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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적

1990년대후반실직노숙자대책이등장하면서, 일정한주거가없는거리의생활자는부랑인과노숙인으로

나뉘어 대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엄밀한개념규정에의해그렇게되었다기보다는, 당시 경제위기상황에서

실직자들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위기에 빠진 상태이므로 상황이 좋아지고, 적절히 지원이 이루어지면 사라질

대상이므로, 전통적인(?) 무주거자와 구분하여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형태였다. 실직노숙자

의등장은우리사회구성원들이무주거자를바라보는관점을변화시키는전환점중의하나였다는점에서또

다른의미를지닌다. 홈리스는부랑인으로표현되는단순한보호대상자를넘어서임시숙소뿐만아니라취업

과상담및다양한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대상자라는인식의전환이이루어지는계기가되었다. 1999년에부

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을제정할수있는법적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에명시되었고, 2003년에노숙인

조항이추가되는등이일련의진전은이러한변화를반영하는결과들이라고생각한다.

이러한진전에도불구하고, 아동ㆍ장애인ㆍ노인등전통적사회복지영역에대한법적근거와달리홈리스

에대한법률적차원의근거는부령의 수준에머물고있었으며, 비슷한(혹은 동일한) 대상자를부랑인과노숙

인으로구분하고, 심지어는서비스제공의책임이중앙정부와지방정부로분리되는모순된상황이지속되는현

실을경험해왔다. 대상자에대한혼돈, 행정체계의혼돈, 법적근거의부족등은관련서비스를체계화하고일

반화하는데어려움을줄뿐만아니라노숙인ㆍ부랑인시설들이장기적인전망과비전을마련하는데근본적인

장애가되어왔다. 이러한맥락에서최근에제정된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은노숙인복지

체계를정비하고합리적인서비스체계를마련하는중요한전환점이될것이라생각한다.

사실이연구가시작될시점에서홈리스복지법등관련법제정에상당히많은공감대가형성되었지만, 이

렇게빨리제정되리라예상한사람은많지않았다. 연구진도언제가될지모르지만빠른시기에법률이제정되

기를기대하는심정으로그리고, 법제정을준비하는마음으로연구에착수하였다. 그런데연구가진행되는과

정에관련법이국회를통과하여제정되어버렸고, 내년 6월에시행을앞두게되었다. 홈리스복지법, 홈리스지

원법, 부랑인 노숙인복지법등다양한명칭의유사한법률이국회상임위에상정되었고, 최종적으로는 ‘노숙

인등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이라함)이라는명칭으로올 6월에제정되었다. 연구

진은초기의연구목표를다소수정하여, 원론적차원의노숙인서비스지원체계에관한논의를다소축소하고,

시행령과시행규칙등을마련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 기본적이고실제적인원칙등을확립하는데더많은

연구의초점을두었다. 특히새로제정된노숙인복지법에서제시한노숙인시설유형으로기존시설을개편, 전

환하는방안에연구진의대부분의역량을투입하지않을수없었다.

연구진행과정에서 관련법 등이 제정되면서, 조사일정 등에약간의 차질이 있었지만, 예정되었던, 다양한

전문가, 현장실무자 등에대한자문회의들은충실히 진행하였고, 연구진의연구성과는이러한 관련된 인사들

의도움에힘입은바크다. 특히 자문위원으로참여한주영수(한림대의대)교수는직접원고를집필해주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주거지원단체들은간접적인 경로로필요한자료들을 제공해 주었다. 장애인복지

분야의전문가인김용득교수의자문은시설서비스원칙을마련하는데많은도움이되었다. 노숙인 부랑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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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실무자들과전문가들의도움에대한감사의말씀을생략할수는없다. 특히조사과정에서늦어진일정을맞

출수 있었던것은 이분들의적극적 도움으로가능하였다. 서울시의 김수미 주무관, 서울시노숙인쉼터협의회

의서정화사무국장은연구자문위원으로참여하였을뿐만아니라, 조사설문지가회수되는기간을단축하는데

적극적으로역할을해주었다.

다만조사일정의지연으로기본자료의확보가늦어졌고, 이런이유로연구진에게집필시간을충분히제공

하지못하였다는점이아쉬움으로남는다. 좀더정밀한논의는추후시행령과시행규칙등을마련하는과정에

서다양한경로를통하여이루어지리라생각한다.

본 연구는 연구진의문헌조사와 연구진회의외에도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세 가지 연구방

법으로요약할수있는데,첫째현장실태조사이다. 실태조사는 2011년 7월15일부터 8월 10일까지 25일간수행

되었다. 설문지는 이메일(e-mail)로 배포하고 회수되어졌다. 복지부의 행정협조를 통하여 전국의 노숙인쉼터

와상담보호센터, 그리고부랑인시설에대한전수조사를목표로진행되었다.

둘째현장의전문가와학계전문가로구성된자문회의이다. 자문회의는다양한구성으로이루어졌는데, 학

계전문가초정간담회, 현장전문가집중토의, 현장과학계의연석회의등의방식으로진행되었다. 참석자는이

태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김용득(성공회대학교 교수), 주영수

(한림대 의대교수), 김선미(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서정화(서울시노숙인쉼터협의회 사무국장), 여

재훈(서울시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소장), 김수미(서울시 자활보호팀 주무관), 이현준(부랑인시설연합회 정

책위원장), 임은경(부랑인시설연합회사무총장) 이다. 자문위원회는총 9회진행되었다.

셋째현장실무자에대한심층인터뷰이다. 연구진행과정에서현장에대한깊이있는이해가필요한부분이

발생할경우대표적인시설의사무국장혹은현장실무경력이많은실무자를초빙하거나전화인터뷰를진행

하였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은구조로서술되어졌다. 서론의 2절에서부랑인 노숙인정책의전개과정을살펴보고

기존서비스체계의문제점과해결해야하는과제들을원론적인측면에서논의한다.

2장에서는시설실태조사를바탕으로하여현재부랑인시설과노숙인쉼터등관련시설의현황을살펴보고,

서비스와이용자실태를분석한다. 3장에서는새롭게제정된노숙인복지법의의미를논의하고, 법체계에따라

정비되어야할서비스전달체계구축의원칙과방향을설정한다. 4장은해외사례를다루었다. 연구진의문헌연

구와토론과정에는 다양한 해외사례들이다루어졌으나, 연구보고서에는미국의사례만 실었다. 일본과영국

이논의과정에서검토되었으나, 보고서의분량과시간의한계로미국의홈리스서비스전달체계를연구보고서

의 참고사례로 실었다. 마지막 5장은 본연구의핵심이다. 노숙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마련되어야 하는 노숙인

복지서비스를전달하기위한다양한시설설치와기존시설들의전환방안을제시하며, 이에따라소요되는예

산을추정하였다.

1-2. 한국 노숙인․부랑인 정책의 역사적 맥락

우리나라의노숙인복지서비스는그역사가길지않다. 이는사회복지전체적으로그역사가선진국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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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나타나는일반적인요소도있지만다른한편으로정주(定住 : settling down)에대해강조가강한농경사회

와유교적문화요인도있다. 이에따라노숙인의규모가상당히작았고노숙인에대해서는문화적비난과함께

‘단속’의대상으로여겨온기간도길다. 어느나라에서나경제위기상황은홈리스문제에양적혹은질적변화

를가져오고대응정책에서도변화를가져오게된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 10여년전, 소위 IMF 외환위기시에

‘실직노숙인’문제의부각에따라기존의부랑인복지정책과별도로 ‘노숙인보호대책’이여러가지로편성되

어온경험이있다. 이후 10년간우리나라의홈리스정책은여러가지부침을거듭해왔다.짧은시기에많은변

화가이루어졌지만아직도우리나라의노숙인정책이적절한방향과수준에이르지못한것도사실이다. 우리

나라홈리스정책의전개과정을살펴보고그흐름에서의과제를모색할필요가있다.

한국의홈리스정책은부랑인복지와노숙인복지의두가지형태로전개되어왔다는것이지난시기동안의

대체적인경향이라할수있다.

먼저부랑인 복지는 한국전쟁이후피폐한 경제적 상황의 맥락에서부터출발하였다.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수많은부랑인(특히부랑아)이발생하게되었고, 전쟁직후에는경제적으로복지예산을지출할수없었던정부

는해외의민간원조에의한수용보호시설에의존할수밖에없었다.

부랑인에 대한문제가 사회문제로드러난시기는 1970년부터이며, 본격적으로 정부차원의 개입이 시작된

것은 1975년 ‘내무부훈령 410호’의 “부랑인신고, 단속, 수용보호와귀향및사후관리에관한업무지침”이마련

되면서부터라 할 수있다.1) 이 시기를 부랑인문제에 대한 소극적 차원의 개입기라 하겠다. 그러나 이시기는

부랑인을복지의대상이아닌단순통제의대상으로인식한시기였다. 사회복지의대상자로서서비스를제공

한다기보다는사회에잠재적위험이되는사람들을단속하고격리하는 ‘사회방위적’ 활동이라고보아야할것

이다. 특히군사정권내에서사회의적절한근면과절제된생활의 ‘규율’을어기는사람들에대한부정적인식

은일반시민사회가문제가아니라정부차원에서먼저낙인화를진행하고있었던것이다.

이어진 1981년의 ‘부랑인보호대책’은보다적극적으로정부가의지를표명한출발점으로서내무부외에보

사부에의한보호체계를구성하게된다. 이대책에따라서 1982년부터비교적많은자원을할당하여보다구체

적으로부랑인문제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다. 이시점에서부랑인혹은노숙인에대한낙인, 혹은사회통제나

사회방위적관점이해소된것은아니지만사회복지적인관점이맹아를나타내고있다.2)

이러한적극적인개입에의해 1986년까지 5년여에걸쳐대대적인 시설확충작업이 실시되었다. 이기간에

건축된부랑인복지시설의면적은현재구축된시설전체면적의 85.6%에해당할정도로시설의확대를이루었

으며, 시설종사자의인건비와관리비등시설운영비도거의정부에서지원하기시작하였다. 이시기는부랑인

지원정책의양적확대기로서부랑인에대한사회통제차원의견해와사회복지차원의견해가공존한시기였다.

1980년 중반까지를 부랑인지원사업의 양적확대기라 한다면, 1980년 후반부터는 부랑인 사업의 질적확대

기라할수있겠다. 1987년부산 ‘형제복지원사건’과충남 ‘성지원사건’ 등부랑인복지시설의인권유린의문

제가대두되면서이후시설운영에대한체계성확보의필요성이인식되었다. 이에시설운영에있어서기본적

이고필수적인항목인입․퇴소절차의개선, 시설수용인원의적정화작업, 직업교육의강화등질적개선작업

1) 내무부훈령 제 410호인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은 시민생활의 명랑화와 범법자

등 불순분자의 활동을 봉쇄하려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이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군수․구청장은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을 편성하여 월 1회의 일제단속과 필요에 따라 수시 단속을 실시, 상설 부랑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범국민적인

단속체계를 확립하였다.

2) 통상 노숙인 혹은 부랑인은 사회복지대상자로서 서비스 수급의 자격이나 권리가 가장 늦게 인정받는 경향이

있다. 이는 노동력의 손상이 상대적으로 덜 한 인구집단이라 인식되고 따라서 ‘나태’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필

요하다는 것 때문에 자격 없는 빈민(undeserving poor)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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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실시되었다. 이어 1987년 2월 ‘부랑인복지시설운영개선종합대책’이마련되었고,같은해 3월내무부훈련

410호가폐지되었다. 이와같이 1980년대까지부랑인지원정책에대한양적․질적수준향상작업이어느정도

꾀해졌으나, 여전히부랑인복지시설에대한법적근거가미비하다는점이문제제기되었다.

이에정부는 1990년대이후보다더부랑인복지시설의법적위치및위상을명확히하기위해, 사회복지사

업법제 34조제 4항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제정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훈령→부령) 하였고, 시

설의투명성이확보된운영을위해시설평가제를도입하여시설거주자및이용자를위한프로그램의개발․실

시항목을마련하였다. 이는부랑인복지시설로하여금프로그램의개발․실시에중점을두어다양한프로그

램을운영하도록유도하는역할을하게된다.

이어 2000년에정부는보건복지부령제 165호 “부랑인복지시설․운영규칙”을제정하여부랑인복지시설의

전문화를위한방안을모색하고자하는노력을나타내었다.

이후부랑인복지와관련해서는큰정책의변화가없이복지시설운영과관련한틀을유지하였다. 노숙인문

제가대두된 1990년대말부터는부랑인복지보다는노숙인복지라는측면이더강조된성격이있다. 부랑인복지

시설의대규모수용과혼합수용의문제는현대적사회복지의틀에부합하지않는다는지적에따라, 노숙인복

지와의연계속에서그틀을변화시키려는시도가나타났으며시설의전환을위한노력등이경주된바있다.

〈표 1-1〉부랑인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시기 지원정책

문제 인식기
1975. 12 내무부 훈령 410호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 하달
- 상설 부랑인신고센터 설치․운영

적극적 개입기
1981. 10. “부랑인 보호대책” 발표

- 정부개입 실태조사,
- 내무부외 보사부에 의한 2차원 보호체계운영

양적 확대기 1982～1986
부랑인 복지시설 신․증축

- 수용규모 증가: 시설당 인원 487명

질적 확대기

1987. 2
1987. 3

1987. 4

보건사회부 “부랑인 복지시설운영개선 종합대책” 마련
내무부 훈령 410호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 폐지
보건사회부 훈령 제523호 “부랑인선도시설 운영규정” 하달

- 입․퇴소 절차개선
- 시설수용인원규모 적정화
- 직업교육강화
- 시설운영 공익법인화

시설에 대한
제도 확립기

1997. 8.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시설평가제도 법제화

1999. 4.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제 4항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
영규칙” 제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훈령→부령)

2000. 8.

2002. 12.
2005. 1.
2008. 3.

보건복지부 부령 제165호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
제정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 개정(부령 제229호)부랑인및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부령 제229호)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개정(가족부령 1호)

출처 : 이태진외(2003), 이태진외(2007), 남기철(2009).

한편, 우리나라에서 노숙인의문제는 1997년 후반 외환위기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

며, 그동안부랑인이나행려자로인식되어오던 ‘거리의사람들’은 IMF 사태로인해비로소 ‘노숙자’3)로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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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지고, 이들에대한사회적인식이크게바뀌게되었다.

국가에의한 공공복지가 취약한 가운데 그나마저소득층이한계상황에떨어지는것을막아왔던가족과지

역사회마저빠른속도로해체되고있는상황에서, 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안전망의부재는노숙인발생의구

조적인 배경을 이루게 되었다(김수현, 1998). 1990년대후반 등장한 노숙인은이제 도시 노동자들이라면누구

라도본인의의사와는상관없이잠재적인노숙인의상태에놓일수있으며, 실제노숙인이될수도있다는인식

을심어주게된다.

전례없는 IMF외환위기를경험한정부는거리로쏟아져나오는수많은실직노숙인의식사문제및숙소해결

을위해민간단체, 종교단체, 부랑인복지시설등다양한단체및기관과결합하였으며, 이들의심리적인문제

를해결하는데중점을두게된다. 이시기의정부는이러한경험이전무했으므로, 우선눈에띄는문제를해결

하기위한긴급처방수준의지원정책을폈다고할수있다.

그러던중 IMF 발생약 7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노숙인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도시노숙인종합지원대책”을발표하였다. 이에따라지속적인거리상담을통해노숙인을분류하여쉼터혹은

부랑인복지시설에입소시키고자했으며, 동시에노숙인들이근로할수있도록일자리를제공하도록했고, 또

한귀향여비를지급하기도했다. 이러한대책은종전과는달리정부가노숙인의욕구및그특성에근간을두고

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려는시도였던것이다.따라서이시기는정부가문제발생후당황했던상황에서벗어

나노숙인문제를보다적극적이고체계적으로접근하고자했던시기라하겠다. 그러나한가지아쉬웠던점은

이러한프로그램을지원할효율적인지원체계가만들어지지않았고, 단순히정부에의해강제적으로실시되어

왔다는점이다. 정부및민간에서도이러한문제점을인식하여시민단체를주축으로하는 “서울시노숙인대책

협의회”를구성하였고, 아울러노숙인을자활로인도하기위해자활구도를다양하게계획하였다.4)

급증한 실직노숙인의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 민․관의 협력으로 1998년 105개의 쉼터를 확보하였고, 약

3,000여명의입소를추진하게된다. 또한 1999년에는노숙인의자활에있어중간자의역할을하는자유의집을

신설하여약 1,000여명의노숙인이입소하게되었다. 이시기의노숙인정책은거리노숙인을줄이고가능한많

은노숙인을시설로입소하게하는것이었다.

그런데쉼터에입소한노숙인들은심리적․육체적상황이다양한양상을보였다. 따라서욕구와상태에따

라적절한서비스제공의필요성을인식하였으며, 이에노숙인의특성을고려한쉼터의유형화방안이추진되

었다. 이에정부는자활프로그램과재활프로그램에대한사업을공모하고, 각프로그램에대한사업을선정, 사

업비를지원하게된다. 그리고이를선정하기평가하기위한주체로민관합동의 ‘노숙자자활사업평가위원회’

를구성하여노숙인복지사업전반에대한정책적평가와사업적절성심사를진행해갔다. 2000년부터시작된

노숙인의자활지원은 2001년이후계속적으로그구도를이어갔으나노숙인의욕구및특수성을반영하지못

한점은앞으로정부와민간이협력해풀어갈과제로남아있다.

2000년대들어노숙인지원정책은사업추진의근간이되는제도화추진의국면에놓여있었다. 이는현재노

숙인쉼터의종사자처우와관계된것이며,쉼터의합리적인운영과관련되어있고, 노숙인지원정책의체계화

의일환으로서의미를지닌다. 이에 2003년 6월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이통과되면서법제2조사회복지사업의

3) 노숙인에 대해 1990년대 말까지는 노숙자라는 호칭이 민간단체나 관련 실무진 혹은 옹호단체나 당사자에게서

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4) 이 시기에 정부는 노숙인들의 자활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한시적으

로 노숙인을 취업시켰으며, 그 외에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일자리정보제공, 농어촌 일손 돕기, 푸른 숲 가꾸기

등을 제공, 다각도의 사업을 시도하였다(이태진 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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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노숙자’조항이삽입되었다.

〈표 1-2〉 노숙인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시기 지원정책

응급

보호기

1998.4. 보건복지부 ‘서민생계 안정대책’ 발표

- 노숙인을 위한 잠자리 60개소(서울 36개) 개설

- 귀향시 일정액의 여비 지원

- Food Bank 실시

- 노숙인을 위한 순환진료반(의사 3명, 간호사 4명) 구성

- 노숙인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실시

- 노숙인 및 저소득 실직자를 위한 특별취로사업 실시

지원체제

도입기

1998. 6. 보건복지부 ‘도시노숙인 종합지원대책’ 발표

- 노숙인에 대한 집중 상담 실시

(서울지역 7개소 27개팀 661명 상담원 운영)

-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 3D업종 일자리 알선

- ‘사회복지시설 유료 봉사원’ 시범사업 실시

- 노동부와 연계하여 취업정보, 숲가꾸기 등 일자리 제공

지원체제

확립기

1998

1999

서울지역 105개소로 쉼터 확보, 3,000여명 입소.

중간쉼터로서의 자유의 집을 신설, 1,000여명 입소.

전국적으로 160여개의 쉼터 설치

자활지원

추진기
2000

노숙인 쉼터 유형화 사업 추진

노숙인 재활프로그램 공모(대인관계, 금주 프로그램 등)

자활프로그램 50개 선정 및 실시

노숙인 쉼터 106개의 노숙인 쉼터 유형화 작업 실시

지원사업

정착기
2001

거리상담→자유의 집→희망의 집→자활의 집 구도체제 정착

재활 및 자활프로그램 실시

쉼터정체

거리지원시작
2002

쉼터노숙인 및 노숙인 쉼터 감소

거리진료의 상설화

드롭인센터 3개소 개소(서대문, 영등포, 부산)

제도화 추진기

2003

(2005)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령안 2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노숙

인 조항 삽입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에 노숙인 정의 포함)

출처 : 이태진외(2003), 이태진외(2007), 남기철(2009).

이후 2005년에는 기존의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이 부랑인및노숙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으로 개편

되어노숙인쉼터와복지시설에관한규정들을명문화하고있다. 그리고여기에서 ‘노숙인’에대한개념적조

항이최초로선택되었다.

보건복지부의 “노숙인보호사업안내”에서는노숙인보호사업의연혁을다음과같이나타내고있다. 여기서

는쉼터노숙인 보호사업, 거리노숙인 보호사업,쪽방생활자 지원사업, 노숙인보호사업의 제도화로 나누어 설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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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랑인 보호대책 시기( ～ 1990년대 중반) - 노숙인 복지 미성립기

○ 문제인식기( ～ 1970년대) : 통제의 시기 - 자의적 통제에서 공식적 통제로 전환

○ 국가차원의 보호대책 수립기(1980년대 ～ 1990년대 중반) :

부랑인 시설 통제에서 복지중심으로 전환

② 노숙인 응급구호기(1990년대 중반 ～ 1999년)

○ 노숙인의 대량 발생과 시범적 노숙인 보호사업 : 쉼터 대량 개소

◦ 쉼터노숙인 보호사업
-  1998년~2004년까지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 및 제34조제4항에 근

거하여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에 의거 운영

◦ 거리노숙인 보호사업
-  2003년부터 상담보호센터 시범운영(서울 2, 부산 1)
-  2004년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
   (7개소 운영：서울 4, 부산 1, 대구 1, 대전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 및 제34조제4항에 근거

하여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에 의거 운영

◦ 쪽방생활자 지원사업(쪽방상담소 운영)
-  1999. 12. 대통령 지시로 사업추진
-  2001년~2004년까지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
※ 노숙인보호 및 쪽방사업 지방이양
2005년도부터 지방분권특별법 제6조(사무배분의 원칙)에 의거, 노숙인보호 및 쪽방사

업 지방이양(사업비：국비지원 → 분권교부세 지원)

◦ 노숙인보호사업 제도화
- 그동안 법령의 근거 없이 예산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노숙인보호사업의 제도

화를 위하여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을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으로 개정 시행(2005.1.5)

※ 노숙인보호를 위한 쉼터 및 상담보호센터의 시설 설치기준 및 종사자 자격ㆍ배치
기준과 쉼터의 입소절차 등을 정함 

그런데 ‘노숙인보호사업’이제도화된첫해부터노숙인복지사업은 ‘예산의지방이양’이라는커다란변화를

맞게된다. 그런데부랑인복지영역의사업은중앙정부의소관사업으로남아있으면서노숙인복지사업은지방

자치단체에 이양되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이는 그 전부터논의되어 오던부랑인복지와 노숙인복지의 통합적

연계를가로막는주요한요인이되었다. 또한각지역별사업체계가지역간연계와통합기획이취약한상태로

별도추진되어혼란스러운상태이다.

현재에이르기까지우리나라의홈리스정책의전개과정을이태진등(2007)은네가지시기로구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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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지원체계 도입 : 쉼터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귀로의 전환

③ 자활․재활 지원체계 확립기(2000년 ～ 2003년)

○ 자활․재활 지원체계 확립 : 쉼터 관리를 통한 자활지원

○ 현장지원체계 구축

④ 제도화 및 지방이양(2004년 이후)

○ 제도기반마련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마련

○ 지방이양 : 노숙인․부랑인 정책의 이원화 및 님비 현상 강화

제도화시기에해당하는최근들어서는노숙인과부랑인복지체계분리의한계극복, 노숙인복지사업의지

방이양사업성격의적절성문제,급증하는주거취약계층에대한체계적대응의필요성등에의해통합적정책

대안모색이늘어나고있다.

이대표적인시도는지난 2008년과 2009년보건복지부에의해 ‘노숙인복지 5개년계획을위한 TF'가민관합

동으로구성되어계획을수립한것을들수있다. 그러나이 TF의계획은현실화되지못하였다. 이후 2010년부

터노숙인지원을위한독립법안제정의노력이본격화되었고, 2011년법안이통과되었다. 이독립법안의시행

을통해과거분리되었던부랑인-노숙인복지체계의통합적개혁을도모하고있다.

역사적동향을통해우리나라홈리스정책에대한함의를추출하는것이중요하다. 그간우리나라의홈리스

정책에 대한비판과쟁점의내용으로 가장흔히언급되어온부분은 ‘회전문현상’과 ‘정체현상’이다. 노숙인

과부랑인이지역사회로복귀되지않고있는부분과관련된다. 이는서구사회의홈리스문제대처상황에서도

과거에 많이 지적되어 왔던부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노숙인․부랑인 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관련하여

가장자주제기되어온쟁점에대해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남기철, 2009).

▣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체계의단절과정체

노숙인복지체계와부랑인복지체계는그간상호간의연계성없이단절되어있었다. 원래의계획이나지침

상에서는 ‘지역사회근접형의노숙인쉼터’와 ‘규모에따른원내서비스체계및수용능력를갖추고있는부랑

인복지시설’이동일한대상에대해복지시설체계로함께기능하도록되어있었다. 하지만실제에서는노숙인

복지체계에서부랑인복지시설로의뢰하거나혹은그역의방향으로의의뢰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실

무자의개인적연계에의한우연적인의뢰만이나타나고있는실정이다.

여기에는노숙인쉼터운영은지방정부사업이고부랑인복지시설은중앙정부사업으로소관이분리된점도

이유가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노숙인복지사업과부랑인복지사업이시설체계를넘어서비스간통합을위

한논의들이이루어지고, 노숙인복지가제도화되던시점에노숙인복지사업이지방이양사업으로재편된것이

다. 지방화특히사회복지서비스의지방화는일종의대세라고하지만우리사회의여건에서노숙인복지사업지

방정부이양이적절하였는지에대한문제는지금도제기되어야할필요가있다. 미국이나영국등다른나라에

서도홈리스정책이중앙정부의계획을필요로하기에각지방수준에서이루어지던사업을중앙정부가연계조

정하거나혹은이러한중앙정부연계역할에대한법제화까지이루어지곤했다. 유독우리나라만반대의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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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노숙인복지사업이지방정부중심으로재편되어야할이유를찾기어렵다. 특히부랑인복지는중앙정부

의국고보조사업으로남고노숙인복지사업만지자체로이관된것은일관성을결여하고있다. 현재상황에서

지방화와이원화는국가전체적으로볼때홈리스정책의효과성과수준을떨어뜨릴수밖에없다는점이검토

되어야한다.

▣시설보호에서지역사회보호로의패러다임전환

부랑인복지시설혹은노숙인쉼터는홈리스를일시보호하여지역사회로복귀시키는역할을하여야한다.

홈리스 정책과프로그램은 시설보호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일반적 생활을촉진하고 지원하는 지역사회보호

의원리에기반하여야한다.

하지만현재는여러가지의이유로인해 ‘시설보호’의기능에치우쳐있다. 생활지원외의재활이나자활프

로그램이취약하다. 노숙인쉼터또는부랑인복지시설과지역사회를연계하며대상자를의뢰, 사정, 복귀에대

해 지원해야 하는 상담보호센터는 또 다른 형태의 준(準)생활시설로 의식주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일단홈리스가 ‘일상적으로사람들의눈에띠지않도록하겠다’는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왜곡된정

책방향이그근거를제공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부랑인 복지시설은 과거격리시설, 통제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재편되어지고 있다. 노숙인쉼터도 지역

사회에근접한임시보호시설의하나로설정하고있다. 부랑인복지시설의과도기적변화와노숙인복지시설의

지역사회접근성이잘구현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설보호패러다임이 아닌 지역사회보호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필요하다. 물론이에는예산의지원과같은행정적고려가전제가된다.

장애인 복지나 정신보건 영역에서도 지역사회보호의 이념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 주거 취약

성을기본특성으로하는홈리스에대해서시설보호가우선적인패러다임으로적용되는것은곤란하다.

▣보호의연속성

보호의연속성은사회복지정책과사회복지실천전반에서강조되고있는개념이다. 앞에서살펴보았듯이홈

리스가지역사회에서자활하도록하기위해서는보호의연속성이중요하다. 다양한관련서비스가단편적으로

제공될것이아니라일정한방향에따라연계성을가지고기획되어야한다. 특히보호시설에서의퇴소이후지

역사회로복귀할수있는체계들의연계성특히주거서비스의경우보호의연속성은더욱강조된다.

보호의연속성이관철되지못하는이유중하나는현재공공의영역에서그나마이루어지고있는복지서비

스가소관부처별로단절되어있는상황과관련된다. 그리고공공의재정지원을받아서비스를위탁제공하고

있는민간의경우에도서비스연계보다는재정주체에대해서비스제공자체에만책임을지고있는현재의업

무방식이전환되어야한다. 각각의시설체계나서비스체계내에국한되지않는분야별횡적연계와시간에따

른종적서비스연계가중요하다.즉, 사례관리가활성화되어야한다. 이사례관리는시설기반이아니라지역사

회에기반한실천이어야할것이다.

보호의연속성을저해하는간접적원인중하나는사회복지실천전문성의취약하다는점이다. 우리사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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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사회복지실천프로그램의취약성과도관련될수있다. 하지만다른사회복지분야와비교해도노숙인․

부랑인복지분야가사회복지실천의전문성이낮다는것이일반적견해이다.처우가좋지않아이직률이높다

는 점도같은 맥락이 될 것이다. 홈리스에 대한사회복지서비스는 단지물적인 자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에대한 ‘사회적배제’의메커니즘을단절시키고이로인한심리사회적손상을회복시켜야노숙생활로부

터탈피할수있다. 이러한보호의연속성과사례관리의기획은전문성에기반하여야한다.

