노숙인 당사자와 더불어 수행해 왔다. 

연락회의 명성이 더욱더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96년 아오시마 도정(都

政)하에서 신주쿠 역 인근의 상자집 강제 배제 사건(같은 해 1월 24일)에 

반 하는 활동을 통해서이다. 이를 통해 ‘강제 배제만으로는 아무 것도 해

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회 으로 알릴 수 있었다. 2000년에는 앞서 살

펴본 ‘노숙인 자립지원법’과 련하여 노숙인 당사자와 함께 최 의 국회

청원 활동과 양심 인 국회의원과 연계하여 ‘노숙인 자립지원법’ 청원 운

동을 벌여 이 법의 제정에 심 인 역할을 수행하 다. 재는 비 리법

인 등록을 하고 활동을 개하고 있으며, ( )행정 의견 개진 활동과 행

정 교섭 등 보다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을 개해오고 있다. 

신주쿠 지원기구의 활동을 소개해 보면 먼  식 지원활동, 야간 패트

롤, 의료 상담과 더불어 복지행동이 있다. 여기서 복지행동은 일본 국에

서 노숙인 지원활동을 하는 단체라면 어떠한 단체이고 공통 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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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동으로, 이도 역시 노숙인 당사자가 참가하여 다른 당사자들이 복지 

서비스 창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최근에

는 각 쉼터나 자립지원센터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당사자를 방문하여 

불이익이나 비인권  처우를 받지 않는지를 감시하는 활동도 개하고 있

다. 

한 거주지원 활동으로는 생활보호 수 자의 생활 재구축과 삶의 보람 

만들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즉 노숙인 생활로부터 생활보호를 통해 거리

로부터 탈각한 이들이 간이숙박소나 민간임 주택, 보호 시설 등에서 고독

하고 소외된 삶을 보내는 나머지 알코올이나 도박 등에 빠지는 것을 방

하는 것, 한 이들 상호간의 연계를 통해 생활보호 수 자 상호부조조직 

만들기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재 이 모임은 3년 부터 ‘상수리나

무의 모임’을 구성하여 월 3회 회합, 피크닉, 꽃보기 모임, 학습회 등을 실

시하고 있다. 특히 ‘상수리나무의 모임’은 2001년부터 한 단계 발 시켜 

‘모야이 엮기 모임’으로 환하여 신주쿠구만이 아니라 토쿄도 체의 연

계 모임을 지향하며 활동을 개하고 있다.

  6) 카마가사키 마을재생포럼: 노숙 련 제 단체들의 연계를 

통한 마을만들기 활동 

마을재생포럼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오사카의 노숙인 문제72)

에 해 시설 수용이 아닌 재택형 지원을 추진하여 거주 안정과 더불어 지

역에서 자립 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한 경제 불황과 일용노동자의 고령화로 인한 노숙인의 증가라는 

지역 기상황 속에서 지역 체의 재생을 염두에 둔 마을만들기 운동으

로서 마을재생포럼은 1999년부터 활동을 개시하 다.

72) 가마가사키(釜ヶ崎) 지역은 오사카시 한복판인 니시나리구(西成區)에 위치하며, 이동성이 큰 

약 2만 명의 단신 일용노동자와 그들이 머무는 약 170채의 간이숙박소가 밀집하는 지역이다. 

특히 건설산업을 통해 일본 경제를 지탱해온 저임금노동력의 공급기지로서 1991년 거품경제

의 종언과 더불어 노숙인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그 후 지속적인 경제 불황과 노동자의 

고령화(평균55세)가 맞물려 지역내외 수천 명의 노숙인를 배출하게 되었다. 오사카시내에만 

12,000여명의 노숙인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 중 절반은 가마가사키에서 일용노동

자로서의 생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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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된 단체의 구성을 살펴보면 일용노동자 권익옹호 단체, 비 리민간

단체(NPO), 마을 주민회(町 ), 간이숙박소 조합 등 지역 내 각 단체에 소

속하는 이들과 여기에 다수의 시민 자원활동가가 합류하여 ‘열린 시민운

동’으로 활동을 개하고 있다. 일용노동자들의 생활의 장이기도 한 요세

바(寄せ場) 특유의 통 인 일용노동운동 일변도에서 새로운 시민운동으

로서의 노숙인 지원운동의 방향을 열고 있는 것이다. 

마을재생포럼은 쉼터 수용 일변도가 아닌, 정들고 생활에 익숙해 있는 

재의 지역을 거주지로 하여, 특히 간이숙박소의 ‘공실(空室) 2000실 활

용’ 계획을 축으로 한 노숙인 긴 책을 자치단체에 제안하기도 하 다. 

한 간이숙박소의 개조에 의한 복지아 트화와 이를 통한 주거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택개보수와 홈핼퍼 견 등을 통한 새로운 일거리 창출, 지

역통화(카마지폐)를 통한 연 와 상호부조 만들기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용직의 공  기능 붕괴와 고령화라는 상황에 응한 새로운 시스

템을 도입하여 지역 체를 재생시켜, 거리에 있는 이들이 카마가사키를 

정주(定住)의 장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지역자

원을 발굴하여 지역에 근거한 자립지원사업을 노숙인 지원 사업의 심축

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마을재생포럼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비젼의 실시 상황을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

2000년 이후 카마가사키에는 간이 숙박소를 부분 으로 개조한 ‘사회서

비스지원형 주택(supportive house)’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주거가 7채 개

소하여 재 모두 만실(滿室) 상태이다(총계 700명)73). 보조 손잡이 설치와 

무장애화, 공동 거실 공간 설치, 생활 상담원을 두고, 입주 시에는 보증 , 

보증인도 필요 없다74). 이들 주거의 목 은 고령의 노숙인들이 주택보호로 

73) ‘사회서비스지원형 주택’에서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활동 소개는 『도시와 빈곤』 (제66호)

의 기획번역 ‘일본의 노숙인 문제와 거주지원3’을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사회서비스지원형 

주택’ 거주자들의 생활과 관련해서는 ‘카마가사키 거주COM’과 ‘카마가사키 마을재생포럼’의 

공동 협력에 의해 거주자 총 645명에 대해 실시한 조사가 있는 데 이는 본 고의 말미에 보론

에서 소개하고 있다.

74) 일반적으로 일본에서의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초기 입주 계약시 보증인과 보증금이 필요하다. 

상당수의 노숙인는 주민등록 문제와 더불어 보증인 문제로 거주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

을 안고 있다. 따라서 추후 소개하겠지만 민간지원단체의 거주지원활동에는 이들 문제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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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재차 노숙에 이르지 않도록 복지  

자립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

‘카마가사키 지역 고령생활을 지원하는 모임’이라는 연계 조직도 결성되

어 사회서비스지원형 주택의 거주자에 한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이들 활동의 성과를 지역의 고령자 체에 해 보편화시켜가기 한 활

동을 개하고 있다. 나아가 인 한 ‘희망의 집’의 ‘희망 작업소’ 등과 연계

하여 알콜 의존증 정신장애자 그룹홈 ‘조이’  ‘신시아’의 병설(다양한 주

거의 정비), 배식 서비스와 무료 시민 건강검진, 문화․삶의 보람 만들기 

사업 등도 실시 에 있다. 노숙 직 의 이들을 기간 한정으로 지원하는 

‘노숙 방 긴 피난소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사업마다의 독

자 인 수행과 더불어 이들이 다른 한편에서 지역복지 네트워크로 결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말하자면 개호(介護) 보험에서의 렴 노인

홈, 어하우스, 그룹홈에 가까운 것이다. 즉 기존의 지역자원을 충분히 활

용한 카마가사키다운 창조 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기 위한 보증인 지원 활동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한편에서 ‘사회서비스지원형 주

택’과 같이 노숙인의 소요와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은 이와 같은 주거관련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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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Ⅳ-1] 사회서비스지원형 주택의 역할체계도

  7) 사회복지긴 서비스 SAMU-social: 노숙인 응 책에 

한 민․ 의 공조

랑스에서 1980년  “빈곤과의 싸움”의 주도권을 잡은 것은 민간단체

으며, 제(諸)단체는 실업자  새로운 빈민을 한 입소 상담소와 서비스

을 결성하여 지역에서 빈민구제활동을 확 시켜 갔다75). 이러한 민간단

체는 지역 활동뿐만 아니라 로비활동 역시 활발하게 개해, 정부에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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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빈곤 책을 구하는 일련의 보고서와 권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활

동도 수행하 다. 이러한 활동의 주요 테마가 바로 노숙의 문제 다.

랑스의 노숙인 지원책은 행정과 민간단체와의 공동지원체제가 확고하

다는 이 특징이다. 오늘날의 노숙인 등 신빈곤층을 상으로 하는 지원

활동은 인도 인 민간단체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로비활동과 지역에서

의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76). 다음에서는 사회복지긴 원조서비스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긴 원조서비스(이하 사뮤소시알 SAMU-social이라 함)는 1993

년 11월에 리에서 발족하 고, 2002년 말 재 국 39개 도시에서 66개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77). 사뮤소시알의 명칭은 각 시의 앙병원이 시행하

고 있는 구 차와 무선망에 의한 긴 의료지원서비스(Service d'aide 

médicale urgence: SAMU)를 의미하는 ‘SAMU’에 ‘사회복지’를 의미하는 

‘social’을 붙여서 만들어진 명칭으로서, “주거는 말할 것도 없이 숙박장소

가 없는 노숙인을 상으로 한 긴 원조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뮤소시알은 공공부문과는 다른 것으로 그 책임자와 운 조직이 각 지

역 단체의 성격을 반 한다. 가장 많은 조직은 랑스 십자사의 지역지

부인 노숙인지원 (41개 이 있다)으로, 지원자활동자의 수가 3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 외에 의료공제조합연합회, 병원, 그리고 행정이나 복지사

무소가 운 주체인 도 있다. 재원은 국가출자기 인 지방자치단체의 보

건복지국(DDASS)에 의한 국고보조78)와 조직의 자기기 ( 십자 혹은 공

제연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의하기도 한다. 

75) 빈곤층 지원단체는 지역에서의 식료품배급 서비스, 학교교육에 실패한 청년들을 위한 학습활

동 및 직업알선, 가계유지 및 생활유지에 관한 방식 지원, 스포츠 및 ․문화활동, 사회주택으로의 

입소신청 지원, 입소보증금이나 임대료 대부 등 생활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원조활동을 전개하

게 되었다. 

76) 프랑스의 경우 주거불안계층 및 노숙인에 대한 사회주택(CHRS)서비스는 공공부문을 중심으

로 활발하게 벌이는 한편, 민간차원에서 지원 역시 뿌리 깊고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삐에르 신부재단(Foundation Abbe Pierre)'은 1959의 혹한기 이후 프랑스 사회에서 노

숙인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민간단체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 단체는 엠

마우스(Emmaus)네트워크로 국제적인 활동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77) 전국사회복지긴급원조서비스연합회의 주소는 35, avenue Courteline, 75012 Paris. 전화: 01 

53 66 12 62이다.

78) 1998년의 <반배제법>에 의해 사뮤소시알(SAMU-social)도 국고사회부조의 “사회주택

(CHRS)”서비스로서 인정받았다. 이것은 국고보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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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의 공통된 지원의 내용은 야간 아웃리치, 숙박시설유도서비스(

도시에서는 주간에도 활동), 무료 화 115번에 의한 숙박시설 안내나 건강

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차 등을 돕는 것이다. 

사뮤소시알은 ‘극도로 배제된 사람들’,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숙인’

을 지원 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념과 지원방식은 < 리 SAMU-social>의 

창설자인 X. Emmanuelli의 지도력과 행정력을 근거로 하고 있다79). 다음

은 리의 사뮤소시알의 활동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1) 리 사뮤소시알의 활동

1993년에 창설된 리 사뮤소시알은 순수민간단체는 아니다. 공공과 민

간이 동으로 운 하는 “공공이익단체(CIP)”이며, 직  고용한 직원과 함

께 국철 등의 공기업이나 공립병원으로부터 견된 직원, 그리고 실업 책

의 보조고용직원과 의사 26명이 포함되어 이루어진 326명의 규모 조직

이다. 자원 사자의 참가도 지 않지만, 이들은 핵심지원자는 아니다. 이 

조직은 아래의 7개 부국(사람 수는 담당직원 수)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활동 서비스부

   - 아웃리치 (EMA)80) : 56명(간호사 포함)

   - 연 참가를 한 서비스「정원의 」 : 10명

79) 그는 현재에도 <파리 SAMU-social>의 대표로서 <전국SAMU-social연합>과 세계 각지에 

SAMU-social활동을 확대할 의도를 갖고 있는「국제 SAMU-social」을 창설했으며, 모든 조

직에서 일괄적으로 대표를 맡고 있다.  X. Emmanuelli는 이전에 노숙인 수용시설의 소장을 맡

은 바 있고, <국경없는 의사회>의 창설멤버이며, 1994년에서 1997년까지는 쥬페 보수내각의 

인도지원각외대신이었다. 시라크 현 대통령이 1995년 대통령선거에서 빈곤․배제문제를 “사회의 

균열”이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정치과제로서 인식했던 것도 X. Emmanuelli의 영향이라는 얘기

도 있다.

80) 연구부서에서는 현재 상시적으로 거리에서의 안부확인과 지켜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파리시 

전체 지역에서 650명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낮 동안은 구걸이나 신문판매 등을 하고, 식사는 

무료 식료배급소나 상담소를 이용하고, 밤은 115번 전화를 하지 않고, 스스로 알고 있는 맘에 

드는 숙박시설 또는 값싼 호텔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거리생활자에 대해서 아웃리치팀은 담배

나 커피, 식사, 겨울철에는 침낭과 단열시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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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 숙박시설 2개소 : 74명(36명, 38명 - 의료직원을 포함)

   - 사회복지와 의료의 교차연계 서비스 

  ▴긴  무료 115번 화서비스 : 38명

  ▴의료 서비스부

   - 아웃리치 (EMA)의 간호사

   - 연 참가의 장에서의 의료상담

   - 긴 숙박시설에서의 의료서비스

   - 긴 의료간호숙박시설(CHUSI) 3개소 : 92명(24명, 13명, 55명)

   - 결핵  극한 배제 책 원회

  ▴사회심리원조 아웃리치 (사회복지사를 심으로 정신과의사, 정신

과간호사, 일반 행정담당자, 의료행정직원, 운 수)

  ▴ 측․수 자 연구부 Observatoire

  ▴외부기 ․서비스와의 연락조정부

  ▴사무국

  ▴아웃리치 활동과 긴  무료 115번 서비스: 

   - 아웃리치 활동은 사회복지사․간호사․운 수 한 으로 구성, 365

일 날마다 실시한다. 야간은 보통 7개 이 활동하고 있다. 밤 9시

에서 10시 반 까지는 115번 화인 SOS(본인 는 제3자․카페․

스토랑 등으로부터의 요청)을 기하고 스스로 숙박시설에서 나

온 사람에게 주소를 알려주는 정도이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교통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미니버스가 출동해 숙박시설로 유도

한다. 

   - 밤 10시 반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는 시내를 4개로 나눠서 담당

지역을 각각 1개 이 순회하면서 숙박시설에 가도록 권유한다. 다

른 1 은 체 지역을 망라해서 순회하지만, 지역을 담당하는 4개 

에서 자녀가 있는 가족, 건강문제 등 시 한 응이 필요한 사람

들이 통보된 경우에, 그 지 으로 달려간다. 

   - 남은 2개 은 115번에 처하기 해 기하는 이다. 주간에는 2

개 이 115번에 처하기 해 기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아웃리

치 활동이 강화되어 최  14개 이 동원된다. 이는 리시의 동

기 긴 숙박 로그램(ATLAS)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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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5번 무료 화서비스(통칭‘ 록 화번호’)는 365일 24시간 체제할 

수 있는 숙박시설안내이다. 항상 30명에 가까운 담당자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그날 밤에 비어있는 숙박시설을 확인해서 요청자에

게 시설을 알려 다81). 

3. 소 결 

본 장에서는 노숙인 지원시책에 한 해외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한국에

의 함의를 하 다. 이를 해 노숙인 지원책에 한 논의가 활발했던 국

과 미국, 그리고 최근 노숙인 독립법안을 제정해 노숙인 지원책을 수립한 

일본, 그리고 이들 자유주의 국가와 방향을 달리하는 랑스의 노숙인 포

 반빈곤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별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  국은 일 이 <주택법(Housing Act)>을 통해 기본  인권으로서 

노숙인의 주거권을 보장한 바 있다. 거리노숙인의 근 을 해 앙정부차

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책임부서를 명확히 하여 지방행정을 아우르

는 작업과 민간단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하도

록 하 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거리노숙인의 수가 감소하고 있음

을 보고한 바 있고, 이에 박차를 가하기 해 최근 "서포트 피  로그램

(Support People Program)"을 도입하여 주거의 확보뿐만 아니라 유지를 

한 재정착지원(지속 인 주거유지를 한 고용지원  생활지원 지원, 

이를 지원하는 민간간체의 지원까지 포 )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매키니 홈리스 지원 법(The Mckinney Homeless Assistance 

Act)>의 제정  개정을 통해 노숙인 지원체계를 구체화시켜오고 있다. 

81) 앞에서 말했듯이, 지리에 밝지 않거나 교통비가 없는 사람과 질병․곤란함을 안고 있는 사람들

에게는 미니버스를 파견한다. 전화서비스는 공공간판, 대중매체, 입소문을 통해서 신참 외국인

에도 “잘 알려져 있다”. 파리 사뮤소시알의 연구부서(Observatoire)에 의한 분석을 살펴보면, 

115번으로 스스로 전화한 사람은 2000년에 2만9,341명(익명성을 존중하여 성만 기록화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지만, 중복도 있다). 72%가 남성, 17.5%가 여성, 어린이가 

10.5%이고, 어린이를 제외한 평균 연령은 33.3세이다. 작년보다(2003년도) 여성의 수가 18% 

증가하고, 자녀를 동반한 가족의 수도 2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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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반 이후 지속 인 보호 략(Continuum of Care)을 진하여 

응 쉼터- 간주택(transitional housing)-항구주택(permanent housing)으

로 연속 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다만 부처별로 산재된 50여개

의 노숙인 지원 로그램에 한 일 이고 통합 인 리의 문제가 노정

되어 있는 실정이다. 

2002년 <노숙인 자립지원을 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해 운 하고 있는 

일본은, 동법안을 통해 노숙인에 한 주거보장과 취업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한 국가의 기본방침설정과 이에 근거한 자치단체의 실시계획책정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노숙인에 한 국실태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지원시책이 마련되고 있는 이다82). 

마지막으로 랑스는 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일 이 <키이요법

(Quilliot)>을 통해 주거권을 명시했다. 이후 빈곤 련 법안인 <네이에르츠

법>과 <베송법>을 통해 법제도가 정비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생활  기

방과 책이 마련되었다. 특히 노숙인  부정주자(SDF)에 한 극

인 포 정책으로서 이들의 수 권을 명확히 하기 해 지원단체를 통한 

명목상 주소지 인정 등, 행정에의 근성을 높이기 한 방안도 도입되었

다. 근래 이민자 등에 한 규정이 엄격해지긴 했어도 여 히 랑스의 노

숙인 지원정책은 포 이고 빈곤정책의 테두리 하에서 수행되어지고 

있다. 

국은 주택법을 통해 노숙인의 주거권 보장을 천명했고, 미국과 일본은 

노숙인 단독지원법을 통해 지원책의 근간을 마련했으며, 랑스는 빈곤

정책 하에서 노숙인에 한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모두 노숙

인 단독법안 혹은 련 법안을 통해 임시거처확보나 항구 인 주택의 제

공, 그리고 고용지원을 비롯한 소득보장, 의료보장 등에 있어서 노숙인 지

원이 명문화되어있었다. 한 법률의 제정  개정을 통해 노숙문제의 해

결을 한 장기 이고 다면 인 차원에서 구체 인 시책을 구축해 오고 

있다.  

단 으로 말해서 재 우리나라에는 노숙인 련 단독법안이나 노숙인

이 언 된 련 법안은 없다83).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 보자면, 다만 노

82) 다만 이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숙인을 지원대상별로 유형화함에 따

라 실제로 노숙인과 시민뿐만 아니라 노숙인간에도 분리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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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인의 주거권과 련해 <주택법>내에 최 주거기  미달가구에 한 우

선지원만을 선언하고 있을 뿐이며84), <임 주택법>이나 기타 련 법안에 

노숙인 우선지원에 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85). 물론 공공임 주택 입주

자격을 살펴보면, 소득층을 상으로 시장가격보다 렴하게 주택을 공

한다는 측면에서 있어서 노숙인을 의도 으로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 그

러나 노숙인이 주거를 상실한 계층으로서 주거에 한 욕구가 가장 크다

는 을 감안하고, 그리고 노숙인 주거권 보장은 노숙인 인권보장의 토

가 될 것임을 고려한다면, 단독법안의 제정을 떠나서라도 련법안의 개정

은 반드시 요구되는 지 이다. 

선진 해외 사례의  다른 특징은 정부지원책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의 

다양한 활동에도 있었다. 각국의 노숙인 지원 시책은 민간부문과 긴 히 

연계되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즉 민간 노숙인 지원단체

의 재정  기반이 공공부문 지원에 의한 것이었으며, 노숙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부분은 빈곤계층에게 제공되는 취업 로그램, 소득보장 로그

램, 주거보장 로그램에 입각한 것이었다는 이 그것이다. 

민간단체 역할의 부분은 이러한 공공 로그램에 노숙인을 연결시키는 

역할, 즉 정보제공과 매개자의 역할이었으며, 노숙지원정책의 역사가 길수

록 지원방식이 다양하고 생활 반을 포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민간단체의 활동 역은 긴 성을 요하는 아웃리치에서부터 주거확보 

이후 지역사회 재정착 혹은 사회참가를 한 고용,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있었다. 노숙인 인권 수호와 증진을 한 캠페인 활동, 연

구활동  실태조사활동, 노숙당사자와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는 활동, 공

공부문을 주도해 가며 거리노숙의 긴 성에 응하는 활동, 지역사회 재생

83) 물론 <사회복지사업법> 내 “노숙인 및 부랑인시설 설치․운영규칙”이 마련되기는 했으나 실상 

노숙실정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지 못하고,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 등에서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을 안고 있다.   

84) <주택법> 제5조 3의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

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명시하였다. 

85)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1990년 제정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

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는 신청가구

를 대상으로 주택을 배정하고 있다. 2005년 10월 현재 영구임대주택법 개정안에는 우선입주 

대상자에 노숙인이 포괄되어 있으며, 12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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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으로 근하는 활동 등 실로 다양한 활동방식을 보이고 있었다. 

물론 이들 국가는 노숙인 지원 책의 역사와 깊이에서 모두 차이가 나

며, 우리나라 역시 그들과 역사와 문화를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

는 우리나라에 함의를  수 있지만 사회정책  행정서비스, 민간의 역량 

등 환경  격차를 고려하지 않으면 실행가능성의 문제라든가 제도가 의도

하지 않았던 효과가 발생할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다. 그러나 노숙인 인권

이라는 에서 생각해 볼 때, 인간의 기본 인 인권과 사회권으로서 주거

권, 건강권, 노동권에 있어서 이들 국가의 지원시책과 민간의 활동들이 주

는 함의는 결코 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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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일반  기본권과 사회  차별

과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나태, 무지, 질병, 

장애, 노령 등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 일반 이었으며, 한국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1990년  후반까지도 주를 이루었다. 아래의 두 사례(고시원 B, 쪽

방 A)는 노숙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개인의 나태나 질

병, 장애 등 속인 인 원인에 따른 부랑으로 인식되던 시 의 노숙인 인권

침해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70년대 중반 부랑생활 당시) 지역 방범한다면서 걔들이 사람을 더 때렸다고. 

경찰은 공무원이라고 함부로 못하고. 걔들이 우리 자는데 나오라 그래서 도둑질 

시킨 사람 있으면 불으라고 막 때리고 그랬다니까. 그래 내가 맞는 게 겁이 나가

지고 엄한사람 하나 찍어서 산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나, 나쁜 짓 시킨 사람 

빨리 불어라.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가서 아무 집이나 가서 이집이다 해가지고 이사

람 데리고 나간 적도 있고.. 막불으래.. 너 이렇게 나쁜 짓 시킨 사람 오야지를 불

어라. 이런 식이야. 그래 내가 맞는 게 겁이나 할 수 있나, 아무 생판 모르는 집에

가 '이 사람이다' 불어가꼬 그래가 그 사람 좋은 분이어가꼬. 그래서 막 파출소장

이, 파출소장이 괜찮은 사람이더라고. 그래가 영천시장은 내가 안 좋은 추억이 많

은 기라. 돈도 많이 뺐겼고. 그래 댕기다보니까 단속이 되는거라. 부랑아들 단속 

나왔거든요, 그때 왜 닭장차라고해서 창문도 없고 요만큼 냉동차처럼 요만큼 구

멍만 있는 거, 거기가 싣고 갔는데 …… 막 강제로 실은 거예요. 딱 실어갔고, 그

때 당시에 어찌됐냐면 딱 타면 애들이 나이를 속이니까 바지를 벗어보라 그래요. 

그래 갖고 이제 쉽게 말해서 고추에 털 난 사람은 (성인으로 판단해서) 갱생원 보

냈고, 안 난 사람은 (미성년으로 판단해서) 아동보호소 보냈는기라. 그때 당시에 

갱생원이 총들고 지켰었거든. 막 군대 막사식으로 해서. 들어가면 3교대 시키고. 

완전 군대식이지. 그래 가지고, 하여튼 애들이 거기 안 갈라고 나이를 속이니까 

그런 식으로 성인하고 애들을 선별했는기라. 그래 갖고 아동보호소 보내고 갱생

원 보내고.

(고시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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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그 때 당시에 내가 만리동에서 저거 자취할 땐데 그때가 91년도예요. 근

데 어떻게 한 번, 남대문에서 일할 땐데 술을 한 잔 먹고 지하도를 건너서 만리동

으로 가다가 그 때가 한 12시 반쯤 됐을 거유. 갱생원에서 단속 나와 가지고 얼떨

결에 잡혀 들어갔어요. 술 먹고 지나가다가 고런 놈으로 다 오해가 돼갔고, 그 골

목을 막아놓고, 전경들이 막아놓고 있는 놈들, 고 안에 있는 놈들 다 쓸어가는 거

예요. 그래갔고 얼떨결에 갱생원 한 번 잡혀 갔어요. 그래 갔고서, 그 다음날 아

침에 딱 조서를 다 꾸미고 사진 촬영하고 그리고 내 보내줘서 나와 갔고 …… "난 

아니다" 어떻게 거기서 인정을 안 해요. 그래갖고 이제-직장에 얘기하자니 창피

하고, 친구한테 얘길 해갔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꼼짝없이 거기서 

그냥, 친구가 뭐, 보증도 안 서주고 그랬다 그럼, 꼼짝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당하는 거요.

(쪽방 A)

한국에서 노숙인 문제가 사회 인 문제로 고려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말 이후(외환 기 상황)이다. 즉, 국가의 총체  경제 기로 노숙인들이 

증하게 되면서, 노숙인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

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개인의 빈

곤을 사회 인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이후 과연 한국사회의 빈자들에 

한 인식은 얼마나 바 었을까? 국민기 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

로부터의 수 이 국민의 권리로 인정된 이후, 수 권자에 한 국민들의 

부정  인식은 조 씩 어들고 있다. 그러나 빈곤의 극단에 놓여진 노숙

인들에 한 인식은 과거 부랑인으로 치부되어, 격리․수용․감 되어 

리되어지던 상황과 비교하여 그다지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에서는 자유권  기본권을 심으로 한, 노숙인과 련된 다양한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일반  기본권에 한 인권침해  

차별의 실태를 빈곤의 극단에서 생존의 을 겪고 있는 노숙인들이 직

 느끼고, 고민하고 있는 재의 상황을 통해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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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권리 침해에 한 수용  태도

노숙인들은 경제, 주거, 건강, 노동, 신체  자유, 정치 참여, 사회  

계, 문화, 교육, 가족, 공공서비스 등 모든 사회  역에서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다시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과 연결되

어, 쉽게 재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든 결과를 래하고 있다. 

많은 노숙인들은 생애  과정에서 한 번도 일반 인 수 의 사회  

계를 유지하거나 자신의 권리에 해 깊이 고민해 본 경험이 없다. 그리고 

재 자신이 처한 상황의 원인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

서 타인과의 계, 공권력과의 계, 사회  서비스로부터의 인권침해에 

해 생각을 해볼 여지가 없거나, 인권이나 권리에 한 개념 자체를 잊고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뭐, 기분 나쁜 일이고 뭐 이런 거는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사실.

(거리 G)

노숙인들이 인권/권리의 침해에 해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

로 일반인들의 노숙인에 한 편견을 지 할 수 있다. ‘ 구나 노숙인이 

될 수 있다’, ‘당신도 언제 노숙인이 될지 알 수 없다’ 등의 피면 자 진술

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노숙인들이 처음부터 빈곤의 한계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사회  상황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구나 노숙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재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소  잘 나가던 치에 있었던 사람들도 과거에 노숙인을 보고 그 상황

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 기 때문에 재의 노숙 상태를 

단순히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 발견되며, 이러한 

시각은 노숙인에 한 사회  시각이 그 로 반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숙인에 한 편견은 그들에 한 무시로 끝나지 않고, 당연한 권리 행사

에서 조차도 노숙을 한다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타인들의 치를 보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침해를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결

과를 래한다. 즉, 노숙인에 한 사회  시각이 노숙인 스스로에게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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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자신의 권리와 인권에 한 인식을 제 로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다. 

내용모르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고, 왜 저거 멀쩡한 놈들이 일도 안 나가고, 

구걸하고 그러느냐고……

(고시원 A)

근데 여, 여기 또 주소지가 호주지가 근데 하면 부재자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

기 있는 거주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 신청 하면은 그 투표용지가 발송

이 되는 게, 쉼터나 이런 곳으로 와야 되는데 또 그렇잖아요. 이런 데서도 하기 

좀 그렇잖아요. 또 그런 것도 참 남들 보기에 참 이런 생활 하면서 참 투표까지 

한다는 소리 나올까봐 …… 뭐 이렇게 권리는- 권리지만은, 또,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많, 또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 좀 눈에 색 안경 쓰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괜히 뭐 그런 얘기 듣고 짜증 날 필요 없-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생각도 않고 사는데.

(거리 D)

본 실태조사에서도 많은 피면 자들이 재의 상황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식하고, 인권침해를 받는 것이 없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으

며, 노숙인에 한 인권침해가 일반인들의 편견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간 으로 시사 받을 수 있었다.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없다는 피면 자들의 진술을 어떻게 이해

해야 할지는 노숙인들의 상황에 한 깊은 이해와 그들이 진술하는 모든 

내용을 종합 으로 고려한 후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은 피면 인들이 권리에 한 낮은 인식수 에

서 느끼는 침해의 유형이나 수 에서 진술한 내용이므로, 거리에서 실제

으로 경험하는 침해의 유형이나 강도보다 낮은 수 에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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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존권의 문제

  1) 의복

인간은 사회  동물이며, 사회  계는 개인이 생활하는 모든 범주에서 

최 한이라고 생각하는 선(線)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인간은 계 에 맞는 옷, 청결한 옷을 입어야 하며, 계 에 맞는 침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에게 침구의 문

제는 생명과도 직결된 생존의 문제이다. 

매년 거리에서 노숙(露宿)을 하다가 동사(凍死)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동사는 반드시 의복이나 침구류를 제 로 갖추지 못한 문제만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주거의 문제와도 직 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

나 거리 노숙인의 동사는 1차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주거문제 뿐만 아니

라 의복이나 침구류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와도 직 으로 연결된 문

제라 할 수 있다. 

거리에서 피면 자들을 만나면서도 상당히 해진 날씨로 인해 뜨거

운 물로 언 손과 몸을 녹이면서 면 에 임해야 했으며, 상당수의 피면 자

들은 아직도 월동 비를 하지 못한 채 가을용 의류로 차가운 바람과 맞

서고 있었다. 그리고 11월 말의 야간 날씨에도 박스만 깔고 잠을 청하는 

노숙인도 만나볼 수 있었다. 겨울의 입에서 만난 노숙인들은 벌써 생존

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겨울 내내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죽음이라는 극단의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는 노숙인들도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얇은 이불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새벽에 춥다. 침낭이나 있으면 2개 가

져다주었으면 좋겠다.

(거리 A)

(주무시는 데 춥지는 않으세요?) 아직까지는 괜찮죠. 밥도 나오고 잠도 잘 오는

데 뭐-.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인제 얼어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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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꽤 많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구요.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죠. 작년(겨울)에 

두, 작년(겨울)에 한- 두 번 봤구나. 이제 11여, 119 불르면 걔네들이 와가지고 

싣고는 가요. 그런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죠 사람들 실려 가는 거만 보… 가는 

거 보고 인제- 그 그거 죽었다고 봐야지 뭐. 죽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거리 F)

왜 이러냐면 음... 들르는데 이불하나 구해가지고 덮고 자니까 쫌 자는데 그래

도 춥죠. 거 모 그 내가 잘 자도 지금 또 기온이 밸안간 떨어져서요, 추워요. 이불 

덮어도 바람부니까 추워요.

(거리 G)

면담자 : 이게 난 제일 필요해 했던 거... 

노숙인 : 속옷 같은 거 없어요.

면담자 : 구하려고 노력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셨어요?

노숙인 : 가끔.. 안 입고 다니기도 하고... 

(쉼터E)

면담자: 그러면, 그 담요 없이 주무신 게, 3일 전이면은, 며칠, 그럼 담요, 며칠 

동안은 담요 없이 그냥 맨몸으로?

노숙인: 박스만 깔고 잤죠.

(거리S)

  2) 식사 

인간이 생존을 하기 해서는 음식물을 통한 최소한의 양분의 섭취와 

최소한의 수면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숙인의 경우 제때 필요한 양의 음식

물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최소한의 수면도 취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인간의 취식(取食)행 는 생존을 한 최소한의 양분 섭취, 먹는 즐거

움의 향유 등을 목 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노숙인의 경우에는 가장 기

본 인 생존권을 한 취식조차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무료

식을 통해 3끼니 모두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충분한 정보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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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경우나 건강상의 문제로 무료 식 장소로 이동을 하지 못하는 경

우에는 최 한의 생존을 한 식사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결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건강은 물론 생명을 유지하

는 데 있어서도 극단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물론 매일 두끼만 먹고도 인간은 생존할 수 있다. 하지만 매일 두끼의 

식사가 규칙 인 생활주기(life-cycle) 내의 식생활로 자리 잡았을 때 가능

한 것이며, 특히 하루 2끼 이하의 식사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

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결과이며, 매일 두끼의 식사도 규칙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방도 없고 주변에 자고 하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죠. 그니까 어쩌다 밥 갖다 

주면 하루에 잘 먹으면 두 끼 못 먹어. 못 먹어 한 끼 먹고.

(거리 G)

면담자: 밥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노숙인: 안 먹을 때도 있고요. 빵으로..

면담자; 급식, 무료급식 하는데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노숙인: 네

면담자: 알고는 계셨어요? 혹시?

노숙인: 몰랐어요

면담자: 그러면 하루에 한끼 정도만 드신 거..

노숙인: 두 번 먹거나..

면담자: 아~ 두끼 정도? 그것도 빵 같은 거 사드시고..?

노숙인: 네

면담자: 돈 떨어진 다음엔 어떻게 하셨어요?

노숙인: 그냥.. 안먹고... 

(쉼터 E)

이 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몸이 아팠을 때, 밥을 이제 못 먹게 되니까, 

나도 지금 여덟끼 아홉끼 굶는 거는 수시로 있어요. 수시로 이틀 삼일을 굶게 되

는 경우가 있어요. 아프면 어쩔 수 없이, 밥 타다줄 수가 없으니까. 또 누가 사주

는 것도 아니고, 그걸 기대 할 수도 없는 거고, 기대해서도 안 되지… 그럴 때는 

완전 이렇게 습관이 되다보니까 한끼 두끼 아유 그거 굶는 거, 허허, 이젠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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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젠 암 것도 아니에요. 하하 한끼 두끼… “아 까짓껏 이따가 먹으면 되지!” 

하하하하, 아 그냥… 그냥 넘겨요. 그전 같았으면은 한끼 굶었다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 같고.. 하하하.. 이상했었는데, 이… 이 생활 하다보니까 한끼, 두끼, 

세끼 굶는 거는 태반이니까 암 것도 아닌 걸로 그냥 넘어가고 말아요.

(고시원 A)

식사를 거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단순히 생존이나 건강의 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잠재  범죄인으로 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얼마간 

식사를 못하고 굶게 되면, 도덕과 윤리라는 문제는 요한 가치로 작용하

기 힘들어지고, 따라서 범죄에 한 유혹으로 인해 제2의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다. 

노숙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삼일 (숟가락) 놓으면 도둑질 하고 싶은 마음 다 

누구나 생기게 되어 있어요. 밥 딱 삼일 중단하면예, 여기에 앉아 있으면 전부다 

지갑밖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거리 M)

거리 노숙인들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식사와 잠자리이다. 잠자리의 

경우 노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할 가능

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결국 한 사회의 빈곤문제를 개인의 문제

로만 인식하는 단편  시각의 결과이다. 잠자리의 환경 등에 해서는 주

거권의 침해 부분에서 구체 으로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

단하게 노숙인들의 수면부족 상황에만 을 맞히고자 한다. 

부분의 노숙인들은 매일 아침 5시를 후하여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특히 공원과 같이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을 제외한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하철 첫차가 들어오기 에 기상하여, 막차가 끝난 

후에나 잠자리에 들 수 있다. 그러나 막차가 끝난 후에도 인 이 많은 곳

에서는 곧바로 잠을 잘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바닥에 웠을 때, 여성들의 

구두소리는 굉장히 큰 소리로 귀를 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분의 노

숙인들은 수면부족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낮 시간에 따뜻한 곳으

로 이동하여 부족한 잠을 보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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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은 거의 건너 띕니다. 거의 먹지도 몬 하고…… 5시 반쯤에, 5시 반쯤에 일

어나가지고 …… 밤에는 뭐 제대로 못자니까 낮에는 햇빛 있으면 공원 같은데 가

가지고 햇빛 좀 쏘고 거 가가지고 또 마 노숙자라 해가지고 눈초리가 좀 많습니

다. 사람들 눈도 있고 좀 덜 띄는 데로 가야 되고. …… 그래도 수면부족도 이기 

또 하루 이틀이 그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면 부족도 어느 정도는 감수 합니다. 

감수합니다. 낮에 조금 자니까.

(거리 N)

앞에서 지 한 생존권의 문제  식사와 련된 문제는 거리 무료 식을 

통해 어느 정도 사회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식 장에서 노숙인들이 직면하는 상황과 그에 한 생각은 단순

히 음식제공이라는 사회  개입만으로 인간의 기본  인권이 보장되는 것

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다. 노숙인들이 무료 식 장에서 느끼는 인권침

해의 요인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자. 

  (1) 종교행사의 강요

모든 경우가 그 지는 않지만 무료 식을 시행하는 많은 단체가 종교단

체이다. 종교단체에서 무료 식을 시행하는 경우 선교(宣敎)의 목 이 내

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종교행 에 참여할 것을 암암리에 강

요하고 있다. 이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고려의 상이 되지 않는

다. 단순히 배나 미사 등의 정해진 종교행 의 진행이 아니라 노숙인들

에게 잔소리를 늘어놓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종교행  는 행사 참여의 

강요는 노숙인들의 생존을 해 감수해야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원래 밥을 여덟시에 주는데 한 일곱시부터 와갔고선 하루 죙일 떠들어 ……(밥

을 주는 시간은) 여덟시 한 반이나 이정도…… (잔소리 같은 설교가) 한-참 가요 

…… (다른 급식을 나오는 목사의 경우에는) “오직!” 그러면 세 번 “예수!”해야 

돼.

(거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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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같은데서 하는 경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를 봐야 되고, 뭐를 타

기위해 예배를 봐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믿기는 자기는 무신론잔데. 밥 

한끼 얻어 먹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죠, 당연하게 있죠, 그럼. 어떻게 꼭 그 교회

를 믿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종교단체에서 나와서 뭐 급식하거나 이런 제일 큰 

불만이고, 뭐 이렇게 먹기 위해서 이렇게 막 종교를 믿는 시늉을…… 먹어야 되니

까- 할 수 없이, 그거 끝나야 밥을 주거든 …… 그걸 또 표현 해버리면- 고 관계

자들이 ‘먹지 말아라, 오지 마 다른데 가서 먹어라’ 그럴 수도 있으니깐요.

(거리 F)

  (2) 비 생  리

거리 무료 식의 경우 상당히 비 생 이라는 지 이 많다. 비 생 이

라는 지 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째, 음식자체나 조리과

정에서의 생문제이다. 둘째,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매우 많고, 수  등이 

생 으로 리되지 못하고 있는 에 한 지 이다.

먼  음식자체나 조리과정에서의 생문제는 단순히 생상의 문제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노숙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자신의 인생 

자체를 비 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을 인식하여야 한다. 

밥도 완전 쓰레기 있잖아, 쓰레기 …… (국밥에 넣는 재료로 무청을) 잘게, 잘

게 썰어가지고 그래 줍니다. 국밥인데, 국에도 그걸 넣고 또, 또, 또 김치 받으러 

가면 또 그 김치도 그기라카이. 떠가지고 이래 주는데 전부 쓰레기인것 같다니까

- 무 이거 채 썬 거 있잖아요. 무 이거, 이거 이파리 이거 …… 깍두기도 저그 먹

다가 있죠. 그거를 막 넣어논 것도 있더라니까, 누가 (입으로 베어) 먹고선 …… 

어떨 때는 국같은 데 침도 막 뱉고 하는데, 이 새끼들이...나쁜 새끼들이...그 말 

듣고 나 진짜 막 죽이뿔걸 그랬어.

(거리 E)

두 번째로 서울역 식의 경우 이용자가 많을 때는 1끼니 식사에 800명

까지 모인다. 의복이나 신체를 깨끗하게 리하여 청결한 노숙인들도 많으

나 그 지 않은 경우도 많다. 거리 노숙인의 경우 폐렴을 앓고 있는 사람

들이 많은데,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수 나 그릇 등을 집을 때 다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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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릇에 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생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 이

다. 

위생개념이… 먹고, 뭐 이런 뭐 그릇 같은 거 아, 내가 진짜 내가 먹긴 먹어도, 

‘이건 아니다’ 그것도 그러고 그 한 몇 백명씩 모여 있는데, 사람이, 그게 좋겠습

니까? 그러고 막 사람들 막 손도 안 씻고 막 그릇 잡고, 배식대 잡고, 뭐 수저 수

저도 이렇게 딱 놓는데, 이 사람 쪼물락 저사람 쪼물락 하나씩 집어간다 그래도, 

접촉이 많이 되거든요 …… 위생 상태는 좋아야 되겠더라구요.

(거리 D)

  (3) 음식 질의 문제

모든 무료 식의 질이 형편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이 차마 먹기 힘

든 음식이 제공되는 경우(앞의 거리 E 사례의 심층면  내용 참고)도 있으

며,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양분 섭취를 한 음식이 제공되

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는 노숙인이 많다. 

밥도 완전 쓰레기 있잖아, 쓰레기 …… 영양가 하나도 없대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날은 진짜 이걸 묵어야 하나 싶다니까~ 밥 얘기하지마세요. 열 받어 …… 

(거리 E)

무료--이… 저기 밥을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서 밥 주는 거라… 영양가라는 

건 떠나간 거예요 …… 밥을 준다고 해도 영양공급이 안되거든, 아니거든요, 사

실. 그 순간 먹고서, 몇 시간 동안은 버틸 수 있는 그런 밥이지, 몸에 영양이 비축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다보니까 힘들이 없어요. …… 쉽게 말씀드린다면 누

구하고 싸움이 붙어서 한방 맞죠? 그냥 뒤로 벌렁 넘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

들이 힘이 없어요.

(고시원 A)

  (4) 식과정에서의 침해

일반인들은 일부러 야외에서 식사를 하거나 소풍을 가는 경우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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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사방이 뻥 뚫린 곳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숙인 무료 식

의 경우 일반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배식을 받고, 그 주 에서 아무

게나 삼삼오오 모여서 식사를 한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방식으

로 배식을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일반 인 삶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식

사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노숙인

들을 가치 하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1번의 무료 식에 모여드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배식을 받고, 식사를 하

는 도 에 주  노숙인들과 부딪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완

히 개방된 거리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일반인들에게 보 을 때, 노숙인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스스로 심리  주 이 들 수도 있다. 

요즘 무료급식 장소에는 평균 한 끼에 600여명 정도가 온다. 그러니 자리가 좁

아서 서로 부딪히고 국물을 흘리게 되면 싸우고 맞고, 음식 다 엎고. 쪼그리고 앉

아서 먹기도 힘들다.

(거리 A)

(무료급식을 할 때) 그- 아무래도 인제 밥 먹고 그러면은, 저 뭐야 대외적으로 

인제 남한테, 아는 사람 만날까- 인제 그런 …… 그니까 남한테 보이기 싫고, 첫

째는. 그 담에 인제 자기 아는 사람이 봤을 때 인제 이런 개인 프라이버시- 그런 

게… 그런 것도……

(쉼터 C)

종교행사의 강요에서도 포함되었던 내용이지만, 종교단체에서 시행하는 

무료 식의 경우 상당부분 선교(宣敎)의 목 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

며, 이러한  때문에 노숙인 에는 무료 식을 하는 이유가 자신들을 이

용하기 해서이지, 순수한 목 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

람도 있다. 

아까 내 말했지만 밥 주는 부분도 생색을 많이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런데서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를 이용한다는 생각이 나는 많이 들

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나는 그것이 밥 주는 사람을 좋게 생각, 

좋게만 생각 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먹고 살지마는 근데 그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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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부분이 있죠.

(거리 M)

3. 생활공간으로부터의 인권침해

본 장에서는 노숙인들의 직 인 생활 장과 그 장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계에서 침해 받게 되는 사회  차별을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생활 장은 크게 거리, (지하철)역사, 쉼터로 구분하 으

며,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일반시민, 경찰, 아웃리치 상담원, 동

료 노숙인, 쉼터 실무자 등으로 구분하여 노숙인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살

펴본다. 

  1) 거리

노숙인들의 표  생활공간인 거리에서 어떤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

는 것인지 살펴볼 것이며, 거리에서 계하게 되는 상인 일반시민, 경찰, 

상담원, 동료 노숙인과의 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유형과 실태를 살

펴보자.

  (1) 일반시민

일반시민이 거리 노숙인에게 행하는 인권 침해는 크게 무시, 언어폭력, 

물리 폭력, 노숙인들을 이용하는 등의 문제를 심으로 살펴본다.

   ① 무시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이 일반시민들과의 계에서 가장 먼  직

면하게 되는 인권 침해는 무시이다. 노숙인들이 진술하는 일반시민들의 무

시는 1 에서 살펴본 노숙인들에 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며, 크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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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태도로 나 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천

시한다는 노숙인들의 진술에는 어느 정도 ‘그럴 것이다’라는 주  단

도 포함되어 있다.  

먼  일반시민들이 노숙인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행하는 발언을 살펴보

자.

우리가 술 먹- 술 먹고 있어도 일반 사람들이 술 안 먹- 안 먹은 사람 같으면 

편한데, 술 먹고 간 사람은 ‘아이씨, 길거리에서 술 먹냐’ 그냥 욕 욕하면서 지나

가는 사람 많거든요?

(거리 D)

지끔 말하면 (무료급식을 위해서) 모 이래 두 줄로 쫙-서갖곤 보통사람들 가, 

가, 가다가도 요, 욕 하고 가고 막 그래요. “저 사람 미쳤다고 밥 주냐?”고 하고.

(거리 E)

아 이렇게 좀 있으면은 인쟈 지나가다가 좀 안 좋게 생각하시더라구요. 에 "이

렇게 아픈데도 없는데 일도 안하려 하고 이렇게 하고 산다"고 지그들끼리 인쟈 얘

길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때는 좀 안 좋죠. 어쩔 때는 뭐 뭐랄까. 죽고 싶은 생각, 

그런 게 그런 말 들었을 때 있잖아요.

(거리 H)

그래 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동그란 의자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래도 한 60

먹은 할아버진데 와가지고 막 이걸로, 여길 딱!, 딱!, 딱! 쳐가면서, '나가라니까 

여길 왜 들어왔냐?’고 막, 막, 개 취급 하는 거죠, 뭐.

(거리 K)

한국 사람들은 다 외모 쪽으로 많이 봐요, 겉모습만. 일을 한번 시켜보고 짤르

던가 말던가 해야지, 겉모습만 딱 봐 가지고, “어디서 노숙하다 왔어요? 옷이 좀 

꾀죄죄하네요?” 아,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아, 됐어요!”하면서 면접 안 보고 나

와 버렸어요.

(거리 K)

이상의 노숙인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일반시민들이 노숙인들에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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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정상 인 사회  계에서는 할 수 있는 유형의 것이 아니며, 거리 

생활자들을 자신보다 한 단계 아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다. 이 듯 노숙인의 재 상황이나 노숙인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의 삶의 과정에 한 이해 없이 이루어지는 일반시민들의 말

은 노숙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리고 심각한 경우 (거리 K)의 진

술에서 보듯이 ‘죽고 싶은 생각’을 할 정도의 충격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노숙인들을 무시하는 발언은 언어폭력의 수 으로 이어진다. 

다음으로 노숙인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행하게 되는 일반시민들의 행

와 태도를 살펴보면, 일반시민들의 발언에 못지않게, 그 행 와 태도 한 

심각한 수 임을 알 수 있으며, 그 결과 한 ‘자존심’을 상하게 되는 경우

도 있다. 

길가- 가다가 춤 뱉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예전에 그거 때문에 많이 싸

우고 그랬어요.

(거리 D)

처음에는 모 도, 도, 동물원 쪼, 쪼, 쪼금 모, 모 보는 식으로 원숭이 보는 식으

로 막 쳐다보고 가고 그러잖아요. 

(거리 E)

이런, 에, 그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이 보, 볼 때요, 볼 때를, 술 먹고 거

기서 그러니까 천하게 봐요. 보기 땜에, 지나가다 이렇게 쳐다만 보고 모라고 그

러고, 지네끼리 뭐라그러고 막 가고 이래요. 여기, 여기 서울역 있어 봐도, 앉아 

있어 봐도, 날 두고 어쩌다 술  한잔씩 먹긴 먹으니까 어, 근데 그러드라고. 지네

끼리 얘기하고 쳐다보고 막 그러고 가고, 술을 안 먹은 사람에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하죠.

(거리 G)

이와 같은 일반시민들의 무시는 빈곤의 극단에 놓인 노숙인들을 바라보

는 일반인들의 시각이 여 히 개인  차원에서만 머물고, 개인의 나태로만 

치부해 버리는 사회  인식을 반 하고 있다. 아래 고시원 A의 사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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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노숙인들이 왜 노동시장에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인지를 조 이나

마 이해해 보자.

내용 모르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고, 왜 저거 멀쩡한 놈들이 일도 안 나가고, 

구걸하고 그러느냐고 그런, 그런 경우에 이제 설명을 해 주죠. 내가, “그런 게 아

니고, 주민등록증 없고 그래서 일 못나간다”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해요. 그런데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에이! 그래도 그렇지 일, 왜 일을 못하는데?” 그래요. "아저

씨 한번 닥쳐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죠. “한번 해보라고, 누가 일 시켜주는

지 한번 해보라고”

(고시원 A)

노숙인들을 무시하는 것은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만이 아니다. 일부 성

직자들 한 노숙인들을 무시하는 행태와 발언을 하기도 한다. 사례 거리

A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큰 교회일수록 우리를 (일반 교인들과) 갈

라둔다. 아  자리를 다르게 앉힌다.’라는 말을 통해 볼 때, 배를 보는 노

숙인들을 모두 구제 을 받기 해서 온 사람으로 인식하고 자리를 분리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숙인들을 부를 때, ‘나사로’86)라고 부른다고 

한다. 일반 신도들을 부를 때는 ‘신도님’ 는 ‘형제․자매님’이라고 부르

는 것과는 조 이다. 노숙인들은 ‘나사로’라고 부르는 이유가 부정  의

미이든, 정  의미이든 일반시민들과 자신들을 분리하고 차별하는 것으

로, 노숙인으로 낙인(stigma)을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호칭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리 E)의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교의 내

용에서도 직 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노숙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감싸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교회

에서 노숙인들에게 구제 을  때도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

람을 구분하여 차별 으로 용하는 경우도 있다. 

교회 가서 예배도 보곤 한다. 그런데 큰 교회일수록 우리를 갈라둔다. 아예 자

리를 다르게 앉힌다. 물론 작은 곳은 가족같이 대해주는 곳도 있다. 그렇지만 큰 

곳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리를 나사로라고 부른다. 누가 나한테 ‘집사님’ 

86) ‘나사로’는 성서에 나오는 인물로 거지 으며, 사후에 부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으로 가

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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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나사로’예요. 그런다.

(거리 A)

목사들이 내, 목사들이 뭐 땀에 목산지 내 모르겠어요 …… 아이, 그 사람같이 

안 보이데. 그 목사들이. 아이, 목사들이, 이야기하면 열 받어 …… 같이 안 봐요, 

사람같이. 연설도 하면서도 뭐 은근히 비꽈가 또 이야기도 하고 그니까 …… 저리 

되기, 저기, 저리 되기를 잘 했다는 식으로. 그래서 알잖아. 내가 그렇게 살기 때

문에 그리 됐단 식으로 있잖아요.

(거리 E)

하물며, 하물며, 교회에서도 구제금을 주는데 주민등록증 줘야… 교회에서도 

주민등록증 있는 사람만 지급하지, 주민등록증 없는 사람은 지급 안 해요. 근데, 

그, 목돈 주는 교회, 돈을 조금 더 주지, 이천 원에서 삼천 원. 한 달에 한번 씩 

주니깐요. 근데 없는 사람은 아예, 엄두도 못내요. 갈려고도 안 해요, 없는 사람

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흣, 흣, 구

제비가 남는 거예요(웃음)...  음, 그럼 교회가 몇 군데가 있다는 얘기죠. 목돈 주

는 교회. 한 달에 한번 씩 주는 교회가 (있어요)…

(거리 C)

   ② 언어폭력

언어폭력은 주로 권력자가 상  약자에게 행하게 되는 인격  모독이

나 상 방에 한 근거 없는 비방, 욕설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언어폭력

을 당한 사람은 정신 으로 심한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인 계나 사회에 

한 불신을 갖게 될 수 있다.

일반시민과 노숙인은 직  상호 계를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일반시민들은 노숙인들을 상으로 상  권력자로 군림한다. 아래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시민들의 욕설, 비하, 비방 등의 발언으로부

터 노숙인들은 완 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넌 왜 그라구 사냐, 젊은 놈들이-”, “젊은 사람들이 왜 그라구 사냐아-”, “이

게 뭐냐-?”화풀이 하는 거예요.

(거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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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들이 지나가면서 술 한잔 먹고 지나가면서 “어유-- 이 새끼야!”하

고……

(쪽방 A)

“젊은 놈들한테 모하러 (무료급식을) 주냐”고 해 싸코. “모 우리나라가 돈이 지

금 남아돌아?” 해 싸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막 어떤 때는 진짜 때려 쥑

이고 싶다니까네?

(거리 E)

일반인들이 밥 먹을려고 서 있으면, 그런 소리 한 두 번 들은 적 있어요. 몇 번 

들었는데, 일반인들이 지나가면서 쉽게 하는 말로 “저 바보 저 먹는다. 아- 저 자

식, 거지새끼 밥 먹는다” 해 쌌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무심코 던지겠죠.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상하죠. 그런 것도 있고, 일반인들도 솔직히 여기 

있다 보면 노숙 하는 사람들 보면 혀를 많이 차잖아요. …… “저 마- 사는, 저렇

게, 인생 저렇게 사나” 그런 소리 들으면 어휴-- 참-- 기분 많이 상하죠.

(거리 M)

이러한 무차별  언어폭력을 당하는 노숙인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

다. 첫째, 아주 기분나빠하고, 충격을 받는 유형이다. 이 경우에는 주로 노

숙생활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노숙인으로 자괴감에 빠지거나 자신의 처

지를 비 하게 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둘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유형이다. 이 경우는 노숙생활이 비교  장기 인 노숙인들이 해당되며, 

이미 인 계나 사회에 한 불신이 체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물리  폭력

노숙인들에 한 일반시민들의 폭력은 앞에서 살펴본 언어폭력에서만 

그치지 않고, 물리  폭력에 의한 신체  상해의 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신체  상해는 단순히 치료가 필요한 수 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심각

한 흉터나 지병을 남기기도 하며, 심지어 생명이 험한 수 에 까지 이르

기도 한다. 

본 연구를 한 심층면 에 참여한 노숙인들은 직  병으로 맞거나 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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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흉기에 찔리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당한 경우가 없었으며, 주로 그러한 

상황을 목격한 경우가 부분이었다. 하지만 쉼터 D 사례 남성의 경우 

2000년 기 등포 역 에서 앉아 막걸리를 마시던  가 자신을 때려

서, 항을 하던  칼에 찔려 보라매 병원에 입원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한

다. 이처럼 노숙인들은 물리  폭력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극단

인 경우 목숨이 태로운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다.