▣자활이데올로기의극복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이 대체적으로 보수적이다.때문에 홈리스에 대한 관점에서도 본인이 일

할수있게하여스스로자립하도록해야한다는소위 ‘자활이데올로기’가강하다. 이는일을통해자활하려하

지않는홈리스에대해본인의나태가원인이라고하여사회적지원을받을자격이없다는논리로연결되곤한

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일자리감소는취약계층을중심으로더심각한양상이며, 소위실직의빈곤화현상

도 심각하다(황덕순, 2009). 결국 근로의욕의문제나 근로참여의문제가 노숙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마찬가지로근로의욕고취를통해노숙으로부터의이탈을촉진하는것도노숙문제해결의주요전략으로삼기

에는부적절한점이있다.

자활에대한강조는노숙인과부랑인에대한응급대책보다는진일보한측면이있으나신자유주의적노동시

장상황과정책기조에서실효성을가질수없다(신원우, 2007). 자활과노동에대한관심과적절한프로그램제

공은홈리스에게중요할수있다. 하지만이것이노숙문제를해결하는주된개입초점이되어서는곤란하다.

우리나라는다른서구국가에비해소위근로능력이있고혹은근로하고있는홈리스가많다. 이는역으로우

리나라의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대한사회복지정책의취약성을나타내는것이기도하다.때문에자활자

체가아니라이를저해하는구조적요소에대한해결에관심을두어야한다.

▣주거정책의변화와주거복지확립

노숙인․부랑인복지체계의정체현상이나보호의연속성결여는주거복지프로그램의활성화를통해극복

될수있다. 적절한지역사회주거지원프로그램없이는시설퇴소가이루어지지않고전반적인정체현상이해

결되기어렵다.

주거의적절성과안정성의위기상황에대한대처가중요하다. 그리고일단노숙생활이발생한경우시설보

호가필요한상황인지지역사회에서의주거지원으로연결할것인지에대한사정과의뢰체계가필요하다. 노숙

인쉼터와부랑인복지시설은시설체계로서전체시스템내에자리잡혀야한다. 아직충분하지는않지만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나매입임대사업, 민간의 임시주거비지원사업, 예정되고 있는 voucher에 의한 주거급여 등 주

거지원자원이대상자의높은접근성을전제로연계될수있어야한다. 주거지원의방법이시설보호의방법에

비해후속정착률이나쁘지않다는점은효율성의근거도제공하고있다.

사회적으로안전한저렴주거의적정량이보유되어야한다. 최근재개발이나신규주택공급을통한 ‘주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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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과정’은홈리스나주거빈곤의문제를해결하기보다는심화시키고있다. 특히수요자에대한직접지원방식

의주거복지프로그램을대폭확충하여야한다. 홈리스문제는적절한주거복지정책없이는해결될수없고극

적인문제의완화마저도기대할수없는영역이다.

▣민․관의역할연계

홈리스 정책, 특히, 노숙인 복지사업은 우리나라에서 민간과 공공의 연계를 통해 태동된 분야이다. 그리고

이협력체계는한동안상당히모범적이고개방적인의사소통구조를이루어왔다. 그러나노숙인복지사업지

방이양의시점부터우리나라에서민간과공공의연계는취약해져가고있다. 민간과공공의논의와연계를통

한사업체계를재구축해야할것이다. 그렇지못할경우잦은 사안마다마찰과혹은사업축소를경험하게 될

것이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전부 정식 사회복지시설로의 전환되고 있는 와중에, 노숙인쉼터는 정식 사회복지

시설로의전환을준비할수있는 5년의유예기간이설정되었다. 그러나이기간동안기능보강이나연차적준

비에대한아무런계획이세워지지않아다시대책없는유예가반복될전망이다. 한편부랑인복지시설의정상

화역시요원한상황이다.

사회복지서비스가생활시설에비중이두어지는우리나라에서시설이확충되는것은해당영역의복지서비

스가늘어나는것을의미할수도있다. 그러나홈리스지원프로그램은그특성상지역사회와의근접성이중요

하므로서비스체계가지나치게생활시설위주로편성되는것은좋지못하다. 그러나최근들어몇몇시설특히

대형시설 중심으로 서비스가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주체인 민간의 이해관계와도

관련되고있다.

민간의활동은자체 시설의 규모나 사업내용을 양적으로확장하기보다는시범적이고 개척적인사업의성

과를찾아내공공의참여를유도함으로써전체적인홈리스정책과프로그램을풍부하게해야한다.

▣노숙의역동성에대한다국면적대응

홈리스정책이일단거리에나오거나시설에입소한노숙인과부랑인에대한대처, 혹은문제의관리차원에

머물러서는곤란하다. 노숙의역동성을감안한대응이필요하다. 이는적어도세가지국면에서의사회적대응

을체계적으로조직화하는노력과관련된다.

첫번째는안정된주거로부터이탈되는위험을다루기위한것으로 ‘입구에서의예방’ 대응이다. 홈리스상

황의위험에처하는인구층에대해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사회복지와주거정책의영역에서아웃리치와지

역사회조직화활동이중요하다. 두번째는발생한홈리스의문제에대한 ‘완화’의대응이다. 여기서는노숙생

활의위기에대응하는생활지원서비스와내포하고있는취약성에대한지원적개입이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현재이루어지고있는대부분의개입이여기에해당할수있다. 세번째는 ‘출구에서의촉진’ 대응이다. 이는노

숙생활에서지역사회로복귀하도록하는사회복지적개입과특히지역사회주거지원프로그램통합이중요하

다. 현재우리나라의노숙문제에대해 ‘입구는있지만출구는없는양상’으로묘사하곤한다.때문에발생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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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관리에머물러서는곤란하며소위 ‘입구’와 ‘출구’에서의전략이통합적으로기획되는것이필요하다.

▣인권문제에대한감수성제고

사회복지계열어디서나나타나는인권과보호의딜레마도홈리스정책에서중요한쟁점이될수있다. 홈리

스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에서인권과자기결정및선택이라는원칙(자기결정의원칙)과전문가의판단에따

른적절한 보호의원칙(최대한의봉사원칙)이항상잘조화되는것이아니다. 오히려이것이갈등상황을빚는

경우가더많다. 이는거리에서생활하는홈리스의상황, 특히알코올이나정신건강문제가결합되어있는상황

에서더많이발생하는딜레마이다. 경우에따라서는일반시민의복리를증진하고자하는 ‘단속수용’이나 ‘사

회적배제’의양상이마찰을유발하기도 한다. 실제로홈리스의인권에 관한마찰이나 사건기사는현재도자

주등장하고있다. 사회적합의와인식제고가중요한영역이다. 홈리스정책의분야에서는인권에대한민감한

감수성을필요로한다.

사회복지실천에서옹호나당사자활동은중요한영역이다. 우리나라에서도이러한활동들이이루어지고있

으나아직은취약하다. 특히홈리스에대한편견이나낙인이심한우리나라의상황에서일반인을대상으로전

개되는옹호활동혹은교육과홍보등은중요한의미를가질것이다.

▣종합적실태파악과중장기기획

서구에서는이미홈리스에대한응급생활지원을넘어반복되는노숙의악순환을막기위해노숙종결의계

획들을 선언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 노숙의 종결 경로 설정 혹은 거리 생활자(rough

sleeper 혹은 street people)의극적인 감소를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함의를 준다. 또한 이에는 적극적인 실태파악노력이 전제되었다. 미국에서 연방 정부가 2001년 만성적

(chronic) 홈리스문제를 10년의 기간에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게된 데에는 HUD 등정부부처가 적극적

으로실태파악에나서문제의규모를실증적으로파악하고,핵심적문제가되는만성적홈리스의규모를확인

한 후, 이는 중앙정부가 직접 다룰수 있는 규모라는판단을 하게 된 점이크게 작용하였다(Burt & Spellman,

2007).

그러나우리나라는사실상일관성있는마스터플랜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실태의파악에대한노력도상

당히소극적이며노숙의현황에대한정보역시상당부분정치적으로다루어지곤한다. 시기적인이슈에대응

하는것이아닌중장기적마스터플랜을수립하여홈리스정책과사업의틀로삼아야할것이다.

민간혹은 종교단체에 의한 인도주의적인 개입이 노숙인․부랑인 정책의 근간이 되어서는곤란하다. 민간

의역할은여전히중요하지만공공의계획과사업체계가중장기적인지향하에일관성을갖추어야한다. 그리

고이종합기획의출발점은 “도대체이문제의본질과양상이어떠한가?”에대한정확한파악과합의이다. 그

러기에는한국의홈리스문제에대한실증적정보의수준은매우취약하다.

우리나라에서노숙인복지는전체사회적욕구혹은사회복지와관련하여두가지측면의역할체계화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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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첫째는 다른사회복지 체계 내에서 적절히 보호받지못한 인구층과욕구에대한서비스역할이다. 아

동, 노인, 장애인, 정신보건, 모부자복지등제반영역의사회복지체계가충분히기능하지못하여발생하는문

제가 ‘노숙’의형태로나타나는부분이다. 이에대한대응은노숙인복지체계에역할이부여되고있다. 이는사

회복지 체계내에서도 ‘잔여적’이고 ‘후속적’인역할의요구라할수있다. 다른하나는사회전반적으로만연

하고 있는 주거취약성에 대한 서비스 역할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복지체계에서 주된 개입수단을 개척하지

못한주거복지적역할이라할수있다. 이는 ‘예방적’이며 ‘전방위적’인역할에해당한다.

최근노숙인복지와자립지원에대한법률이제정된것도이러한이중적욕구에대해체계적인대응을모색

하는일환이라할수있다. 사회복지전반에서나타나고있는시설수용의축소내지는소규모화와지역사회통

합등현대적지향을수용하면서, 동시에기존복지체계에서충분히대응하지못하고있는다양한주거취약성

을감안한전달체계모색이중요한시점이다.



- 16 -

2장. 부랑인 노숙인 복지의 현황

노숙인 복지정책의 역사적 맥락에서 홈리스의 발생 원인을 바라보는 개념과 정책방향의 차이로 인해

현재까지 부랑인복지시설과 노숙인쉼터에는 노숙(露宿)이라는 공통의 현상을 두고 부랑인과 노숙인으로

분리되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이태진 외, 2007). 하지만 정부, 부랑인 노숙인 복지시설 관계자 및 연

구자들 사이의 노숙인으로의 개념 합일과 노숙인 및 부랑인 서비스 지원체계의 일원화 합의과정이 있었

기에 2011년 4월 20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법률로 성문화된 노숙인 복지서비스의 일원적 전달체계가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재 노숙인

부랑인 복지시설이 법률이 정한 노숙인 복지시설 유형으로의 재편과정이 불가피하다. 그동안의 부랑인

노숙인 복지시설 실태조사는 노숙인 생활시설(부랑인복지시설과 노숙인쉼터) 및 이용시설(노숙인상담보

호센터 및 쪽방상담소 등)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및 노숙인상담보호센터의 일반현황과 운영현황, 그리

고 시설별 입소자 및 이용자의 실태를 우선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

한 법률이 시행에 따른 시설 재편에 대한 현장실무자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작업의 의

의는 현재 노숙인 부랑인 복지시설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과 시설관계자의 시설개편에 대한 의견수렴

을 통해 뒷장에서 제시된 개편 노숙인시설의 전국적 규모 및 배치,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추계를 산출

하는데 1차적 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증거 기반(evidence-based) 노숙인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

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실태조사는 2011년 7월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이메일(e-mail)을 통한 설문조사의 형

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일부 확인이 필요한 응답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전화면접을 통해 추가로 자료

를 보충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단위의 부랑인 복지시설과 노숙자 쉼터, 그리고 상담보호센터이며, 설문

에 대한 응답은 해당실무자가 작성하도록 하였고, 문항에 따라 2010년 12월말 결산기록과 2011년 6월말

현재 기록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였다. 전수조사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일부 노숙자 쉼터의 자료가 수집되

지 않아, 노숙자 쉼터 70개소(전체 노숙인 쉼터의 약 90.9%), 부랑인 복지시설 51개소(전체 부랑인복지시

설의 98.1%), 상담보호센터 13개소(전체 상담보호센터의 100%)의 자료가 분석대상이 되었다.5)

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설문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부랑인복지시설과 노숙자쉼터의 시설현황에 관해서는 위치한 지역, 시설운영의 주체, 시설의 규

모(노숙자 쉼터의 경우 자활의 집 포함), 종사자구성, 그리고 예 결산현황에 대한 문한으로 구성하였다.

입소자실태에 대하여는 인구학적 특성, 시설의 입 퇴소 관련 문항, 건강상태 관련 문항, 근로활동 관련

문항, 그리고 사회적 지지망 관련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법률 제정에 따른 시설 재편을 감안해

시설의 분화 혹은 전환 관련 의견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 본연구의노숙자쉼터, 부랑인복지시설, 그리고노숙인상담보호센터에대한실태조사는시설단위의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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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부분

시설유형구분

전체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서울 　 9 17.6% 33 47.1% 5 38.5% 47 35.1%

부산 　 4 7.8% 6 8.6% 2 15.4% 12 9.0%

대구 　 1 2.0% 5 7.1% 1 7.7% 7 5.2%

인천 　 4 7.8% 3 4.3% 0 0.0% 7 5.2%

광주 　 1 2.0% 1 1.4% 0 0.0% 2 1.5%

대전 　 1 2.0% 4 5.7% 1 7.7% 6 4.5%

울산 　 0 0.0% 1 1.4% 0 0.0% 1 0.7%

경기 　 4 7.8% 9 12.9% 3 23.1% 16 11.9%

강원 　 3 5.9% 4 5.7% 0 0.0% 7 5.2%

충북 　 2 3.9% 1 1.4% 0 0.0% 3 2.2%

2-1. 부랑인 노숙인복지시설의 현황

1) 부랑인 노숙인복지시설의 일반현황

(1) 시설의 지역별 분포

2011년 6월 현재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그리고 노숙인상담보호센터의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부랑인복지시설의 지역분포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9개소(17.6%)로 가장 많은 수를 나타

내고 있으며, 이어 전라남도가 7개소(13.7%), 경상북도가 5개소(9.8%)순으로 나타났다.

총 50개소의 부랑인복지시설은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노숙자쉼터는 총 70개소 중 서울특별시에 33개소(47.1%)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이어 경

기도 9개소(12.9%), 부산광역시 6개소(8.6%)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서울과 경기지역, 그리고 광역시 단위

에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수의 쉼터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숙인상담보호센터는

서울특별시에 5개소(38.5%)로 가장 많은 분포로 보였고, 이어 경기도가 3개소(23.1%), 부산광역시가 2개

소(15.4%), 그리고 대구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각각 1개소(7.7%)로 나타났다. 〈표 2-1〉에서 보듯이 노

숙자쉼터는 절대다수에 해당하는 53개소(75.6%)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부랑인

복지시설은 20개소(39.2%)만이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위치는 노숙생활자가 대도시 지

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노숙인쉼터가 부랑인복지시설에 비해 노숙생활

자에게 접근성이 더 높은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숙자 쉼터의 경우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충

청북도, 그리고 충청남도 지역에 1개소가 분포하고 있고,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지역에

는 1개소도 분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전체에 대한 노숙자를 포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숙인상담보호센터의 지리적 편중현상은 더욱 심한데, 제주도를 제외하면 수도권과 광역

시(대구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시설 재편 시 고려되어야 한다.

〈표 2-1〉 노숙인 부랑인 복지시설의 지역별 분포

(단위: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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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 2.0% 1 1.4% 0 0.0% 2 1.5%

전북 　 3 5.9% 2 2.9% 0 0.0% 6 4.5%

전남 　 7 13.7% 0 0.0% 0 0.0% 7 5.2%

경북 　 5 9.8% 0 0.0% 0 0.0% 5 3.7%

경남 　 4 7.8% 0 0.0% 0 0.0% 4 3.0%

제주 　 2 3.9% 0 0.0% 1 7.7% 2 1.5%

전체 　 51 100.0% 70 100.0% 13 100.0% 134 100.0%
주: 보건복지부행정조사에따라지자체에설문지를배포하고, 지자체가관내시설로부터회수한설문지를한해분석에사용함.

노숙인쉼터의 수는 2002~2003년 기간 일시적 정체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는 1999년 이후 지속적으

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표 2-2>에서 보듯이 2001년과 비교해 2011년 노숙인쉼터의 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랑인복지시설은 1980년대 초반과 중반에 걸쳐 현재 건축된 시

설 대부분이 완공되었으며, 계속적으로 신 증축의 과정을 거쳐 현재 전국에 50개소가 분포되어있다.

<표 2-2>에서 보듯이 노숙자 쉼터의 수 및 정원의 지역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3월 총 152개소였

던 쉼터의 수는 2011년 7월 70개소로 감소되었고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106개소에서 33개소로 가장

높은 감소비율을 보였고,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남 지역의 쉼터수도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노숙자쉼터의 수 및 정원 추이
(단위: 개소, 명)

2001. 3 2001. 12 2002. 3 2002. 9 2003. 3 2006.12 2011.7

개소 정원 개소 정원 개소 정원 개소 정원 개소 정원 개소 정원 개소 정원

서울 106 4,614 102 4,526 92 3,704 74 3,440 74 3,440 53 33 1,946

부산 9 750 9 750 9 750 9 750 9 650 6 6 319

대구 5 280 5 280 5 280 5 250 5 250 5 5 149

인천 4 190 4 140 3 112 3 105 2 80 2 3 40

광주 1 20 1 20 1 20 1 20 1 20 1 1 20

대전 6 125 6 130 6 130 5 97 4 90 4 4 99

울산 1 30 1 30 1 30 1 30 1 30 1 1 30

경기 11 240 11 240 11 240 10 220 9 200 11 9 229

강원 4 80 4 80 4 80 5 92 5 92 4 4 73

충북 1 20 1 15 1 15 1 15 1 15 1 1 15

충남 2 55 2 50 1 30 1 30 1 30 1 1 30

전북 2 60 2 60 2 60 2 60 2 60 2 2 60

전남 - 0 -

경북 - 0 -

경남 - 0 -

제주 - 0 -

합계 152 6,464 148 6,321 136 5,451 117 5,109 114 4,957 91 70 3,010

자료: 2011년이전수치는이태진외, 2003.; 2007 자료에서재인용

(2) 운영주체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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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에 따른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 34개소(66.7%)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나타난 반면, 노숙자쉼터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26개소(37.1%), 종교법인 22개소(31.4%)로, 사회복지법인

과 종교법인이 비슷한 분포로 쉼터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노숙인상담보호센터는 종교법인이 5개소

(38.5%)로 사회복지법인(3개소(23.1%))에 비해 더 많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숙자쉼터와 노숙인상담보호센터의 운영주체에 부랑인복지시설과 비교해 종교법인이 많거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노숙인복지 수요에 비해 사회복지법인으로 제도화된 복지시설의 공급이 부족

한 상황에서 종교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자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2-3〉 노숙인 부랑인 복지시설의 운영주체별 분포

(단위: 개소, %)

운영주체

시설유형구분

전체부랑인시설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회복지법인 34 66.7% 26 37.1% 3 23.1% 63 47.0%

종교법인 7 13.7% 22 31.4% 5 38.5% 34 25.4%

학교법인 0 0% 0 0% 1 7.7% 1 0.7%

사단법인 0 0% 12 17.1% 2 15.4 14 10.4%

개인 9 17.6% 5 7.1% 1 7.7% 15 11.2%

기타 1 2.0% 5 7.1% 1 7.7% 7 5.2%

전체 51 100% 70 100% 13 100% 134 100%

(3) 정원규모별 분포

①시설의정원규모

본 조사가 이루어진 2011년 7월 현재 부랑인복지시설의 정원은 총 51개소에 11,037명이고, 노숙자쉼

터는 총 66개소에 3,010명으로 부랑인복지시설의 정원규모는 노숙인 쉼터의 정원규모에 거의 3배에 달

하고 있고, 이는 2007년 조사(이태진 외, 2007)와 유사한 수치이다. 부랑인복지시설과 노숙인 쉼터간의

시설개소수와 정원의 수에서의 불일치는 기본적으로 시설의 규모에서의 차이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부랑인복지시설의 정원규모는 최소 9명, 최대 1,770명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총 51개 시설의 정원 평

균은 약 216명 선이다. 반면 노숙자쉼터의 경우 최소정원 5명에서 최대정원 250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

으며 총 70개 쉼터의 정원 평균은 약 45명 정도로 나타났다. 노숙자쉼터의 경우 정원규모가 100명을 넘

는 곳은 66개소 중 5개소(약 7.6%)에 불과하며 부랑인복지시설의 정원 평균치인 216명을 넘는 곳은 단

1개소로 이는 정원 250명의 ‘게스트하우스’가 유일하다.

<표 2-4>에서 부랑인복지시설과 노숙자쉼터의 정원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

101명～200명 규모의 시설이 16개소(31.4%)로 가장 많이 분포되었고, 이어 201명～300명 규모의 시설 8

개소(15.7%), 51명～100명 규모의 시설 6개소(11.8%)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반면 노숙자쉼터의 경우 21

명～30명 규모의 시설이 22개소(33.3%)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11명～200명 규모 16개소(24.2%),

31명～50명 규모 15개소(22.7%)의 순으로 나타났다. 500명 이상의 대규모시설도 5개의 부랑인복지시설에

만 분포되었고, 20명 이하의 소규모시설은 18개의 노숙자쉼터에 분포되어 있었다. 부랑인복지시설의 경

우에도 20명 이하의 소규모시설이 9개소가 분포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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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부랑인복지시설 및 노숙자쉼터 정원규모별 분포
(단위: 개소, %)

정원규모

부랑인복지시설

전체정원 : 11,037명

노숙자쉼터

전체정원 : 3,010명

개소수 비율 개소수 비율

10명이하 4 7.8 2 3.0

11명이상～ 20명이하 5 9.8 16 24.2

21명이상～ 30명이하 3 5.9 22 33.3

31명이상～ 50명이하 1 2.0 15 22.7

51명이상～ 100명이하 6 11.8 6 9.1

101명이상～ 200명이하 16 31.4 4 6.1

201명이상～ 300명이하 8 15.7 1 1.5

301명이상～ 500명이하 3 5.9 - -

501명이상～ 1000명이하 3 5.9 - -

1001명이상～ 2000명이하 2 3.9 - -

합계 51 100.0 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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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도별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의정원규모

〈표 2-5〉에서 지역별 노숙인쉼터의 시도별 정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101명 이상 정원규모를 가진 쉼

터는 서울특별시가 5개로 나타났고, 여타 지역에서는 전무하였다. 반면 20인 이하 소규모시설은 경기도

가 6개소(37.5%)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고, 서울특별시가 5개소(31.3%), 강원도가 2개소를, 그리고

부산, 광주, 대전, 강원도, 충청북도에서는 각각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지역별 부랑인시설의 시도별 정원의 분포를 <표 2-6>에서 살펴보면 1001명 이상 대규모시설

은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에서만 각각 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반면에 20명 이하 소규모시설은 서울

특별시가 5개소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인천광역시가 3개소, 부산광역시가 1개소로 나타났다.

〈표 2-5〉 시도별 노숙인쉼터의 정원 규모 분포

(단위: 개소)

지역

구분

정원규모

전체

10명

이하

11명 이상

~ 20명

이하

21명 이상

~30명

이하

30명 이

상 ~ 50명

이하

51명 이상

~ 100명

이하

101명 이

상 ~ 200명

이하

201명 이상

~ 300명

이하

서울 0 5 12 7 3 4 1 32

(0.0%) 31.3% 54.5% 46.7% 50.0% 100.0% 100.0% 48.5%

부산 0 1 0 1 3 0 0 5

0.0% 6.3% 0.0% 6.7% 50.0% 0.0% 0.0% 7.6%

대구 0 0 1 3 0 0 0 4

0.0% 0.0% 4.5% 20.0% 0.0% 0.0% 0.0% 6.1%

인천 1 0 0 1 0 0 0 2

50.0% 0.0% 0.0% 6.7% 0.0% 0.0% 0.0% 3.0%

광주 0 1 0 0 0 0 0 1

0.0% 6.3% 0.0% 0.0% 0.0% 0.0% 0.0% 1.5%

대전 0 1 2 1 0 0 0 4

0.0% 6.3% 9.1% 6.7% 0.0% 0.0% 0.0% 6.1%

울산 0 0 1 0 0 0 0 1

0.0% 0.0% 4.5% 0.0% 0.0% 0.0% 0.0% 1.5%

경기 0 6 1 2 0 0 0 9

0.0% 37.5% 4.5% 13.3% 0.0% 0.0% 0.0% 13.6%

강원 1 1 2 0 0 0 0 4

50.0% 6.3% 9.1% 0.0% 0.0% 0.0% 0.0% 6.1%

충북 0 1 0 0 0 0 0 1

0.0% 6.3% 0.0% 0.0% 0.0% 0.0% 0.0% 1.5%

충남 0 0 1 0 0 0 0 1

0.0% 0.0% 4.5% 0.0% 0.0% 0.0% 0.0% 1.5%

전북 0 0 2 0 0 0 0 2

0.0% 0.0% 9.1% 0.0% 0.0% 0.0% 0.0% 3.0%

전체 2 16 22 15 6 4 1 6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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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시도별 부랑인시설의 정원 규모 분포

(단위: 개소)

지

역

구

분　

정원규모

전체
10명

이하

11명

이상 ~

20명

이하

21명

이상 ~

30명

이하

30명

이상

~

50명

이하

51명

이상

~

100명

이하

101명

이상

~

200명

이하

201명

이상

~

300명

이하

301명

이상

~

500명

이하

501명

이상

~

1000

명

이하

1001

명

이상

~

2000

명

이하

서

울

2 3 0 0 1 0 1 0 1 1 9

50.0% 60.0% 0.0% 0.0% 16.7% 0.0% 12.5% 0.0% 33.3% 50.0% 17.6%

부

산

0 1 0 0 0 2 1 0 0 0 4

0.0% 20.0% 0.0% 0.0% 0.0% 12.5% 12.5% 0.0% 0.0% 0.0% 7.8%

대

구

0 0 0 0 0 0 0 0 0 1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50.0% 2.0%

인

천

2 1 0 0 0 0 0 1 0 0 4

50.0% 20.0% 0.0% 0.0% 0.0% 0.0% 0.0% 33.3% 0.0% 0.0% 7.8%

광

주

0 0 0 0 0 0 1 0 0 0 1

0.0% 0.0% 0.0% 0.0% 0.0% 0.0% 12.5% 0.0% 0.0% 0.0% 2.0%

대

전

0 0 0 0 0 0 1 0 0 0 1

0.0% 0.0% 0.0% 0.0% 0.0% 0.0% 12.5% 0.0% 0.0% 0.0% 2.0%

경

기

0 0 0 0 0 1 1 1 1 0 4

0.0% 0.0% 0.0% 0.0% 0.0% 6.3% 12.5% 33.3% 33.3% 0.0% 7.8%

강

원

0 0 0 0 1 2 0 0 0 0 3

0.0% 0.0% 0.0% 0.0% 16.7% 12.5% 0.0% 0.0% 0.0% 0.0% 5.9%

충

북

0 0 0 0 0 1 0 0 1 0 2

0.0% 0.0% 0.0% 0.0% 0.0% 6.3% 0.0% 0.0% 33.3% 0.0% 3.9%

충

남

0 0 0 0 0 0 1 0 0 0 1

0.0% 0.0% 0.0% 0.0% 0.0% 0.0% 12.5% 0.0% 0.0% 0.0% 2.0%

전

북

0 0 0 0 0 3 0 0 0 0 3

0.0% 0.0% 0.0% 0.0% 0.0% 18.8% 0.0% 0.0% 0.0% 0.0% 5.9%

전

남

0 0 0 1 3 1 1 1 0 0 7

0.0% 0.0% 0.0% 100% 50.0% 6.3% 12.5% 33.3% 0.0% 0.0% 13.7%

경

북

0 0 3 0 0 1 1 0 0 0 5

0.0% 0.0% 100.0% 0.0% 0.0% 6.3% 12.5% 0.0% 0.0% 0.0% 9.8%

경

남

0 0 0 0 1 3 0 0 0 0 4

0.0% 0.0% 0.0% 0.0% 16.7% 18.8% 0.0% 0.0% 0.0% 0.0% 7.8%

제

주

0 0 0 0 0 2 0 0 0 0 2

0.0% 0.0% 0.0% 0.0% 0.0% 12.5% 0.0% 0.0% 0.0% 0.0% 3.9%

전

체

4 5 3 1 6 16 8 3 3 2 5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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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소인원

  

① 입소율

전국 51개 부랑인복지시설에서 수용가능한 정원은 총 11,037명이며 2011년 6월말 현재, 8,586명이 입

소하여 정원규모의 약 78%의 입소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노숙인쉼터의 경우 수용가능한 정원은 총

3,010명이며 2,491명이 입소하여 있어 약 83%의 입소율을 보이고 있어 부랑인복지시설의 공실율이 노숙

인쉼터의 공실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7〉 입소율

(단위: 명, %)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자쉼터

정원(A) 11,037 3,010

현원(B) 8,586 2,491

(A-B) 2,451 519

입소율(B/A*100) 77.79 82.75

〈표 2-8>에서 정원 규모별 입소율을 알아보면,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 31명 이상 ~ 50명 이하의 규

모의 시설(1개소)에서 정원 50명 중 230명이 입소하여 아주 높은 입소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1,001명

이상 ~ 2,000명 이하의 규모의 시설(2개소)은 정원 2,855명 중 1,110명이 입소하고 있어 38.9%의 낮은 입

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노숙자쉼터의 경우 10명 이하 규모의 쉼터에 정원 11명 중 72명이 입소하고 있어 654%의 가장

높은 입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어 11명 이상～20인 이하 규모의 쉼터는 정원 278명 중 350명이 입

소하고 있어 125.9%의 높은 입소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51명 이상 ~ 100명 이하 규모의 쉼터는

정원 640명 중 390명이 입소하고 있어 60.9%의 낮은 입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2-8〉 규모별 입소율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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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규모 정원(A) 현원(B) (A-B) 입소율(B/A)*100

부랑인

복지시설

10명이하 38 19 19 50

11명이상～ 20명이하 87 103 -16 118.3

21명이상～ 30명이하 83 82 1 98.8

31명이상～ 50명이하 50 230 -180 460

51명이상～ 100명이하 485 1,167 -682 240.6

101명이상～ 200명이하 2,105 955 1,150 45.4

201명이상～ 300명이하 2,065 1,471 594 71.2

301명이상～ 500명이하 1,293 1,139 154 88.1

501명이상～ 1000명이하 1,976 1,768 208 89.5

1001명이상～ 2000명이하 2,855 1,110 1745 38.9

노숙자

쉼터

10명이하 11 72 -61 654.5

11명이상～ 20명이하 278 350 -72 125.9

21명이상～ 30명이하 592 399 193 67.4

31명이상～ 50명이하 640 390 250 60.9

51명이상～ 100명이하 509 452 57 88.8

101명이상～ 200명이하 700 613 87 87.6

201명이상～ 300명이하 250 205 45 82.0

301명이상～ 500명이하 - -

501명이상～ 1000명이하 - -

1001명이상～ 2000명이하 - -

 

2) 부랑인 노숙인복지시설의 시설운영현황

(1) 시설규모

① 시설의면적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그리고 노숙인상담보호센터의 부지면적, 건문연면적, 그리고 각 실의 평

균적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2-9>와 같다.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 부지면적의 평균은 9,597.04㎡이고 건

물연면적의 평균은 9,229.61㎡이었으며, 노숙인쉼터 부지면적의 평균은 20,023.49㎡이고 건물연면적의 평

균은 1,198.33㎡으로 나타나 노숙자쉼터의 건물연면적 부랑인복지시설의 1/8에 해당하는 공간을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숙인상담보호센터는 이용시설인 관계로 부랑인복지시설과 노숙인쉼터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면적이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생활시설인 부랑인복지시설과 노숙인쉼터간의 시설에서 가장 큰 차이로 나타나는 것은 생활

실이라고 보인다. 취침과 휴식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개인공간인 생활실에서 노숙인쉼터가 부랑

인복지시설에 비해 훨씬 적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9〉시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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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노숙인상담보호센터

부지면적 9597.04 2023.49 189.66

건물연면적 9229.61 1198.33 361.28

주

요

시

설

면

적

상담실 41.21 19.88 17.49

조리실 139.14 32.34 39.09

식당 3343.78 54.52 29.37

사무실 154.88 39.86 60.45

생활실 903.12 151.74 129.65

자활작업장 2721.08 6.11 -

욕실 84.46 20.42 15.07

유휴공간 275.45 76.59 6.77

기타 0 58.65 68.40

면적합계 7,663.12 460.11 366.29

② 일인당시설면적

다음의 〈표 2-10〉는 입소자의 개인공간인 생활실의 정원과 현원 일인당 사용면적을 살펴본 것이다.