회현역 같은 데는 혼자 자다가 (지나가는 행인이) 그냥 칼로, 소주병으르두 찌

르고 ……칼, 칼 사건은, 헛, 작년인가 그랬어요. 병으로, 그냥, 얼굴 …… 병, 병, 

특히! 소주병 같은 걸로 그냥!, 예에, 아주, 그런 경우가 있죠. ……또 지나가며

는, 발길질도 하고, 치잇, 그으냥!! 귀빵망이를 때리는 사람들도 있구요. [지나가

는 행인들이] 맨날 싸워요!! 일주일에 한 서 너번은 싸울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그냥 다, 다 뿌셔버리고 가는 거예요-. 화장실이고 뭐고 맨 정신에는 그

렇지 않아요, 한잔 먹고! 그냥 화풀이 하고 가는 거예요!!! 

(거리 C)

폭력도 하죠. 맞은 친구들도 있구요. 그냥, 밤에 잠자고, 그냥 때려놓고, 그냥 

야반, 그, 그 도망가는데 잡을 수가 없죠. 누가 때렸는 줄 알고 잡아요. …… 발로 

차고! 저희로서는, 손을 댈 수 없어요. 왜? 저희는, 약자예요! 모두가 그 사람들을 

때리며는 저희가 다!……

(쪽방 A)

뭐 막 공원에 누워있다고 막 발로 차고, 차고 일어나라고 때리고 그런 거도 몇 

번 보고 그랬죠. 그런 거 동영상으로 찍어 가지고 말려야 된다고. 누워있으면 막 

발로 걷어차고, 막.

(거리 K)

대구역에 와가지고 저, (XXX) 거 가서 내가 좀- 이렇게- 말하자면 문 앞에 좀 

앉아 놀았어요. 고가 햇빛이 가리길래, 고 좀 앉아 놀다가 담배도 피고, 이래 가

지고 고 좀 앉아 노니께네, 주인아저씨가- "왜 여기 앉았냐" 그카면서 뭐라 카드

라고. 그래 내가 “아저씨 나 쪼금 앉았다 갈게요” 이러니까, “그래-도” 그카면서 

뭐라카고서 몽둥이를 갖고 뚜드려 패더라구요- 그래가 내, 허리도 못 쓰고. 그래

서 내가 파출소에서 신고를 했지요- 신고를 해가지고 인제 파출소를 갔지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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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하고- 그해 갖고 인제 거 파출소에 있는데 이렇게 아프니까 약도- 사먹으라 

카고 이래, 거- 아저씨한테 돈 해가지고 나를 주더라구요. (고소) 그걸 또 몰랐지

요.

(거리 Q)

   ④ 노숙상황 악용

노숙인들은 여러 범주의 사람들로부터 재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 당하

고, 그 결과 거리생활을 벗어나기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노숙인

의 신분(주민등록)의 매매, 명의 도용, 장결혼, 인원 동원, 공공부조 여

의 착복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노숙상태의 악용실태를 구체 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 신분 매매의 문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은 노숙생활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  자

원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빈곤의 극단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없이 거리

로 내 몰리는 경우가 부분이다. 따라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불법 인 일이든, 윤리나 도덕 으로 잘못된 일이든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 보상이 크다면 쉽게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힘들다. 이

러한 노숙인들의 상황을 알고 근한 사람들은 노숙인의 신분을 빌려 사

업을 하거나, 카드를 만들고, 차를 구입하는 등의 가로 일정액을 지불하

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세 이나 카드  등은 노숙인 앞으로 고스란히 

남는 등의 결과가 래된다.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심각한 수 의 채

무로 인해 노숙의 상황에서 벗어나기에 더욱 힘든 상황이 래되는 것이

다. 

그, 청량리 대합실에 여- 대합실에 앉아 있응께, 내한테 접근하더라구요. 그 사

람 꼬임에 넘어 가가지고 사업등록증 한번 만들어줬어요. 사업도, 한- 3년 전인

데. 사업등록증 맨들어 주니까. 그 사람, 젤 처음에 내가, 한 6개월 동안은 한 달

에 80만원씩 받아 묵었어요. 제가, 받아 묵었어요. 받아 묵다가, 6개월 후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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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나서 거 사장님이 오가지고 ‘사장님, 사업은 폐업됐습니다.’ 그래 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한 몇, 몇 달 지나니까 나한테 무슨 날라와, 보니까. 그, 그 

사업장- 그, 그 세금, 세금이 거의 한 22억이 가까이 돼. 응. 그 몇 년 사이에 그

렇게 세금이 날라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업을 계속 했으예. 하, 했는데 나한

테는 폐업했다 했그든. 금, 그 한 4년, 4년 가까이. 4년 안 되지 한 3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3년 동안 자기는 내 명의로 갖고 놀았다 이기야. 그래 난, 뭐, 60, 

80만원씩 한 6개월 받아 묵고……

(거리 L)

전부다 카드빚이다 해가지고 사람들 뭐 또 쪼그만 거 이래가지고 돈을 만들어 

주겠니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을 해가지고 완전 카드빚만 망글어 놓고 

카드빚만 망글어 놓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신용불량자가) 거의 지금 

80~90% 됩니다. 여 노숙 하는 사람 중 신분 깨끗한 사람 몇몇 사람 안 됩니다. 

한 100명 중 한 대여섯 명 나올까? 전부다 밤에 이래 사람들 꼬드겨서 여래가, 

카드 내가 얼마 해가지고 …… 그래가지고, 그거는 왜, 머, 머. “얼마 줄게, 얼매 

줄게” 해가지고 마. 예를 들어가 “휴대폰 같은 거 세 대 빼라. 한 사람한테 세 대 

빼주는데, 세 대 빼주면 돈 한 30만원 챙겨줄게”, 그래가지고 마 당하는 사람도 

많고, 그거하고 크게는 몇 천 만원 몇 억까지. 그렇게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하면 내 잘못으로 다 되버리지예. …… 신용

불량자 되는 사람도 그래가지고 많이 안 됩니까. 노숙자 중에, 노숙자들 누가 돈 

있습니까? 노숙자 저것들 전부다 명의 도용해가지고 그래 되었다. 은행에 전부다 

명의 도용해가지고…

(거리 N)

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면 좀 있다 그러면 다가와서 뭐 인감 좀 도용해 달라, 

도용해 줘봐야 사기예요, 다. 사기 쳐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기 

당하는 사람들. 그렇게 전화기 빼서 사기 치는 사람들. 처음에 핸드폰 한참 나올 

때 그것도 한참 저거 해먹었잖아요, 많이들. 쁘로커들이 많이 해 먹고. 차 같은 

거 많이 해 먹고. 내가 알기로도 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자 1급인데, 지체 

장애자 곱산데. 1급인지 2급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문산 사는데. 걔도 차 2대 빼

줬다가 이번에 호되게 당했잖아요. 가서 한달 살고 나와서 벌금 내고 막 그러잖아

요. 그런 거예요.

(쪽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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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같은 데는 거-노숙자들을 거시기 하기 위해서 여, 막 사기치는 일도 상

당히 많이 있더구만요.

(쉼터 A)

노숙인의 힘든 상황을 악용하기 해 근하던 사람들은 직  주민등록

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동료노숙인을 로커로 

세워서 유혹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신분사기 치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주위에 사람들, 같이 노숙한 아이들, 

이들이 이게 이- “형님 한번 해보실래요?” 이래요 “야 임마 끊어” 거절했죠. 지가 

“그런 건 못써” 그랬죠. 딱 거절했어요. “비록 없이 살망정 그런 행동하지 말아

라”, “깨끗하게 살면 하늘에서도 자기 노력한 만큼 대가를 줄거다”, “착한 마음먹

고 깨끗이 살아라” 그렇게 충고를 줬어요, 내가요. (그럼 그 동료들이 노숙하는 

분들이 모집책이었던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다리역할?) 그렇지. 이제, 돈 좀 없

으니깐 다리 놔 줄려고 그러지. 별의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쉼터 B) 

○ 신분증 분실에 따른 명의도용

노숙인들은 거리에서 생활을 하면서 물건을 따로 보 할 장소가 없고, 

지하철 역사의 물품보 함도 돈이 없을 때는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자신의 물건을 소지한 채 생활을 한다. 그리고 알콜문제를 동시에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주

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이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 명의를 

도용당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빚이 쌓이고,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가 되어 노숙의 상황에서 벗어나기에 더욱 힘든 결과를 래하는 경우도 

많다. 

쉼터 D 사례 남성의 경우 자신이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발생한 빚은 없

다. 그러나 노숙생활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이 있으며, 기 회사에 다

니는 사람이 신분을 도용한 이 있다. 신분을 도용한 자는 휴 화 6

를 개통하고, 그 요 이 연체되어 수 천 만원에 이르 다고 한다. 이 남성

은 경찰에 신분증 분실 사실을 알렸으며, 결국 신분도용 자가 검거되어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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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신용불량은 그 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쉼터 D 사례 여성의 경우도 재 신용불량상태에 있는데, 이 여

성은 정확히 어떻게 신분을 도용당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휴 화가 

5-10  사이 정도 본의의 명의로 만들어 졌고, 카드도 조흥, 외환, 국민, 삼

성카드가 발 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 여성은 정신지체 1 으로 채무의 

정도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옛날에는 거 노숙하는 사람들 이용해 가꼬, 뭐 주민등록 팔아가지고 그런 게 많

았거든요 …… 노숙인해서는 그거 이용해 가지고 그런 걸 불법, 불법으로 이용하

는 사람이 많아요

(거리 D)

(주민등록을) 빌려준 적은 없어. 내가 잊어먹은 적은. 잊어먹기는 잊어먹은 적

은 있어도……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 저, 차가 있다카니. …… 내가 운전을 할 

줄 알고 하는 거 같으면 내가 뺏다 케도 내 아니라캐도 거짓말로.. 거짓말로 안 

들릴낀데, 내가 운전을 할 줄 모르는데 차 있다카는 소리 들으니 나는 황당하지.

(거리 P)

저- 서울역에서 노숙하다가 주민등록증을 잊어먹어 갖고, 거, 주민, 주민등록

증을 줏은 사람이 900을 해먹었어요. 쪼끔 쪼끔씩 해서 돈을 이, 이, 일단은 주민

등록증을 살려 놓으니까. 날라 오는 게 어떠냐면 뭐, 대구은행 부산 외환은행, 난 

이런 생전 거래해보지도 않은 데야. 이런 데서 막 날라 오는 거야, 정신없이. 근

데 전부 합해보니까 900정도가 되더라고. ……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주, 주민등

록증 잊어먹음으로 해서 그걸 줏어 갖고 그, 도용해서 써먹는 놈들이 있다, 이기

에요 … 그것도 다, 그이, 살아가는 데 접근 해갖고 도용해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도용, 도용- 하는 뭐, 차 같은 거 이런 거 

이게 남의 명의 도용해 갖고 해도- 그 도, 도용-해주고, 당하고. 그런 거여, 부지

기수예요.

(쪽방 A)

○ 자의에 의한 채무

노숙인 스스로 아는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휴 화를 구입해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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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휴 화 구입 과 휴 화 사용료를 고스란히 자신의 빚으로 안고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신용불량은 아닌데 휴대폰만 지금. …… 한, 백 한, 사 오십 만원. …… 그 전에 

한번 아는 사람[한테] 휴대폰을 빼줬는데, 10개월 할부로 해서 빼줬는데. 내 이

름으로 해 가지고, 빼줬는데, 빼, 한대 빼줬는데, 그 사람이 연락 없이 그냥, 두 

달 같이 있다가 그냥, 그래 갖고 기계 값하고, 사용료하고, 내가 따로 한대 뺀 것 

있고…

(거리 I)

○ 장결혼의 유혹

주민등록 매매의 경우와 마찬지로 장결혼의 유혹은 재 몫 돈을 만질 

기회가 거의 없는 노숙인들의 상황을 악용하여 불법, 비윤리 인  알면

서도 장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본 조사에 참여한 노숙인들도 이러

한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할 은 분명 쉽게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라는 과 장결혼을 한 이후에도 약속한 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다. 

유혹을 많이 받았지. 위장결혼 하실 생각 없냐고 …… 많이 들어오지 …… 밥 

먹으러 가면.. 서울역에 앉아있어도 그렇고, 밥 먹으러 가면 스윽 접근해, ‘아저

씨, 위장결혼 할 마음 없어요?’ …… 초창기에 애들은 제대로 한 애들이라면 천오

백씩 챙겼는데, 초기에. 그런데 이제 브로커가 개입하면서, 겨우 2~300밖에 못 

받아먹고 그것도 일시불로 준다 해놓고 가끔씩 또, 많았지 그렇게 띵겨 먹은 애들

-. 그거 지금 바라고 괜히 순간 서류 몇십만원 어치 해서 다갔다 주고 그랬는데-. 

어이구~.

(고시원 B)

“중국여자하고 결혼하면은 오백만원 준다.”고, ‘그거 받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

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거리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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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권의 악용

수 권의 악용 문제는 지 까지의 문제와는 조  다른 측면이 있다. 최

근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은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이나 가정에 주소지를 만들어주고, 수 을 신청함으로써 여를 받는

데, 그 여를 시설장 는 주소지를 만들어  사람이 그 여를 가로채

는 등의 사례이다. 

본 조사에서 직  공공부조 여액을 강탈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는 없으나, 간 으로 경험한 사례가 있고, 특히 공공부조 여액을 강탈

하는 사건이 심심찮게 소개되고 있는 등 매우 요한 문제라 단된다. 특

히 공공부조 여액의 강탈은 두가지 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

어야 한다. 첫째, 수 을 받아야 하는 수 권자에게 여가 제공되지 않음

으로 해서 수 권자의 삶의 수 이 최 수  이하에서 머물게 된다는 

이다. 둘째, 국가의 사회복지 산은 국민의 세 으로 만들어진 공공재이

며, 이 공공재는 최소한의 인간 인 생활수 을 보장하기 해서 활용되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 이익을 해 용된 지극히 불법  행

라는 이다. 

(교회 주소로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하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있

죠. 그 가봤대요. 가 보이 이 새끼들 즈그가 그걸 빼가지고 저가 또 해묵어뿐대 

…… 그 돈을 그기, 그렇게 한다까드만은 …… 고 갔다가 또 바로 나오는거죠. 다 

나오는데 왜 나왔냐고 얘기를 하면 …… 그 돈 관계 따문에 그런다고, 믿었더니만 

목사가 나쁜 놈이라고…

(거리 E)

○ 생활용품의 매매

겨울이 되면 여러 단체나 종교기  등에서 침낭, 카 등 노숙인들이 겨

울을 나기 해 필요한 용품들을 나 어 주는 경우가 많다. 거리에서 생활

하는 노숙인들에게 침낭이나 카 등은 겨울을 나기 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약간의 음식이나 술을 조  살 돈도 당장 부족한 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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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상황을 악용하여 헐값에 필수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

람들은 자신들의 행 가 정당한 매매 행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노숙인들

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서울역에서도 그런 거를 종종 했, 나눠 줬었잖아요. 침낭, 파카잠바, 동절기면

은-. 그거 몇 개씩 타서, (XX)하는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일부러 와요 아줌마들이 

…… 돈 얼마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알았는지 와요! 와가지고 인제 ‘받은 거 팔아

라!’ …… 그거 갖고 아줌마들끼리 인제 다시 팔거나 아니면 나눠서 …… 이게이

게 갖고 다니기가 불편, 불편하고- 어디 놓을 때도 없고 …(그래서 팔아버리는 사

람들이 있어요)

(거리 F)

○ 부흥회 동원

부흥회는 성령으로 개신교 신자들의 믿음을 부흥시키기 하여 여는 특

별기도집회를 의미하나, 실에서는 교회의 성장을 이루려는 목 으로 열

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흥회에 약간의 구제 을 미끼로 노숙인들이 

동원된다. 그 이유는 다음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부흥회에서 

자기 교회의 신도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 으로써 보다 많은 신도들을 확

보하려는 목 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자기 교회가 노숙인과 같은 한계계층

의 사람들과도 함께 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구제 을 나 어주는 모습을 

보여 으로써, 교회이미지를 높여 신도들의 도덕심을 자극하기 한 목

으로 볼 수 있다. 부흥회에 노숙인을 동원하는 이 두가지 이유는 결국 보

다 많은 후원  는 헌 의 확보라는 궁극  목 으로 귀결된다. 

교회에 나가게 되서 교회에도 가끔 부흥회, 할 때 가끔 연락이 와요. 꼭 차야되

니까, 교회가. 부흥회라고 그러면. 그걸 보여주는데서 신도들이 더 생길 수가 있

으니까, 여기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밤에 아니면 낮에라도 가면은 일인당 돈

만원, 오천원… 뭐 오천원 주는 교회도 있고 만원 주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고시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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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철거 장 동원

재 노숙인들은 일당 6만을 벌기 한 일용노동을 한 구직도 힘든 상

황이다. 그리고 강제철거업체에서는 단순히 용역깡패를 고용하여 과거의 

방식으로 강제철거를 집행하기도 부담스러울 것이며, 일시에 많은 인원을 

동시에 동원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노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강제철거업체 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집단으로 노숙인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철거업체는 노숙인을 모집책으로 고용하여, 다수의 노숙인들

을 강제철거 장에 투입하는 것이다.  

강제철거 장에서는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할 것이며, 다치기도 할 것

이다. 이러한 험과 도덕  문제가 있는 강제철거 장에 투입되는 노숙인

들의 마음이 편하고 즐거울 수는 없다. 그러나 생존을 해 어쩔 수 없이 

강제철거 장 동원에 동의를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노숙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강제 철거 있잖아요. 그거- 앞에 서서 인제 앞, 주민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인제, 자기들은 ‘인제 안 나간다.’ 인제, 에, 거기서 앞에서 막고 그랬어요. (노숙

인들) 한 200명 이상 나갔어요. …… 강제 철거 나가면 …… 우리는 인제 때리면 

안 되니까, 이제 앞에서 인쟈 그냥 붙잡고만 있었어요.

(거리 H)

철거는 이제 어디 가서 막 그 저기… 뭐야 무슨 저기라고 해야 돼?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철거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 동네, 거기 가서 때려 부수고 하라는 게 

아니고, 데모하죠, 데모. 데모하는 거를, 양쪽이에요. 데모하는 사람으로 가는 게 

있고, 그 사람들을 부수로 가는 게 있고, 그 두 가지 저기가 있죠. 그런 거.

(고시원 A)

  (2) 경찰

경찰에 의해서 가해지는 노숙인 인권 침해의 유형으로는 거리에서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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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검문, 노숙인이 가해자일 것이라는 편견, 경찰의 권력남용, 직무유기 등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불심검문

경찰들은 역사 주 에 모여 있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들에 해 

수시로 불심검문을 한다. 특히 집  단속기간의 경우에는 불심검문의 횟수

가 상당히 많아지는 것이 실이다. 이러한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인해 노

숙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경우, 

언어폭력, 취침을 방해할 정도로 도가 지나친 검문, 수배 내용이 없는 경우

에도 계속 의심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경찰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제1항을 살펴보면, ‘경찰 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 의 사정을 합리 으로 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 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는 이미 행하여

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 에 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

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숙인들

의 행색이 남루하다고 하여 무작정 불심검문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인 동시에 법률 반이다. 

그리고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르면 불심검문 시에는 ‘…… 질문하거나 동

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 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 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며, 이러한 불심검문 행  

한 명백한 권리의 침해이자 실정법 반이다. 

경찰들 나오면은 잠자던 놈들은 다 일어나는 거죠. 며칠씩 잠 못 자고. 주민등

록 다 까발려야 되고, 없으면 또 조회해가고. 가고 나면 잠자고. 경찰들은 보통 

일주일이면. 사건 나면 일주일내로 계속 오니까요, 한 번 사건 나면. 또 공익근무

요원들 또 난폭하고-, 그렇죠. 못 자게 하면 갸들하고 또 싸워야 하니까요.

(쪽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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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저분하다고, 이 생활한다고 무턱대고 불신검문 하는 것이 불쾌했다.

(거리 A)

겨---엉찰--들은 이제, 뭐가 있을 때 그걸하냐며는, 단속 기간이 있을 때!! 단

속 기간이 있을 땐, 이제 다- 검문하고! 불심 검문하고! 그런 거 무슨, 어, 어- 초

창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죠. 처음, 처음에는 깨우고, 다 일으키고, 못 자

게, 못 자게 (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치곤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거리 C)

면접자 : 그렇게 (자기소속이나 이름을) 얘기하는 사람이 열에 몇 명이나 있어

요?

노숙인 : 한 명 정도 있고.. 뭐...

(거리 E)

아- 저기 인제 앞에 나가면 서울역 나가면 하죠, 인쟈. 불심검문… 아~ 많죠 

나는. 불심검문 하면은 그 신분증이 있으면, 앞에 탁 주면 되는데, 없으니까 인쟈 

뭐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지문 찍는 시늉) 해서… 손보죠, 손. 그러고 안 좋게 생

각하죠. …… 나는 저기 (경찰의) 이름 안 밝히면 나는 저기 안한다고 그래요. 이

런 거 ‘영장 갖고 온나-’ 뭐 저기 예를 들어서 저기- 이름 안 밝히고 소속 안 밝히

고 그러고 저기 이거 안(모자 쓰는 시늉) 쓰면 나는, 나는 저기 안 봐주는 성격이

라. 모자 써야 되거든요. 쓰고 인사를 해야 해요. 안하면 나는 안 해… ‘영장 갖고 

온나’ 그래요, 나는. 안 갖고 오면 나는 안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 저기 한 

시쯤에 (경찰이) 올라와 갔고 막 인나라, 그래서 뭐 그러고 인쟈 이름 적고, 뭐 이

러 저리 하니까 아무 이상 없으니까…

(거리 H)

검문에 대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 노숙한다는 

거 때문에 검문을 많이 당하는 거는 있어요. 본이 아니게 좀 검문을 당하는 경우

는 인격적으로 좀 그날은 검문을 좀 많이 당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

요. …… 나도 자존심 상하죠. …… 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너무 의식하게 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솔직히 일반인들한테 예를 들

어서 내가 뭐 아는 사람이 지나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마음

이 상하는 건데. 그런 것을 그 사람은 거의 배려를 안 하잖아요. …… 조금 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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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막 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 우리 노숙자라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 

안 해줍니다.

(거리 M)

(인권침해라고) 느낄 때는 머, 이래, 머, 경찰관들 이것들 신분증 불심검문 할 

때 …… 그때가 제일 많이 불편하고 일일이 가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줘가, 

지문 조회하고 짜증나고. 어떨 때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걸릴 때가 있고.

(거리 N)

지하, 역. 이를테면은 그런 데는, 공공장소나 이런 데 보면 수시로 불심검문이 

나타나요. 수시로 당하죠, 나가면. 그래서 가능하면 지하철은 안타요. 피곤하니

까. 별건 아닌데, 사람이 남한테 신분증 검사 맡고 이러는 게 기분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신촌에서 타고 어디 성내역에나 간다, 그러면 

신촌역에서 한번 검문 당하거든요? 전철역에서 내려서 또 검문 당하고. 두 번 세 

번, 하루에 어떨 때는 네 번 다섯 번. 그 인제 그런 게 영 기분 나쁘죠. 별건 아니

지만은. 아, 그 사람들이 딱, 잡는 게-.

(쉼터 C)

불심검문 에 수배자를 발견했을 때에도 최소한의 인격은 지켜주어야 

하나 거리 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불

심검문을 실시하고, 수배기록이 나왔다고 “당첨 다”라는 등의 표 을 쓰

는 것은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

민등록 조회를 통해 수배기록이 없을 때이다. 이 경우 정 히 사과를 하고 

물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을 하면서 재차, 삼차 조회를 해보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노숙인을 당연한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을 단 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불심검문) 잡는 거 맨, 그러니 나쁜 노무 새끼들이라니까요 …… 막 부르고 막 

그란다니까요. 부르고 막 그래요 …… 너무 쫌 이래, 이래 해 쌋다가 내가 절로 

가니까네, “아, 아저씨 오소, 오소.” 이러더라구. 경찰들 앞에 가면 안 잡아요. 이 

새끼들이. 저번에 새끼가 …… 그거 넘 보기에도 안 좋지. 아우- 막 그 현장에서 

잡히기도 하고 가니까니 검문해가 바로 “가자.” 이래 나오기 따문에 …… “당첨됐

다”하면서 가자는데, 경찰이 그라더라, “XXX이 잡았다. 당첨됐네.” ……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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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나 문제가 없을 때는) “신분증 없는데요” 그럼, “와 없냐”고 그래요. 그럼 내 

그러죠. “아이, 신분증 있는 거트면(것 같으면) 내 여 있겠냐”고. 그람 “(주민등록

번호) 불러나 좀 주소.” 이래. 그럼 불러주면, 불러주면 또 안 나오거든요. 솔직한 

말로 그 인자 번호 적어가 안 나오면 기분 나쁜 기 ‘요 새끼 뭐 걸릴 거 같은데’ 

안 나오거든. 그래갖고 지문까지 보대, 이 새끼가. 그래가, 또 한 번 더 그러면 

또, 또, “이상하다”(그래요). 또, 또 한 번 더 찍어본다니까 이 새끼가. 먼저 새로 

더 한번 물어봐. 거 뭐 물어보고. 나쁜 새끼들이라 카니끼니 …… 

(거리 E)

불심검문을 당한 노숙인들의 경험을 통해 보았을 때도, 해당기 에서는 

개인에 한 정보를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처럼 기 에서 개인의 정보를 모두 다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부

조 수 권의 인정 등 노숙인들이 재의 어려운 생활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의 용  개발에 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행 제도는 노숙인들의 재 상태를 그냥 방치해 두고 있으며, 집

단속기간이 되면 범법자들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불심검문을 강행하고 

있다. 이 듯 노숙인들은 2 , 3 의 배제와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서울역에서는 많이 걸리죠. 서울역에서는 뭐- 한 달에 한 두 번은 걸리죠. 예, 

밤이고 낮이고 없습니다. 지하도도 그렇구, 심심하면, 심심하면 걸려요. (주민등

록증)없으면 (주민등록)번호 대구. 주소두, 주소랑 번호만 대면 나오니까. 거긴 

뭐, 거짓말 못해요. 다- 다- 뜨니까. 다 떠요, 사람 얼굴까지 떠요, 얼굴까지. 안

되면!! “이 양반이 거짓말 하네?”[하고] 그--음방 알아버려요!! 사람 얼굴 다 뜨

구, 지문 남바 다 뜨구, 오초면 얼굴 딱! 떠요. 지문에도 남바가 있어 가지구... 거

짓말 못해요.

(거리 C)

   ② 경찰 권력 남용  직무유기

경찰법 제4조에서는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 하고, 국민 체에 한 사자로서 공정

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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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의 권한이 남용되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경찰 권력은 무

소불 의 권력이 아니며, 군가의 에 군림할 수 있는 권력 한 아니라

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뽐내며, 타인들이 

굽실거리기를 바라는 듯한 경찰의 태도는 명백한 잘못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찰의 태도는 사회  최약자인 노숙인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특히 잠을 자고 있는 노숙인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깨워서 불심검문을 

한다거나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취침을 방해한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임에 틀림없다. 

(밤에 자고 있을 때도) 경찰들 한 번, 한 번 쓱 바뀌잖아요. 한 번 더. 바뀌면 

인자, (순찰 및 불심검문을)하기 따문에.

(거리 E)

그런 건 좀 있죠. 자는데 막 형사들이 말야, 가오다시 잡으면서 확 막 깨우면서 

말야, 피곤하게 하는 거야. 사복형사들이 술 한 잔 처먹고 가다가 일부러 객기식

으로 막 아우 막 그러더라고 깨워가꼬.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

면서 자지 못하게 내쫓고 지들이.. 그런 일이 좀 있었죠. 막 형사 증 내놓고 자랑

하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신출내기들이 형사 되어가지고 우쭐하는 것 있잖

아요? 그 만만한 우리한테 화풀이, 가오다이 잡더만. 옛날에 을지로 입구에서 노

숙하는데 가끔 가다 와서 새끼들 검문하면서 쫓아내면서 가오다이 잡고, 그러면 

항변을 못하잖아.

(고시원 B)

경찰법 제3조에서는 경찰의 임무를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의 보호

와 범죄의 방ㆍ진압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로 명시하고 있다. 쉼터 A 사례의 경우 심각한 생명과 신

체에 심각한 문제에 착한 노숙인이 있음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신의 담당’이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개입을 거부하 다. 

이는 국민의 생명권에 한 심각한 침해이며,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한번은 그- 영등포역에서 나 일 나가려고 새벽에 지하도를 이렇게 들어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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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피가 머리에가 흠뻑해요. 흔들어보니까 기

척도 없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바로 앞에 파출소가 있더구만요. 그래 내가 거기

서 신고를 했더니 나보고 119로 연락을 해서 고리 신고로 하라 이거예요. 자기네

들을 그거 담당이 아니라고. 와보지도 않고. 그래 내가, 여보세요. 여기는 경찰서

고 옆이 이꼴 내, 내가 거시기하는 것이지 만약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당신 고소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사 갔는지 어쨌는지 나는-그냥 일 하러 갔으니

까. 저녁에 일 끝내고 옴서 보니까 사람은 없으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

다. 이 무감정, 무감각적인 거 사람이 그래 신고를 해도 만약에, 근께 주변에서도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사람을 때려가지고, 맞아갔고 신고를 하면 진단서 뭐, 

진단서를 끊어와라. 그래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구요.

(쉼터 A)

거리 H 사례는 강제철거 장에서의 경험을 들려주고 있다. 거리 H 사

례는 강제철거 원으로 장에 참여하 으며, 함께 간 노숙인들이 아무런 

안 장비도 없이 인간방패로 제1선에 배치가 되었고, 그 뒤로 경찰이 배치

가 되었다. 물리  충돌이 발생할 것이 자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은 어떤 개입도 하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가 험한 상황을 방치해 

두었다. 이러한 경찰의 행태 역시 심각한 수 의 직무유기이자, 인권침해

이다.

인제 저기 아파트 저기 인제, 인제 뭐라 그러지? 이삿짐이 아니지. 강제 철거 

있잖아요. 그거- 앞에 서서 인제 앞, 주민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인제, 자기들

은 ‘인제 안 나간다.’ 인제, 에, 거기서 앞에서 막고 그랬어요. …… 강제 철거 나

가면 …… 우리는 인제 때리면 안 되니까, 이제 앞에서 인쟈 그냥 붙잡고만 있었

어요. …… (방패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안 들었죠. …… 아 뭐 인제 저기 하다 보

니까 얻어맞고 그랬어요. …… 이제 그쪽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때리면 안 

된다 하니까 …… 우리가 제일 앞에 서고, 그러고 그 뒤에 그 의경들인가 전경들

인가 뒤에 서 있었죠. …… 나 어깨, 그때 좀 맞았죠. …… 그쪽에서 앞 주민들 낫 

있잖아요. 저쪽에 어디서 왔더라, 영등포에서 온 사람인데 찍어 버렸어요. 여기, 

여기 옆구리 있는데. 그래가지고 119에 실려 갔죠. …… 이런데 무릎 까지고 그

런 사람도 있었어요. …… 몽둥이로 머리 맞아가지고… 무조건… 무조건 앞에 가

서 뭐 저기 저, 저, 저 아침에 얘기하기를 무조건 뭐 저기 ‘시비 걸지 말고 뭐 하

라’ 하더라구요. 뭐 ‘한대 때리고 그러면 쯧 한 대 맞고 그러라’더라… 그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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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서 우리는 시키는 대로…”

(거리 H)

   ③ 잠재  범법자라는 편견

한민국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결이 확정될 때까지

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법 제4조에 따르면 ‘경찰은 국민 체에 한 사자로서 공정 립을 

지켜야’한다. 그러나 본 연구를 한 노숙인들과의 심층면  결과에 따르

면, 노숙인들이 생활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싸움이 일어나면 경찰들

은 노숙인의 말은 믿지 않고, 일반시민들에 해 노숙인이 뭔가 잘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정확히 

아래 노숙인들의 상황에 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요한 것은 

1차  책임이 노숙인들에게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건에 근하거나, 공

정 립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명확한 인권 침해이다. 

그리고 노숙인들에 한 경찰들의 편견에 의해 노숙인들의 인권이 침해

된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면, 노숙인들을 상으로 불심검

문을 강화하여 집 으로 실시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쉼터 D 사례 남성의 경우를 보면 일반시민에게 구타를 당해서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오히려 이 남성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이 남성

을 나무라는 등의 경험을 하 다고 한다.

예, 그 사건 있는데도. 그 인제 자질구레 해갖고 인제 그 파출소 갈 때마다 고

게 좀 틀리드라구요. 일반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아 뭐, 이, 해갖고 싸움 말

리다 이렇게 해갖고 인제 그 참고자로(참고인으로) 갔는데. 뭐, 어, ‘집도 없는 새

끼들 뭐 이런데 와서 뭐, 싸우고 지랄하냐?’

(쉼터 F)

그게 물론 하두 노숙자들이 많고 그런 일이 많아서 그런가, 뭐 싸움같은 거 해

가지고 신고를 한다든가 그러면 걍 무감각적이고……

(쉼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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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일반 행인하고 싸워서 들어가면 노숙자는 100% 불리하게 돼 있어. 왜냐

하면 그쪽 가족들이 와가꼬, 다다다다 쏴대면, 노숙자는 지가 잘했다 하더라도 자

기 말이 안 먹히고 바로 이, 그러니까 안 가야 돼. 가면 지게 돼있다고. 파출소 들

어가면 노숙자가 진다니깐. 

(고시원 B)

  (3) 아웃리치 상담원과의 계

아웃리치 상담원들은 부분이 쉼터 실무자이거나 자원 사자들이며, 

이들의 역할은 주로 응 한 환자를 악하고, 이송이 필요할 경우 극

으로 개입하며, 쉼터  노숙인 지원서비스에 한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다. 아웃리치 상담원들은 늦은 시간 노숙 장에서 상당히 필요하고 의미있

는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인 지원체계가 확실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

지만 쉼터 D 사례 여성의 경우 오랜 기간 거리에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

하고 한 번도 상담원을 만난 이 없으며, 쉼터 생활 경험은 재 생활하

고 있는 쉼터가 처음이라는 은 아웃리치 서비스의 체계에 심각한 문제

가 있음을 보여 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의 사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량리에서 밥 먹을 때 (쉼터에 대한 소개를) 들어본 적 있다. 어디 가면 밥먹

을 수 있고, 잠도 자고 그런다고. 안내장 같은 거는 없었다 …… 드롭인... 센터? 

그런 거 들어본 적 없다.

(거리 A)

(쉼터는) 뭐, ‘자유의 집’도 없어졌다고 그러고, 거 뭐, 영등포 거 뭐야, ‘XXXX’

은, 거기는 가기 싫고. 쉼터에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서 못 가고…

(거리 S)

면담자: 혹시 다니시면서 이런데 가면 쉼터가 있어요. 혹은 이런데 가면 옷도 

빨아 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든가. 이런 얘기 못 들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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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어요?

노숙인: 네

면담자: 그러면 이렇게 알려주는 분들 한 번도 못 만나보셨어요?

노숙인: 네

면담자: 혹시나 그 인제. 거리생활 하실 때에 티를 인제 그 노란색 윗도리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저녁에 못 보셨어요? 혹시?

노숙인: 못 봤어요.

면담자: 어.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노숙인: 못 봤어요.

면담자: 상담하러 왜, 저녁에 노숙하는 분들과 얘기하고 그러면서 노란 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런 생활, 1년 그런 생활하시면서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노숙인; 네

면담자: 그럼 뭐.. 그러게...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었네. 그리고 

지금 무료진료소나 이런 데가 서울역쪽에 있었는데 그런데는..

노숙인: 그것도 못 봤어요.

면담자: 그런 것도 다 모르셨고? 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데도 한 번도 말 걸어 

본적이 없단 말씀이신거죠? 

노숙인: 네

(쉼터E)

노숙인들은 아웃리치 상담원들을 ‘허수아비’로 인식하고 있다. 아웃리치 

상담원들은 노숙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거나, 

응 환자가 발행할 때나 노숙인들이 직  상담을 원할 때만 자신의 역할

을 수행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다. 

아웃리치 서비스는 소극  의미와 극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소극

 의미에서 아웃리치는 노숙인 지원체계의 최종  달행 자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보다 극  의미에서 아웃리치는 노숙인의 생존권을 확보

하고, 노숙인 개개인에 맞는 주거, 의료 등의 서비스를 히 제공하기 

한 포 인 시스템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아웃리치를 극 인 측

면에서 이해하고, 노숙인 자립을 해 매우 요한 서비스로 인식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한 아웃리치 상담원들이 이러한 역할을 간과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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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인권보장에 치명 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노숙인의 아웃리치 상담원들에 한 부정  인식은 단순히 상담

원 개인의 책임이나 아웃리치 능력의 문제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노숙

인들에게 직 으로 필요한 개입을 하기 해서는 아웃리치 상담원들이 

노숙 장에서 보다 극 으로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노숙인 지원체계

를 명확히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숙인의 기본  인권을 

보다 극 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노란 옷 입고 다니는 상담원들은) 그냥 걔네들은 허수아비에요 필요도, 필요도 

없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도움이 되는 일은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을 하는 거

를 하고 그렇게는 해야 되는데 대화를 알아야 하는데. 하는 것도 없고, (XXX) 가

는 건데 뭐. 허수아비야 얘네는. 옷 입혀놓은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에요. 아무 저

기도 없어요. 대화도 없고, (XXX) 선도 그게 뭐 (XXXXX) 노란 옷만 입으면 그거 

되나? …… 지나다니지 그냥. 옷, 옷, 노란,옷만 입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추워서 들어가는거랑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XX) 안 나오는게 나요.

(거리 F)

드롭인 실무자들이 직접 와 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 먼저 하는 거 보면은, 아

저씨들이 찾아가기 전에는, 그냥 빙글빙글 돌아다니더라구요. 하지 않아요. 누가, 

누가 보면은 왔다 갔다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거, 그리고 시간 되면은 내려가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선 그렇게 봐요. 먼저 가서 

말을 안 시키더라구요. 응급한 환자 같은 거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 굳이 와 가지

고 말 시키고, 그런 건 없어요. …… (쉼터로 데리고 가는 경우에는) 그게, '수 채

우려고 데려가려는 모양이다.’그렇게 생각해버리죠. 

(거리 K)

노숙인들에게 아웃리치 상담원들은 상담이 가능한 노숙인들에게만 화

를 시도하고, 쉼터입소를 권유하거나 안내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데, 이러한 은 쉽게 간과될 수 없는 문제이다. 즉, 개별 노숙인의 특성에 

맞는 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 으로 노숙인의 자립에 기여할 

목 으로 수행되어야 할 아웃리치가 특정 노숙인에 한 차별 는 배제

로 이해될 수 있다는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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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  결과를 살펴보면, 아웃리치가 노숙인 지원 체계 내에서 매우 

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실 으로는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서는 

아웃리치를 한 포 이고 체계 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  노숙 장에서 노숙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욕구를 악하여 개입을 하

거나 필요한 정보를  수 있어야 하는 상담원들이 노숙인에 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근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실질 인 상담이 이루어

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노숙인 지원체계의 확립과 함께 아웃리치 상

담원들에 한 교육 한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내보곤 안 물어보드라고 …… 내보곤 안 물어보드라고. 그래, 내 그래 “이 씨발

놈들 와 내한테 안 물어”본다고 …… 저 사람한테 말해봐야 필요 없겠는가 싶어

가 안 물어봐.

(거리 E)

학교에서 사회복지과를 대부분이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근데 노숙

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상황에서- 온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들어 와가

지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사회복지과를 나왔다고 그러지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 좋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선뜻 다가가서 얘기할 그런 것도 못 되고. 

전혀, 전혀 노숙인들 하고 대화 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으니까 …

(거리 F)

(상담소를 찾아가 보면 상담원들이) 고압자세야. 그 무슨 므, 므, 경, 경찰관이 

누구 피해자(가해자) 무슨 신고(취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 모여, 노숙생활

한지 얼마나 됐어요?”이런 식으로. 참 불만, 불만, 불만족스럽더라구. 

(거리 O)

  (4) 노숙인 간의 권력 계

비슷한 수 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노숙인 간에도 권력 계는 성립

되어 있다. 노숙인 간의 권력 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물리  

힘이다. 물리  힘이 강하고,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상 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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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수 노숙인들에게 신체  해를 가하거나 품을 갈취하는 등의 폭

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쉼터 D 사례 남성의 경우 2001-2002년경 등포역 

앞에 앉아 있던  술에 취한 노숙인에게 느닷없이 폭행을 당했고, 119가 

와 충무병원에 가서 머리를 꿰맸다. 머리를 꿰매고 다시 등포역으로 왔

는데, 당시 쪽방과 거리에서의 생활을 반복하던 사람이 술에 취해 쉼터 D 

사례 남성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여, 5개의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어 4

개월 동안 입원 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 당시의 물리  폭력으로 인해 머

리에는 아직도 큰 흉터가 남아 있으며, 재 남아있는 치아도 심각하게 흔

들리고 있어 딱딱한 음식이나 고기는 먹기가 힘든 상태이다. 그리고 쉼터 

D 사례 여성의 경우에도 거리노숙 생활  자리다툼으로 인해 동료 노숙

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 

(노숙인들이 많아지던 1998년 즈음) 당시에는 진짜- 소주병 같은 게 막 날아 

댕기고, 힘없는 사람은 그냥 막 두들겨 패고, 진짜 첨 나온 사람들이 거기 돈 몇 

푼 가져 와가지고 다 뺏기고, 진짜- 살벌했지요 …… 이게 얼굴을 처음 팔 때가 

좀- 힘들어요. 낯을 가리는 사람도 있을 꺼고, 또 힘이 좋은 사람은 그냥 고 들

어 올 수가 있는데, 이 허튼 낯을 가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첨에 그 

사람들 하고는 있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부담을 주죠. ‘아 저 새끼가 

과연 옆에 두고 자면 나를 밤에 그냥 놔 둘 것 인가’ 이 부담감 때문에, 헌데 그게 

이제 거 하루 이틀 지나서 뭐 보름 지나서 그 사람하고 술도 한잔 같이 먹을 것인

가. 예. 그러고 나면 그 쑥쓰러움이 사라지는 편이죠. 사라지는 편이고. 서울역 

같은 경우에도 살벌한 거라는 거는 서울역에는 주먹쪽에서 다니던 사람들이 

(XXX).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나타나는 놈은 가만 안 둬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 나타나는 사람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울역에 그런 사람 

없다는 보장은 지금도 엄청 바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아니까 또 어느 정도 그 

사람들 하고 대화가 또 가능 하니까 가만 내비두죠. 그러나 처음 나타난 놈들 뭐 

서울역에서 술 먹고 뭐 (XXX). 그러기 때문에 처음 나타나는 사람은 불안감을 조

성을 받을 수 있죠.

(거리 B)

약자가, 강자가 약자를 거기에서 또 상대하면 어쩔 수 없이 맞게 되어 있어요, 

또. 약하니까 힘이 없으며는 죽는 애들 두 많지요. 허지만 하소연할 때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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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 있는 대로 내놔! 너 어디 누가 왔다가서 2만원줬지, 3만원 줬지”한다면, 

다, 다 뺐기는 거예요, 없어요. 거기, 거기에서도 같이 또, 거기 팀에서도 또 우두

머리가 또 생기기 마련이예요. 이히힛, 히, 힘있는 자가 또 지배하는 거예요, 거

기에서도.

(거리 C)

노숙인 간 물리  힘의 차이에 따른 피해는 여성 노숙인의 경우가 더욱 

심각하다. 거리 Q 사례는 여성 노숙인으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말해 다. 

요 며칠 전에 (무료급식에) 가가지고 또- 남자들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싸워가

지고. 내가 그러고 그, 그러고부터 그, 내가 잘 안 나간다니까요. 내가 여잔데 무

슨 힘이 있으요. 좀 뚜드려 맞았지요. 맞고 나선, 그 후로부턴 내가 잘 안 나간다

니까요. 무섭고- 좀- 쯧, 그런 게 있드라구요. 무섭기는 무섭지요. 줘 패고 싶어

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해 놓고는 뭐, 내 눈에 또 안 보일 때도 있고 보일 때고 

있고. 뭐 그러다가 내가 뚜드려 맞죠. 나는 힘이 없어 가.

(거리 Q)

  2) 역사

노숙인들의 주요 생활공간  하나인 지하철역에서 발생하는 노숙인들

에 한 인권침해는 부분이 공안이나 역무원과의 계에서 일어난다. 역

사에서 일어나는 노숙인에 한 인권침해의 유형은 주로 역사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 공안이나 역무원들의 언어폭력  물리  폭력 등을 

들 수 있다. 

  (1) 역사 이용의 어려움

지하철역은 공공시설이다. 공공시설이란 개인의 소유가 아니며, 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러나 노숙인들은 지하철역이나 철도

역을 마음 로 이용할 수가 없다. 공안들이 노숙인들이 합실을 마음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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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지 못하게 제재를 가하기 때문이다. 

먼 , 심층면  결과를 통해 노숙인들의 역사 이용의 어려움을 구체 으

로 살펴보자.

서울역에서 어--, 테레비 좀  보구요. 쪼--끔 보고, 쪼까내면은 또 나오고... 

한, 삼십분 타임으로 쫓아내니깐요. 일면은 한 시간! 지네들 맘이에요, ‘쪼오끔 봐

준다’ 그르믄, 따악-- 봐가지고, 씨티 봐가지고, 씨이, ‘노숙자가 별로 몇 명 없

다’ 그러면 싹-- 봐주고, 쫌. ‘모인다, 모였다’ 그르믄 또 쪼까내고…

(거리 C)

그 자체가, 여름에 같은 경우는 들 한데, 겨울엔 춥잖아요? 그니까 뜨뜻하고. 

근까, 자꾸 들어가면 쫓아내고, 또 들어가고 쫓아내면 또 들어가고. 그런게 반복

되는 거예요. 여름에 같으면 누가 보고, 있으라 그래두 안 있어요! 

(쪽방 A)

대합실은, 자기가 좀 힘들어요. 한시반쯤 들어가거든요. 그럼 아침에 다섯시나 

네시 사십분정도면 다 깨워요. 그럼 의자에 앉아서 두시간, 그니까 여기서 있으면 

잠을 못자요. 왜 그러냐면 그기 열두시까지 있어도 거기 의자에 고대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노숙자들은 거기를...오래 못 앉아 있어요.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거려

서, 예. '그럼 좀 나가 계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와서 바

깥에 나와서 모 담배도 한대 피고 사무실에. 그 나와서 태우고 있는데요, 담배 피

다가 한 삼십분 있다가 또 얘기하고 들어가서 쫌 있다가 그러면 잠을 못자는 거예

요.

(거리 G)

서울, 서울, 서울역이요? 아, 나가, 나가라고 했어요. 그 안(저녁 11시까지)에 

한, 한, 두세 번 하지요. 나갔다, 들어왔다…

(거리 L)

공안들이 노숙인들의 합실 이용을 지하는 이유는 합실 내에서의 

음주, 소란행 , 단정하지 못하고 더러운 의복으로 인한 화감 조성, 합

실 의자의 유 등이다. 물론 공공의 질서라는 명목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해를 못할 이유들도 아니며, 분명 노숙인들이 역사 합실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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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잘못하는 도 충분히 있다. 하지만 노숙인들이 합실 이용을 

지하는 이유를 구체 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합실 내에서의 음주문제이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 는 부

분의 공공장소에서나 시설에서 지되고 있다. 따라서 역사 합실에서의 

음주행 는 분명히 잘못된 행 이며, 어떤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합실에서 음주를 하지 않는 노숙인들도 역사 밖으로 나가  것을 종용

받는다. 

둘째, 소란행 이다. 심각한 소란을 일으키고, 타인에게 방해를 하는 경

우에는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기 이 무엇인지 분

명하지 않다. 합실에서든 객차 안에서든 큰소리로 통화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령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으면서 노숙인의 소란행 에 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 그리고 조용히 합실에 앉아 있는 노숙인들도 역

사 밖으로 나가  것을 종용받는다. 

셋째, 남루한 의복에 의한 화감 조성이다. 재벌 기업가가 최고  승용

차를 타고, 많은 경호원들과 수행원을 동하고 역사 합실에 나타나면 

심각한 화감이 조성된다. 그러나 그들에게 역사를 떠나  것을 요구하지

는 않는다. 그러나 노숙인의 경우 남루한 의복뿐만 아니라 의복이나 신체

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공안들이 심각한 악취가 나는 

노숙인들만 골라서 역사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아니다. 

넷째, 합실 의자의 유이다. 합실 의자는 지정좌석제가 아니며, 노

숙인이 아닌 경우, 를 들어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합실에 하루 종

일 앉아 있다고 해서 역사 밖으로 나가  것을 받지는 않는다. 노숙인들은 

채 1시간도 합실 의자에 앉아 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숙인들이 합실을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

하는 이유에는 분명히 노숙인들에 한 편견과 차별이 작용하고 있다. 이

것은 노숙을 한다는 이유로 노숙을 하지 않는 사람과 차별을 하는 것이며, 

동일한 기 을 용하지 않는 인권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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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언어폭력

철도직원들이나 노숙인들은 동일한 인격체이며, 한국 사회에서 연장자

나 모르는 사람에게는 높임말을 쓰는 것은 습  질서이다.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개인의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

말을 하는 경우 있다. 이러한 공안들이나 역무원들의 언어  폭력은 노숙

인들 동일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며, 노숙인의 인권을 침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철도공안들이 없으면 역사 내부에 들어가자는데 공안을 발견하면 놀라 다시 

나오곤 했다. 공안들은 “저 인간 안 되니까 끌어내라”하는 말을 하며 단속을 

했다.

(쉼터 D 남성)

“이 새끼, 이 년아”

(쉼터 D 여성)

고 어떤 때 쫌 이래 뺑 둘러가 앉아 있고, 하면 뭐 …… 와가지고 뭐 무게 잡고 

다니면서 뭐 나가라 해쌋고 아이고 …… 아, 쉽게 말하면 사람같이 안 보잖아요. 

우리를 …… 쉽게 말하믄, 쉽게 말하믄, 쉽게 말하믄 반말도 아이고, 높임말도 아

이고 그래, 그렇게 얘기해요 …… 내 여 공안들을 예, 사람같이 안 봐요. 지도 내 

사람, 사람같이도 안 보겠지만, 나도 안 봐요. 그런 새끼들.

(거리 E)

인권침해는 인제 그 그- 역원들이 인제 반말 하는거 자체 …… 야, 쟈 하고 그

러고 하면 거기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인제. 나이도 안 따져 그놈의 새끼들은. 그

게 큰 문제고. 그리고 공안 요원들이. 거의 반말이라고 봐야 되요 거의.

(거리 F)

  (3) 물리  폭력

신체  해를 가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벌어져서는 안 될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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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침해이며, 분명한 법률 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행 이다. 

쉼터 D 사례 여성에 따르면 공안들의 폭행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종

종 “이 새끼, 이 년아”라는 욕설을 하고, 더 화나면 따귀정도를 때린다고 

한다. 아래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철도 공안들의 물리  폭력은 역사에서 

노숙인들을 완력으로 끌어내는 경우와 노숙인의 신체를 가격하는 경우로 

나타난다. 

이 공안실, 이 서울역 이런데서 인제 일어나는 사건은, 여름에는 그렇게 드물어

요. 겨울에는 추운데 쫒겨나니까. 술 먹구, 싸움질 하고 그러다 보면 인제 저거가 

되는 거지. 여름 같은 경우는 거기 누가 있으래도 안 있으니까. 더워 죽겄는데 거

기 누가 들어가 있어. 근데 이제 한 가지 뭐냐. 돈에 궁해서 어디 오가지 않고, 거 

손님들한테 구걸을 하다가 붙잽혀 가서 두드려 맞고 그러고 저 이런 불상사가 인

제…

(거리 B)

끌어내고, 막! 에이, 장난 아니에요!

(거리 C)

사람이 다 성, 마음이 다 틀리듯이 공안도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좀 더 끝발 위주로 자기가 끌어내고 막 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런 사람도 있어

요.

(거리 G)

그런 거 하면은 그거 공안실로 끌고 가는데요. 그 딱지 끊고 막 그래버리는데. 

서울역에 그 죽은 것도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거리 K)

  (4) 기타 권리의 침해

앞에서 경찰들에 의해서 가해지는 노숙인의 인권 침해 부분과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다. 경찰들과 마찬가지로 공안들 한 립  입장에서 근을 

해야 하나 장에서는 역무원들의 말을 우선 으로 신뢰하고 노숙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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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무시되는 등 항상 노숙인이 문제인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인권침해이다. 

공안 요원들이 있잖아요? 우리말은 안 듣고 꼭 걔네들[역무원] 말만 신임해주

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무슨 일이 나면 무조건 우리들이 잘못이다. 그게 그렇

게 되요 결론은. 무조건 그 사람들이 지도자니까 거기서는. 그, 그, 그 무조건 하

면 우리가 아무리 잘 했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제일 큰 인권침해

죠.

(거리 F)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것은 분명 노숙인의 잘못이다. 다만, 

거리 J가 용산역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공안에게 발된 시기가 정

확히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경범죄가 용되는 시기라고 하더라도 

범칙 을 부과하면 그만일 일이다. 그러나 공안은 공안실로 임의동행을 했

으며, 거리 J의 사진까지 촬 하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확인한 후 각서까지 

요구하 다. 구나 자신의 과실에 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책임의 

강도는 과실의 경 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거리 J는 연장소에

서 흡연한 경한 과실을 질 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촬 까지 요구 받은 

것이어서 명백한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 

나도 용산에서 담배 피고 화장실에서 담배 못 피게 되있더라구요. 담배 핀다고 

걸려가지고 공안실 갔었죠. 사진도- 사진은 한번 찍었죠. 한번 찍었는데 모자 벗

고 찍은 거, 한 번 더 찍자 그래서 그냥 한번 … (왜 찍는지는) 모르겠어요. 도움

이 되게끔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음… 담배 피지 말라고 각선가 뭔가 하나 쓴 거 

같애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물어봤어요. 

(거리 J)

  3) 쉼터

노숙인들의 생활공간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쉼터이다. 나름의 일과를 가지고 있고, 심을 제외한 아침과 녁을 제공



- 210 -

하며, 기 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지만,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고, 동 기에

는 온수를 활용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노숙(露宿)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러한 쉼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유형은 쉼터실무자로부터의 침

해, 쉼터 내 교육 로그램의 수 문제, 쉼터의 엄격한 규칙, 쉼터 내 동료 

노숙인 간의 권력 계 등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1) 실무자들로부터의 침해

노숙인 쉼터 실무자들로 인해 노숙인들이 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 실무

자의 말실수, 익숙하지 않은 로그램의 용, 실무자의 거부 등의 유형을 

나타난다. 실무자 말실수의 경우 화자(話 )는 농담 식으로 별 의미 없이 

던진 말이었으나 청자(聽 )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상처로 남는 경우가 있

다. 궁극  목 과 목표가 아무리 거창하고 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생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client)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

서는 안 되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목 과 목표를 달성하기 힘

들어지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쫌 뭐- 그- 무심코 저기 관리자가 뭐 뭐 말 했는데, 내가 막 좀 뭐라 그럴까 

좀, 인제 그 사람은 뭐 관리자는 별로 별 뜻이 없이 이렇게 얘기 했는데, 우리가 

막 상처 받는 말을 이렇게 접했을 때는, 진짜 그거는 막- 남한테 가 두드려 맞는 

거 보다 더 더 막 그거 짜증난다니까요 그런 일. 그리고 막 무시당하거나, 무시당

한다, 그런 어떤 느낌을 받는 말을- 접했을- 그때는 막 아우 그때는 막 돌아버리

죠. 그때는 몇 일 안 가요 거기. 시설- 같은 데는. 아니면 다른 시설 또 이용하고. 

가다가 인자 쫌 그게 인자 쫌 내 기억에서 좀 잊혀질 때 다시 또 거기 들어가고. 

근데 인제 저 어떤, 어떤 육체적으로 가해지는 그런 어떤 그런 폭력이라면 폭력이

고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거 보다 이거 이 정신적 말, 그게 좀 오래 가더라구요. 

자체가-. 내가 저 들어갔을 때는 마 그렇게 막 쇼크- 고 하면, 아 진짜 막 어쩔 

땐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거리 D)

그기(세금독촉장) 자꾸 날라 와서 참, 그게 선생들이 인제 농담 삼아 그래요. 

내, “XXX이, 용지가 그렇게 많이 날라 오냐.” “계속 많나” 하고 농담으로.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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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 소리 몇 

번 듣다보니까, 내가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쯧, 같이 그런 사람들한테나- 선생

님들한테나- 참… 

(거리 L)

쉼터는 공동생활공간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름의 규칙이 있고, 쉼터 내

부에서의 일은 공동의 몫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

거나 동일한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동의 일을 어

떤 사람은 아주 열심히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 이용자들의 능동  참여와 상호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해 나눔(sharing)의 방식을 활용하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발견되었다. 이 경우 기본 인 상호 신뢰와 사 에 형성된 계가 깊지 않

다면, 쉼터 이용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자리로 변질되어 버릴 수도 있

다는 을 사 에 측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아니!, 청소 했으면 한거지, 그걸 청소, 꼬투리 잡아가지고, 응, 뭐, 청소를 이

상하게 했다는 둥, 어쨌다는 둥, 느낌 나누기 하고... 그게, 그게 뭐, 뭐하는 거예

요? 했으면 한거지, 그냥. 서로 이간질 같은 거 해서, 써가지고 편지통에서 넣어

가지고 이제, 일어서서가지고 뭐, 인민재판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막 하

더라구요, 서 가지고!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어떻게 땄는지, 난 그게 의심스럽

더라구요.

(거리 K)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1단계면은, 나보다 위에 단계나, 이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했으면은, 그거를 갖다가 저녁에, 종례 때 그 사람

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뭐라

고 그러는 거예요.