사적 공간확보가 필수적인 생활실의 경우, 부랑인복지시설은 정원1인당 6.85㎡, 현원1인당 6.587평을 사

용하며, 노숙자쉼터는 정원1인당 5.81㎡, 현원1인당 4.35㎡의 생활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담보호센터는 정원1인당 면적이 4.89㎡로 조사되었다.

〈표 2-10〉 정원 1인당 현원 1인당 생활실면적

(단위: ㎡)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정원1인당면적 6.85 5.81 4.89

현원1인당면적 6.58 4.35 -

③ 부랑인시설 및 노숙인쉼터 종사자 현황

부랑인복지시설의종사자는기관장, 사무구장, 상담부장, 생활복지사, 취사원,간호사, 영양사, 사무원,간호

조무사, 의사, 기타 종사자로 구성된다. 또한 노숙자쉼터의 종사자는 기관장, 생활지도원, 취사원, 상담원,

기타 종사자로 구성되며, 시설의 규모에 따라 구성인원이 달라진다.

<표 2-11>에서 보듯이 부랑인시설의 경우 부랑인시설 운영지침에 규정된 인력구성에 따라 사무국장은 거

의 모든 시설(30인 이상 기준)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숙인쉼터도 30인 이상 시설 규모인 경우

부랑인시설과 비슷한 비율(92.3%)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비율의 경우 부랑인시설은 38개소(74.5%)인 반면에 노숙인쉼터는 5개소(7.1%)에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2-11> 시설유형별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른 종사자 현황



- 27 -

기준인력 부랑인시설 노숙인쉼터

시설장 시설당1 응답시설 98%(49곳) 응답쉼터 91.3%(63곳)

사무국장 시설당1

(30인이상)

응답시설 86%(44곳)

30인이상시설 94.9%

응답쉼터 34.3%(24곳)

30인이상쉼터 92.3%

사무원 1인이상 응답시설 66.7%(34곳) 응답쉼터 18.6%(13곳)

상담요원 1인이상 응답시설중 74.3%(43곳)

1인: 66.7%(34곳)

2인: 9.8%(5곳)

3인: 5.9%(3곳)

8인: 2.0%(1곳)

응답쉼터중 74.3%(52곳)

1인 : 60%(42곳)

2인 : 5.7%(4곳)

3인 : 5.7%(4곳)

4인 : 1.4%(1곳)

5인 : 1.4%(1곳)

생활복지사 1인

(40인당 1명추가)

응답시설중 74.5%(38곳) 응답쉼터중 4.3%(3곳)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기본2명(100인)

50인당 1명추가

응답시설중 78.4%(40곳) 응답쉼터중 74.3%(72곳)

정신보건

전문요원

-

사회복지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사회재활교사 -

간호사,

간호조무사

1인이상 응답시설중 74.5%(38곳) 응답쉼터중 7.1%(5곳)

영양사 1인

(50인이상)

응답시설중 60.8%(31곳)

50인이상시설중 79.5%(31곳)

응답쉼터중 11.4%(8곳)

50인이상쉼터중 57.1%(8곳)

조리원 1인

(50인당 1명추가)

1인: 27.5%(14곳)

2인: 29.4%(15곳)

3인: 11.8%(6곳)

4인: 13.7%(7곳)

5인: 3.9%(2곳)

6인: 2.0%(1곳)

1인: 81.4%(57곳)

2인: 8.6%(6곳)

4인: 1.4%(1곳)

위생원 -

전문의

(촉탁의사)

1인이상 1인: 21.6%(11곳)

2인: 2.0%(1곳)

3인: 3.95%(2곳)

응답쉼터중 1곳

시설관리인 경비원1인

설비기사1인

응답시설중 58.6%(35곳) 응답쉼터중 7.1%(5곳)

계/ 50인이하 11명 10명이하: 76.9%(10곳)

11명 : 7.7%(1곳)

12명: 7.7%(1곳)

14명: 7.7%(1곳)

4명(21곳, 38.9%)

3명(14곳, 25.9%)

5명(11곳, 20.4%)

51명~150인 12명~17명 11명이하: 26%(13곳)

12명~17명: 42%(21곳)

18명이상: 30.2%(16곳)

응답쉼터중 7.7%(5곳)

14명(1곳), 18명(1곳)

21명(1곳), 22명(1곳)

46명(1곳)

151명~250인 18명~24명 17명이하: 68%(34곳)

18명~24명: 16%(8곳)

25명이상: 16%(8곳)

17명이하: 93.8%(61곳)

18명~24명: 5.3%(3곳)

25명이상: 1.5%(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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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의 위치

현 부랑인 노숙인복지시설의 위치를 살펴보면 부랑인시설의 경우 농업지역이 20개소(39.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이어 일반주택지역이 18개소(35.3%), 외딴지역이 6개소(11.8%)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반면 노숙인쉼터는 일반주택지역이 44개소(62.9%)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이어 상업지역이

12개소(17.1%), 공단 등 산업지역과 기타 지역이 각각 5개소(7.1%)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상담보호센

터는 상업지역에 위치한 비율이 45.5%(5개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일반주택지역이 27.3%(3개소),

기타지역이 18.2%(2개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랑인시설에 비해 노숙인쉼터와 상담보호센터는 노숙인 혹은 부랑인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대체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2〉 시설의 위치
(단위: 명)

시설위치 시설유형구분 전체

부랑인시설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일반주택지역 　 18 44 3 65

　 35.3% 62.9% 27.3% 49.2%

상업지역 　 0 12 5 17

　 0.0% 17.1% 45.5% 12.9%

유흥가 　 1 1 0 2

　 2.0% 1.4% 0.0% 1.5%

농업지역 　 20 2 0 22

　 39.2% 2.9% 0.0% 16.7%

공단등산업지역 　 2 5 1 8

　 3.9% 7.1% 9.1% 6.1%

외딴지역 　 6 1 0 7

　 11.8% 1.4% 0.0% 5.3%

기타 　 4 5 2 11

　 7.8% 7.1% 18.2% 8.3%

전체 　 51 70 11 132

　 100.0% 100.0% 100.0% 100.0%

(4) 지역주민 민원 여부

현 노숙인 부랑인 복지시설은 지역주민의 민원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민원이

없다는 응답에서 부랑인시설이 86.3%로 가장 높았고, 노숙인쉼터가 68.6%, 그리고 상담보호센터는

3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농업지역에 위치해 민원 소지가 비교적 적은 부랑인시설에 비해 일반주

택과 상업지역에 다수가 위치한 노숙인쉼터와 노숙인상담보호센터는 상대적으로 민원 소지가 많은 것으

로 판단된다.

<표 2-13> 노숙인쉼터에 지역주민 민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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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쉼터 부랑인시설 상담보호센터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없음 48 68.6 44 86..3 5 38.5

있으나큰문제없음 13 18.6 7 13.7 7 53.8

기타 2 2.9 -

합계 63 90.0 51 100 11 92.3

무응답 7 10.0 　- - 1 7.7

총계 70 100.0 　51 100 13 100

2 -2 . 노숙인 부랑인 입소자실태

1) 인구학적 특성

(1) 성별

입소자들의 성별분포에서 부랑인복지시설의 남성이 5,896명(64.7%), 여성 3,591명(35.3%)이며 노숙자쉼

터의 남성 2,312명(91.9%), 여성 204명(8.1%)으로 분포되었다. 부랑인복지시설이나 노숙자쉼터 모두 남성

입소자가 다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노숙자쉼터의 남성비율(91.9%)이 부랑인복지시설(68.0%)에 비해

높게 분포되었는데, 이는 2007년 이태진 외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 2-14> 성별 분포

(단위: 명, %)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남성 5,896 68.0 2,312 91.9

여성 2,777 32.0 204 8.1

합계 8,673 100.0 2,516 100.0

(2) 연령

입소자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50세 이상～60세 미만이 다수인 점에서는 부랑인복지시설과 노숙인쉼

터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부랑인복지시설에서는 50세 이상～60세 미만이 2,8436명(27.92%)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40세 이상～50세 미만이 1,997명(19.61%)으로 나타나 중 장년층이 약 49%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노숙인쉼터의 경우에도 50대가 다수를 나타내지만 50대와 40대가 30% 가량으로 비

슷한 분포를 나타냈고, 부랑인복지시설에서 30.4%에 달했던 60세 이상의 노인층이 노숙인쉼터에서는

17% 정도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노숙인쉼터의 입소자들의 연령이 더 낮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표 2-15〉 연령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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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0세미만 0 0.0 38 1.53

10세이상~20세미만 3 0.03 31 1.24

20세이상~30세미만 191 1.88 94 3.78

30세이상~40세미만 977 9.59 402 16.14

40세이상~50세미만 1,997 19.61 718 28.84

50세이상~60세미만 2,843 27.92 766 30.76

60세이상~65세미만 1,827 17.94 348 13.98

65세이상 1,276 12.53 93 3.73

합계 10,182 100 2,490 100

주: 무응답부랑인복지시설 1명, 노숙인쉼터 5명

(3) 학력

부랑인복지시설과 노숙인쉼터 입소자들간의 학력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부랑인복지

시설 입소자들의 경우 무학이 전체의 33%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초등학교 졸업 27%가량으로 전

체의 66.8%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노숙자쉼터 입소자들은 고졸이

41.55%, 중졸이 24.17%로 다수를 나타냈으며, 초졸 이하의 학력자는 22% 미만으로 분포되었다. 노숙인

쉼터 입소자들은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16 〉학력 분포

(단위: 명, %)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무학 2,645 33.04 85 3.96

초등학교졸업이하 2,224 27.78 379 17.65

중학교졸업이하 1,479 18.48 519 24.17

고등학교졸업이하 1,477 18.45 892 41.55

대학교졸업이하 173 2.16 262 12.03

대학원졸업이상 7 0.09 10 0.47

합계 8,005 100 2,147 100

주: 노숙자쉼터중일부는가족쉼터나모자쉼터로운영되고있어미취학아동이함께거주하고있으며,파악불가의경우

는입소자의정신질환및장애나응답거부등으로파악할수가없는경우임(이태진외. 2003; 재인용)

.

2) 입 퇴소 실태

(1) 입소기간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들은 입소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된 경우가 2,667명(30.98%), 5년 이상～10년 미

만 1,645명(19.1%), 10년 이상 ~ 15년 미만 1,206명(14.01%),의 순으로 분포되고 있어 5년 이상 장기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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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이 전체의 절반 가량(46.8%)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숙인쉼터 입소자들은 3개월 미만 입소한 경우가

29.53%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중에서 64.5%가 입소기간이 1년 이내로 나타났다. 5년 이상 장

기 입소인원은 노숙인쉼터에서는 7.81%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부랑인복지시설의 입소자들

이 노숙인쉼터의 입소자보다 더 오랜 기간동안 노숙생활을 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표 2-17〉 입소기간

(단위: 명, %)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3개월미만 918 10.66 746 29.53

3개월이상~6개월미만 294 3.42 416 16.47

6개월이상~1년미만 405 4.70 467 18.49

1년이상~3년미만 692 8.04 386 15.28

3년이상~5년미만 781 9.07 311 12.31

5년이상~10년미만 1,645 19.1 190 7.52

10년이상~15년미만 1,206 14.01 10 0.39

15년이상 2,667 30.98 0 0.00

합계 8,608 100.0 2,526 100

(3) 입소경로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입소경로는 지자체 공무원 또는 경찰의 인도로 입소하는 경우가 38.81%,

스스로 찾아와 입소하는 경우가 34.27%, 전문사회복지관련 사정센터나 사회복지전문상담소를 통한 입소

의뢰되는 경우 5.42%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및 미확인 되는 상황에서 입소하는 경우가 21.53%로 높

게 나타나는데, 이는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의뢰되는 경로’

인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에 의한 격리보호 조치 양상과 많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태진 외,

2003). 노숙인쉼터 입소자들의 경우는 전문센터나 상담소에 의한 의뢰가 60.71%, 스스로 찾아와 입소한

경우가 20.36%를 차지하고 있다. 부랑인복지시설에서 다수였던 공무원이나 경찰의 인도에 의한 경우는

3.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의 민원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나 경찰에 인도되는 경우 부랑인복지시설로 연결되는 경

우가 많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노숙인 복지 현장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노숙인쉼터로 연결되고 있는, 현

재의 이중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이태진 외, 2003).

〈표 2-18〉입소경로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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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스스로찾아와입소함 2,030 34.27 944 20.36

공무원혹은경찰의인도 2,239 38.81 177 3.82

타사회복지생활시설전원 63 1.06 570 12.29

전문센터,상담소에의뢰 321 5.42 2,815 60.71

기타및미확인 1,275 21.53 195 4.21

합계 5,923 100 4,637 100

(4) 퇴소경로

부랑인복지시설과 노숙인쉼터 입소자들의 퇴소경로를 살펴보면,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의 경우 자진

귀가(연고자 인도 포함)한 경우가 6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무단퇴소가 9.53%, 타기관 및 시

설로의 전원이 6.62%로 분포되었다. 반면 노숙인쉼터 입소자의 경우 무단퇴소가 28.35%로 가장 많은 분

포를 보였으며, 그밖에 타 시설로의 전원 27.76%, 취업하여 퇴소하는 경우가 6.859%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랑인복지시설의 입소자에 비해 노숙인쉼터 입소자가는 무단퇴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노숙인자쉼터가 부랑인복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소나 외출에 있어서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표 2-19〉퇴소경로

(단위: 명, %)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자진귀가(연고자인도포함) 3,705 61.0% 133 2.88

취업하여퇴소 103 1.69 316 6.85

무단퇴소 579 9.53 1,307 28.35

권고,강제퇴소 47 0.77 - -

타기관이나시설로전원 402 6.62 1,280 27.76

사망 253 4.17 13 0.28

기타및미확인 1,202 19.79 1,625 34.24

합계 6,073 100 4,611 100

3) 건강실태

(1) 주요 건강문제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주요 건강문제를 살펴보면, 정신질환(치매, 간질 포함/알코올문제 및 정신

지체 제외)을 갖고 있는 입소자가 3,021명(35.1%)으로 가장 높게 차지했고, 신체장애 1,018명(11.8%), 알

코올 중독 984명(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중 건강하다고 판단되는 입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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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중에서 804명(9.3%)로 나타났다. 반면 노숙인쉼터 입소자들은 전체의 2,148명 중 과반수를 훨씬 넘

는 1,392명(64,89%)이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알콜올중독이 190명(8.8%), 정신질환이 141명

(6.55%)를 차지했다. 이는 노숙인쉼터 입소자들이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에 비해 상대적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표 2-20〉주요건강문제

(단위: 명)

구분 장애질환여부

건강 정신

질환

지체

장애

언어

청각

시각

장애

정신

지체

알코올 기타 합계

노숙인

쉼터

1392

(64.89%)

141

(6.55)

77

(3.5%)

18

(0.8%)

15

(0.6)

20

(0.9%)

190

(8.8%)

384

(17.8%)

2148

(100%)

부랑인시

설

장애질환여부

건강 신체장애 정신질환 알콜중독 만성질환 기타

804

(9.3%)

1018

(11.8%)

3021

(35.1%)

984

(11.4%)

808

(9.4%)

1962

(22.8%)

(2) 건강관련 서비스 필요도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들의 경우 정신질환 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비율이 전체 입소자 중 3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치료서비스 16.0%, 신체장애 재활서비스 14.6%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한편,

노숙자쉼터 입소자들의 경우 만성질환에 대한 서비스 37.7%, 알코올문제에 대한 서비스가 29.4%, 정신

질환 치료서비스가 24.1%의 순으로 분포되어 만성질환과 알코올문제 치료에 대한 욕구가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노숙인쉼터에 비해 부랑인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 치료서비스가

필요한 입소자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이다.

<표 2-21〉 현원 대비 건강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입소자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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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중적인서비스유형

신체장애에

대한서비스

정신질환에

대한서비스

알콜

치료

만성질환에

대한서비스

기타

서비스 합계

부랑인

시설

913

(14.6%)

2064

(33.0%)

551

(8.8%)

1005

(16.0%)

1720

(27.5%)

6,253

(100)

노숙인

쉼터

집중적인서비스유형

정신질환에

대한서비스

지체장애에

대한서비스

언어․청각

장애에대한

서비스

시각장애에

대한서비스

정신지체에

대한서비스

알코올

중독에

대한

서비스

기타질환

및장애에

대한

서비스

함계

134

(24.1%)

28

(5.1%)

4

(0.7%)

8

(1.4%)

12

(2.1%)

164

(29.4%)

210

(37.7%)

557

(100%)

주: 1) 중복응답

: 2) 전체입소인원대비비율임

(3) 일상생활 수행정도

〈표 2-21〉은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와 노숙인쉼터 입소자의 일상생활수행정도를 살펴보면, 우선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일상생활 수행정도에서 지속보호 필요한 입소자는 2,651명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간헐보호 필요한 입소자가 2,070명(25.3%), 직업생

활이 가능한 입소자가 1,022명(11.8%)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반면 노숙인쉼터 입소자들은 직업생활이 가

능한 입소자가 1,426명(57.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사회적 생활이 제한적인 입소자 481

명(19.4%), 일상생활은 가능하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입소자가 330명(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는 일상생활수행정도가 낮은 경우부터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노숙자쉼터입소자는 대체적으로 일상생활수행정도가 높은 수준부터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03년의 연구결과(이태진 외)와 유사한 경향으로 보인다.

〈표 2-21〉 일상생활 수행정도

(단위 : 명)

구분 일상생활기능수준

일상생활

불가능

-지속보호

필요

일상생활

제한성

-간헐보호

필요

일상생황

가능

-사회활동

어령움

사회

생활

제한적

기능수준에

문제없어

직업생활

가능

합계

부랑인

시설

2651

(30.8%)

2070

(24.0%)

1999

(23.2%)

863

(10.0%)

1022

(11.8%)

8605

(100)

노숙인

쉼터

34

(1.3%)

146

(5.9%)

330

(13.3%)

481

(19.4%)

1426

(57.7%)

2470

(100%)

(4) 자활 및 독립생활 가능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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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에서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의 자활 및 독립생활 가능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8,563명 중

근로활동은 불가능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입소자가 3,184명(37.1%)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다음

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수발이 필요한 자가 2,517명(29.3%), 경제적 자립은 어렵지만 보호된 작업장에

서 근로활동은 가능한 입소자가 1,677명(19.5%), 즉각적인 노동시장 참여가 가능한 입소자 795명(9.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표 2-23>에서 노숙인쉼터 입소자의 자활 및 독립생활 가능 정도를 살펴보면 전

체 2,257명 중 지금이라도 당장 자활과 독립생활이 가능한 입소자가 980명(43.4%)을 차지하였고, 다음으

로 장기적으로 자활과 독립생활이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지속적인 시설보호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802명(35.5%), 단기간 시설보호와 서비스 제공만으로 자활과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 714명(31.6%)의 순으

로 나타났다. 노숙인쉼터에 비해 부랑인시설 입소자들이 자활 및 독립생활이 가능한 비율이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중 즉각적인 노동시장 참여가능한 자(9.3%)는 노숙인자활시

설로 이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2> 부랑인시설 입소자의 독립생활 가능 정도(n=49)

구분 자활및독립생활가능정도

일상생활이

어려워

수발이

필요

근로활동은

불가능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

경제적자립은

어렵지만

보호된

작업장에서

근로활동은

가능

즉각적인

노동시장참여는

어렵지만

심리재활,

직업교육등으로

경제적자립을

기대

즉각적인

노동시장참여

가능

합계

시설

전체

2517

(29.3%)

3184

(37.1%)

1677

(19.5%)

393

(4.5%)

796

(9.3%)

8563

(100)

<표 2-23> 노숙인쉼터 입소자의 자활 및 독립생활 가능 정도(n=68)

(단위: 명)

구분 자활및독립생활가능정도

독립생활

불가능

-지속적인

시설보호와치료

요양이필요

지속적인시설보호와

서비스제공

-장기적으로

자활과독립생활

가능

단기간

시설보호와

서비스제공

-자활과

독립생활

가능

지금이라도

적절한기회가

주어지면

자활과

독립생활이

가능

합계

쉼터

전체

173

(7.6%)

802

(35.5%)

714

(31.6%)

980

(43.4%)

225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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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활동 경험 및 근로의지 정도

〈표 2-24>는 부랑인복지시설과 노숙인쉼터 입소자들의 과거직업 경험의 여부를 알아 본 결과에 따르

면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중 과거의 직업 유경험자는 1,967명(37.8%), 무경험자는 4,038명(62.2%)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숙인쉼터 입소자 중 과거 직업 유경험자는 1,952명(89.6%), 무경험자는 227명(10.4%)으

로 분포되어있어, 입소자의 대다수가 과거에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랑인복지시설과 노숙인쉼터 입소자의 근로의지에 대해 살펴보면 부랑인복지시설의 입소자의 경우 근

로의지가 없는 입소자가 4,090명(65.6%), 근로의지가 있는 입소자가 2,141명(34.49%)으로 분포되었다. 한편 노

숙인쉼터 입소자의 경우 근로의지가 없는 입소자가 354명(15.1%)이었으며, 근로의지가 있는 입소자는

1,995명(84.9%)으로 나타났다.

〈표 2-24〉 과거직업경험여부 및 근로의지 보유정도

(단위: 명, %)

구분

과거직업경험 근로의지보유정도

없다 있다 합계 없는편 있는편 합계

부랑인시설 4,038

(62.2)

1,967

(37.8)

6,005

(100)

4,090

(65.6)

2,141

(34.4)

6,231

(100)

노숙인쉼터 227

(10.4)

1,952

(89.6)

2,179

(100)

354

(15.1)

1,995

(84.9)

2,349

(100)

5) 사회적 관계망실태

입소자들의 사회적 관계망 수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부랑인복지시설과 노숙인쉼터 모두 사회적 관계

망이 대단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사회적 관계망 수준을 살펴보면,

시설 퇴소 이후 독립생활에 도움 줄만한 사람이 전혀 없는 입소자가 5,803명(77.5%)으로 가장 높게 분포

되었다. 그리고 현재 가족과 만남이 지속되고 있으며 퇴소 이후에도 함께 거주할 가족이 있는 입소자는

1,254명(16.7%)의 비율을 보였고, 퇴소 후 독립생활에 물질적 혹은 정신으로 도움을 줄만한 친지나 이웃,

동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입소자는 436명(5.8%)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쉼터 입소자들 역시 독립생활에

도움을 줄만한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가 전체 중 1,603명(63.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현재 가족과 만남이 지속되고 있으며 퇴소 이후에도 함께 거주할 가족이 있는 입소자는 539명(21.3%), 가족

은 아니지만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는 경우 394명(15.5%)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노숙인쉼터 입소자에 비해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들이 사회적 관계망 수준이 더 열악한 것은 노숙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사회적 관계망 수준은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표 2-25〉 입소자들의 사회적 관계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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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자쉼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현재가족과만남지속,퇴소후거주가족있음 1,254 16.7 539 21.3

퇴소 후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줄 사람들(친지, 이웃,

동료등) 있음
436 5.8 394 15.5

퇴소후도움을주고 받을만한사람들이전혀없음 5,803 77.5 1,603 63.2

합계 7,493 100 2,536 100

2-3. 노숙인 상담보호센터의 서비스 제공 실태

1) 서비스 제공 현황

노숙인 이용시설인 노숙인상담보호센터는 전국에 1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노숙인상담보호센터의 주

서비스 기능은 상담서비스, 편의시설 제공, 의료서비스, 식사 제공 등이다. 상담서비스는 입소상담, 생활

상담, 취업상담, 현장상담, 시설 입소로 분류되는데, <표 2-26>에서 보듯이 상담서비스 중에서 현장상담

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편의시설 제공서비스는 응급잠자리, 목욕, 세탁, 이․미용서비스 등이

제공되는데, 그 중에서 목욕서비스가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고, 다음으로 응급잠자리 제공, 세탁서비스

순으로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제공은 조식과 중식에 비해 석식을 제공받는 이

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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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상담보호센터 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이용

인원계

상담서비스 편의시설이용 의료서비스 식사제공

입소

상담

생활

상담

취업

상담

현장

상담

시설

입소

응급

잠

자리

목욕 세탁
이․

미용
기타

병원

의뢰

기

타

조

식

중

식

석

식

2

0

1

0

년

1/4

분기

센터

평균
24,307.92 69.85 320.92 179.08

952.85

(61.64%)
23.08 4281

5343.69

(27.61%)
3867.07 1770.77 4330.07 49.69 647.92 1894.92 4095.54 6547.31

응답

센터
13 13(평균 1545.77) 13(평균 19349.23) 13(평균 697.62) 13(평균 11,917.08)

2/4

분기

센터

평균
21,654.23 65.231 417.77 195.38

807.23

(53.46%)
24.15 3574.31

4779.85

(12.08%)
3174.08 127.46 4003.23 41.08 494.46 2351.62 2101.08 4941.46

응답

센터
13 13(평균 1510) 13(평균 39,568.92) 13(평균 535.54) 13(평균 9394.15)

3/4

분기

센터

평균
21,346.46 70.385 359 147.92

908.62

(60.16%)
24.31 3,385.08

4,600.54

(27.59%)
3,047.46 126.46 3,836.69 64.846 586.77 2,287.23 2,499.39 4.866.69

응답

센터
13 13(평균 1,510.23) 13(평균 16,670.31) 13(평균 651.62) 13(평균 9,654.08)

4/4

분기

센터

평균
21,723.62 73.385 383.69 134.92

871.15

(58.39%)
26.23 3,787.08

4,611.15

(26.61%)
3,075.39 127.62 3,996.31 81.08 674.54 1,523.77 2,021 6,364.84

응답

센터
13 13(평균 1,492.08) 13(평균 17,326.46) 13(평균 755.62) 13(평균 7,766.92)

2

0

1

1

년

1/4

분기

센터

평균
24,406 65.384 384.69 137.31

989.77

(60.18%)
26..92 4,296.08

5,000.08

(27.06%)
3,360.85 122.85 3,977.31 88.62 646.62 1,855.62 1,372.54 6,463.15

응답

센터
13 13(평균 1,644.69) 13(평균 18,476.23) 13(평균 735.23) 13(평균 9,691.31)

2/4

분기

센터

평균
20.134.08 56 366.15 142.08

957.846

(61.84%)
28 3,726.77

4,325.69

(26.61%)
2,794.31 121 4,038.62 104.46 532.46 2,614.92 744.08 2,538.31

응답

센터
13 13(평균 1,549) 13(평균 16,254.85) 13(평균 636.92) 13(평균 6,0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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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상담보호센터의 서비스 유형 중에서 현장상담은 대개 거리상담의 형태로 진행되는데, 거리상담

이후 사후조치는 시설입소가 3,28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귀가 및 귀향이 1,560명, 병원입소 781

명, 쉼터 입소 684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7〉 거리상담 기관 실적

(단위: 명, %)

기간 쉼터입소 시설입소 병원입소 귀가/귀향 기타 합계

2010년말 현재 684 3,280 781 1,560 12,567 18,872

2011년 6월말 현재 400 1,775 576 646 5,993 9,390

노숙인상담보호센터에서 1차 사정 및 일시적 보호 이후 타 쉼터 및 기관으로 의뢰되는 수는 2010년

말 현재 총 4,737건, 센터당 354.8건으로 나타났다. 2011년 6월말 현재에도 센터당 평균 의뢰의 수는 304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각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다.