(노숙당사자 A)

쉼터는 노숙인들이 재의 생활을 탈피하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쉼터는 노숙인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유

지하고 있는 사회  계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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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거부를 당하게 되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고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며, 쉼터나 실무자에 한 부정  이미지를 가짐으로써 이후 쉼

터 이용에 부정  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쉼터를 이용

하고자 하는 노숙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거부를 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

를 시켜주어야 한다. 

야, 가! 여기 뭐 자주 오냐?"고 가라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 XXX 실장이 바

뀌면서부터 많이, 많이 맛이 가버렸더라구요. 그 선생이 이 XX을 그만 둔 뒤로부

터 이 간사들이 다, 이거(해고) 됐다니까요? XXX 실장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나았

는데……

(거리 K)

  (2) 로그램 교육수 의 문제

노숙인 쉼터에서는 기 에 따라 입소 생활자들에게 필요한 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쉼터에서 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는 노숙

인들이 재의 상황을 탈피하여, 자립을 하는 데 최 한의 도움을 주기 

한 것이다. 그러나 각 기 의 로그램에 따라서는 노숙인들이  필요 

없는 로그램을 진행하여 시간을 뺏고, 개인의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한 로그램의 수 이 무 낮아 배울 

것이  없고, 로그램 진행자에 한 불만과 불신이 표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로그램 참여자들의 욕구를 악하고 응성과 

성, 효율성 등을 고려한 후 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해결가능 할 것이다. 

로그램 에는 단계가 있고, 각 단계별로 교육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가 있는데, 이 로그램 단계에 따라 참여자들 간의 계질서가 만들어져 

하 단계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상 단계 참여자들과 화조차도 불가능하

다는 이 지 되고 있다. 로그램 내에 단계가 있는 이유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수 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한 것인데, 이러한 부정  효

과가 나타나는 에 해서는 참여자들 간의 계(rapport)형성이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 213 -

교육 자체가 유치원 교육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안 들어오지. 그러

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저 성인헌테. 그래서 안 들어갈라고 그러

는 거예요. 애들 교육! 유치원생! 유치원생- 그리고도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없고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고등, 고등교육 이상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은 절대 ‘나보다 별루다. 선생님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더 많

아요. 그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럼-. 그게 아이들 백날 유치원 교육생 교육들 그

거- 어머니 아버지가 진배나 마찬가진데 그게 되나? 교육 수준이 있죠? 우리랑 

거의 비슷하니까 거의- 따지고 보면. 무시, 무시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

리 자신이 무시 하는게 아니니까. 웬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야- 저것도 교육

이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요. 그래서 왠만한 사람은 최대한 길어야 한 

두달 있다가 그냥 나오잖아요. 8개월 교육인데. 거의 한 두 사람 말이 안 돼, 말

이 안 돼. 말 하면 보지도 않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2단계한테 말해야 되고- 단계들이 있거든요- 한 단계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

니까 처음 밑에 단계 사람들이랑 얘기를 잘 안해요. 교육이 틀렸단 말이예요. 그

래서 잘 못 된 거예요 거기는. 서울시에서 하는 기관은-. (XXX) 치료가 없어요. 

거기는- 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거기는…

(거리 F)

이게, 거기 교육을 하는데요. 사회에 아무 쓸모없는 그런 교육을 시키더라구요. 

…… '아이, 별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항의를) 해도, 걔네들은 말빨

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 직업인데. (입소자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모

여 갖고. “이게 무슨 교육이냐?” 이게. 아무, 사회하고 아무 관계없는 교육을 시

킨다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죠. (교육내용에 대해) 늘 불만이죠. ‘느낌 나누기’그

런 거 막 하잖아요, 인제 그런 거 해도 아무, 사회에 나가서 아무, 뭐 필요도 없잖

아요.

(거리 K)

  (3) 쉼터의 이용자의 자율성이 무시된 규칙 

종교기 에서 운 하고 있는 쉼터의 경우에는 모두가 동일한 시간에 일

어나서, 의무 으로 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

다. 쉼터를 특정 종교기 에서 운 한다고 하더라도 종교행사의 참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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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주어야 하나 의무 으로 참석을 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노숙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쉼터 입소를 달갑

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행사의 의무  참여와 더불어 술을 마시면 입소가 불가능하

다는 규칙, 모두가 동일한 시간에 기상해야 하며, 낮 시간에는 반드시 쉼터

를 빠져나와야 한다는 등의 규칙에 해 많은 노숙인들이 거부감을 가지

고 있다. 

아침에 5시에 기상해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한다 그러죠 …… 의무적

이거든요. 아, 그거 어쩔 수 없어요 …… 가면은- 구속이 되니까 사실은, 자유가 

없으니까 …… 먹고 자고 하는 거는 지장 없는데 제일 싫은 게 그 사람들이 뭐냐

면 나부텀도- 구속받기 싫고. 이거 예배보기가 모허니까 아침에 보기 싫으면, 보

는 애들은 보고- 보기 그 그거 보기 싫은 애들은 아침에 일 나간다 그러고 나와 

부래요(버려요) 그냥 …… 또 일요일 날은 묵주 기도를 해요. 일요일 날은 묵주기

도를 시간반을 해야 되요. 묵주기도는 그 오단짜리가 오단짜리 묵주기도를 하면

은 한 시간반을 해야 되요. 왜 그날은 지루하지. 그니까 그날은 다 늦게 들어와 

다 애들은- 다 늦게 들어와. 나중에는 한지, 한지, 한지 내가 3년, 마지막 때에는 

뭐 7명밖에 없었어요. 다 나가고.

(거리 B)

청소 시키면 청소하고, 나가고 노래 부르고. 내가 왜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불러

야 되는지, 우울해 죽겠는데, 왜 나가서 노래를 부르라 그러는지. 이거 없는 이야

기 아니에요, 왜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걸 억

지로 막! 가서 시키고 막…

(거리 K)

(대구 XX원이) 안 좋은 거는- 뭐랄까 거, 인제- 잠을- 이렇게 푹 못 자주더라

구요. 아침에 되면 한 5시 돼가 일어나고, 그 내가 거- 그래 가지고 내가, 쯧, 나

와 뿌렸어요.

(거리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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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강제입소  쉼터 내 이용자 간의 권력 계

첫째, 쉼터나 부랑인 시설 강제입소 문제가 있다. 심각한 생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쉼터나 시설에 입소를 할 것이지, 하지 않을 것인지는 

철 히 개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기결정권이 주어

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 으로 지 될 수 있다. 

그때는 그거 한다카면서 얻어먹는다, 나오다가 붙들려 들어가 화장실 갔다 나

오다가 붙들려 잡아가 차에서 실어뿌니 야간에 말이지. 그러니까 한명 당 정부 지

원금이 나오니까 인자 사람들이 막 잡으러 왔다…… 내가 형제 복지원에, 부산에 

부산 갔다가 부산역에 있다가 인제 ‘돈 벌이 안 하겠나’ 물어보데. 그래가지고 한

다고 하니까 거가 붙들어다 여놓데. 그때 그 내 나오고 그 얘기를 들었지. 말 안 

들면 때려가지고 사람 죽여서 매장 시켰다 하는 거.

(거리 P)

그래 취하도 안했어요. 취하도 않고 인제 담요하고 있던 것을 주서다가 깔아 놓

고 자다 보니까 언제 데려가 뿌렀는가 정신도 없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XXX이야. …… 그때 내가 여.. 앞에 도매(시장) 거 중고 판매 같은 거 하고 있는

데. 거 새로 난 길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 머 탁자 같은 게 있길래 그때 이불 피 

놓고 자다가 인제 실려 들어 간기라. 그때 11월달이니까.

(거리 P)

둘째, 쉼터 내 동료 노숙인 간에도 권력 계가 형성되어 있다. 쉼터 내 

이용자 간 권력 계는 앞에서 살펴본 거리 노숙인 간의 권력 계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쉼터에서) 내가 오늘 여기서 잤다고 해서 내 자리가 아니야. 그러면 힘 좋은 

사람들은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정도 실상이 벌어져-. 자체가. 그러면 결

국 힘없는 사람은, 문 밖에 바람 들어오는 데로 쫒겨 나가.

(거리 B)

근데 저도 또-그런 말을 해, 이런 곳에는 사람이, 선후배관계가 있어가지고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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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들어온 사람이 왕초고 막 때리고 패고 근다고 그래서 나도 겁을 많이 먹었습니

다. 그게 이런 생활을 안 해 봐서 이런 데는 오면 뚜드려 맞는다고…나이 먹고 그

런데 만약에 젊은 사람 있어서 사실-그런 경험도 내가 겪어본, 겪었습니, 뭐… 이

런 시설에 와서 겪은 게 아니라, 빌려주고 달라고 그러니까 뚜드려 맞아가지고, 

맞아가지고 맞은 적 있는데…

(쉼터 A)

4. 사회정책  지원 서비스로 인한 침해  배제

  1) 정보로부터의 배제

국민기 생활보장법 제1조를 살펴보면,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 ’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생활이 가장 어려운 소외계

층 의 한 범주가 노숙인이다. 그러나 심층면  결과 상당수의 노숙인들

이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에 해  들어본 이 없거나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들어본 경험이 있고 있는 경우에도 주로 주  노숙인

으로부터 들었고,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에 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

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 한 최 생활을 보장

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 으로 시행되었으므로 상  정보  근

성이 떨어지는 극빈층에게 보다 극 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제도를 활용

하여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극 인 의미에서 노숙인을 비롯한 극빈층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수급 받는 거나 공공근로 같은 것도 하고 싶기는 하다. 그런데, 나는 그런 처지

가 못 된다. 동사무소에 가서 자세히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걸로 알고 있다.

(거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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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나는 뭐 그거는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역사가 

없어요.

(거리 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적은)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어딨어요.

(거리 F)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적)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신

청해야 되고, 내가 대상이 되는지 어떤지도 모르죠. …… 이 생활하면서는 인쟈 

조금 저 그런(수급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 해본적은 있어요. 먹고 살아 

봐야죠, 어떻게.

(거리 H)

그게(수급권 신청) 그 전에 한번 물어보니까요, 그게 아무나 그러더라구요. 이

제 그,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기초생활 수급 뭐, 그게, 그게 장애자나 그런 

사람들만 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두 가지로 종류가 나뉘더라구

요. 장애자들하고, 장애가 확실히 판단돼 가지고, 이제 진단서가 있는 사람이 되

고, 그 전에는 뭐, 갑자기 일하다가 실직된 사람들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뭐, 실직 됐다는 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근데 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력 같은 

데 노동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뭐, 노동자 임시직이거든요. 인력이란 

게. 그거는 그건 뭐, 실직됐다는 증명도 못하고. 그래 갖고 뭐, 그런 면이 좀 있더

라구요, 그게. 그것도 뭐, 임시적으로 뭐, 그 두 번만 나온다고 그러더라구요. 6

개월이면 6개월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말 

들어보니까, 그게 좀 까다롭다고 그러더라구요. 뭐 장애자들도 뭐,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병원 진단서도 확실히 첨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 근데 우리 같은 사

람은 아예 엄두를 안 내는 거죠.

(거리 I)

생활보호요? 장애인 아니라도 되는 거예요? …… 나 그런 건 몰라요.…… 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거리 J)

기초생활, 그 뭐 어디 대상자는, 나이가 65세가 되고, 가족, 친적 그런 게 없어



- 218 -

야, 그게 적용된다고… 텔레비전 보고, 그쪽 사람들도, 그러, 그렇더라구요. 생활

하다보면 그런 거 다, 기본적으로 알아요.

(거리 K)

면담자: 공공근로나 이런 거를 그전에 해볼 기회가 있었나요? 요즘 말고.

노숙인: (그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거리 R)

(복지제도 등에 대해) 지가 넘 몰랐어요. 지가 몰랐기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쉼터라는 거 좀 알았어요. 이제 지가 몰랐기 때문에 거리를 헤매

지, 거리 헤맬게 아니예요. 몰랐어요, 지가요 …… (다른 사람들도) 모르드라구

요.

(쉼터 B)

쉼터E의 경우 쉼터나 드롭인 센터 등의 존재도 알고 있지 못한 상태

으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속옷을 안 입고 다니고 있었을 정도로 이용 가

능한 서비스에 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노숙생활을 한 경우이다. 

면담자 : 이게 난 제일 필요해 했던 거... 

노숙인 : 속옷 같은 거 없어요.

면담자 : 구하려고 노력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셨어요?

노숙인 : 가끔.. 안 입고 다니기도 하고... . 

(쉼터 E)

  2) 신청 차의 복잡성  여 수 의 열악성

국민기 생활보장법 제21에 의하면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수 은 기

본 으로 신청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

한 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락되지 않도록 하기 하여 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 권자에 한 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숙인의 경우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 담

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신청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노숙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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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수 을 받기 해서는 스스로 제도를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수 신청의 방법  차가 상당히 복

잡하여 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쪽방이용자나 쉼터

이용자에 한 사회복지 담공무원의 아웃리치가 보다 극 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수 신청의 방법  차가 보다 간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게 그러고 또 복잡해요 가만히 보니까 …… 에- 복잡해가지고. 그거 하는 사

람 별로 없어요.

(거리 F)

그리고 국민기 생활보장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 생계비의 수

이 매우 열악하여 실질 으로 빈곤이나 노숙생활을 탈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최 생계비의 계측 는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을 반 하여 그 수 을 진정한 ‘인간다운 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 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급권) 신청 신청해 갖고 뭐해요 그거- 몇 푼 된다고 …… 어차피- 그거 가지

고 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 그것도 아니고. 그까짓 

거 뭐 있으나 없으나. 산다는 게 그거죠.

(거리 F)

  3) 물품지원을 통한 침해

 동 기가 되면 각 단체에서 카나 침낭 등을 무상으로 나 어 주고 있

다. 그러나 노숙인들에게 지원되는 물품이 모두 동일한 디자인과 색깔이기 

때문에 지원 물품이 ‘노숙인 복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의 생

활에서도 노숙인이라는 낙인(stima)이 부여되어 있는 노숙인들에게 동일한 

물품으로 지 함으로써 노숙인과 비노숙인을 구분할 수 있는 기 으로 활

용된다면, 물품지원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결과 으로는 노숙

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디자인과 

색깔의 물품을 지 되기 때문에 실질 으로 노숙인들이 그 물품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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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도가 굉장히 미약하며, 결과 으로 물품지원의 한 효과도 거두기 

어렵다. 

옛날에는 인제 그냥 인제 메이커 안 찍고 그거 했는데, 요즘은 그 인제 그거 옷 

같다가 그 팔아먹는- 팔아가지고 술 먹는 사람이 이제 많으니까, 지금은 이제 찍

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못 팔아 먹는거지 이제 …… 옷은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걸 안 입을라고, 왜. 똑같은 옷이 참 노숙자가. 내

가 노숙자래도, 노숙자 아니, 저기 그런 게 아니라 입고 싶지를 않아요. 그 입은 

사람도 있지만은 한 뭐 한 50프로는 더 팔아 버리고.

(거리 B)

다시 서기 지원센터 같은데서 잠바 주는 거 있죠? 그거 솔직히 말해서, 실효성

이 없어요! 왜?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노숙자라는 

거, 표를 내는 거예요! …… 거의, 옷을 주면은, 한-, 30프로 입는다고 보면 되요 

…… 시장 같은데 갔다가 헌 옷 파는데 있죠. 그런데, 갖다가 딴 걸로 바꿔버려

요! ……그래서, 거의 안 받는 사람도... 근데 또 받는 사람, 받는 사람도 있는데, 

받는 사람은 또, 왜? 차라리 갖다가 반대로 바꿔 낀다고…

(쪽방 A)

“아--, 너!!, 그, 그거, 그거, 응-, 그거!![노숙자 잠바지!!]” 그런 인식을!!, 그

리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이야-- …… 그래서 거꾸로 입고 다니

고, 벗어놓고 다니고, 그런 일들이 많죠 …… 나머지는 다 가져다가 팔아버리고! 

……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서울역 광장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등짝이 

똑같아요!,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야!, 오십 명, 육십 명이 똑같으면-, “어디 뭐 데

모 나가는 거야? 어디 철거하는 거야?” 다 그래, 처음 본 사람은(웃음). 처음 본 

사람은 서울역에 앉아 있으면, “야아-, 서울역에 데모 있나봐!!, 데모 있나봐.” 그

렇게 인, 그렇게 인식을 해요.

(거리 C)

  4) 물품(자동)보 함 운 단의 문제

지난 11월 부산에서 APEC이 개최되었으며, APEC 안 보장책의 일환으

로 지하철 역사 등의 자동보 함의 운 이 일시 으로 면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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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숙인들은 물품을 압류당하고 보 함 사용연체료가 없어 노숙 물

품을 되찾는 것을 포기한 경우가 많다. 거리 S 사례의 경우가 이런 경우이

며, 동 기임에도 가을 퍼차림으로 추 를 나야하는 극단에 몰리게 되었

다. 그리고 거리 S 사례를 포함한 많은 노숙인들이 물품을 보 할 곳이 마

땅치 않아 물품확보 노력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 다. 

이처럼 국제행사 시 취하게 되는 정책은 노숙인 등 사회  약자의 입장

은  고려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으며, 차후 이와 같은 상황은 계속

으로 일어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행사 시 용되는 임시 

정책이 미칠 장을 고려하여 신 히 결정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임 보 함 이용약 ’에는 “노숙자 등 잡상행 를 한 물품”은 

사용 지하도록 되어 있다. 노숙인과 비노숙인의 물품이 구분되는 것이 아

니며, 그 요성에서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

다는 것은 노숙인이나  빈곤층에 한 명백한 차별행 이며, 노숙인의 

소비자 주권을 거세하는 행 라고 할 수 있다. 

면담자: 그래서 뭐 물품을 찾을 겨를이라든지, 이럴 겨를은 없었어요? 

노숙인: 물품을 찾아야 되는데, 뭐 당장 돈도 없고...

면담자: 아-, 당장 돈이 없어서? 물품 못 찾고? 그 아는 사람한테 열쇠만 맡겼

어요?

노숙인: 네. 

면담자: 맡기고 오니까 물품 보관함이 폐쇄되어 있었잖아요?

노숙인: 네.

면담자: 나왔을 때 옷차림은 뭐, 뭐였어요? 그냥 지금 상태인가?

노숙인: 예. 그냥 이, 이, 이 상태고(가을점퍼 차림)... 이제 신발만 운동화 신

고, 퇴원했죠.

면담자: 어어. 이게 물품 보관함이 딱, 그러니까 전원이 내려가 있었잖아요, 보

니까, 그때. 그래서 그 날은 어떻게 주무셨어요?

노숙인: 그냥 박스 깔고, 그냥, 그냥 그렇게 잤어요. 

면담자: 이불도 안 덮고?

노숙인: 예. 그게 인제 여, 밑에 지, 지하도 거기서, 이제 담요 하나 주길래 그

거 갖다가 덮고...

면담자: 그날, 그날 덮고 주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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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아니요. 어저께, 그저께.

면담자: 그제?

노숙인: 3일 됐습니다.

면담자: 아, 3일 전에? 지하도에서?

노숙인: 예. 예.

면담자: 그러면, 그 담요 없이 주무신 게, 3일 전이면은, 며칠, 그럼 담요, 며칠 

동안은 담요 없이 그냥 맨몸으로?

노숙인: 박스만 깔고 잤죠.

면담자: 음. 보관함이 폐쇄된 거 어때요?

노숙인: 많이 불편하죠.

면담자: 어떻게 불편하세요?

노숙인: 인제 뭐, 이불 같은 것도 보관함에 넣어야 하는데 못 넣고, 그 뭐 또, 

이불 같은 것, 아, 저 옷, 옷 같은 것도 어떻게 구해다가 또 넣어야 하는

데 그것도 못 넣고... 

면담자: 음.

노숙인: 뭐 힘든 게 한, 이만 저만이 아니죠, 뭐.

(거리 S)

5. 여성 노숙인이 겪는 첩된 권리 침해

여성 노숙인들은 생활 반에서 다수의 남성 노숙인이 겪는 침해나 차별

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일반시민(남성)이나 남성 노숙인

으로부터 성(性) 인 착취와 침해도 당하고 있다. 쉼터 D 사례 남성과의 

면 내용에 따르면 일반시민(남성)들이 여성 노숙인에게 1-2만원의 돈으로 

동침을 요구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한다. 이 남성이 거리에서 생활할 당시 

나이 어린 친구의 여동생이 보이지 않아 이곳 곳을 수소문하여 찾아보니 

잘 아는 여인숙에서 학생과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여동

생을 타이르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해 차표를 끊어주고 집으로 보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앞에서도 잠깐 언 한 바 있지만, 여성 노숙인들은 남성 노숙인들이 행

사하는 폭력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다. 이처럼 거리에서 생활하는 여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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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인들은 굉장히 심각한 수 에서 신체  자유와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있

다. 아래 여성 노숙인들의 진술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힘들어 하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며, 입으로 옮기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수 의 인권침해도 경험했을 것으로 상된다. 

(이런 데서 그- 만나는 남자들이 그냥 함부로 막 대하고) 그른- 거는 조금 있었

어요. 예예. …… (남자들이 추근대고) 쫌- 그렇게 하긴 해요. 뭐, 하긴 해도 내가 

인제 좀- 이, 저걸 하니까 내가 피해 뿔지요. 피해뿔면 좀 덜하지. (젊었을 때는) 

좀 심했지요. 많이 싸우기도 하고- 뭐 뚜드려 맞기도 마이 했어요. …뭐- 좀- 뭐, 

남자들 뭐, 해주고, 뭐 저거 좀 말 안 들어 주면 좀 그런 게 있더라구요.

면담자: 성적으로- 성적으로 만나자, 관계하자 이 이야길 하는 거죠?

노숙인: 그렇죠, 예.

면담자: 인제 그거를 거부하면?

노숙인: 좀 들져 가고 안 그래도 뚜드려 패고 막 이런-게 마이 있었어요. 뭐, 

그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을 몬, 몬 움직이잖

아.

면담자: 원-치 않는데, 원치 않는데 무서워서, 그- 무서, 무시무시한 남자의 요

구에 응하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노숙인: 예, 그런-

면담자: 거의 대부분이에요?

노숙인: 예.

면담자: 음- 그럴 때 기분이 어때요.

노숙인: 좀- 맘이 안 좋죠. 맘도 안 좋고 …… 그 (무료급식하러)대구역에도 내

가- 잘 안가요. 남자들이 뭐 있어 가지고 자꾸 찝쩍거리고 막 이래가지

고- 뭐- 좀 안 좋아가지고, 대구역에도 내가 잘 안가요.

(거리 Q)

면담자: 막 누가 괴롭힌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노숙인: 그랬었어요

면담자: 그랬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줄 수 있으세요? (머뭇거림) 

그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거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남자 분들이 힘도 있

고 그러니까 윽박지르고 그러시는데 여자 분들은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자 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자 분들이 거의 다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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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가 없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사실 많

이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많이 알려진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

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랬는지. 그런 거 묻고 싶은 거예요. 거리에 계

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얘기를 좀 해 줬으면 해요. 어렵겠지만은... 

음? 안하시고 싶으세요?

노숙인: 네(표정 굳어짐. 고개 숙이고 입 다물어 버림) …… 남자들이 막 건드

려요 …… 공원이나 밖에 앉아있을 때

면담자: 아..그랬구나 밤에 그러니까 맘 놓고 잠을 못 주무셨던 거네요?

노숙인: 네

면담자: 그랬던 이유가... 있으세요? 밤에....

노숙인: 저는 남자들 때문에... 

면담자: 무서우셨던 거예요?

노숙인: 네

면담자 차기도 하고 건드리기도 하고 그랬던가요?

노숙인: 네

면담자: 몸을?

노숙인: 네

면담자: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노숙인: 피해...

면담자: 그냥 피해? 그럼 쫓아오는 사람 없었어요?

노숙인: 컴컴한데서.. 도둑놈 같은

면담자: 어떻게 하셨어요?

노숙인: 가게 같은데 가서 아줌마 …

면담자: 도와달라고?

노숙인: 네

면담자: 그놈은 가고?

노숙인: 네

면담자: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주무셨을 거 같아요.

노숙인: 네

(쉼터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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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숙인이 말하는 노숙인 책

본 에서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직  표 하는 재 노숙인 정

책  서비스의 문제 과 개선방안을 심으로 살펴보자.

  1)  노숙인정책의 문제

  (1) 주민등록 복원과정의 비 실성

본 연구를 해 조사된 30case의 사례에서도 그 지만 재 거리에서 노

숙을 하고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은 재 신용불량, 주소지 불분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기 때문에 

3D 업종이나 일용직 노동시장에서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수 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의 노숙상태를 벗어나기 해서는 주민등록을 복원하는 것이 무엇

보다 요하다. 그러나 주민등록을 복원하기 해서는 10만원 정도의 비용

이 필요하며, 그것보다 더 요한 것은 일정한 주거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숙인들이 주민등록을 복원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

더라도 실 으로 상당히 어렵다. 

이 갑갑하다는 게 말소비(주민등록 복원에 필요한 비용)는 공짜로 대 주겠다 카

는데도, 도와주겠다고 카지만 주소지를 내보고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내 어디 가

서 주소지를 만들어요. 차라리 내보고 돈 만들어 오라는 게 10만원 만들어 오라

는 게 더 빠르다니까. …… 10만원 만들면 만들지, 주소지를 지금 내가 어디 가서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체계라는 거죠.

(거리 M)

  (2) 공공근로, 취로사업의 문제

노숙인들  일부는 재 쪽방, 고시원, 쉼터 등을 주소지로 하거나 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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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센터를 통해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재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지는 않고 있지만 제도의 시행을 알고 

있는 사람들 에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그들이 제기

하는 문제는 첫째, 정기 인 일자리가 아니라 일시 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라는 이다. 극한 빈곤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정기 으로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재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그

기 때문에 정기  일자리라고 볼 수 없는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둘째, 실제 노동 장에서 하게 되는 노동의 내용이

다.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이 주로 노동을 통해 노동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라 청소나 환경미화 등 노동강도가 극히 낮고, 노동의 가로 

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를 주기 해서 노동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

해되어 불만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  빈곤 책이 아니라 근시안

 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여의 수 이다. 노숙인

으로 이러한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분이 1인가구이며, 여

를 모두 합쳐서 40만원이 채 안되는 수 이기 때문에 재의 상황을 벗어

날 수 있는 책으로 활용하기 힘들다는 이다. 

지금 내가 취로 할지는 하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 안했는데, 남들 그라면 “에이 

치아라, 뭔 짓이나 그걸 일이라고 하나” 내 이랬거든? ……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드라고. 이거는 뭐- …… 그냥 차라리 38만원 그냥 주든지! 뭐 하

게끔. 차라리, 항상 이래 38만원, 방 생활 하니까 차라리 38만원 입금을 시켜 주

든지 …… 사지 멀쩡한 놈이 그 빗자루 깔짝깔짝 하는 게 솔직히 우스운 거야. 참 

멀쩡한 놈 죽어라, 죽어라 그러지 그거, 내가 봐도 그랬었는데 …… 내 참 막말로 

방 유지할라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사람,  몰라, 몰라 진짜 완전 

꼬부라게 됐고, 장애자 몸이 안 좋아서 것도 못하겠으면 하는데 지금 내가 할라니

까 참 가슴 아려요. 마지못해 하는 거지 방 때문에 유지할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 좀 마음을 아프게 해. 이게 아닌데 싶고. 몰라 그런 걸 즐기고 좋아하

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몰라, 나는 일을 하여튼 쎈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이

거는 참 가소롭고 아니다 싶더라구. 그래도 내가 그 월세는 유지할라면 해야겠구

나 하고 하는 거지. 아직까지 내 나이에 맞게 무게 있는 일은 해야지. 그렇잖아

요? 뭘 물건 나른다던가, 쉽게 말해서 육체로 할 수 있는 일은 아직까지도 하니

까… 그런데 뭐 장난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빗자루 갖고 골목길 몇 군데 깔짝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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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 한 서너 시간 하고 마치고 38만원 주니, 그냥 난 그냥 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것도 일이랍시고 동에 가야 되고. 할 수 없이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노숙해야 

되니까. 서울역 뒤에 한번, 낮에 한번 가봐. 취로 사업 낮에 담배꽁초 뭐 이래. 그

냥 주라 그래 돈. 참 보기 싫데- 요만한 봉지 하나에다가 무슨 찝게 요만한 거 갖

고 그 콘테이너 앞에 딱 놓아 놨더만. 와서 하나씩 갖고 가라고. 그냥 돈 주라고, 

뭐야 그게. 아이고, 진짜 이건 아니야 그냥 줘 그냥 차라리 접수하면 시키지 말고 

더 보기 싫으니까 다니면서 담배꽁초 두어 시간 뭐하나, 욕해, 욕해 시민들 욕해. 

그게 무슨 자활이야 미치겠구만 자활이 아니야 그냥 주라 그래. 그것도 두 시간밖

에 일 안 한다 카드만. 그냥 주라 그래 그냥. 우리 회현역에서 사는 사람은 영등

포 XX에서 하는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두 시간도 안 돼. 그니깐 아침 점심 다 

얻어먹고 가서 여 와서 깔짝깔짝  뭐 그냥 주지 두 시간 동안 뭐할 건데. 남 보기 

싫지 댕기면서 머슴아들끼리 그거 얼마나 보기 싫은 지 알아? 아이고 참.

(고시원 B)

하다 못해 시설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서울시라든가, 대한, 오다 따가지고, 거

기서 오다 따가지구, 싸-게요!! 많이 달라는 것두, 많이 달라는 것두 아니잖아요. 

일 할 수 있는 부분...오만 원 받구, 삼만 원 받드라두, 일 꾸준히 시켜줄 수 있

는, 나갈 수 있는. ‘자유의 집’ 같은 건 이용을 많이 했잖아요. 팔백이고, 칠백이

고, 거기서 다 수용했잖아요. 아, 근데, 제가, 제가, 아쉬움이 남는 게, 왜 그러냐

면,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 서울시라던가 어느-, 업체에서 일거리를 창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지금 뭐, 드롭인 센터, 뭐, 이만 원씩 뭐, 그거 하는 

거, 저는, 제 생각에는 실효성-, 없는 거예요!

(거리 C)

그런 어떤- 이런 시설 같은 데서도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하긴 뭐 

지금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을 참 생활 잠만 재우는 시설 같아요. 이 사

회복지라는 것은 만약에 지금 실업자나 어?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거 정부에서 해 가지고 취로사업이니 공공근로니 좀 하잖아요. 그건 일시적

인 거고 사실 그건 물고기 잡아 주는 역할 밖에 안돼요.

(거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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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온  수 의 노숙인 정책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이 근본  책이 될 수 없다는 지 과 비슷한 범주

의 문제제기로써, 재의 노숙인 정책이 거리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자립

을 도모할 수 있는 기 로 작용해야 하나, 그 지 못하다는 것이다. 노숙인

들의 쉼터입소, 무료 식 등의 시행으로 생명연장의 의미는 있을 수 있으

나 그 이상의 근본  책으로는 작용할 수 없고, 따라서 재의 노숙인의 

숫자를 일 수 없다는 지 이다.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뭐 선생님하고 이 부분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정

책 방향을 쉼터나 밥 주는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노숙자 하는 사람들 10명이 예

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고 10명을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 내년에는 

10명이 또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또 10명이 줄어들고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밥 만주면 10년 후에도 똑같은 모습 그대로 있다는 거지. 그것

이 잘못됐다는 거지. 

(거리 M)

  (4) 물품 보 의 어려움

노숙인들은 거리에서 생활하면서 늘 생활필수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소

지하고 다닌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 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짐

을 휴 하고 다니는 것이다. 그러나 침구류를 비해야만 별 탈 없이 하루

밤을 보낼 수 있을 정도의 날씨가 되면, 노숙인들에게 필요한 필수품의 양

은 상당히 많아진다. 따라서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생활용품들을 다 

소지하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주로 취침하는 곳 주 에 숨겨놓

거나 지하철역의 물품보 함에 보 을 하게 된다. 물품보 함을 활용하는 

경우 정기 으로 보 료를 지불해야하고, 돈이 없는 날은 보 함에 보 된 

침구 등을 찾지 못해 박스만 깔고 자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는 거리S 사례의 면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취침

하는 곳 주 에 물건을 숨겨놓고 다니는 경우에는 언제나 분실의 험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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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용품의 경우 부피가 크기 때문에 보 하기에 어렵다는 도 있지만, 

겨울이 지나고 두꺼운 의복이나 침구가 필요 없을 때는 다음 겨울을 해 

보 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부분은 겨울이 지나면 겨울물품들을 버

리고, 그 다음 겨울이 다가오면 다시 장만한다. 

(어디 다닐 때 물품보관은) 개인, 개인이 다 숨가놓고 가지예. (남산 1층 화장

실 쪽에서 2층 쪽 나무와 풀이 자라있는 곳을 가리키며)저 밑에 저런데.. 숨기기

도 하고 뭐 …… 전부다 숨겨놓고... 나는 저저 (남의 눈에 잘 안띠는) 난간 있는 

데 너머 가지고 묻어 놓고 …… 여여(주의를 가리키며) 전-부다 묻어 놨다카이…

(거리 E)

  2) 노숙인이 바라는 노숙인 책

  (1) 잠자리 제공

편안하고 안락한 수 은 아니지만 노숙인들에게 제공되는 잠자리는 쉼

터나 드롭인 센터의 ‘응 잠자리’ 등이다. 쉼터는 개별 쉼터마다 이용자들

에 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 곳이 많고 드롭인 센터의 경우에는 아직 수

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충분한 잠자리 제공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

히 겨울에 바람을 막아주는 벽과 난방이 가능한 잠자리는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 주택 등에 노숙인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극 인 

방향으로 노숙인의 잠자리를 확보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거기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내 생각에 첫째, 에 여기 있는 노숙자들을 너무 학-

대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첫째 이 사람들 노숙자라는 걸 갖다가 어디 한군데래도 

쪼금 이게 편한 잠꼬, 잘 곳을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이 어, 그케 해주

면은 ‘아, 내가 어 술 좀 들 먹고 일 해러 가야겄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첫째 

잠자릴 이 편하게 해 줘야지. 가장 중요해. 잠자리 편안해지믄 자동적으로 그 사

람, 자신이 ‘아우 내가 이거 잠자리라도 편해야 되겄는데 내가 술이라도 한잔 들 

먹고 모래도 해야겠구나.’ 이런 열, 저 힘이 생기니까는  아무래도 싸움 할 거, 열 

번할 거 한 번도 안 하는 거죠, 그케 되면...그니까 편, 편한 게 겨울에는 잠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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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저하고 젤 필요하지 모...잠자리가....잠자리가...

(거리 G)

  (2) 주민등록 복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의 노숙상태를 벗어나기 해서는 주민등

록을 복원이 무엇보다 요하다. 그러나 주민등록을 복원하기 해서는 10

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며, 그것보다 더 요한 것은 일정한 주거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숙인들이 주민등록을 복원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실 으로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말소

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 복원을 원하는 노숙인들에게는 보다 쉬운 방법으

로 복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제가 느꼈던 부분은 근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뭐냐- 노숙하는 사람들이 제

일 문제점이 뭐냐면 말소된 사람이 많아요. 노가다도 주민등록증이 없으면은 일

을 잘 안주거든요. 그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취직을 하고 싶어도 근

거지가 없다는 말이예요. 말소되어 있지예. 주민등록증 없지 내가 막상 취직을 하

고 싶어도 무슨 주거지를 떠나서라도 주소지도 있고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뭐 등

본을 떼던 취직이 되잖아요. …… 근데 하고 싶어도 안 된단 말이예요. 무조건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일자리 3D업종 가면 쉬워요. 근데 그거 말 안 된다고. 실질

적으로 우리 생활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 말할 수 있어 인정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금방 말했듯이 말소되어갔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누구라도 내가 사장이라도 그 

사람 어떻게 믿고 씁니까?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D업종이라도 가고 싶어

도 못 가는 상황이라는, 상황이, 우리 상황이 그니까 제가 말했던 거는 밥 한번 

주는 거 보다 이 사람 (XXX)주구, 대책을 주고, 말소를 살리고 어떻게 해가꼬 또 

말소를 살리면 나라에서 주는 공공근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뭐 일이 없으

면 그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거리 M)

  (3) 임시신분증 발

앞에서도 기술되었지만 주민등록이 없으면 일용직 노동 일자리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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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사채 등의 문제로 주민등록을 복원할 수 없는 

사람들에 한 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제안이다. 즉 주민등록 복원이 불

가능한 사람들에 해서는 ‘다시서기수첩’과 같은 임시신분증을 발 하여 

노동시장에도 참여하고, 민원업무도 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다. 

그 대신 그거를, 만들어주고!, 주민등록증 같은 걸 만들어주고-,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만든 사람 혜택이 돼야지 되는 거지, 혜택이 안 되는 사람

은 암만 말해도 못 한다 이거야. 그럴 때는 우리나라, 현-, 서울시에서 가끔 저

거, 하는 게 뭐냐 하면, 주민등록증--,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그거를 저거 해줘야 

하는 거예요.

(쪽방 A)

  (4) 일자리 제공

재 노숙인들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일용직 노동의 

수요가 어 노동을 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

기 힘들다. 한 정기 인 일자리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생활 한 불규칙

이기 때문에 자활이나 자립을 한 비도 불가능한 것이 실이다. 따

라서 노숙인들은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노숙인들의 자립을 한 근본

 책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옛날에 저, 문래동에 그, ‘자유의 집’? 거기는 일을 다 보내줬잖아요. 그런 제도

를 해야 되요, 그런 제도를!! 주민등록증 없어도 일 할 수 있는!!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길!! 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제, 제 생각인데요. (화난 듯)이럼으로써 죄, 

죄를 더 유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더 타락시키고! 저-, 방치하고 있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 죄를 지어라!!!, 죄 짓고 더, 더, 가

라. 가서 푹 썩어라.’ 그런,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예엣--다! 모르겠다. 그냥 

뭐, 가서 질러버리고 그냥 사는..” 그러는게 낫겠다고…

(거리 C)

전국에서 다시 '숲 가꾸기'처럼 일자리를 해 갖고, 대량으로 일자리를 창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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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되가지고, 그런 걸 해 갖고 하면, 모처럼 신용 불량자 이런 사람들 대책을. 솔

직히 자활사업은 조금 좀 임금 같은 거 좀 약간 이렇게 쎄게 해주고. 아무 조건 

없이 해준다면 좋겠는데, 이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은 주소지도 

일정치 않고, 밥 먹기도 힘들고. 이런 게 이제, 무조건 쉼터 들어간다고 해도 해

결되는 게 또 아니잖아. 공공근로도 뭘 좀 해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주면은 

…… 하다못해 공공 근로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해주면, 일단 뭐 80프로는 제공 

되잖아요. 거기서는 먹고 자고 그렇게 되니까. 근데 거기 요즘에는 공공근로도 힘

들고, 그럼 뭐 먹고 자고 들어가려고 들어가는 거 밖에 더 되? 없잖아. 내 일자

리, 돈은 없는데.

(거리 I)

정부 일이라도 막말로 좀 구의 일이라도 차라리 나한테 리어카 하나 주고 하수

구 치우라고 하면, 내가 하겠다 이거야. 좀 낫잖아. 노동의 대가도 맛도 좀 보고. 

보니 하수구 다 막혀있더라고. 그런 일 IMF 때 많이 시키더만. 진짜 일도 보고, 

당신이 좀 세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런 일도 좀 주고 그래야지. 차라리 그럴 바에

는 고지대가 많으니까, 조만한 리어카 하나 갖고 구청에 댕기면서 하수구라도 치

라 하면 그거 참 득이 된다 이거야. 비도 잘 내려가고 노동의 대가도 좀 낫고.

(고시원 B)

  (5) 무료 식 환경의 개선

무료 식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부분 역사 주 이다. 따라서 사방이 뻥 

뚫린 곳이거나 지하도에서 배식을 받아 그 주 에서 식을 한다. 무료

식은 노숙인들의 생존은 해 매우 요한 서비스이다. 그 지만 좀 더 나

은 환경에서의 식방법에 한 고민이 보다 구체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니까 남한테 보이기 싫고, 첫째는. 그 담에 인제 자기 아는 사람이 봤을 때 

인제 이런 개인 프라이버시- 그런 게… 그런 것도 무료 급식소는, 물론 그렇겠지

만은 가능하면은 …… 무료급식소도- 길거리 노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저분하

게- 미관상도 안 좋잖아요. 환경도 그렇고. 그러니깐 좀 시설화 해갖고 예. 그렇

게 좀-.

(쉼터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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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물품보  책

앞에서도 지 한 바와 같이 물품보  책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

다. 첫째, 겨울에는 의복, 침구 등 꼭 필요한 생활용품이 많기 때문에 물품

을 보 하기가 쉽지 않고, 분실의 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한 책으로 무료물품보 함의 설치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불 보관하는데 있잖아요, 어떨 때 돈이 있으면 하루정도는 보관함 넣고, 없을 

때는 고 아는 사람들 고 저저 같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 두는데 어디 살짝이 

뒀다가 저녁에 껌껌할 때 가서 꺼내오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 각오를 해야지

요. 모, 없으니까. 돈이 맨날 지금 같은 경우는 천 몇 백원 들어가야 하는데, 고 

우리 없는 사람들은 어떨 때 어떨 때는 담배값 쓰잖아요. 그러면 술은 안 먹어

도...그 어쩔 때는 못 느는 거예요. 그거는(무료물품보관함) 해 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늘수 있으니까 노숙자들이, 편리하죠.

(거리 G)

둘째, 겨울이 지나고 나면, 겨울용 의복과 침구를 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버리는 경우가 부분이며, 다시 겨울이 오면 겨울용 의복과 

침구를 구해야 한다는 이다. 따라서 겨울용 의복  침구를 기 에서 보

박스를 만들어 보 해 두었다가 겨울에 자기 물건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이거를 여름에 수거를 했다가, 어느 정도 뭐, 

지원이 된다면은, 할 수 있다면은, 이런 보관박스 만들어가지고, 보관해놨다가 겨

울에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

(거리 C)

  (7) 샤워공간의 확보

거리 노숙인에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목 으로 만들어진 것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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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인 센터이다. 그런데 드롭인 센터는 그 수도 지만 시설 한 매우 열

악한 상태로, 센터당 1개 내지는 2개의 샤워시설만 갖추고 있다. 따라서 거

리노숙인들의 씻고자 하는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따

라서 드롭인 센터의 수를 보다 확 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직 인 노숙

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샤워… 저기 공간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아까와 같은 공원 이런데서 

딱 해놓고 일주일에 두 세 번이라도, 날자 정해놓고, 시간하고, 한사람씩만 들어

가서 닦을 수 있게 조그맣게 이동식으로 이렇게, 딱 해놓고.

(고시원 A)

  (8) 물품지원 책

동 기에 즈음하여 각 기 이나 단체에서 나 어주는 물품의 경우 디자

인과 색상이 모두 동일하여 ‘노숙인 복장’으로 인식될 가능성에 한 우려

에서 나온 제안이다. 많은 노숙인들이 지원받은 물품을 활용하지 않고 헐

값에 팔아 버리는 일이 빈번하다는 , 지원받은 물품을 활용할 경우 ‘노

숙인 복장’으로 인식되어 낙인(stigma)을  수 있다는 에서 지원물품의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데--, 그런, 그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단

체복이, 그런, 그건 어쩔 수,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기왕이며는!, 표 안 

나게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교회처럼--. 세 옷!, 세 가지, 네 가지를 갖다놔요! 

자기 필요한 거 골라가! 곤색 있어, 빨강 있어, 노랑 있어, 회색 있어... “당신들 

원하는 대로 가져가세요. 필요한 만큼!, 사이즈 골라, 입어보고 가져가세요.” 뭐!, 

사이즈별로 다! 자기가 빨강 좋아, 검정 거 좋아, 회색 좋아…

(거리 C)

  (9) 정서 로그램

노숙인들의 경우 거리에서 생활을 하면 자신의 미래가 희망 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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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며, 비 인 생각을 쌓여서 생활하기 때문에 

노숙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에서 

노숙인들이 정 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타인들과의 계 속에서 웃음

도 찾을 수 있는 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그건 뭐 근본적으로 좀 사람 개개인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해 

가지고 정신적인 건강, 예. 웃음도 주고, 어떤 사람 모든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

을 하게하고,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그런 훈련이 필요하면 자연 자동적으로 저

는 벗어나는 길이 열릴- 꺼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다 

보면은 좋은 일이 꼭 생기거든요.

(거리 D)

  (10) 무료법률서비스

재 노숙인 에는 신용불량자가 상당히 많으며, 신용불량자가 된 원인

은 아주 다양하다. 그러나 개인 산제나 명의 도용에 의한 신용불량 등에 

한 처방법을 제 로 알고 있는 노숙인은 거의 없다. 따라서 노숙인들

이 억울하게 갖게 된 부채의 해결방법, 개인 산제의 활용방법 등을 알려

 수 있는 무료법률서비스가 지원될 필요가 있다. 

(명의도용 구제방법을) 그걸 어디 가서 물어볼 거예요? 그걸 어디 가서 물어봐

요.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돈이 있어서 뭐, 사법소, 사법소 가서 물어볼 거예요. 

사법소 가 물어봐도 돈은 내야 될 거 아니예요. 공짜로 누가 가르쳐 줍니까? 법률 

사무소 가도. 주변분들 이야기 듣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이 

뭐, 하루 용돈도 못 버는 사람들이 어디 뭐, 사법 사무소, 법률 사무소 가서 물어

볼 것도 아니고. 법적 근거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 법적 근거를 갖다 우리가 

상담을 받을 수가 없어. 법적 상담을 옛날에 좀 IMF 초창기에는 그래도 좀 나오고 

그래서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잠깐 고 상태로 왔다가 지금은 없어요. 결국은 

쏙 들어가 버렸죠. 법적 근거라곤 없어요. 법률 상담을 해주고 그런 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처음에 98년도 IMF당시에는 그래도 조금은 있었어요. 법률 같은 거에 

대해서 자문위원이니 뭐 오고. 그것도 조금 하다 흐지부지 없어져 버려갔고. 그

게…… 조금조금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없어지더라구요.

(쪽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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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일반인들의 인식변화

노숙인에 한 일반인의 인식은 아직도 걸인(乞人)이나 부랑인(浮浪人), 

행려병자(行旅病 )의 수 에서 머물고 있으며, 빈곤의 원인도 단순의 개

인의 나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기 때문에 노숙인을 무시하거

나 좋지 않은 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숙인에 한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기 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숙인 문제를 ‘타인

의 문제’,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같이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사회  분 기를 만들어야 한다. 

뭐- 아니 이런 생활 해도 지나가면서 좀 이렇게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보거나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거리 H)

7. 소결

  1) 조사의 요약

빈곤은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며 개인으로부터 존엄성을 앗아간다. 그리

고 빈곤의 최극단 상황에 놓여있는 노숙인들에 한 근은 사회의 다양

한 차원으로부터의 박탈로 이해하여야 하며, 보다 극 이고 근본 인 방

법을 활용하여 소외계층들이 재의 부 한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숙인들의 빈곤 탈피를 한 근은 개인  차원보다 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빈곤한 실에서 침해받고 있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인권을 보장하고 

확 해 나간다면 노숙인들이 재의 상황에서 탈출하여 자활․자립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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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재 노숙인들은 주류사회에서 소외되는 사회  배제를 경험하며, 기본

인 생활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극도의 빈곤, 무주거 혹은 주거 불안정, 건강의 악화, 노동시장에서의 배

제, 사회  계망의 취약성 등의 특성과 연결된다. 노숙인들은 당연히 국

가서비스(복지)의 상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옹호를 한 기

인 토 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취약한 국가서비스의 

수  때문에 이들은 국가서비스의 상이 되지 못하며, 국가서비스를 받는

다 해도 형식 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이들은 기본  인권보장에서도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본 에서는 노숙인의 기본  인권 침해와 사회  차별에 해서 

다루었으며,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에 한 인식의 부재와 함께 

노숙인들의 생활 장을 심으로 그들과 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단 들

과의 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실태를 심으로 살펴보았다. 

먼  많은 노숙인들은 생애  과정에서 한 번도 일반 인 수 의 사회

 계를 유지하거나 자신의 권리에 해 깊이 고민해 본 경험이 없다. 

그리고 재 자신이 처한 상황의 원인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식하고 있으

며, 따라서 타인과의 계, 공권력과의 계, 사회  서비스로부터의 인권

침해에 해 생각을 해볼 여지가 없거나, 인권이나 권리에 한 개념 자체

를 잊은 채로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의식주 문제  의(衣)와 식(食)에 해당하는 부분을 심으로 노

숙인들의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한 수 임을 살펴보았으며, 주(住)와 련

해서는 6장에서 구체 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노숙인들의 생활공간으로부터의 인권침해는 거리, 역사, 쉼터로 나 어 

살펴보았으며, 거리는 다시 일반시민, 경찰 등에 의한 인권침해 상황이 매

우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역사에 있어서는 물리  공간 활용의 

어려움, 공익근무요원, 공안, 일반시민들에 의한 권리의 침해를 살펴보았

고, 쉼터이용 시 겪게 되는 인권침해 상황은 쉼터실무자, 로그램 교육수

, 쉼터 이용자의 자율성이 무시된 규칙, 이용자 간의 권력 계를 심으

로 살펴보았다. 특히 쉼터 이용과 련된 인권침해 상황은 6장에서 보다 

구체 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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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노숙인들의 생활공간과는 거리가 있지만, 사회정책으로부터의 

배제  노숙인 지원서비스로 인한 침해  배제 실태를 살펴보았다. 많은 

노숙인들은 사회 서비스 정보로부터 상당히 배제되어 있으며, 물품의 지

원의 과정에서도 ‘노숙인 복장’으로 인식될 정도의 획일  물품의 지원을 

통한 인권침해 상황 등을 구체 으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5 에서는 빈곤과 노숙, 여성이라는 문제가 결합되어 첩 으로 

나타나는 인권침해 상황을 살펴보았다. 여성 노숙인들에 의해 표 된 인권

침해 실태만을 분석해보았을 때도, 여성 노숙인들은 일반시민들 뿐만 아니

라 동료 노숙인들로부터 물리  폭력은 물론 성 (性的) 폭력까지 동시에 

경험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한 보다 극 이

고 직 인 처가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조사결과에서 확인한 내용들에 근거하여 노숙인의 사회  기

본권 보장과 사회  포섭을 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만, 본 장

에서 다룬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주거권, 노동권, 건강권과 련된 내용은 

각 장에서 보다 구체 으로 다루어질 것이므로 본 에서 복으로 다루

지는 않는다. 

  2) 노숙인서비스의 개선

○ 노숙인들에게 제공되는 ‘노숙인 복장’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획

일  물품제공의 개선

○ 무료 식 시 제공되는 음식의 질  생의 개선

○ 무료 식을 한 천막 는 시설의 설치

○ 아웃리치 상담원들에 한 쳬계  교육을 실시로 보다 극 인 상담

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

○ 노숙인에 한 정서․음주․직업 등 다양한 로그램의 제공

○ 쉼터  노숙인 련 기 에서 실시되는 로그램의 경우 노숙인들의 

욕구와 수 을 반 한 보다 실질 인 로그램으로의 환

○ 많은 노숙인들이 겪고 있는 신용불량 문제와 련하여 개인 산제도 

등과 련한 무료법률서비스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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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효율 이고 효과 인 자원활용을 한 계 이 지난 의복이나 침

구류의 보  책 강구

  3) 노숙인의 자율성 인정

○ 무료 식 시 개인의 종교  신념과는 계없이 진행되는 강요된 종교

행사  노숙인들에 한 부정  언행의 근

○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물리  공간인 역사 이용의 

자율성 인정

○ 쉼터 부랑인 시설에 한 강제입소 행 의 근

○ 쉼터이용자의 개인  욕구와 자율성이 무시된 강요된 규칙(종교행사 

참여강요  자아비  등)의 폐지

  4) 노숙인에 한 인식 제고

○ 일반시민(학생 포함)들에 한 인권교육(일반  인권 교육  사회  

소수자에 한 인식을 개선하기 한 교육)의 실시

○ 경찰, 공안, 공익근무요원, 노숙인 집지역 상가 운 자들에 한 노

숙인 인권교육 실시

○ 노숙인들에게 가해지는 물리  폭력에 한 엄격한 처벌

  5) 법 ․행정 ․제도  개선

○ 사회정책의 극  홍보(공무원과 노숙인 련 단체가 연계한 아웃리

치 등)를 통한 노숙인들의 정보로부터의 배제 근

○ 불심검문 시 경찰의 직무유기  권력 남용 방지를 한 경찰조직의 

책 강구

○ 국제  행사 시 노숙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물품 보 함의 일방  폐

쇄 조치의 근   체  물품보  방법의 강구

○ 여성 노숙인들이 경험하는 성 (性的)․물리  폭력 등 첩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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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한 극  방안 강구

○ 노숙인들이 재 상황을 벗어나기 해 반드시 필요한 주민등록복원

의 실화 는 노숙인들의 실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임시신분증

의 활용 방안 강구

○ 노숙인의 상황을 악용한 신분매매, 분실한 신분증의 명의도용, 장

결혼알선자 등에 한 강력한 처벌  근 방안 마련

○ 노숙인들을 강제철거 장 인간방패 역할로 동원하는 행 에 한 법

 처벌

이상으로 노숙인의 일반  기본권  사회  포섭을 제고하기 한 몇 

가지 시 한 안을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서는 정부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련 단체들 간의 유

기  연 를 통해 노숙인들의 자유권  기본권 보장은 물론 사회권  기

본권 보장에 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로써 노숙인들의 일반  기본

권 보장  사회  포섭을 한 기 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며, 노

숙인들에 한 사회  인식의 제고를 통해 노숙인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분 기를 조성하여, 이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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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노숙인의 주거권

1. 들어가며

노숙인들의 주거는 다양하다. 공원, 거리, 지하도, 혹은 건물 한켠의 계단

참에서 “건물을 타기도 한다”. 허나 여름이면 한데 잠도 감수할 수 있지만 

엄동설한이 닥쳐오면 싸늘하게 식어버린 바닥에 지친 몸을 눕히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다. 더욱이 오랫동안 사회 인 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어온 경우,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는 능력도 상태

도 아니거니와 사회로부터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벽도 지붕도 없

기에 마음은 날로 더 지쳐갈 뿐이다. 몸에 지병이라도 있는 경우는 더더군

다나 버겁다. 여름철보다 한겨울은 한층 더 설움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

는 견디기 힘든 계 이다.

낮보다 밤은 더욱 더 조심스럽고 긴장을 수반하는 시간이다. 설사 몸 눕

힐 자리를 찾아 잠을 청한다 하더라도 밤길을 서둘러 옮기는 행인들의 신

발 끄는 소리, 발소리, 술이 얼큰해 왁자지껄 몰려다니며 떠드는 소리 등에 

쉽게 잠에 빠지지도 못한다. 이따 씩 해코지를 하는 취객도 있다. 정도를 

넘는 경우는 상해나 치사에 이르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  시선은 노숙인

에게 곱지 않다. 그래서 더더욱 긴장하고 조심해야 한다. 어렵사리 운 잠

자리라도 빼앗기지 않게 서  시간 간신히 등을 일 뻐근하고 썰 한 시

멘트 바닥에서라도 내일의 생산을 한 잠시간의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

문이다.

최근 유럽을 심으로 사회  배제(social exclusion) 어 로치가 사회정

책과 도시정책분야에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  배제’ 개념의 특징

은 기존의 화폐 심 인 빈곤개념, 즉 가처분 소득의 유무에 따른 빈곤의 

분석틀에 한 정책과학 인 논의에 반하여 빈곤화를 수반하는 ‘다차원성’

과 ‘동태 인 로세스’에 주목(poverty as process)하고 있는 

(Berghman, 1995: 20-21)과 기존의 빈곤개념이 주되게 착목해 온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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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부터 ‘ 계  문제’로의 의 변화(from a distributional to a 

relational focus)를 의미하고 있다는 에 있다(Room, 1995a, 1995b, 1999). 

즉 개인과 집단이 공식 인 사회조직과 제도로의 참가가 닫 있는 혹은 

닫 져 가는 과정에 이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Somerville, 1998). 따라

서 이에 한 정책 응에 있어서는 배제되어 있는 개인과 집단 자신의 변

화를 요구하기보다는 그와 련된 제도와 로세스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

이 제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Percy-smith, J. ed., 2000).

그 다면 이와 같은 사회  배제의 어 로치를 거주 문제와 련시켜 생

각해 본다면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할까? 그리고 그와 련한 응은 어떠

한 들이 다루어져야 하며, 특히 주거와 련시켜서 어떠한 구체 인 

응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 에서도 본 연구의 주제인 홈리스 문제

와 련한 주거와 사회  배제의 계로부터 야기되는 인권 문제에 응

하기 해서는 어떤 측면에 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가야 하는 것인가?

먼  사회  배제 어 로치를 통하여 홈리스 문제를 생각한다면 우선 이

들 문제가 단순히 주거라는 물  공간에 한정된 문제라는 소한 시각이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  배제 어 로치를 채용한다면 홈리스 

상태와 련된 문제는 사회정책과 도시정책과 련한 제반의 논의로 확장

시켜 분석되어야 하며, 이 때 홈리스 상태는 거주환경의 물리 인 상태에 

한 문제 이상으로 사회  계와 개인의 후생(well-being)과 련된 문

제라는 것이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즉 홈리스 상태에 한 성공 인 사

회  포섭을 성취해내기 해서는 한 주거(affordable housing)의 공

에 한 과제와 동시에 사회참가와 개인의 후생, 그리고 생활 컨트롤, 나

아가서는 임 워먼트에 한 명확한 고려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환언하자

면 노동시장으로의 통합만이 사회  배제 문제에 한 해결책이자 그 모

든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주거의 공 이 홈리스의 성

공 인 사회  포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홈리스 문제’가 ‘사회  배제’ 어 로치와 연결됨을 통해 홈리스 문제에 

한 재평가와 더불어 기존의 정책과 략의 유효성에 해서도 재평가를 

요구받아 왔다. 여기서는 통 인 복지와 주거서비스는 양자 모두 비실용

이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서 간주된다. 특히 거리의 홈리스에 한 

통 인 국가 복지서비스의 할당(allocation)은 시설에서의 수용과 자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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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조, 그리고 임시 이며 긴  보호 인 서비스 공 에 한 강조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그 근본에서부터 의문시되어 오고 

있는 것이 실이다(全泓奎 他, 2003). 즉 그러한 강조에는 ‘사회  배제’ 

어 로치에 의해 확인된 홈리스 상태에 한 장기 이고 다차원 인 응

과 개입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로부터 홈리스 문제에 한 직 인 서비스의 공 으로

부터 국가는 퇴각해 왔다. 그 신에 국가는 사회정책과 거주정책과 련

하여 후방지원자 인 역할(enabling policy)과 조 자 인 역할에 한정되

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의 역할 변화와 병행하여 복지서비스의 안

인 로바이더로서 자발 인(voluntary) NGOs의 형태로 시민사회가 등

장해 오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  배제 어 로치에 입각하여 포 이며 

다차원 인 어 로치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들  홈리스 문제와 련

해서는 지난 15~20년간에 걸쳐 출 해 온 ‘서포티드 하우징(supported 

housing)’을 표로 들 수 있다. 서포티드 하우징은 홈리스의 사회  배제

를 경감시키기 해 고안된 수많은 정책 목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가능

한한 개인과 그룹의 역량(capacities)과 잠재능력(capabilities)87)을 개발하

는 것, 그리고 생활환경을 선택하고 컨트롤하기 한 임 워먼트 뿐만이 

아니라 주거환경의 노멀라이제이션과 독립 인 생활의 맥락에서의 다양성

을 인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Edgar et al., 2000).

아래에서는 특히 홈리스의 주거와 사회  배제에 한 응의 일환으로 

시도되고 있는 서포티드 하우징과 련하여 간단하게 소개한 후 본 장의 

목 인 노숙인과 거주문제에 있어서의 인권 실태에 한 분석과 이에 

87) capability를 여기서는 편의상 ‘잠재능력’이라고 옮기기로 한다. 잠재능력은 경제학자인 

Amartya Sen이 불평등과 빈곤, 생활의 질을 판단할 때의 기준으로서 제창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는 사람들의 생활이 다양한 상태와 행동, 즉 다양한 기능(functioning)의 모임으로부터 성립

되어 있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센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달성가능한 다양한 functioning의 조

합을 총체적으로 포착한 집합이 그 사람의 capability이며, 다양한 functioning을 달성할 수 있

는 실질적인 자유를 나타내고 있다. 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개개의 선택의 적

절성과 더불어 선택의 폭과 자유도라는 생각이다. 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종종 사용되

는 재화, 서비스의 소비량은 보다 나은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 수단

을 사용하여 다양한 functioning을 달성하는 능력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임신

부와 질병이 있는 사람은 충분한 영양을 얻는 functioning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영양섭취량

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필연적으로 많아져 버린다. 거기서 달성가능한 functioning의 관점으로

부터 생활의 질을 평가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国際協力用語集』<第3版>,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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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기 한 거주측면에서의 가이드라인에 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2. 서포티드 하우징의 성격과 유형

서구에서는 1970년  이후 노멀라이제이션(normalisation)의 원리 하에 

 유럽 차원에서 개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sation)의 과정을 통해 

어 달에 있어서 커뮤니티 모델이 출 되어 왔다. 재는 사회 인 지

원에 한 필요(needs)를 가진 사람에 한 서비스는 시설이나 그들 자신

의 주거에서, 혹은 사회서비스 주거(supported accommodation) 혹은 ‘특

정한 필요에 부응하는 주거(special needs housing)’와 같은 ‘매개

(intermediate)’인 제도를 통하여 제공될 수 있다. 탈시설화로 이끌어온 요

인들은 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소로서 주거가 시설에 비해서 훨씬 잇

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따라서 부담가능하며, 하고 유연한 

주거의 이용가능성은 커뮤니티에서 어 서비스의 효율 인 달에 있어

서 필수불가결하다. 한 주거의 불충분한 공 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서

비스 공 은 사람들로 하여  시설로 입소 혹은 재입소하게 되거나, 혹은 

홈리스 상태로 빠져 들어가게끔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서포티드 하우징이란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는 주택과 지원서

비스 공 의 계, 재정형태, 혹은 주택 리와 서비스 지원체계에 있어서

의 조직 인 배치에 의해 구분되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즉 최소

한의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독립 인 주택에서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하

는 집합 인 주거에 이르는 연속선상에서 이들 유형이 보여질 수 있다. 따

라서 서포티드 하우징은 주택의 물리  상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공되는 

지원서비스의 목 , 정도와 상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지원서비스가 함의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  커뮤니티와 정상 인 주택

으로 홈리스 상태를 방하기 해 (재)통합하거나 혹은 주택을 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거환경을 정상 으로 최 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한 

(개인  혹은 사회 으로) 조직된 서포트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서포

트의 궁극 인 목 은 지역사회 내에서 사람들이 독립 으로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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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갈 수 있게끔 권능을 부여하는 것(enabling)이다.

에서 언 한 지원서비스의 유형을 분류해보면 아래와 같이 세 종류로 

나 어 볼 수 있다.

․ 주거와 가사 서비스 지원: 주거 리( 유권의 리)와 가사  일상생

활 활동 지원

․ 카운셀링과 기술 지원: 독립 인 생활을 가능하게끔 하기 한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약물남용과 계 인 문제들과 같은 특정한 문제들에 

응하기 한 카운셀링의 지원

․ 개별  개호와 헬스 어: 목욕 등 일상 인 생활과 련한 지원뿐만 

아니라 약물치료와 같은 개별 인 개호

이들 서비스는 소요집단의 필요에 따라 차별 일 것이다. 이들 서비스를 

응하는 주거와의 계를 고려하여 분류해보면 아래<표 Ⅵ-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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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 주거와 지원서비스

커뮤니티 서포트 매개  서포트 시설  서포트

숙

소

면

․공동 주거

․독립 주거

․거주용 주거

․스탭이 있는 그룹홈

․사회서비스 주거

․시설

․호스텔

지

원

서

비

스

면

․사회 이행 지원

․방문, 이동형

․유동 이고 개별화

된 지원

․비정규  지원

․주거, 생활 기술  

측면의 지원

․사회 이행 혹은 구  지

원

․가내 지원

․ 로그램 혹은 유동 인 

지원

․24시간 지원

․주거, 생활 기술, 개인 개

호

․ 구  지원

․가내(시설내) 지원

․규정된 로그램

․24시간

․생활 기술, 개인 개

호

리

면

․복합 인 지원단체 

연계

․사회보장과 주거보

조에 연계된 재원

․복합 인 지원단체 연계

․복합 인 재원

․단독 지원단체

․개호 지원과 련된 

재원

이

용

자

면

․ 유권

․일상생활의 결정에 

한 사 인 컨트롤

․제한된 유권

․제한된 사 인 결정권

․ 유권 없음

․일상생활 결정에 

한 문가의 컨트롤

출처: Edgar et al.(2000: 71)

의 매트릭스의 각 구성요소는 시설, 매개, 그리고 커뮤니티 서포트의 

각각의 차원에 있어서의 연속성을 넘어 발생할 수 있는 이행을 설명하고

자 한 것이다.

다음으로 지원서비스의 목 , 개인의 소요와 홈리스화의 경로에 따라 서

포티드 하우징의 각각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견해 볼 수 있을까? Edgar

들은 이론 으로 아래 <표 Ⅵ-2>와 같은 분류 형태를 제시하며 유럽 각 국

의 련 서비스  숙소에 해 소개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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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서포티드 하우징의 시나리오들

공급 목적

A B C D

숙소 항구 항구 이행 이행

지원서비스 항구 이행 항구 이행

출처: Edgar et al.(2000: 72)

첫 번째 시나리오 A는 숙소가 개인의 항구 인 주거이자 지원서비스는 

그 주거에서 가능한 한 개인이 독립 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하기 한 항

구 인 토 가 되도록 계획되어진다. 이 때 주거에 한 유는 이들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가능하다.

두 번째 시나리오 B는 임시 인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그들이 유하는 숙소는 항구 이며, 이러한 유는 반드시 지

원서비스에 응하는 것을 제로 하지는 않는다. 독일과 네덜란드, 국의 

경우에 이들 모델이 존재하며 체로 ‘거주자에 한 이동형 지원서비스’

의 형태를 띠고 있다88). 한 이 모델은 이상 인 공 모델이자 ‘거주형 

지원서비스(support in housing)’로서 간주되고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 C는 항구 인 지원서비스가 요구되는 상황이자 시설

에서 커뮤니티에 기반한 개호 서비스 달로의 환을 의미한다. 탈시설화

의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숙소가 제공되며, 개인은 이행형 지원서비스를 받

으며 항구 인 숙소보다는 사회(재)참가를 한 트 이닝이 더 요한 상

황을 의미한다. 이들은 핀란드의 ‘개호의 연쇄(chain of care)’ 혹은 스웨덴

과 네덜란드의 지원서비스의 ‘계단(staircase)’ 등의 형태로 존재하며, 고도

의 지원서비스에서 낮은 차원의 지원까지의 계속 인 형태로 제공된다. 이

는 종종 ‘개호의 연속(continuum of care)’으로서 간주된다.

네 번째 시나리오 D는 (단기 인) 이행 숙소와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

는 상황이다. 인간의 생애 과정에 있어서는 삶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88) 독일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동형 지원(ambulant personal support for people living in 

dwellings)’, 네덜란드는 ‘이동형 지도 프로젝트(ambulatory coaching projects)’, 그리고 영국

은 ‘이동지원(floating support)’ 등이 이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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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기 한 이행의 시기가 있을 수 있다. 한 어떤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들 이행기를 용이하게 하기 해 임시 인 숙소와 지원이 요구되기도 

한다. 를 들어 은이들의 경우, 독자 인 생활을 해 필요한 생활의 기

술을 획득하는 동안의 임시 인 지원서비스 등이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에는 이들을 지원할 보다 문 인 숙소가 요구될 것이다. 한 

이 시나리오는 개인 인 기상황 혹은 긴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즉 계의 붕괴문제 혹은 청소년 임신 등으로 인한 불안정기, 친근한 계

에 있는 이로부터의 폭력(domestic violence)으로부터 도피 인 여성, 약물 

남용 등과 같은 상황이 해당될 수 있다.

이처럼 서포티드 하우징의 각각의 시나리오는 소요 당사자의 조건과 상

황에 부합되게끔 세분화되어 있음을 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

다. 한 이들 각각에 한 선택은 지원자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최 한 보장되어야 한다

는 것은 제 조건이라 할 것이다.

3. 사회  배제의 에서 본 노숙인과 거주문제에 있어서의 

인권 실태

이 에서는 본 장의 주 분석 과제인 노숙인의 거주문제에 있어서의 인

권실태에 해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이 에서는 노숙인의 거주문제(노

숙 이후)와 직 인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상되는 쉼터와 각종 

시설 등에 해 심 으로 다루어보며 이  거주지 등에 해서도 필요

한 경우 분석을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통해 노숙의 심화와 재노숙화

를 방하기 한 노숙과정에서의 응과 련한 인권 가이드라인에 해 

검토해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재의 노숙인 보호체계 내에서 이용가능한 주거로는 상담보호센터, 쉼

터, 자활의집, 부랑인복지시설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노숙

인들은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유지하면서 비공식 인 주거자원으로서 쪽방

과 고시원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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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들의 상당수는 불안정 고용 상태를 되풀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

용 조건의 특성상 주거상태 역시 불안정한 상황이 순환,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먼  이들 지원체계에 따른 각종 시설 규모 등에 해 살펴보자. 2003년 

9월 재 노숙인 쉼터는 국 으로 총 105개소에 달하며, 그 정원 규모는 

4,368명에 이르고 있다(서울은 2005년 10월말 재 64개소 2,176명이 생

활). 그리고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 총 3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원 규

모는 11,361명에 달한다(이태진 외, 2003). 한 자활의집은 2003년 3월 

재 총 64개소가 운  에 있으며, 그  58개소가 서울에 설치 운 되고 

있다(신명호 외, 2004). 상담보호센터는 거리생활자에 한 서비스 이용(단

기 숙박, 식사와 목욕 등 개인 생 서비스 제공)의 편의를 목 으로 설치

된 것으로 주거 용은 아니지만 단기 거주 용도로도 이용되고 있기도 하

다. 이들 노숙인 보호체계는 거리생활자에 한 장보호체계와 쉼터 입소

자에 한 시설보호체계로 분류될 수 있는 데 상담보호센터는 자인 

장보호체계에 속한다. 재 국 으로 7개소(서울 4, 부산 1, 구 1,  

1)가 운 에 있다. 아래는 이들 노숙인 보호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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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상담보호센터

(분류사정, 생활편의, 
일시보호, 거리상담)

거리생활자

(이용시설, 거리진료소, 
급식소, 쪽방등이용)

전문쉼터

(단기보호, 
재활자활지원) 

최장: 1년6개월

부랑인복지시설

(장기보호, 
재활자활지원) 

기타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인등) 

자활의집

(전세자금지원)

최장: 4년

사회복귀

쉼터및
시설입소거부

자료: 보건복지부복지지원과(2003); 신명호외(2004: 102)에서재인용

노숙인

상담보호센터

(분류사정, 생활편의, 
일시보호, 거리상담)

거리생활자

(이용시설, 거리진료소, 
급식소, 쪽방등이용)

전문쉼터

(단기보호, 
재활자활지원) 

최장: 1년6개월

부랑인복지시설

(장기보호, 
재활자활지원) 

기타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인등) 

자활의집

(전세자금지원)

최장: 4년

사회복귀

쉼터및
시설입소거부

자료: 보건복지부복지지원과(2003); 신명호외(2004: 102)에서재인용

[그림 Ⅵ-1] 노숙인 보호체계

이들  쉼터는 1997년말 경제 기를 계기로 증한 노숙인에 한 지원

책으로 출발하 고, 부랑인복지시설은 1975년 내무부 훈령이래 80년  

들어 부랑인에 한 일제단속을 계기로 규모로 시설 설치  확 가 이

루어졌다. 재 두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계기로 양자의 지원

체계를 통합 혹은 문화시키는 방향으로 환되고 있다. 자활의집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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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정착의 간과정으로서 쉼터 입소자를 상으로 자활가능성을 

단한 후 제공되는 거처로 가족단 의 노숙인을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최

장 4년간 입주가 가능하다. 이처럼 재의 노숙인 보호체계를 개 해 보면 

행 노숙인 지원체계가 입소 주의 시설 심 인 지원이 골격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재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의 지역사회 재정착을 한 지속 이고 안정 인 주거확보 책이 

없는 실정이며, 노숙 기에 처한 사람들이 노숙생활로 락하는 방책 

한 락되어 있는 상황이다(신명호 외, 2004). 한 의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자활의집 이후의 항구 인 주택 확보를 한 지원책

과 이들 주거에서의 거주생활을 지속 으로 해 갈 수 있게끔 하기 

한 지원서비스에 한 책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 체계

를 어렵사리 통과하여 자활의집을 거친 경우라 할지라도 거리로 재진입할 

수 있는 우려는 다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을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와 련해서 신명호 외(2004)에서는 특히 항구 인 주택의 지원과 련하

여 <주택법>이나 <임 주택법>에서의 노숙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우선  

주거지원과 련한 내용의 부재로 인한 문제 을 주거권 차원에서 지 하

고 있기도 하다. 이들에 따르면 행 공 되고 있는 국민임 주택이나 최

근 공 을 확 시켜가고 있는 다가구매입임 주택에 있어서도 노숙인의 

주거소요가 우선되고 있지 못하다는 이 지 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등을 염두에 두고 쉼터 등 시설 입소자 내

지는 이들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구체 인 필요(needs)와 련한 

내용을 분석해보도록 한다.

  1) 주거(시설)로부터의 배제

한 주거로부터의 배제로 인해 노숙인들은 거리에서의 생활을 강제 

당하고 있다. 쉼터 등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들이 있다고 하나 노숙 당사자

들에 따르면 이들이 그러한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선택’하고 ‘결

정’하기까지에는 여 히 넘어야할 다양한 장애들이 존재한다. 이들 구체

인 내용들에 해서는 뒤에 구체 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한 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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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권으로부터 배제된 이들은 거리에서의 생활을 통해 온갖 수모와 

불안하고 험한 잠자리를 택할 수밖에 없다. 지나다니는 취객들로부터의 

횡포는 말할 것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잠을 자고 있을 때 때리고 도망

가거나 공연히 나무라는 이들도 있다. 여럿이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 작년 회 역에서는 지나가는 사람이 노숙인을 소주병으로 때린 사건

도 있었다(거리 C)고 한다. 이들 일반 사회로부터의 횡포에 해서 노숙인

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책은 취침시 동료들과 함께 모여서 잠을 청하

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듯하다. 이를 통해 과 험으로부터 

회피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그들은 말한다.

여러명이 같이 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는거에요, 혼자, 혼잔, 절대 안돼요!! 

위험하니까!

(거리 C) 

그들에게 있어서는 노숙 동료들은 노숙 생활에 있어서 주요한 필요

(needs)의 하나이다.

쉼터는 동료들이 그립기 때문에 갈 생각이 없어요. 겨울이 추워도 동료들과 같

이 그냥 있고 싶어요.

(거리 C)

이처럼 노숙인들이 함께 모여서 지내는 것은 생활의 방 이자 자조 ․

상호부조 인 그들 나름의 지혜인 것이다. 하지만 에서 말한 바와 같이 

쉼터에서의 생활을 선택한다는 것은 때로는 이와 같은 인간 인 안 망을 

포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계방

식 로 쉼터의 생활공간이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면, 

쉼터는 이들이 안 망으로서 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들이 쉼터  시설을 선택지의 하나로서 받아들이지 못 하게끔 

하는 복병은 도처에 산재해 있는 듯 하다. 그  표 인 것으로 쉼터 등

의 시설 수 의 문제를 지 하지 않을 수 없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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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 쉼터  시설(설비) 수 으로부터의 배제

재 노숙인 쉼터의 운 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 41개소(39.0%), 종교법

인이 32개소(30.5%)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쉼터는 정원 규모가 11명~20명 

규모의 소규모 시설이 43개소(41.0%)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21명~30명 규모가 22개소(21.0%), 그리고 31명~50명의 비교  규모 시설

이 16개소(15.2%)의 순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1인당 시설면 을 보면 

아래의 <표 Ⅵ-3>과 같다.

<표 Ⅵ-3> 노숙인 쉼터의 1인당 시설면

(단위: 평)

정원 1인당 면적 현원 1인당 면적

침실 1.2 1.6

욕실 0.2 0.2

식당 0.3 0.4

프로그램실 0.5 0.6

주방 0.1 0.2

상담실 0.1 0.1

사무실 0.2 0.2

총계 3.6 3.3

출처: 이태진 외(2003: 92)를 수정

의 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2003년 6월~7월에 실시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에 의하면 노숙인 쉼터는 정원 1인당 1.2평( 원 1

인당 1.6평)의 침실 면 을 보이고 있다. 

이와 련하여 2005년 1월5일에 공포되어 시행된 <부랑인 노숙인보호

시설설치,운 규칙>에 따르면 노숙인 쉼터와 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

89)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 장기 입소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연령이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않은 입소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00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이 다수(79.0%)

를 차지하고 있다. 전라남도에 6개소가 분포하는 외에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전라북도 등에 

각 4개소가 입지하에 전국 각 지역에 산재하고 있다(이태진 외, 2003). 이 절에서는 본 조사가 

쉼터 등의 경험자를 주되게 다루고 있는 바 부랑인복지시설과 관련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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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 을 제시하고 있다.

즉 아래의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치기 에 하면 재의 노

숙인 쉼터의 1인당 침실면 은 기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90). 그러나 아래

의 설치기 과 행 노숙인 쉼터의 1인당 면 은 개인실의 확보  이 기

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의 노숙인 쉼터의 다수가 

소규모의 방에 입소 인 노숙인 수를 면 으로 나 어 추산하고 있는 

을 감안한다면 이들 입소 노숙인의 다수가 재의 면 기 에 해 만족

을 보이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한 보건복지부에서 공포하고 

있는 설치기 에 해서도 개인실의 유도와 최소한의 개인의 라이버시

가 보장될 수 있도록( 를 들어 개인 침구 등을 커텐 등으로 구분하는 등) 

유도 인 기 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90) 1평≒3.3㎡인 점을 감안하면 정원 및 현원 1인당 침실면적은 설치 기준 이상을 만족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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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4> 노숙인 쉼터의 설치 기

구 

분
상시 30인 이상 보호시설

상시 30인 미만 

10인이상 보호시설

상시 10인 미만

보호시설

1인

당 

면적

13.22㎡ 이상 9.9㎡ 이상 9.9㎡ 이상

1인

당 

거실

면적

3.3㎡ 이상 3.3㎡ 이상 3.3㎡ 이상

설  

비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

용), 프로그램실(100인 이

상인 시설에 한한다), 의

무실(100인 이상인 시설

에 한한다), 조리실, 화장

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배수시

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을 설치할 것

수면실, 사무실(상담

실), 조리실, 화장실

(목욕할 수 있는 설비

를 갖추어야 한다), 

급․배수시설 및 비상

재해대비시설을 설치

할 것

수면실, 사무실(상담

실), 조리실, 화장실

(목욕할 수 있는 설비

를 갖추어야 한다), 

급․배수시설 및 비상

재해대비시설을 설치

할 것

1. 상시 입소인원이 100인을 과하는 경우의 시설면 은 13.22제곱미터×100＋13.22제곱
미터×0.7(입소정원－100)으로 한다.

2. 시설이 특별시  역시의 주거지역 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표의 1인당 면
 기 의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용할 수 있다. 

3.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입소자의 성별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비상재해 비시설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안 리에 한법률시행규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0인 미만의 시
설은 비상재해 비시설에 갈음하여 시설실정에 맞는 소화 기구를 갖추도록 할 수 있
다.

   ① 쉼터 공간의 과   개인의 라이버시 문제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입소 노숙인 당사자들 에는 노숙인 쉼터의 과

  소한 개인 공간 등에 한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고, 심한 경우는 이로 인한 문제로 쉼터 이용을 꺼려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에서도 뭐 치료사업이라거나 이런 거, 최저 생계비 같은 거 이런 거 지원 

해 주고, 그나마 조금 예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그런 점은 좀 좋아 진 점도 있

긴 있는데... 원래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누가 뭐, 주는 사람 보다 항상 

항시- 저도 모자라잖아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게 앞으로 좀 좋아지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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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는 여건상. 뭐 그 시설도 그렇고. 이 돌아다녀 봐도. 사실, 그 어떤,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 시설이 진짜, 엄청나게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가면- 어디가면은 막 

사람이 넘쳐 나 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아이- 그것도 이해가 가죠. 뭐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디 어디에 정부에서도 예산 탁 채워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

이고 그건 아는데, 어차피 이용- 그냥 이용 하는 사람 마음 같아서는 편안한 게 

좋죠. 그런 게 뭐 씻는 거나, 불편한 게 많죠. 불편한 게 많고...

(거리 D)

거리 J의 경우도 자유의 집을 비롯하여 팔당산 쉼터 등 몇몇 쉼터에서의 

생활경험을 갖고 있지만 수십 명 씩 같이 자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숙

이 좋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 한편으로는 사생활이 보장되고 조그맣게나마 

자기 공간이 있으면 쉼터에서 지낼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② 과  소한 공간으로 인한 계의 악화 문제

가족 쉼터의 경우 가족 단 로 생활하다보니 소한 공간에서 다수의 가

족들이 공동생활을 함으로서 빚어지는 생활공동의 불편사례가 심하다

고 한다. 이로 인해 이웃간의 계가 악화하여 조기에 쉼터를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가족 쉼터의 경우는 타 시설에 비해 비교  시설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설비 수 이 다수 가족의 생활에는 역시 다소 부족

한 이 있는 것이 실인 듯하다. 특히 세탁기 사용(2 )과 샤워실 사용 

등이 충분치 못해 일부 새치기하는 문제가 생기곤 하여 더욱 계를 악화

시키곤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쉼터 D).

   ③ 시설  주거의 취약한 물리 인 환경에 따른 불건강성

일조나 통풍이 불량하거나 습기가 많이 생기는 주거의 경우 거주 생활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한 습도가 높은 거주환경은 곰팡이 등이 

생기기 쉽고, 나아가서는 사람의 건강에도 해를 끼치며 특히 기 지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조가 불량하여 습하고 

한 느낌을 주는 거주환경은  류마티스와 신경통 등의 근골계 질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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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좋지 않다고 한다. 한 온은 의 수축을 래하며 고 압증도 발

생하기 쉽다. 신체 인 건강만이 아니다. 일조가 치 못한 주거환경은 

정신 인 건강을 해하며, 심한 경우에는 우울병이나 염 등을 래하기

도 한다. 통풍이 불량하여 실내환경의 악화를 래하고 이로 인한 식욕부

진 등 체력 약화를 래하기도 한다(早川和夫․岡本祥浩, 1993: 77-82). 우

리 나라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표 으로 잠재해 있는 곳으로는 지하주

거를 들 수 있다. 지하주거는 1980년  주택의 인 부족 하에서 이를 

보완하기 한 일방편으로 제도화되어 서민층 주거문제의 해결에 일정정

도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하층 건축기 에도 미달하는 

열악한 환경의 주거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한 건강상의 악

향 등이 우려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이들 지하주거와 련한 

주거환경의 악화와 거주세 의 빈곤화와 련한 문제가 지 되고 있으며 

이들에 한 련 응이 서둘러지고 있는 것도 실이다(홍인옥 외, 2003, 

하성규 외, 2005)

그러나 이들 문제는 일반 주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노숙인 지원체계내의 시설  주거에 있어서도 같은 

문제 이 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표 인 경우가 간주거

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활의집>이다.

여기가 자활의 집 방이, 장마철 되면 물이 흘러내려. (지하라, 반 지하라서 

들어와요?) 위쪽에서 창문 바로 여기가 인제 땅이에요. 반지하니까. 금새 물이 

새는 거야. 방수가 인제 안 되니까 곰팡이 슬고. (곰팡이 슬은 자욱 같은 거가 

혹시- 제대로 해놓으셔야...) 아니 이 안에, 안에 보믄 거기 밑에 한 이만큼. 이게 

좀 좁은건데, 계속 한번 도배 다시 한번 하고. 팡이제로 있죠? 그거랑 발르고, 

말리고, 선풍기 며칠 틀고, 많이 나아졌는데 저런 식으로.. 벽이.. 지금은 양호한 

편이야 

 (쉼터 C)

쉼터 F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방이 추워도 난방을 충분히 사용 못 하고 

기담요를 사용하기도 하나 기담요에서 자고나면 몸이 개운치가 않다. 

한 공사를 잘못해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물이 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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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건- 요고를, 내가 서울시에서 인제 거- 난방비하고 그런 건- 이거 좀- 

받다보니까 맘대로 못해. 이런데 그라면 어떤 날 좀 추울 때도 있고 뭐 그러면은 

방이 그게, 인제 쉽게 인제 보면은 지붕에 이게 방수를 잘못 해놔 갖고 (XXX) 공

사에서 인제 그, 3년 그, 저,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봐도- 안하는 거야, 이기. 비

가 새갖고 저저 많이, 많이 올 때 보면은 비가 몇 방울 새요. (아, 근데 그거를 책

임지고 와서 고쳐주는 이런 게 없는 거네요?) 예예, 몇 번 얘기해고 거, 뭐- 전화

도 다 안받고, 그쪽에서...(중략)...이, 쪽에-는, 두 방에 완전히 냉방이니까요, 뭐 

잘못돼갖고. (그럼 그 방에 지금 아무도, 계실 거 아닙니까, 누군가) 예예. 전기담

요로 해갖고 인제 그런 거는...(중략)...근께, (XXX) 전기담요에도 자보고 그러면

은 이게 몸이 개운하지가 않더라고...

(쉼터 F)

이 게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는 일부 고시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쉼

터 C)의 경험한 바로는 월28만원에 창문조차도 없는 고시원에서 생활한 

도 있다고 한다.

쪽방도 마찬가지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구조 으로 불량한 경우도 다

수이고 화재의 험이 산재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 노숙인 지원체계 

외의 주거자원들을 구조 인 불건강성만을 이유로 불이익하다고 볼 수 만

도 없는 것이 이들이 한편에서는 노숙인들에게 거리 생활로 인한 피로와 

험, 불건강을 회피할 수 있기 한 어포더블한 주거로서 기능(!)하고 있다

는 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노숙인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회 공공의 자원이라는 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이다91).

91) 물론 이들 기능적인 유용성만을 이유로 이들을 그대로 존속 혹은 유지시키자고 주장하는 것

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서울시내의 모 자치구와 같이 단순한 미관 혹은 경관상의 논리만

으로 반도시적인 조형물로 간주하여 철거, 제거하는 것도 극단적인 논리이다. 오히려 해법은 

이들 모두가 어떻게 공공의 자원으로서 순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장을 만

들어가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지역력이란 행정력으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오랫동안 그 지역에 거주하고 그 지역의 필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만이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서두에서 소개하고 있는 일본(오사카의 카마가사키 

마을재생포럼, 토쿄의 후루사토의 모임)이나 미국의 CDC(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등의 사례는 이들 문제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전홍규,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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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인제 방에 있는 거하고 밖에 있는 거의 차이는 건강이죠. 밖에 있음으

로 해서 건강을 해치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 왜냐, 지하 같은 데서 자다보면 이 

먼지와 뭐 이런 시끄런, 소음 땜에 잠 못 자고, 또 그로 인해서 술을 먹게 되고. 

밖에 자는 사람들 대부분이 밤에 술 안 먹고 잠 못 자요. 시끄러워서. 그러기 때

문에 첫째가 방에서 자는 거하고 밖에서 자는 거하고 건강상태가 다르다는 거

죠...(중략)...얼마 자지도 못하고. 그게 눈만 감고 있는 거지 그게 뭐 자는 게 아

니니까. 사람 자라고 불 꺼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 다니는 지하도에서 자다 보니

까. 그러다보면 밝은 데서 자다니까 얼마나 자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술로 이용해

서 사는 거고...

(쪽방 A)

쉼터 등의 시설 이외에 노숙인들이 숙소로서 활용하고 있는 이들 고시원

과 쪽방의 차이는 큰데 쪽방의 경우 고시원에 비하자면 사회 으로 스티

그마화되어 있어 사람들의 시선이 그다지 좋지 않으며, 자신들의 인식에 

있어서도 쪽방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패배감에 젖어 있고 알코올에 

들어 있어서 생활하기가 불편하다고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고시원의 경

우 외부인들의 인식이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식이 쪽방과 확연히 다

르며 쪽방보다 개인생활면에서 훨씬 편하다고 한다. 물론 비좁은 거주공간

으로 인해 감옥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얇은 벽에 자다 몸이라도 부딪히

면 쿵하고 소리가 나기도 하며, 텔 비  소리도 조용조용하게 내야하는 

등의 불편한 도 있다.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고시원을 계속 으로 거

주할만한 주거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잠시 머물러 다음 단계로 넘어

갈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

면접자: 고시원 생활은 어떠세요 쪽방이랑 좀 달라요?

피면접자: 내니까 하지 다른 애들은 못해

면접자: 아저씬 어떤 게 그럼 좋은 거예요 쪽방보다?

피면접자: 조용하고 사람대접 받지.

면접자: 아 쪽방에 있으면 안 그래요?

피면접자：쪽방은 그 바닥이 어차피 쪽방인생 거기서 아무리 내가 잘해봐야 너

도 삼류쪽방인데 뭘. 그렇잖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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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자：쪽방지역에 있는 건물들이 고시원처럼 그런 식으로 바뀌면 어떨까요? 

건물　형태나 

피면접자：근데 그게 되나  건물주들이 그리 안하지

면접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우리나라 쪽방 같은 지역

을 좀 작은 모텔처럼 지어서, 그걸 도야라 그래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달리 주거급여라는 게 나오니까 그걸로 내고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쪽방 건물주인 그 다음

에 건축학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하는 사람들 모여서  지역

을 바꿔요 지역을...

피면접자: 그러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좀 힘든 거 같애.

면접자: 힘들죠 대부분이 사유지 에다가..

피면접자: 힘들고, 정부에서 실제로 안하고. 추진 안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더 잘 알잖아. 국민성이 뻔한 데 뭐, 그냥..솔직히 내

니까 고시원 생활하지. 이럴 거 같으면 웬만하면 고시원 생활 못해. 

독방이야. 고시원하면 생각나는 게 독방생각 나잖아. 복도 쫙 들어가

면, 누구 대고 누구! 누구!

면접자: 쪽방도 비슷하잖아요 조그만 골목에 왜 다닥다닥 붙어서. 호수 다 써있

고.

피면접자: 그렇지만  좀 쪽방보단 개념이 낫지. 쪽방은 그래도 독방 같은 생각

은 덜 들어, 주택처럼 돼 있는 그런게 있잖아.

면접자: 아 생김새 자체가.

피면접자: 쪽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그렇게 올릴 수는 있어. 여기는 샌드

위치 판 하난데. 자다가 쿵 울리고 그러니까 완전 최대한 사생활이 그

냥  기침 한번 크게 하면 미안할 정도 되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줘야 

되고 그니까 완전 독방이라 보면 돼 자기만의 아성..

...(중략)...

면접자: 회현에서 지내실 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제일 달라요? 

피면접자: 그냥 난장하다가 방에 들어가니 좋은 점?　나는 제일 처음에 좋았던 

게 씻을 수 있다는게 제일 좋더라고. 항상 면접자씨한테 얘기했잖아. 

양말 빨고 발 씻는 게 제일 걱정이었다고. 내가 씻는 건 참. 내가 옛날

에 물에 빠져 죽을 뻔 했던 놈이었는데도 물을 좋아해 .씻는 걸 참 좋

아해 나 노숙할 때도 일주일에 한번 사우나 갔어. 구제비를 얻어서라

도 내가 소주 한 잔 안 먹더라도 그건 꼭 갔어. 그러다보니까 빨래도 

하고 씻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구.  잠자리도 뭐 괜찮고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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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러니까. 일체 차소리도 안들리고 양쪽 옆방에 다 조용하더라고 

아가씨들이 둘 있어서 그런가 괜찮더라고..

(고시원 B)

   ④ 생활 건강  생 서비스  환경으로부터의 배제

(거리 D)의 경우 쉼터의 과 뿐만 아니라 생활 건강  생에 해서도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를 들어 노숙인들이 결핵 증상이 있어도 밝히기

를 꺼려해서 검진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유는 (거리 

D) 역시 하게 이유를 잘 지 하고 있듯이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가용 

자원이 가뜩이나 부족한 재의 상황을 더욱더 궁지에 몰아넣게 될 것을 

어하기 때문인 것이지 동료들에게 일부러 피해를 입히고자 하기 때문은 

아닌 것이다.

또 뭐 뭐 위생 위생 개념이라든가, 하이튼 또 그 불편한 것보다도 위생 좀 그런 

걸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생을. 왜냐면은 거기에 뭐 환자들이 많거든요. 뭐 

결핵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간염 이런 사람도 그러고 딱 군집이 돼 있으니까, 몰

려 몰려있으니까, 호 호흡기를 통해서 그런 게 많-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바

-로 걸려 버려요. (검진 같은 건 하잖아요. 간호사- 분이 있을...)근데 거기 시설 

이용 하는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검 검진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왜그냐면은. 그게 시설 이용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지도 모르고, 그거 

자발적으로 가야만 검진이 되는데, 거기 터놓고 자기 솔직히 가서 신상명세 프로

필도 거 인명으로 다 하는데, 그래 그게 그로고 자기가 몸에 좀 어떤 결함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가요. 잘. 거 인제. 자기 그런 게 나타 날까봐, 그런 그런 게 나

타면 그 시설 이용하지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좋다는 거요...(중략)...적

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본인이 안 가는

데, 본인이 나 같아도 그러죠. 내가 당장 어렵고 힘든데 막상 어디 가서 잠자야 

되는데, 그런- 병명이 나타나면 이용하는데 제약이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멀쩡한 사람이 옮아버리는 거예요.

(거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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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노숙인 / 거주공간에 한 사회  차별 문제

쉼터 F는 서울시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치해 있으며, 시설 맞은편에 P

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공사용 형 차량이 자주 왕래

하고, 견디다 못해 이들 차량으로 인한 소음 고충에 해 수 차례 찾아가

서 이야기를 하 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운 기사들과 다툼이 벌어져 결

국에는 벌 형을 받은 도 있다고 한다. 이 때 경찰 등 공권력을 행사하

는 기 이 자신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깨달았다고 

한다.

예, 그 사건 있는데도. 그 인제 자질구레 해갖고 인제 그 파출소 갈 때마다 고

게 좀 틀리드라구요. 일반 사람하고 여깄는 사람들... 아 뭐, 이... 해갖고 싸움 말

리다 이렇게 해갖고... 인제 그 참고자로 갔는데... 뭐, 어, ‘집도 없는 새끼들 뭐 

이런데 와서 뭐, 싸우고 지랄하냐?’ 뭐 저-.

(쉼터 F)

   ⑥ 한 이행기 거주공간으로부터의 배제

거리 N은 알콜릭으로 구의 D병원에 3번이나 입원을 했다고 한다. 가

고 싶지 않았지만 항의 할 수도 없었고 병원을 선택할 수도 없으며 행려자

라고 그냥 잡아가서 입원시켰다고 한다. 한 병원 자체의 시설면에 해

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병원은 개인의 질병을 치료하고 한 휴양

을 통해 독립 인 생활이 가능하게끔 하기 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

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노숙인들에게 있어서는 별도의 응을 하는 

것일까. (거리 N)이 소개하는 D병원은 그의 말을 빌려 표 하자면 병원이

라기보다는 “실질 으로 그마.. 수용 시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껍데기만 

병원의 간 을 하고 있을 뿐이지 수용소와 같은 이들 병원이 비단 D병원

만이 아니라 “실질 으로 그런데가 많습니다. 국 으로..”라고 한다. D

병원의 병실은 병실이라기보다는 “온돌방”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요

만해 요 이래 물  이래 해놓고 해 놓면 요까지 안나 옵니까? 발 두 개 

딱 붙이면 달랑달랑해요. 그러면 여 한 쪽에 6명 자뿌면 여까지 12명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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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정원이 12명입니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 병원을 거쳐 사회 재참여로의 이행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일 뿐이다. 

오히려 이들 병원은 사회로의 재진입, 재이행이기보다는 병원에서의 ‘사회

 입원’을 강제하고 있는 꼴이다. (거리 O)에서 소개하고 있다시피 병원

은 치료나 휴양을 통한 사회  이행을 지원하기 한 기 이 아니라 사회

참여를 배제시키는 사회  수용기 화하고 있으며, 이들 병원으로부터 퇴

원 후 갈 곳이 없는 이들의 필요와 부합하여 더욱더 ‘사회  입원’에 한 

수요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아, 지금 제가...오번에 저...병원에 있으면서 병원에 십년씩 넘게 있은 사람들 

많대예.

 (거리 O)

   ⑦ 문화된 쉼터에서의 높은 생활 만족도

한편 쉼터 등 시설에서의 생활 모두가 반드시 부정 인 것만은 아니다. 

(쉼터 B)에 거주하는 김ㅇ래(61세)씨는 재 노인 용 쉼터에 입소해 있

다. 이곳에 오기 에는 약 1년여 안양에 있는 모쉼터에서 생활하 으나 

그 곳의 경우 입소 연령층도 다양하고, 특히나 은 층들이 다소 입소하여 

음주나 소란 등으로 인한 트러블이 왕왕 있기도 하 다고 한다. 그러나 

재는 비교  동질 인 연령층이 함께 지내고 있어 편안하고 만족스러우며 

실무자들에 해서도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 

...지가 솔직히 말씀들이지만 저 거리서 헤매다가 또 xx xx방 아시죠? 거기서 

목사님 비롯해서 거기서 근무하다가 일은 거기서 생활하다가 여기 오닌깐은 사는 

저기 보람을 느꼈어요. 지가 여기와서요. 왜냐하면 고생이 했지만... 아무케도요. 

여기 오닌깐요. 질서가 잡혔고 우선 나이 드신분들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도와주

시는 것이 있드라구요. 여기여기 잘... 자활하다 왔어요. 자활하다보닌깐 사람들

이 무엇인가 금전 관계도 쪼달라지 않을까 서로 도와주고 이런게 있드라구요. 그

져 거기 생활하고 여기하곤 서로 상반되는 생각이 들드라구요. 여기선 내가 만족

을 느끼고 있어요. 

(쉼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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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 서비스로부터의 배제

다음으로 쉼터 등에서의 각종 서비스와 련한 실태에 해서 살펴보도

록 하자. 먼  이들 서비스를 직 으로 담당, 실시하고 있는 쉼터 등의 

종사자의 황에 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아래는 (부랑인 노숙인보호시

설설치․운 규칙)(2005년 1월5일 공포․시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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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5> 노숙인쉼터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

상시50인 이상 

보호시설

상시30인 이상 

50인 미만 

보호시설

상시30인 미만 

10인 이상 

보호시설

상시 10인 

미만 보호시설

시설장 1인 1인 1인 1인

행정책임자 1인 1인 -

상담요원

1인 이상

(입소자 

50인당 1인 

추가)

1인 1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입

소자 상시 

10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함)

1인 - -

생활지도원

1인 이상

(입소자 

50인당 1인 

추가)

1인

1인

(상담요원이 

겸직가능)

1인

영양사(상시 

급식인원 5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함)

1인 - - -

조리원

1인 이상

(입소자 

50인당 1인 

추가)

1인 1인

사무원 1인 이상 - - -

설비기사(입소

자 상시100인 

이상 시설에 

한함)

1인 - - -

비고: 30인 미만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을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설

의 장에 갈음하여 상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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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6> 상담보호센터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

구분 인원수

시설장 1인

행정책임자 1인

상담요원 2인 이상

생활복지사 2인 이상

이들 기 에 하여 노숙인쉼터의 실제 종사자수를 알아보자.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이 2003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노숙인 쉼터의 평균 종사자

수는 2.69명으로 한 시설당 약 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 직종별 종사자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생활지도원으로 한 시설당 1명이 분포하고 있다. 여기서 

잠시 <표 Ⅵ-4>의 노숙인쉼터의 설치기 과 더불어 비교 검토해보면 먼  

<표 Ⅵ-4>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치기 에 따르면 입소인원 상시 30인 미

만 보호시설의 경우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조리실, 화장실, ․배수 시

설  비상재해 비시설을 설비 기 으로 들고 있다. 다만 상시 100인 이

상의 시설의 경우에는 로그램실과 의무실을 설치하게끔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실제 으로 규모가 은 노숙인쉼터의 경우에는 종사자 규모

에 있어서도 쉼터의 설비에 있어서도 한 자활 로그램을 운 하기에

는 실 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을 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 

노숙인쉼터의 체 산의 지출 비목을 살펴보아도 가장 많은 비 을 차

지하는 것은 인건비이고, 그 다음이 식비로 개의 노숙인 쉼터의 경우 

입소 노숙인에 해서는 숙박 서비스 외에 식 서비스 비 이 가장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의 상담  사례 리에 있어서는 개의 경우 보

충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실을 감안하더라도 입소 

노숙인의 한 서비스 필요에 응하기 어려운 실 인 구조가 존재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2003년 재 총 105개소에 달하는 노

숙인쉼터의 정원 규모를 악해 보았을 때(<표Ⅵ-7>), 체 노숙인쉼터에

서 이들 소규모 쉼터인 상시인원 30인 미만의 노숙인쉼터의 구성비율은 

69.6%로 체의 7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수치들이 한국의 노숙인쉼터

의 주소를 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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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최근 수년간 노숙인쉼터의 문화와 련한 논의가 진행되어 오고는 

있었지만 이들을 뒷받침할 만한 실 인 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라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문제에 해 이태진 외(2004)에서는 아래와 

같은 진단을 내리고 있다. 다소 긴 감은 있지만 참고삼아 인용하도록 한다.

‘ 재 한국의 노숙인 지원사업은 달체계에 있어 동맥경화 증세가 발생

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기 들간의 문제라기보다 행 노숙인 자활지원체

계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 때문이다. 먼  노숙인 지원사업에 계속 참여할 

의지가 없는 쉼터의 경우 최소한의 역할에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며 타 기

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을 확 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한 1차 사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노숙인을 특성에 맞는 쉼터(혹은 희망

의집)로 이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극 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쉼터 한 특성화 혹은 문화의 내용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의료지원, 주거지원, 자활지원 각 분야 공히 그러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배경에는 1차 사정기 에 한 업무지침에 한 규정이 미흡하

고 기 간 상호 력 체계를 유지할만한 정책 인 뒷받침이 부재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지원주체의 극 인 개입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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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7> 노숙인쉼터 정원규모별 분포

노숙인쉼터

전체 정원: 4,368명

개소 수 비율

10명 이하 8 7.6

11명 이상~20명 이하 43 41.0

21명 이상~30명 이하 22 21.0

31명 이상~50명 이하 16 15.2

51명 이상~100명 이하 8 7.6

101명 이상~200명 이하 6 5.7

201명 이상~300명 이하 1 1.0

301명 이상~500명 이하 1 1.0

501명 이상~1000명 이하 - -

1001명 이상~2000명 이하 - -

합계 105 100.0

출처: 이태진 외(2003: 83)을 수정

   ① 종교행사의 강요

쉼터에서의 종교행사의 강요는 IMF이후 노숙인 쉼터가 생긴 이래 무

나도 많이, 그리고 자주 지 되어 온 터 감과 같은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히 노숙인들과의 화에 있어서는 재 진행 인 문제로 

남아있다. 이들 종교행사가 개인의 인격 순화나 도덕성의 연마라는 차원에

서 나름 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개인에 따라서는 이들 행

사의 순수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종교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쉼터 이용을 

한 제조건이라도 되는 듯한 응에는 자못 불쾌감을 느끼는 이들도 개

에는 존재하는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견디지 못하고 쉼터를 나가는 경

우가 한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쉼터를 통한 자립이라기보다는 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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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다른 배제를 낳는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뭐냐면은 아침에 5시에 기상해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한다 그러죠... 

예. 의무적이거든요. 아,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노가다 가는 사람은 아침에 기냥 

막 일찍 나가니까 괜찮구, 거기 있는 사람은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다. (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꺼 아녜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나가요. 일 나간다 그러고 그냥 나가버

려요

 (거리 B)

   ② 채무 련 서비스 지원의 결여

다음으로 쉼터에서 필요 수 이 높은 서비스들에 해 몇 가지 를 들

어보도록 하자. 먼  가장 표 인 것으로 채무 련 지원 서비스이다. 이

들 채무는 노숙화의 주된 요인 의 하나로서도 지 되고 있으며, 특히 사

채 빚으로 인한 가족 계의 악화와 그 후 주거불안정의 지속은 물론이거

니와 쉼터  시설이용에 해서도 제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 (거리 C)의 경우 사업을 하다가 사채 빚을 얻어 썼고, IMF때

에 조그만 사업체(식품공장)가 부도나서 그 후 도망 이기 때문에 시설이

나 공공기 은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재 얻어 쓴 사채로 인

해 가족(부인, 19살, 16살 된 두 자녀)과도 별거 이고, 가족 계는 이따  

화 통화를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사채빚 때문에 도망자 입장이며, 

6~7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사채업자가 집을 찾아와 집에 갈 수 없는 상황

이다. 이혼도 생각해 보았지만 아이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럼, 집사람한테 ‘그렇게 어려우며는 차라리 형식상 이혼을 해라-.’ 그럼, 그

러믄 없는 걸로 알거 아니야, 애들 때문에... ‘뒤에 애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러고 싶은데-,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고통스러워도 좀 견딘다. 애

들 클 때까지, 보자. 애들이 커서 알면은... 되지 않겠냐.’...(잠시 침묵)(그러면 

뭐, 다른 뭐 예를 들면 시설이라든지, 이런데도 뭐, 그런데 좀 괜찮은데도 있는

데... 그런데도 못 가겠네요?) 저의 신분이 밝혀지면 오겠죠. 아-, 빚쟁이 그거 금

방 오죠! 그거 뭐 지금두... 집에, 7년 됐는데도 집에를... (공식적인-, 어떤 쉼터, 

이런데는 못 가는거죠?) 예. 예. 그래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들어가야 되기 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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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밝혀지게 되믄 바로, 저거가, 그 사람들 뭐-, 서로 정보를 얻고, 뭐, 이, 이, 

사람들 사람 잡는 데에는, 언제 날라 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아주, 전문적이야! 아-, 집사람 직장, 뭐, 같이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오는

데. 전화번호, 집사람 핸드폰 전화번호까지 알고,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바

꾸고, 바꿔도 또!!, 또 어떻게 아는지... 무슨.

 (거리 C)

노숙인이 범죄에 말려드는 경우는 상당 수 언론 등을 통해 익히 알려져 

있다. 국동포와의 결혼 사기, 주민등록증의 범죄에 악용, 명의 도용 등이 

표 인 경우라 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도 (거리 L)의 경우, 명의도용으로 

인해 수십억 의 채무를 떠안게 되고 이들 청구서가 쉼터에까지 계속 우

송되어 본인은 쉼터의 직원들에게 치가 보여 퇴소하 다고 한다. 이 경

우도 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에 해 근조차 해보지 못 하고 쉼터를 

퇴소하게 된 경우이다.

그거, 그런- 커험, 그건 또- 내 개인 사정이니까. 근데 그 딴 거 아이고. 제가- 

누구 꼬임에 넘어 가가지고 사업등록증 한번 만들어줬어요. 사업도, 한- 3년 전

인데. 사업등록증 맨들어 주니까. 그 사람, 젤 처음에 내가, 한 6개월 동안은 한

달에 80만원씩 받아 묵었어요. 제가. 받아 묵었어요. 받아 묵다가, 6개월 후에, 

인제 지나서 거 사장님이 오가지고 ‘김사장님, 사업은 폐업됐습니다.’ 그래 하더

라고. 그럼, 그리, 그래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그, 그라고 한 몇, 몇 달 

지나니까 나한테 무슨 날라와, 보니까. 그, 그 사업장- 그, 그 세금. 세금이 거의 

한 22억이 가까이 돼. 응. 그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세금이 날라 왔어요. 근께 내

가 거서 나를 그,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있으니께, 아는 어느 형님이 

‘야, 그럼 세무서 가서 거 한번 띠봐봐. 띠 보고. 얼마- 세금이 됐나, 있나 확인해

봐라.’ 그, 그래 내 날라 온 용지하고 그거 하고 맞춰보니 딱 맞더라구. 근데, 그 

사람이 사업을 계속 했으예. 하, 했는데 나한테는 폐업했다 했그든. 금, 그 한 4

년, 4년 가까이. 4년 안 되지 한 3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3년동안 자기는 내 명

의로 갖고 놀았다 이기야. 그래 난, 뭐, 60, 80만원씩 한 6개월 받아 묵고, 그래 

그렇게 말았는데. 그기 자꾸 날라 와서 참, 그게 선생들이 인제 농담삼아 그래요. 

내, ‘김정원이, 용지가 그렇게 많이 날라 오냐.’ ‘계속 많나’하고 농담으로. 그 사

람들,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농담으로 하는 거에요, 선생님들이. 그 소리 몇 

번 듣다보니까, 내가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쯧, 같이 그런 사람들한테나-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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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한테나- 참 미안터라고

(거리 L)

   ③ 한 생활 서비스 지원의 결여

자활의집은 1999년부터 자립기반이 구축된 희망의집 이용자에게 주거공

간을 제공함으로써 노숙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

기 하여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자활의집 서비스는 희망의집 이용자 2명 

이상이 짝을 이루거나 혹은 가족이 결합할 수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자

활의집을 이용하기 한 세 은 처음 시행 당시인 1999년 4월 1,500만원

으로 출발해 1999년 9월에 2,500만원으로, 2002년 다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한 세  외에도 기 집기를 구입하거나 세권 설정을 

하는 등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자활의집 

입주기간은 기본이 2년으로 생활실태가 양호할 경우 1년씩 2회 연장이 가

능하게 함으로써 최장 4년간 이용할 수 있다. 자활의집 입주 가구에 해

서는 특별히 희망의집 실무자가 정기 으로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악함

으로써 지속 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퇴거 후 주거를 마

련할 수 있도록 일정액을 매월 축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재 

자활의집에 입주하고 있는 이들에 해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가 2003년 

9월~10월 실시한 이용자 가구별 방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재 지원이 필

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에 해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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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8> 지원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항목

구분 빈도 %

취업 13 12.4

자녀 교육 19 18.1

부모교육 프로그램 5 4.8

금전관리 프로그램 2 1.9

여가활동 프로그램 6 5.7

상담 17 16.2

의료 지원 20 19.0

급식 / 취사 3 2.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13 12.4

기타 7 6.7

합계 129 100.0

출처: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2004: 43)

 조사에 따르면 자활의집 거주자  가장 서비스 소요가 높은 항목은 

‘의료 지원’(19.0%)을 들고 있다. 그 다음이 ‘자녀 교육’(18.1%), ‘취

업’(12.4%), ‘국민기 생활보장 수  등’(12.4%) 등의 순으로 들어지고 있

다. 즉, 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활의집에 입주해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생활상의 문제 들을 안고 있으며 이들에 한 서비스 소

요에 부응하기 한 생활지원 서포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가족

이 아닌 타인끼리 입주해 있는 경우는 생활습 이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

한 갈등도 상되므로 이들을 하게 조정해주는 역할 한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근데 인제 자활의 집이 문제점도, 저 같은 경우는 인제 성격이 남한테 그렇게 

큰 피해 안주고 트러블을 안주는데,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좀- 문제가 좀 있

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한 사람은- 술 먹고 뭐 이렇게 하

고 한 사람은 거, 살림도 잘 하고, 한 사람은 신경 안 쓰고 혼자 살면 맨- 혼자 설

거지 해야하고, 그러면 자꾸 짜증나고 그러면 그런 사소한 거에, 그런 성격 자체

가 전혀 안 맞고 막 이러면은 생활 하는데 좀 트러블이 있겠더라고-.

 (쉼터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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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자활의집에 한 향후 모델로 재 자활의집에 거주하고 있는 

당사자분(50세)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즉 ‘항구 인 주택’을 활용

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고용 연계형 숙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여기 이렇게 자활의집,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가 지금 거-의 서울시에서 

별로 없거든요? 다 없애버리고 철수하고 여기도 한 집, 여기 한 집! 두 집 있다. 

한 집 철수시킨 건데 이걸 좀 국가에서 예산이 좀 되믄은, 예를 들면 좀 아파트 

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아파트 지으면서 시흥 같은, 국가에서 그런거를 한 동이

나 두 동을 쉼터에서 성실히 하고, 어느정도 그러면서 국가에서 일자리까지 공공

근로다, 뭐 그런 식으로 사회,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생활, 기초 생활이 될 

수 있게끔. 고렇게 좀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지금 전혀 그런 게 돼 있는 

게 없어요.

 (쉼터 C)

   ④ 쉼터의 체계 인 로그램 리의 문제

다음은 쉼터의 로그램과 련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먼  몇 몇 사례

들을 통해 쉼터  로그램 등에 한 강한 불만과 불신을 보이고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이 체 노숙인들의 의견을 완 히 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은 유의할 필요가 있지만, 이들을 한 지원체

계로 구축된 쉼터 등의 실제 이용 경험자들이었다는 에서는 이들의 의

견이 다수가 되었건 소수가 되었건 재의 상황을 감안하여 가능한한 이

들의 의견이 반 될 수 있게끔 구조 인 통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 생

각된다. 먼  (거리 F)의 경우는 한 달간 재활쉼터에서 생활해보았으나 교

육자체가 유치원생 수 의 교육이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이 쉼터의 경우 입소 노숙인들에 해 로그램을 거친 단계별로 각각 

구분하여 사례 리를 하는 듯 하나 각각의 단계별로 과도하게 그룹화되어 

입소자들 상호간의 계가 지나치게 경직된다고 지 하고 있다. 이러한 요

인들로 인해 다시 거리로 나왔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게 아이들 백날 유치원 교육생 교육들 그거- 어머니 아버지가 (XXX) 그게 되

나? 교육 수준이 있죠? 우리랑 거의 비슷하니까 거의- 따지고 보면. 무시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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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무시하는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무시 하는게 아니니까. 웬만한 지식이 있

는 사람들은 ‘야- 저것도 교육이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요. 그래서- 

왠만한 사람은 최- 한- 길어야 한 두달 있다가 그냥 나오잖아요. 8개월 교육인

데. 거의 한 두사람...

 (거리 F)

노숙인: 청소 시키면 청소하고, 나가고 노래 부르고. (XXX) 내가 왜 앞에 나가

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우울해 죽겠는데, 왜 나가서 노래를 부르라 

그러는지. 이거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걸 억지로 막! 가서 시키고 막... 