<표 2-28〉 타 쉼터 및 기관으로 의뢰 실적

(단위: 명,)

기간 총 의뢰 건수 평균 의뢰 건수

2010년말 현재 4,737 354.8

2011년 6월말 현재 3,952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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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구분
전체

부랑인시설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노숙인자활시설
　

6 13.6% 45 66.2% 0 0.0% 51 40.8%
　

노숙인재활시설
　

11 25.0% 3 4.4% 0 0.0% 14 11.2%
　

노숙인요양시설
　

20 45.5% 5 7.4% 0 0.0% 25 20.0%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 20.0% 3 4.4% 0 0.0% 5 4.0%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 4.5% 10 14.7% 12 92.3% 24 19.2%
　

기타
　

3 6.8% 2 2.9% 1 7.7% 6 4.8%
　

전체
　

44 100.0% 68 100.0% 13 100.0% 125 100.0%
　

2-4. 노숙인 시설 유형별 전환에 대한 기존 시설의 욕구

1) 시설 재편 시 현재 노숙인 부랑인복지시설별 희망하는 시설유형

2011년 6월 공포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노숙인 부랑인복지시

설이 노숙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장의 앞 절들에서는 현재 노

숙인 부랑인 복지시설의 시설 및 입소자에 대한 개관적 현황분석이 이루어졌다면, 본 절에서는 이해당

사자인 기관실무자의 의견을 통해 재편 방향을 가늠하고자 한다.

우선 <표 2- 29 >에보듯이현재부랑인시설의경우노숙인요양시설로의재편하는비율이 45.5%로가장높

게나타났고, 이어노숙인재활시설 25.0%, 노숙인자활시설 13.6%의 순으로나타났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희망하는 부랑인시설도 2개소(4.5%)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노숙인쉼터의 경우 노숙인자활시설로의 재편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45개소(66.2%)로 가장높게 나타났다. 이어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10개소(14.7%), 노숙인

요양시설이 5개소(7.4%)의순으로나타났다. 현재노숙인상담보호센터의경우에는거의대다수가노숙인종합

지원센터로의재편을희망하는것으로보인다. 현재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전체에서는노숙인자활시설로의

재편이 51개소(40.8%)로가장많이희망하는것으로보인다.

<표 2-29> 법 제정에 따른 시설 개편 시 희망하는 시설

(단위: 명, %)

다음으로 현재 노숙인쉼터 대상으로 해당쉼터의 운영주체에따른 개편을희망하는 시설유형을살펴보면

법인이운영하는노숙인쉼터의경우노숙인자활시설로의재편을가장선호하는것(67.2%)으로나타났고, 이어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13.8%, 노숙인요양시설이 8.6%의순으로나타났다. 반면개인이운영하는쉼터의경우

에는노숙인자활시설과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의재편을각각 2개소에서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고, 노숙인일

시보호시설로의재편도 1개소에서희망하는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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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유형

전체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노숙인일시

보호시설

노숙인종합

지원센터 기타

법 인

시설

빈도 39 2 5 2 8 2 58

운영주체중% 67.2% 3.4% 8.6% 3.4% 13.8% 3.4% 100.0%

시설유형중% 86.7% 66.7% 100.0% 66.7% 80.0% 100.0% 85.3%

개 인

시설

빈도 2 0 0 1 2 0 5

운영주체중% 40.0% 0.0% 0.0% 20.0% 40.0% 0.0% 100.0%

시설유형중% 4.4% 0.0% 0.0% 33.3% 20.0% 0.0% 7.4%

기타 빈도 4 1 0 0 0 0 5

운영주체중% 80.0% 20.0% 0.0% 0.0% 0.0% 0.0% 100.0%

시설유형중% 8.9% 33.3% 0.0% 0.0% 0.0% 0.0% 7.4%

한계　 빈도 45 3 5 3 10 2 68

운영주체중% 66.2% 4.4% 7.4% 4.4% 14.7% 2.9% 100.0%

시설유형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현재부랑인시설대상으로해당시설의운영주체에따른개편을희망하는시설유형을보면 <표 2-31>와같

다. 법인이 운영주체인 부랑인시설의 경우 노숙인요양시설로의 개편을 16개소(41.0%)로 가장 많이희망하는

것으로나타났고, 이어노숙인재활시설이 12개소(30.8%), 노숙인자활시설이 6개소(15.4%)의순으로나타났다.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부랑인시설의 경우에도 노숙인요양시설로의 재편을희망하는 비율이 57.1%(4개소)로

가장높게나타났고, 이어노숙인자활시설과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각각 14.3%(1개소)로나타났다.

<표 2-30> 노숙인쉼터 대상으로 시설 개편 시 희망하는 시설 유형

(단위: 명, %)

<표 2-31> 부랑인시설 대상으로 시설 개편 시 희망하는 시설 유형

(단위: 명, %)

　 시설유형

전체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노숙인일시

보호시설

노숙인종합

지원센터

기타

법인

시설

빈도 6 12 16 0 2 3 39

운영주체중% 15.4% 30.8% 41.0% 0.0% 5.1% 7.7% 100%

시설유형중% 85.7% 100.0% 80.0% 0.0% 100.0% 75.0% 83%

개인

시설

빈도 1 0 4 1 0 1 7

운영주체중% 14.3% 0.0% 57.1% 14.3% 0.0% 14.3% 100%

시설유형중% 14.3% 0.0% 20.0% 50.0% 0.0% 25.0% 15%

기타 빈도 0 0 0 1 0 0 1

운영주체중% 0.0% 0.0% 0.0% 100.0% 0.0% 0.0% 100%

시설유형중% 0.0% 0.0% 0.0% 50.0% 0.0% 0.0% 2%

합계 빈도 7 12 20 2 2 4 47

운영주체중% 14.9% 25.5% 42.6% 4.3% 4.3% 8.5% 100%

시설유형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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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분

시설 유형

전체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노숙인일시

보호시설

노숙인종

합지원센

터

기타

서울 25 (47.2%) 7 (43.8%) 5 (20.0%) 1 (20.0%) 7 (29.2%) 2 (28.6%) 47 (36.2%)

부산 3 (5.7%) 2 (12.5%) 2 (8.0%) 1(20.0%) 4 (16.7%) 0 (0.0%) 12 (9.2%)

대구 5 (9.4%) 0 (0.0%) 0 (0.0%) 0 (0.0%) 2 (8.3%) 0 (0.0%) 7 (5.4%)

인천 2 (3.8%) 0 (0.0%) 1 (4.0%) 2 (40.0%) 0 (0.0%) 1 (14.3%) 6 (4.6%)

광주 0 (0.0%) 0 (0.0%) 1 (4.0%) 1 (20.0%) 0 (0.0%) 0 (0.0%) 2 (1.5%)

대전 2 (3.8%) 0 (0.0%) 1 (4.0%) 0 (0.0%) 3 (12.5%) 0 (0.0%) 6 (4.6%)

울산 0 (0.0%) 0 (0.0%) 0 (0.0%) 0 (0.0%) 1 (4.2%) 0 (0.0%) 1 (0.8%)

경기 7 (13.2%) 1 (6.3%) 3 (12.0%) 0 (0.0%) 3 (12.5%) 1 (14.3%) 15 (11.5%)

강원 2 (3.8%) 2 (12.5%) 1 (4.0%) 0 (0.0%) 2 (8.3%) 0 (0.0%) 7 (5.4%)

충북 1 (1.9%) 0 (0.0%) 1 (4.0%) 0 (0.0%) 0 (0.0%) 0 (0.0%) 2 (1.5%)

충남 1 (1.9%) 0 (0.0%) 0 (0.0%) 0 (0.0%) 0 (0.0%) 0 (0.0%) 1 (0.8%)

전북 2 (3.8%) 0 (0.0%) 1 (4.0%) 0 (0.0%) 1 (4.2%) 2 (28.6%) 6 (4.6%)

전남 2 (3.8%) 1 (6.3%) 4 (16.0%) 0 (0.0%) 0 (0.0%) 0 (0.0%) 7 (5.4%)

경북 1 (1.9%) 1 (6.3%) 2 (8.0%) 0 (0.0%) 0 (0.0%) 1 (14.3%) 5 (3.8%)

경남 0 (0.0%) 0 (0.0%) 3 (12.0%) 0 (0.0%) 1 (4.2%) 0 (0.0%) 4 (3.1%)

제주 0 (0.0%) 2 (12.5%) 0 (0.0%) 0 (0.0%) 0 (0.0%) 0 (0.0%) 2 (1.5%)

전체 53 (100%) 16 (100%) 25 (100%) 5 (100%) 24 (100%) 7 (100%) 130(100%)

2) 시설 재편 시 지역별 노숙인 부랑인시설이 희망하는 시설 유형

법률에 따른 시설 재편 시 지역별 현 노숙인 부랑인시설이 희망하는 시설 유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

시가 노숙인자활시설이 25개소,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각각 7개소, 노숙인요양시설이

5개소,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 1개소로 재편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편되는 시설유형에 따라 지역

별로 살펴보면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경우 부산광역시가 4개소, 대전광역시와 경기도가 각각 3개소, 그

리고 대구광역시가 2개소로 나타났는데, 이는 광역권 단위로 1~2개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될 것

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충

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그리고 제주도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희망하는 현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시설의 재편 유도 및 신규 센터의 설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2> 지역별 현재 노숙인 부랑인 복지시설이 시설 재편시 원하는 시설 유형

(단위: 명)

지역별 현 부랑인시설과 노숙인쉼터가 시설 재편 시 희망하는 시설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부랑인시

설의 경우 노숙인요양시설로 재편이 20개소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는 노숙인재활시설이 4개소, 노숙인요양시설이 3개소, 그리고 노숙인자활시설이 2개소로 재편을 희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에서는 현 부랑인시설이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의 재편

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숙인 쉼터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대체로 노숙인자활시설로의

재편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그리고 강원도(각각 2개소)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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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시설 유형

전체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노숙인일시

보호시설

노숙인종합

지원센터
기타

서울 2 (28.6%) 4 (30.8%) 3 (15.0%) 0 (0.0%) 0 (0.0%) 0 (0.0%) 9 (18.8%)

부산 1 (14.3%) 2 (15.4%) 0 (0.0%) 1 (50.0%) 0 (0.0%) 0 (0.0%) 4 (8.3%)

대구 0 (0.0%) 0 (0.0%) 0 (0.0%) 0 (0.0%) 1 (50.0%) 0 (0.0%) 1 (2.1%)

인천 1 (14.3%) 0 (0.0%) 1 (5.0%) 1 (50.0%) 0 (0.0%) 1 (25.0%) 4 (8.3%)

광주 0 (0.0%) 0 (0.0%) 1 (5.0%) 0 (0.0%) 0 (0.0%) 0 (0.0%) 1 (2.1%)

대전 0 (0.0%) 0 (0.0%) 1 (5.0%) 0 (0.0%) 0 (0.0%) 0(0.0%) 1 (2.1%)

경기 0 (0.0%) 1 (7.7%) 2 (10.0%) 0 (0.0%) 0 (0.0%) 0 (0.0%) 3 (6.3%)

강원 0 (0.0%) 2 (15.4%) 1 (5.0%) 0 (0.0%) 0 (0.0%) 0 (0.0%) 3 (6.3%)

충북 0 (0.0%) 0 (0.0%) 1 (5.0%) 0 (0.0%) 0 (0.0%) 0 (0.0%) 1 (0.0%)

전북 0 (0.0%) 0 (0.0%) 1 (5.0%) 0 (0.0%) 0 (0.0%) 2 (50.0%) 3 (6.3%)

전남 2 (28.6%) 1 (7.7%) 4 (20.0%) 0 (0.0%) 0 (0.0%) 0 (0.0%) 7 (14.6% )

경북 1 (14.3%) 1 (7.7%) 2 (10.0%) 0 (0.0%) 0 (0.0%) 1 (25.0%) 5 (10.4%)

경남 0 (0.0%) 0 (0.0%) 3 (15.0%) 0 (0.0%) 1 (50.0%) 0 (0.0%) 4 (8.3%)

제주 0 (0.0%) 2 (0.0%) 0 (0.0%) 0 (0.0%) 0 (0.0%) 0 (0.0%) 2 (4.2%)

전체 7 (100%) 13 (100%) 20 (100%) 2 (100%) 2 (100%) 4 (100%) 48 (100%)

지역구분

시설 유형

전체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노숙인일시

보호시설

노숙인종합

지원센터
기타

서울 23 (50.0%) 3 (100.0%) 2 (40.0%) 1 (33.3%) 2 (20.0%) 2 (100.0%) 33 (47.8%)

부산 2 (4.3%) 0 (0.0%) 2 (40.0%) 0 (0.0%) 2 (20.0%) 0 (0.0%) 6 (8.7%)

대구 5 (10.9%) 0 (0.0%) 0 (0.0%) 0 (0.0%) 0 (0.0%) 0 (0.0%) 5 (7.2%)

인천 1 (2.2%) 0 (0.0%) 0 (0.0%) 1 (33.3%) 0 (0.0%) 0 (0.0%) 2 (2.9%)

광주 0 (0.0%) 0 (0.0%) 0 (0.0%) 1 (33.3%) 0 (0.0%) 0 (0.0%) 1 (1.4%)

대전 2 (4.3%) 0 (0.0%) 0 (0.0%) 0 (0.0%) 2 (20.0%) 0 (0.0%) 4 (0.0%)

울산 0 (0.0%) 0 (0.0%) 0 (0.0%) 0 (0.0%) 1 (0.0%) 0 (0.0%) 1 (1.4%)

경기 7 (15.2%) 0 (0.0%) 1 (20.0%) 0 (0.0%) 1 (0.0%) 0 (0.0%) 9 (13.0%)

강원 2 (4.3%) 0 (0.0%) 0 (0.0%) 0 (0.0%) 2 (20.0%) 0 (0.0%) 4 (5.8%)

충북 1 (2.2%) 0 (0.0%) 0 (0.0%) 0 (0.0%) 0 (0.0%) 0 (0.0%) 1 (1.4%)

충남 1 (2.2%) 0 (0.0%) 0 (0.0%) 0 (0.0%) 0 (0.0%) 0 (0.0%) 1 (1.4%)

전북 2 (4.3%) 0 (0.0%) 0 (0.0%) 0 (0.0%) 0 (0.0%) 0 (0.0%) 2 (2.9%)

합계 46 (100%) 3 (100%) 5 (100%) 3 (100%) 10 (100%) 2 (100%) 69 (100%)

숙인종합지원센터로의 재편을 희망하는 시설도 나타났다.

<표 2-33> 지역별 현 부랑인시설이 시설 재편시 원하는 시설 유형

(단위: 명)

<표 2-34> 지역별 현 노숙인쉼터가 시설 개편 시 원하는 시설유형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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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전환 시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

현 노숙인 부랑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다중응답을 살펴보면, 인

력자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노숙인쉼터(35개소), 부랑인시설(5개소), 노숙인상담지원세

터(8개소)로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다음 사항은 시

설기능보강으로 나타났는데, 시설기능보강은 2순위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35> 시설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단위: 명)

노숙인쉼터 부랑인시설 노숙인상담보호센터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인력지원 35 15 4 1 - 26 5 5 5 1 8 4 - - -

프로그램등

사업지원

5 13 20 16 - 2 7 16 10 1 - 2 3 3 2

시설기능보강 17 19 10 9 1 10 16 3 6 - 2 3 5 2 -

치료,재활, 자활등

전문시설과의연계

4 9 19 22 - 2 10 10 11 1 1 2 3 3 1

기타 2 2 - - 8 3 10 1 - 5 2 1 - - 1

합계 63 58 53 48 9 43 39 35 32 8 13 12 11 8 4

무응답 7 12 17 22 61 8 12 16 19 43 - 1 2 5 9

총계 70 51 13

지방 이양되어 있는 노숙인 부랑인시설 사업의 국고환원에 대한 의견은 현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노

숙인․부랑인시설 사업 모두를 국고환수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반면 현 체제(노숙

인은 지방, 부랑인은 중앙정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노숙인쉼터는 7개소(10.0%), 부랑인시설은 5개

소(9.8%)로 나타났다.

<표 2-36> 지방 이양되어 있는 노숙인/부랑인시설 사업의 국고환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내용 노숙인쉼터 부랑인시설 노숙인상담보호센터

노숙인․부랑인시설사업모두국고환수 55(78.6%) 31(60.8%) 11(84.6%)

노숙인․부랑인시설사업모두지방이양 3(4.3%) 3(5.9%) 1(7.7%)

현체제(노숙인은지방, 부랑인은중앙정부)유지 7(10.0%) 5(9.8%) -

기타 - 2(3.9%) -

합계 65(92.9%) 41(80.4%) 12(92.3%)

무응답 5(7.1%) 10(19.6%) 1(7.7%)

총계 70(100.0%) 51(100.0%) 13(100.0%)

현 노숙인쉼터와부랑인시설에서장기입소자(2년이상)에대해어떠한방식으로대응하는지를알아보면

노숙인쉼터의 경우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를 유도한다는 응답이 24개소(34.3%)로 가장높게 나타났고, 이어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20개소(28.6%), 2년 이상 장기입소자는 없다는 응답이 13개소(18.6%)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랑인시설의경우에는별다른대책이없다는응답이 27개소(52.9%)로가장높게나타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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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타복지시설에연계한다는응답이 8개소(15.7%), 기타라는응답이 5개소(9.8%)의순으로나타났다.

<표 2-37> 장기입소자(2년 이상)에 대한 주요 대응방식

(단위: 명,)

내용 노숙인쉼터 부랑인시설

2년이상장기입소자없음 13(18.6%) 2(3.9%)

매입임대주택입주유도 24(34.3%) 3(5.9%)

타복지시설연계 3(4.3%) 8(15.7%)

별다른대책없음 20(28.6%) 27(52.9%)

기타 3(4.3%) 5(9.8)

합계 63(90.0%) 45(88.2%)

무응답 7(10.0%) 6(11.8%)

총계 70(100.0%) 51(100.0%)

현 노숙인 부랑인복지시설이인근동종시설과의업무상연계정도에대한의견은다음과같다. 부랑인시

설의경우연계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응답이 과반수가훨씬넘는비율(62.8%)로나타났다. 반면노숙인쉼

터의경우이루어지고있다는응답이과반수가넘는비율(54.3%)로나타났고, 또한기관의성격상연계가불가

피한노숙인상담보호센터는 92.4%가연계가이루어지고있다고응답하였다.

다음으로인근의다른기관과업무상연계에대해서는 노숙인쉼터(55.7%), 부랑인시설(58.9%), 그리고노숙

인상담보호센터(76.9%) 모두에서연계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표 2-38> 인근의 노숙인 쉼터 혹은 부랑인시설, 상담보호센터와 업무상 연계 정도

(단위: 명,)

내용 부랑인시설 노숙인쉼터 노숙인상담보호센터

전혀이루어지않음 16(31.4%) 3(4.3) -

별로이루어지지않음 16(31.4%) 14(20.0%) -

그저그렇다 4(7.8%) 14(20.0%) 1(7.7%)

이루어지고있는편 7(13.7%) 32(45.7%) 6(46.2%)

매우잘이루어지고있음 4(7.8%) 6(8.6%) 6(46.2%)

합계 47(92.2%) 69(98.6%) 13(100.0%)

무응답 4(7.8%) 1(1.4%) -

총계 51(100.0%) 70(100%) 13(100.0%)

<표 2-39> 인근의 다른 기관(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정신요양시설등)과업무상연계정도

(단위: 명,)

내용 노숙인쉼터 부랑인시설 노숙인상담보호센터

전혀이루어지않음 - 3(5.9%) -

별로이루어지지않음 18(25.7%) 8(15.7%) 1(7.7%)

그저그렇다 11(15.7%) 6(11.8%) 2(15.4%)

이루어지고있는편 34(48.6%) 24(47.1%) 7(53.8%)

매우잘이루어지고있음 5(7.1%) 6(11.8%) 3(23.1%)

합계 68(97.1%) 47(92.2%) 13(100.0%)

무응답 2(2.9%) 4(7.8%) -

총계 70(100.0%) 51(100.0%)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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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노숙인 부랑인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원칙

현재노숙인과부랑인으로구분되어이원화되어있는홈리스복지서비스는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

에관한법률’(이하노숙인복지법)이제정됨에따라노숙인등의복지서비스로통합일원화될예정이다. 이연

구가착수되는시점에서는상기의법률이미확정상태였지만, 4월 29일을기점으로국회에서법률안이확정되

었고,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게 되었다. 노숙인복지법은 노숙인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할역할과책무를규정하고있으며, 서비스를제공하는목적과근거를제시하고있다. 또한법내용에

노숙인등의복지를위해제공되어야할복지서비스와복지시설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법제정이라는 주요한 환경의 변화에따라서 노숙인 부랑인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노숙인복지법’에서제시하고있는시설체계와법제정취지를충실히따라야한다는점이다. 그러므로 ‘노숙인

부랑인’이라는명칭도 ‘노숙인’으로단일화하고 ‘노숙인서비스개편방안’이라는용어로통일하여서술하도

록한다. 이러한당연하고도중요한원칙외에도서비스전달체계개편을위해고려해야할주요한원칙들이존

재한다.

둘째, 노숙인복지의근본적원칙에충실해야한다. ‘노숙인’의발생원인과노숙인의특성을고려하고, 노숙

인의인간다운생활을지원하는데효과적이고효율적인서비스제공이이루어져야한다.

셋째, 노숙인복지는 ‘노숙인’ 고유의특성을반영하여야하나,큰틀에서사회복지서비스중의하나이며,

이러한측면에서사회복지서비스일반원칙에따라야한다.

넷째,새롭게제정된노숙인복지법에따를뿐만아니라, 그동안의노숙인 부랑인정책의맥락과정책발달

의역사성을크게벗어나기도어려울것이다. 현재의존재와그동안의맥락을반영하여서비스재편방향을모

색하여야한다.

다섯째, 장기적인전망과비전속에서서비스전달체계의재편은단계적전환과정을모색하여야한다.

3-1. 노숙인 복지법 제정의 의미

주지하다시피 2011년 4월말에노숙인복지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으며, 6월에공포됨에따라내년 6월

에시행을앞두게되었다. 2010년 6월에 ‘홈리스법제정추진위원회’라는민간단체가결성되고약 1년만의쾌거

인셈인데, 본격적인논의가있고, 법제정까지걸린시간으로보면,매우이례적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물론

행정부주도의법제정의경우,매우신속한제정경로를보여주는사례들이있지만, 행정부의적극적인움직임

이있기전에, 민간의법제정운동과의원입법을통해신속한법제정이이루어지는사례는매우드물다고할수

있다. 이러한법제정과정과민간참여, 그리고행정부와입법부와의협력관계등입법과정을둘러싼의미에대

해논의할수있는내용이매우풍부할것이지만, 여기에서는법내용을중심으로의미를논의하도록한다.

무엇보다 중요한점은첫째, 노숙인, 부랑인,쪽방 및비닐하우스등부적절한 주거공간에서생활하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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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거취약계층에대한정책의법적근거마련하였다는점이다. 특히노숙인과부랑인에대해서는상당히오

래전부터복지서비스가제공되어왔지만, 법적근거가취약하였다. 임시, 응급대책의성격이강하였고, 국가

경제 위기 등 ‘위기’사유가 소멸하면 노숙인의문제도 사라지는 것으로, 그러므로 정책도 일시적인 성격으로

바라보았고, 그래서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들은항상, 서비스나프로그램이여전히필요한지에대한법적근

거를요구받을거나혹은그러한의문을제기해왔다.

1999년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제정을위한법적근거가마련되고,

2002년에노숙인에대한지원사업이사회복지사업법에포함되는등법적근거가조금씩확보되었지만, 노숙인

등홈리스에대해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목적과내용이구체적으로규정되지못하였다(이태진외, 2003, 이태

진외 2007).금번노숙인복지법이제정됨으로써이러한법적취약성을근본적으로해결하게되었고, 지속적이

고체계적인노숙인복지정책을수립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였다고할수있다. 또한노숙인과부랑인으로

한정된복지서비스의대상을쪽방, 비닐하우스등부적절한주거공간을이용하는불안정주거계층까지확대하

였다는측면도매우중요하다. 노숙인으로현재화되지않았을지라도, 거의거리수준의잠자리를유지하는다

양한현재적,잠재적홈리스를정책대상으로포괄함으로써, 예방적인대책을마련할수있는정책의합리성을

고양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고평가된다.

둘째, 다양한 명칭으로 규정되던정책대상집단을 ‘노숙인 등’으로 통합 일원화하였다. 용어는 관습이므로,

외래어홈리스로통칭될수있는용어를발견하지못하는상황에서 ‘노숙인등’을그러한집단으로규정해줌으

로써축소된 ‘노숙인’의의미를,즉현재노숙인정책대상집단으로서의 노숙인의의미를, 다시원래의의미로

확대팽창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주었다6). 법으로 제도화된용어는관습적지위를획득하게되고그리하여

노숙인은광범위한주거취약계층을특정하게될수있을것이다.

셋째, 정책대상집단을명확하게규정함으로써정책의방향과내용을체계화할수있게되었다. 그동안우리

사회는홈리스이거나혹은홈리스상태의위기에내몰린사람들을각기다른명칭으로, 각기다른방식으로대

응해왔다. 부랑인, 노숙인,쪽방사람들, 비닐하우스철거민, 고시원사람들등발견되는장소나상태에따라적

당한명칭과적당한대응이이루어지거나혹은방치가이루어져왔다. 노숙인등으로홈리스를통합일원화함

으로써주거복지정책에초점을두는거주중심의대책마련과거주중심의서비스가마련되어야한다는관점의

통합에도달하기에적합한토대를마련되었다.

넷째, 노숙인복지법이제정됨으로써, 노숙인의권리가명확하게규정되었고, 노숙인지원대책의목적이 구

체화되었다. 노숙인복지법제1조에 ‘노숙인등의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명문화하였고, 법의목적혹은서

비스제공의목적을 ‘... 보호하고재활및자립을위한기반을조성하여이들의건전한사회복귀와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노숙인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가있고, 이법을통하여노숙인의기본

적인인권을보장하고자한다는것이다. 이법을통하여노숙인의자활과자립을위한기반을제공하고자하며,

궁극적으로는노숙인의복지증진에법의목적이있음을명확히하고있는것이다.

다섯째, 노숙인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명확하게설정하였을뿐만아니라구체적인서비스의내용까지규정하였다는점이다. 노숙인복지법에

따라중앙정부는노숙인을예방하고이들의복지를향상시키고자립할수있도록하기위한종합계획을수립하

도록하였다. 중앙정부는 5년마다종합계획을수립하고, 지방정부는매년시행계획을수립하도록하였다. 중앙

6) 노숙인은한자로露宿人이다. 이슬을맞고한데잠을자는사람이라고해석할수있겠다. 적절한주거공간이없어서한데잠을자야

하는위기에몰린사람을통칭하기에적절한용어라고보인다. 상당히낙인이부여된부랑인이라는용어를폐기하게된점또한이법

의긍정적의미라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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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균형

○ 노숙인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단순히 ‘시설’서비스 차원에 한정될 수 없고, 노숙인

은 ‘주거’의 결핍상태로 가시화되었으므로 ‘거주지원서비스’를 가장 기본으로 해야 함

   (거주지원 + 필요한 서비스가 결합된다는 개념 확립)

   - 거주지원 +자활프로그램 → 자활시설, 자활의집, 자활주거공동체

   - 거주지원 +재활프로그램 → 재활시설, 재활그룹홈, 재활주택

   - 거주지원 +요양 서비스 → 요양시설

○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반원칙 준수

   - 지역사회보호의 원칙

   - 전문화의 원칙

○ 기존 시설의 활용과 단계적 전환의 원칙

정부의 5개년종합계획수립시노숙인등에대한정책의장기적인목표와방향이설정될것이며, 지방정부의

시행계획에따라장기적인정책목표를실천하는지역별대책이수립됨으로써, 노숙인정책이일관성과체계성

을갖추게될것이다.

노숙인의자활자립과복지증진을위하여제공되어야할서비스의내용이구체화되었다. 단순잠자리,급

식지원과 응급조치 등을 차원에서 나아가 주거지원 서비스, 의료지원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등을포함하는

포괄적대책으로체계화되었다. 또한노숙인과부랑인으로이원화되어있는복지시설체계도노숙인등복지시

설로일원화하고,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로체계화하였다.

이상과같은노숙인복지법의의미가최대한발현될수있도록현재의관련시설들을노숙인복지서비스체계

로전환, 재편하여야할것이다.