당사자: 저기 나도 조금 있어봤거든요. 오래 있지는 않았는데, 성격도 진짜 안 

맞더라구요. 조금 있었는데,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1단계면은, 나보다 위에 단계나,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했으

면은, 그거를 갖다가 저녁에, 종례 때 그 사람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사람들 다 앞에 놓고?)

당사자: 예. 

노숙인: 왜!, 뭐, 뭐 그게-,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한 사람은 뭐 담배꽁초를 버

려 가지고, 당연히 이 사람은 잘못된 거고, 여러 사람 앞에서 그거를 막, 

희한하더라구요. 대부분 보면은 V쉼터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이런 생각

할 걸요? 

 (거리 K)

이처럼 노숙인의 자활을 지원해야할 쉼터의 로그램 등에 해서는 그 

유효성 등에 한 검증과 평가작업이 수반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나 이들 

검증과 평가에 있어서는 이들 로그램의 실수요자인 노숙인, 그들 스스로

의 목소리의 반 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이들로부터 로그램을 구축해 

가는 방법도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일부 해외의 유명 사례

리 로그램들이 우리 사회의 문화 ․사회  조건과 반드시 부합된다

고 볼 수도 없는 것이라는 을 고려한다면 한국  특성을 감안한 창조

인 로그램을 노숙인 당사자와 함께 모색해가고자 하는 시도 한 유의

미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275 -

재 노숙을 경험한 분들의 다수는 노숙인 지원체계 역시 1회 이상은 

경험해 본 이들이 부분일 것이다. 즉 이는 노숙인 지원체계가 노숙에 

한 충격 탄력성을 완화시켜주는 데에는 어느 정도 유효할 지는 모르나 노

숙으로부터 사회로의 재참가를 한 도약 가 되어주는 데에는 실효성이 

덜 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가령 를 들어 (거리 I)

의 경우 지 까지의 경로를 거칠게 시계열 으로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

은 항목들로 나타날 수 있다.

등포여인숙생활(식당일거리 없어짐) → 거리생활 → 숲 가꾸기(97년, 

200만원정도 축) → 등포여인숙(구직활동지속) → 만화방 → 거리 → 

자유의집 → 쉼터(XXX동 복지 내, 1년여 생활, 공공근로: 200만원정도 

축) → 등포여인숙(일용노동지속) → 쉼터(XXX 사랑방, 1년반 생활, 공

공근로) → 임시직 XX 청소년 수련원 경비직 취업( 여 90만원, 보험료 제

하면 70만원) → 보증부월세(남구로역 근처, 보증  50만원 월세 12만원 → 

보증  200만원 월세 20만원) → 국집 주방일을 알아보러 직장을 그만두

나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그 이후 다시 거리생활로 진입

(거리 I)

이처럼 (거리 I)는 거리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약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불안정한 일자리가 생기면 불안정 거주상태에 있기도 하고 격한 경제

인 변화에 한 응책이 없어 노숙을 경험한 이래에는 자유의집의 사정

을 통해 XX의집에도 입소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한 이들을 통해 비교  

안정된 일자리를 얻는가 했지만 이내 사후 리  계의 네트워크가 충

분치 못한 가운데 직에 실패하여 재차 거리생활로 진입을 하게 된 것이

다. 몇몇 도움이 된 쉼터같은 경우 재입소도 고민을 해보았지만 “취직이 

되가지고 나와 이 게 되다보니까, 거긴 , 그런 데가 한번 , 그만두고 

나오면 그 다음, 다음엔 다시 못 들어가요”라고 하고 있다. 일단 쉼터를 나

온 이들에 한 애 터서비스의 필요성은 상당히 요하게 논의되고 있지

만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노숙인 쉼터의 리 인력의 한계 등으로 하

게 응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한 사후 리는 2차․3차 인 노숙 

진입을 방할 수 있는 요한 수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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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일자리 연계형 서비스 지원 혹은 ‘반취로․반복지형 서비스 

지원’에 응 필요

취업은 노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요하고 우선 인 필요(needs) 의 

하나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상당 수의 노숙인들이 취업과 련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최 한 살리거나 혹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욕구에 해 재의 지원 체계가 한 응답이 되어주고 있는지는 

검토해 보아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다. 특히 쉼터를 통한 거주의 안정과 

더불어 고용 연계형 서비스가 결부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도 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 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리 D)의 경우도 조리사 2  자격증 외에도 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

지만 이들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목수 기술을 갖고 있지만 

한 취업으로의 연결이 어려운 (쉼터 A)의 경우도 일자리에 한 욕구가 강

하다. 한 일자리와 자립과의 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자리 좀 많이 해가지고 사람이 일 좀 할 수 있게끔-젤로 그것이 중요한 거

죠…사람이 대부분 보니까 거저 거시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못 봤어요. 어떻

게든지 자기가 노력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 사람들. 물론 어

떤 사람들은 일을 하기 싫으니까 물론 그렇게 응, 회피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람들

도 대부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니까 사회적인 화도 나고 이러니

까 술도 먹고 그 사람들이 그러지 이 사회에서 잘만 거시기 해서 잘만 거둔다면 

그 사람들 거둔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

습니다.

 (쉼터 A)

이들 일자리와 연계된 쉼터의 아이디어의 하나로 인력소개소와 상담보

호센터 등 시설이 연계된 지원의 경우도 있다. 이를 통해 고용에 한 선

택지를 확 시킬 수 있다면 이들 효과에 한 지원도 극 으로 고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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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인력소개소 자체에 한 감독과 리 

기능은 행정 상 기 에서 수반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제가 저기-- 일은 한, 십일 정도 놀다가. 거기서 인자 그-뭐, 영등포에 배회하

고 그 거기 자다가 'XXX'을 알게 되가지고 거가서 보니까- 거, 차가- 매일 옵니

다. 거-'XXX'에 거-'XX인력'에서 오고, 'XX인력'에서 오고 영등포 여객(역에?) 앞

에는 거-'XX'- 차도 오고 인력에서 'XX' 거기서도 차가 와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을 뭐 용역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죠.

 (쉼터 A)

거 인력 인력 회사에서 뭐 쉼터로 연락이 와요. 그 전날, 전날 인제 연락 오면

은...(공고 같은 거 이렇게) 공고 붙는 게 아니라..뭐 한 내 내일 뭐 한 열 열 열 

두분 그러면은, 내일 일 일 갈 사람들은 이름을 인제 적어놔서, 그 사람들이 아침

에 일을 나가죠. 

 (거리 D)

한 새로운 기술에 한 욕구를 갖고 있는 노숙인도 있다. 허나 그 경

우 기술을 배우는데 소요되는 기간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곤란해 

하고 있다. 이런 경우 고용 훈련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일정정도의 수입이 

보장되는 고용유인형 훈련 로그램과 같은 유형의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저- 물어 보면은 근께 뭐, 쉽게 얘기하면은 용접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배우면 

다 좋은데요, 그렇게 배우다 보면은, 이케 또 그것도 기간이 있고 그래가지고 보

니까 조금 뭐, 그런 게 있고. 

(쉼터 F)

이밖에 2005년 3월부터 상담보호센터를 통해 운 하던 ‘노숙인 특별자활

사업’을 재 노숙인쉼터로까지 확 하여 운 하고 있다. 간단히 이 사업

의 내용에 해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이 사업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거리 노숙인의 이용시설인 상담보호센터에 등록된 노숙인 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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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상으로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득 틈새계층의 특별지원사업인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 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근거는 ‘서울특별시 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한 조례’로 상자의 신체  연령  특성을 감안하여 경노무 사

업(첨지 제거, 지역환경정비 등 노동강도는 약하나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

공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상자 선정은 상담보호센터에서 

담당하며 지원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지원수 은 노임단가가 2만원 / 1일, 개인별(가구당 1인) 월15

일 이내로 되어 있다(서울특별시복지건강국, 2005). 하지만 이 사업의 경우 

안정 인 취업으로의 지원책이라기보다는 상담보호센터 등을 이용하고 있

는 이들에게 쪽방이나 고시원 등의 숙소에서의 생활로 유인하기 한 사

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이밖에도 노숙인에게 제공되는 공공근로 사업 등은 실제 인 고용 확보

에는 큰 도움이 못 되고 있으며, 이러한 들로 인해 노숙 당사자들로부터

의 불평을 사고 있기도 하다.

아유 참 멀쩡한 놈 죽어라 죽어라 그러지 그거, 내가 봐도 그랬었는데, 내 참 

막말로 방 유지할라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사람..  몰라 몰라 진짜 

완전 꼬부라게 됐고 장애자, 몸이 안좋아서 것도 못하겠으면 하는데 지금 내가 할

라니까 참 가슴 아려요.  마지못해 하는 거지 방 때문에 유지할라고 지금 하는 거

예요. 그건 사람 좀 마음을 아프게 해. 이게 아닌데 싶고. 몰라 그런 걸 즐기고 좋

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몰라 나는 일을 하여튼 쎈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이거는 참 가소롭고 아니다 싶더라구. 그래도 내가 그 월세는 유지할라면 해야겠

구나 하고 하는 거지...(중략)...정부 일이라도 막말로 좀 구의 일이라도 차라리 

나한테 리어카 하나 주고 하수구 치우라고 하면, 내가 하겠다 이거야. 좀 낫잖아. 

노동의 대가도 맛도 좀 보고. 보니 하수구 다 막혀있더라고. 그런 일 IMF 때 많이 

시키더만. 진짜 일도 보고, 당신이 좀 세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런 일도 좀 주고 

그래야지. 똑같이 아줌마들하고 구찌하는 거는 일이지마는 아니더라고. 내가 알

기는 아직까지는 내가  요것 까지는 아닌데 좀 더 센 걸 줘도 내가 충분할텐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고지대가 많으니까, 조만한 리어카 하나 갖고 구청에 댕기면

서 하수구라도 치라 하면 그거 참 득이 된다 이거야. 비도 잘 내려가고 노동의 대

가도 좀 낫고. 그런데 뭐 장난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빗자루 갖고 골목길 몇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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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깔짝깔짝 한 서너 시간 하고 마치고 38만원 주니, 그냥 난 그냥 줬으면 좋겠

어. 차라리 그것도 일이랍시고 동에 가야 되고. 할 수 없이 해야지 안 그러면 그

냥 노숙해야 되니까. 나는 아직까지는 좀 내가 약간 힘들어도 좀 무게 있는 센 일 

하고 싶어. 그래야 되고 정상이고, 아직까지는 벌써부터 이렇게 해버리면 우짜라

고. 

 (쪽방 B)

하지만 고령에 기술이 없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바라고 있으나 

의 (쪽방 B)의 경우와는 다르다. (거리 L)은 올 해 59세이다. 기술이 없어 

잡부일을 하고 있으며 한 달에 보름이상 일하고, 2년 넘게 일한 도 있으

나, 나이가 많아서인지 일도 없고, 힘든 일은 하지도 못한다. 이따 씩 인

력사무소로 찾아가 아 트 청소 같은 일을 가끔 해서 돈을 버는데, 최근에

는 보름 에 일한  있다고 한다. 이처럼 (거리 L)의 경우는 고령과 기술

부재라는 핸디캡으로 인해 공공근로와 같은 경미한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즉 (거리 L)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체력과 사회 인 노동수요에 부합되

는 한 고용지원 서비스의 외에도, 이들 일만으로는 역시 충분한 생활

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정도의 복지 인 지원이 수반되는 ‘반복

지․반취업형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도 쉼터 등을 통한 거

주 안정 이후에 련 서비스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가끔 나가는데, 내가 힘들어 일을 못하니까- 수월한 일 할 적에 청소 같은 

거 뭐- 아파-트 청소 같은 거, 뭐, 자료 정리 같은 거. 그런-거  할 적에는 내가 

설설 가서 하지...(중략)...쉼터는 아아- 그거는 쉼터는, 그거는 저는 인자, 쉼터

는 인자, 공공근로 위주. 이제 이제 공공근로를 마이 하는 그, 그런 쉼터가 있어

요. 예. 그런 데, 그, 인자 그런 데를 연결해가지고 갈라고 내가 지, 지금-

 (거리 L)

   ⑥ 기본 서비스 지원 기능 미흡

쉼터 A의 경우 노숙 동료를 통해 상담소를 알게 되었고, 거리 상담소를 

통해 XX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황이라 XX의집 

2층 입소가 어렵다고 실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주민등록을 살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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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가능하다고 했지만 돈도 없고 막연해서 살리지 못하 다고 한다. 노숙

인들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잃거나 혹은 말소됨으로 인해 곤란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쉼터에서조차 노숙인 

당사자에게 주민등록 복원을 일임하는 것은 이것이 비단 이번 한 이스

가 특수한 사례이었다고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한 (쉼터 

A)의 경우 개의 쉼터가 주간에는 쉼터 외부에서 생활하게 하고 야간에

만 숙박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에 해 불만을 갖고 있다. 주간에는 일자리

를 찾게끔 하는 등의 취지라고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고 독자

으로 이들 취업 활동이 가능한 경우야 차치하더라도 고령에 한 일

을 얻기에는 기술도 건강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다. 도리어 주간에 이들을 한 한 기술 교육이나 건강 리, 문화나 

인간 계 로그램 등을 통해 간 인 사회재진입 차원의 서비스 지원이 

더욱더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앞서 언 했다시피 인력  재정, 쉼터

의 규모 인 한계라는 실 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 싶지만 이들은 련 

행정 담당 부서  사회 인 책임하에 모색이 필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

을 것이다.

...(전략)'XX의 집'에 와 있는데도 상담을 하는데 그러드만요 선생님이. 어디 좋

은 곳이 있느냐고 갈 곳이. 나는 어디 뭐, 아는 곳도 없고 여기 얘기 들어보니까 

'XX의 집'이 좋다 그러는데 'XX의 집'에 있고 싶습니다. 그래 나보고 주민등록을 

달라고 그래. 내가 주민등록도 없고 거 말소가 됐냐고 그래서 말소가 됐다고 그러

니까 2층으로 올라갈 수 없대요.. 왜 올라갈 수가 없냐고 그러니까 하루 전에 (웃

음소리) 어느 분이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남의 껄 대가지고 왔는데 그게 뽀록이 나

가지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전에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올

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참 막막하더만요. 그러면서 그러드만요. 나보고 그

러드만요 그 선생님이 말소를 살려가지고 하면은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한 일주일

간을 연기를 주더구만요. 시간을. 근디 어떻게 살리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 인

자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한 10만원만 있으면 살릴 수가 있다고…거기서도 그렇게 

일을 나갔다 돌아오고 일을 나갔다 도로 들어오고…걍 거기서도 그냥 그렇게 해

서 한 보름가까이 넘게…근게 연기를 두 번을 넘게 더 해줬던 거에요, 그 선생님

이. 근데 일을 못해가지고 거기서도 살리질 못했죠.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선

생님. 어디 좋은 곳이 있으면은 처음이라니까 어디 좋은 곳으로 옮겨줘야 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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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어디 좋은 곳을 아느냐고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고 선생님이 이렇게 친절하

게…그러니 내가 가봤어요, 어디가 좋은지 나쁜지. 근데 보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낮에는 전부 일 나가라고 뭐찌고 그냥 쫓아내더구만요, 저녁시간에 들어오고. 그

러니까 거기서도 대-부분 거진 다 그렇게 오락실을, 갈 데 없으니까. 글 안하면 

낮에 일 못 나가는 날은 돈 없고 그러면은 저기 뭐여 영등포 거, 뭐여 그 뭐여 밥 

거 가서 점심을 먹고 시간을 때우고 길거리에서 때우고 들어가게 되고 그런게 전

부- 반복이 되더라구. 역시 뭐여, 그런데 XXX에서 하는 것이나 여- XX의 집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더구만요. 낮에는 쫓아내기가, 갈 곳 없은께. 돈 있는 사람은 오

락실로 가게 되고 없는 사람은- 거 'XX교회' 거기서 밥을 얻어먹든가, 아니면은 

거 뭐야 'XXX?' ('XXX의 집') 거기서 밥을 얻어먹든가 그렇게-하는 것이 'XXX'이

나 'XX의 집'이나 똑같더구만요.

(쉼터 A)

이들 제도 인 지원체계  외에서 거주생활의 안정을 한 큰 토 가 되

어주고 있는 고시원 등에 해서도 거주자에 한 지원 등이 고민되어져

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다수 노숙인의 경우 고시원을 그들의 거주

생활의 안정을 한 방편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체로 거주이외

의 기능 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따라서 이들에 해 필요 서

비스등이 지원될 경우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은 상해 볼 수 있다. (고시원) 

거주자인 노ㅇ호(남, 52세)씨의 경우도 잠만 고시원에서 잘 뿐 주간에는 오

락실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심은 주로 무료 식소를 이용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3) 청년층의 사회 이행기를 지원할 주거  서비스 등 복합

인 요인으로 인한 배제

조사 사례 에서는 청년기의 사회이행을 지원해 만한 한 주거와 

서비스에 한 근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다수 확인할 수 있

었다. 연령이 고령층 정도되면 한국 쟁이라는 사 인 특수성 속에

서 한 교육과 생활에 한 근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아동․청소년

기를 보내고, 혹은 심한 경우에는 앵벌이나 넝마주의 집단에서 같은 시기



- 282 -

를 지내온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노숙 생활을 하게 된 30

의 청년층의 경우도 가족해체나 기타 사유로 인해 가족 등 1차  집단과의 

연계가 끊어져 그 후 직장 등에서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불안정한 거

주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 사회화 내지는 사회참여를 한 기술

인 훈련이나 교육으로부터 배제되어 버린 경우가 다수 있는 것이다.

 가족쉼터인 쉼터 D에서 생활하는 김ㅇ철(34세, 남성)씨, 김ㅇ임(38세, 

여성)씨 부부의 경우도 이러한 경우이다. 김ㅇ철씨는 고향집에서 지내다가 

나네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고, 그 후 직장내 숙소와 직장 인근에서 

합숙 생활을 하다가 이후 선원생활을 한 후 1999년 여름부터 노숙과 쉼터

생활을 반복하게 된 경우이다. 김ㅇ임씨의 경우도 부모집에서 지내다 그 

후 친구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고, 서울로 와서 등포 쪽방 에서 

생활하다 야교회 근처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재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경우이다. 

쉼터 E도 마찬가지 경우로 볼 수 있다. 가출 후 친언니 집에서 생활하다

가 21~22세 경이던 1999년 10월부터 2001년까지 은평구 연신내 횟집에서 

2년간 생활하면서 오  9시~ 녁10시까지 일을 하면서 식당에서 주식 해

결하며 한 달에 불과 30만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지냈다. 그러다가 주벽이 

심한 주인아 씨가 술에 취해 칼을 갖고 휘두르는 것을 보고 식당일을 그

만두었으나 퇴직  등은  못 받고 나왔다고 한다. 그 후 교회에서 생

활하다가 노숙하게 된 경우이다. 다행히 노숙을 하던  동사무소 직원이 

밥을 사주고 1366에 화를 걸어 재의 쉼터를 소개해 주어 재의 쉼터

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4. 포섭 인 주거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향한 인권 가이드라인

이 에서는 먼  앞서 확인한 노숙인의 거주와 인권실태의 내용을 요

약․정리해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들 내용에 근거하여 향후 노숙인의 사회

 포섭을 향한 주거지원 시스템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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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의 요약

본 조사에서는 특히 노숙인 지원체계 내의 쉼터 등의 시설  서비스와 

련된 내용과 지원체계 외에서 노숙인들이 거주생활을 하기 해 이

용되고 있는 쪽방  고시원 등과 련한 문제 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

다. 이들을 다시 한 번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주거로서의 

쉼터의 시설 수 과 련된 문제를 들 수 있었다. 이들 문제에 있어서는 

쉼터 공간 자체가 지나치게 과 하고 한 개인의 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어려운 환경에 한 불편 등을 토로하고 있다.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들 요인들로 인해 쉼터 등으로의 입소를 거부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환경은 입소 노숙인에 있어서도 정 이지 

못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는 바 표 으로는 과 하고 소한 공간으로 

인한 노숙인 상호간의 계의 악화 문제를 들 수 있겠다. 한 시설  주

거의 물리 인 취약성에 따른 불건강성의 문제도 지 되고 있었다. 쉼터 

입소 의 생활 건강  생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노숙인도 있었다. 

거리생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결핵 등 노숙인들이 발병하기 쉬운 질환에 

해 노숙인들이 보호받기보다는 오히려 이로 인해 더욱더 사회 으로 차

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를 밝히기를 꺼려하는 이

들이 게 에는 있고 이들에 한 한 리의 부재에 해 일부 노숙인

들은 자신들에게 그 피해가 미칠 것에 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한 쉼터 등 시설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설 외 인 낙인화된 시선의 문

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노숙인 거주공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시되

어 오히려 공정한 시선으로 이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입장에 있어야 할 

공권력조차도 몰인간 인 언동을 일삼기도 한다. 한 병원 등의 경우 퇴

원 후 갈 곳이 없는 이들 등으로 인한 ‘사회  입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  차별로 인한 상이라고

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문제들의 한 편에서는 노인 용 쉼터 등 문

화된 쉼터에 있어서는 높은 생활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

었다.

다음으로 서비스와 련한 문제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84 -

먼  오래된 항목이기도 하지만 종교행사의 강요 문제를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문제는 쉼터가 생긴 이래 내내 지 되어 온 문제임에도 불

구하고 여 히 풀리고 있지 않는 듯 하다. 한 채무 련 서비스 지원이 

결여되어 있다는 도 지 되었다. 노숙인들 스스로가 이야기하듯 다수

의 노숙인들이 채무로 인한 노숙화 내지는 노숙의 지속을 경험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해 히 응하기 한 방편을 갖고 있는 쉼터

는 많지 않은 듯하다. 다음으로는 자활의집은 쉼터에서 한 단계 사회로 이

행하기 한 지원 숙소이기는 하지만 여 히 많은 종류의 사회 인 지원

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이들에 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

지 못해 모처럼 사회로의 재참가를 힘차게 도약하고 있는 이들이 재차 노

숙으로 재진입할 우려 한 잉태하고 있다는 을 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쉼터의 로그램과 련한 문제도 지 되었다. 즉 쉼

터의 교육 수 의 문제, 그리고 불합리한 우, 한 사후 리의 미흡 등

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쉼터와 련한 가장 큰 욕구 의 

하나인 고용연계형 서비스의 미흡을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건강이

나 체력, 기술 인 조건 등이 충분하여 고용 기회와 훈련 등이 충분히 지

원되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노숙인에 한 지원의 필요는 물

론이거니와, 그러한 조건이 충분치 못한 이들에 한 ‘반취로․반복지형 

지원’에 한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 지 되었다. 마

지막으로 청년층의 사회 이행기를 지원할 주거  서비스 등 복합 인 요

인으로부터의 배제를 원인으로 들 수 있는 사례의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

다.

다음으로 이들 조사 결과에서 확인한 내용들에 근거하여 노숙인의 사회

 포섭을 한 주거지원 시스템이 어떻게 모색되어져야 할 지에 해 생

각해 보고자 한다.

  2) 노숙인의 사회  포섭을 향한 주거지원 시스템의 방향 

모색

아래에서는 이상에서 확인한 조사 내용을 근거로 좀더 포 인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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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노숙인의 사회참가의 기회구조를 확 하고 기존의 숙소 기능보다 다

차원 이고 한층 포섭 인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쉼터  거주지원을 확

장시켜가기 한 방향성에 해 모색해보도록 한다. 아래에서 들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이를 구체화시켜 가는 데에 

있어서는  다른 차원에서의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논

의 과정에 있어서는 본 조사의 의도와 취지가 잘 설명해 주고 있듯이 문제 

당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제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에만이 시설 

등이 더 이상 수용 내지는 리 혹은 구속 등과 등치되지 않고 참된 '이용

자 '에서의 사회참가를 진작시킬 수 있는 툴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신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들 문제에 응하기 해

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구보다도 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은 문제 

당사자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노숙인의 사회  포섭을 향한 주거지원 

시스템의 방향을 모색하기 한 첫 걸음은 바로 이러한 노숙인 스스로의 

계획(people's plan)을 지원하고 진시켜 주게끔 하기 한 모색이 되어

야 할 것이다.

  (1) 항구 인 주거에 한 근성의 확보  노숙 방책의 

구축

먼  가장 총론 인 의미에서 노숙인들이 안정 이고 항구 인 주거에 

근할 수 있도록 이들 주거의 지원과 련한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을 

언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조사 결과로부터도 병원으로부터 퇴원 후 갈 

곳이 없는 경우, 그리고 자활의집을 퇴거한 후 갈 곳이 마땅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등 실제로 항구 인 주택으로의 근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

다. 주거지원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방향이 

단지 추상 인 차원에서의 자립92)을 의미하는 선에서 머물러서는 실성

92) ‘자립’ 혹은 ‘자활’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없는 듯 하다. 다만 이들 자체가 용어 그대

로 스스로 혹은 독자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미만으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듯 하다. 

이유는 사회 자체가 이미 그들 용어를 액면 그대로 지탱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다단해진 공간

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자체가 그 구성원들의 지지와 연대에 기반하여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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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다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이들 

주거지원의 목표가 지역사회에서의 안정 인 생활로의 복귀이며 이를 

한 수단으로서의 항구 인 주택에 한 근성의 확보라는 것을 제시해가

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해서는 재 활용가능한 주거 자원인 각종 

임 주택 등에 한 우선 배분과 련한 사항을 명문화(「주택공 에 

한 규칙」의 개정)하거나 한 이들 노숙인만이 아닌 주거 기에 처한 이

들에 한 우선 인 근권의 보장(accessibility)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주택법」 등 주택 련 법제를 보완․개정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이를 해서는 노숙인의 주거소요에 한 정기 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조사 내용이 정부의 「주택종합계획」 등을 통해 정책 으로 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쪽방생활자나 고시원, 비닐하우

스 거주자 등 노숙과의 상 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불안정 거주생활

자나 주거불안층에 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태 악을 확 시

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한 기존의 주택( 고 민간임 주택) 스톡에 

한 정보도 체계 으로 리하여 주거불안층의 주거 정보에 한 근성을 

확 시켜가기 한 방안에 해서도 모색해가야 할 필요가 있다.

  (2) 한 주거(시설) 기능을 갖춘 쉼터의 확보: 최  기  

확보  유도 기  설정

한 주거 기능을 갖춘 쉼터를 확보해 가야 할 것이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2005년 1월5일 공포된 「부랑인 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 규

칙」에 따르면 노숙인쉼터의 설치기 으로서 1인당 면   거실 면 과 

설비 수  정도를 제시하고 있을 뿐 개인의 라이버시 보장과 련한 유

도 인 기 의 제시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

운영되어 가듯이 개인이 갖고 있는 자립이라는 의미도 사회적인 용어로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립’ 혹은 ‘자활’에 대한 시론적인 정의로는 ‘타인의 지원과 지지에 기

반하여 자신의 생활의 보람과 만족을 영위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의미

에서 보자면 각 개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해가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메뉴가 사회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 서비스들의 내용은 개인의 ‘생활의 보람과 만족

을 영위해 갈 수 있게끔’ 사회적인 참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발전을 거둘 수 있게끔 하기 위

한 ‘사회적인 투자’(social investment)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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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수의 노숙인들이 이들 시설의 과 한 공간의 문제를 지 하고 

있고, 이들 문제가 쉼터 입소를 꺼려하는 본질 인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면 이들 문제의 개선과 더불어 한 주거 기능을 갖춘 쉼터를 확보

해 가기 한 응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 으로는 재 공

포되어 있는 시설 설치 운 규칙이 하게 수되어 최  기 이 확보

되어 감과 더불어 ․장기 으로는 이들 수 이 개인의 라이버시를 보

장할 수 있는 수 으로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게끔 ‘시설 유도 기 ’을 제

시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이들이 하게 개선될 수 있게끔 

리․감독해가는 것 한 필요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노숙 당사자를 포

함한 ‘시설 운  리 감독 원회’ 등을 구성하여 한 리 체계 등에 

해 모색해 갈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3) 노숙인의 주거 필요(needs)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숙소

에의 근성

이 장의 서두에서 언 했던 바와 같이 주거 서비스에 한 필요를 갖고 

있는 계층에 한 응으로는 다양한 유형  다차원 인 근이 생각될 

수 있다. 모두에서는 주거 소요 계층의 실 인 조건에 따라 숙소와 지원

서비스를 각각 구분하여 네 가지 유형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소개하기도 

하 다. 이와 같은 근은 본 조사의 결과 확인한 사례들에 해서도 유효

한 아이디어를 주고 있다. 특히 쉼터 등의 문화․유형화의 추진과 더불

어 기존의 자활의집, 고시원, 쪽방 등을 활용하여 이들 체 인 시나리오 

체계에서의 주거 지원의 유형화를 추진해보는 것 한 필요할 것이라 본

다. 를 들어 자활의집의 경우 재로서는 주거 기능 이외에는 서비스 기

능이 수반되지 않고 있는 바 이들 서비스에 한 소요에 해 한 응답

이 되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음이 확인되었고, 고시원 등에 해서도 주거 

기능에서는 일정정도 만족하고 있지만 이 역시 별도의 서비스 지원이 요

청되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한 질병이나 고령 등의 이유로 항구

인 주거 이외에도 지원서비스 역시 지속 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이들을 한 주거 지원 역시 필요하며 이를 해 고시원 등 기존의 활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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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스톡을 지원체계 내에 결합시켜 가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를 들어 ‘반취로․반복지형 지원’ 등에서도 활용 가능). 한 사회  이

행기의 교육과 훈련을 겸비한 주거 서비스 등의 경우도 시설 등에서의 수

용 등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일반 거주 생활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기 한 근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들 역시 기존 주거 자

원을 지원체계 내에 포섭시켜 이들을 활용하는 방향에서의 모색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장기 으로 이들이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서

비스 지원형 숙소로서 제도 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갈 필요가 있

을 것이다.

  (4) 서비스 달 주체로서의 민간 참여 확   연계 추진

노숙인의 거주지원 체계가 안정 으로 정립될 수 있게끔 하기 한 다양

한 민간 참여의 방안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쉼터의 운 을 한 

민간단체의 지원을 확 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 운  단체에 의한 

쉼터에 해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수행할 민간단체들이 결합될 수 있게

끔 지원하는 것 한 필요할 것이다. 하나의 쉼터가 숙소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지원과 결합될 수 있게끔 하기 해서는 쉼터가 하

나의 거 이 되어 다양한 서비스 달의 단체들이 이들 쉼터를 통해 결합

되고 연계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93). 이와 같은 다차원 인 사회서비

스지원 숙소로서의 기능이 실화되게끔 하기 해서는 행정 으로 

리․유도해 가는 것 이외에도 민간 단체 스스로가 이러한 연계 체계를 구

축해 갈 수 있게끔 모색해 가는 것　 한 필요하며, 이들은 한 노숙인을 

지원하고 있는 각 단체의 연 틀들이 담당해나가야 할 몫이기도 하리라 

본다.

93) 예를 들어 민간직업소개소가 쉼터와 연계되어 일정정도의 평가를 얻고 있는 것 등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보건․의료, 고용․훈련, 교육, 문화 등 각종 서비스 관련 단체가 

쉼터 등과 결부되어 복합체로서의 쉼터의 운용형태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서비스 

관련 단체는 쉼터나 지원 숙소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고정형’ 혹은 ‘이동형’ 지원 형태를 자유

로이 운용해 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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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 포섭  주거지원 체계를 한 가이드라인

앞서 본 장의 서두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사회  배제 어 로치를 거주 

문제와 련시켜 생각해 볼 경우에는 에서 언 한 바와 같은 다차원

인 근이 주거와 련하여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홈리스 문제와 련

지워 생각해 보았을 때 이들 문제가 단 인 주거의 문제로서 국한되는 것

이 아니라는 것은 앞선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홈리스 상태에 있어서 거주 문제와 련된 사회  배제 문제에 한 

응에는 한 주거의 지원과 더불어 사회  계와 다차원 인 사회서비

스 지원 등이 통합된 포 인 근이 더욱더 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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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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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1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실질  보장을 통한 노동권을 강화함

□ 필요성

○ 행정 청의 실질 인 노조자격 심사 문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제한, 노

VII. 노숙인의 노동권

1. 노동권의 의미와 노숙인

노동권은 소  사회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회권은 자유권과 더불어 인

권을 총체 으로 보장하기 한 필수  역이다. 일반  의미에서 자유권

이나 시민권  차원에서의 인권은 차별이나 불이익, 혹은 필수 인 인간의 

존엄함을 ‘침해받지 않을 수동 이고 방어 ’인 측면이 강하다고 한다면, 

노동권은 사회권의 핵심  역으로 개인 는 집단이 인간으로서의 잠재

력을 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수 하고 사회활동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상당부분 ‘노동’이라는 인간의 활동이 

극 으로 개될 수 있도록 하는 능동  역이다.

사회권의 역으로서 노동권은 ‘배제’의 상과 개념 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즉, 주류의 흐름으로서 한 ‘노동’에 ‘충분히 참여

(fully participation)'할 수 없도록 만드는 부분이 바로 직 인 노동권의 

침해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은 반은 차치하고라도 그  특히 노동권 분야는 

상 으로 더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이 일반  평가이다. 국제단체들이 우

리나라에 권고하거나 지 하는 인권상황  부분이 노동권과 련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인권 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5)’에서 노동권 분야에 

한 정책목표와 핵심 추진과제에 한 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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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임자의 여지  지규정으로 인한 노사자율성 침해, 노조 리에 한 과

도한 행정감독조항으로 인한 노조운 의 자율성 침해 등으로 인한 단결권이 제

한됨

○ 노동조합활동 련사항과 권리분쟁사항 등의 교섭 상  쟁의행  상에서 배

제, 노동 계의 지원제한 규정으로 인한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조

의 자유 제한 등으로 단체교섭권이 제한되고 침해됨 

○ 쟁의행  찬반투표 등 쟁의행 에 한 부당한 규제조항, 노동 계법상의 형벌과 

처벌 종류의 과도함, 쟁의행 에 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신청의 과도함, 쟁

의행 에 한 항수단으로서의 직장폐쇄와 체근로의 남용 등에 의해 단체행

동권이 제한됨

○ 쟁의조정 상의 범 의 이익분쟁으로 한정, 쟁의조정 기능의 비활성화, 필수공익

사업장의 지나친 범 함, 긴 조정제도의 남발 등으로 인해 단체행동권이 제

한됨

□ 국내  국제 기

○ 사회권규약 원회의는 단결권과 업권 보장을 한 국내법 개정(1995년), 비정규

직 권리보장, 업권 행사 노조에 한 형사소추 지, 교사와 공무원의 단체교

섭권과 업권 보장(2001년) 등을 권고함

○ ILO는 결사의자유 단결권보호에 한 약에서 군인․경찰, 정책결정 는 리에 

계되어 있다고 통상 으로 생각되는 직무를 가진 고 직 근로자, 기 인 성

질의 임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할 것을 규정함

(제87호, 1948년)

○ ILO 결사의자유 원회는 교원의 업무가 업권 제한이 가능한 공공서비스 는 

필수서비스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권고함(1997년, 2001년)

○ ILO는 해고  실업상태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유지 권리를 부정하는 규정과 비조

합원의 임원자격을 부정하는 규정을 폐지하라고 권고함(2002년)

○ ILO는 필수공익사업 종류를 수정하여 업권 제한이 엄격히 규정된 필수공익사업

부문에만 한정하라고 권고하고, 국제자유노조연맹(ICFTU)은 직권 재제도와 

련하여 한국정부를 ILO에 제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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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정책 방향

○ 노동조합 결성과 노동조합 운 , 쟁의행  등에 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을 축소

하고 쟁의조정의 실질화 등을 통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노동조합 결성과 노동조합 운 에 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축소하고 련규정

을 폐지하여 단결권을 강화

○ 단체교섭과 쟁의행  상의 확 와 노동 계의 지원제한 규정  형사처벌 규정 

폐지를 통해 단체교섭권을 강화

○ 쟁의행 에 한 부당한 규제해소, 과도한 형사처벌과 민사책임부과 완화, 직장폐

쇄와 체근로 제한 등으로 쟁의행 를 보호 

○ 쟁의조정 상의 범  확 , 필수공익사업장의 범  제한과 직권 재 제도 폐지, 

긴 조정제도 상의 엄격한 제한, 실질 인 쟁의조정을 한 련기구 강화 등

을 통해 단체행동권을 보장

□ 목표2 : 일할 권리 보장, 근로조건 개선, 행정구제 강화 등으로 노동권을 강화함

□ 필요성

○ 일자리 창출을 한 국가의 정책의 효과가 미약하고 사회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한 법  지  부여와 창업․세제․훈련 등의 지원제도가 부족하고 고

용상 취약계층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진하기 한 정책이 미흡함

○ 불명확한 해고기 으로 인한 분쟁 발생, 경 상 해고 시 성․장애․비정규직 여

부․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우의 발생 등으로 근로자 보호가 미약함

○ 부당해고․근로시간․여성보호와 련된 근로기 법의 주요한 조항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용되지 않고, 농림업․수산업․축산업․감시․단속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 법상 근로시간 조항 용에서 배제됨

○ 법정 최 임 에 못 미치는 임 계층인 가내노동자에 해 근로기 법과 최

임 법의 용이 배제되고, 노동부장 의 인가를 제로 장애인․수습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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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훈련자와 감시단속  근로자를 최 임 법의 용 상에서 제외되고, 최

임 이 OECD 국가  가장 낮은 수 으로 책정되어 임 계층의 일소, 임 격

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 을 달성하지 못함

○ 상 으로 복지가 취약한 5인 미만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들이 퇴직  

용에서 배제되어 있고, 평생고용의 약화와 잦은 직장이동, 연 제  퇴직  

간정산의 확산으로 인하여 퇴직 의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됨

○ 산업재해 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한 처벌이 부실하고, 안 보건

리 완화 이후 산업재해 방의 실효성이 낮고, 산재보상보험을 승인받기 한 

차가 복잡하고 보험승인 이후 재활 로그램이 부재하고 노동환경개선 없는 직

장복귀로 인해 다시 근로자가 험에 노출됨

○ 근로감독 이 수 으로 부족하고 업무범 가 방 하여 신속하고 한 감독활동

을 할 수가 없고, 사후  응에 하여 문성과 체계성이 떨어지고 사

방에 을 둔 노동권 보호로 나아가지 못함

○ 이 인 구제기구로 인한 통일성과 문성이 부족하여 해결의 장기화가 래되

고 구제내용도 단순하고 획일 이어서 그 실효성이 하됨

□ 국내  국제 기

○ 국가인권 원회는 산업안 을 한 국가의무와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여 근로자

의 안 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함(2003.4)

○ 사회권규약 원회는 산업안  규제  최 임 제의 면실시와 이주노동자에 

한 차별을 근 하라고 권고함(1995년)

○ 세계인권선언, 사회권규약, ILO고용정책 약 등 주요 인권선언 는 규약은  일할 

권리를 규정함

○ 한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은 감시․단속  근로자를 최 임 의 용

상에 포함시킴

□ 국가 정책 방향

○ 세계인권선언, 사회권규약, ILO고용정책 약 등의 국제기 과 헌법과 근로기 법 

등의 정신을 반 하여 합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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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추진과제

○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부문과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인․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의 취업 진을 한 극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를 

도입

○ 해고 상자에 한 해고기 의 서면통지제도를 도입하여 해고를 둘러싼 분쟁을 

이고, 근로기 법 제5조를 개정하여 연령․장애․비정규직근로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행 를 지 

○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근로기 법을 면 용하고, 농림업․수산업․축산업

과 감시단속  업무 종사자에 한 근로기 법상의 근로시간 용 제외 조항을 

삭제함

○ 최 임 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수습근로자․양성훈련자․감시단속  근로자를 

최 임  용 상에 포함시키고 법정 최 임  수 을 인상하여 실화

○ 근로자퇴직 여보장법의 개정으로 퇴직 과 기업연 제도를 개선하여 세사업장

에 기업연 제도 도입 시기를 단축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확  용하는 방

안 강구

○ 국가차원의 계획에 따른 산업안 보건 행동강령을 구체화하고 사업주의 산업재해 

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수 을 

높임

○ 사  방 심의 근로감독행정을 시행하고 근로감독 의 증원  교육훈련 강화

를 통해 근로감독행정의 문화를 제고

○ 노동법원 설립을 비롯한 다양하고 실질 인 부당해고 구제방식을 마련하고, 소송

차를 간소화 하고, 부당해고에 한 벌칙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한 장치를 강구

 

그러나 이  <목표 1>의 부분은 사실상 노숙인이나 빈곤층의 노동권 

문제로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체 인구 혹은  노동자의 노동권과 

련되는 역은 노숙인의 노동권 이슈에서 요한 문제로 부각되기 어려

울 수 있다. 단결이나 쟁의와 련된 부분은 노숙인의 노동권 의제라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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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노동권 련 의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노숙인이라서 단결이나 쟁의의 측면에서 권리가 제약된다기에는 우리 사

회 반 으로 취약한 역이라 할 것이다. 오히려 <목표 2>와 련된 

역이 노숙인 혹은 넓은 의미로 보아 빈곤층의 노동권을 논의할 때 심이 

될 수 있는 역이다. ‘ 한 상황과 조건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와 기

회’가 일반 인구층에 비해 노숙인에게서는 히 제약되는 것이다. 이는 

논리 인 측면과 아울러 노숙인 자신들의 노동 련 쟁 에 한 인식 속

에서도 나타난다.

2. 노숙인의 노동과 빈곤

‘노숙인’이라는 범주가 가지는 기본  특징을 빈곤, 무주거, 사회  계

의 취약성으로 보곤 한다. 이러한 주요 특징은 노숙인의 ‘노동에서의 배제’ 

상과 하게 련된다. 노숙인, 넓게 보아 주거 불안정층을 포함하는 

빈곤층의 노동 양상은 노숙과 극빈의 상황에 빠져들기까지의 개인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노동의 특징  양상과 재의 노숙  빈곤 메커니즘에

서 나타나는 노동의 특징  양상 모두를 찰함으로써 히 포착될 수 

있다.

  1) 최근의 빈곤 양상과 노동빈곤

최근의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는 과거보다 양 으로 심각해졌다는 의미 

이외에도 ‘상 빈곤’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사회양극화 문제와 아울러 ‘노

동빈곤(working poor)’의 심각성도 많이 지 된다. IMF 경제 기 이후 소

 ‘실직 노숙자’에 한 사회  심의 고조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 되어 

있다. 즉, 과거의 실업과 근로무능력에 의한 빈곤이 아니라 노동을 하고 있

음에도 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유사하게 근로능력과 혹은 근로의지를 가지고 있는 노숙인의 

양산과 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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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70%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노동소득분배율(미국이 2001년

에 72.3%, 독일이 2002년에 72.3%, 일본이 2000년에 73.6%)이 우리나라는 

1997년 62.3%에서 2002년 58.2%로 하락하 다. 그러나 취업자  피용자

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을 감안한다면 이는 우리사회 노동조건이 악

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경제 기 이후 체 임 노동자의 반을 넘어선 이

래 2000년 58.4%에서 2001년 55.7%, 2002년 56.6%, 2003년 55.4%, 2004년 

55.7%(813만명)를 나타내고 있다.

일제 상용직 노동자의 임 은 월 약 180만원인데 OECD기 으로 

이의 2/3 이하인 월 120만원 이하를 임  노동자로 규정할 때 이는 체 

임  노동자 1,458만명의 47.9%인 699만명이 임 노동자이고, 이들 임

 노동자의 18.7%는 정규직이지만 압도  다수인 81.3%인 568만명이 비

정규직 노동자이다.

이와 같은 노동빈곤의 문제는 일하고자 하는 노숙인의 실태 속에서도 잘 

드러난다. 노숙인들은 부분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며 근로 의욕과 동기를 

가지고 있다. 사실상 노숙인과의 면 이나 조사상황에서 원하는 것을 질문

하 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응답이 ‘일할 기회’에 한 것이라는 것은 

리 알려진 사실이다. 2005년 에 있었던 거리생활자 인권  생활실태 

악을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거리 생활자  구직활동을 계속 하

고 있는 사람이 85.3%에 달하고 있다.

  2) 빈곤․노숙으로의 진입과 노동

노동의 배제는 빈곤진입의 요한 경로라 할 수 있다. 이는 노동으로부

터의 배제가 소득하락과 하게 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 인 노동

으로부터의 배제가 빈곤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이

농 상 등으로 특별한 기술 없이 도시로 이주해 임  노동에 종사하다 

빈곤으로 진입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 경로는 학력→ 숙련→ 임 일

자리→빈곤으로 진입하는 경우이다. 과거, 교육은 요한 신분상승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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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겨져 왔으며, 교육을 제 로 받지 못했다고 해도 기술을 가지고 있으

면 일자리에서 정임 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학력이 숙련과 

임 일자리로 연결되는 경우 빈곤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고 있는 빈곤 진입경로에서의 노동은 와 다른 모습

을 보이기도 한다. 즉 도시로의 이주와 숙련 때문에 빈곤해지는 것이 아

니라 경제상황과 산업구조 때문에 빈곤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수 년 간의 노숙인 양상과 련된다.

첫째, IMF구제 융으로 인한 충격으로 소기업의 규모 도산사태가 

발생되었다. IMF구제 융 당시 소기업사장들의 잇따른 자살사건이 사회

문제화 되었을 정도로 도산이 증했다.

둘째, 산업구조개편으로 인한 노동배제와 빈곤진입이다. 고용되어 있거

나 혹은 자 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산업구조개편으로 인해 도산하거나 

혹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된다. 1993년을 기 으로 제조업, 건설업, 도매  

소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변화하 고, 반 인 산업구조 개편과정

에서 고용증가의 하락을 경험하다 1997년 IMF를 기 으로 반 으로 고

용이 감소하 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그 하락세가 에 띄게 크게 나타나

고 있으며,  IMF 이후 고용증가폭 역시 높지 않다. 소  사양산업에 종사

하던 사람들이 기업의 도산이나 임 으로 인해 빈곤에 진입하는 경우가 

최근에 두드러진다. 한 고용되어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양산업 부분

에서 자 업을 하던 사람들도 외는 아니다. 사실상 다수 노숙인이 최

근에는 이러한 노동양상과 련되고 있다.

셋째, 경기변동과 산업구조 개편과정에서 기업이 선택하게 되는 것이 바

로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은 한편으로는 해고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

장 유연화로 나타난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흔히, 수량  유연화, 기능  유

연화, 임  유연화, 일시  유연화로 구분된다(Marino Regini, 2000: 

16-18). 수량  유연화는 일하는 노동자의 수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노동

자들을 해고시키거나 혹은 신규 고용시 고용을 안정화시키지 않는 방식이

다. 기능  유연화는 업무에 한 노동자의 유연성을 높이기 한 방식으

로 새로운 기술에 한 훈련과 직업이동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임  유연

화는 임 체계를 변화시키거나 혹은 임 을 낮추는 방식의 유연화이며, 일

시  유연화는 노동시간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서 잔업, 트타임 등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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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흔히,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각 유연화는 

동시에 진행되며 숙련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에게는 기능  유연화가 

숙련기술이 없는 노동자에게는 수량  유연화, 일시  유연화, 임  유연

화 등이 이루어진다. 결국, 용역과 견 등의 비정규직 확산과 노동시장 유

연화 속에서 고용안정성과 임 보장성 모두를 상실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빈곤으로 연결된다.

넷째, 자 업의 도산과 자 업 소득 하이다. 사업의 도산이나 일자리 

상실 이후 사람들은 새로운 생존 략으로 자 업을 선택한다. 사양산업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다른 직업으로 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

연화 된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혹은 자 업으로 업종을 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IMF를 기 으로 하는 경기하락에서 자유롭지 못해 빈곤진

입의 경로가 되고 있다. 

다섯째, 여성이나 장애가 있는 등 기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렵거니

와 진입한다고 해도 임 인 경우가 부분인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힘겨운 노동을 장기간 지속할 수 없다는 에서 분 인 노동시장

이 여성과 장애인의 빈곤진입의 경로가 되고 있다. 

요컨 , 통 인 학력, 숙련 노동시장에서의 임 과 빈곤 구조만

이 아니라 최근에 발생하는 빈곤의 주요 진입경로로서 노동시장 배제는 

산업구조 개편과 노동시장 유연화, IMF라는 격한 경기변동으로 인해 발

생하여 이는 빈곤진입의 요한 경로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노숙

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용되고 있다.

2005년 거리생활자 인권  생활실태 악을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

면 거리생활 노숙인들이 가장 오랫동안 종사해 왔던 직종을 조사한 결과 

단순노무종사자(29.3%), 기능직 혹은 기계조작  기계조립(26.0%)으로 분

포되었고, 이 밖에도 서비스  매직이 14.6%, 자 업( 포운 )이 9.3%, 

세자 업(노  행상 등)이 4.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일자리에서 려난 사유를 보면 직장폐쇄  사업도산(31.3%)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경기악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27.7%, 건

강악화가 14.3%, 가정문제가 14.3%, 부채문제가 12.6%를 보이고 있다. 이

는 노숙생활과 빈곤으로의 진입에 한 노동측면에서의 취약성이라는 일

반  경로가 노숙인에게도 부분 용되고 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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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빈곤․노숙의 악순환과 노동

일단 빈곤에 진입한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

니다. 빈곤에 진입한 사람들이 일반 으로 꿈꾸는 빈곤탈출의 경로가 바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다. 어떻게든 일을 열심히 해 그 돈으로 축도 

하고 지 지 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들 모두의 꿈이라는 것이다. 

주거마  없는 노숙인에게 이는 더욱 실한 것이 된다. 그러나 실제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해 차곡차곡 돈을 모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일자리 자체가 다. 이미 사양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

이 하게 되는 일은 부분 임시․일용직이다. 일용직의 상당수가 건설업이

라는 을 감안할 때, 추가 인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 흔히, 

노숙인에 해서 ‘몸 성한 사람이 노가다라도 하지’라고 얼거리던 일반

사람들의 상식은 사실과 다르다. 흔하디 흔해보 던 ‘노가다’도 이젠 일자

리가 없고, 일을 하려면 거나 기술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한 몸과 

열심히 일하겠다는 생각만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둘째, 일을 한다고 해도 부분 임 이다. 낮은 임 으로는 차곡차곡 

축을 하기도 힘들고, 빈곤에서 탈출하기도 힘들다. 지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입은  더 어려운 빈곤 상황의 악순환을 유발한다. 실제 올 3

월의 <한겨 > 신문 보도에 따르면 자 업자의 실질소득이 4년 사이 18% 

감소했다고 한다.

셋째, 노숙인 혹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빈곤에서 탈출하려는 시도

는 건강상실 등 노동력의 손상과 연결되거나 주류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

하는 ‘낙인’  장벽을 경험하게 된다.

2005년 조사 결과에서 부분의 노숙인이 구직을 계속하고 있다고 응답

하여 노동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소수에 해당하는 약 14.7%는 

구직활동을 포기한 것으로 분류되었는데 주된 사유는 장애나 건강 상의 

문제, 혹은 나이가 많아서 구직을 못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구직활동의 어려움에 한 질문에 해서는 ‘일자리를 알아 도 일자리

가 아무것도 없다(38.3%)’, ‘나이가 많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일할 수가 없

다(23.6%)’,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서 연락받을 곳이 없다(18.2%)’,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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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15.0%)’ 등을 언 하고 있다. 한 구직활동을 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일정한 주소지의 확보(연락처와 쉴 곳 포함)(34.2%)’, 신분증 복

원(13.4%)‘ 등을 들어 구직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와 함께 건강회복을 한 지원이나 채무해소에 한 부분도 들고 있어 

노숙인의 고용과 련해서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뿐만이 아니라 건강회복

과 채무에 한 지원(상담 등: 상당수는 채무에 한 부담으로 신분증 복

원을 꺼리고 있음)이 병행되어야 함을 짐작  한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거리노숙인에게 원하는 직종을 질문한 결과 반

인 49.8%가 단순노무직을 원하고 있다고 응답하 다. 그러나 거리 생활에

서 오는 체력과 건강의 문제 그리고 고연령 등의 여건  일자리 감소는 

이들의 노동기회를 더욱 제약하고 있다.

노숙인의 노동권에 한 논의는 사실상 빈곤과 노숙 상황에 이르는 과정

에서의 ‘노동’ 문제와 빈곤과 노숙 상황에서의 ‘노동’ 문제를 포 으로 

다루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 으로 노숙인의 노동권 문제 혹은 노

동의 배제 역을 다룸에 있어 후자에 을 둔다. 

3. 노숙인의 노동권 쟁

본 연구에서는 30명에 이르는 거리나 불안정 주거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에 한 면 을 실행하 다. 그 면 결과에서 나타나는 노동권과 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번째로 노숙인의 노동시장 진입에서의 장벽이다. 이는 다시 두 

가지 내용으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노숙인 특유의 양상으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의 문제와 다른 하나는 노숙생활의 낙인 요소나 노숙생활로 인한 

정보의 취약성 등의 요인이다.

두 번째는 노동시장 진입의 장벽을 넘어섰다고 해도 실제로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약하는 요소들이 있다. 노동력의 취약성이나 일자리의 부족

으로 인한 노동기회의 제약요인이 그것이다.

세 번째는 노숙인이 노동에 참여하 을 때 그 노동의 내용이 가치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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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련된다. 이는 심한 경우 불법 이거나 비윤리  활동과 련될 

수 있다.

네 번째는 노동 장에서의 착취 문제이다. 이는 노숙인이 사회  약자

라는 사실과 련되며 주로 이들이 용역 일자리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한다.

다섯 번째는 노숙인과 련된 정부 등의 노동 지원 로그램이 제 역할

을 하지 못하는 것과 련된다. 공공근로 등 로그램의 형식 인 운 이

나 불연속성, 정보제공과 교육 로그램의 효과성 결핍 등을 들 수 있다.

  1) 노숙인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 : 주민등록증(신분확인)의 

문제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 구나 노동시장에의 진입

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노숙인에게는 이 진입장벽이 더 높아 노동권

의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추가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다. 그  가장 우

선 으로 지 될 수 있는 부분이 주민등록증 혹은 신분확인의 문제이다.

일산에서 화원의 허드렛일이나 아는 사람들을 따라 간 공사장에서의 허드렛일

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일당을 받고 일하곤 했었다. 일을 해보았던 건 2개월 

되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신분증이 가장 필요하다. 말소된 지 꽤 오래되

었다...... 돈의동 쪽방에 머물 당시 주민등록을 살리고자 여기저기 알아본 적이 

있었다. 채무관계에 대한 처리 시한이 만료되어 이제 다시 살리고 싶었는데 개인

적인 사정으로 관두었다. 할인기간도 끝났다고 하고...... (머뭇거리다가) 솔직히 

말해서 금액 때문에 살리지 못했다. 사실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건 주민증 복원이

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만들어서 살려야 하니........ 살리고 싶었는

데, 급히 쓸데가 있어서 돈을 써버려 다음에 돈이 생기면 (주민등록복원을)해 볼 

생각이다.   

 (거리 A)

노숙인 : 일자리 해준다고 그래도 신분증이나 것도 없잖아요 일단은-

노숙인 : 인쟈 그런거 때문에 죽겠고.. 아- 신분증 그때 말소가 됐죠- 아- 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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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니까.

면접자 : 이제 거리로 나오시면서 말소가 되신 거에요? 

노숙인 : 에 인제 그러죠.    

(거리 H)

주민등록증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말소되곤 한다. 어떤 경우에는 처

음부터 주민등록증을 가져보지 못한 노숙인도 있다. 혹은 병역의무 등의 

미이행, 장기간의 실종(?) 등의 향으로 말소되는데 이를 복원하는 데에

는 행정  차상의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부채나 신원 상의 문제

로 주민등록 복원을 꺼리기도 한다. 혹은 된 벌 의 문제가 복원을 가

로막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통상 이 액은 노숙인들에게는 분명히 부담

이 가는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는 소득을 한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주요 요

인의 하나가 상당수의 노숙인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다.

면접자 : 근데 아까 주민증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일이 잘 잡혀요?

노숙인 : 아 근데 신분증이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한테는 불리하죠 굉장히. 왜냐

면 저기 일가면 신분증 없으면 아주 안 좋아요. 아 회사에서 거기 저

기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

에 그래요. 그러면 인쟈 예를 들어서 일을 이, 삼일 할 수 있는데 거기

서 근데 신분증이 없으니까 하루 하고 아, 안갖고 왔다고 저기 해버리

죠 그냥. 아 그러면 인쟈 그쪽에서 하루만 더 해 달라고 그러면은 제

가 아침에 온다고 해갔고 제가 안 가버려요 신분증이 없으니까. 신분

증 때문에.

.............................(중략).........................

면접자 : 신분증이 없어서 대마찌 맞고(용역인력시장에 나갔다가 선발되지 못

하여 일에 참여하지 못함) 이런 경험 있으세요?

노숙인 : 예 인제 있죠. 아 근데 인쟈 저기 신분증이 있어야 해요. 그게 없으면 

잘 안 보내줄려고 그래요. 특별히 아는 사람 아니면…     

 (거리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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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소  공식 인 이력서(?) 등이 필요한 직장

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물론 신분증의 원인만은 아니지만) 

용역 등의 비정규 일자리를 찾게 된다. 그러나 비정규 일자리나 용역 사무

소 등에서도 주민등록증을 요구한다. 이것이 없으면 불이익을 겪게 된다. 

이는 노숙인, 특히 쉼터 노숙인 상당수가 참여하는 공공근로에서도 마찬가

지 상황으로 작용한다.

일부 용역사무소에서는 일에 참여하는 노숙인에 해 매번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인 확인서 등을 활용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이 신원정보들의 활용이나 공개에서의 정확성이나 투명성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노숙인 : 5시에, 5시에  용역 회사를 가고 일거리 있으면 거기서 일을 하고 없

으면 다시 오는 거고. 

면접자 : 혹시 그 신분증 가지고 계시나요? 

노숙인 : 저도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한잔 먹고 자다가 완전히 다 보따리 하고 

다 분실 해 버려서 얼마 전까지 두 달전까지는 있었는데.

면접자 : 그 두 달전까지는 어디로 되어 있었어요? 주소가?

노숙인 : 부산, 부산으로 되어 있었어요. 

면접자 : 말소 되어 있는지 어쩐지 지금 모르시겠네요?

노숙인 : 지금 말소 되어 있는건 알아요 말소는 되어 있어요. 

면접자 : 아니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도 말소 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노숙인 : 아 그니까 말소 되어 있고예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도. 

면접자 : 그렇죠, 그렇게 된거죠.

노숙인 : 그래가 인제 그거까지 잊어버리니까 이래도 몬하고 저래도 몬하고 할 

일도 몬하고 지금... 

면접자 :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그전에 XX XX의 집에서 나오고 나서 일을 하

신적은 있으세요? 

노숙인 : 그니까 용역을 했죠. 그니까 여름에 예를 들어서 3월 달부터는 10월 

달까지 계속 일을 했죠. 그래가 1년까지는 여기 안 나왔죠. 

면접자 : 그럼 어디서?

노숙인 : 그때는 여관에서 이 세상 끝나기 전까지는 악순환으로 살 수 밖에 없

는 거죠. 

면접자 :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악순환을 풀으려면 아까 말씀 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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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주거하고 일자리...?

노숙인 : 아니 그 일자리는 뒷전 문제라고. 일단은 우리 같은 경우는 제일 급한 

게 주거가 있다 보면 말소도 살리고 인제, 저 이케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같은 경우는 장애가 조금 있거든예. 예를 들어서 

장애인증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 대상자도 신청하고 안 되면

은 또 머 일 꺼리 없으면 공공근로를 한다던지 방향 제시가 되잖아요. 

방법이 어떻게든 되는데 지금에서는 할 게 없더라구요. 

면접자 : 주거가 제일 중요하군요.

노숙인 : 네 주거가 제일 중요하고 주거가 그 주거지가 안 되면 주소지가 안 되

면 주소지 넘길 데만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거리 M)

면접자 : 그럼, 차라리 공공근로 같은 거는 안해보셨나요?

노숙인 : 그 인제- 쉼터에서는- 이 주민등록이 없다고- 허허허

면접자 : 아- 주민등록이 없으니 공공근로도 안 시켜줬다?

노숙인 : 예, 예....... 근데- 쉼터에는, 있을 때는- 뭐, 다른 거는 안 묻고 주민

등록 번호를 자꾸 찾더라구요. 주민등록번호를 참, 내가 알아야지요. 예, 옛날에 

함 했긴 했지만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자꾸 찾으라 그러더라구. 근께 나는 모, 몰

르니까- 못 찾겠더라구요. 그래가 그래가지고, 뭐- 가서 뭐 시름시름…

면접자 : 예, 그러면 주민등록증만 있었으면 당연히 공공근로 하셨겠네요?

노숙인 : 했지요, 

     (거리 P)

우리사회에서 특정인에 한 사회  처벌이나 행정  요구를 해서는 

주민등록증의 소지 여부와 계없이 당사자에게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그

러나 사회복지 로그램을 비롯한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이 없으면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는 신원과 주거지 확인

과 련되어 행정력의 모순 인 용이다. 노동권의 문제에 근하기 해

서는 극 이고 정  형태의 근이 필요하다. 특히 행정 인 신원확인

이 노숙인의 노동권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노숙인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 : 노숙생활의 낙인, 정보와 

네트워킹의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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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 진입하기 해서는 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노숙

인들은 이러한 정보에 있어 취약하다. 일에 한 정보가 히 소통되는 

계망을 상당부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 이거나 서비스가 좋지 못

한 인력 소개소 등에 의해 노숙인들이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는 수도 많다.

면접자 : 그러면은, 그럼 구직정보는 어떻게 알아요?

노숙인 : 이제, 벼룩신문 같은 거 이제 보고, 교차로 같은 거 보고, 간혹 가다 

회사에서 이제, 직접 경비를 뽑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뭐, 막상 가서 보면은 뭐 그런것도 있고... 뭐 특히 어

떤데 가면은 면허증 같은 것도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러

면은 하면은, 벼룩신문 보면은, 그-, 회사에서 뽑는 것도 있고, 소개소 

같은데서도, 이렇게, 소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렇게 있다가, 

저번에도 이렇게, 하다 못해 뭐 이렇게 해갖고, 청소하는 거, 환경 미화

원이라고, 이제 쓰레기차 따라다니면서 쓰레기 수거 봉투, 쓰레기 봉

투, 재활용 봉투, 그거라도 수거를 해가지고, 차에 싣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알아봤는데, 이제 전화를 하니까, 하는 말이(웃으

며), “소개비 16만원 갖고 빨리 와라. 그럼 바로 이제 알아봐준다.” 이

제 그런 식으로, 그런 데가 많아요. 

면접자 : 현금으로 뗀다구요? 

노숙인 : 그래가지고 그게 참 애매한 게, 계속 몇 번 소개해주다가 안 돌려줘, 

그걸 안줄려고 그러고, 시시한데 가라 그러고 나중엔 마음에 안들어도 

지들이 더 막 신경질 내고 그래.....        

(거리 I) 

한편으로는 노숙인이라는 자체의 사실 혹은 노숙생활의 조건 자체가 낙

인이 되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인력시장 인 지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동성의 문제 때문에 

일할 기회를 가지는 데에는 심각한 제약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이 쪽방

이나 거리노숙 집지역을 형성하는 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노숙인 : 왜냐면, 왜냐하면 노동일은 솔직히, 또 그쪽(본인이 지내는 경기도 

인근 지역)에 있다가 보니까-, 서울 나오기도 또 힘들고, 그쪽에는 또 



- 307 -

가까운 데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되게 안 맞으니까 막 일을 

가려면은, 어디 뭐 독립문이나 이런데서 밖에서 노숙을 하고 나가야 

되요. 일 때문에... 거기도 뭐, 보통 늦게 나와도 5시까지는 나와야 

되거든요. 저, 어디야, 거, 독립문 같은, 뭐 통신인력이나 그런데서는 

새벽에 나올려면, 차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일 나가기도 힘들고... 

구파발하고 지축사이다 보니까 또 걸어 나가야 되는 시간이... 

지하철이 보통 한 5시 한 40분, 이렇게 돼야 첫 차가 다니거든요. 근데 

버스는 또, 바로 또 그, 한번에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경기도 

이렇게 요금 받으니까......

    (거리 I)

다음의 사례에서 노숙생활로 인해 남루해보이는 외모나 노숙인이라는 

조건과 낙인이 취업에 지장을 래하고 있다. 상담보호센터와 같은 

drop-in-center를 만든 것이 쉼터 등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거리 노숙

인에 한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기 한 것이었지만 이 역할수행

이 충분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노숙인 : 그거, 뭐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가서 사장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가능할 수도 있다고, 갔다가 또 오라고, 거기에서 공단까지, 걸어 갈려

면 그게 얼마나, 그때 차비가 없어가지고 내가 걸어서 갔어요, 거기 면

접 볼려구요! 한 시간 반 동안! 갔다가 또 다시 오라는데, 내가 왜 가

요, 거길. 다리 아프게. 내가 차비만 있으면 갔는데... 거기 딱 가니까 

뭐, 언제 제대했냐, 그런 이야기 물어보고, 멀리서 왔냐고. 한국 사람들

은 다 외모 쪽으로 많이 봐요, 겉모습만. 일을 한번 시켜보고 짤르던가 

말던가 해야지, 겉모습만 딱 봐 가지고, “어디서 노숙하다 왔어요? 옷

이 좀 꾀죄죄하네요?” 아,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아, 됐어요!”하면서 

면접 안 보고 나와 버렸어요.

면접자 : 그, 뭐, 겉모습이 남루하다고 해서...

노숙인 : 꾀죄죄!! 일을, 일을 일단은 시켜보고 짜르든가 말든가를 해야지, 딱 

와가지고 담배 딱 피워가면서!, ‘노숙 생활 했어요, 옷이 좀 꾀죄죄하네

요.’ 아유! .... 

   (거리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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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동기회의 제약 : 마 (?), 노동력 취약의 단, 직

의 어려움

노숙인은 용역 일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 ‘ㅅㄹ인력’ 등과 같이 주로 노

숙인 인력으로 구성된 용역회사가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자

리나 기회의 부족으로 새벽 인력시장이나 용역회사 쪽으로 나가도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뭣보다도... 첫째...아...일이 제대로 없고요, 첫째가...우리는, 이 우리 같은 경

우에는 일이 있으면 항상 할라고 준비가 돼 있어요. 항상요. 준비가 돼 있는데, 

에...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아... 내가 어디서 돈을 구핼 수도 없는 거구 별안

간에, 이제 에...일주일에 한 하루 할 때도 있고 이틀 할 때도 있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생활하기 힘들어요.....       

  (거리 G)

면접자 : 최근 들어서 그러면 일 나가셔서 한, 평균적인 어떤 수입이 어느 정

도. 

노숙인 : 하루 일 나가면은....

면접자 : 한 달 평균은요?

노숙인 : 한달씩으로 그 한달씩에 몇 번이라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일 나가는 횟수가 그 좌우지간 (일정치가 않아요)......  

        (거리 D)

면접자 : 지난 일주일간 일을 나가시거나 하신적은 없으셨구요?

노숙인 : 나갔었죠. 일 나가야 일 나가야 살죠. 

면접자 : 일을 나가셨던건 어디로…?

노숙인 : 인력시장. 매일마다 나갈려고는 하는데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고…가서도 그냥 빠꾸 당하는게 ‘대마찌’ 라고 그래요 일본말인지 어

딘지 몰라도. 하하. 그냥 제대로 하는 거야 가서 인쟈.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인제.

면접자 : 대마찌는 거 그- 매일 마다 나가셨는데-? 

노숙인 : 일을 못 하고 들어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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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F)

이들은 일을 하지는 못할지라도(매번 ‘ 마 ’를 당하더라도) 매일 인력

시장에 나가야 한다. 그 게 해서 얼굴이라도 익  놓아야 일을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일반인이나 일부 언론의 

인식과는 달리 도 히 ‘게을러 일하려하지 않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이다.

면접자 : 아저씬 어디로 나가세요? 일 구하러...

노숙인 : 아침에요?  아침에 일 나가는데... 에, 저저 남영동 쪽하고요, 연대...

조 그...그 용역회사 나오거든요. 거 서너군데 되는데, 여기서 맻 시에 

가느냐면 한 네시반에 일어나야 되요. 일어나가지고 대충, 양치질 해

고, 빨리 가야죠, 거기 일찍 가야되거든요. 다섯시, 다섯시 이십분까지 

가야 거기...

면접자 : 그럼 걸어가신거네요, 거기까지...

노숙인 : 그니깐요.             

(거리 G)

노동력의 취약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이 노동기회를 제약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노숙인의 평균 연령(?)은 외국에 비해 높은 편으로 알려지

고 있다. 게다가 노숙생활의 조건 자체가 노동력 재생산을 취약하게 만들

기 때문에 그 취약한 노동력으로 인해 노동기회가 실질 으로 제약된다. 

이는 특히 노숙인이 주로 참여하게 되는 노동 장이 육체  근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이라는 에서 건강문제와의 련성이 부각된다.

뭐 사실 건설 일은 또 엄두가 안 나더라구요. 하고는 싶은데, 엄두가 안나고....  

몸도 그렇고...... 자신감이 없는거죠.......자신감도 없고, 예전 예전만큼- 그 모

르겠어요. 좌우지간 거 무기력한 상태라 그럴까 좀 그 상태예요. 지금 다른 사람

도 좀 그렇더라구요. 이 생활을 벗어날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도 많아요. 진

짜...... 그런데......   

 (거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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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자 : 선생님도 일을 이렇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노숙인 : 나는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노가다를 못 하는게 왜냐면 힘이-, 내가 

좀. 

면접자 : 그런 분들 많이 계실까요?

노숙인 : 음. 거의 다 그럴 꺼예요. 왜냐면 지금 이- 봐도 몸은 건강한데, 속은 

다 비었어요. 노가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속은 다 벼가지고, 노가다 

하루 갔다 오면 이 진짜 며칠을 드러누워야 돼요.  

  (거리 B)

노동기회의 제약은 노동시장 참여 자체에 한 제약의 측면도 있으나 이

와 함께 “정규 이고 지속 인 노동기회의 안정성”에 한 제약의 측면도 

두드러진다. 하루 일을 하고 그 다음 일을 지속 으로 하게된다는 보장이 

없는 비정규 인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 인 노동기회는 제

약되는 것이 일반 이다.

지 지금 나가는 곳은, 뭐 건설 현장 이런데 많이 가구요. 그냥 그런데 많이 가

요. 아니 아니면 이삿집 이런데. 거의 보면- 뭐 뭐 이런게 이런데 하루 벌어서 하

루 먹고 사는데, 그런데 거의 가죠. 일은. 우리는 어차피 어차피 이렇게 뭐 주급

제나 월급제 이런데 가 가는 게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속적이질 못 허니까, 

저도 사실 자신도 없고, 지금 뭐 체력적인 면에서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뭐 하게 

되면, 뭐 이렇게 회사- 회사 생활 하게되면 보통 그래도 장기 근무를 해야 되는

데. .     

(거리 D)

  4) 노숙인 노동의 가치 하 : 불법  노동 내용, 가치 하

된 노동 내용

반 으로 노숙인이 참여하고 있는 많은 장에서 노숙인이 참여하고 

있는 일의 내용이 불법 혹은 비윤리 이거나 사회 으로 하게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기본 으로 임 이 낮은 것은 일

반 이다. 이 임  수 으로는 한 노동력의 재생산 자체가 어려워진

다. 한편으로는 사회 으로 한 노동의 일자리라고 여겨지지 않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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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들을 오가게 된다.

지하철 택배를 참 힘들게 뭐냐하면, 75프로를 내가 가져요, 75프로를?… 내가 

갖는건데, 이게 이제 말이 75프로지 한번 저기하면 6천원에서 7천원이거든요? 

갖는 입, 저기, 입, 저기 돈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75프로를 내가 갖는 건데, 이

게 순번이나 뭐- 이런 걸 따지다 보면은 하루에 한번에서 두 번으로 끝나요, 하루

에 한번에서 두 번. 그러니까 그거 세번 하고 나면은 돈만원 벌이……가, 왔다갔

다…하고, 운이 좋으면. 헌데 어떤 날은 공쳐요, 어떤 날은 아예 차례도 없는 그

런…식으로. 그렇게… 그냥… 하루 그냥 끝나버리는… 담뱃값하고, 밥 사먹을 돈

은 아예 없어요. 밥 사먹을 돈은… 밥이라는 게 젤 싼게 그렇잖아요. 김밥 사먹지 

않는 이상 찌개…라도 놓고 먹을려면은 보통 삼천원, 삼천 오백원, 4천원이잖아

요. 거… 지하철 택배 해가지고 돈…7천원, 8천원, 만원 벌어가지고 그거 한끼 사

먹고 나면, 사먹고, 담배 한갑 사고 나면, 2천원, 3천원 밖에 안나오는, 천원, 2천

원, 3천원 고사이. 그거 갖곤 어디… 들어가서 잘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밥

이라는 그 자체는 사먹을 수가 없어요.

...........(중략).............

누가 밤에 그… 리어커 갖고, 어디 좀 잠깐 갔다 오자 그러고 그러면 같이 갔다 

오고, 같이 갔다 오면 한…육칠천원… 이렇게 돼요, 빡쓰나 이런거 폐품, 그런거 

때려 싣고, 와서 팔고, 그렇게 하면… 그… 뭐야… 작년 가을이나 올 가을에도 마

찬가지였지만 밤에, 허허허.. 저기하는 길거리에 은행있죠… 은행나무… 은행나

무 털어요. 허허 은행나무 털어가지고, 그… 은행 그거 따가지고 팔면은 그… 일

인당 이제 일이만원 떨어져요 

또, 예를 들어서 한달을 아르바이트 해주고도 5000원, 7000원 받고 끝나니까. 

그거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한참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4시간해서 벌써 1-2만원

인데, 여기서는 4시간 머 어떻게 아르바이트 해도 오천원, 칠천원밖에 못 받으니

까 시간상으로 따졌을 때, 시간당 천원, 돈 천원돈,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

간당… 그 차이가 엄청나죠... 일의 종류는 아무거나, 그러니까 막일이죠. 머… 

‘누가 어디서 잠깐 리어카로 뭐 좀 운반 좀 해야 되는데 그거 좀 도와달라고 한

다’, ‘담배 값 좀 준다고 한다’, ‘알았다’ 몇 사람이 즉각 같이 해버리는 거죠. 한사

람이 다하는 게 아니고. 혼자 할라면은 시간도 걸리고 힘들고, 이 생활하는 사람

들이, 머라고 해야 돼?, 힘들게 못해요. 빈약하다고 해야 하나? 먹는 게 그러니

까. 처음에 아까 내가 영양가라고 했죠? 그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밥

을 준다고 해도 영양공급이 안되거든, 아니거든요, 사실. 그 순간 먹고서, 몇시간 

동안은 버틸 수 있는 그런 밥이지, 몸에 영양이 비축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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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니까 힘들이 없어요, 힘들이. 사람들이. 쉽게 말씀드린다면 누구하고 싸움이 

붙어서 한방 맞죠? 그냥 뒤로 벌렁 넘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들이 힘이 없어

요. 그러다보니까 뭐 누가, 우리 동네에도 오락실에 얘기를 해요. 아니까 동네 사

람들이, 뭐 이거 이사, 잠깐 뭐 몇 개 옮겨야 되는데, 좀 와서 좀 옮겨 달라 이런 

식으로. 몇 사람가서 도와주고, 떼거리로 가요. 하하하하. 또 교회에 나가게 되서 

교회에도 가끔 부흥회, 할 때 가끔 연락이 와요. 꼭 차야되니까, 교회가. 부흥회

라고 그러면. 그걸 보여주는데서 신도들이 더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교회

까지 가는 거예요. 밤에 아니면 낮에라도 가면은 일인당 돈만원, 오천원… 뭐 오

천원 주는 교회도 있고 만원 주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거기 갖다 오는 시간까지 따지고 보면은 6시간 내지 5시간, 6시간, 7시간 걸리

는 거죠. 걸리는 시간 전부 따져보면. 그런 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알바하고 개념

으로 볼 때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그 얘기하다가 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여러 가지 저기가 제의가 와요. 마을 사람이나 청과상회 같은 경우도 도

매니까, 가끔 “가게 봐 줄 사람 시간당 3천원 줄 테니까…” 뭐 어쩌구, “사람 없

냐?” 그렇게 데리러 올 때도 있고. 그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들고 하는 거는 

못가요. 가고 싶어도, 봐주는 거. 그럼 물어봐요, “봐 주는 겁니까?”, “물건 판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차에 실어 주고 하는 겁니까?” 가게 봐주는 건 그건.. 

(하하하).. 우루루루 몰려요.. (하하).. 우루루 해요. 힘 안쓰는 걸 원하니까. 왜냐

면 다들 똑같은 입장이에요. 힘들이 너무 없으니까....     

   (고시원 A)

어떤 경우에는 노동과 임 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행이 나타나기

도 한다. 그  근처 주변의 일을 조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도 한다.

결국은- 인제 쉼터에서나 근처에서 인제- 꼬추도 따고, 꼬추 꼭다리도 따고- 

근데 그거는 인제- 일당으로 주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이렇더라구요. 오늘 핸 거를 

내일 주고, 내일 핸 건 또 모레 주고 이러더라구요.... 하루 뭐- 마이 하면 뭐- 뭐

뭐 5천원도 주고 뭐 7천원 주고 이래, 나도 몰랐는데 쉼터에 있으면서 할머니 하

나가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 가 봤디만은 뭐 처음에는 간께 일도 

잘 하고 이러니까 잘 저기 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한참 하니까네 허리가 아파가지

고. 그래서 내가 뭐 아유, 못하겠다 하고 내가 나와 뿌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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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 에. (일나가려고 모인게)그게-- 저기, 4시 50분인가.

면접자 : 4시 50분 정도. 몇 명이나, 같이 움직이신 분이 몇 명이나?

노숙인 : 한 200명 넘어요.

면접자 : 200명 좀 넘어요? 거의 다 인제 같이 인제 노숙하시는 분들이 많던

가요? 

노숙인 : 예,예 인제 그러죠 다 서울역이 전부다…

면접자 : 용역 사무실 끼고 간 거는 아니고?

노숙인 : 예, 안끼죠 예 안끼고요 서울역 사람들…

면접자 : 그 OO이(모집책) 얼마 준다고 그러던가요?

노숙인 : 아 저기 5만원이요.(웃음)

면접자 : 5만원 준다고 그러던가요? 거기서 뭐 이렇게 이름 적고 그런거 다하 

이름적고 그런거 하나요?

노숙인 : 예예

면접자 : 5만원 준다. 어디로 간다고…

노숙인 : 저기-- 오리 그쪽으로 갔어요 오리.

면접자 : 오리요? 보통 OO이가 얘기 할 때 무슨무슨 일인데 가자 이렇게 얘기 

하잖아요. 그대로 한 번 말씀해보시겠어요?

노숙인 : 그런 얘기 않더라구요. 않고 어디로 간다고 얘기도 않고, 그냥 아침

  (거리 P)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그럼 먹고 자는 댓가로 설거지 하고 그래 살았죠. 화곡

동에서......     

  (거리 R)

얼마 인 2005년 10월에는 서울역의 노숙인들 심으로 많은 수의 노숙

인이 일제히 용역(?)일에 참여한 이 있다. 이는 서울역 주변에서는 이름

이 알려져 있는 한 노숙인 용역 로커(?)에 의해 알선된 일이었다. 다음의 

박스는 그 일에 참여했던 한 노숙인과의 면 기록이다. 이는 노숙인이라는 

사회  약자가 어떠한 방식의 일에 동원되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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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싣고 가더라구요.

면접지 : 버스로?

노숙인 : 예

면접자 : 가 보니까 철거인거를 아신거에요?

노숙인 : 아니 알았죠.

면접자 : 그 전에..

노숙인 : 철거는 인제 여기 있을때 한 두어번 나갔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알고 있었다니까.

면접자 : 저기, 저기 일을 하게 되면 역 오락실이고 뭐고 다  붙여놔요. 

노숙인 : 예예 아- 붙여놔요?

면접자 : 시간, 몇 백명 일한다 하면 여서 여서 인원이 못 되면은 영등포라던

가 여기 노숙하시는 분들…

노숙인 : 그럼 아저씨도 그럼 유인물 붙여 놓은거 보고 아신거에요?

면접자 : 아뇨. 저기 앞에서 얘기 하더라구요

노숙인 : 붙이기 전에 아는 사람이 먼저 얘기 해주더라구요

면접자 : 어떤 일이, 오리 갔으면 한 7시도 안됐겠네요

노숙인 : 아 저기-- 아 아 저기 아침에 7시 여기 7시에 출발했어요 여기서.

면접자 : 아 일곱시에 출발하셨어요? 

노숙인 : 예예 인제 오는 시간이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침밥 먹고 하자는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인제 인원이 안 차니까

면접자 : 일하신 걸 좀 자세히, 이야기좀, 저는 잘 몰라서…

노숙인 : 아 인제 저기 아파트 저기 인제 인제 뭐라그러지? 이삿짐이 아니지. 

강제 철거 있잖아요. 그거- 앞에 서서 인제 앞 주민들하고 막 싸우는 

거에요. 인제. 자기들은 인제 안 나간다. 인제 에 거기서 앞에서 막고 

그랬어요.

면접자 : 막았다구요? 바리게이트 쳐가지고?

노숙인 : 에.

면접자 : 뭘 로 막았어요?

노숙인 : 아 우리는 인제 때리면 안되니까- 이제 앞에서 인쟈 그냥 붙잡고만 

있었어요. 

면접자 : 뭐 맨몸으로 막았어요? 

노숙인 : 에

면접자 : 아니면 뭐 방패라도 주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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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 아니 뭐 아무것도 안 들었죠.

면접자 : 그래도 뭐 주민들은 저항을 할려니까 대나무라던지 뭐뭐 그랬을…

노숙인 : 아 뭐 인제 뭐 저기 하다 보니까 얻어맞고 그랬어요 우리. 아 이쪽에

서는 무슨 OO이쪽에서는 뭐- 이제 그쪽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된다 

때리면 안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면접자 : 그냥 막기만 해라 때리면 맞아라 그런 얘길 하던가요? 

노숙인 : 에

면접자 : 때리면 맞아라 이런식으로?

노숙인 : 에

면접자 : 아저씨도 조금 맞으셨어요?

노숙인 : 아 나 어깨 그때 좀 맞았죠.

면접자 : 지금은 괜찮으세요?

노숙인 : 에, 지금은 아프진 않아요.

면접자 : 그때 뭐 경찰이나 뭐-

노숙인 : 에에, 저기 앞에 있었죠. 

면접자 : 경찰이 맨 앞에 있었어요? 

노숙인 : 아뇨아뇨. 우리가 제일 앞에 스고,...... 에 그러고 뒤에 그 의경들인

가 의경들인가 전경들인가 뒤에 서 있었죠....... 그러고 거기 119차 

있었고, 소방차 까지 다 왔었어요. 소방차까지.

........................(중략).........................

면접자 : 그러면 인제 아저씨 같은 경우는 건장하신 체격이고 그러신데 같이 

갔던 한 200명 정도 되는 거의 대부분 노숙하는 분들이라고 하시는데 

그 분들 중에 아저씨가 한 대 맞을 정도면 좀 기동력 떨어지는 그 분

들 같은 경우는 더 맞으면서…

노숙인 : 아- 그쪽에서 앞 주민들 낫도 있잖아요.

면접자 : 낫? 아예

노숙인 : 저쪽에 어디서 왔더라 영등포에서 온 사람인데 찍어 버렸어요. 여기 

여기 옆구리 있는데

면접자 : 어- 주민이 낫으로 찍었다고? 에.

노숙인 : 그래가지고 119에 실려 갔죠.

면접자 : 실려갔어요?

노숙인 : 에. 그리고 이쪽에서는 무조건 때리면 인제 “한대 뭐 하라고 때리면 

안된다”고 뭐 어떻게 그럼 뭐 그쪽에 주민들 뭐- 저기 아줌마 둘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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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저씨 한 분하고 완전히 무이되가지고 119에 실려가고 난리 났어

요.

면접자 : 주민들도 세분이 실려가고.. 주민들 예 …. 그분이 제일 크게 다치신 

거네요, 낫으로 그렇게 찔리신 분이?

노숙인 : 예

면접자 : 그럼 이렇게 찔리고 그럴 때 경찰이 와가지고 뭐 제재를 한 다는지…

노숙인 : 아 뭐 그런거 없어요, 저기 무조건 우리가 앞에 스고 그 뒤에 서있었

지 뭐

면접자 : 그리고 다치고 나서도 그냥 경찰들은 계속 뒤에만 서 있고.

노숙인 : 경찰이 와서 뭐 그 아저씨 부축해서 119에 보낸 그런것도 아니고 

119가 먼저 와가지고. 아 신고를 했죠 제가....

면접자 : 에 이사람 다쳤다 찔렸다 하니까 119가 오던가요?

노숙인 : 에

면접자 : 경찰이 안오고?

노숙인 : 아 인제 그 옆에서 쌓고 있었죠. 경찰이...... 

면접자 : 그러면 다른 다친 아저씨들한테 치료는...

노숙인 : 아- 인제 거기 그 회사에서요 그 저기 저기 아 보험이 되니까 저기 

서울역측에서[서울역측이란 ‘OO이’등 모집책 등을 말함] ‘무조건 아

픈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면접자 : 다 끝난 다음에요?

노숙인 : 에에, ‘앞으로 나와서 무조건 가서 입원해라’ 하더라구요.

......................(중략).......................

면접자 : 누가 아저씨를 고용했는지는 모르시죠? 어떤 인력사무소 혹은 어떤 

공사, 어디서 아저씨를 고용했는지는 모르시죠…

노숙인 : 아 거 회사 이름은 잘 모르죠 우리가. 저기 회사에서 인쟈 거기 때문

에, 일단은 서울역으로 인쟈 저기 하청을 준거죠.

면접자 : 그래요. 철거 일을 참 노숙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가시는데 그게 인제 

건설 아파트 짓는데 가서 벽돌 날르는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지는 

않을까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심정이 좀 어떠셨어요? 어떤 느낌이 

좀 드시던 가요?

노숙인 : 아 좀 안 좋긴 안 좋죠 우리도-  저기 그냥 일하는 것보다 안좋죠. 

그게 왜냐면 아무리 인쟈 돈받고 한다고 그래도 아니, 거 앞에서 저기 

뭐 한대 때리면 또 안 맞을려면 어떻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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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서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좀 그게 그러더라구요    

    (거리 H)

  5) 노동 장에서의 노동착취 행

재는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노숙인들의 노동 장에서는 

불법  노동착취 행이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는 임 체불이나 

혹은 임 의 무단착취 형태가 일반 이다. 흔하지는 않지만 불법감 이나 

강제노역, 폭력 등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면접자 : 일하시고 돈 못 받으신 적 있으세요?

노숙인 : 김양식장에 한 번 있어요. 그 한 두달 밖에 안 했어, 두 달. 그냥 경운

기를 몰고 가기 따문에, 그 좀 해볼라고 갔드만 몬하겠드라고

면접자 : 두 달 일하시고 한 푼도 못 받으신거에요?

노숙인 : 돈은 있죠. 자기들 말로는 그라더만은, 그게 인자 김을 인자 이걸 출

하를 시켜야 된다하드만은... 근디 그게 몇 개월 걸려요, 몇 개월. 그때

까지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돈을...

면접자 : 계약할 때는 어떻게?... 

노숙인 : 바로바로 준댔죠. 바로바로. 월급제로...   

 (거리 D)

노숙인 : 일요일 날 일 나갔는데 이틀인가 했는데 그쪽에서 안 주더라구요.

면접자 : 현장에서?

노숙인 : 에. 인쟈 그때 저기 일 하다가 허리를 저기 아팠어요 허리를 뭐 좀 하

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뭐 완전히 그쪽에서 업주가 안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면접자 :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노숙인 : 그러니까 뭐- 뭐 안 주니까 그냥 포기 했죠. 

면접자 : 뭐라고 하면서 안 주던가요?

노숙인 : 아- 아- 제가 이랬죠. 저기- 안 주면은- 저기 신고를 할테니까 인쟈 

저기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는 ‘하라면 하라’고 그런 쪽으로 하더라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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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자 : 아저씨 입장에서는 뭐 이틀째 일하다가 다친 거잖아요 허리를 그러면 

하루는 온종일 일을 했으니까 하루 꺼는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을거 아니에요…

노숙인 : 에 했는데 언제 주니 언제 주니 이렇게 하면서 안 주더라구요 돈 안줘

요…

면접자 : 아 이렇게 었어요?

노숙인 : 에, 면서 그러고 제가 허리 다치니까 저기 뭐 치료를 좀 해주고 하

라니까 그런 것도 없고 뭐 어떻게.

면접자 : 치료도 안해주고요?

노숙인 : 에에 치료도 안 해주고 뭐-…

면접자 : 이틀 일 나가 신거에 대한 돈도 안주고?

노숙인 : 에 안주고....   

 (거리 H)

노숙인 : (불법소개와 착취)그런 거는 여기서도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뭐 어

데 농장에 일하러 가서 갑시다 하면 지금도 좀 어리석은 사람들은 갑니

다. 

면접자 : 그런 위험도 있고

노숙인 : 어데 가면 전라도 어데 김 양식장 가자, 이카고. 그래가 많이 당하는 

사람 많고 염전에 가자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예 하냐

면은 노숙자 꼬셔가지고 술이나 한잔 뭐뭐.. 그래가지고 술이나 한잔 

주고 밥이나 한그릇 사줘뿌고 이래가지고 한달에 얼마 줄게 명목상으

로

면접자 : 그렇게.. 당하는 사람이 많겠군요?  

노숙인 : 그런거는 많습니다. 그런 거는 당해본들 어쩌겠습니까? 누가 법적으

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가.. 여여.. 최근에도 염전에 갔다가 

사람들 돈 떼고 차비만 받고 나오는 사람도... 뭐 소개비를 갖다가 150

만원 떼고... 그런 경우가... 

(거리 N)

다음의 박스에 들어있는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감 과 강제노역 임 착

취가 최근에도 노숙인을 상으로 버젓이 일어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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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 그 때 영등포, 여기 뭐, 거기 있는데 2002년도에 섬에 팔려갔어요. 

면접자 : 2002년이면, 별로, 한, 3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그랬어요?

노숙인 : 9월달에. 한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노가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디, 

노가다 시세를 물어보더라구요, 저한테. 얼마 받냐고[묻길래] 그때 6

만원, 7만원 받는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해 갖고 어떻게 생활 

하냐고... 배-를 한번 타 볼 생각 없냐고... 그래서 한다고 그랬더니 

(뭐, 그러더니 잠깐 따라오라 그러더니 이제, 술하고 뭐 안주 푸-짐

하게 사주더라구요. 

면접자 : 예-.

노숙인 : 그거 먹다가 이제, 자기네 형이 이제 거기다 봉고차를 대 놨대요. 타

라고 그러더라구요? 목포까지...

면접자 : 한번에 목포까지 봉고차로 그대로?

노숙인 : 그래서 목포, 이제 거기, 세워 끌고 와가지고 이제 작당을 막 하더라

구요. 그러더니 섬에서 사장이 딱-나오더라구요. 못 볼 것도 많이 보

고, 아유-, 또 8개월 정도 일했는데요.

면접자 : 아, 그 섬에서요?

노숙인 : 이? 임금, 그거 뭐더라, 그거? 착취 . 그게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무

슨 일이 있다고 경찰이 조사를 다니더라구요. 그러더니 당신도 조사 

할 게 있다고 배에 타라고 그러더라구요. 

면접자 : 말하자면 경찰이 “당신 조사 할 게 있어, 타!”그게, 그게 오히려 더 

잘 된 일이 됐네요?

노숙인 : 실이 깨끗하니까... 이제 거기, 거기는요,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그

거 이제 이야기 했듯이, 그런 이야기를 다 해줬죠. 그렇게 시키는대

로 해 가지고 맞은 적이 없는데, 그 동료가 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

는 애도 있더라구요. 그런 애들은 뭐 엄청나게 맞더라구요, 뭐.

면접자 : 아, 거기서요?

노숙인 : 예, 막 사람 취급 안하지 막, 몽둥이로 맞아요 막, 형 같은 경우에

는.

면접자 : 섬에서 하셨던 일은 주로 어떤?

노숙인 : XX 그, 김.

면접자 : 아, 그러면 멀리 가는 그런 어선은 아니고?

노숙인 : 인제 그 섬에 있다가 보면요, 한 한 시간 정도 가야돼요. 그래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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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도 있고 막...

면접자 : 그 때 나오시면서 임금도 한 푼 못 받으셨구요?

노숙인 : 임금이고 뭐고 아유, 귀찮더라구요. 그냥 빨리 서울로 가야 된다

고... ...  

  (거리 K)

혹은 불법  노동착취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해도 용역 일을 주로 하

는 노숙인의 특성 상 용역회사 등에 의해 간단계에서 일정한 임 의 착

취는 보편화되어 있다. 이는 보통 일 자리의 ‘소개와 리’ 명목과 련된

다.

(용역)일을 나가면 6만원이거든요. 6만원 주게 되면 일비 빼고. 6만원이면 6천

원 빼요. 거기에서. 그리고 하면 차비. 그러면 5만 천원. 5만 천원 이라는 돈이 

쥐어지는 거에요, 하루에...   

 (거리 F)

  6) 정부의 노동 련 로그램의 부 성

정부는 공공근로나 자활 로그램 등을 통해 노동의 기회를 최 한 보장

하고자 하는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노숙인들이 이러한 

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로그램에 참여한 노

숙인들에게 극히 형식 인 작업만 주문한다던가 소  ‘돈’을 주기 해 일

을 시키는 형태의 로그램이 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궁극 으로 참

여하는 노숙인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리는 역작용이 발생하게 한다.

정부 일이라도 막말로 좀 구의 일이라도 차라리 나한테 리어카 하나 주고 하수

구 치우라고 하면, 내가 하겠다 이거야. 좀 낫잖아. 노동의 대가도 맛도 좀 보고. 

보니 하수구 다 막혀있더라고. 그런 일 IMF 때 많이 시키더만. 진짜 일도 보고, 

당신이 좀 세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런 일도 좀 주고 그래야지.

똑같이 아줌마들하고 구찌하는 거는 일이지마는 아니더라고. 내가 알기는 아직

까지는 내가  요것까지는 아닌데 좀 더 센 걸 줘도 내가 충분할텐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고지대가 많으니까, 조만한 리어카 하나 갖고 구청에 댕기면서 하수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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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치라 하면 그거 참 득이 된다 이거야. 비도 잘 내려가고 노동의 대가도 좀 낫

고. 그런데 뭐 장난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빗자루 갖고 골목길 몇 군데 깔짝깔

짝 한 서너 시간 하고 마치고 38만원 주니, 그냥 난 그냥 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것도 일이랍시고 동에 가야 되고. 할 수 없이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노숙해야 

되니까. 나는 아직까지는 좀 내가 약간 힘들어도 좀 무게 있는 센 일 하고 싶어. 

그래야 되고 정상이고, 아직까지는 벌써부터 이렇게 해버리면 우짜라고. 서울역 

뒤에 한번 XX씨 낮에 한번 가봐. 취로 사업 낮에 담배 꽁초 뭐 이래. 그냥 주라 

그래 돈. 참 보기 싫데. 

요만한 봉지 하나에다가 무슨 찝게 요만한 거 갖고 그 콘테이너 앞에 딱 놓아 

놨더만. 와서 하나씩 갖고 가라고. 그냥 돈 주라고, 뭐야 그게. 아이고, 진짜 이건 

아니야 그냥 줘 그냥 차라리 접수하면 시키지 말고 더 보기 싫으니까 다니면서 담

배꽁초 두어 시간 뭐하나, 욕해, 욕해 시민들 욕해 그게 무슨 자활이야,  미치겠

구만 자활이 아니야 그냥 주라 그래. 그것도 두 시간밖에 일 안한다 카드만. 그냥 

주라 그래 그냥. 우리 회현역에서 사는 사람은 영등포 XX에서 하는데 오후 2시부

터 4시까지 두 시간도 안 돼. 그니깐 아침 점심 다 얻어먹고 가서 여 와서 깔짝깔

짝  뭐 그냥 주지 두 시간 동안 뭐할 건데. 남 보기 싫지 댕기면서 머슴아들끼리 

그거 얼마나 보기 싫은 지 알아?  아이고 참...    

  (고시원 B)

한 공공부문에서의 로그램들이 일정한 기간 이상 지속 이거나 안

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상자들을 정부 로그램에만 

의존하도록 설계하는 것에 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지나치게 단기 , 

응  로그램임으로 인해 이는 일시 인 혜택에 머무르고 자활을 한 

장기  계획 속의 노동 로그램으로는 자리잡히지 못하고 있다. 

노숙인 : 다른 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살게끔 직업을 줬으면 

해요. 직업.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2만원 같은 거 해

봐야 이거 쪽방에서 먹고 사는 거 밖에 안 되고. 안정적인 직업이죠. 그

래서 그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직업. 뭐 이런데 가서 뭐, 노

가다 백날 해봐야 일이 없다. 안정적인 직업이야 돼요, 이 사람들은. 한 

달에 100만원이면 100만원, 70만원이면 70만원, 80만원이면 80만원. 

1년 열두달 안정적인 직업이라 되요. 그래야 그 사람이 모든 걸 살아 

나가야만 생활이 안정되는 거지, 이거 중간에 똑 끊겨봐요, 그러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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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더 못 헤어나요.

면접자 : 그러니까 한 8시간 근무하는 안정적인, 임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

도.

노숙인 : 지금 같은 경우엔 그래요. 공공근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3개월 밖에 못 해 먹잖아요....     

(쪽방 A)

이에 따라 노숙인들은 련되는 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이동해가며 활

용하는 편법  방법에 한 모색 등이 많아지곤 한다.

노숙인 : 예, 작년에는 인제 인턴- 노동부에서 하는 인턴제로 있었어요. 그때는

- 한 55만원에서 60만원 상당..... 그거를 하다가. 그게 끝나서 인제 공

공근로로 그, 9개월, 공공근로도 9개월뿐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3분기까지 뿐이 안된다더라구요. 

면접자 : 4분기에는 왜 못하신 걸로 알고 있죠?

노숙인 :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공공근로도 1년 이상하면 노동부에서 퇴직

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면접자 : 끊어서 가는 거네요. 고용기간에-

노숙인 : 고 3개월 쉬고 가야 된다고. 응, 그런 게 있어갖고 공공근로도 3분기

까지 뿐이 못하는데, 제가 이번에 3분기 째에요.

면접자 : 아, 그럼 다음 3개월 쉬셔야 되는…

노숙인 : 아뇨. 아, 3개월. 그렇죠. 1분기를 쉬어야 되는데, 그기 저 같은 경우

는 또 딴 방법을 찾겠죠. 그래갖고, 전에 그- 공공근로하고 인턴하고 

갭이 있을 때는 유급 자원봉사라 그래갖고 하루에 2만 원씩 해서 뭐.. 

또..

면접자 : 그건 어디서 하셨어요?

노숙인 : 아니 인제, 인턴 끝나고- 공공근로 시작하는 갭이 있잖아요. 거 그, 

일을 해야 하니까. 그거를 인제 복지관에서 하는거....잡혀서... 그 인

제 금년 12월- 24일까지가 공공근로를 하게 됐는데, 금 내년 1, 2, 3

월 쉬어야 되거든요? 그니께- 아직 결정 된 건 없죠. 근데 제 생각에는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계속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니까 인제 어떻

게 복지관에서- 뭐, 제 생각인데 뭐, 딴 방법을 찾아서, 아마 지금 공공

근로 수준에서 이렇게, 뭐 3개월은 어떻게 해줄 거 같아요.....    

  (쉼터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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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정부 주도의 직업교육이나 일자리 알선과 같은 로그램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어도 노숙인 계층에게는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면접자 : 노동부, 직업 안내해 주는 그것도 인터넷이 연결 되서 될 건데.

노숙인 : 어, 전혀 모릅니다…대부분 보면 인제, 거시기한 사람들도....  

  (쉼터 A)

직업알선이나 소개에 한 수수료율에 해 정부가 3-5% 수 을 이야기

하는 것도 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다. 간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변칙  행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한 정부의 개입은 취약하

다.

면접자 : 요즘 일당은 얼마에요?

노숙인 : 요즘 일당은, 대략은 뭐 보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4만 5천원씩 받고, 

뭐- 어떤 데는 5만원 받고 요런 상태라예, 지금.

면접자 : 그 만원 뜯고 나서?

노숙인 : 으-은제예. 고- 6만원에서, 걔 즈거하고 계약할 적에는 6만원 계약하

거등예.

면접자 : 계약을 6만원하고?

노숙인 : 예이, 저이- 저, 용역 사무실에서 소장님들하고 저이 6만원 해가, 그

런 식으로 해가 매겨지는 거지. …… 얘는, 얘는 원래 그 뭡니까…

면접자 : 원래 아실 거 아니에요?

노숙인 : IMF 오기 전에 와, 포항에 그 사건 있어가 법정에 구속되고 아, 난리 

안났십니까. IMF 오기 전인데, 일인데.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그

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기 지금 대구 시내 전체적인 이야깁니다.

면접자 :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은 이거를 노동부가- 감독을 안하, 안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노숙인 : 손을 못 대지, 손을 못 대-

면접자 : 그니까 손을 못 댄다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옛날에 노동부- 쪽에 일을 

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길 했더니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게 3퍼센트에서 5퍼센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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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 그, 5프, 5프, 5프로(%)만 뜯게 돼 있잖아예. 그것도 이해하기 쉽더

다. 돈을- 돈을 당일 지급하는데, 당일 지급해도 그 소장이 돈을 대납

해야 주는 거 아입니까. 그니 이이, 짐 넘의 돈을 지금 넘의 돈을 쓰니

끼네 이자, 이자 붙이고 그런 거 아입니까.

면접자 : 그렇더라도 많죠, 이건. 예, 너무 많은거죠. 10퍼센트- 보통 10퍼센트 

하잖아요. 통상 10퍼센튼데 이건 뭐 엄청난거죠. 그럼 주로 일 나가시

는 게 용역…

노숙인 : 경기 좋을 중에는- 경기 좋을 중에는 5프로(%)씩 다 떨어졌어요, 5프

로-. 경기 나쁘니끼네-. 일거리, 즈그도 일거리 적으니끼네. 예, 더 뜯

기는 거…

면접자 : 근데 그게 사실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일도 적은데 일당도 더

더욱이…  

 (쉼터 F)

4. 노숙인의 노동권 증진을 한 방향의 모색

노동권은  사회에서 사회구성원 구나가 한 생활과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  인권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노동권의 구 에서 서구 사회보다 뒤떨어지는 이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노숙인을 비롯한 빈곤 혹은 취약계층의 경우 우리 사회

의 일반 인구가 가지는 노동권의 침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노동권 침해양

상을 나타내고 있다. 노숙인의 경우 사회 일각에서는 ‘일하려 들지 않는 

게으름’에 한 지 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실상 노동의지의 문제라기보

다는 노숙인의 노동권 자체가 심각하게 제약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노동시장 근성의 문제, 노동기회 제약의 문제, 노숙인 노동

의 가치 하 문제, 노동 장에서의 착취 문제, 정부 로그램의 무력성 등

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처하기 해서는 어도 다음과 같은 노동권 보

장을 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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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분복원과 부채에 한 책 : 노숙인의 노동시장 근 

장애요인 제거

노숙인이 노동시장에 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궁극 으로 노동권

의 행사를 제약하는 표  요인이 신분의 문제와 부채의 문제이다. 많은 

경우 부채의 문제가 신분증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높이기 해서는 신분증 문제에 한 책이 필요

하다.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노동시장에 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의 복원을 한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숙인이 신분증을 복원하지 

못하는 이유 에 복원을 한 행정  비용 문제가 부각되기도 한다. ‘일

제정리기간’과 같은 감면을 확장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한 행정자

치부의 지침  노숙인 등에 해서는 주민등록증 복원을 한 비용을 감

면해주는 내용이 달된 바 있으나 그 실  효력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 

실화 역시 노숙인 주민등록증 복원을 한 행정  비용 감면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노숙인의 주거가 불안정하다는 이 주민등록 복원을 해 

어려운 이 되곤 한다. 이에 해서는 상담보호센터, 쪽방상담소, 쉼터 등 

노숙인 보호체계를 거주지로 하는 주민등록 복원을 시도하고 이를 한 

추가  지원을 노숙인 보호체계에 실행하는 것도 방안이 된다. 

마지막으로 사채 등에 의한 추  기피 등의 사유로 노숙인 본인이 주민

등록 복원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해서는 임시방편으로 주민등록

을 치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행94)하는 방안, 산제도 용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95) 등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94) 예전의 ‘다시서기 수첩’ 발행과 같은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시서기 수첩은 

의료와 같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수혜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노숙인’ 신분에 대한 

노출의 낙인 문제가 유발되기도 하였다. 용역회사 등에서 추후 행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가급적 낙인이 부여되지 않는 임시적 형태의 신분확인증을 발급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

하다.

95) 노숙인의 자활과 노동권 발휘를 제약하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가 부채이다. 노숙인의 부채 양

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제1금융권 등 보다는 사채 혹은 불법적인 명의도용 등에 의해 부담하

게된 부채가 많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수의 노숙인은 개인파산제도에 대해서는 정보를 접하지 

못했거나 이 신청이 구금이나 추가적인 친지들의 부담, ‘영원한 재기불능’이라는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도피나 회피 혹은 신분을 밝히지 않는 노숙생활을 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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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숙인에 한 노동착취 근  : 리감독의 강화와 노숙

인 근성 제고

앞의 사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과거보다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는 

해도 노숙인에 한 노동착취는 여 히 잔존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는 불

법감 , 강제노역, 임 체불 혹은 착취 등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이

는 실재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에 한 노숙인의 피해의식

이 매우 커서 증폭되고 있는 불신의 문제도 추가 으로 생된다. 이는 

련된 로그램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거나 노숙인의 노동동기와 재활의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

련된 감독기구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의 활동 수 은 어도 노숙인이

나 련 단체의 에는 극히 미흡하다. 따라서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한 

부당노동행 나 노동착취를 근 하기 해서는 련 신고나 리감독의 

주체에 해 노숙인이 쉽게 근할 수 있도록 그 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

다. 이를 노숙인에 한 아웃리치 로그램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노숙인 

인권 련 단체나 당사자 단체들과의 내용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용역 등 노숙인 노동의 가치 하 감독

용역이 주를 이루는 노숙인 노동에서는 용역매개체가 되는 회사나 모집

책들에 의해 사회  약자인 노숙인을 불법 이거나 비윤리 인 노동에 이

용하거나 혹은 ‘직업’이라고 할 수 없는 가치 하된 일에 종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 역시 노숙인에 한 노동착취의 한 양상으로 볼 수도 있

다. 시 장에 용역으로 동원되어 ‘맞는’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던가, 임

이랄 것 없이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일을 도와주게’ 하는 등은 매우 공공

연하게 나타나는 상이다. 한편으로 노숙인에게 용역을 알선하는 곳에서 

받고 있는 알선료는 그 수 이 정부가 정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 비

삼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양상의 장기화는 부채의 양과 질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개인파산

제도 등 금융 혹은 법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홍보를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에 연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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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훨씬 더 높다. 혹은 목돈의 요구 후 알선은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도 있으나  규제나 감독의 손길이 닿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 리감독이 실화되어야 한다. 이 역시 노숙인 당사자 조직

이나 노숙인 인권단체와의 연계 속에서 노숙인 용역 활동에서의 인권침해

에 한 리감독이 실화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재의 

정부나 지자체 활동 양상으로 볼 때 자칫하면 인력시장이나 용역 장에 

장 상황을 잘 모르는 외부인사에 의한 고압 이고 료 인 ‘단속’이나 

‘규제’의 분 기만 생시켜 노숙인의 노동기회 자체를 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의 2)에서 나타난 책 등과 함께 보아 일정 기간동안 임시

으로 ‘(노숙인 등) 취약계층 (용역)노동권 증진기구’나 원회를 설립하고 

이에 노숙인 인권옹호 단체와 인사를 포함시켜 운 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4) 정부의 노숙인 노동권 제고 로그램 내실화

재 정부에서도 취업알선이나 정보제공, 공공근로 로그램 제공 등 노

숙인의 노동권을 제고하기 한 여러 가지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

러나 노숙인의 지식 혹은 기술이나 노동력 수  등이 고려되지 않아 형식

이다. 특히 노숙인이 실제로 수행하게 되는 노동 장의 특성에 한 고

려가 빈약하다. 한편으로 공공근로 등 로그램은 그 단 성 등에 의해 노

숙인의 노동력을 제고하기보다는 ‘돈을 주기 해 형식 으로 운 하는’ 

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노동강도나 노동의지 혹은 기술 제고의 측

면, 그 업무내용의 사회  효용성에 해 고려한 노동 로그램이 필요하

다.

상담보호센터는 생활시설의 의미보다는 이용시설로서 노숙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정부의 로그램 시도이다. 그리고 이에는 노숙인

의 노동권을 제약하는 외양  요소나 부수 인 사항들(물품 보 , 연락처, 

서류작성 등)을 개선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재 상담보호센터는 자

체 근로 련 로그램 외에 노숙인이나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을 통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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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원을 해주는 것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 제 역할의 모색

과 지원이 필요하다.

기본 으로 노숙인의 노동은 비정규, 비공식의 특징을 강하게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정부가 가지는 기본 인 고정 인 패턴 속에서는 노숙인의 노

동문제에 해 실질 으로 근하기 어렵다. 이는 반드시 련 조직과의 

개방  의사소통 속에서 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

이다.

이상에서 노숙인의 노동권을 제고하기 한 몇 가지 시 한 안을 제시

하여 보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민 구에게나 최 한의 

한 노동권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수 이다. 따라서 사회  약자인 노숙인

의 노동권을 ‘ 한’ 수 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극히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상 이지는 않지만 노숙인이 아닌 우리사회의 일반 인구

의 실에 비해 더 히 제약되는 노동권 침해양상을 극복하는 상  

의미’에 을 둘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과 30여 사례의 

면 에서 드러난 노숙인의 노동권 침해 양상을 기술한 내용에 비해 실

 안은 침해 양상을 모두 포 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여기서 곧장 

제안될 수 있는 안은 최소한의 것이다.

기본 으로 우리사회는 노숙인 노동권에 해 부 한 이  을 

가지고 있다. 한 노동권을 부여하지는 않으면서 노숙인이 노동하지 않

는다는 에 한 비난을 퍼붓는 것이 그것이다. 실제 노숙인의 노동 련 

상황을 가까이에서 살펴본다면  노숙인의 노동의지나 동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체계가 이들이 노동권을 잠식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노숙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내면화하여 승되는 가치

로 주류사회로부터의 격리기제로서 사회  배제를 작동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숙인 당사자나 노숙인 옹호단체를 포함하여 노숙인 노동

권 증진의 실효  방안을 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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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노숙인의 건강권

1. 노숙인의 건강에 한 제도와 황

2005년 1월의 서울역 사건은 우리 사회가 노숙인 문제를 보는 시각을 극

명하게 보여  사건이었다. 노숙인의 상황과 사건의 진행과정에 한 이

해를 통해 21세기의 복지사회라는 명제를 우리 사회가 끌어안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 인 사건인 것이다. 사회  약자에 

한 우리 사회의 비인권 인 시각의 표 이었다. 사회 으로 피해를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언론이 조장하고 부분의 시민

들은 그런 시각에 동조하는 행태를 보 고, 보수 인 언론과 함께 일부 지

방정부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 

노숙인의 문제가 사회구조 으로 필연 인 상이며, 인권의 차원에서 

기본 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즉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한 설명은 없었다. 한 다 이 이용하는 공공역사에서의 

응 환자에 한 응 체계의 미비와 이송단계에서의 미숙한 일처리, 그리

고 책임부재 등 국민으로서 최소한 려야 할 기본 인 인권인 건강권의 

심각한 침해에서 비롯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한 우리 사회의 책

임을 묻는 시각은 거의 없었다. 심지어 몇몇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근

본 문제는 어두고 ‘사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질문으로 일반인의 노숙인에 한 편견을 심화시키는 결론을 도출하

기도 하 다. 

노숙이라는 상황에 한 이해 없이 노숙인을 처리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

는 것은 우리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표 인 인권침해의 사례이며, 그

만큼 이 사회의 구성원에 한 공동의 인권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억 러 온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가 얼마나 뿌리 깊게 박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공동체의 권리는 개인의 권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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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에 한 국제 규약과 한민국의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 나타

난 건강권의 기본 원리는 사회권과 자유권에 입각한 평등의 원칙이다. 그

러나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건강권에 한 인권침해의 실태를 보면, 평등

권에 입각한 각종 법률과 제도상의 건강권이 경제  기로 인한 사회  

소수자인 노숙인에게는 용되지 않고 있거나 형식 이며 차별 인 요소

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30사례를 통해 본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 그리고 건강할 권리,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건의료서비스 과정에서의 권리는 심각하

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의 노숙인들은 자신들의 나약

함을 탓하고, 체념하고, 때로는 비굴하게 자신의 고통을 피하기 해 건강

을 구걸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고, 힘없는 비 을 하기도 한다. 본 장에서

는 건강권에 련한 제도를 우선 검토하고,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상을 

분석한 후 그에 따른 결론과 제언의 순서로 서술하고자 한다. 

  1) 제도와 국제규약의 건강권 

건강권이 인권의 가장 기본 인 사항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몸이 아  것은 제일 서러운 일’이다. 세계의 어느 국가, 어느 제도에서도 

건강권은 인권의 가장 기본 이고 핵심 인 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러

기에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실에서는 경제 인 조건이 건강을 

좌우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세계화의 심화와 더불어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

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 재의  지구 인 상이다. 21세기

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부분의 나라들이 건강권을 헌법의 가장 요하

고 기본 인 치에 시하고 있으나 형식 이며, 이 한 자본주의의 시

장경제 논리에 좌우되고 있다. 따라서 소수에게는 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그 소수자의 표라고 할 수 있는 노숙인의 경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각종 제도에 명시된 건강권에 한 사항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의 

자기 정체성의 확보가 노숙인의 인권을 세우는 기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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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인권선언 

25조  /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필요한 사회복지에 의해 자신의 

가족과 건강  복지에 충분한 생활수 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

병, 심신장애, 배우자의 사망, 노령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생활불능의 경우

에는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한민국 헌법 

35조 1항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 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

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 을 해 노력하여야 한다. 