3-2. 노숙인 복지 서비스 원칙

노숙인의 발생원인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에의하면,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들이 지적된다. 개인적원

인으로서 무능력, 정신장애(정신질환), 지적 장애 혹은 지체장애, 질병과 노령화 등이 거론 되고 있으며, 특히

정신질환노숙인의사례는매우빈번하게발견되고있다. 우리나라노숙인쉼터이용자의경우건강한노숙인

은 70％에불과하고여러가지장애를지닌경우가약 10％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남기철, 2010). 또한상

태가더열악한것으로알려져있는부랑인시설생활자의경우건강한노숙인은 10％에미치지못하였고, 90％

이상이 장애, 정신질환, 신체질환 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파악되었다(정원오 외 2009). 장애, 정신질환 등을

지닌노숙인에대해서는주거, 식사등기본생활유지를위한물질적지원뿐만아니라재활과치료에필요한복

지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

한편노숙의 원인은그러한 개인적요인뿐만아니라 사회적요인이존재한다. 사회적 요인은사회구조적

문제이기도하다. 사회적요인으로경제구조의문제와불평등문제, 주택문제, 사회복지서비스의문제등이거

론된다. 경제구조의문제는빈곤이노숙의원인이라는시각과긴밀하게연결되어있다. 경제구조의문제, 불평



- 49 -

등한소득구조의문제, 그리고빈곤으로인한노숙생활이라는원인규정은노숙인에대해사회적차원에서지

원이이루어져야한다는논리가만들어지는기반이되기도한다.

대표적인사회적요인으로서저렴한주택의부족과높은주거비의문제, 혹은주택공급구조의불균형(독신

자를위한주택부족) 등은노숙인발생과직접적으로연결된문제이다. 노숙은정상적인주거공간에서생활할

수없기때문에발생한다. 주택과주거공간의부족문제는다양한본질적인혹은근본적인원인들을넘어선직

접적인원인이다.

사회적요인으로지적되는사회복지서비스의구조적결핍문제는개인적원인론과사회적원인론이연결되

는접촉지점이다. 사회적케어가필요한장애, 정신질환등을지닌사람들에게제공되어야할사회복지서비스

가실패할때노숙인이발생한다.

이상과같은다양한개인적, 사회적요인들은상호결합되고영향을주고받는역동적인인과관계연결구조

속에서작동하게된다. 이러한노숙의원인론을전제한다면, 노숙의대책또한복지서비스우선(케어와치료중

심의접근)도아니고, 주거우선의원칙만으로도아닌, 주거와복지서비스의균형이라는원칙이설정된다. 노숙

인대책혹은홈리스대책의방향이주거제공과복지서비스가결합되는방향으로수렴되는현상은서구의경

험에서도확인할수있다.

영국의경우주거우선의원칙으로부터출발하여최근에는주거와복지(케어와교육훈련)의결합방향으로

접근하고있다. 1977년주택(홈리스)법이주거중심의접근을뒷받침하는입법이었다면, 2002년홈리스법은복

지서비스와 정부부처간의협력을강조한다. 노숙홈리스(lough sleepers)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서

비스가 ‘주거’서비스와결합되어야하며, 기존의주택국주도의홈리스대책에서사회서비스국의역할을강화

하고주택국과사회서비스국의협력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정원오, 2009).

미국의경우에도변화의방향은영국과반대방향이었지만, 복지서비스와주거서비스의균형을지점을찾

는것으로보인다. 미국은사회복지서비스중심의홈리스대책에서주거서비스의중요성을인정하는방향으로

변화되어왔다(남기철, 2009). 예컨대정신장애노숙인에대한탈노숙정책방향을살펴보면, 정신질환에대한치

료우선적(treatment first) 접근과주거우선적(housing first) 접근이라는두개의서로다른패러다임속에서모색

되어왔다. 치료우선적접근이란단계적케어모델로서우선정신장애노숙인에게치료를먼저실시해야한다는

원칙을주장한다. 주거를안정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정신증상에대한개입을통한증상완화가우선되어야

한다는주장이다. 반면주거우선적접근이란주거란기본적욕구이며, 정신장애노숙인에게주거를우선적으로

제공하되 정신장애노숙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함께제공한다면, 안정적으로 주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이

다. 양자는 오랫동안 논쟁적이었지만 점차 주거우선적 접근이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추세이다(민소영,

2011). 주거를우선제공하고여기에치료및복지서비스가결합되어야한다는입장이최근의주류적접근이라

고할수있다.

한국의 경우 홈리스에 대한 대책이 주택주관부서의 주요업무에 속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으로서

노숙인과부랑인에대한대책중심으로이루어진다는측면에서, 영국적맥락(주거중심의접근)보다는미국적

맥락(복지서비스중심의접근)에가까이있다고보여진다.케어와돌봄, 치료와교육훈련중심의접근이다. 노

숙인은치료, 재활, 교육훈련등을통해자활하도록서비스가제공되어야하며쉼터혹은시설생활을청산하고

지역사회에복귀하는데초점을두어왔다. 그런데이러한접근은노숙인이현재주거가없다는점을간과한접

근이다. 가정과유사한주거공간의제공, 양질의거주시설서비스제공이제일순위이며그다음으로사회적서

비스가결합되어야한다. 주거서비스와복지서비스의균형을위해서는현재복지서비스중심의관점에서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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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관점으로인식전환이필요하다. 노숙인복지법의주관부서는보건복지부이지만, 국토해양부와주택정

책실행조직(LH공사)등과긴밀한업무협조관계를마련할필요성이있다. 노숙인정책이주거정책과결합되어

야완성된노숙인정책이가능할것이다. 한정된주택공급물량과노숙인에대한주택공급정책의제한점(공공

주택제공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면, 주택관련부서의 제 1순위로 노숙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지

만, 연차적이고단계적인주택공급전략이마련되도록협력하여야할것이다.

다음으로고려하여야할중요한원칙과제한점은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체계가지니고있는문제점으

로 어떻게 극복하고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체계가 지향하는 방향은 ‘지역사회보호

(community care)’와 전문화이다(김용득, 2007). 한편으로는 시설보호에서탈시설화와 지역사회속에서의 보호

라는 ‘정상화의논리’가작동하고있으며, 다른한편으로는전문화의논리가작동되어아동, 노인, 장애인등으

로분화하고장애인의경우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신장애등으로더세밀하게분화하여전문적인치료와돌봄

이강조되고있다. 그런데노숙인의경우경제적요인을제외하면대부분의경우장애와정신질환등을지니고

있는데, 위에서언급한두가지복지서비스경향에역행하는논리로서비스가(특히시설서비스의경우) 작동되

고있다.

서구의 경우 지역사회케어 정책의 실패로 장애노숙인, 정신질환노숙인이증가하였다는 주장이 있다(김수

현, 1999). 사회복지서비스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의핸디캡을 지닌 노숙인은

시설에서보호되고있거나가정의보호속에서지역사회의다양한지원서비스가제공되어노숙인이되지않아

야 한다. 그런데 지역사회보호의논리에따라 정신장애인 등이 시설로부터벗어났지만, 지역사회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못함으로써노숙인화되었다는것이다. 1980년대서구의노숙인증가와탈시설화논리는시기적으

로일치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노숙인에대한시설보호는탈시설화에대한역행이거나, 지역사회보호서

비스정책방향에대한보완이다.

한국의경우에도기존이복지서비스가정상적으로작동한다면장애인노숙인혹은정신질환노숙인을위한

별도의서비스정책은필요없어야한다. 기존의장애인서비스혹은정신요양서비스체계로안내하거나연결

하는 상담창구만 있으면 될 것이다.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정신질환 노숙인 혹은 지체장애인이

거리생활을하는현상이발생한다. 시설이부족하거나서비스의부족때문일것이다. 서비스체계로부터누

락되거나배제되는경우노숙생활로전락될것이다. 복지서비스가발달한서구의경우지역사회보호의원칙의

실패(?) 혹은지역사회지원체계의부족때문이라고한다면, 한국의경우는그전단계로서시설과서비스의부

족때문이라고해야할것이다. 예컨대, 한국의장애인거주시설의경우필요소요잠자리(bed) 수에비해 공급

된자리수가현저하게낮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등)과비교할때 3~4배정도공급수

준이낮은것으로평가되어, 현재 2만3천자리수의약 3배인 6만 5천자리수까지증가시켜야적정공급량이될

것이라고추정한다(김용득, 2007). 이러한연유로부랑인시설에서생활하는장애노숙인을장애인시설로의뢰

하고자하더라도받아줄장애인시설을발견하기어렵고, 일시보호시설이어야하거나지역사회복귀시설이어

야할부랑인시설에서장기적인생활을유지하는장애노숙인이지속되고있는이유이다.

장기적으로보면정신장애서비스혹은장애복지서비스의공급량확대가기본적으로필요하지만, 단기간의

거주시설확대가재원의측면과물리적공간의측면에서쉽지않다는점에서, 기존의노숙인쉼터와부랑인시

설을체계화하고정상적인발전을하도록하여부족한거주서비스를확충하는방식이현실적이다.따라서사

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 원칙에는 다소 역행하는 방향일 수 있으나, 지체장애노숙인, 정신장애노숙인, 노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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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노숙인, 부랑인으로이원화되어있는시설서비스체계를노숙인서비스체계로단일화

○노숙인의재활과자립의기반시설로역할충실

○노숙인에게제공되어야할서비스를효율적으로전달

○민간과공공의협력과역할분담

○정부부처간의협력강화

<방향>

○단계적접근, 현시설의효율적재편

○전국적차원에서균형과조화의추구

○서비스의중복과누락해소

○시설의전문화와서비스의체계화

○시설종사자의처우개선, 근로환경개선

○서비스접근창구단일화, 접근권향상

○서비스단계적접근에서거주우선의접근으로전환

○경제적자활중심의접근에서개별적욕구중심의접근으로전환

숙인등으로분화하는시설재편방향은전면적인시행보다는단계적이고점진적으로전환하는원칙을적용하

는것이적절하다. 현재의부랑인시설의상태는장애, 질환,알콜의존, 노인등이혼재되어있지만, 이들을분리

하여전원하는것이이들의복지에반드시옳다고주장하기어렵다. 부랑인시설이이미그들의생활공간으로

의미를지니고있다면인위적인거주공간의분리가그들의복지에이롭다고주장하기어렵기때문이다. 대형

시설을소형시설로혹은주택형시설로전환하는과정에서영국정부가이주에반대하는시설생활자의소송에

패한사례가있고, 이러한사례는거주민들의복지가과학적인접근만으로평가하기어렵다는점을웅변하고

있다.

다만, 시설의소규모화와전문화의방향은장기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이러한측면에서신규노숙인의경

우장애인과노인, 정신질환자로분류될경우관련전문시설로연결하는것을우선적인원칙으로해야한다. 그

리고현재의부랑인시설이재활시설과요양시설로재편되는과정에서장애노숙인재활시설, 노인노숙인요양

시설등으로전환되어야하는데이과정이단계적이고장기적이어야한다.

3-3. 노숙인 시설재편의 목적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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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전달체계의 모형

노숙인시설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

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그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분된다. 숙박과케어 혹은

교육 훈련이제공되는거주시설에해당하는시설은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이다. 기존의

노숙인쉼터와부랑인시설은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로분화 전환되어야할것이다. 시설종류별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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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능과역할은다음과같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의욕구사정,필요한서비스연계, 주거지원,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을위한상담및복지서비스연계, 시설서비스연계, 응급조치, 복지서비스이력관리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등에게일시보호및복지서비스연계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등에게자립을지원하기위하여전문적인직업상담 훈련등의복지서비스를제

공하는시설

○노숙인재활시설:신체및정신장애등으로자립이어려운노숙인등에게치료및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

시설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문제등으로단기간내가정및사회복귀가어려운노숙인등에게요양서비스

를제공하는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에게급식을제공하는시설

○노숙인진료시설: 노숙인에게필요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기존의 노숙인 상담보호센터와 노숙인쉼터, 그리고 부랑인복지시설 등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일

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로전환재편되어야한다.

장기적으로는노숙인의 복지와 인간다운생활을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 노숙인복지서비스

체계가 작동할 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러한관점에서 노숙인복지서비스체계는 시설중심이거나, 경제적자

립에초점을두는자활서비스매몰되어서는곤란하다.궁극적으로노숙인의삶의질에초점을두어야하며, 노

숙인의복지를향상시키는핵심은거주생활지원으로부터출발하여야한다. 노숙인등에대한주거지원서비스

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대책이마련되어야 하며, 시설보호는 거주시설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할필요가 있다.

단순히저렴한방식의주거지원이아니라, 사회적케어(social care)가필요하거나, 의료적케어(nursing)가필요

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거주지원방식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이러한 욕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급적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형태의 주택이나 방 혹은베드가 제공되는 형태의 주거지원서비스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

다. 그러므로 거주시설서비스는가능한한억제되어야하고,필요한경우소규모를지향하고주택형태의시설

유형으로발전시켜나갈필요가있다.

시설의 다양화와 소규모화 방향으로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사항이지만, 임대주택제공 등저렴한 공공

주택을노숙인등에게제공하는대책의확대에는국토해양부와 LH공사등이적극적인역할을해야할것이다.

기존노숙인쉼터등은노숙인자활시설로전환되어야할것이고, 이때소규모자활시설들은 LH공사와연계하

여임대주택형자활시설로점진적인전환이이루어질수있도록장기적인전략을마련하여야한다. 또한자활

은노동부의고용지원센터와연결되어다양한고용프로그램과연결될수있어야효과를발휘할수있다.새로

운 노숙인복지서비스체계는 보건복지부의 단일체계가 아니라 정부의 관련부서가 공유하고협력하는 방식으

로작동되어야한다.

2) 단계적 전환 방안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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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2012년 ~ 2013년): 노숙인복지법에따른시설체계의외형적개편

- 중앙종합지원센터설치

지역종합지원센터설치

- 시설재편

노숙인쉼터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부랑인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로분화

○ 2단계(2014~2016년) : 시설서비스의합리화와주거서비스확대(주택형공동생활시설)

- 대규모시설들을중소규모시설로분화및전환

300인이상 (구)부랑인시설들을재활시설및요양시설을병설하는형태로전환

신체장애노숙인과정신장애노숙인그리고노인노숙인들이혼합수용되어있는

현재의상태에서제공될케어와서비스의종류에따라전문적분화추진.

- 구노숙인쉼터의일부를주택형거주시설변화(LH공사의임대주택활용)

○ 3단계(2017년이후): 지역사회보호형으로의전환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거주시설과주택형거주시설등다양한시설로의재편

지역사회와분리된시설보호에서지역사회참여형거주시설로의전환

본연구보고서는단계적전환원칙에따라기존시설의안정적전환에초점을두는 1단계시설재편방안에초

점을둔다. 기존부랑인시설과노숙인쉼터, 노숙인상담보호센터등을노숙인복지법에따라노숙인종합지원센

터와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그리고노숙인요양시설로전환하는방안을구체적으로

다룬다. 노숙인복지서비스를중복과누락없이, 그리고체계적으로전달하기위한중앙종합지원센터를설립하

고, 지역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지역적 배치방안을 제시한다. 노숙인자활시설과 재활시설, 그리

고요양시설의기능과역할을구분하고,필요시설의수와필요한종사자수, 그리고지역적배치안을논의한다.

2단계재편안은 1단계전환된유형별노숙인시설들이본래의역할과기능에충실하기위한정상화와합리화

단계이다.필요한전문인력을더보강하고대형시설들을소규모화하여개별화된생활을보장하는거주시설로

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기능을보강하는차원에서진행되어야할것이다.

3단계는노숙인복지법에따라중앙정부가제2차노숙인종합계획을수립해야하는시기이고, 이종합계획에

기초하여좀더장기적이고체계적인관점에서노숙인복지시설의발전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단계

에서는다양한주거지원중심의노숙인서비스가확립되는단계로발전하리라기대한다.

3) 다양한 유형의 시설

제정된노숙인복지법에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은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로 구분된다. 그런데 이러

한구분이노숙인시설을요양 -> 재활 -> 자활로연결되는단선적발달모형을전제하는것은아니어야한다. 단



- 55 -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근로활동가능자 ○

근로어려움,

자립생활(self care)

가능

○ ○

자립생활 어려움

사회적 케어(social

care)필요

○

의료적케어(nursing) ○

선적 발달 모형은 요양시설 이용 노숙인이 요양시설에서 재활시설로, 재활시설에서 자활시설로 상향 이동하

여, 최종적으로는경제적자립을통하여지역사회로복귀하는모델을지칭한다. 이러한모형에입각하면재활

시설은이용자를자활시설로이동시켜야만성공적이며, 재활시설서비스의목적은이러한발달에봉사하는것

이어야한다. 이러한모델은시설을교육과훈련중심으로바라보는시각에입각한것이며, 서구시설서비스모

델에서폐기한모형이다. 특히장애인의교육과훈련을통한재활과사회복귀모형은실패한것으로평가된다.

이러한시각이장기간시설에격리수용하는결과를잉태하였고, 시설에대한부정적시각을발생시키는한요

인이되었으며, 대형시설에수용하는방식을합리화시켰다(김용득, 2007).

요양시설에서임종으로귀결되기도하고또일부는재활단계를거치지않고사회로복귀할수도있을것

이며, 재활시설에서자활시설로연결되는경우도있겠지만다수는경제적의미의자활로이어지지못하고자

립생활(self-care)이가능한수준의자활단계로끝날수도있을것이다. 중요한점은시설이거주공간이라는점

이다. 거주시설에서지역사회의다양한활동에참여하고, 개인의선택이보장되는, 가정과유사한생활이가능

하도록거주시설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것이유형별노숙인복지시설의기본기능이되어야한다.

거리의 노숙인에게 다양한 유형의 거주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노숙인시설 재편을 바라보아야 한

다. 노숙인자활시설은거주서비스 + 자활서비스, 재활시설은거주서비스 +재활서비스, 그리고요양시설은거

주서비스 + 요양서비스가결합한형태이다. 그러므로시설의규모, 이용자의상태에따라다양한유형의노숙

인시설을가정할수있다.

노숙인시설은다음의매트릭스표에따라 5가지유형이있을수있으며,더나아가시설의규모에따라 20

가지유형으로확장될수있다. 시설서비스는이러한유형에따라적절히배치되어야할것이다.

<표 3-1> 노숙인시설 유형 구분을 위한 매트릭스 표

위 5가지유형의시설은규모에따라대형, 중형, 소형, 가정형(주택형)으로나누어질수있으므로, 5×4= 20가

지유형의시설분화를상정할수있다. <표3-1>에서수평축의구분은노숙인복지법에서제시하고있는거주시

설의 유형이며,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세로축은

세가지유형의시설에적합한노숙인의상태를분류한것이다. 노숙인은전형적인자활, 재활, 요양욕구를지

닌사람으로구분될경우도있지만,더많은다수는자활욕구와재활욕구가혼재되는상태로존재한다. 전형적

인자활욕구를지닌노숙인은건강상태가양호하고근로활동에문제가없어서거주서비스와취업에관련된서

비스가집중적으로필요한노숙인들이다. 자활시설을이용하는가장일반적인노숙인이라고할수있다. 전형

적인재활욕구를지닌노숙인은육체적정신적건강에문제가있어치료가필요하고즉각적인직업활동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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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노숙인복지시설의종류)

노숙인복지시설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

2.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등의자립을지원하기위하여전문적인직업상담·훈련등의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시설

3. 노숙인재활시설 :신체및정신장애등으로자립이어려운노숙인등에게치료및재활서비스를제공

하는시설

4. 노숙인요양시설 : 건강상의문제등으로단기간내가정및사회복귀가어려운노숙인등에게요양서

비스를제공하는시설

기어려운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치료와재활서비스를통해육체적정신적건강을회복하고근로활동을할

수있도록재활하는다양한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사회적케어(social care)가필요한사람들이

다.

그런데 현실에서 노숙인은 재활서비스가필요하지만 동시에 자활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할 사람들이 대부

분이다. 노숙인은정신적신체적문제가있어서노숙상태로떨어진경우도있지만, 경제적문제로노숙상태로

전락하면서정신적육체적외상(trauma)을경험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들은상당한기간동안치료와재활

서비스가필요한경우도있고,짧은치료기간과동시에일상으로빠른복귀가이루어지는경우도있다. 일부는

재활시설을이용할필요가있고또일부는자활시설이더적합할수도있다.

노숙인복지법에서는 거주시설을 자활, 재활, 요양시설로 구분하였지만, 노숙인의 상태와 욕구수준에따라

세가지유형으로구분하기어렵거나두가지유형의성격이중복되는형태의시설유형이필요할수도있다.즉

현실에서는더세밀한시설유형이존재하게될것이며, 이에더하여시설의규모와형태에따라더많은시설유

형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4) 노숙인 자활/재활/요양 시설 분류 방안

(1) 시설의 목표와 이용대상자 분류

노숙인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의 기능과 목표는 노숙인복지법안에 나타난바에따르면 다음과같

다.

노숙인복지법에서 ‘자활’시설은경제적자립을상정하고있다. 경쟁적인노동시장에참여할수있도록직업

상담서비스를제공하거나혹은직업훈련등의서비스를통해경쟁적노동시장에참여할수있는능력을향상

시키는데 자활시설 서비스의 목표가 설정된다. 그러므로 자활시설의 기능은 노숙인이 자립하는 동안필요한

기본생활을지원하고경제적자립이가능하도록취업을지원하며,궁극적으로는시설에서지역사회로복귀하

는데두어진다. 노숙인재활시설은신체및정신장애등으로자립이어려운노숙인등에게치료및재활서비스

를제공하는시설로규정되어있다. 그리고요양시설은단기간의사회복귀가어려운노숙인에게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시설로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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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self-care)가능

(A)

자립생활(self-care)취약

(B)

자립생활(self-care)불가

(C)

근로활동 가능(a)
A-a

자활시설

근로활동 취약(b)
A-b

자활시설

B-b

자활시설, 재활시설

근로활동 불가(c)
A-c

재활시설

B-c

재활시설

C-c

요양시설

법조문을구성하는문장의특성으로인해 세부적인설명이생략되어있지만,문맥상의미를해석하자면,즉

각적인경제적활동이가능하거나경쟁적노동시장에참여할수있는상태의노숙인에게취업지원중심의서

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이 자활시설이며, 즉각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운 노숙인에게 정신적신체적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시설이재활시설이다. 요양시설은 상당기간회복이어려운, 그래서경제적재활과복

귀가어려운노숙인들에게취업서비스혹은재활서비스보다는요양에전념하도록하는시설이다.

그런데문제는노숙인의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세가지 유형으로단순분류하기어렵다는데있다. 앞

의 <표 3-1>에서살펴보았지만, 노숙인의욕구와상태는자활시설과재활시설로양분하기어려운, 복합적양상

을지니고있다. 상태가복합적이면서동시에변화하는가능성을고려하여야하므로, 현재의노숙인쉼터와부

랑인시설을자활, 재활, 요양시설로재편하는안은단순하지않다. 그동안노숙인등에대한논의에서자활은

경제적자립을전제로논의하였는데, 이러한전제에서벗어날필요가있다. 노숙인의육체적정신적건강상태

와문제들을고려하여다양한유형의자활혹은자립을상정하여야한다. 예컨대, 장애인시설에서자립생활은

경제적자활만을의미하지않는다. 지역사회의다양한원조시스템속에서일상적인활동을할수있는가의문

제가중요하다. 노숙인복지에서도생활자립과경제적자립을구분하고사회적케어가필요없는, 생활자립상

태를목표로시설서비스가제공되는자활시설유형의존재를인정하여야합리적인시설유형을설계할수있을

것이다.

자활, 재활, 요양시설로의 재편논의를위해서는 각각의시설이무엇을목표로 서비스를제공할것인가의

문제와어떤상태의어떤욕구의노숙인들이각유형의시설들을이용하게할것인가의문제가논의되어야한

다. 시설의목표와이용자의문제는분리해서논의할수없다.왜냐하면시설서비스의목표는곧이용자들의변

화될목표이기때문이다.

제기되는문제는경제적자립과생활자립의문제이므로이를두축으로하여매트릭스를만들어보면다음

<표 3-2>와같다.

<표 3-2> 노숙인의 상태-근로활동과 자립생활 능력에 따른 매트릭스

위표는가로축과세로축에각각자립생활(self-care) 정도와근로활동능력(capability of work) 정도를세단계

로구분하여실현가능한조합을만든것이다. 자립생활정도란타인의도움없이스스로일상생활을할수있는

정도를의미하며, 근로활동능력이란육체적, 지적능력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경쟁적노동시장에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능’이라함은 그러한 활동에문제가 없음을 의미하고, ‘취약’이라함은

그러한활동에장애혹은문제가있어특별한개입이필요한상태를의미한다. 현시점에서는문제가있지만치

료, 교육, 훈련등의복지서비스를통하여개선이가능한상태를의미한다. ‘불가’라함은단순히그러한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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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는의미가아니라, 치료, 훈련등을통하여현상유지혹은악화되는상태를완화시키거나부분적인

개선을기대할수있지만,문제가없는정상상태로복귀되거나완전한개선을기대하기어려운상태를의미한

다.

가로, 세로축이각각 3가지유형이므로나타날수있는조합은 3×3=9가지유형이지만, 현실에서나타나는

조합은 6가지유형이가능하다. 자립생활과근로활동이가능한조합(A-a), 자립생활이가능하지만근로활동은

취약한조합(A-b), 자립생활은가능하지만근로활동은불가한조합(A-c), 자립생활과근로활동이취약한 조합

(B-b), 자립생활이취약하고근로활동이불가한조합(B-c), 자립활동과근로활동이모두불가한조합(C-c)이그

러한경우의수이다. 나머지세가지유형, 예컨대자립생활이불가한데, 경쟁적노동시장에참여할수있는근

로활동이가능한경우는현실적으로없다고볼수있다.

이상의 여섯가지 유형의 상태에따라 제공되어야 할 시설서비스의 종류와 시설의 목표가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노숙인복지법에서제시된시설의종류가자활, 재활, 요양시설이므로, 위표에서나타난노숙인

의상태조합이세가지유형의노숙인시설에복수로배치될수밖에없다.

A-a유형의노숙인은 당연히자활시설에배치되어야할 것이다. A-b유형의노숙인,즉자립생활이 가능하

고근로활동에다소문제가있는노숙인도자활시설의주이용대상자이다. 근로활동의취약점을치료혹은교

육프로그램을통해개입하고그러한상태를개선시켜서자활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또한자활시설의기능

이되어야할 것이기때문이다. 그런데, B-b유형의노숙인의배치가다소애매하다. 근로활동이취약할뿐만아

니라자립생활능력에도다소문제가있을경우, 개입의정도와수준에서 A-b유형과는다를뿐만아니라개입

기간도상당히장기간을상정해야할것이기때문이다. 이럴경우재활시설이적합하겠지만, 또한자활시설에

서더효과적인접근이가능한경우도있다. 전문적인사정과평가를통해,즉개별화된욕구사정단계를거쳐

서야만적합한시설배치가될수있는사례라고할수있다. 여하튼 B-b유형의노숙인은자활시설혹은재활시

설양쪽으로배치될수있는가능성을열어두어야할유형이라고할수있다. 이유형의노숙인에대해서는자

립생활에대한전문적인개입을통해자립생활능력을개선하고,더나아가근로활동능력을지원하는서비스

가제공되어야할것이다. 그런데전자에더강조점을둘경우재활시설이적합할것이며, 후자에더강조점을

두어야할상태의노숙인에대해서는자활시설이적합할것이다. 다음으로 A-c유형과 B-c은전형적인재활시

설 이용대상자라고 할 수있다. 두 유형 모두 상당기간동안 정상적인 근로활동을기대하기 어려운유형이다.

다만 자립생활에서 다소 차이를보이는데, A-c유형은 자립생활에는문제가 없는 유형이며, B-c유형은 자립생

활에다소취약성을보이는사람들이다. 두유형모두상당기간동안치료와재활프로그램이필요하며, 마지막

으로 C-c유형의노숙인이다. 이들은근로활동이불가능할뿐만아니라자립생활도어려운상태여서상당기간

동안요양이필요한사람들이다. 물론 C-c유형의노숙인모두가요양이필요한상태가아닐수도있지만그럴

개연성이가장높은사람들이라고볼수있다.

이상의구분도완전하지않다.더구체적으로노숙인들의개별적인건강상태를평가하여야하나이는전문

의료적인영역이어서더구체적인분류상황에서논의하도록한다. 여기에서는세가지유형의시설로재편하

는데필요한기본적인방향성과이를위해고려하여야할사항을중심으로논의한다. 논의의핵심은자활시설

과재활시설이단일유형이되기어려우며, 이용하는노숙인의상태에따라더세밀한분류가가능하고이러한

전제에서시설운영의 세부목표들이설정되어야한다는점이다. 이용노숙인들의상태는매우 다양하며, 자활

시설의경우에도경제적자립만을목표로하는시설외에, 생활자립을지원하는자활시설도필요하다는점을

확인할수있었다. 또한재활시설의경우경제적자립으로이동시키기위한기능재활뿐만아니라생활자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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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기능재활에초점을두는재활시설이존재할수밖에없다. 이는노숙인의상태가그러하기때문이다.

(2) 노숙인의 상태와 시설재편에 대한 예측

노숙인복지시설의 유형을 정리하기 위해서 시설서비스의 종류를 단순화시켜서 고용지원(employment

service)서비스, 사회적케어(social care)서비스, 의료적케어(nursing)서비스로 구분하여논의한다. 노숙인자활

시설은 고용지원서비스중심의시설이다. 재활시설은사회적케어중심의시설이며, 요양시설은 의료적케어

중심의시설이라고할수있다. 그런데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노숙인의육체적정신적건강상태와욕구는매

우 복합적이어서 전형적인자활/재활/요양시설 이용대상자로 분류하기 어려운사례가많았다. 그리고실제로

개별유형의시설들은하나의서비스만을제공하는것또한아니다. 자활시설에서고용지원서비스만제공하는

것이아니라이용노숙자들의욕구에따라다양한사회적케어가필요할것이다. 재활시설의경우에도사회적

케어뿐만아니라직업활동을지원하는프로그램도제공하여야한다. 그래서실제상황에서는고용지원중심의

시설(자활시설), 사회적케어중심의시설(재활시설)로구분될수밖에없다. 요양시설도마찬가지이다. 의료적

케어가중심이지만, 일정한정도의사회적케어가필요하다. 이러한일련의연속성상에서시설유형을구분하

는것이바람직하며, 노숙인복지법상의자활시설과재활시설, 그리고요양시설은이러한연속선상에서행정적

인선택을통해분류할수밖에없을것이다.

연구진은자문회의와연구조사결과를바탕으로단기적으로는 4가지유형으로, 장기적으로는더많은시설

유형으로분화해나가기를권고한다. 시설서비스의종류와이용대상자의욕구를기준으로하여네가지유형

의시설로분류하였는데, 법규상의구분인자활, 재활, 요양시설에부가하여, 자활시설을자립자활시설과생활

자활시설로세분하여고용지원서비스중심형자활시설과사회적케어중심형자활시설로구분하였다.

그래서단기시설재편은자활시설(자립자활), 자활시설(생활자활), 재활시설, 요양시설 4가지유형으로재

편이다. 각각의유형에적합한노숙인유형은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원론적인측면에서는개별화된사정절

차에따라야하지만, 분류의기준은다음과같이설정하였다.

첫째, 자활과재활의구분은객관적인, 의학적진단에근거한다.신체장애, 정신장애, 물질사용장애등과관

련된객관적 진단명을부여받은노숙인의경우재활시설이용대상자로구분한다. 구체적으로는 DSM axis1에

해당하는진단이나장애인복지법에따른중증장애노숙인은재활시설이용대상자로분류한다.

둘째,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중증장애등으로치료와요양이필요한노숙인은요양시설이용대상자로분

류한다.

셋째, 위사례에포함되지않는노숙인,즉객관적인(의료적인) 진단이없는노숙인은자활시설이용대상자

로분류한다.

넷째, 자활시설이용대상자는경쟁적인노동시장에즉각적으로참여가능한노숙인과상당기간전문적개

입이필요한노숙인으로구분하여, 전자의경우자립자활시설로후자의경우생활자활시설이용대상자로분류

한다.

이상의원칙은, 1단계노숙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개편이완료되어정상적인사정단계가작동할때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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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자활시설수요: 현재쉼터이용자의 80%(자립자활형 60%, 생활자활형 20%)

○ 노숙인재활시설수요: 현재쉼터이용자의 20%

원칙이다. 즉새로운체계가가동되어, 종합지원센터에서노숙인을상담하고시설입소를원하는경우, 배치를

위한욕구사정단계에서적용되어야하는절차이다. 현재의노숙인쉼터와부랑인시설에입소해있는이용대상

자를개별적으로심사하여재배치하기는어렵다. 기존시설을노숙인복지법의규정에따라전환하고재배치하

는방법은다음의절차에따라진행할것을제안한다.

첫째, 노숙인쉼터와부랑인시설에대해전환하고자하는시설유형을신청하도록한다.둘째, 현재의시설

기능과이용자의평균적상태를고려하여전환하고자하는시설유형과유사한지판단한다.셋째, 지역적분포

를고려한다. 가급적지역별로편포되지않도록안배한다.넷째, 종합적인판단기준에따라신청한시설유형으

로인가하거나, 혹은다른시설유형으로권고한다.

본연구에서는노숙인쉼터의현황, 부랑인시설의현황, 그리고각시설이전환하고자하는시설유형에대하

여전수조사하였다. 또한시설실무자가이용자들의상태를평가하도록하였는데, 다소엄밀성이떨어지고주

관적이라는한계가있지만, 시설유형별수요를예측하는데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하였다. 부랑인시설에서

생활하는사람과노숙인쉼터를이용하는사람들의 건강상태, 일상생활 기능수준, 직업활동가능성등에대한

평가를근거로하여재편될노숙인자활시설과재활시설, 그리고요양시설의수요를예측하였다.

가. 노숙인쉼터이용자의유형별시설수요예측

<표3-3>은노숙인쉼터전수조사에서나타난결과이다. 응답에응한 68개소의쉼터실무자가이용노숙인

에대해평가한건강상태를살펴보면 ‘건강’한상태로평가된경우가전체이용노숙인의약 65%였다. 정확하게

평가하기어려워기타로분류된사례가약 18%였으며, 나머지약 17%는정신질환, 장애,알콜중독등의문제가

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질환과장애에대한객관적인진단이없기때문에엄밀하게판단하기어렵지만, 개략

적으로건강에전혀문제가없는사례약 60% 내외, 정신질환및장애등으로치료와재활이필요한사례가약

20% 내외, 그리고특별히판단하기어려운사례가약 20%라고규정할수있었다.

<표3-3> 노숙인쉼터 입소자 건강상태 (단위: 명, %)

건강
정신

질환

지체

장애

언어

청각

시각

장애

정신

지체
알코올 기타 합계

1392

(64.89%)

141

(6.55)

77

(3.5%)

18

(0.8%)

15

(0.6)

20

(0.9%)

190

(8.8%)

384

(17.8%)

2148

(100%)

노숙인쉼터 이용자에 대한 분류는 다음의 <표3-4> 일상생활 기능수준에대한평가에서도확인할수 있다.

쉼터이용자들중약 58%는기능수준에문제가없고직업생활이가능한상태로평가되었다. 일상생활이불가

능하고 지속적인보호가필요한상태로평가된경우는전체의약 1% 정도로나타났다. 노숙인쉼터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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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도는 요양보호대상자라고 할 수 있겠다.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고간헐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례가약

6%로나타났고, 일상생활은가능하지만사회생활이어려워사회적케어가필요한사례는약 13%로평가되었

다. 이두유형을합하면전체의약 19%에달하는데대체로재활보호대상자로평가할수있겠다. 다음으로사

회활동에약간의지장이있는사례가약 19%로평가되었다. 요양보호대상자 1%, 재활보호대상자 19%, 생활자

활시설 대상자 20%, 자립자활시설 대상자 60%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요양보호대상자를 전문시설로 이전한다

면, 노숙인쉼터의대부분은자활시설과재활시설로재편하는방안이적절해보인다. 그리고재편의비율은 80:

20이 적절하며, 더구체적으로 자활시설을 세분화하면 자립자활시설 60%, 생활자활시설 20%, 그리고 재활시

설 20% 비율로전환하는방안이적절할것이다.

<표3-4> 노숙인쉼터 입소자 건강상태에 따른 일상생활 기능수준 (단위: 명, %)

일상생활

불가능

-지속보호

필요

일상생활

제한성

-간헐보호

필요

일상생황

가능

-사회활동

어령움

사회

생활

제한적

기능수준에

문제없어

직업생활

가능

합계

34

(1.3%)

146

(5.9%)

330

(13.3%)

481

(19.4%)

1426

(57.7%)

2470

(100%)

나. 부랑인시설 이용자의유형별시설수요예측

○ 노숙인자활시설이용대상자: 30%(자립자활 10%, 생활자활 20%)

○노숙인재활시설이용대상자: 40%

○노숙인요양시설이용대상자: 30%

다음의 <표 3-5>는부랑인시설조사에서실무자가판단한입소자의건강상태에대한평가인데, 전체조사대

상 중 49개시설이 응답하였고, 평가된 부랑인은 8,591명이었다. 건강에문제가 없는즉건강한 상태로평가된

부랑인은전체의약 9% 수준이었다. 나머지약 90%는여러가지질환혹은장애를지닌것으로평가되었는데,

그중정신질환이 35%로가장비중이높았다. 다음으로신체장애와알콜중독이각각 11% 수준으로유사한비

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객관적인진단명을부여받을사람들의비중이상당히높은것으로보

이나진단명에대한구체적인조사가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재활및요양대상자를구체적으로구분하는데

는문제가있었다. 다만아래의 <표3-6>을참조하여재활및요양대상자의비율을간접적으로추정해볼수있

었다.

<표3-5> 부랑인시설 입소자 건강상태 (단위: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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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신체

장애

정신

질환

알콜

중독

만성

질환
기타 합계

804

(9.3%)

1018

(11.8%)

3021

(35.1%)

984

(11.4%)

808

(9.4%)

1962

(22.8%)

8,591

(100.0)

<표3-6> 부랑인시설 입소자 건강상태에 따른 일상생활 기능수준 (단위: 명, % )

일상생활

불가능

-지속보호

필요

일상생활

제한성

-간헐보호

필요

일상생황

가능

-사회활동

어려움

사회

생활

제한적

기능수준에

문제없어

직업생활

가능

합계

2651

(30.8%)

2070

(24.0%)

1999

(23.2%)

863

(10.0%)

1022

(11.8%)

8,607

(100.0)

일상생활이불가능하고지속적인보호가필요한대상이약 30%로분류되었다. 이들은요양보호대상자로분

류할수있겠다. 일상생활에제한성이있고간헐적인보호가필요한사례는약 24%로평가되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사회활동이 어려운 사례가약 23%로평가되었다. 사회생활에약간의 제한성이 있다는평가가 이

루어진사례는약 10%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기능수준에문제가없고직업생활이가능한것으로평가된사

례가약 12%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 제한성이 있고간헐적인 보호가필요한 사례는 전형적인 재활보호대상

자로분류할수있고(24%), 일상생활은가능하지만사회활동인어려운사례(23%)는재활보호대상일수도있고,

자활시설이용대상자일수도있겠다. 이들의약 2/3정도를재활시설로, 1/3정도를자활시설이용자로배치한다

면, 재활시설 이용자는 24+15=39%로 추정할 수 있다. 자활시설에서 생활자활시설은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사회활동이어려운사례의 1/3즉 8%, 사회생활에약간의제약이있다고평가된사례 10%를합하면전체부랑

인의약 18%정도로 추정된다. 그리고 자립자활시설 이용자는 기능수준에문제가 없어 직업생활이 가능한 것

으로평가된부랑인약 12%로추정할수있다.

요약하면자립자활시설 12%, 생활자활시설 18%, 재활시설 39%, 요양시설 30%로정리된다.

부랑인시설이용자에대해독립생활가능성을평가한경우도위의분류와유사하게나타났다. 아래<표3-7>

은부랑인시설의실무자가시설생활자의상태를평가한것인데, 유의미하게응답한사례가 49개시설이었고,

평가된부랑인의규모는 8,563명으로집계되었다.

<표3-7>부랑인시설입소자의자활및독립생활가능정도

일상생활이

어려워

수발이 필요

근로활동은

불가능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

경제적 자립은

어렵지만

보호된 작업장에서

근로활동은 가능

즉각적인 노동시장

참여는 어렵지만

심리재활,

직업교육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기대

즉각적인

노동시장 참여

가능

합계

2517

(29.3%)

3184

(37.1%)

1677

(19.5%)

393

(4.5%)

796

(9.3%)

8,56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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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자활시설(80％) 노숙인재활시설

(20％)
계

자립자활시설(60％) 생활자활시설(20％)

시설수
60개소

15개소 75개소
45개소 15개소

인원수
2,490명

623명 3,113명
1,867명 623명

일상생활이어려워수발이필요한것으로평가된부랑인 29.3%는요양시설이용자로분류할수있다. 근로

활동이불가능하지만일상생활이가능한상태로평가된사람들은재활시설이용자로분류할수있는데이들은

전체의약 37%로파악되었다. 경제적 자립이 어렵지만 보호된 작업장에서 근로활동이 가능한 것으로평가된

부랑인은생활자활시설이용자로분류할수있겠다. 이들은전체부랑인의약 19.5%로추정할수있다.즉각적

인노동시장참여는어렵지만심리재활, 직업교육등의개입을통해경제적자립을기대할수있는사람들이약

4.5%로추정되었고,즉각적인노동시장참여가능한상태로평가된부랑인이 9.3% 로나타났다. 이들은자립자

활시설 이용대상자로분류할 수있다. 전체부랑인의 13.8%(4.5+9.3) 정도로추정되었다. <표3-7> 자활및독립

생활가능정도로평가할 경우 현재 부랑인시설 생활자의 13.8%는 자립자활시설 이용대상자, 19.5%는 생활자

활시설이용대상자, 37%는재활시설이용대상자, 그리고 29.3%는요양시설이용대상자로추정되었다.

이상과같은시설유형별이용대상자,즉수요예측은엄밀한객관적평가를통해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

소수점이하의추정은큰의미가없을것같고, 또기존시설을재편하는과정에서생활자들을강제로적합시설

로이동시키는것이현실성이없으므로정밀한유형분류가의미가없을수도있다. 시설을재편하는기초자료

로활용한다면, 개략적인추정으로충분할것으로사료된다. 두가지조사표를근거로해서개략적인수요예측

을한다면, 자립자활시설이용대상자약 10%, 생활자활시설이용대상자약 20%, 재활시설이용대상자약 40%,

요양시설이용대상자약 30% 정도가적정수준의예측수치로판단하였다.

이상의분석에기초하여기존노숙인쉼터와부랑인시설을노숙인복지법의근거에따라세가지유형으로,

즉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로전환하는양적규모는다음과같이정리된다.

다. 노숙인쉼터와부랑인시설의유형별전환방안

① 노숙인쉼터재편안

<표3-8> 노숙인쉼터의 노숙인시설(자활/재활) 유형별 전환

* 노숙인쉼터는 2011년 8월 현재 기준으로 75개소로 파악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쉼터 인원은 약 2,807명으로 추

정되었으나, 무응답 등 결측값이 불규칙적이어서 정확한 추정이 어려웠다. 쉼터 인원은 2010년 12월에 파악된

3,113명으로 기준(복지부 행정자료)으로 하였다.

노숙인쉼터는 원칙적으로 노숙인자활시설과 재활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평가되었다. 노숙인

쉼터생활자중의일부인약 1.3％는요양시설이용대상자로평가되었지만이들은재편될요양시설로의뢰하

는것으로가정하고, 기존쉼터들중건강상태가양호하고경제활동이가능한사람들이많이이용하는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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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자활시설(30％)
노숙인재활시설

(40％)
노숙인요양시설

(30％) 계
자립자활시설

(10％)
생활자활시설

(20％)

시
설
수

15개
21개 16개 52개소

5개 10개

인
원
수

2,792명
3,723명 2,792명 9,307명

931명 1,861명

자활시설로, 그렇지못한시설은재활시설로재편하는방안으로설정하였다. 앞에서분석한자료를근거로하

여유형별이용수요를예측하면, 기존의노숙인쉼터중 80％는노숙인자활시설로(자립자활 60％, 생활자활 2

0％), 20％는노숙인재활시설로재편되는것이적절할것이라판단하였다. 시설의양적측면에서보면노숙인

자활시설 60개소(자립자활 45개소, 생활자활 15개소), 노숙인재활시설 15개소로추정하였다. 이용자의규모측

면에서 보면 노숙인자활시설 이용자 2,490명(자립자활 1,867명, 생활자활 623명), 노숙인재활시설 이용자 623

명으로추정하였다.

②부랑인복지시설재편안

<표3-9> 부랑인복지시설의 유형별 노숙인시설(자활/재활/요양) 전환

* 부랑인시설은 2010년 12월기준 법인시설 37개, 개인시설 14개소, 합계 51개소이나, 금번 조사에서 52개소로

파악되었다. 입소자 현황은 입원자 포함여부에 따라 매우 큰폭의 수치가 차이가 나는데, 금번조사에서는 현재인원

이 약 8,050명으로 추정되었다. 결측치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를 기준수치로 사용하지 않고, 2010년 3월 (복지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법인시설 9,111명, 개인시설(미신고시설) 196명 합계 9,307명으로 추정하였다.

부랑인시설은원칙적으로재활시설과요양시설로전환하되, 건강상태가양호한이용자가많은시설일부는

자활시설로전환할수있을것으로평가되었다. 기존부랑인시설중약 30%는노숙인자활시설로재편할수있

을것으로예측하였으며,약 40%는노숙인재활시설로전환하고나머지 30%는노숙인요양시설로전환하는방

안이적절할것이다. 물론전환될노숙인자활시설중 자립자활시설은약 10%수준미만일것으로예측하였다.

현재 52개시설중약 15개소는노숙인자활시설로전환하고(이중 5개소는자립자활시설, 10개소는생활자활시

설), 21개소는노숙인재활시설로, 그리고 16개소는노숙인요양시설로전환하는방안이다. 부랑인인원의측면

에서 보면약 2,790명이 자활시설이용자로 예상되고 이중약 930명 정도가 자립자활시설 이용자로 예측된다.

약 3,720명정도의기존부랑인이노숙인재활시설이용자로배치되고,약 2,790명정도가노숙인요양시설이용

자로전환될것으로예상한다.

③전체노숙인등의시설재편방안(노숙인쉼터 + 부랑인시설)

앞에서개별적으로논의한기존노숙인관련시설들(노숙인쉼터와부랑인복지시설)의전환방안을통합하면

다음<표3-10>으로정리된다.

<표3-10> 노숙인쉼터와 부랑인시설의 유형별 노숙인시설로의 전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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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계자립자활시설 생활자활시설

계기존

시설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계 부랑인시설

시설

수
45 5 15 10 75 15 21 36 16 127

인원

수
1,867 931 623 1,861 5,282 623 3,723 4,346 2,792 12,420

2011년 8월현재 조사된 노숙인쉼터와부랑인시설은 각각 75개소와 52개소로서 전체 127개소로파악되었

다. 이중노숙인자활시설로전환되어야할시설이약 75개소, 노숙인재활시설로전환되어야할시설이약 36

개소, 그리고노숙인요양시설로의 전환은약 16개소 정도로 추정되었다. 75개의자활시설 중자립자활시설은

50개소, 생활자활시설은 25개소로예상되며, 대체로기존노숙인쉼터는자립자활시설로전환이많을것이며,

부랑인시설에서자활시설로전환될경우생활자활시설로의전환이용이할것으로판단하였다. 16개소의노숙

인요양시설대부분은기존부랑인시설로부터전환되는것이적절할것이다. 재활시설의경우부랑인시설로

부터전환되는비율이높겠지만(36개소중 21개소), 기존노숙인쉼터의일부는노숙인재활시설로전환도 예

상된다. 추정수치는약 15개소정도였다.

인원의측면에서보면노숙인쉼터와부랑인시설이용자규모를합하면약 12,000명정도인데, 노숙인자활

시설 이용자가약 5,280명(자립자활 2,798명, 생활자활 2,484명) 노숙인재활시설 이용자가약 4,350명, 노숙인

요양시설이용자가약 2,790명으로예상된다.

이상의분석은현재의노숙인과부랑인의상태를기준으로시설전환의양적규모를예측한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노숙인쉼터와부랑인시설을법률에규정한내용으로전환하는방식은기계적으로적용하기어려울

것이다.

본연구에서수행한설문조사에는기존쉼터가전환하기를희망하는시설을유형별로선택하도록하였는

데, 실제유형별전환과정에서유용한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였다. 제정된노숙인복지법을시행

하는시점에서는기존쉼터와부랑인시설을법에규정된유형별시설로전환하여야하는데, 이때지역별안배

와시설규모등이추가로고려되어야한다. 앞에서분석한현재이용자의상태만으로단순배치하거나전환하

는방안은무리가있을것이다.

실제로전환하는과정에는기존시설운영주체의의사를조사하고(자활, 재활, 요양시설선택), 이조사에기

초하여지역별자활, 재활, 요양시설의분포와 (잠재적)이용자규모를고려하여조정하여야할것이다. 기존시

설이전환될유형의시설조건에크게위반되지않거나 기능보강등을통해조건을충족할가능성이높다고판

단될경우선택한시설로전환을허용하고, 조건이충족되지않거나, 기능보강이어려운경우현재의조건에가

장적합한시설로전환하도록유도하여야할것이다. 유형별시설이지역별로편포되는방향일경우이를조정

하여야할것이다. 또한부랑인시설중일부는매우대규모시설이존재하는데, 이런시설들은희망할경우자

활/ 재활/ 요양시설을동일공간에병설하는방안도적극고려하여야할것이다. 물론이럴경우조직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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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공간적인측면에서분리되어야한다는점을전제로한다.

지역별, 노숙인시설유형별, 구체적인 전환방안은 다음절에서노숙인시설의유형별 운영모델을논의하면

서,더구체적으로다루도록한다. 위 <표3-10>은지역별시설유형전환시조정의준거틀로사용할수있을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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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해외사례: 미국의 홈리스서비스전달체계

4-1. 미국노숙인복지의흐름

미국에서 노숙인문제는 20세기중반부터 부각되다가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반에 도시 지역의광범위한

문제로확산되었다. 스키드로우의 SRO(Single Room Occupancy) 등저렴숙소 거주자인 남성단신노숙인 이외

에도여성노숙인, 모자가족노숙인,청년노숙인들이거리와버스정류장, 혹은공원등에서많은수가목격되기

시작하였다. 히스패닉이나흑인을포함한미국사회의사회의소수자(minority)가노숙인의과반수이상을나타

내었다. 여기에정신보건영역에서탈시설화가이루어진후, 지역사회지지체계의취약성으로정신장애인들이

거리에서노숙하는현상도일반화되었다. 미국사회의전통적인개인주의성향으로인해노숙인문제에대해서

도초기에 ‘개인적취약성’에초점을두는인식경향이강했다.

1980년대미국의복지정책과주택정책의축소는노숙인의증가를불러일으키는주된원인으로작용하였다.

그러나당시미연방정부는노숙인의증가를일시적인현상이나개인적인문제로간주하였고응급쉼터의확보

와식품제공에한정된시책만을전개하였다. 1980년대까지미국의노숙인지원대책은응급쉼터의확보를통한

수용위주대책이중심으로, 노숙인문제에대한대응은소극적인것이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1980년대 중반 노숙인 지원단체들을중심으로 노숙인문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

을요구하게된다. 결국연방정부는 1987년 ‘맥킨니노숙인지원법(The Mckinney Homeless Assistance Act)’을제

정하게되었고, 이후맥킨니노숙인지원프로그램은몇차례의개정과정을거쳐 1990년대들어구체화되어졌

다. 이를통해미국의현재노숙인복지정책의특징들이나타나게된다. 이는짧은기간에나타나는것으로역

사적인의미에서단계나순서라기보다는특징의의미가더강하다.

1) 맥킨니법과중앙정부차원의조직화

맥킨니법은법령제정에공헌한미공화당의원 Stewart B. Mckinney의이름을딴것으로 1987년제정된연방

차원의가장중요한노숙인지원법이다. 이는기본적으로그전에주정부차원의프로그램들을집대성하고또

한각부처간사업들을연계하려는것이라볼수있다. 이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HUD책임하의응급쉼터및사회적지원형주택설치

○ FEMA관할의응급식료품및응급쉼터

○HHS에의한정신질환홈리스에대한기금조성과활용

○퇴역군인을위한퇴역군인홈리스시설에대한기금조성과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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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에서홈리스아동에대한학교참여지원프로그램

○노동성관할의직업훈련

○ ‘홈리스문제연락회의’ 설치

이후클린턴대통령행정부에서는맥킨니법의프로그램에대한재강조와과제의초점화가이루어진다. 그

주요한내용은다음과같다.

○맥킨니법에의한노숙인지원활동의주체인 ‘홈리스문제연락회의’가노숙의악순환단절을위한마스터

플랜을만들어야한다는것

○마스터플랜의수행을위한필수적인연방정부및입법부의개입

○마스터플랜의내용에주택서비스와교육서비스가결합포함

○마스터플랜의내용에지역의주택서비스및지원서비스제공자협력을촉진하도록함

○마스터플랜의내용에창조적이고비용효과적인지역사회수준의노력촉진하도록명시

○홈리스문제연락회의에는주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대표, 노숙인옹호지원자대표, (전)노숙인등이공동

으로참여할것

○동협의회는법령이발표된후 9개월이내에대통령에게단일한계획을제출할것등

맥킨니법은이후몇차례개정되지만그기본적의의는각지방자치단체나실행주체별로흩어져있던노숙

인복지사업을하나의큰체계로엮어중앙정부차원에서연계하였다는점이다.

2) 보호의연속성에대한강조

1980년대후반까지도미국에서노숙인의주요지원책은대도시를중심으로응급쉼터를대폭증가시키는것

이었다. 그런데 정부보조금을필두로운영경비의증가는 주정부와지방정부 재정에부담을가중시켰고,따라

서 90년대이후 ‘쉼터의개혁’ 방안이모색되기시작하였다.

또한 1990년대중반이후거리와쉼터에는단신남성노숙인이증가했는데, 이는 1990년대중반이후지지적

주거(supportive housing) 감소에기인한다. 이들단신노숙인들은의료와정신적인문제가심각했으며, 특히거

리노숙인의문제는매우심각했던것으로보인다. 게다가여성노숙인도증가했고, 가족을표적으로하는주택

지원프로그램의감소로인해가족노숙인의수역시 1990년대들어증가하게되었다.

이에따라미국의 노숙인 지원대책은 주택도시개발성(HUD: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의 “보호의 연속성(CoC : Continuum of Care)”을 주요한 모토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 개념 하에 지역사회의 각

부분들이함께모여노숙인지원체계를구성하도록하며, 연방정부, 주(州)정부, 시(市)자치체, 비영리기관들의

파트너쉽을형성, 장기적인해결책을모색하였다. 이보호의연속성은현재도미국의노숙인복지체계의중요

한 모토가 되고 있다. CoC는 노숙 혹은 노숙의 직접적 위기에처한 사람들에게필요한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노숙을 예방하고 응급쉼터나 영구적 지원주거 등을 연계하는 지역사회 지원체계이다(Burt &

Spellman, 2007). 미국은지방자치체가발달하여주(州)에따라개별적인서비스체계를운영하고있기때문에

주정부나자치체의여건에따라각기다른지원체계를갖추고있다. 그러나대체로시정부가연방정부와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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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부터노숙인지원에대한자금의지원과평가를받으며사업을운용하고있다.

3) 노숙의악순환단절을위한계획의수립과추진

클린턴정부는 90년대에이르러서도노숙인의증가가계속나타나자 1993년에 “노숙상태의악순환을단절

하는연방계획”을 발표하였고, 연방정부를비롯한 주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노숙인지원과관련된제단체의

대표와과거노숙인이었거나현재노숙인인사람들의협력을촉구하였다.

이는민간단체들에서도마찬가지로여겨졌다. 대부분의관련조직은쉼터, 주거지원,긴급생활지원, 건강지

원등여러가지프로그램과전략이노숙인의즉각적생활욕구충족을위해활용되어왔지만사실상이러한고

전적사회복지전략이노숙을감소시키는데에는이르지못했다고평가했다.

CoC 과정을 통한 지역사회조직 활동은 미국의 노숙종결을 위한 전국연합(NAEH :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의 활동으로 연결되어졌다. 2000년 NAEH에서는 노숙현상을 10년 내 ‘종결’시키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발표하였다. 물론이는완전한종결이나해결이라기보다는선언적의미와전략의방향을밝힌것이라

고현실적으로해석해야할수도있다. 하지만이비전은적절한주거의제공과서비스의연계, 일차적현장에

서노숙예방을위한활동을주요전략으로포함시키면서단계적문제 ‘해결’의방법을선언하고있다. 이는노

숙문제와 상황을 관리하는 것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Burt &

Spellman, 2007). 2001년에는만성적(chronic) 노숙의 10년내종결이연방정부의주요한목표로설정되었다.

이 과정에서는노숙에대한 실증적 조사와 연구분석결과들이 주요한 근거를 제공하였는데 만성적 노숙인

을포함한표적집단의명료화, PSH(영구적지원주거)프로그램이라는효과적프로그램의확인, PSH프로그램

등프로그램의비용효과성입증등이이에해당한다.

노숙문제의종결전략에는자료의구축, 노숙예방, 아웃리치, 노숙기간의단축, ‘주류서비스’로의연계라는

내용이포함된다. 노숙종결을 위한 노력에는 지방정부의 참여도필요하지만 연방정부의 노력이 보다 중요하

다. 이는 특히 적절한 주거, 공공부조프로그램(TANF), 의료부조(Medicaid),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정신건

강서비스등주류사회복지서비스의제도적조정이필요하기때문이다.

여기서는노숙의악순환을종결시키기위한 10개년동안지역사회가수행해야할 4개의핵심전략을제시하

고있다. 이는우리나라의현재서비스분절상황과회전문현상의심화를감안할때큰함의를주는것이라할

수있다(Cunningham etc., 2006).

○성과를확인할수있는구체적계획의수립

○노숙으로의유입구차단(주거취약계층에대한예방적실천)

○노숙에서탈출할수있는배출구확보(지역사회독립주거로의이동지원)

○주거와서비스의인프라구조구축

이종결전략은지역사회의조직화를강조한다.필요한지역사회조직화는다섯단계의통합단계를거쳐구

체화된다고보고있는데, 고립(isola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조정(coordination),협력(collaboration), 통합

된지역사회반응(CCR ; coordinated community response)이그것이다(Burt & Anderson, 2006). 특히 CCR은몇개

기관의협의나프로그램변화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체계변화(system change)를통해달성된다고보고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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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논의가집중되고있다.

미국의노숙문제에대한접근은과거개인주의적측면에대한강조와응급적접근에서점점주거와지역사

회에대한접근으로변화하고있으며이제는 HHS(보건복지성)보다는 HUD(주택도시개발성)의역할이적극성

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HUD는 노숙예방과 신속재주거 프로그램(HPRP : Homlessness Prevention and Rapid

Re-Housing Program)을 가동하고 있다. 2009년에 국회에서는 ‘미국 재건과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의일환으로 15억달러의노숙예방기금을편성하여 HPRP를지원하는것으로할당

하였다(HUD, 2009).