36조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경제 사회 문화  권리에 한 국제 규약(약칭 사회권 규약) 

12조 1항 / 가입국은 구에게나 성취할 수 있는 최고수 의 신체   

정신  건강을 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유엔인간정주회의 

34. 지속가능한 인간정주를 개발하려는 노력의 심은 인간의 건강과 삶

의 질이다. 그러므로 양질의 교육, 도달 가능한 최고 수 의 육체 ㆍ

정신 ㆍ환경  건강, 그리고 일차  보건진료를 구나 이용할 수 있

게 하는 것 등을 추진하고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의료법’, ‘응 의료에 한 

법률’에 국민의 기본 인 권리로서 건강권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그

리고 보건의료서비스 과정에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2) 평등을 추구하는 기본 인 권리로서의 건강권

건강권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에 선언  권리 던 건강권의 개념이 이제는 환자 스

스로 자율성을 가지며 자신을 건강의 주체로 여기는 개념으로 바 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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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일반 인 추세이다. 따라서 건강권은 인권의 요한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21세기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한국 사회의 원칙이

며, 구도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건강권의 인정에 따라, 각 개인이 국가에 자기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

록 요구할 수 있는 ‘자유권  보장’과 이에 따른 ‘생명권’과 ‘신체권’을 그 

하나로 보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국가에 해 극 인 건강의 유지와 증

진, 질병의 방ㆍ치료와 기타 건강회복 조치, 의료보장 등의 충실 등을 

한 시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  보장’이다.  둘의 건강권에 한 일

반 인 사회권과 자유권에서 우리 사회의 노숙생활자들은 제외되어 있다. 

자유권  보장은 국가의 시혜 정도로 치부되고, 노숙인은 그에 감사해야 

하는 수 이다. 한 사회권  보장의 차원은 노숙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생명의 유지와 계되는 한 기본 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 히 

앙 정부와 각 지방정부의 선언 이고 형식 인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건

강권의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서 노숙인의 기본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에 해 일차 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는 그 책임의 

일부를 노숙인의 행태로 돌리는 일을 보수 인 언론과 함께 하고 있다. 

건강이 나빠지면 일할 수 없고,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지

킬 수 없으며, 주거를 유지할 수 없고, 그에 따라 노숙의 악순환이 이어지

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노숙인의 건강권은 ‘사회에 피해

를 주는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나?’라는 불평등한 사회의 인식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이다. 문제는 건강권의 침해가 노숙의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지만, 응  서비스 주의 한국의 노숙인 보호ㆍ지원 정책이 

노숙을 지속하게 하고 있다. 한 노숙인 스스로 건강에 한 심이 일반 

국민들과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인은 의료지원

보다는 노숙생활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는 노숙인

의 책임인 것으로 치부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5년 재 한국 사회에서 노숙인은 인권의 기본요소인 건강권

에서 소외된 집단이다. 그 원인은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서 기인하며, 사회

 배제로 귀결된다. 사회  배제의 하나인 보건의료 체계에서의 배제는 

노숙인을 신체  정신  건강에서의 취약성을 안고 살아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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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난한 사람들에 한 보건의료 체계에서의 배제는 최  노숙 진입

에서 노동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한편으로는 노숙생활이 심신

의 건강을 해치며, 불안정한 주거요건이 보건의료서비스로부터의 배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일반인들도 무관심하다. 위급한 노숙인이 쓰러져 있으면 신고해줄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다. 나는 쓰러진 노숙인을 119에 신고해 병원에 보내준 적이 있다.

 (거리 I)

  3) 노숙인의 건강 욕구와 건강권 

노숙인들의 삶의 도구는 몸이다. 일반 시민들처럼 사회 인 계, 재산, 

가족 등의 자원이 없는 상황이 노숙의 원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들에게 유

일한 삶의 도구는 자신의 몸이 부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 노숙인들

의 자신의 몸에 한 생각이 일반인에 비해 박함을 볼 수 있었으며, 

재 상황에 해 어 할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많이 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몸이 아 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노숙 생활이 반복되고, 자

신의 몸을 유지하기 해 자존심을 어두고 밥을 얻어먹어야 하는 자신

의 실에 해 강한 부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몸이 조 만 아 면, 약을 타 먹거나, 병원에 가기 한 여러 가

지 행동들을 한다. 입원을 해 쉼터에 입소하거나, 민간병원을 찾거나, 진

료소를 찾아 약을 얻기도 한다. 이 모든 행 들이 노숙인들이 자신의 몸을 

유지하기 하여 특별한 효과를 기 하기보다 1차 으로는 로를 받고자 

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한 외부의 차별과 차별의 리를 피하고 자신

의 몸을 보호하기 해 최 한 생 으로 사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유난

히 씻는 것에 심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일반 국민의 수 과 비교하여 

노숙인에게 건강은 생명의 에 직 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

장 기본 인 생명을 지키는 최 이자 최후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해 담배나 술을 끊기 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

여주기고 하고,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자신에 한 편견과 차별을 극

복하기 한 노력으로 씻는 것과 옷을 갈아입는 것에 많은 신경을 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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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노숙인이 스스로 살아가기 한 생존의 노력이자, 자신의 건강

을 지키기 해 할 수 있는 최 의 노력이다.  

저는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난 병원에 가는 게.  예. 나는 병원에 무조건. 그건 

가야 돼요. 내가 이거, 또 더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모르잖아요."  "거 인제 몸 

아팠을 때, 내가 몸이 아프면 하다못해 약이라도 사다 주고, 옆에서 인제 간호도 

좀 해 주고, 이럴 때가 진짜 형제보다 더 가깝죠.

 (거리 B)

세면도구, 가방 등등 그건 여름에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다가 보관합

니까?) 가방, 가방 다 있잖아요! 가방에 메고도 다니고요. 보면 하나씩 다 따로 등

에 메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그 필수 도구입니다.

 (거리 C)

그런 게 뭐 씻는 거나, 불편한 게 많죠. 술 같은 거 안 먹고, 그러기 때문에 많

이 좋아졌는데, 이거- 지금 한 술을 한 2년 됐어요. (중략) 그러니까 좀 몸이. 예

전- 뭐 예전 100프로는 아니어도, 한 60프로는 조금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예- 

예전에 내 몸이 컨디션 좋았을 때 그 60 퍼센트 까지 올라 온 것 같애. 더 이상은 

힘들고. ‘아 내가 몸이 인자 조-금 예전- 하여간 술 마실 때 그때 보다는 나아졌

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인자 몸이 조금 나아 졌으니까, 많은 활동 하구, 어

쨌든 간에 뭐, 일 하든 안 하든 뭐 움직여야 뭐 일거리도 기다리기만 하면 누가 

주지 않잖아요. 많이 좀 이렇게 움직이고, 알아보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

예요. 마음적으로는 나하고 비슷한 생각 일거예요. 남들 뭐 이렇게 뭐 시선 이렇

게 안 좋은데, 이런 생활 계속 하고 싶은 사람 없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여건

만 주어지면....

 (거리 D)

교수들 대학 교수님들 그러잖아요. ‘웃음을 극대화 하라’ 그러면 매사에 모든 

게 긍정적으로 일이 잘 풀리는. 그 사는 게 일부러 요즘 요즘에 저 일부러 웃는 

데도 있어요. 일부러 웃기 학원이 있어요. 요즘에. 웃으면 그냥 저희 이렇게 무심

코 가다가 순간적으로 무슨 웃기는 일이 있어가지고 웃으면 그 순간에는 그냥 잊

어 불잖아요. 잊고 그냥 편안한 마음이. 한번 웃고 나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많

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많이 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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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려고 노력 많이 하죠. 그게 정신적으로 좀 좋고. 그런 게 많아야 정신적으로 좀 

건강해 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은. 그래야 뭐 다른 일을 하더라도 긍정적

으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그 사고가 뭐 어렵다 보니까 막 부정적인 사고가 생각들

이 나는데, 모든 게 좀 긍정적으로 갖는 것도 습관인데, 계속 하루에 이렇게 생활 

하는 게 똑 같잖아요.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점심에 또 어디 가서 먹

고, 또 뭐 이렇게 하루에 매번 반복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웃을래야 웃을 

수가 없죠.

 (거리 D)

저기 동묘 가면, 한 두 세시 쯤 가면은 천 원짜리 옷이면 좋아요. 빨아서 입으

면 깨끗해요. 뭐 이런 거 그냥 이거 3천원 주고 이거 산거예요. 내 아까 거의 바

지 같은 것도 요거 천원, 바지 이 신사복 바지가 3천원. 깨끗이 이제 데려가지고 

파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냥 천 원짜리는 한번 씩은 빨아야 돼요. 옷은 얼마든지 

자기가 조금만 부지런 하면은...

 (거리 B)

2. 노숙인의 건강권 실태

건강권은 건강할 권리,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건의료과정에서

의 권리로 나  수 있다. 노숙생활자의 건강은 주거, 노동, 교육의 문제와 

더불어 노숙의 원인이자 결과로 작동한다. 따라서 노숙인의 건강권을 확보

하는 일은 노숙의 방과 노숙인의 사회복귀의 요한 기 이다. 이번 조

사에서 노숙인은  세 가지 권리에서 공히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노숙 이 의 생활에서 경제  약자라는 이유로 건강할 권리를 알지도 못

하고, 따라서 노동과정이나 삶의 과정에서 건강할 권리는 부여받지 못했으

며, 그것이 노숙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한 요소  하나로 나타났

다.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 건강을 잃고 일할 

수 없어 노숙으로 락한 계기가 된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역

시 일하지 못해 노숙으로 락한 사례 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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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에서, 면담자들 부분이 공공의

료기 의 차별 때문에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의료의 

취약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의 의료수가의 인상과 공공의료의 축소가 

공공병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의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병원의 

리 추구 심화로 나타나는 문제와 직 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숙자’라는 딱지가 항상 이들을 따라다니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자

괴감과 차별이 이들에게 일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 과정에서의 권리를 살펴보면, 경제  약자이자 사회  

소수자란 이유로 방치되거나, 최소한의 응  치료 외에는 건강을 회복하기

까지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19 후송의 문제

은 거의 모든 면담자들이 공통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송 후와 치

료과정, 그리고 외부 인 증상의 호 만으로 퇴원한 이후에도 환자인 상태

에서 다시 거리로 돌아가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에게 있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은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일어나고, 축 되고 있다. 한 성장과정에서의 사회 인 보호와 지원 그

리고 공공부조의 부족함이 축 되어 의식화된 권리의 상시 인 침해의 일

상화는 이들이 노숙의 악순환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노숙인들에게 국민

의 세 을 쏟아 부어 치료를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하는 사회의 비

난이 이들의 의료서비스에 한 근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따라서 노숙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린다는 것은 차단되어 있다. 

결과 으로 노숙인에게 건강권은 가장 기본 이고 소 한 생존권임과 

동시에 노숙을 방하고 탈출할 수 있는 기 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어 

있음이 지 된다. 반 인 인권의 문제와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건강 

문제가 노숙의 원인이자 결과임을 확증해 주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건강

권이 사회  편견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이다. 즉, 노숙 자체가 건

강권을 박탈하는 사회  배제의 기 으로 작용한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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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할 권리

재 한국의 노숙인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쉼터와 거리, 그리고 일시이용

시설인 상담보호센터, 그리고 무보증 월세 는 일세 형태의 고시원, 쪽방, 

만화방 등이 있다. 각각의 공간은 건강권을 보호받기에는 열악하다는 공통

이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쉼터와 거리 쪽방 등에서 살아가는 노숙인

의 건강권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노숙의 원인으로서의 건강권

면 자 의 몇 사례는 건강의 상실이 바로 노숙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기 임을 보여주고 있다. 주로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인 결함

이 노숙의 직 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개발독재 시 를 거쳐 

온 한국사회의 과다한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증가 등과 련이 있다. 그 

과정은 특히 경제 인 약자이며 가족의 연계망이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살

아가는 과정에서의 사고가 노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노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교육 빈곤, 주거의 빈곤, 의료의 빈곤, 경쟁력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노동의 빈곤을 애 부터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고는 

치명 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증거이다. 

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처럼 주로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처

럼 몸이 경쟁력인 사람들이 산업재해를 당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난의 

림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노숙인으로 락하는 과정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노동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한 

최소한의 안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조마 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 다. 한 약자인 빈민은 그 과

정에서 정보와 권리에서 소외되어 어쩔 수 없이 노숙을 선택할 수밖에 없

는 상황으로 락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제 로 보상을 받지 못하

는 것은 이들의 성장과정이 사회 인 약자의 과정이었다는 증거이고, 이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노숙의 원인 의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 338 -

다른 한편으로 일반인에게 폭력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 자신을 해 할 수 

있는 지지망이 없어 노숙을 하게 되고, 장기화로  피폐해 진다.  

그 때 저기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근데 그 쪽에서 업주가 안주려고 하는

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안 주니까 포기했죠.” “하루 일당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면서.. 허리를 다쳐서 치료를 해 달라고 했더니 그런 것도 없

고.

 (거리 H)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 했어요. 죽으려다 겨우 살아난 거야. 진짜 어쩔 수 없

이 이렇게 된 거야. 보상을 못 받았죠. 교통사고 나서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노숙하고 다니는 입장이 됐죠.

 (거리 J)

건축일 하다가 다쳐가지고, 그 이후로 신경통 같은 통증이 있다. 일하던 회사에

서 산재 처리를 안 해주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돈 얼마 받고 퇴원을 한 뒤

로 후유증이 있어도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쉼터 A)

회사 쪽에 불이익이 있으니까 산재로는 죽어도 안 된다. 그러니 개인적인 합의

로 하자. 그래서 그냥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근로복지공단도 우리 편이 아니고 

그 쪽에... 회사 쪽으로만 얘기하고, 자기네들하고 회사 쪽하고 연락이 되어가지

고 산재처리를 안하게끔 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 쪽으로 해서 합의를 보라‘ 그

런 식으로...

 (쉼터 A)

합의 한 돈 받은 것은 딸내미 학교도... 그래서 그리 보내주고, 그러다보니까 

경제적인 것이 좀 좋지 않아서 일 좀 하려고 했는데 일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서

울로 올라와 쭉 생활하게 되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쉼터 A)

21 또는 22살 때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결정적인 노숙의 계기가 되었다. 허리 

다리의 후유증으로 잘 걷지를 못한다.

 (쉼터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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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쉼터와 건강권 

재 한국의 노숙인 지원체계에서 의지할 곳이 없으며, 국 인 노숙인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이 없는 상황에서 에 보이는 노숙인이 가장 

많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 쉼터이다. 그러나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이번 조

사는 기 의 운 과 련된 문제로 쉼터에서의 조사는 여의치가 않았다. 

따라서 쉼터 노숙인의 조사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쉼터의 사례나 거리

생활자  쉼터의 경험 등을 토 로 쉼터 생활에서의 건강권과 련한 문

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 

쉼터는 1998년 응 구호의 형식으로 조되었다. 따라서 충분한 공간과 

서비스의 인력은 지 까지도 부족하다. 건강권의 측면에서 쉼터 생활의 문

제 은 근본 으로 공간의 문제에서 야기된다. 이에 부가 으로 의료 인력

의 미 확충과, 건강 리 시스템의 미비, 보건의료 의뢰체계에서의 문제

이 두되어 왔으나, 공공부조 체계에서의 비공식성(의료 여 제도에서의 

소외)과 이에 따른 노숙인을 한 별도의 의료지원 체계인 노숙인 지원

산  ‘의료구호’ 산의 편성으로 인해 그 개선은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

다. 

쉼터의 건강권 침해의 가장 큰 문제 으로 노숙인들이 공통되게 답변하

는 문제는 시설의 물리  공간 문제이다. 사생활의 공간이 없어서 자존감

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한다. 많은 쉼터의 생활공간이 한 방에서 게는 

4-5명, 많게는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을 부비며 살아가는 형태이다. 질환

이 있는 경우에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그러나 질환의 문제는 비공개이다. 

이러한 열악한 물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동생활의 유지를 해 지켜야 

할 규칙들이 존재하고, 이 규칙이 물리 인 공간의 열악함에 상승작용을 

하여 노숙인의 근을 막는 기 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거리 

생활을 탈출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갖는 것을 차단하는 

기 으로 작동한다. 한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과 쉼터 지원인력의 부족이 

체계 인 건강 리는 어려우며, 자발 인 입원 등 긴 한 상황에만 쉼터를 

이용하거나 쉼터를 찾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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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위생개념이라든가, 하여튼 또 그 불편한 것보다도 위생 좀 그런 걸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위생을. 왜냐면은 거기에 뭐 환자들이 많거든요. 뭐 결핵 있

는 사람도 있고, 간염 이런 사람도 그렇고, 딱 군집이 되어 있으니까. 몰려 있으

니까. 호흡기를 통해서 그런 게 많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바로 걸려버려요.

(거리 D)

이쪽에는 두 방이 완전히 냉방이니까요. 뭐 잘못돼 가지고

 (쉼터 F)

쉼터가 개인 생활도 없고, 맘대로 행동하기도 힘들고...  몇 명씩 있으면 불편

하고...  여러 명이서 한 방에서 생활해야 하고....   자유롭지도 않은 거고 맘 맞

는 사람들끼리 있으라 그러면 괜찮겠는데 모르는 사람 여러 명이서

 (거리 N)

거긴 머 22명 자는데 있고, 한 40명 있을 때 이게 같이 자고 이쪽에 자고 22명 

이쪽에 40명 넘으니까 그때는, 첨에는 내가 갔을 때는 40명이 넘었었고, 다음해

가 한 20명 줄었었죠. 제일 싫은 게 나부터도 구속받기 싫고.

 (거리 D)

구속- 예. 뭐 일단은 구속-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글쎄요. 이동이 자유롭지 못

하다는 거. 어떤 거 하기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 맞추고 따라줘야 되

고, 당연한 건데 또 살다보면 뭐 어떤 개인적으로 일이 있고 뭐 누굴 만날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그 얘기 하면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라는 게 또 누굴 만나

려면 얘기를 해 해야 되고 하니까 가기 싫다. 그러면 안 가고, 지하도에서 잔다.

 (거리 D)

예- 반찬, 반찬 그기 인자, 아, 안 좋은데- 그래도 그기는 샤워실 같은 거 뭐- 

화장실 같은 거는 공간을 많이 잡으니까. 화장실도 몇 개 되고 뭐 그렇죠. 그런 

불편은 없는데, 이 세탁 같은 거, 빨래하는 거 그런 거도 좀 불편 없는데, 이제 부

식, 부식 하나가, 쪼깨.” “너무 안 지키니까 선생님들이 벌점을 주는 거야. 술을 

먹으면, 술 먹고 싸우면 바로 퇴소. 뭐, 청소 안 하면 20점. 뭐 식당, 식당, 어- 

식당 당번할 적에는 그, 시간, 시간 안 지키면 30점. 그, 규칙이 있어요. 그면 그, 

거기서 100점만 딱 되면 자동적으로 퇴출 되는 거지. 예, 자동적으로.

 (거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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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이외에도 부분의 노숙인들이 쉼터에 해 공통 으로 사생활 

공간의 부족, 공동생활에 따른 불편함, 자유의 구속, 생 문제에 한 우

려 등의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쉼터는 노숙 탈출과 사회복귀의 가장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러나  사례에서 보듯이 물리 인 공간의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1998년에 비해 감소하던 악되는 노숙인의 수가 2004년을 고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3년부터 쉼터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5년 하

반기 재 1998년의 2/3 수 으로 숫자가 었다. 이는 쉼터 입소 기회의 

박탈과 쉼터의 과 화를 래하고 있다. 따라서 쉼터가 가장 요한 다리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숙인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

다. 이러한 문제는 직 인 보건의료 서비스에 련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황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의 기회마 도 

노숙인들에게 제 로 제공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안정 이고 규칙

인 생활이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방할 수 있는 출발 이라는 것은 상

식이다. 

  (3) 거리 생활과 건강권 

거리 노숙의 험은 다음의 말이 상징 으로 설명한다. 

저는 맨 처음에 나와서 청량리에서 생활했어요. 청량리, 청량리에서 생활했는

데, 아는 동료가 술을 마시고 그냥 죽드라구요. 예 같이 생활했는데, 한 5-6개월 

지났는데, 술을 먹고 딱 죽어요. (힘이 없는 목소리로) 술을 먹고.... 죽는데.... 

아- 그게 아니더라구요. 멀쩡한데, 젊은 친구가 죽으니까! 이야.... ‘이거 잘못하

면 죽는구나’, 매도 많이 맞는데, 매도 많이 맞았지만, 술이 또 과했어요. 죽어 나

가버리고, 그냥.... 아아...., 그냥, 청량리가 콱! 싫어지더라구요. 아아.... 내가 

청량리에서 한 7,8개월 생활하다가 서울역으로....

 (거리 C)

노숙(露宿)은 거리에서 ‘이슬을 맞으며 자는 것’이다. 거리에서 자는 것

은 춥고, 습하고, 도시의 미세 먼지와 매연과 소음에 그 로 노출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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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 남의 을 의식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불가능하며, 24시간 

의 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기 한 갖가지의 노

력이 자구 으로 행해진다. 특히 동 기에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은 직

인 생명의 에 노출됨을 의미한다. 거리-지하도나 공원 등-는 사람이 잠

을 자는 곳이 아니다. 덮고 자는 이불은 온갖 병균의 온상이고, 옷조차 그

다. 한 장기 으로 한기를 느끼며 차가운 바닥에서 자는 것은 ‘몸이 

가라앉는’ 상이다. 

   ① 거리노숙으로 인한 건강악화

이번 조사에 참여한 노숙인들 부분은 모두 일을 해서 노숙을 탈출하겠

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거리 노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건강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으로 작용해서, 일을 구할 수도 일을 할 몸도 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노숙이 체력의 하로 이어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리 노숙을 지속 으로 반

복하는 악순환이다. 거리 노숙은 사람을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뜨린다. 몸

도 마음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노숙생활의 장기

화로 이어진다. 그러나 재의 체계로는 이들의 노숙 생활 장기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이 다각도로 시도되지 못하고 있는 실이다. 

부분의 노숙인이 거리생활에 해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인들도 거리 

노숙인을 바라보는 길은 싸늘하다. 한 겨울의 추 보다 사람들의 길이 

더 차갑다고 할 수 있으며, 24시간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는 거리 

노숙인들이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

하며,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지속된다. 

사고 후유증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찬데서 자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

에 없잖아요

 (거리 C)

이건 인제 좀 한 5년? 구십 한 칠팔년, 구십 구년? 그 정도에. 막 우수수 빠지

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는. 이것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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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요. 안 좋은데다가 막 흔들리고 하니까 그냥 빠지더라고요. 저녁에 잠을 못 자

는데요, 뭐. 충치도 아니고 뭐, 스트레스성 뭐래요. 그것 때문에 이가 상할 수 있

데요. 의사 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때 

좀 안정을 취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 상황으로, 그때 상황으로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이는 괜찮았었는데....

 (거리 D)

계속 피곤한 것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니까, 몸이라는 것이, 계속 체력적으로 떨

어져 다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거리 M)

바람막이 있으면 뭐 빈집 같은데 인자 요런데 상가 같은데 보면 샷다 내려놓고 

이란 데 있거든요. 그런 데도 살짝 들어가고. 고것도 (정해진)시간이 있다 그렇거

든요. 저녁 한 10시, 11시 되면 바람막이가 되요. 박스 한 장만 딱 놔두면, 박스 

한 장에 신문지 두 장만 있으면, 밑에 습기가 안 올라오니까. 그러면, 또 자고 나

면 몸이 많이 아프다니까. 그래서 인자 자기 위해서 소주 한잔 먹고 또 한잔 먹는 

기라, 한 잔 먹고 인자.

 (거리 N)

음.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봐도 몸은 건강한데, 속은 다 비었

어요. 노가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속은 다 비어가지고, 노가다 하루 갔다 오

면, 이 진짜 며칠을 드러  누워야 돼요. 거의 다, 진짜 저 거리에서 자는 사람도 

있고, 우리네 같이 이케 저 그-회현역 그렇게 박스 해서 자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그냥 신문지 하나 깔고 그냥 그냥 뭐 이래 자는 사람도 있고.... 드롭인 센터, 

옛날에는 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밥 먹는 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녁 때 되면 

그 홀을 다 치워요. 그 바닥에다 카펫 깔고 이불 깔고 자는 거지. 그러면, 내가 오

늘 여기서 잤다고 해서 내 자리가 아니야. 그러면 힘 좋은 사람들은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리 B)

그 뭐, 하기 전에는 방에서 자니까, 거-,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이, 지하도에서 

자면, 자고 일어나니까는 아침에 몸이 아파요, 일어날 때. 몸이 아프고, 쯧, 좀 뻑

적찌근하고. 피로, 피로가 많이 쌓이죠, 뭐. 인제 뭐, 돈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이게 또 뜨뜻한 방잠 한번 제대로 못자고 맨날, 그런 게 좀 힘들고...

 (거리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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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사례의 면담 에 자신의 건강에 해 자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일부 면담자  자신의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도 건강에 한 자신이 아닌 

살아가기 해 자존심을 지키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거리 노숙

으로 인한 수면 부족, 약물의존, 부실한 식사 등은 심각하게 건강을 훼손하

고 있으며, 이는 노숙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가장 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일반인에게 쉽게 오지 않는 양의 부족과, 불규칙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질병이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높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

히 부실한 양으로 오는 치아의 문제는 고령자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과, 외과, 호흡기, 순환기 질환 등이 어느 

정도 의료의 근성이 보장되는 반면에 치과 질환의 서비스는 거의 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통사고 난데, 어떻게 뭐, 보험처리, 뭐... 보험처리 해가지고 다 혜택을 받았

는데요, 인제, 후유증이 이렇게... 뒤에-, 오는 거예요. 저, 밖에서 잠자고 막 이

러니까 후유증이, 인제... 예예,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지요. 찬데서 자니까, 아

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리 C)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크게 아프다기 보다는 감기는 한달 째. 뭐 감기는 

마 나았다가... 밖에서 자니까.

 (거리 M)

겨울에는 주로 병원에서 보냈지요. 겨울에는 병원에 많이 있어요. 잠자리가 있

으면 병원에 안 들어가죠. 뭐 한다고 그 독한 데를...

 (거리 N)

거리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 이다. 따

라서 한국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이 도덕  해이라는 비 을 무릅쓰고 선

택하는 사회  입원이 노숙인들에게서도 일어난다. 겨울에 거리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의료 여 는 행려환자로 등록하여 병원에서 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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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의 생활 한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타율 인 생활을 강요받음

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하는 것은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이는 사회복지의 

문제이며 따라서 사회 인 입원이고 공공부조의 문제이다. 

재 한국의 서울 지하철의 방사능 물질인 라돈 농도는 심각하다고 한

다. 부분의 노숙인들의 삶의 터 이 지하철 공간이기에 그 상황은 심각

하다. 아침 일 부터 움직이는 노숙인들은 도시의 각종 오염물질에 무방비

로 항상 노출되어 있다. 역사나 지하도에서 밤을 지내기 때문에 보통 새벽 

4시 30분에서 5시 쯤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씻고 이동하거나, 씻지 않고 지

하철 첫차를 기다려 타고 부족한 잠을 청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일부는 

일자리를 찾아가기도 한다. 부분의 경우 일상 인 호흡기 질환과 순환기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

   ② 수면부족

거리에서의 잠은 고통이다. 잠자는 환경의 열악함은 말할 수 없으려니

와, 역사 안에서 철도 공안과 일반 이용객의 을 피해 을 붙인다는 것

은 몸도 마음도 한 없이 바닥으로 가라앉게 하는 일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에 부분의 철도역사가 신축되었고, 그에 따라 철도 이용객이 아닌 노숙

인은 철도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업을 방해하는 존재에 다름 아니다. 그

래서 노숙인이 불편하도록 장의자, 연결된 일인용 의자에도 외 없이 가

운데 팔걸이를 해 놓았다. 그러기에 갈 곳 없는 노숙인이 처럼 역사에

서 잠을 청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 되어가고 있다. 쉼터는 어들고, 역사 

안에서조차 노숙인의 설 자리는 어들고 있다. 공공역사는 사람이면 구

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지만, 단지 노숙을 한다는 이유로 역사 이용을 불

법으로 규정하는 일( 부분의 역사 안에는 ‘노숙 지’라는 문구가 부착되

어 있다)은 사회  배제의 극단 인 이다. 단지 노숙인의 울 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인 배제의 심화이다. 그래서 춥지만 지하도를 

이용하는 노숙인의 수가 어들지 않고 있다. 

식사와 더불어 인간의 생존을 한 최소한의 기제는 수면이다. 식사 문

제보다 오히려 수면의 문제가 인간에게 원 인 욕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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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노숙인은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 우리가 서울역과 주변에서 보는 

노숙인의 모습이 거의 부분 쓰러져 잠을 자는 모습인 것은 할 일이 없음

과 더불어 수면 부족에서 기인한다. 의자에 앉아서 잠시 을 붙이는 정도

인 역사 안에서의 수면과 소음에 시달리는 지하 공간 등의 공개된 장소에

서의 수면은 항상 노숙인들을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한다. 한 차가운 지

하도에서의 잠은 긴 밤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보내야 하는 시간이다. 

추운 겨울에 밤은 노숙인들에게  다른 고통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잠이 부족하고, 주로 이제, 잠이 부족하고....  할 일, 갈 곳이 없으면 지하

철 타고요. 천안, 의정부.... 다들 점심때를 기다리는 거죠. 식사 타임 맞춰가지고 

내려가지고... 그러다가. 타임도 놓쳐버리면. 점심도 굶고 저녁에도 굶고... 돈 번 

걸로 뭐 빵도 사먹고. (중략)  모든 게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뭐, 가진 게 없으니

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돌아다녀요. 뭐 이거,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나가 

있는 사람처럼, 하나같이 다 정상이 아니에요. 괜히 돌아다니는 거야.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거야. 잠, 못자죠! 옛날에는 자는 걸 막 깨우고 그랬다고, 깨우고 다 

일으키고, 못 자게. 지금은 조금 좋아진 거 같아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많이 너

그럽게 봐주지 않나. 서울역 두 곳만 확실히 그걸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그냥 

맨날 술 먹고 떠들고 싸우고 그러면 못자죠. 그래서 많이, 많이 조심하는 편이예

요.

 (거리 C)

뭐-, 좀 어디 가서 따뜻하게 좀 쉬었으면 하는... 그런 게 이제 안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합실 같은 데 가서 좀 이렇게 눈 좀 붙였으면 좋은데... 

그게 잠은 못 자게 하니까. 고런 거. 그렇다고 추워서, 뭐 밖에서 잘 수도 없고. 

자지 말라고 이제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라고 그러고... 그런 건 있었구요. 아니, 

그냥 이렇게 깨워요(손으로 흔드는 시늉). 뭐, 저기 하는 것도 없고, 뭐 흔들어 깨

워가지고...

(거리 S)

그런데다가 진짜 지금도 새벽에는 춥거든요. 여기 있어 보면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암만 옷을 많이 입어도 사람이 그때 되면 출출해 

지잖아요. 어느 정도 속도 비고 그러면 힘들어요. 진짜로 솔직히 인간.. 밥은 한 

끼 두 끼 안 먹어도 사람이 잠을 못자면, 한 이틀정도 잠을 못 자면 사람이 몽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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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아무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황폐해 지지 잠을 못자면.

 (거리 N)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그래가 그런 경우가 많지예. 많이 그렇고 어디 그 공원 

같은데 가가 한숨 자고 한숨 잤다가 일어나 이라니까 나태가 되지요. 못 잡니다. 

짬짬이... 그렇지, 밤에는 뭐 제대로 못자니까 낮에는 햇빛 있으면 공원 같은데 

가가지고 햇빛 좀 쏘고 거 가가지고 또 마 노숙자라 해가지고 눈초리가 좀 많습니

다. 사람들 눈도 있고 좀 덜 띄는 데로 가야 되고. 그래도 수면부족도 이기 또 하

루 이틀이 그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면 부족도 어느 정도는 감수 합니다. 감수

합니다. 낮에 조금 자니까.

 (거리 N)

 사례에서 보듯이 수면부족은 사람을 황폐하게 만든다. 노숙을 하는 

것이 고통의 연속인데, 수면 부족은 이에 더하여 정신과 인 문제를 야기

함은 문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무기력하고, 

무언가(알코올)에 의존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쉽게 싸움을 하는 상황에 휩싸이고 하는 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고, 이런 모습이 노숙인의 사회  배제를 심화시키는 사회 인 차별

을 가 시킨다. ‘나눔’이 기업의 경 철학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 오늘날 

한국의 실에서, 그러나 그들이 왜 그러는지 생각하는 여유는 부족한 것

이 우리 사회이다. 사회복지 자원은 늘어가지만, 시장경쟁을 추구하는 우

리사회의 체계 속에서 그들은 불가  신분이 되어 우리 사회의 철 한 이

방인이 되어 가고 있다. 

아무래도 인제 방에 있는 거하고 밖에 있는 거하고의 차이는 건강이죠. 밖에 있

음으로 해서 건강을 해치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 왜냐 지하 같은 데서 자다보면 

이 먼지와 뭐 시끄런 소음 때문에 잠을 못자고, 또 그로 인해서 술을 먹게 되고. 

밖에 자는 사람들 대부분이 밤에 술 안 먹고 잠을 못 자요. 시끄러워서. 그러기 

때문에 첫째가 방에서 자는 것하고 밖에서 자는 것하고 건강상태가 다르다는 거

죠

 (쪽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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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음주와 건강권

한국 노숙인의 음주 문제는 심각하다. 이 문제는 1차 으로는 한국인의 

음주문화와 련이 있다. 세계 최고의 주량을 자랑하는 한국인의 음주와 

노숙 생활자들의 음주량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부실한 안주와 함께 음

주를 하는 것은 심각한 건강 악화를 불러온다. 의지할 곳 없는 거리 노숙

인 64.1%가 알코올 의존증(인도주의실천의사 의회 조사자료, 2001)이며, 

략 40% 정도가 알코올 독 상, 그  증 알코올 독자는 20%를 상

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주 수, 2002). 실제로 우리가 흔히 보는 노숙인

의 부분이 음주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를 하고 일탈행동을 하는 사

람들이 에 잘 띄고 그에 따라 노숙인은 ‘일 안하고 술에 취해 있는 멀쩡

한 사람들’이다. 거리에서 쉽게 의지할 것이 알코올이며, 의지처 없이 거리

에서 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거리 노숙인의 30% 이상인 알코올 

독자들은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다. 사회 인 비용을 이기 해서라도 

알코올 독에 한 극 인 개입이 필요하지만, 체계 으로 리하지 못

하고 거리에 방치하고 있으며, 그들이 거리에 방치되는 것이 공공의료의 

실이며, 방치된 그들을 비난하는 일방 인 폭력이 한국사회의 이다. 

잠을 자는 시간과 식사를 해 이동하는 시간 외에 달리 할 일이 없는 

거리생활자들이 음주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문제는 그들이 음주를 하

는 것이 아니라 음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문제이다. 음주를 할 수밖

에 없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노숙인의 음주를 근 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건강의 악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재의 상황에서 거리 생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외로운 죽음이다. 

여러 명이 같이 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는 거예요, 혼자, 혼잔, 절대 안돼요! 

위험하니까. 으응, 회현역 같은 데는 혼자 자다가 그냥 칼로, 소주병으르두 찌르

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완전히 술에 쩔어서, 병이 왔다 갔다 한다고 봐야죠. 

서울역에 있는 사람이라 하며는, 이제 완전히 폐인이라고.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의식도 없고, 그냥, 고 근처에서만 사는 사람들....

 (거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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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뭐 이유 이유를 대자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술을 먹었다. 첫째, 그것

도 이유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추우니까, 그 육체적으로는 그게 뭐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인자 술을 먹으면 화끈 화끈 되잖아요. 그 기분으로 먹고, 괴로워서 

술을 마셨다. 이렇다 보니까 술 정말 많이 먹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병원에 막 

실려 간  적도 많고, 막 119 실려 간, 예전에 실려 간 적 이렇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궤양, 이런 거 위염, 이런 거 많거든요. 많고, 위 위벽이 다른 사

람에 비해 엄청 얇아요. 일반 사람들에 비해 3분의 1정도 얇아요. 벽이 다 헐어가

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술 먹으면 안 되는 몸 상태예요. 제가요. 예

전에는 지금 이 이친구도 알지만은 예전에 제가 몸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90몇 

키로 막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거의. 그때는 운동도 좀 개인적으로 운동도 좀 하

는 걸 좋아 해 가지고 몸이 좋았었는데, 지금 몸이 한 60-5키로 밖에 안 나가요 

제가. 그렇게 빠져요. 뼈 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전엔 막 이랬었는데.

 (거리 D)

깜깜하죠. 다니다가. 그런 정말 충동, 자살 충동. 그리고 맨날 술! 하루하루 술 

안취해 있으면은 뭐 정신적으로 혼란이 와가지고.(예전에 술 먹던 거하고) 차이가 

있죠! 안주 좋은 것도 먹고. 그런데 지금 딱 깨지고 나니까 깡 술. 소주 그냥 소주

만 들이키는 거예요 그냥.그래서 그렇게 그나마 또 그래서 간경화도 내가 걸려가

지고 보라매 병원에 입원해 있었잖아요. 그때 간경화 와가지고. 그때가… 네. 폭

음을 하기 때문에 간에 이상이 생긴 거죠 이제. 예예. 몇 년 그렇게 먹으니까 이

제 맛이 갔던 거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에 이게- 몸이 벌써 숙달이 되는 거

죠. 이게. 밥 안 먹죠, 술 만 들이키죠. 근데 술을 먹으면 배고픔이 없어요. 배고

픔 배고픔이 없어요. 술 먹으면…

 (거리 E)

아.. 그거는 예.. 우리가 참 최고 겁난 게 밤만 되면 겁납니다. 밤만 되면. 밤만 

되면 겁납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네.. 밤만 되면 누구는 어떤 사람들

은 전부다 출퇴근 하면서 집에 가고 보금자리로 가지만, 우리는 밤만 되면 성질나

고 짜증납니다. 밤만 되면.... 인자 또 역에 올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

에 있으면 또 공원에 있으면 추우면 벤치에 누워 있다가 또 누워서 추우면 올라와

야 되거든요 또 올라와 갈 때가 있으면....

 (거리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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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식사와 건강권

부분의 노숙인이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해 첫 번째로 의지하는 것은 

무료 식이다. 서는 게 싫어서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

의 부분의 노숙 생활자들은 무료 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야기된 노숙인의 량발생 시기인 1998년 이후에 

우리 사회의 무료 식소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다. 무료 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며, 역설 이게도 건강을 지키기 해 가장 실하게 

균형 잡힌 양의 섭취와 규칙 인 식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건강

을 지키기 한 최소한의 기 으로 식사는 건강의 기에 처해 있는 사람

들에게 가장 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식사의 문제가 건강의 악화로 이

어지고 사회 인 의료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몇몇 소수의 실내 식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무료 식은 부분 실외

식이다. 1999년부터 폭발 으로 증가한 우리사회의 무료 식은 국에 

그 수가 얼마인지 셀 수 없을 정도이나, 소도시 규모 이상이면 상시 으

로 식소가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문제는 무료 식소의 식사의 질과 

생 문제가 아직까지 심각하게 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굶어 죽지 않

을 정도의 식사를 나 는 우리 사회의 온정이 아직까지는 나눔의 상징처

럼 취 되고 있다.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기본인 식

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발 으로 

하는 식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규칙 이고 균형 잡힌 식사가 건강의 기본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거리의 식사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더구

나 무료 식의 식사의 재료가 어디서 오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곳은 아직

까지는 극소수이다. 굶지 않는 것이 다행인 것으로 치부되는 우리 사회에

서 이런 문제제기는 사치이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다. 유 자 

조작 식품의 문제가  지구 인 문제로 두된 지 , 가난한 사람들의 식

사가 건강에 미치는 향에 한 생각을 하는 것이야말로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건강권을 지키는 기본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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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먼지와 매연에 노출되어 있는 무료 식의 문제는 아직까지는 한

국에서 풀 수 없는 화두일지 모른다. 정부는 무료 식이 노숙을 조장한다

고 하고, 민간은 최소한 굶지는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그러

나 생의 문제에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실내 식의 문제가 소수에 의해 주요한 화두로 제

기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무료 식이 결국에는 노숙인의 

건강 악화에 심각하게 기여한다는 사실이다. 부실하고 비 생 인 식사가 

결국에는 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오고, 생명의 에 가난한 사람들을 노출

시키며, 결국에는 납세자들에게 자신들의 세 이 세 을 내지 않는 사람들

의 의료비로 충당된다는 반발을 불러 일으켜 사회 인 배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식사의 문제는 결국 가장 기본 인 인권의 문제인 것

이며, 건강권의 기본인 것이다.   

우리 끼리 저런 이야기 합니다. 이게 진짜 산 목숨이가.. 그냥이 뭐.. 뭐.. 저승

사자 잡아가라. 이카고 막 그라는기라. 한탄하고... 막 기분 나쁘고 캬.. 오늘은 

또 일꺼리,  일도 못하고 캬.. 진짜 짜증나 죽겠다 하면서 오늘도 밥도 안 먹으니

까 배고파 죽겠다.. 하고.

 (거리 N)

 

그럼.... 아침을 안 먹으면 배고파 죽겄는데. (그 때 일어나시는 거예요? 한 아

홉시나 되면 배가 안고픕니까?) 고프죠, 고프죠.... 

(거리 N)

결핵 같은 것은 뭐 좀 자기가 좀 신체적으로 좀 건강한 사람도 잘 안 옮거든요. 

뭐 꼭 결핵 환자라 해서 옮는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좀 하다 못해 뭐 응? 밥 먹

다 보면 수저 같은 거 같이 이 새 수저도 이렇게 구세군 같은 데서는 삶아서 이렇

게 주거든요? 위생을 좀 하는데, 다른데서는 그냥 찬물로 그냥 씻어서 헹궈가지

고 주는데, 결핵균 같은 거는 씻어서 이게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거 굉장히 위험하죠. 왜그냐면은 그 병이- 결핵은 잘 먹고 위생개념이 철

저하면 금방 낫거든요. 낫는데 이런 이런데 이용 하는 사람들은 그 자- 그렇게 막 

위생이다, 막 깨끗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설 여건도 또 안 그렇고, 또 잠

자리가 어디냐, 이런 시설도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릇은 요만한데, 담는 것

은 이렇게 많은데, 그면 어디 그 남는 인원은 다 거리에 나가는 거예요. 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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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지하도에 자면, 위생- 상태가 얼- 미세 먼지에다가 지하도 그런 게 많지 않습

니까. 거 또 뭐 씻지도 않지, 위생개념이. 저 저 같아도 병이 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게 가장 중요한-. 긍게 지금은 솔직히 같이 이렇게- 이용을 해도, 물론 알죠. 

지저분하고 이러면 제가 피하게 되요. 저도. 왜냐, 제가 뭐 잘못 돼 가지고 몸이 

아프면, 저만 당장 고생이지 않습니까, 약도 지어 먹어야 되고, 병원도 가봐야 되

고, 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거리 D)

먹고도 뭐 이런 뭐 그릇 같은 거 아, 내가 진짜 내가 먹긴 먹어도, ‘이건 아니

다’ 그것도 그러고 그 한 몇 백 명씩 모여 있는데, 사람이, 그게 좋겠습니까? 그러

고 막 사람들 막  손도 안 씻고 막 그릇 잡고, 배식대 잡고, 뭐 수저 수저도 이렇

게 딱 놓는데, 이 사람 쪼물락 저사람 쪼물락 하나씩 집어간다 그래도, 접촉이 많

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난 습관이 되 가지고 뭐 밥 먹으로 가면은 화장지를 

좀 챙겨 갖고 다녀요. 딱아가지고. 하여간 그런 거 아니 그래도 이용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많이 행동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구요. 위생 상태는 좋아야 되겠더라구

요. 왜냐면은 그래야 좀, 근데 시설 같은 데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위생 

상태는. 시설은. 근데 시설이라 해 봐야 몇 개 안되니까 이용하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 저기 방도 턱없이 부족해요. 어쨌건, 어쨌건 인제 이렇게 우동 대접 같은데

다가 밥이랑 국이랑 같이 해가지고 뭐 김치나 깍두기 하나 얹고 이렇게 해서 먹는

다고...

 (거리 D)

예예예. 영양가가 하나도 없대요, 솔직히 말해서...어떤 날은 진짜 이걸 묵어야 

하나 싶다. 지하도에서 급식 계속하는...

 (거리 E)

반찬이 영~. 반찬도 그렇고 인제.... 국밥인데... 국에도 그걸 넣고 또 김치 받

으러 가면 또 그 김치도 그기라카이. 국에다 말아준다카이 떠가지고 이래 주는데 

전부 쓰레기인 것 같다니까.. 무 이거 채 썬거 있잖아요. 무 이거이거 이파리 이

거. 국밥하고, 반찬이 또 뭐가 있든가요? 김치만....

 (거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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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일과 건강권 / 악순환

흔히들 거리에서 배식을 해 길게 을 서 있는 노숙인의 모습이나, 낮

에 거리와 지하도에서 잠을 자거나, 쓰러져 있는 노숙인들의 모습이 일반

인에게 노숙인에 한 부정 인 시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가진 것

이 없기에 포기된 삶의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노숙인들의 모습은 생각

할 여유가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의 일반인들에게는 심의 상이 

아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아가기 해 노력하는 자신들과 비해 그들을 

부정 인 으로 보는 이 더 많다. 따라서 그들의 모습은 사회의 악으

로 간주되며, 그들의 인권에 한 심이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일반

인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해서도 노숙인은 노숙을 

탈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 하다. 그 증거로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노숙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안정 이고 거리보다 상 으로 편안한 

잠자리(주거)를 원하고 있으며, 그런 꿈(?)을 이루기 해서 일을 해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거리 생활과 쉼터 생활을 탈출하기 해 일을 한다는 것은, 실업

이 악화되고, 비정규 일자리가 늘어나고, 정보통신 분야와 서비스업으로의 

환으로 표되는 산업구조의 변화 상황 속에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문

제이다. 단 으로 일을 통해 노숙을 탈출한다는 것은 심화되는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 노숙에서 오는 건강의 악화가 일을 할 수 없게 하

고, 일을 할 수 없어서 돈을 마련할 수 없고, 그에 따라 노숙을 지속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거리에서 보는 노숙인의 행태는 지속될 수밖

에 없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는 것은 여러 가지 

편견 때문에, 조건이 상 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보다 훨씬 많

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니까 관절염이라고 그라드라구요, 예 한방에서 있죠. 나와 가지고 무료로 자

기 어데 한방, 그런데 그 사람이 해주는데 쫌 낫드만은. 그기 침 좋드만, 좋기

는...침이 좋아. 관절병이... 계속 관리해야지, 무좀처럼 계속 관리해야지 약 먹고 

떨어지고 이러지 않더라구요. 이쪽이 아팠다가, 이쪽이 아팠다가 뭐 이리.

(거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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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이 오구요. 통증이 오고, 약 먹으면 괜찮구요. 걸으면 다리가 시어가지고 

잘 걷지를 못하구요. 약간 절죠. 일은 힘들구요. 인제, 쪼끔 오래 서 있지 않고 간

단한 거, 촬영이라든가. 용돈, 용돈해서 쓸려구요. 영화, 촬영. (조그맣게) 엑스트

라 정도... 예에, 거기 가서 조금, 재빠르게 서 있고, 한 두 시간, 그런 거해요. 용

돈 좀 쓰고 그렇습니다.

 (거리 C)

노숙을 하게 되면 잠 문제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한 이틀은 (용역 회사에) 

나가줘야... 이틀 안주면 삼일 째 나가면 일 줄 것 같애도,  마 잠 못 자면 안 나

가게 되고. 그니까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 일거리가 없는 것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손해 보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거리 M)

그러니까 일반인들 정상적으로 집 있는 사람들은 같으면 똑같이 조건이라도 우

리보다는 일을 많이 하죠. 꾸준히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또 이게 노가다 

하루 하고 나면 잠을 잠 못 자지요. 하루 하고 나면 진짜 만신, 정상적인 생활하

는 사람하고는 천지차이라고, 일거리라는 힘들어가지고 부대낍니다. 일거리라는 

거 자체가 없는 것도 문제 있지만 환경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

요.

 (거리 D)

그렇지요. 있죠. 그거는 노숙 생활도 이런 게 있습니다. 막 바로 일하라 하면 

거의 95%는 하루 이틀은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안 되죠. 왜 그냐면 밖에서 자면 

몸도 쭈그리하고 그라니께... 한 이틀 정도만 일하고 몸 조리 해가지고 일자리가 

있으면 그때는 몸이 회복 될꺼라. 막 바로 일 하면 몸에 무리가 가. 내가 해보니

까 옛날에 한 이틀 해보니까.. 한 사흘 고생 했죠.

 (거리 N)

 답들에서 실제로 노숙에 따른 건강의 악화가, 일이 없는 것에 더해 

노동의 기회에서 소외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릴 것 

없이 아무 일이나 해야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야 거리에서 잠을 자지 않

고 자신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고 다음날 일할 수 있는데, 그 게 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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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조건의 악순환인 것이다. 이 상황을 탈출하기 해서 가리지 않고 아

무 일이나 해야 하는데, 그 다고 실제로 힘든 일을, 아무 일이나 할 수 있

는 체력 조건이 되지 못하는 악순환의 실이 한국에서의 노숙 생활이다. 

  2)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몸이 아 면 병원을 가야하고 그래서 치료를 받고 다시 삶의 활력을 되

찾아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그러나 노숙인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 그래서 일을 하고 내일의 희망을 꿈꾸기에는 무도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조사에서 많은 노숙인이 자

신의 건강을 지키기 해 보건의료서비스에 근하는 것에 해 부정 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경험 으로 알고 있는 것과 더불어 주 의 사

건과 매일 매일의 삶에서 부딪치고 살아가는 실의 반 이다.  

  (1) 보건의료서비스 근권과 노숙

노숙의 원인과 결과로서 작용하는 취약한 보건의료서비스는 노숙인들이 

서비스에 근하는데 있어 물리 ․심리 으로 취약하다는 것이 이번 조

사에서 드러났다. 상 으로는 쉼터에서 보건소나 병원으로, 거리에서 진

료소나 병원으로, 거리에서 119나 병원으로 이어지는 노숙인의 보건의료 

근권은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숙인이 이용하는 달체계에 의

존해야 하는 노숙인이 불 건강으로 인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근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차별과 노숙

인 자신의 피해의식이 근을 차단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는 아  것

도 서러운데 자신의 처지가 오히려 비난의 상이 될 수 있다는 경험에서 

오는 근권의 차단이다. 

노숙인이라는 차별과 이목 때문에 쉽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

고, 시설에서의 비 보장과 이에 따르는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해 진료

의뢰를 할 수 있는 길이 실제 으로 막  있는 경우도 있다. 한 일정한 

달체계의 요구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부족하여 차단당하는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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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한 것은 과거의 경험이 체념을 일상화시켜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상이기도 하다. 근권은 약자인 노숙인에게 열

려 있어야 하며, 그들의 경험을 감안한다면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체

계가 정착되는 것이 보건의료서비스에서 노숙인이 더 이상 사각지 에 서 

있지 않도록 하는 극 인 근권의 확보일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건의료 련 문 아웃리치 체계의 확보가 우선 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사항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부분의 노숙인이 효과와 계없이 심리 인 안정 

는 막연한 희망으로 쉽게 근할 수 있는 무료진료소를 통해 약물을 과용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약에 한 내성을 키워 장기 으로 병을 악화시

키고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입원을 하게하고, 사회 으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 한 사회 인 반발을 불러오는 요인이 된

다. 정부는 이에 한 부담으로 노숙인을 비난하게 되고, 노숙인은 일도 하

지 않으면서 의료비를 과하게 잡아먹는 존재로 치부된다. 그 첫 번째 원인

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근권이 열려있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은, 칠, 팔십 프로,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말소된 사

람은, 다!! 근-, 칠, 팔십 프로 말소돼 있어요.

 (거리 C)

 저 몸이 안 좋을 때, 어디가 따뜻하게 이제 좀 방에서 자고 싶고 하는데, 이제 

병원에도 거 아무렇게나 가도 되는 게 아니고, 거 인제 00병원 같은 데는 나는 가

면 되는데, 자주 가니까 미안하니까 못 가고... 그 때가 제일 서럽고, 몸 아플 때

가 제일 서럽죠.

 (거리 B)

보건소에 가서 나 돈 없다고 하니까 약 주더라구요. 그래서 혈압 약도 좀 타 먹

고 그랬죠. 000진료소는 안 갔어요. 아는 사람 만날까봐. 거리에 있을 때 쓰러진 

적도 있어요. (깨보니까 어디던가요?) 거리지 뭐. 구급차는 안했어요. 아주 심했

으면 실려 갔죠. 근데 실려가지 않았어요. 제가 진통제 먹고 좀 저거하고 그랬지

요.

 (쉼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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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의료체계에서의 소외

조사를 통해서 부분의 노숙인들이 선호하는 병원은 민간병원이었다. 

부분의 시․도 공공의료기 이 국민의 세 으로 운 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공공의료의 최우선 수혜자이어야 할 노숙인은 오히려 민간병원을 

선호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최근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공공의료

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표 인 상이다. 국제통화기 이 요구하는 조건

에 따라, 노숙인의 량발생과 시기 으로 동일하게 용된 공공기 의 수

익성 주의 운 방향이 역설 으로 노숙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병원의 민간 탁과 경  마인드 도입, 그리고 의료인들의 집

단 이기주의가 노숙인의 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부분의 응답자들이 공공병원에서의 형식 인 진료와 최소한의 규정만

을 용하는 입원 등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상 으로 민간 자선병

원의 분 기와 친 함을 선호하고 있다. 공공의료에서 표면 으로 나타나

지 않는 권 인 태도와 차의 복잡성이 노숙인에게 외면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차 으로 공공의료기 을 통해서 정기 인 검진과 이에 따르

는 체계 인 리를 통해서 공공부조로 연결을 담당해야 하는 사회복지의 

기본 원리를 다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 

의료 시설을- 뭐 의료 인제 적용을 받아 가지고 뭐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제 그런 거 받으려면, 내가 다리 품 팔아 가지고, 어디 가서 이런 장소

에 가서 의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나 

자체에 대한 또 이렇게 막 생각을 머리에 안 좋은 뇌리에 막 스치잖아요. 그니까 

그냥 동네에서 그냥 약 같은 거 하나 씩 먹고, 아니면 인제 여기 서울역 그 앞에 

무료 진료소 이런데 가서 이용을 해 버리고... (중략) 하튼 인제 무료 진료 진료소

라고 시립 병원에도 있고, 근데 그 누가 신고 해 가지고  119에 실려 가지 않는 

이상, 스스로 가서 진료 받기는 힘들어요. (중략) 뭐 몸이 아파가지고 막 뭐 술 때

문이든 자의든 타의든 간에, 뭐 하여튼 요인이 어떻게 됐던 간에 몸 아파가지고 

막 병원에 실려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다는 ‘참 행복하

다’ 이런 생각은 해요. 어떤 진짜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진짜 이런 시설 

이용하는데 불편, 불편이 없어야 될 것이고, 저 같은 뭐 저 같은 사람들 이용하는

데도 좀 편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거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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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갑자기 아플 때나 어떨 때는, 하여간 그 전에는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영등포 가면 00병원이라고 그런 병원이 있거든요. 그게 그 전에 초창기에 노숙할 

때 증(00병원)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아플 때면 거기로 가서 치료해요. 다른 

병원은 이용을 못 하니까

 (거리 I)

그 저 영등포 가면은 00의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거기서는 그냥 기본적인 

약- 약 같은 거나 이런 거 하고. 별로 거기 이용을 안 해 봐서 가기는 많이 가 봤

는데, 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정상같이 보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용 하는데 

불편 한 것 도 많고, 딱 이렇게 진단서를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 뭐 시립 병원 같

은 데, 그 다음 아니면 저기- 미아 삼거리. 00병원 이런 데.

 (거리 D)

그냥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요. 그냥 가서, 기관에서 해주는 대로 가서, 협조 받

고, ‘0000병원’... ... ‘00병원’이 응급치료는 잘해줘요. 약, 이. 뭐, 꼬매고 그라는 

거는 조금 저기하지만, 약 주고, 좀, 이렇게, 빨리, 오면 그냥, 빨리 해주는 거, 그

냥, 치료해주고, ‘좀 안 되겠다’ 같으면 빨리, 큰 데로 가라든가, 그런 거는 ‘00병

원’이, 00리에 있는 ‘00병원’이, 그 병원이 아마, 거기에서 아마, 아마 저희가 알

기로는, 그래도 ‘잘해주지 않나...

 (거리 C)

  (3) 건강 리 체계의 미비

노숙인은 건강 리를 체계 으로 할 수 있는 기회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것이 노숙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노숙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마음의 여유와 생활의 어려움으로 의료체계에

서 제외되어 있는 노숙인이 자율 으로 건강 리를 하기에는 많은 난 이 

존재하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의 핵심이 ‘거리에서 살

아가는 노숙’이다.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건강

리의 문제는 노숙 탈출의 요한 요인이기에 의료 윤리에 따라 체계

으로 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은 그 지 않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술을 게 먹는 등의 문 지식 없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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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책을 찾아 자기 리를 하거나, 고통이 없으면 그냥 

지내거나, 입원을 했어도 자신의 몸에 한 별다른 설명 없이 퇴원을 종용

하면 할 수 없이 퇴원하고  얼마동안 지내는 식이다. 아니면 약에 의존

하여 심리 으로 아 지 않다고 믿는 수밖에 없다. 장기 으로는 노숙의 

탈출이 체계 인 건강 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하기에 바쁜 재의 

체계와 비용이 지속 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재의 노숙인 보호정책과 

국가의 공식 인 의료체계에서 소외되어 있는 별도의 의료 산의 문제이

기도 하다. 

(그래도 아저씨 뭐, '내일 나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뭐, 뭐 ‘어

떻기 때문에 내일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병상이 

없다든지?) 그런, 그런 이야기는 안하고. 그냥, '무슨 요일 날 퇴원하십시오.' 그

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나았으니까 무슨 요일 날 퇴원하십쇼.' 그런 식으로도 이

야기도 안하구요?) 예. (‘몸 상태가 지금 처음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 이런 

설명 없었어요?) 그런 설명은 없고, 그냥, ‘목요일 날 퇴원하라.’ 그러더라고요. 