또한미국에서는노숙문제의현황에대한정확한정보의수집에노력하고있다. 이대표적인내용이노숙인

연례보고서인 AHAR의 발간이다. 미국의 주택도시개발성(HUD)가 국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의 하나로 노

숙인의수와상황에대한실증적조사결과를담고있다. 주거지원프로그램을활용하여노숙문제에정확히대

처하기위해서는노숙인의규모나상황에대한실증적자료가정확히갖추어져야한다는판단하에 2002년부

터몇년에걸친프로젝트의결과로 2007년 2월 1차보고서가나온후매해전년도의노숙인상황에대한자료

를제시하고있다. 2010년 7월에 2009년의노숙인현황을담은연례보고서가 5차보고서에해당한다. 여기에서

는 CoC의자료와 HMIS의자료를활용하여특정시점의노숙인수, 노숙인보호체계를이용한연간노숙인수

의규모를제시하고있다. 정부부처의자료인만큼다소보수적인수치의집계이지만광범위한실증적자료를

제공하여미국의노숙인정책에근간이되는정보를제공하고있다.

4-2. 미국의 맥킨니법과 노숙인복지체계

1) 맥킨니법의진행과정과개요

미국의 노숙인복지는 맥킨니법에 의해 중앙정부의 기획이 본격화되면서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의홈리스에대한법률이나행정적규정도상당히여러가지가있다. 하지만 1987년이래가장주요한연방법으

로서소위맥킨니법(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 PL 100-77)이독보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다.

미국에서 1980년대초기홈리스의숫자가전국적으로급격히늘어났지만이때까지도기본적으로대한대응

은지방정부중심이었다. 당시레이건행정부는홈리스의문제는연방정부가아닌지방정부의몫으로생각하

는 경향이강했다. 1983년창설된 홈리스 구호를 위한 연방합동 TF(Federal Interagency Task Force on Food and

Shelter for the Homeless)는운영헌장에서부터노숙은지방정부의문제이고새로운연방프로그램의성립은홈

리스문제에대한해결책이아니라는인식에기초해있었다.때문에연방정부의잉여자원을획득하려는지역

사회의요구나정보요청에대응하는활동등만을전개하였다.

이후 홈리스문제가 전 국가적으로 심각한문제가되어가고 있다는 상황이 분명해지면서의회는 1983년에

임시쉼터와 급식에 약 1억 4000만 달러의 연방예산을 투입하였다. 이는 연방재난관리청(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의한기존의재난구호프로그램을확충한것으로새로운법률이나프로그램

등의마련은이루어지지않았다. 이후투입재원의양은지속적으로팽창되었다.

1986년에홈리스문제를제기하는포괄적연방입법의움직임이미의회양원에소개되었다. 홈리스생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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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법(Homeless Person's Survival Act)으로알려진 이 제안은옹호단체 등을 통해 추진되었고 응급구호, 예방대

책, 장기적해결책등에대한대안을담고있었다. 이는부분적으로 1986년말에통과되었다.

Homeless Eligibility Clarification Act는주로기존의법률을개혁한것으로특히영구적거주요건에대한장벽

을 제거하여 홈리스가 사회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여기에는 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Veterans benefits, Food stamps, Medicaid 등 5개의프로그램이해

당하였다.

1986년통과된 Homeless Housing Act에서는 2개의소규모프로그램이나타났는데응급쉼터프로그램(ESG ;

Emergency Shelter Program), 전환주거시범사업(transitional housing demonstration program)으로이는주택개발성

(HUD)에서주관하였다.

1986년말부터 NCH 등미국의주요홈리스옹호단체에서는집중적인법제화캠페인을진행하였다. 이과정

에서기존 Homeless Person's Survival Act의 1장에쉼터, 전환주거, 이동건강보호, 음식등을포함하는응급구호

급여의내용이포함되었다. 이러한흐름은Urgent Relief for the Homeless Act로연결되었다.

이러한과정을거쳐 1987년포괄적인연방법으로서소위맥킨니법(McKinney Homeless Assistance Act)이만

들어졌다. 공화당의법안발기자(chief Republican sponsor)이자코네티컷주의대의원인 Stewart B. McKinney 사

망후, 그의공헌을기려 Stewart B. McKinney Homeless Assistance Act라는이름으로법(Public Law 100-77)이불

리게되었다. 이후여러차례의개정을통해현재는일반적으로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로알

려져있다. U.S. code Title 42(42 U.S.C. 11301 et seq.)의 Homeless Assistance로편성되어있다.옴니버스법으로서

맥킨니법은당시 15개의새로운연방재원프로그램을만들었으며 7개의기존프로그램을홈리스지원에맞도

록 개편, 확충하였다. 8개의 연방부처(기구)가 이 프로그램들에 관련되어 활동하며, 전체적인 감독기구로서

Interagency Council on the Homeless라는독립된연방조직이만들어졌다.

입법당시McKinney 법은 9개의하위 chapter로구성되어있었다.

Title Ⅰ : General Provision

Title Ⅱ : The Interagency Council on the Homeless

Title Ⅲ : The FEMA Emergency Food and Shelter Program

Title Ⅳ : Housing Assistance

Title Ⅴ : Identification and Use of Surplus Federal Property

Title Ⅵ : Health Care for the Homeless

Title Ⅶ : Education, Training, and Community Services Programs

Title Ⅷ : Food Assistance for the Homeless

Title Ⅸ : Veterans Provisions

이후 1988년, 1990년, 1992년, 1994년, 등여러차례의수정을통해 Health Care, Veteran과관련된장이삭제되

었고부분적인 수정이이루어졌다. 일부 chapter의삭제는 해당 영역의불필요성이라기보다는 이법이옴니버

스법률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어다른영역에서의법률과의관계성에의한것이라할수있다.

1990년대이후 2000년대에이르기까지이법은여러차례수정되면서특히주거지원에대한강조가나타나

게된다. 미국에서홈리스의큰규모는단지미시적인사회복지서비스로접근하는것만으로는이문제의대응

에불충분하다는인식을가져왔기때문이다. 2000년대초중반에는 McKinney 법에따른각종홈리스지원프로

그램의효과로홈리스의숫자가점차감소하고있다는결과가여러조사연구를통해도출되기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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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HAPTER I--GENERAL PROVISIONS 

SUBCHAPTER II--UNITED STATES INTERAGENCY COUNCIL ON HOMELESSNESS 

SUBCHAPTER III--FEDERAL EMERGENCY MANAGEMENT FOOD AND SHELTER PROGRAM

SUBCHAPTER IV--HOUSING ASSISTANCE 

SUBCHAPTER V--IDENTIFICATION AND USE OF SURPLUS FEDERAL PROPERTY  

SUBCHAPTER VI--EDUCATION AND TRAINING

SUBCHAPTER I--GENERAL PROVISIONS

Sec. 11301. Findings and purpose

Sec. 11302. General definition of homeless individual

Sec. 11303. Funding availability and limitations

Sec. 11304. Evaluation by Comptroller General

2) McKinney 법에따른미국의노숙인복지체계

이법에부여된 U.S. code Title 42는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에관한법을의미한다. 그중 Chapter 119가

홈리스(지원)에대한법률이다. 이홈리스지원법은다음과같은총 6개의하위 Chapter로구성되어있으며각각

의하위Chapter별로조항이명시되어있다.

가. General Provision(총칙)

여기에서는법의전반적인목적과개요사항을다루고있다.

먼저이법과관련하여의회가발견한사항으로선언하고있는점이여섯가지가있다.

① 국가적으로다양한인구층의 개인과 가족이 거처를 상실하는즉각적이고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②홈리스의문제는점점더심각해지고있어서보다효과적인노력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홈리스의생활

과안전을위협할것이다

③홈리스문제의원인은복합적이고홈리스의욕구는다양하다

④홈리스개인의다양한욕구, 다양한원인, 다양한인구집단등의특성으로인해홈리스문제에는단일하

고단순한해결책이없다

⑤홈리스문제의지속적인증가로인해더획기적인연방의지원이없다면홈리스의기본적욕구를충족할

수없다

⑥ 연방정부는홈리스의 기본적인 생활욕구충족과인간으로서의존엄성확보를위해 분명히 책임성을가

져야하고더효과적인역할을수행해야한다

이 title 1에서는 United States Interagency Council on Homelessness를설치하고, 전미국홈리스의즉각적욕구

를충족하기위해보다조절된방법으로공공자원과프로그램을제공하고, 홈리스(특히노인, 장애인, 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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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HAPTER II--UNITED STATES INTERAGENCY COUNCIL ON

HOMELESSNESS
Sec. 11311. Establishment

Sec. 11312. Membership

Sec. 11313. Functions

Sec. 11314. Director and staff

Sec. 11315. Powers

Sec. 11316. Transfer of functions

Sec. 11317. Definitions

Sec. 11318.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Sec. 11319. Termination

Sec. 11320. Encouragement of State involvement

포함한가족, 원주민,퇴역군인)를지원하는프로그램에재원을제공하는것등 3가지를주요목적으로밝히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는 홈리스(개인)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 개념 정의는 국제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곤

한다.

①고정적이고정규적이며적절하게밤을보낸거처를상실한사람

②주로밤을지내는거처로다음의세가지를활용하는사람

․일시적거처를제공하기위해고안된관리감독을받는공공혹은사설의쉼터(복지숙소, 정신장애인전환

주거등)

․시설수용이필요한사람을위해일시적으로거처를제공하는시설

․사람이잠을자는곳으로고안되지않고, 통상그렇게활용되지않은공공/사설의장소

그런데홈리스는 이 법에서 나타나고있는 각종 하위프로그램에서제시되는 수급소득자격을충족해야하

는것을규정하고있는데이는소득이일정기준이하일것을의미한다. 또한사법체계의법적조치로인해수

감된사람은홈리스의범주에서제외하고있다.

이밖에이 chapter에서는미국법의특성상투입되는예산의양과범주, 감사에의한평가등기술적인부분을

포함하여제시하고있다.

나. United States Interagency Council on Homelessness

이법에서는각연방부처의협력적업무추진을위해독립된실행기구로서홈리스문제에대한협의회를구

성하고있다. 이를 2번째하위 chapter에서다루고있다. 이협의회의명칭은몇차례바뀌었다.

이협의회의구성원은 21가지유형으로볼수있다. 이는법이개정되면서지속적으로구성원수가늘어나고

있는추세이다.

○농무성장관혹은지명인

○상무성장관혹은지명인

○국방성장관혹은지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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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성장관혹은지명인

○에너지성장관혹은지명인

○보건복지성(HHS) 장관혹은지명인

○주택도시개발성(HUD) 장관혹은지명인

○내무성장관혹은지명인

○노동성장관혹은지명인

○교통성장관혹은지명인

○퇴역군인(원호)성장관혹은지명인

○전국지역사회서비스조절책임행정수반혹은지명인

○연방재난위기관리(FEMA) 행정수반혹은지명인

○일반서비스행정수반혹은지명인

○체신청장관혹은지명인

○사회보장청위원혹은지명인

○연방법무장관혹은지명인

○예산관리청장관혹은지명인

○ the Office of Faith-Based and Community Initiative의장관혹은지명인

○체신청장관혹은지명인

○협의회에서필요하다고생각하는다른연방기구의수장혹은지명인

협의회의의장과부의장은구성원들의투표에의해선출되고이는 1년임기로교체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있다.협의회는의장이나구성원다수의소집요청에의해개최되며 1년이상동안개최되지않는일이없도록

하고있다. 또한협의회참석이나업무와관련하여수당이나금전적이득이지급되지않도록하고있다.

협의회는홈리스를지원하는연방의활동과프로그램을검토하고연방부처의활동에중복이나타나지않도

록감독한다. 전체적인프로그램의발전과정에대해검토하고평가한다.필요한인력과기술적조언을하며, 정

보를만들고제공하는것을주요한임무로삼고있다. 연례보고서를작성하여대통령과의회에보고하고다른

연방기관에필요한활동을제언한다. 이활동에필요한각연방부처의자료를활용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

으며독립된연방의재원을부여받고있다.필요할경우인력을지원받고있다.

실행행정책임자(executive director)를선임하고협의회의인력을추가로구성하고있다. 보건복지성(HHS)에

편성되어있던 Federal Task Force on Homelessness는이협의회로대치되었으며그인력을활용하고있다.필요

한행정적지원은주택도시개발성(HUD)으로부터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이연방부처간협의회의활동은항구적인것으로법에설정되어있지는않고그종결시기를명시한임시구

조로제시되어있으나이종료시점은시기마다법률을수정하면서 2010년까지도유지되는것으로연장되어입

법이후현재까지계속유지되고있다.

협의회의활동에각주정부가참여하거나유사한협의회를각주정부에설치하는것을권장하고있다.

다.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Food and Shelter Program

여기에서는 주로 연방 재난관리청(FEMA)에 의한 응급구호적 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3번째하위

chapter는 Administrative Provision, Emergency Food and Shelter Grants, General Provision의 3개부분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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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HAPTER III--FEDERAL EMERGENCY MANAGEMENT FOOD AND SHELTER

PROGRAM

Part A--Administrative Provisions
Sec. 11331. Emergency Food and Shelter Program National Board

Sec. 11332. Local boards

Sec. 11333. Role of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Sec. 11334. Records and audit of National Board and recipients of assistance

Sec. 11335. Annual report

Part B--Emergency Food and Shelter Grants
Sec. 11341. Grants by Director

Sec. 11342. Retention of interest earned

Sec. 11343. Purposes of grants

Sec. 11344. Limitation on certain costs

Sec. 11345. Disbursement of funds

Sec. 11346. Program guidelines

Part C--General Provisions
Sec. 11351. Definitions

Sec. 11352.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고있다.

응급구호와관련된활동으로서음식과쉼터를제공하는것과관련된내용이다.먼저이활동을하기위한국

가적위원회(Emergency Food and Shelter Program, National Board)를설치하도록하고있는데이에는 FEMA 의

장과미공동모금회(United Way), 구세군, 개신교협의회, 유대교연맹, 적십자에서추천된 6명등총 7명으로구

성된다. 이위원회는지방단위로도구성된다. 여기서는연례보고서를작성해제출한다.

여기서는의회로부터할당받은예산이나기타재원을홈리스를지원하기위한각종활동(음식이나쉼터, 전

환주거의제공, 임시주거에서영구주거로의이전, 홈리스가자주부딪히는건강이나장애문제등독특한욕구

사항에 대한프로그램등 홈리스를 지원하는 활동과 조직)에 대해 배분하고 지원하는 결정을 한다. 위원회는

프로그램을직접실행하지는않는다.

프로그램의행정비용은전체재원의 5% 이내로제한하고있다. 여기서지원받는프로그램에대해몇가지의

지침을규정하고있다. 응급의음식이나거처를지원받아야하는긴급한욕구와지방단위의개입, 각지역에자

원의양과배분결정방식,프로그램비용, 국가위원회, 수혜자, 서비스제공자들의책임과보고의무, 각비영리

조직과지방정부가관련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지켜야할지침등의내용이포함된다.

이 내용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서 ‘노숙인자활사업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 ‘보

건복지부와노숙인자활사업평가위원회’가운영되었던사항과유사한방식을나타내는것이라할수있다.

라. Housing Assistance

최근 홈리스의문제에 대한 주거지원의 중요성이강조되고 있는 흐름과 관련되어 이 법에서도 4번째하위

chapter인 Housing Assistance가매우많은분량을차지하고있다. 이는전체법의분량중에서 2/3 이상을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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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HAPTER IV--HOUSING ASSISTANCE

Sec. 11360. Definition

Part A--Comprehensive Homeless Assistance Plan
Sec. 11361. Housing affordability strategy

Sec. 11361a. Preventing involuntary family separation

Sec. 11361b. Technical assistance

Sec. 11362. Discharge coordination policy

Sec. 11363. Protection of Personality identifying information by victim service providers

Sec. 11364.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Part B--Emergency Shelter Grants Program
Sec. 11371. Definitions

Sec. 11372. Grant assistance

Sec. 11372a. Amount and allocation of assistance

Sec. 11373. Allocation and distribution of assistance

Sec. 11374. Eligible activities

Sec. 11375. Responsibilities of recipients

Sec. 11376. Administrative provisions

Sec. 11377.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Sec. 11378. Administrative costs

Part C--Supportive Housing Program
Sec. 11381. Purpose

Sec. 11382. Definitions

Sec. 11383. Eligible activities

Sec. 11384. Supportive housing

Sec. 11385. Supportive services

Sec. 11386. Program requirements

Sec. 11386a. Selection criteria

Sec. 11386b. Allocation of amounts and incentives for specific eligible activities

Sec. 11386c. Renewal funding and terms of assistance for permanent housing

Sec. 11386d. Matching funding

Sec. 11386e. Appeal procedure

Sec. 11387. Regulations

Sec. 11388. Reports to Congress

Sec. 11389.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Part D--Safe Havens for Homeless Individuals Demonstration Program
Sec. 11391. Establishment of demonstration

Sec. 11392. Definitions

Sec. 11393. Program assistance

고있다. 여기의내용은전체법중에서도가장많은변화와보충사항이해마다나타나는곳이기도하다. 그만

큼홈리스에대한지원프로그램중에서주거지원이가지는비중과변화가빠르다는점을유추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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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11394. Program requirements

Sec. 11395. Occupancy charge

Sec. 11396. Termination of assistance

Sec. 11397. Evaluation and report

Sec. 11398. Regulations

Sec. 11399.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Part E--Miscellaneous Provisions
Sec. 11401. Section 1437f assistance for single room occupancy dwellings

Sec. 11402. Environmental review

Part F--Shelter Plus Care Program
subpart i--general requirements

Sec. 11403. Purpose

Sec. 11403a. Rental housing assistance

Sec. 11403b. Supportive services requirements

Sec. 11403c. Applications

Sec. 11403d. Selection criteria

Sec. 11403e. Required agreements

Sec. 11403e-1. Housing standards and rent reasonableness

Sec. 11403e-2. Tenant rent

Sec. 11403e-3. Administrative fees

Sec. 11403e-4. Occupancy

Sec. 11403f. Termination of assistance

Sec. 11403g. Definitions

Sec. 11403h.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subpart ii--tenant-based rental assistance
Sec. 11404. Authority

Sec. 11404a. Housing assistance

Sec. 11404b. Amount of assistance

Secs. 11404c to 11404e. Transferred

subpart iii--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Sec. 11405. Authority

Sec. 11405a. Housing assistance

Sec. 11405b. Term of contract and amount of assistance

subpart iv--sponsor-based rental assistance
Sec. 11406. Authority

Sec. 11406a. Housing assistance

Sec. 11406b. Term of contract and amount of assistance

subpart v--section 1437f moderate rehabilitation assistance for single- room

occupancy dwellings
Sec. 11407. Authority

Sec. 11407a. Fire and safety improvements

Sec. 11407b. Contract requirements

Part G--Rural Homeless Housing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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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11408. Rural homelessness grant program

Sec. 11408a. Use of FMHA inventory for transitional housing for homeless persons and

for turnkey housing

주거지원에대한관심고조와함께임시적위기대응이아닌본질적인측면에서홈리스문제에대해다루는

시도를나타내며최근의법개정에서는 ‘홈리스위기’ 등에대한개념규정이나타나고있다. 홈리스위기는특

정지역에서중위소득의 30% 이하, 주거안정성을달성할수있는즉각적이용가능한자원의부족, 경제적이유

에의한잦은이사경험, 경제적곤란으로인한타인의집거주, 자신의현거주주택에서퇴거하도록고지받은

경우, 호텔이나 모텔거주, 심각하한 과밀주거 상황, 현재 시설에 입소해있거나 불안정성 혹은 홈리스 상태의

위험이높아지는개인과가족의상태를말하는것으로규정되고있다. 이는과거홈리스의개념규정만존재하

던것에서주거안정성문제에기초한개념의확장과명료화라할수있다.

이와아울러 ‘만성적홈리스(chronically homeless)'에대해서도개념을규정하고있다. 만성적홈리스는인간

거주용도의건물이아닌곳이나 safe haven, 혹은응급쉼터에거주하고있는데여기서 1년이상이에거주했거

나혹은이러한거주상황이지난 3년간 4번이상독립적인경우로나타났으면서가구주등성인이약물중독,

정신질환, 발달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뇌손상에의한지적장애, 만성적신체질환이나장애, 이러한상황의

중복상태등을가지고있는경우를말한다. 현재교정시설을포함한시설에입소해있는경우에도 90일이상거

주하면서앞의조건상황을나타내는경우에는만성적홈리스로간주한다.

주거지원에대한하위chapter는 7개의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첫번째부분에서는포괄적인홈리스지원계

획을기술하고있다. 여기서는주거적절성전략(housing affordability strategy)과가족해체의예방과관련된주거

지원프로그램을명시하고있다. 전반적인사항을나타내고있는데최근개정된사항에서는HMIS와관련된개

인정보보호에대한내용을담고있다.

두번째부분은응급쉼터프로그램과관련되는사항이다. 이는 HUD의관할프로그램으로인구 4만명이상

의도시지역에대해자원의할당과지원이이루어진다. 각지역에서는주로민간비영리조직에게자금을지원

하여활동을지원하게된다. 이재원을활용할수있는활동은쉼터공간의마련이나쉼터로사용하기위한공

간의 수리, 필수적인 서비스(고용, 교육, 의료 등포함)의 제공, 유지보수나 보험 혹은집기마련 등(10% 이내),

노숙의예방현장활동등이다. 이재원을받는측의의무에대해서도자원의매칭(matching)과행정적측면,승

인, 홈리스의참여등에대해규정하고있다.

세번째부분은지원주거프로그램(supportive housing program)에대한것이다. 이는홈리스상태로부터벗어

나서최대한독립적으로생활하도록지지적주거와지지적서비스등을제공하는것이목적이다. 민간비영리

조직등이 HUD 재원을활용할수있는활동은주택의구입과수리,신축, 리스, 작동비용, 기술적지원, 정보체

계관리 등이며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고 있다. 지원주거로는 전환주거(transtional housing : 2년 혹은

HUD 장관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그이상의기간이내에영구주거로이동을촉진하며제공되는주택서비스),

장애를가진홈리스를위한영구적주거(소규모를전제로함), SRO를예시하고있다. 지원주거는안전하고그

주택이속한지역사회나지방정부의정해진요건에따라적절한수준이라고판단될수있어야한다. 또한 SRO

(목욕이나부엌설비가없음)와같이용도에따라홈리스의즉각적인주거욕구에부합하는새로운형태도활용

하고있다. 지원주거와아울러지원서비스(supportive services)도규정하고있다. 이에는홈리스가족을위한아

동보호(child care), 고용지원, 건강서비스와사례관리, 주거유지와고용에대한상담, 영양, 보안, 다른사회서비

스의연계등이포함된다. 이는 HHS와의협력을통해제공되도록하고있다. 지원주거프로그램은지원에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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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HAPTER V--IDENTIFICATION AND USE OF SURPLUS FEDERAL

PROPERTY

HUD의심사와선발을통해민간비영리조직등에재원을제공하는식으로진행된다.프로젝트를혁신적으로

개발하고 진행할 수 있는지, 제안된 프로젝트가 비용효과적인지 등 주체를 선발하는 기준과 비용의 매칭

(matching) 등이법에규정되어있으며, 대상자를선정하는기준도홈리스상태의기간등법률에제시하여지

침을명시화하고있다.

네번째부분은 Safe Haven에대한것이다. 이시범적프로그램은정신질환을가진홈리스로서다른치료프

로그램에참여하고있지않은경우를대상으로한다. Safe Haven은기간을정하지않고입주자격이잇는홈리

스를 24시간거주하도록하는시설로사적인공간을제공하며거실과욕실부엌은공동으로사용하고방문개

념이아닌거주자에대한지지적서비스가제공된다. Safe Haven은 25인이상이함께생활하지않도록하고있

다. 다른주거지원프로그램과마찬가지로비영리조직에대한재원의제공을통해사업이이루어지며정해진

방식에따른지원과심사를통한선발방식이활용된다. 이는정신질환등을가진상태로거리를전전하는홈리

스에대해어떠한주거지원과서비스방식이효과적인지를탐색하는의미를가지고있다.

다섯번째부분은 기타의 다양한급여에 대한것인데주로 SRO(single room occupancy) 거주에 대한부분을

제시하고있다. 이역시 HUD의재원과감독이이루어지는프로그램인만큼안전과시설의수준, 비용의제한선

설정, 홈리스의참여등의조건이법적으로명시되고있다.

여섯번째부분은쉼터와보호제공프로그램(Shelter Plus Care Program)에대한것이다. 이는이법의부분이

아닌다른곳에서제공되는자원을활용한지지적서비스와결합하여장애를가진홈리스나가족에게주택임

대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이목적이다. 역시심사를통한프로그램의선발방식으로이루어진다.선정기

준은프로그램개발과작동능력, 지역적다양성, 지지적서비스와주거지원프로그램제안내용의품질, 욕구충

족정도, 비용효과성등이법률에명시되어있다. 여기에서제공되는주택의기준과합리적인비용부담수준에

대해서도제시하고있다.쉼터와보호제공프로그램은몇가지하위유형의내용이제시되고있다. 이는임차기

반의임대보조(Tenant-Based Rental Assistance),프로젝트기반의임대보조(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후원

자기반의임대보조(Sponsor-Based Rental Assistance) 등이다.

마지막으로일곱번째부분은촌락지역홈리스문제의프로그램에대한것이다. 이는홈리스문제가촌락지

역에서도두드러지게되는양상을반영하고있으며기존HUD의주거지원프로그램이주로도시지역에집중되

어있던것과는달리인구 10,000명미만의촌락지역에대한홈리스주거지원프로그램이중심내용이되고있

다. HUD의재원을활용할수있는사업은퇴거방지를위해 2개월무료거주후의임대나지원활용사업, 단기적

숙소나쉼터지원, 전환주거, 지원서비스프로그램등다양하다. 한편 HUD만이 아니라농무성도촌락지역홈

리스문제대처를위해전환주거등으로활용하도록주택등보유자산을매각혹은대여활용하도록규정하고

있다.

마. Identification and Use of Surplus Federal Property

다섯번째하위 chapter에서는홈리스문제에대한지원을위해연방정부의잉여자산을활용하는내용을다

루고있다. 이에서는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와 Secreta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가주요한역

할을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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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11411. Use of unutilized and underutilized public buildings and real property to assist

the homeless

Sec. 11412. Making surplus personal property available to nonprofit agencies

SUBCHAPTER VI--EDUCATION AND TRAINING

Part A--Adult Education for Homeless
Sec. 11421. Repealed. Pub. L. 105-220, title I, Sec. 199(b)(1), Aug. 7, 1998, 112 Stat. 1059

Part B--Education for Homeless Children and Youths
Sec. 11431. Statement of policy

Sec. 11432. Grants for State and local activities for the education of homeless children and

youths

Sec. 11433. Local educational agency subgrants for the education of homeless children and

youths

Sec. 11434. Secretarial responsibilities

Sec. 11434a. Definitions

Sec. 11435.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Part C--Job Training for Homeless
Secs. 11441 to 11447. Repealed. Pub. L. 105-220, title I, Sec. 199(a)(5), Aug. 7, 1998, 112

Stat. 1059

Sec. 11448. Repealed. Pub. L. 107-95, Sec. 5(e)(4), Dec. 21, 2001, 115 Stat. 918

Secs. 11449, 11450. Repealed. Pub. L. 105-220, title I, Sec. 199(a)(5), Aug. 7, 1998, 112 Stat.

1059

Part D--Emergency Community Services Homeless Grant Program
Secs. 11461 to 11466. Repealed. Pub. L. 105-220, title I, Sec. 199(b)(1), Aug. 7, 1998, 112

HUD의장관은홈리스지원을위해필요시다른기관에대해연방소속의건물이나부동산등잉여혹은초과

자산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협의를통해홈리스지원을위한비영리기관등의사업에지원할수있도록하

고 있다. 이 정보수집을 위한 조사, 그리고 각 (연방자산을 실제로)소유한 기관의 정보제공 기간, 이를 비영리

조직에활용할수있도록하는절차등이규정되고있다.

법에규정된방식은먼저적절한자산에대한확인절차,확인된자산에대해그활용가능성에대한조사, 이

결과에대한공개의절차, 그리고 60일의유보기간등의순서로되어있다. 이정보등을통해잉여자산을활용

하고자하는홈리스지원기관은 HHS의장관에게신청서를작성하여지원해야한다. 그러면이를활용할수있

도록하는 준비과정을 거쳐제공된다. 이에 대한기록(홈리스 지원기관이 사용하게 된, 혹은사용하도록승인

되지않은이유, 소유기관의회신내용과절차등)을 HUD에서유지한다. 이같은연방건물이나자산의활용절

차에서주로국방관련시설은제외되는것이일반적이다.

General Services에서는 이와같은사항의고지를행하도록규정되어있다. 연방자산활용에대한비용은면

제하거나혹은명목적수준에서받을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

바. Education and Training

마지막으로여섯번째의하위 chapter에서는교육과훈련에대한내용을다루고있으며이는 6개의부분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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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 1059

Part E--Miscellaneous Provisions
Secs. 11471, 11472. Repealed. Pub. L. 105-220, title I, Sec. 199(b)(1), Aug. 7, 1998, 112 Stat.

1059 P

Part F--Family Support Centers
Secs. 11481 to 11489. Repealed. Pub. L. 104-235, title I, Sec. 142(b), Oct. 3, 1996, 110 Stat.