(거리 S)

근데 거기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검진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우

리나라에서는. ... 자발적으로 가야만 검진이 되는데, 거기 터놓고 자기 솔직히 

가서 신상명세 프로필도 거 인명으로 다 하는데, 그게 그렇고 자기가 몸에 결함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가요. 자기 그런 게 나타날까봐. 그런 게 나타나면 시설 이

용하지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거리 D)

이럭저럭 그냥 지내게 돼요. 이 알콜릭들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보면 중

독요.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술 먹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무조

건 중독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중독이예요. 그 때는 그거 못 느꼈

어요. ‘나 죽어도 내가 무슨 중독이냐’ 근데 그게 안 그렇더라고요.

 (거리 F)

모르죠, 나는 아픈지를 모르니까요. 통증이 없어가지고. 이제 간이 문제예요. 

하여튼 간경화 걸린 것을 몰랐는데 병원에 가니까 ‘당신 간경화니까 술 먹으면 죽

어’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야 알아요. 통증이 전혀 없어요. 간경화는. 통증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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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파 봐요, 갔죠. 그냥 통증이 없으니까는.

 (거리 F)

 

  (4) 의료서비스의 질 

노숙인이 자신의 몸에 해서 자신이 없을 때 의존하는 것은 부분 약

이다. 약은 그 효과를 불문하고 사회 으로 학습된 의식에 의해서 심리

인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음에도, 돈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체질과 체력

에 따른 정확한 복약 지도 없이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도 상식이다. 돈

이 없어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의료인이 정성을 다해 자신의 몸을 돌

보듯이 진료하는 것은 기 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인

의 실에서 가장 손쉽게 자신의 몸을 돌보기 해 근할 수 있는 기재는 

약물이다. 약물 의존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갈수록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숙인의 비자발 인 약물의존을 불러오는 문제 

의 하나로 검증할 수 없는 진료소의 방만한 운 과 진료소를 기 이나 종

교단체의 홍보도구로 이용하는 실의 문제이다.  

한 심리 으로 가진 것이 없는 자신을 하는 의료서비스를 생각하면, 

의료의 질을 의심할 수 있다. 이윤을 목 으로 하는 의료기 의 성격상 기

선을 넘어서는 치료는 기 하기 어려운 것이 실이다. 돈이 없어서 형

식 인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은 그 진실을 

떠나 노숙인에게는 부정 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꼭 필요한 진료의 경우 

비용 때문에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재 기 생활수 자가 받는 의료

여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 여 비용이 있는 것처럼 별도의 체계

로 편성되어 있는 노숙인 의료구호비의 경우도 비 여 비용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노숙인의 인식 문제가 아닌 의료서비스 자체의 문제이다. 

이가 아파서 의뢰서 끊어가지고 가는데, 이 해 넣는데 이거는 안 해줘요. 돈이 

있어야... 0000병원에 갔는데 거기 가도 이 처치는 안 해준대.

 (거리 G)

거기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잘못 받아가지고... 약을 지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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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인숙에서 내가 같이 잤는데, 약을 먹고 같이 잤는데 다음 날 이렇게 얼굴이 

띵띵 부어버린 거예요. 약을 먹고. 얼굴이 막 이티처럼 되어가지고 기절해서 쓰러

졌는데, 119로 실려갔거든요. 0000병원 가니까, 머리가 우리병원에서는 CT 안된

다고 해서 0000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삼일 반 만에 깨어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진을 했는지 약을 잘 못 됐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뒤로 그 병원 안 가요

 (거리 I)

장이 좋지 않아 서울역에서 (어떤 교회에서 나온) 약을 받은 적이 있는데, 역효

과가 나서 약을 다 버렸다

 (거리 K)

내가 거기서 1년 3개월 있었는데, 내가 원장님한테 좀 퇴원시켜 줍소 하면 ‘일

단 나오는 게 있으니까 개월 수 맞춰라. 몇 개월씩 해줘야 된다고. 거 전부 다 자

기들 월급받아 먹으려고, 환자는 일주일에 한 번 빽 보고...

 (거리 N)

여기서 보내주는 병원은, 내가 백내장이 있어서... 수술은 안 해 준다고 하더

라. 그래서 친구한테 사정해서...

 (쉼터 G)

  (5) 장기간 의료서비스 소외에서 비롯되는 권리의식의 상실

과 포기

재의 상황에서 노숙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받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 이는 장기간의 의료 소외 

상에 기인한다. 의료에서의 소외가 결과 으로 의료서비스의 포기로 이어

지는 상이다. 그래서 고통을 견디거나, 그냥 앓고 말거나, 배제를 리

게 경험하고 사회  배제가 심화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소외에 따른 권리의식의 상실은 노숙인을 최소한의 사회 인 보호장치에

서 완 히 제외하는 상이며, 갈수록 희망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렇죠, 똑같아요. 뭐 인제. 근데 틀리는 것은. 우리는 사람 많은데 병실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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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데로 해주고. 돈 내는 사람들은 2인용, 3인용, 4인용 우리는 8인용 그 차이

밖에 없어요.

 (거리 E)

다 뭐 돈 없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 있는 그 방은 거의 다 노숙자들이어서 

같이 있으니까....

 (거리 J)

길거리에서 이렇게 지내다보면 몸에 대한 생각은 자주 안하게 되는 부분이 많

더라고. 왜 그러냐면 하루하루 살기가 급하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몸이 당장 안 

아프면 거기에 대한 인식은 머릿속으로 못해요. 내가 당장 아프지 않은 이상은 조

금 피곤한 건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계속 체력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거리 C)

병원도 거의 자주 완전히 그렇게 몸이 아프지 않으면 안가는 거죠

 (거리 M)

  3) 보건의료서비스 과정에서의 권리

  (1) 의뢰체계에서의 차별

부분 거리 생활자들인 이번 면담자들은 표 으로 119 응 후송체계

의 문제 을 심각하게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한 노숙인의 

자괴감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응 상황에서 

후송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장 크게 문제 으로 지

하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같은 노숙인에 한 동료 의식을 엿볼 수 있었

다. 응 환자를 이송하는 체계에서 반복되는 이와 같은 노숙인에 한 차

별은 심각한 수 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인 생명 구조의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는 사회  소수자에 한 우리 사

회의 의식의 일면을 볼 수 있는 표 인 사례이다. 한 입원 이후의 환

자 리에 한 불신이 더욱 더 자신들의 동료에 한 동질감을 갖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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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딱 잡아가지고, 자기들 돈 벌이 하러 그래가지고 삭 잡아 온다고. 파

출소 가서 용지 받아가지고 자기들 연결되는 119(관할도 아닌 곳)에 연결하

고. 시립병원 같은 데는 좀 나은데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가 없어요. 119가 

실어다 주는 대로 가는 거죠. 심지어는 인명구조단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아저

씨 돈 있어요?’ 하고 물어보거든. 그리고 돈 안 줄 것 같으면 가버린다

 (거리 N)

동생 하나가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그 차가 왔어요(인명구조단). 맹장이 터질 

것 같다고 하는데 10분 만에 와서 차를 딱 대더니 돈 있냐고 물어 보는 거

야. 그래가지고 ‘야 이 양반아, 일단은 환자를 후송시켜 놓고 해야 될 것 아

니야. 당신들 이거 장사야?’ 했더니 자기들끼리 이래저래 하면서 한 20분 있

다가 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다시 119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차가 다

있으며, 이는 한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나는 실려 가는 것은 많이 봤어도 내가 실려 간 적은 없어요. 근데 따라가려 하

면 못 오게 해요. 이 00들이. 그 00들이 우리를 사람같이 안 보는지 ‘같이 좀 갑

시다’ 하면, 와 봐야 도움도 안 되는데 뭐하려 오냐고. (동료가 걱정이 돼서 가려

고 하면 못 가게?) 예, 그래 탈라고 하면 못 타게 한다니까, 이 00들이. 그 사람

들도 그래요. 그 공안이나 비슷하더구만. (‘어느 병원 가는지나 알려주십쇼’ 이래

도?) 그래도 얘기도 안 해요. 우리는 얘기 안 해도 안다고. 즈이끼리 막 쑥덕쑥덕 

하고, 문 탁! 닫고 가버리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많이 당했더라고. 사

람들한테 물어보니.

 (거리 E)

내가 신고는 한 번 해 준 적이 있어요. 5분 정도 있으니까 바로 오더라고요. 그

냥 좀 왔어도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니 뭐 그냥 비용, 이

렇게 멀리 온 것 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그러는 것 같아요.

 (거리 H)

(119 신고하면?) 다 와요. 오긴 오죠. 오긴 오는데 완치되는 것은.... 주변에서 

전화 해 주는 거죠. 전화 해 줘야죠. 같은 노숙자가 전화 해 주는 거죠

 (거리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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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왔어요. 또 와가지고 실랑이하고... 한 시간이 40분 흘렀습니다. 그것들이 

119입니까? 전부 다 병원끼리 연결해 가지고. 휴... 그래가지고 병이 더 악화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119 부른 것은 급해가지고 부른 건데 1분 1초라도 

급해서 불렀는데, 돈부터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리 N)

또 하나 딱 잡아가지고, 자기들 돈 벌이 하러 그래가지고 삭 잡아 온다고. 파

출소 가서 용지 받아가지고 자기들 연결되는 119(관할도 아닌 곳)에 연결하

고.

 (거리 N)

 표는 표 인 인권침해이자 탈법 인 사례이다. 이송과정에서의 노

숙인 차별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훼손하는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이다. 거

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목격했거나, 동료의 경험을 들은 이야기이다. 거

의 모든 노숙인들이 119 이송체계의 문제 을 한 목소리로 성토하고 있다. 

지난 1월 22일 서울역에서의 충돌도 환자 이송체계의 문제와 책임회피에 

따른 노숙인들의 된 불만이 표출된 사건이었다. 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책을 세우는 듯 했으나 2005년 말 재도 문제는 그 로 남아있다. 

  (2) 의료기 에서의 차별

이번 조사에서 노숙인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토로한 내용 의 하나가 

의료기 에서의 차별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노숙자’라는 차별이 가장 

심한 곳으로 의료기 을 지목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의료기 의 리화

에 따른 가난한 사람들에 한 의료서비스의 차별은 심각한 지경이다. 기

본 인 헌법상의 건강권은 물론이고, 국제규범, 그리고 ‘의료법’과 ‘응 의

료에 한법률’ 등은 노숙인들에 따르면 실제로 의료기 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차별이 그 로 드러나는 ‘노숙자 진료카드’와 ‘노숙자’라는 호

칭, 그리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소 같은 생활을 하는 병원의 열악함 

등이 공통 으로 노숙인들이 꼽는 의료기 에서의 사회  차별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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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었다. 

의료법에서 지하고 있는 보증 의 요구와 보증인의 요구, 노숙인 보호

르르 담당하는 기 이나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떠넘기는 행 , 응 의료에

한법률에 의해서 제공되는 응 의료비 불제도에 한 설명 무시로 응

처치 지연 는 미 시행, 형식만 병원이고 실제로는 수용소인 병실에서

의 방치, 진료의 부실, 우선순 에서의 탈락, 의료기록 비공개원칙의 무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진료와 처치행 , 강압 인 폭력의 행사, 부실한 식

사 등등 우리 사회의 노숙인 차별의 온갖 행 들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병원에서 자주 노숙자 이 사람들 쯩을 끊어서 오니까 솔직히 그게..... 그 병원

에서는 알아요. 노숙자인지. 따로 체크를 해 놓나 봐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의사

들이 반갑지도 않아 한데요. 체크를 해 가지고 병원에, 그 방도 그게.... 그런 데

로 아마 입원시키나 봐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와서 딱 보면 ‘노

숙자구나.’ 그런...  불쾌감 줄 때가 있지.

주로 적십자 병원을 많이 가죠. 보통 서울역에서 신고하면 그 쪽으로 많이 가

죠. 아 그 전에 아는 사람이 아파가지고 실려 갔다 왔는데, 저기 좀.... 그 쪽에서 

안 좋게 취급 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일반 환자하고 틀리겠지요. 보험.... 

(거리 G)

예를 들어서 그냥 앉아 있으라고, 급한 환자가 있다고 거짓말치고 이런 것 같더

라고. (침대에 누워야 하는데?) 예, 앉아 있으라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거리 H)

거기 노숙방에서 한 20명 이상씩 있거든요. 거기서 노숙자들이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 같더라구. 제대로 보강하게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크게 싸움은 

안하는데 일방적으로 때리고 그러니까... 노숙방이라고 좀 방치하는....

 (거리 J)

시립병원에 가보지만 뭐 거기는 인격적으로 그런 거는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

런 부분은 있어요. ‘노숙자’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돈을 주거나....” “근데 

그거 보면서 그래되면 내 자존심이 팍 상하지요. 일반인들한테 될 수 있으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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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라고 보이는 것은 좀... 안 좋은 거잖아요. 인식이라는 게. 노숙자라고, 인

식이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거리 M)

진료카드에 보면 ‘000 노숙자’라고 되어 있고, 거기 가서도 예를 들면 세금 계

산, 뭐 보험 계산서 저 쪽에 진료 카드 받는데 전부 다 노숙자라고 되어 있는데... 

간호사들이 잘 안 그러는데 심지어는 노숙자라고 부르는 경우도 한 번씩 있어요. 

있다 보면 많이 힘들죠. 나 같은 겨우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더라구요. 자기들도 

무심결에 했겠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나도 아는데 내가 받아들

이는 건 그렇잖아요. 자격지심이라는 게 다 있는 거잖아요.

(거리 M)

부랑인 시설에 사람이 많이 차니까, 술 먹고 막 이러면 119타고 가면 병원 쪽

으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신분증 없고 그러면 노숙자, 그러면 대우가 좀 틀립니

다. 한 몇 개월 있어야 한다고 하고, 알콜은 한 3-4개월 있어야 한다고 하고, 즈

그들 멋대로. 6개월이 최고니까 5개월 23일 이렇게 넣어 놨다가 퇴원시키고 이렇

게 하더라. 그걸 복지부에 첨부하면 돈이 나오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50만원 받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값하고. 아침에 약 주면 치료는 뭘 해줍니까? 각 과장

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거리 N)

정신병원에 가면 자기들 처방하는 대로 먹어야 하고, 치료는 무슨 치료? 약물

처리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설명도 안 해 주고. 그냥 아침에 약만 주고, 하루에 

약만 뭐 있습니까? 링게루 한 번 놔주고, 포도당 그거 술 깨라 하는 거 그게 답니

다. 돈이 없으니까 약물 치료한다고 말하고, 약 가져가! 그런 거 많습니다.

 (거리 N)

정신병원에 있으면 부식 같은 거 불편한 거 말하거든요. 한 달에 부식비가 보험 

1종 한테는 한 6만원, 2종은 7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고 진짜 배고픕니다. 

돈 있으면, 진짜 돈 있으면 빵이나 컵라면이나 이런 거하고 담배도 하지만, 돈도 

없고 진짜 있으면 그거 먹고는...  양도 안되지요. 동대구역에 나오는 급식이 더 

낫지요

 (거리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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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은 없지요. 속을 봐야 할 것인데 안 보고 다 약으로 해버립니다. 내 처음 

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리 N)

진짜 수용시설과 똑같아요. 폐된 공간에 운동을 뭘 합니까. 거 앞에 텔레비전 

한 대 그거 가지고 보고 즈그 규칙대로 다 따라야 되고. 내시경이라도 할라면 우

리가 돈을 내야 돼. 돈 없으면... 안 해줘요. 병원이 장사니까.

 (거리 N)

병원 시설요? 저 행려환자들하고 정신환자들하고 한 방에 12명, 온돌방에. 요

만해요. 말 딱 두 개 뭍이면 달랑달랑해요. 원래 그렇게 못 넣게 되어 있거든요. 

수용시설입니다. 정신과 병원이 아니고 수용시설입니다

 (거리 N)

자기네들은 차트를 봅니다. 뭐로 왔는지. 딱 그 색깔이 달라요. 차트 제일 위에 

일반, 일종, 노숙자 색깔이 다르다니까요.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

만, 그 분류는 되어 있더라구요.

 (거리 O)

제가 병원에서 잠이 잘 안와서 잠을 좀 잘 수 있게끔 처방약을 좀 바꿔 달라고 

해도, 의사는 두 명이고 환자는 100여명이라고 묵살되더라고. 며칠 지나고 담당 

의사가 왔길래, ‘왜 이리 처방이 늦느냐. 다른 정신병원에도 있어 봤지만, 급하면 

인터폰으로라도 처방을 내리는데’ 하면서 좀 싸움이 났어요. 제가 화가 나서 바둑

알하고 장기알을 바닥에 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제 양 팔을 잡고 강제 투약을 시

키는 거예요. 병원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예요

 (거리 O)

주사약 진통제 좀 주세요, 했더니 방안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남자 네명-보호사라고 있어요. 정신병원에는 여자 보호사도 있고 남자 보호사도 

있어요. 남자들 제압하기 위해서. 그 네명이 우리 방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

인 이게 뭐하는 짓인데요?’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렸는데 피알을 시켜

라’ 했다고. 그래서 그 네 사람한테 묶여가지고 피알을 네 시간동안 당했어요. 아

무소리도 못하고... 내 옆구리를 심하게 차고 그랬어요. 그 뒤로 사과 한 번 없었

어요. 제가 써 가지고 다니는데, 그 병동 규칙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투약, 주



- 368 -

사 거부 시에, 식사 거부, 고의적으로 세 끼 이상, 치료진 합의 후 결정. 자해행위

나 자살시도, 자위험 행동이 있을 적에 약물을 투여하는 겁니다. 이런 게 해당해

야만 하는 건데...

 (거리 O)

의료보험료가 자꾸 쌓이고 하면 부담되고 그래서 시설에서 주는 증으로 시립병

원에 가는데, 그게 얘기하면 의료보험카드나 똑 같죠. 근데 이게 뭐 시립병원에 

가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 거기다가 노숙자 뭐, 진료카드 같은 거에 보면 노숙자

라고 써 있고...  약국 가도 가기 보면 뭐 이게 뭐 노숙자라고 써 있고 그게 좀,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쉼터 F)

  (3) 사후 리 

 공공의료기 에서의 서비스는 가난한 국민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희망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의무를 가

지고 있다. 국가의 의무를 신 수행하는 기 이다. 따라서 건강을 지키고 

노숙 탈출을 해 노력할 수 있는 기본 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

한 진료와 지속 인 사후 리는 공공의료기 의 기본 의무이다. 그러나 면

담자들을 통해서 듣는 공공의료기 의 환자 리 실태는 그 지 못하다. 오

히려 노숙인들은 이들에게는 귀찮은 존재이며, 자신들의 이윤을 창출해주

는 도구로서의 단이 앞서는 존재일 뿐이다. 한 환자의 최소한의 권리

인 자신의 건강상태에 한 권리와 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심각한 배제이다.

환자에 한 리는 환자를 정상인으로 만드는 체계이자, 노숙인에게는 

정신 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효과까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

에서의 차별은 노숙인들을  나아지게 하기보다는 더 나빠지게 하는 

기 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원을 통해 육체 으로 심리 으

로 안정을 찾아 내일의 희망을 꿈꾸어도 부족한 에 이런 희망의 싹을 틔

울 수 있는 기회는 박탈당하고 있다. 충분한 치료를 받지도 못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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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고 완 히 회복되지 않고 응 처치 수 의 의료서비스 이후에 거리

로 방치되는 것이 오늘 한국 의료서비스의 실이다.    

거기도 뇌출혈 한 사람 있었는데 한 일주일 있다 나오더라구요. 어디 있었냐 하

니까, 병원에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웬만큼 좋아지면 내 보낸대요. (다른 병원 소

개시켜 주는 것 아니고?) 그렇죠. 치료비는 안 내지만, 아 노숙하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냐고, 그래서 나왔다고 그러드라구요

 (쉼터 B)

그 때 당시도 몸도 이랬었고, 약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여기(서울역)서 한 번 

6개월 만에 몹시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동료가 ‘00병원’에 갖다 눕혀 주더라

구요. 거기서 한 달 치료받고 나와서 병원에서 알던 사람하고 같이 터미널에 갔어

요. 터미널에서 한 2년 있다가, 술 마시고.... 일 못하니까.... 또 방세 못 내고. 

그러니까 길바닥 나와 가지고 술만 마시고 그러니까 몸만 많이 상해 가지고 지금

은....

 (쪽방 A)

밖에 나오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래고 규칙적으로 밥을 먹고 약 

먹고 하니까 괜찮은데, 밖에서는 먹는 것도 그렇고 약 먹으면 속 쓰리고. 저는 폐

결핵 앓고 있는데 그렇게 먹으면서 쪽방에서... 약 13알, 15알씩 되는 거 먹으려

고 하면 생각해봐요. 사람 속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못 먹어요. 돌아버려요.

 (쪽방 A)

2000년 초에 영등포 역전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칼에 찔려 보라매 병원에 입

원했고, 그 후에도 영등포 역에서 술 취한 노숙인에게 당해 119에 실려가 00병원

에서 머리를 꿰멨다. 꿰메고 다시 역전에 왔는데 밥 얻어 먹으면서 알던 사람이 

술에 취해 발로 얼굴을 차서 이가 5개 부러졌고 은평시립병원에 4개월 동안 입원

했다. 이가 흔들려 고기는 먹기 힘들다. 올 해 1월 영등포 역에서 술을 마시다 쓰

러져 오른팔에 마비가 왔다. 상하지 우측 전부 마비되기도 하는데, 보라매 병원에

서 검사를 받았고 곧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쉼터 E)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어디로) 계속 여기서 잤죠. (회현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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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바로- 바로 이제 회현역에 갔죠. 애들하고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월요일 

날, 그 월요일 날 나오자마자, 나오면서부터 거기- 회현역에서 계속 산거죠. 예. 

나오자마자, 이 친구가 소주 한잔 사가지고... 하하하하...

 (거리 B)

3. 소결: 노숙인의 건강권 확보를 한 과제 

재 한국의 노숙인 의료지원 체계의 정책 인 문제 은 다음의 몇 가지

로 요약된다. 

첫째, 의료지원 체계의 비공식성이다. 

노숙인 의료 산은 임시 인 의료구호 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산 추정의 부정확성에 따른 자의 발생과 문제의 해결주체가 의

료 련 부처가 아닌 노숙인 보호정책을 담당하는 사회과( 는 사회복지과)

로 되어 있어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다. 산편성이나 의료정책 수립 시 

비 문 인 단의 우려를 안고 있으며, 합리 이지 못한 장의 용문제

와 한정된 산으로 편법을 불러오기도 한다. 한 비공식성으로 인해 노

숙인에 한 차별과 서비스 거부가 상존하고 있으며, 질병이 환자의 치료

에만 국한된 비효율 인 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방기능은 

무한 상태이다. 재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들을 ‘국민건강보험’

에 가입시켜 노숙인 의료구호 산의 자분을 가하고 있으나 이는 결과

으로 노숙인 개인에게 의료비를 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 의 불명확

함과 노숙인의 잦은 이동으로 쉼터의 부담이 가 되는 편법 인 구조이다.

둘째, 치(혹은 시설)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부재이다. 

거리의 장 진료체계는 부족하며, 일부 비공식 인 정부와 민간의 제한

인 거리 진료를 가지고는 입원의뢰가 원활치 않으며, 행려환자 처리 방

법 외에 공공의료체계가 제 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일

상 인 시설 내의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제 로 된 리는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한 공식 이지 않은 의료기 이기 때문에 신체ㆍ정신  이상

자에 한 약품(특히 향정신성 의약품 등) 처방의 한계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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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부와 민간의 트 쉽 부재의 문제이다.

노숙인 의뢰를 지정된 국공립병원과 보건소로만 제한하고 있어서 서비

스 차별과 이동거리의 문제 때문에 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일부 지방

의 경우 2,3차 국공립의료기 이 없는 경우도 있다. 정신보건의 경우 과

의 문제로 응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않으며, 민간과 국공립병원의 마인드 

차이로 인한 진료 수 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며,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의 인권의 문제는 오래 부터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지만 재로서는 뚜

렷한 개선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공식 으로 정부가 운 하고 있는 

의료시스템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행정의 특성이며, 따라서 

부족한 공공의료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선의의 민간의료서비스의 참여

를 가로막을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넷째, 의료윤리의 문제이다. 

면담자들이 사례에서 지 했듯이 노숙인 환자를 통합 이고 체계 으로 

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노숙인 건강검진과 상담기록의 노출 가능성이 상

존하고 있다. 정기 인 리 시스템은 노숙인의 건강을 지속 으로 리하

여 노숙 탈출의 요한 바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통합 인 

리를 통하여 비용의 낭비 요인을 이고 약물의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다. 한 노숙인이라는 낙인을 방지하고,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의료서비

스의 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를 차단하는 구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다. 

와 같은 재의 노숙인 건강과 련된 정책 인 문제 들을 바탕으로 

하여 노숙인의 의료문제를 개선하기 해서 먼  할 일은 노숙인의 건강

문제에 련한 반 인 문제를 악하고 그 해결을 한 ‘노숙인의료지원

원회(가칭)’의 구성이다. 이 원회는 노숙인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

서비스의 근과 환자의 권리까지를 포함하는 노숙인의 건강과 련한 모

든 문제의 해소를 한 정책을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구조이

어야 할 것이다. 그 구성은 정부, 의료인, 노숙인 지원자, 노숙 당사자, 인

권 활동가 등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의 정책 인 문제 들을 보완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건강권 

침해사례를 바탕으로 노숙인 건강권 확보를 한, 그리고 노숙인의 사회  

배제를 극복하는 인권의 한 축으로서 의료서비스와 련하여, 재 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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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능한 것들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노숙인 건강 리 체계 구축

  (1) 장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재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노숙인 집단은 거리 생활자이다. 거리 생활

자들은 의료문제와 음주 문제, 쉼터의 열악함 등의 요인에 의해  상황에

서 거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나, 쉼터 생활자에 비해 상 으로 열악

한 사람들이다. 그동안 몇 차례의 시도가 있었으나 거리 노숙인의 건강을 

지키기 한 체계는 소수의 진료소와 쉼터와 상담보호센터의 입소를 유도

하는 아웃리치 등이다. 여 히 가장 취약한 건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거리 

노숙인에 한 장 개입 체계는 가동되고 있지 않다. 여기에는 주요 철도 

역사를 포함하는 응  의료와 의뢰 체계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

에는 거리 노숙인의 응 상황에 한 련기 의 구체 인 지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노숙인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한 첫 번째 과제는 의료 서비스를 문으

로 하는 아웃리치의 활성화이다. 이는 기존의 노숙인 보호 정책이 거리 → 

상담보호센터 → 쉼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 외에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한 책이 거의 없기 때문이고, 상 으로 노숙인 보호정책에

서조차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거리 노숙인에 한 의료 아

웃리치는 시설 주의 보호정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실에서 그 동안 소

외되어 온 체계를 다시 구축하는 일이기도 하다. 한 앞에서 다룬 로 

자의이건 타의이건 기존의 체계에 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 최후의 

안 망으로 노숙인 보호 정책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랑스의 아웃리치 체계는 의료 련 아웃리치를 시행하지 못하는 우리

가 참고할 만한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랑스는 인명구조의 차원에서 특

히 거리에서의 장 아웃리치를 요한 홈리스 보호시책의 하나로 삼고 

있다. 각 지방의 앙병원이 구 차와 무선망을 동원해 시행하고 있는 긴

의료지원서비스를 그 축으로 하여, 야간 아웃리치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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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건강과 사회복지 신청 차의 원조, 간호사가 반드시 포함되는 

아웃리치 의료상담 , 긴 숙박시설에서의 의료서비스, 긴 의료간호숙박

시설, 결핵  극한  배제 책 원회 등을 운 하고 있다. 한 사회복지

사, 정신과의사, 정신과간호사, 일반 행정 담당자, 의료행정직원, 운 수 등

이 포함된 사회심리원조 아웃리치 , 그리고 긴 무료 115번 서비스, 건

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 숙박시설 유도, 의사의 검진과 아웃리치를 포함

하는 국철의 연 원회 등이 운 되고 있다. 랑스의 보호 정책은 쉼터 

등 긴 숙박시설에의 입소 권유와 동시에 장에서의 인명 보호를 한 

다양한 아웃리치 시스템을 가동하여 홈리스처럼 극단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생명의 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가

의 기본 의무로 충실히 수행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랑스의 경우를 헌법상의 평등권을 수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 의무

로 삼아야 한다. 의료 인력이 함께 하는 상시 인 아웃리치 의 구성이 

거리 생활자의 생명을 지키고, 시설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노숙을 탈출

할 수 있는 기회의 단 를 제공한다는 에서도 이는 시혜나 정책 인 

단이 아닌 국가의 기본 인 존재 요건인 것이다. 재의 진료소가 기다리

는 서비스를 통해 거리 생활자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의

료 아웃리치는 시간 으로 공간 으로 사각지 의 생명을 구하는 장치로

서 기능하여야 한다. 최소한의 온정도 없고, 극단 인 사회  배제인 건강

권의 소외에서 노숙인의 생명을 구하는 시 한 사안은 지 , 당장, 장의

료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2) 일상 인 건강 리 체계의 구축

사례를 통해 본 로 의료서비스에서의 소외가 노숙의 원인이 되기도 하

고, 노숙의 장기화에도 지 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

난한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한 의료서비스에서의 소외가 

노숙인에게는 극단 인 사회  배제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에서 노숙의 

방과 노숙에서의 탈출을 해서 상시 인 건강 리 체계의 구축이 한 

시 한 문제로 두되고 있다. 재와 같이 비정기 이며, 약물 의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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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이용은 장기 인 비용의 증가, 부정확한 진료에 의한 건강악

화, 그에 따를 노숙의 장기화로 이어지며, 거리에서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고하고 있다. 

재 한국의 노숙인 의료서비스 체계는 거리진료소 이용, 쉼터에서의 보

건소 의뢰, 공공병원으로의 의뢰, 사후 책 없는 퇴원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거리 진료소의 이용은 그 규모의 열악함과 인력의 불충분함으로 인

해 거리 노숙인의 체계 인 건강 리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한 사례

에서 보듯이 보건소에서의 진료는 노숙인의 잦은 이동과 쉼터의 안정화 

미비, 차별로 인한 기피 등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

숙인의 사회복귀와 노숙탈출을 해서 반드시 그리고 기본 으로 갖추어

야 할 지 이 건강 리 체계라면 보다 섬세한, 그리고 기존의 공공의료체

계를 보완하고 확보된 자원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재로서는 진료소와 보건소가 유용한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재 작

동하는 진료소와 보건소를 활용한 ‘노숙인 건강 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 새로운 체계를 시도하는 것보다 효율 인 방안으로 보인다. 

※ 거리 장의 건강 리(사정) 센터의 설립

ㆍ진료소를 진료와 건강 리, 사정을 담당하는 체제로 재편한다. 

ㆍ기본 인 진료를 해 내과와 정신과 의사를 배치하고 건강검진과 정

신보건을 담당하는 간호인력, 상담ㆍ연계ㆍ사례 리 등을 담당하는 사

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구성으로 하여 거리 장의 건강

사정센터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ㆍ이 센터는 거리 장의 신체건강진단(건강검진)을 총 하는 것으로 하

고 이 구조를 주요 도시의 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며 국 으로 

표 화한다. 이 센터는 기본 으로 필요한 진료 련 기자재와 공간(환

자의 개인기  보호를 한 별도의 진료실 포함)을 포함한 부 시설을 

기본 조건으로 한다. 

ㆍ이 센터는 기본 인 진료의 기능을 보건소와 연계하고 2,3차 의료기

으로의 의뢰와 환자에 한 지속 인 리(사후 리까지)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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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한다. 특히, 국공립병원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그 안으로 

민간병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 인 지원이 요구된다. 

ㆍ쉼터 입소자는 보건소가 이 기능을 체하도록 하지만 이동이 잦은 노

숙인의 특성상 이 센터가 그 추기능을 담당하며, 데이터베이스의 

리, 정부와 민간의 의료 인력이 참여하는 의료윤리 원회의 감독 하에 

운 하는 것으로 한다. 

ㆍ이 센터의 업무는 진료 이외에도 정신질환과 알코올 독 평가와 

리, 노숙인 건강평가, 응 의료서비스 제공과 결핵환자 리 등의 업무

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후 리 체계 구축

이번 사례 조사를 통해 본 사회권의 가장 심각한 침해 의 하나는 환자

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치료의 부족과 사후 리체계의 미비로 환자인 상

태에서 거리로 방치되고 있다는 이다. 앞에서 말한 종합 인 노숙인 건

강 리센터가 이 일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도 우선이지만, 국공립병원의 환

자에 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 인 장치와 이를 감시하

는 체계의 장 검 한 필요하다. 퇴원 이후의 지속 인 리를 통해 노

숙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의료지원의 핵심인데 국민의 세 으로 

치료한 환자를 다시 건강이 악화될 것이 자명한 공간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이며, 사회  비용의 낭비이다. 문제의 근에 있어 

노숙인의 따른 선입견이 작동하여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고 합리화하는 기

이 작동하여, 이 한 노숙인에게 역설 으로 사회  배제의 기 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보여주고 있다. 

당한 수면과 규칙 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인 업무로 하는 사후 리를 담당할 수 있는 사회복귀시설의 지정과 

그에 따르는 문 인력의 배치, 지역 보건소-거리건강 리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건강 리, 기 생활수 자로의 연결을 통한 재활과 자활 시스템으로

의 연결을 통한 노숙 방지 등이 재 노숙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악순환을 

방지하는 사후 리 장치일 것이다. 건강은 노숙인의 사회복귀에 가장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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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소이며, 일과 주거 제공을 통한 지역정착이 노숙인 사회복귀의 기본

인 과정이자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해서는 의료지원만이 아닌 주

거와 의료, 일자리가 함께 우리 사회의 기본 인 인권으로 노숙인에게 지

원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 사회권의 확보와 건강회복을 통해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한 

민간과 정부의 력 시스템이 노숙인의 생명을 구하는 기 으로 작동하기 

해서 이를 공식화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속 인 건강

리를 한 데이터베이스의 운용과 환자 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한 

윤리문제의 개선 방안과 노숙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인권문제의 개선 방안

도 마련되는 것이 극 인 인권보호의 기 이 될 것이다. 

  2) 음주를 포함한 정신질환의 리 

노숙인의 음주 문제는 인권의 문제와 히 련되어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음주의 자유와 노숙의 자유에 해 말하는 것도 사회 인 논란

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이 문제가 사회 인 공론화와 사회 인 배제

의 극복의 차원에서 보호정책이 미비한 한국의 상황에서 강제수용을 사회

으로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 문제와 련하여 의 논란은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소수의 사람

들은 사회에 피해를 주고 존재가치도 없는 그들에게 인권은 사치인 것처

럼 이야기한다. 를 해 소가 희생해야 한다는 개발독재 시 의 논리와 

군사주의 문화의 잔재이다. 그러나 극 인 인명보호의 차원에서 음주로 

인해 몸과 정신이 피폐해지는 그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인권의 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지 논쟁거리이기도 하다. 

재 거리에는 쉼터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정신과 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방치되어 있으나, 체계 인 개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다. 인권문제, 정신병원과 수용시설을 포함한 정신요양시설과 투명하지 

않은 미인가 수용시설의 인권상황, 이에 따른 노숙인의 불신 팽배 등으로 

정신보건법 상의 극 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가장 열악한 사람들이 여 히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인권의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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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다. 인권문제의 우려를 극복하고 그들을 치료하기 해서는 우리 사

회의 수용시설에 한 불신을 해소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정부의 극 인 감독과 감시 등을 통한 

개입은 지 , 시 히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극 인 인권보호의 차원으로 음주를 포함한 정신과 문제에 개

입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이 구조와 역할에 포함되어

야 한다. 

ㆍ정신과 의사, 경찰,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간호사, 차량, 민간단체의 지

원자 등이 참여하는 거리 장의 상설체계로 구성하며, 

ㆍ정신보건 의료서비스로의 이송 시 환자의 생활 역에서 함께 하는 사

람들에게 정확한 고지의무의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고(문서화/노숙 동

료도 포함), 

ㆍ이와 함께 정신병원의 투명한 경 과 감시가 동반되어야 한다. 

ㆍ서비스 과정에서의 환자 권리장  마련과 이의 실행, 감시체계의 실제

인 운용, 

ㆍ이를 해 민간과 의료인,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노숙인 정신질환 보호

ㆍ지원 원회의 설치와 정기 인 운  - 이 원회가 노숙인 정신질환

의 달체계를 심사하고 평가,

ㆍ노숙인과의 계(rapport) 형성을 한 지속 인 아웃리치 형식의 운

용

ㆍ퇴원 후의 사회복귀 시설 지정과 문 인력 배치 운  

  3) 련제도의 원칙 인 용

  (1)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은 사회  신분 는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

의 건강에 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의 문

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실이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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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의 상황이다. 한 보건의료시책 내용공개청구 권리와 자신의 보건

의료기록 열람권리 등으로 규정된 보건의료에 한 알 권리, 충분한 설명

과 이에 따른 자기 결정권, 자신의 신체ㆍ건강  사생활의 비 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이 노숙인이라고 하여 용

되지 않는 문제 들에 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의료법은 국민 의료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정

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하여 제정되었으며, 그에 

따라서 의료인과 의료기 에 한 구체 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민보건

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해야 함을 주요 내용

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노숙인들의 경험과 인식은 돈이 진료를 좌우하

는 결정 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몇 년 의 의사

업이 하 기 노숙인 사망자의 증가를 가져온 것은 그 표 인 사례이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법이 사회  소수자라는 편견으로 노숙인에게 차별

으로 용되는 실에 한 감시ㆍ감독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2) 응 의료에 한 법률

행 응 의료에 한법률은 의료기  등이 응 환자에게 응 의료를 제

공하도록 하고 치료가 지연되어 생명의 에 처하는 것은 방지하기 

한 제도이다. 응 의료법에 의해 거리에서 한 상황에 처하는 노숙인은 

충분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병원의 기피와 비공식 인 

요구, 심지어는 할 구역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송이 되지 않은 경

우도 발생한다. 정부는 응 의료법을 정확하게 용하여 응 상황에서 생

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제 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종교, 민족, 종교, 사회  는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 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응 상황에서의 응 처치 요령, 응 의료기  등의 안

내 등 기본 인 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이

를 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 응 환자 신고의무, 조의무, 거부 지, 응 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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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선 응 의료, 설명과 동의, 응 의료 단의 지 등을 규정하고 있

다. 국가는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거리에서 죽어갈 수 있는 노숙인에 

한 보호에 극 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3) 응 의료비 불제도

응 의료법에서는 의료기 이 응 환자에게 응 의료를 제공하고 이에 

한 비용을 지불받지 못하 을 경우, 진료비  응 환자 본인이 부담하

여야 하는 액을 받을 수 없다는 단에 의해 의료기  등이 응 의료를 

거부하는 피해를 없애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해 도입되었다. 

청구자는 응 의료기 으로 지정된 의료기 과 구 차 등을 운용하는 자

로 되어 있으며, 제공받은 응 의료행 에 한 비용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를 상으로 한다. 진료비 기 은 응 실 등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그 증상이 완화되어 응 의료가 종료될 때까지 발생된 진료비로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 등 응 한 상황이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고 

생명이 한 경우를 해 마련된 이 제도에 거리 노숙인도 당연히 상

이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불제도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표  진료비를 

기 으로 지 받기 때문에 응 의료기 이 꺼리고 있다는 과, 정부와 의

료기 의 홍보부족, 응 실에서의 고지 의무 불이행 등이다. 병원의 입장

에서 불을 시청하면 기 액의 진료비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

잉진료나 기  액을 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도덕  해이 때

문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제 로 활용하기 해서 정부는 극 으로 홍

보하고, 응 실에 이 제도를 고지하도록 하고, 재 병원이 서류를 작성하

고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환자와 동행인이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

록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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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병원의 보증 과 보증요구 등의 불법행  규제

이 밖에 부분의 노숙인 지원기 과 지원자들이 입원 시 착하는 어려

움은 병원의 선불요구와 보증 , 그리고 간정산 요구 등이다. 한두 번 이

런 환자들이 발생하면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그 비용의 일부 는 부를 

부담해야 하는 무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응

한 환자를 쉼터 밖의 거리에 뉘어 놓고 행려환자로 신고하는 편법을 동원

해야만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한 응 환자를 거리에 방치하게 

되는 야만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재 한국의 노숙인 의료구호제

도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폐해를 막기 해 불법으로 되어 있는 

보증 과 보증요구 등을 강력히 규제하여야 한다. 

  (5) 노숙인의료지원 원회의 구성 

보건의료서비스에 련된 제도가 차별 으로 노숙인에게 용되는 것을 

개선하기 하여 노숙인 의료윤리 문제, 노숙인 의료인권 문제 등을 포

하는 ‘노숙인의료지원 원회’ 구조를 시 히 마련하여야 한다. 의료의 

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한 목 으로 제정된 

법률인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이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용되지 않는 

것은 극단 인 사회  배제의 상이다. 노숙인은 국민이 아니라는 것인

가? 따라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법에 명시된 로 보장될 수 있는 

구체 인 실천 방안이 인권의 차원에서 극 으로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4) 의료서비스 근과 서비스 과정에서의 차별 개선과 공

공성 강화

  (1) 이송체계 개선

많은 노숙인들이 응 환자 이송과정에서의 인권 무시와 투명성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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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기하고 있다. 이의 개선을 해 119 이송체계에서의 인권의식 함양과 

이를 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 동료의 동행허용, 주변 상

인 는 상주자에게 고지, 노숙인 의료담당자와의 력과 고지의무 이행 

등의 지침이 세부 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2) 의료기 에서의 차별개선

의료기 의 차별을 개선하기 해서는 노숙인임을 표시하는 모든 차별

의 삭제와 ‘노숙인’으로 호칭하는 것에 한 강력한 규제와 교육이 필요하

며, 나아가서는 외양에 따라 차별하는 의료기 에서의 윤리문제도 개선시

켜야 한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한 그에 따

른 의료의 질이 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국공립병원에서 노숙인을 

특별하게 구분하는 공간의 구분과 담당인력의 분리도 없애야 한다. 특히 

국공립병원에서조차 행려인 병동을 별도로 운 하는 것은 사회 인 배제

를 심화시키는 기 으로 작용하며, 차별을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만큼 

이의 개선을 해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공립병원 운  개선

국공립병원의 운 규정에는 운 원회의 운 에 한 사항이 있다. 이 

운 원회는 병원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부분의 

국공립병원에 운 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규정에 따라 이 운

원회가 정상 으로 운 되도록 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며, 노숙인 의료와 

련한 인력이 운 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 되어야 한다. 이는 국공

립병원의 투명성 확보와 노숙인, 나아가서는 가난한 사람들에 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4) 공공 의료부조로의 편입

 다른 하나는 재 노숙인 의료구호비로 책정되어 있는 의료서비스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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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부조인 의료 여 체계로 편입하는 

일이다. 재 사회복지 체계에서 지원되는 의료구호비는 정해진 산에 따

라 그 한도 내에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를 과하게 되면 그

에 따른 제한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이를 개선하기 해 기 생활보장제

도의 개별 여 방식으로 하여 모든 노숙인이 기 생활수 과 계없이 의

료 여 상자가 되어야 한다. 건강이 인권의 기본이며, 국민의 기본 권리

인데 한정된 산에 따라 편법으로 운용되고, 의료서비스의 제한이 이루어

지고 있는 재의 시스템이 노숙의 장기화와 회복불능, 그리고 의료비용의 

비효율 인 사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공공부조 시스템인 의료 여의 진입

장벽 때문이다. 

  

  5) 건강권을 한 환경개선

  (1) 식개선

국민건강 증진법 15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양 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양에 한 지도를 하여야 한

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의 양 상태부터 분석하고 이 문

제가 건강의 기본임을 직시하고 식의 문제에 극 으로 개입하여야 한

다. 식의 문제를 민간에 맡겨놓고 비 만을 하는 재의 소극 인 응

은  노숙인의 인권을 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조사사례를 통

하여 나타난 바와 같이 식의 문제 은 심각하다. 단순히 배고픔을 해소

하기 해서가 아닌 건강을 유지하고, 그를 바탕으로 노숙의 탈출을 해

서는 양질의 식사가 필수 조건이 된다. 재와 같은 무료 식 체계는 노숙

인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해하는 요소이다. 생과 양을 건강의 기본조

건이라고 한다면, 재의 실외 식을 우선 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한 실내 식소에 의료 인력과 양사를 배치하여 최소의 비

용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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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응  잠자리의 운

도시에서의 노숙은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을 자는 것이고 이는 건강을 지

키는 데 치명 인 결함으로 작용한다. 쉼터와 상담보호센터가 노숙인의 욕

구에 따른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공간과 인력의 부족에 원

인이 있고, 정신보건의 문제 등 노숙인의 다양한 건강상태와 그에 따르는 

서비스와 로그램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재 한국의 노숙인 보호체계에

서 거리 노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리 노숙은 일반 인 편견

과 달리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실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기본 인 인권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

다는 이유로 지속되는 실은 사회권  평등권을 수호해야 하는 국가가 

노숙인 보호체계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자행하는 표 인 인권침해이다. 

따라서 그들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보호 시설과 주거의 제공 등 최소한 거

리 노숙을 방지하기 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동 기의 거리노

숙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 이다. 건강을 지키기 한 필수 

요소인 안정 인 잠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인권의 출발 이다. 동 기 응

보호소, 각 지역별 응  피난소의 설치는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 노숙의 장

기화에 따르는 건강의 악화와 악순환을 차단하는 가장 효율 인 기 이 

될 것이며, 노숙에 따른 건강 악화로 노숙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막고,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노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필

수 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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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결론: 노숙인 인권증진을 한 과제

1. 연구결과의 요약

노숙인은 안정된 주거공간이 없이 거리를 떠돌며 생활하고 있다는 에

서 기본  권리와 생존권  기본권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 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

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 그리고 제34조 사회권, 생존

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한 내용들은 생존권  기본권을 명문

화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생존할 수 있는 기본  요

건이 사회 으로 보장되어야함을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한 조건은 사회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한 요소들

이 갖추어져야 하지만 생존을 한 기본요소로서 의(衣),식(食),주(住)는 

구나 일반 으로 합의하는 요소들이다. 그런데 노숙인의 경우 기본 인 의

식주를 향유하기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에서 생존권  기본권이 

보장되기가 태로운 상황인 것이다. 특히 거리 노숙인의 경우 기본 인 

주거생활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에서 이들의 인권보장은 궁극 으로 

최 주거기 을 보장해주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게 단순하지 않다. 사회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에는 

수 과 정도의 문제가 존재한다. 다양한 주거수 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수

이 최  주거수 인가에 따라 주거권의 침해정도와 주거권의 보장정도

가 달라지게 된다. 우리사회에서 보장되어야할 수 이 검토되어야 하며,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합의되어야 한다. 자유권  기본권과 달리 경

제, 사회  권리는 매우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며, 권리의 보장요소도 다양

하다. 한 보장의 수 도 다양하다. 

우리는 노숙인의 인권을 기본  생존권, 건강권, 노동권, 주거권으로 구

분하고 각각의 역에서 침해되는 실태를 심층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 서구 선진국들의 노숙인 책의 실태와 그러한 책이 마련되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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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살펴 으로써 우리사회가 보장해야할 노숙인 권리의 최 선을 마련

하고자 하 다. 

노숙인 인권침해 실태는 각 역에서 다차원 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동

시에 각각의 요소가 상호 연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생활에서 

불규칙한 식사와 양  수면부족이 건강권을 하고 한 이러한 문

제들은 한 주거생활이 보장되지 못함과 연결되어 있었다. 주거생활은 

취업  노동권과 연결되어 있고, 안정  노동을 통한 소득의 획득이 이루

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주거불안정과 연 되어 있었다. 이러한 에서 노숙

인의 경제, 사회  권리는 총체 으로 근해야 한다. 

거리생활에서 기본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반시민과의 계에서, 경찰 등 공권력과의 계에서, 그리고 쉼터  의

료서비스 기 과의 계 등에서도 인권침해 사례가 악되었다. 일반시민

과의 계에서 차별, 폭력, 신분 매매, 명의 도용(사기), 공공부조의 착복, 

강제철거 동원 등의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고, 경찰로부터 차별 인 불심검

문, 권력남용, 직무유기 등이 발생하기도 하 다.

건강할 권리의 측면에서는 거리생활 자체가 건강권을 하고 있으며, 

이는 불규칙 인 식사, 양결핍, 거리 무료 식의 비 생  요소, 만성

인 수면부족, 겨울철의 추  등과 연 되어 있다. 특히 음주 문제는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음주는 노숙생활에 응하는 방식이자 노숙으

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음주생활이 자기 통

제력을 벗어나 있는 경우 문 인 개입이 필요한 상태 고 이를 한 

극  개입과 문  서비스제공을 한 지원체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장 보건의료지원체계는 미

미하 고, 공공의료서비스로의 근권과 서비스의 질은 낙후된 상태 다. 

장의료서비스 체계의 구축, 일상 인 건강 리 체계 확보, 사후 리체

계 구축이 요청되었다. 

정상 인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알콜 의존증을 보이는 노숙인

과 정신질환 노숙인에 한 특별한 지원체계의 마련이 시 히 요청되었는

데,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기 해 특별한 개입체계를 제안하 다. 앞에

서 언 되어졌지만 사안의 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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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를 포함한 정신과 문제에 개입하는 시스템 구축> 

ㆍ정신과 의사, 경찰,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간호사, 민간단체의 지원자 

등으로 구성된 상설 상담  편성

ㆍ노숙인과의 계(rapport) 형성을 한 지속 인 아웃리치 형식의 운

용 

ㆍ정신보건 의료서비스로의 이송 시 환자의 생활 역에서 함께 하는 사

람들에게 정확한 고지의무 이행 

ㆍ정신병원의 투명한 경 과 감시 

ㆍ서비스 과정에서의 환자 권리장  마련과 이의 실행ㆍ감시체계의 실

제 인 운용

ㆍ민간 문가와 의료인,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노숙인 정신질환 보호ㆍ

지원 원회’의 설치와 정기 인 운 (이 원회가 노숙인 정신질환의 

달체계를 심사하고 평가)

ㆍ퇴원 후의 사회복귀 시설 지정과 문 인력 배치 운

이 외에 건강권과 련하여 의료서비스 근권을 보장하기 해 보건의

료기본법과 응 의료에 한 법률의 수, 119 등 응 환자 이송체계의 문

제 , 의료기 에서 차별의 문제, 국공립 병원 운  개선의 문제, 의료부조

제도로의 편입의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권의 보장은 반 으로 취약한 상태이지만 특히 노

숙인의 노동권과 련하여서는 매우 심각한 침해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인

신 구 상태에서 강제노동을 경험한 사례들이 다수 있었으며, 임 체불과 

착취 등의 불법  행 에 의한 노동권의 제약뿐만 아니라 노동기회를 차

별 으로 제약당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7장에서는 이러한 인권침해실태를 

노동시장 근성의 문제, 노동기회 제약의 문제, 노동의 가치 하의 문제, 

노동 장에서 착취의 문제, 정부 로그램의 문제 등으로 나 어 살펴보았

고, 각각의 측면에서 노숙인의 노동권 증진을 한 방안을 제시하 다. 특

히 개인 사업의 산과 이에 따른 부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노숙인으

로 락한 사례들은 이러한 문제가 주민등록의 말소와 노동시장으로의 

근권 쇄로 이어지고 있었고, 노동기회의 제공과 탈 노숙을 해 개인

산제도를 극 으로 활용하도록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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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노숙인의 주거권 문제는 가장 핵심 이고 본질 인 문제라

고 할 수 있다. 노숙인은 곧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한 집단이며, 그 원인이 

경제  문제이든, 실업의 문제이든, 혹은 정신질환의 문제이든, 노숙상태

로 떨어지는 근본 인 원인은 다양하지만, 노숙생활의 직 인 이유는 주

거공간이 없다는 이다. 한 본문에서 다루었지만 노숙생활에서 겪게 되

는 인권침해사례들은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노숙생활을 정리하는 순간 해

소되는 것들이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노숙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마지막 단계는 한 주거권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주

거권의 보장도 어느 수 으로 보장할 것인가는 우리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재원의 문제와 연 되어 있고, 한 일부의 노숙인들은 보호된 주거생활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다양한 유형의 주거지원서비스를 제안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상에서 논의된 노숙인의 인권을 확 하고 침해되는 권리

를 보장하기 해 구체 으로 어떠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법률

의 제정  개정의 측면, 기존 법률의 수 차원, 그리고 행정 , 정책  

조치 차원으로 나 어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노숙인의 인권침해 실태

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부분의 해결책은 법률의 개정보다는 행정  

조치와 정책  로그램으로 가능한 사안들이었다. 일부의 사안들은 기존

의 법률을 보다 충실히 수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었다.   

2. 노숙인 인권보장을 한 과제

  1) 법률의 제정  개정에 한 사항

노숙인의 생존권  기본권의 부분은 행정  조치와 정책 로그램으

로 처가 가능하다. 한 재의 노숙인 책의 부분이 이러한 맥락에

서 이루어져 왔다. 그 지만 상  법률로 노숙인의 책을 구체화 시킨다

면 노숙인의 사회  권리는 좀더 안정 으로 보장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분의 노숙인들이 기존의 사회보장체계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을 

감안하면, 사회보장체계로 포 하는 방안이 핵심 인 노숙인 인권보장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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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극 으로는 노숙인을 지원하는 노숙인 지원

법, 혹은 노숙인을 한 주거법 등을 제정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국민기

생활보장법, 의료 여법, 긴 지원법의 내용 일부를 개정한다면 노숙인

을 공식 인 사회보장체계로 포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 법률에 의하면 노숙인은 국민기 생활보장 수 상자로 선정되어

야 기 인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 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 생활보장법의 수 상자 선정기 이 까다롭고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거나 주거지가 불특정한 노숙인의 부분은 기 생활보장 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기 생활보장 상자로 선정되어야만 모

든 여의 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는 이다. 상황에 따라 긴 하게 주

거 여만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생계비는 마련할 수 있지만 의료비가 부

족한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많은 노숙인의 경우 방 한 칸을 지원해 다

면, 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기 생활보장법의 상자 선정기  조항을 수정하여, 여의 종류

별로 차등  선정기 을 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한 

이러한 기 에 따라 의료 여법도 개정되어야 한다. 긴 지원법의 경우에

도 정상 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험에 직면한 사람들을 지원 

상자로 포함하여 응  구호를 통해 노숙생활로 락하는 사태를 방지하여

야 할 것이다. 

  2) 법률 수와 행정  조치에 한 사항

본문의 사례분석에 따르면 몇몇의 인권침해 사안들은 련 공무원 혹은 

련 종사자들이 규정된 법률을 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안들

이었다. 련 기   시설들에게 다음의 법률을 철 히 수할 것을 권고

하고 련 감독기 에 리감독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 노숙인에 한 차별 인 불심검문  공권력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 경찰 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에 한 조항: 소속과 성명을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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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차를 수하도록 권고할 것.

 - 경찰법 제4조 경찰권력 남용  직무유기에 한사항 

○ 노숙인의 건강권 침해 사례

 - 응 의료에 한 법률 제3조 사회  신분 는 경제  사정 등을 이

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 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응 의료에 한 법률 제5조 응 환자에 한 신고  조의무

 - 응 의료에 한 법률 제6조 응 의료의 거부 지

○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여를 착취하는 사례

 - 종교단체  민간단체, 의료시설 등에서 생계 여를 착취하는 사례

 - 련 부처의 리감독 철  요망  

  3) 련 부처의 정책  단에 한 사항

노숙인의 생존권, 건강권, 노동권, 그리고 주거권의 확 를 해서는 노

숙인을 지원하는 사회  지원체계를 확 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의 부분은 련 부처의 정책  단과 노력에 의해 좌우되는 성격

을 지니고 있다.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무료 식의 비 생 인 문제, 쉼터의 주거공간으

로서의 부 성의 문제, 상담  아웃리치 활동의 실효성 문제, 건강과 의

료서비스의 문제, 취업과 생계지원의 문제, 자활과 지역사회로 복귀하기 

한 시스템 마련의 문제, 부채와 신분증의 문제, 한 주거지원 책의 

문제 등 각 장에서 다루어진 부분의 내용이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련 부처는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실천하기 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숙인의 인권보장을 해 본 보고서가 첨언하고 싶은 내용

은 노숙인의 인권은 국가와 정부기 의 일방 인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

렵다는 이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시민의 노숙인에 한 차별과 

편견이 불식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노숙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한 참



- 391 -

여와 원조 활동이 필요하다.  하나 요한 은 당사자들의 자발  권익

옹호활동인데, 서구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홈리스단체들의 상당비율

은 홈리스 당사자들의 모임인 경우가 많고,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

라에 비해 노숙인 당사자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에

서 우리나라의 노숙인 당사자들이 조사과정과 토론과정에 극 으로 참

여하 는데, 노숙인의 입장에서 정책 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에서 실

인 장 을 지니는 것으로 악되었다. 한 당사자 모임을 통한 노숙인 

지원활동은 기존의 종교단체와 민간단체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

석에 박하게 요구되는 욕구들에 응하는 것이었다. 정부기 과 민간시

민단체간의 력과 연계, 당사자의 자발  활동과 민간단체와의 력과 연

계, 그리고 당사자모임에 한 정부의 지원과 인정 등이 히 결합될 때 

노숙인의 인권보장과 사회  권리가 더욱 효과 으로 확 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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