3089

성인홈리스를위한교육관련사항은다른법률에규정되어있는사항을준용하고있다. 홈리스아동과청

소년에대한교육지원의사항이이하위 chapter에서는가장많은분량을차지하고있다. 의회에서는미국의각

주정부가적절한공공교육에홈리스아동과청소년이공정한접근기회를가지도록보장해야함을선언하고있

다. 이를위해서차별받지않도록해야하고교육기회접근에장애요인이되는사항을극복하도록지원할것을

명시하고있다.

특히미국을포함한서구각국에서는빈곤이나사회적배제의세대전승문제에대한관심이높기때문에이

관련조항은민감한영역이기도하다. 노숙아동과청소년교육지원역시같은맥락에서특히강조되고있는

영역이다. 이를 위한 기금과 지원의 내용(Grants for State and Local Activities for the Education of Homeless

Children and Youth)이이여섯번째하위 chapter의두번째부분을차지하는데매우많은분량을차지하고있다.

교육이라는 서비스의 특성에따라, 연방정부가 직접 홈리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주나지방정부혹은각급학교가홈리스에대한적절한교육지원을하도록연방정부가지원하는방식이일

반적이다. 미국의교육성장관은조성된재원을각주정부와지방정부에할당하여홈리스아동과청소년에대

한교육활동을지원한다. 이연방의재원을얻기위해서는일단각주정부의교육담당부서혹은기관이정해진

방식에따라신청지원을하도록하고있다. 이에대해교육성장관이자원을할당하게된다. 이자원은궁극적

으로홈리스아동과청소년의적절한교육기회제공, 학교전프로그램(pre-school program)의실행, 각주정부나

지방의지원체계구축, 홈리스교육지원을위한전문성과인력의개발등을위해사용된다.

주정부와지방에서도하위재원이나기금을구성하도록하고있다. 홈리스아동과청소년에대한교육적격

리나차별은금지된다. 이에대한위반이나적절성의충족이이루어지지않으면재원이나기금에의한지원을

받을수없다.

각 주정부에는홈리스아동청소년을위한 교육조정기구(Coordinator for Education of Homeless Children and

Youth)가설치되는데이는정보의수집, 주정부계획의수립과실행, 교육성장관에게의보고, 주교육기구와사

회복지기구및관련기구간협력과조정절충,포괄적교육서비스와관련서비스를개선하기위한협력관계구

축등의역할을담당한다.

각주정부는주별계획을수립하게되는데이에는홈리스아동청소년의교육적상황과성취증진을위한각

주정부의정책목표, 이수행을위한기구와절차등의내용을포함하고연방교육성장관에게제출하도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다른 일반 학생들과 비교하여 홈리스 학생들의 조건이 열악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

(comparable service)를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지원, 적격기준충족을 위한 특별교육서비스, 직업과 기술교육,

특별한재능이있는아동청소년에대한프로그램, 학교급식프로그램등이해당한다. 이주별계획에는교통,

영양,출생기록, 학교성적등이동시에고려되어있어야한다. 특히노숙학생들의출결상황등에는특별한주의

가필요한데주별계획에이러한내용들이잘포함되어있는가에대한검토가중요하다.

주정부나지방에서도홈리스아동청소년교육지원을위한기구와재원(subgrants)을편성하게된다. 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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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단위에서혹은학교기반으로프로그램이편성되곤하는데이재원을활용하고싶은경우의교육기관은

역시정해진방식대로지원하여심사를받아예산을얻는프로젝트방식을취하고있다. 심사는홈리스의교육

관련욕구의상황, 지원한교육기관의프로그램우수성등에대한기준으로이루어진다.프로그램의질이중요

한데이는욕구사정,프로그램의유형과집중성, 부모등홈리스관련주체의참여정도, 정규교육과정에홈리스

학생이얼마나잘통합되어있는지의정도,평가계획의적절성, 교육과관련된다른서비스활용과통합의정도

등으로품질을확인한다. 이지원은 3년을초과하지않도록되어있다. 여기에서지원을받아주로이루어지게

되는활동은양육지원, 홈리스아동에대한사정과평가, 교육의홈리스와관련된전문성제고, 의료서비스와의

연계및의뢰, 교통의지원, 아동기초기의발달적지원, 부모교육, 학교와관련자원간의연계,멘토링지원, 방

과후활동지원,쉼터등임시적주거지원, 홈리스학생이학업을지속하기위해필요한특수한욕구의충족지

원등이다.

연방교육성장관은각주별계획을검토하고기술적인지원을제공하며, 재원배분과활용관련된필요사항

을공지하고,평가와결과발표, 심사, 지침의제공등역할을수행하도록되어있다.

교육과관련된이하위 chapter의세번째부분부터여섯번째부분까지의내용,즉, 홈리스를위한직업훈련,

홈리스기금프로그램을위한응급지역사회서비스, 기타다양한급여, 가족지원센터등에대한내용은 1990년

대후반부터 2000년대초반의다른법률의내용을준용하는것으로되어있고이법에서별도의규정을두고있

지는않다.옴니버스법으로서광범위한부분을망라하면서기존의법률이나프로그램이있는경우이를활용

하고있는맥킨니법의특징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다.

3) 맥킨니법의정치적․정책적배경과의미

Stewart B. McKinney Homeless Assistance Act는 1987년당시홈리스문제에포괄적으로대응한최초의법으

로서의미가있다. 현재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로자주개편되었지만홈리스문제에대한미

국의주요연방법으로서는거의유일무이한위치를나타내고있다.

이법의제정의미는몇가지로압축해볼수있다.

①지방정부의역할에서연방(중앙)정부의책임성으로강조

법제정전까지미국의홈리스에대한대책은기본적으로지방정부의몫이었고 1980년대후반까지그정확

한자원투입과프로그램의내용이연방정부차원에서는집계도잘되지않는상황이었다. 그러나전국적인구

조적문제로서의인식과함께연방정부의책임성과조정역할을강조하는실질적계기가이법의제정을통해

구축되었다. 이는 2005년 이후 노숙인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부랑인 복지체계와의 전국적 통합성이

이루어지지않는우리나라의정책방향과비교되는부분이다.

②민간역할에대한공공의지원과책임성부각

미국에서 홈리스 지원사업이민간중심으로이루어져왔지만 이에대해 재정적 지원을 연방정부의 책임과

법에근거하여공공이진행하는것으로설정하고있다. 사업은지방차원이나민간비영리조직이수행하더라도

이에대한재정적책임은연방정부가담당한다는인식을나타내고있으며이는미국의복지전통에서볼때상

당히진전된것이다. 그리고이책임성보장을위해민간지원의경우프로젝트형식으로 ‘좋은프로그램에대

한공공의심사와지원’ 방식을취하되, 단발적이지않은지속적이고다년간지원과같은방식을취하여프로

그램의혁신성과안정성을동시에추구한다는측면에서도특징을나타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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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서비스중심의대처에서주거지원영역의광범위한포괄(유럽전통과반대의방향)

미국에서 홈리스에 대한 지원은 기존에는 연구와 실천모두에서 서비스프로그램중심으로 초점이 두어져

왔다. 그러나법의제정이후주거지원프로그램에광범위한지원과개발이이루어지면서홈리스문제에대처

하기위한주된개입방향으로주거영역에대한공공개입확장이나타나고있다. 이는사회주택의문제로홈리

스문제에대응하다가휴먼서비스프로그램을보강하고있는유럽의흐름과는반대의전개를보이면서동시에

수렴적양상을나타내는것이기도하다.

④각부처및서비스간연결협력체계의구축

맥킨니법은 홈리스문제에 대한 대처에서산만하게흩어져있던프로그램과 역할체계를조직화하고협력

성을고취하였다는점에서큰의미를가지고있다. 홈리스문제에대한협의회를여러부처를총괄한연방정부

의독립체계로구성하였으며여기에참여하게되는연방부서와조직들은법의개편에따라점점더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경우복지부를 넘어서국토해양부와의산발적 모색이나타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와지방

자치단체와의정책공조마저도취약한상황임을감안해볼때맥킨니법에서나타나고있는협력체계의구축은

큰함의를주는것이라볼수있다.

맥킨니 법은 제정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보강되어왔다. 미 의회에서는 법에 대해 ‘appropriations’과

‘authorizing legiliation’이라는 두가지양상을통해정책내용을 현실화하는데, 전자가연방프로그램의 재원규

모와수준을매해적절하게재설정하는것이라면후자는조세정책이나다른규정들을통해프로그램을개편하

거나새로만들고프로그램의경제적환경자체를형성해가는것이다. 이를통해맥킨니법에기반한정책프로

그램의예산은계속확충되어왔으며이중에서특히주거지원프로그램은그내용과양이획기적으로보강되

어가고 있다. 오바마정부의등장이후주택과 홈리스문제에 대한연방의공공적개입은더욱가속도가붙고

있다. 2009년 5월에 맥킨니 법의 HUD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최초로 reauthorization이획기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HUD는 노숙예방과신속재주거프로그램(HPRP : Homlessness Prevention and Rapid Re-Housing Program)을

가동하고 있다. 2009년 2월에 국회에서는 ‘미국 재건과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의일환으로 15억달러의노숙예방기금을편성하여HPRP를지원하는것으로할당하였다.

미국의주요한홈리스옹호단체인NCH는그궁극적인목적을홈리스의상태를종식하는데두고있다. 대중

교육, 정치적옹호,풀뿌리자원조직의방식을동원해활동하고있으며, 이러한활동은주거권확보, 경제정의실

현, 건강권확보, 시민권옹호등네가지분야에중점을둔다. 이를위해기본사업으로홈리스관련법률지원활

동, 주택지원프로그램등을운영하며, 대시민홈리스홍보사업, 홈리스권익증진활동, 홈리스들이보다괜찮은

일자리를얻을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 거리신문프로젝트,투표권캠페인(“You Don't Need a Home to Vote")

등을전개하고있다. 최근에는노숙상태의종결을위한포괄적캠페인으로 ‘Bringing America Home Campaign’

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현재 법안(bill)으로 아직 법률화되지는못했지만 지속적인 법률제정운동이 전개되고

있는상태이다.

맥킨니법의 제정 이후 ‘노숙종결’이정책목표로 공언되기시작하였고 2000년에는공식적으로 연방정부가

미국의만성적(chronic) 홈리스문제를 10년기간에해결하겠다는발표를하였다. 이와관련된민관의협력조직

인 NAEH의활동도활성화되었다. 그리고정부의통계나민간의통계모두에서 2000년대중반의기간동안홈

리스문제의양적감소가조금씩나타나고있는것으로관측된바있다.7) NAEH는미국의홈리스지원체계가

7) 물론 2008년 이후로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주택금융 문제의 여파로 홈리스 문제의 양은 다시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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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진화하고있음을지적한다. 이에는맥킨니법의제정과이를통한연방정부의활동이큰기여를하고있

다.

물론 미국에서도 홈리스문제는 기존의 다른영역에서 복지체계가취약하다는 점과 관련되기때문에문제

의기본적해결을위해서는여러복지영역의주류체계(mainstream system)가개선되어야하는것도사실이다.

통상적으로 단발적(episodic) 홈리스 문제는 저렴주거(affordable housing)의 부족과 깊게 관련되고 만성적

(chronic) 홈리스의문제는영구적지원주거프로그램(permanent supportive housing program)을통해접근해야한

다고이야기하고있다. 이런점에서본다면미국자본주의와복지체계의특성상다른 OECD 국가에비해서더

많은규모의홈리스가있고근본적인과제가심각하게제기되어야하는국가이기도하다.

미국은기본적으로복지체계의측면에서는유럽국가들에비해잔여적이고방임적인취약한모습을나타내

고있다는것이일반적평가이다. 이는뿌리깊은개인주의와자유주의적사조에의한것이기도하다. 이는홈

리스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서도 오랫동안 관철되어 왔다. 홈리스문제를 개인의문제로 치부해 왔으며, 잔여

적․응급적․미시적대응을해온것이전통적흐름이라할수있다. 이러한미국의전통적흐름에대해전면적

으로재고했다는점에서 McKinney 법이가지는정치적의미가집약될수있다. 그리고이에대한맥락적요소

로는 홈리스의 양적인팽창, 기존의 응급구호나 일시보호시설로서의 대응 불춘분성이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

다.

4-3. 한국에 주는 함의

우리나라의 홈리스문제 대책은 기본적으로 시설활용 접근과 주거지원프로그램의 혼란, 노숙인 지원체계

와 부랑인 복지체계의 분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비체계성, 공공과 민간영역의 분리, 그리고 이러한

양상의 결과로 ‘회전문현상(revolving phenomenon)'을 양산하는 비가시화 정책과 사회통합 지향간의 마찰이

두드러지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McKinney 법을중심으로한미국의홈리스법사례는좋은시사점을제공하

고있다.

그가장중요한점은역시중앙정부를중심으로한공공의집약적인대응노력체계화라고할수있다. 우리

나라는 2005년이후노숙인복지분야의사업을지방정부소관사업으로이관하였다. 분권교부세를통한이러한

이관은많은논란을일으켰지만 5년이지난지금도그대로지방이양사업으로유지되고있는상황이다.더구나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이 중앙정부 소관사업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매우 분절적인 체계라는 점이문제가 될

수밖에없다. 미국의 McKinney 법이각지방수준에서분절적이던사업을중앙정부책임하에통일적으로관리

지원하려는움직임으로태동되었다는점은우리나라의현정책방향을전환해야할필요, 그리고이전환을위

해중앙정부의법적활동을활용할수있다는점을잘나타내어주고있다. 특히 Interagency Council을법적으로

명기하여부처간활동과책임에따른참여를규정하고있다는점역시최근우리나라각부처의산발적프로그

램조직화를위해필요한경험을제시하는것이라할수있다.

두번째로는이러한대응기획을현실화하기위해충분한연구와실태파악을진행하고있다는점이다. 이법

령의시행과더불어미국에서는 ‘만성적홈리스문제의해결’ 등과같은여러실행프로그램이나타나는데이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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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을위해과학적절차를활용한실태조사와문제분석의노력을기울였고이에대해공공이주도적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홈리스문제에대한정책적역사도짧지만이문제에대한연구도매우빈약한상

황이다.8) 전국적수준에서의실태파악을 위한 체계적 조사의 경험도 없다. 중장기적인대응전략수립의 기초

로서공공의책임성하에전문적인실태조사와문제의분석이이루어져야한다.

세번째로는응급(시설)보호만으로는중장기적대응이어렵다는경험이다. 어느나라나마찬가지이지만우

리나라도 90년대말경제위기상황이후로응급구호체계로노숙인보호체계가만들어졌다. 그런데이는부랑

인복지시설체계와의적절한결합없이응급체계, 특히시설을통한보호와자활유인체계로유지되고있다.더

구나부랑인복지시설은꽤오래된역사에도불구하고단기보호시설, 그것도사실상의복합수용시설의상황이

타개되지않고있다. McKinney 법은응급보호특히응급시설보호만으로는전국적규모의홈리스문제에대처

할수없음을보여주는다른나라의경험이기도하다. 우리나라에서도이문제의해결이단기간내에이루어질

수있는 ‘특별한위기상황’이아니라구조적으로재생산되고있는문제라는인식속에서응급적체계를넘어선

시스템을모색해야한다.

네번째로는 주거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다방면적 대응의필요성이다. 다방면적프로그램과 특히

주거지원프로그램을보호시설정책과병행해야한다는점이부각될필요가있다. 미국은유럽과달리홈리스

문제에대해주택정책혹은주거정책으로서의접근전통은약한편이었다. 하지만McKinney 법의내용중가장

많은부분이주거지원에할애되고있으며이법의입안후에도주거와관련된프로그램이특히강조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사회복지사업의일반적전통과관련되어홈리스문제에대해서도 ‘시설’을근간으로하는프

로그램을가동하고있다. 물론이역시독특한장점을가질수도있다. 하지만시설정책이중요한요소라하더

라도여러형태의주거지원프로그램과결합하지않으면단순보호라는취약한성과수준에만머무를수있다.

우리나라에서도홈리스문제에대한정책과법률에서는주거지원을포함한다방면에서의접근이강조되어야

한다. 이는특히 ‘생활시설’ 중심의사회복지사업편향이큰우리나라의실정을감안할때더욱중요한요소가

될것이다.

다섯번째로공공의책임하에이루어지는재정지원의경우 McKinney 법에서는공모와선발방식혹은사후

효과성평가등에따른 사회적 책임을강화하고있음을볼수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생활시설 중심으로

프로그램이편성되면서수용인원의수에입각한예산지원과같은방식을취하고있다. 적절한효과성의검증

기제와효과적프로그램을진행할수있는재정적여건조성과같은노력이필요하다.

8) 국회도서관 정보검색을 활용하여 ‘부랑인’을 기준으로 검색할 경우 학위논문은 70편 가량에 불과하다. 전국적

으로 연간 수 편의 학위논문이 나타날 뿐이다. 학술지에 게재된 글은 30편 가량인데 이 중 등재(후보)학술지 

게재논문은 단 3편이다. 이는 사회복지학 영역에서 1편, 내과의학에서 1편, 인권과 관련하여 1편 등이다. ‘홈

리스’를 검색어로 살펴 볼 경우에는 학위논문 14편, 학술지 게재 글 57편 정도이다. 물론 홈리스나 부랑인을 

검색하여 얻어진 결과는 노숙을 핵심어로 검색한 연구결과와 대부분 중복된다. ‘노숙’을 핵심어로 검색할 경우 

그 양은 보다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연구의 양은 장애인을 핵심어로 검색한 연구결과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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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노숙인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5-1. 종합지원센터

1) 설치의 맥락과 기본성격

최근서울역등공공장소에서의노숙인과관련된문제가불거졌던것처럼거리노숙인(rough sleeper)에대한

이슈는특히사회적관심이높다. 종합지원센터의설치와기능은거리노숙인에대한일차적역할체계에해당

한다.

<표 5-1> 정부발표의 노숙인 관련 통계치

연도 ’05 ’06 ’07 ’08 ’09 ‘10

총계 15,785 30,958 14,266 14,288 13,930 13,145

노숙인 4,722 4,856 4,544 4,796 4,664 4,187

쉼터 3,763 3,563 3,363 3,479 3,404 3,113

거리 959 1,293 1,181 1,317 1,260 1,074

부랑인 11,063 10,317 9,722 9,492 9,266 8,958

노숙인에 대한 통계치에서 거리노숙 등 비시설입소 노숙인에 대해서는 과소평가가 일반적이다. 외국의 노

숙인조사에대한논의에서도시설이용노숙인에비해거리노숙인은정확히파악되기힘들다는점이많이제

기되곤한다. 우리나라에서는그간거리노숙인의규모에대해 1,000여명이라는수치가정부의발표에서활용

되곤하였지만이것이매우과소추정된것이라는점은주지의사실이다.

2010년민간의자체일정시점집계조사(PIT : Points-in-Time 조사)에서도정부가제시한수치보다훨씬큰규

모의 거리노숙인 규모가확인된 바 있다. 또한쪽방, PC방 등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거리노숙밀집지역에서

발견되지않은거리노숙인의규모는훨씬더큰양상이라는점이관련현장과학계에서일반적으로받아들여

지고있다. 이에따라 2011년올해노숙인및극단적주거취약계층에대한전국적실태조사가보건복지부의연

구용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조사결과는 향후 거리노숙인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것으로예상된다. 어찌되었건종합지원센터는그간지나치게과소평가되었던거리노숙인과극단적주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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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설명 주소
개소연

도

서울

인정복지관 만나샘 서울시 용산구동자동 35-80 2005

햇살보금자리상담보호센터 서울시 영등포구영등포동2가 28-150 2002

옹달샘드롭인센터 서울시 영등포구문래동1가 13번지 2층 2003

구세군브릿지센터 서울시 서대문구합동 13 2002

성공회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서울시 용산구갈월동 14-30 1998

경기

수원다시서기지원센터 수원시 팔달구고등동 300 2005

성남내일을여는집

노숙인상담센터
성남시중원구 성남동4132 2005

의정부노숙인상담센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226-26 2010

부산 부산노숙인상담보호센터 부산시 동구초량3동 1145-10 2001

부산 부산노숙인지원센터 부산시 진구전포동 667-3 2006

대구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대구시 북구칠성동2가 302-273 2000

대전 대전노숙인상담보호센터 대전시 동구정동 3-54 2004

제주 희망나눔상담센터 제주시 건입동 1360-1 2007

약계층에대한현장지원체계로기능하기위해서기존의 1,000명거리노숙인이라는과소평가된대상표적을바

로잡아야한다.

그간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리노숙인의 가시화에 대한 부담을크게느껴왔다. 때문에 거리노숙인에 대

한지원과규제의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시행해왔다. 기존노숙인상담보호센터역할도이에근거하였다. 특

히알코올중독, 정신건강취약, 무기력등심리사회적 취약성이있는거리노숙인에 대한 현장보호체계의지속

성이없어이들에대한적절한대응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9)

(1) 기존 노숙인 상담보호센터 관련 상황

현재전국적으로약 13개소의노숙인상담보호센터가있으며이곳이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유사한역할을

수행해온체계이다.

<표 5-2 > 전국의 노숙인 상담보호센터

이 중 가장 오래된곳은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위탁운영하고있는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로 1998년에

개소하였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노숙인복지서비스체계로서 상담보호센터(Drop-in Center)의 정체성이 성립

되기이전으로상담소역할및서울지역 (거리)노숙인에대한서울시행정적대행업무등을담당하였다. 민간

노숙인쉼터에대한정보처리, 거리노숙인상담지원등이이에해당하였다. 이후 2000년대구센터, 2001년부산

센터가활동을시작하였고, 2002년부터는서울지역에구세군센터,햇살보금자리센터등이개소하였다.

2000년대 초, 생활시설 혹은 거주시설만으로는 노숙인복지서비스의 현장 연결이 어렵다는판단 하에 공식

적인이용시설로, 아웃리치(Outreach)와 생활지원서비스, 시설입소의뢰체계로역할하는노숙인상담보호센터

9) 서울지역의경우모바일팀을통한정신건강취약노숙인에대한개입체계등을운영한바있으나이를해체하였고, 이후최근서울역

노숙인퇴거조치등과관련하여적절한상담대응등이어려운상황이야기되고있다. 정신건강이취약한거리노숙인에대한개입은정

신보건아웃리치요원의장기간대면과현장관여가 중요하고때문에평소다른업무를진행하는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임시적으로거

리노숙인아웃리치에투입되는것은비효과적이다. 종합지원센터에정신보건전문요원을포함한상시순회상담아웃리치팀을보강하

는것이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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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제15조 제1항에따라설치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 제12조및제13조에따른주거·의료·고용지원을위한상담및복지서비스연계

2. 제14조에따른응급조치

3. 복지서비스이력관리

4. 심리상담

5.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체계가모색되기 시작한것이다. 이에따라현재전국의상담보호센터는대부분 2000년대중반인 2005년부터

공식적인노숙인상담보호센터로인가되어활동해왔다.

상담보호센터는 초기의 현장지원과 시설입소의뢰체계로서의기능외에점차적으로 노숙인관련의정보생

산, 임시주거지원사업, 자활사업 및 임시숙소와 일시보호, 급식 등의 기능을포함하여 역할이확장되어 왔다.

상담보호센터의역할확장은일면노숙인복지체계현장의서비스확장욕구에대한대응이기도하지만다른한

편으로는기존노숙인쉼터의역할을축소하면서상담보호센터에기능과역할이집중된다는점에대해반발이

나타나기도하였다.

이과정에서상담보호센터는현장에근접한종합적역할체계로서의긍정성이부각되었지만, 다른한편으로

는쉼터등입소시설과의역할연계가불분명하여사정입소의뢰체계로서역할정립에대한요구가계속제기되

어오기도하였다. 상담보호센터가거리노숙인등비시설입소노숙인에대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

만,쉼터 입소의뢰체계로서의기능은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는 것이다.때문에상담보호센터는 노숙인시설

체계에서의역할중복과혼란등 ‘시설동맥경화현상의해소에대해책임’을요구받기도하였다.

(2) 제정 법률의 관련 규정

올해제정된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대해규정하고있는바

는다음과같다.

기본적으로노숙인에게현장접근을통해서비스를연계하는역할이부여되고있다. 이와동시에서비스제

공이력등 정보관리의 역할이 부여되고있다. 이는 현재의 상담보호센터 역할규정과 유사하며, ‘연계’의측면

에방점이찍힌규정이라할수있다.

(3)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기본역할

법규정에따른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역할은크게세가지로이야기할수있다.첫째, 거리노숙인(및극단

적주거취약계층)에대해시설입소유입체계(사정과의뢰기능)로서의역할이다.둘째, 시설에입소하여정규적

숙식을제공받지않으려하는노숙인에대한현장지원체계10)로서의역할이다.셋째, 노숙인에대한복지서비

10) 최근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복지시설 퇴소 노숙인에 대해서는 일반 지역사회복지체계가 사례관리와 후속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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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시설입소거부노숙인, 시설입소를원하지만 (정보에)접근하지못하는노숙인

기본 : 시설입소의창구로서현장근접지원, 시설입소외현장지원서비스제공

(노숙인및복지서비스정보취합관리)

현재의관련체계 : 노숙인상담보호센터및쪽방상담소, 역상담소등

스정보관리체계로서의역할이다.

2) 종합지원센터의 유형과 배치

(1)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유형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중앙센터와지역센터의두가지로유형을구분할수있다. 중앙노숙인종합지원센터

는전국단위의역할체계이다. 반면지역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광역(혹은권역) 단위를기초로하여지역별로

편제되어역할한다. 지역센터는해당지역의노숙인상황에따라대형센터와소형센터로규모를구별한다.

또한거리노숙인이나극단적주거취약계층밀집현장에는종합지원센터외에현장상담소가배치될수있다.

이는현재의서울역과영등포역의상담소와같은거리노숙인상담소, 그리고쪽방상담소와유사한것이될수

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유형이나현장상담소에대해서는이번제정법률에서직접명시하고있지않으므로

법률의시행령이나규칙의내용을활용하여공식적근거를확보할필요가있다.

(2)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수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중앙센터 1개소를포함하여 전국적으로 25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 체계로삼을

수있다. 24개지역센터중대형센터 7개소를포함하도록한다.

지역센터는광역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노숙인이 많은광역의 경우나 지리적

여건을감안하여야하는경우,광역내의담당권역을구별하여추가설치하도록한다.

현재의거리노숙인등지역여건을감안할때, 서울 5개(권역별), 부산(2개), 대구(2개), 대전(1개), 인천(1개),

광주(1개), 울산(1개), 경기(3개),강원(1개),충북(1개),충남(1개), 전북(1개), 전남(1개), 경북(1개), 경남(1개), 제

주(1개) 등의설치를통해총 24개소이상설치혹은지정11)하는것이적절하다.

이중대형센터는상시노숙인 200명이상을기준으로하여탄력적으로설정한다. 서울 3, 부산 1, 대구 1, 대

전 1, 경기 1 등 7개소를기본적으로설정할수있다.

<표 5-3 > 지역센터 전체적 배치의 가안

원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중장기적 지향으로 하되, 과도적으로 해당 노숙인이 퇴소한 노숙인복지시설이나 

(주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주거지원담당기관이 사례관리 수행

11) 단, 정해진 숫자 이상의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현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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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량 활용가능한 기존체계

종합지원
센터

현장
상담소

상담보호
센터

쪽방
상담소

쉼터
부랑인복

지시설
기타*

전국 1 - - - - - -

서울 5 5 5 5 37 9 4

부산 2 2 2 2 6 4

대구 2 1 1 5 1 2

대전 1 1 - 4 1 -

인천 1 2 - 3 3 4 -

광주 1 - - 1 1 -

울산 1 - - 1 - -

경기 3 3 - 12 5 -

강원 1 - - 4 3 -

충북 1 - - 1 2 -

충남 1 - - 1 1 -

경북 1 - - - 5 -

경남 1 - - - 4 -

전북 1 - - 2 3 -

전남 1 - - - 7 -

제주 1 1 - - 2 -

* 기타는현장상담소, 무료진료소를의미

*필요한종합지원센터의수에대해서는복지부가주도성을가지되, 해당지자체와의협의에의해결정

(3) 설치의 원칙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설치에서우선중앙센터는공공의행정력이실제로발휘될수있는구조를채택하는

것이필요하다. 이는전국적인사업조정혹은복지부외에국토부나행안부등관련부처와의사업협의를위해

서이다.더구나노숙인의서비스관련이력이나기존복지수급자료등전산망접근을위해서는민간위탁만으

로는곤란하고공공성의확보가중요해진다.

지역센터는 3가지방법을통해설치한다.첫번째는신규설치로이는해당지역 내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를새롭게만들어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12) 두번째는기존의노숙인상담보호센터나쪽방상담소를노숙인종

합지원센터로전환하는것이다. 세번째는기존의노숙인쉼터나부랑인복지시설에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역

할을부여하는것이다. 세번째의경우두번째와차이점은해당시설이종합지원센터만을고유기능으로하지

않는다는점이다. 이 3가지방법을각지역적여건에따라활용하여지역센터를설치하도록하되, 이는지자체

와 복지부의협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하여, 복지부에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역할에 대해 중앙

통제력을발휘할수있어야한다.

3) 중앙노숙인종합지원센터

12) 예산의 제약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종합지원센터의 신규설치는 중앙센터를 포함하여 3개소 미만으로 하고 

대개의 경우 전환이나 역할부여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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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기능

② 이력관리(서비스 이용 실태 전산관리)

③ 대상자 db관리

④ 노숙인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 운영

⑤ 임시주거지원 등 프로젝트 base사업 총괄

** 각 지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종합 조절 및 통제 기능

** 전국적 단위의 주거지원사업 등 노숙인 지원사업 기획 및 추진

** 전체적 ‘사회복지시설’ 입소 및 서비스 연계 관리 기능

① 보건복지부 출연 재단법인 형태로 설치한다.

② 공무원 배치(*노숙인 신상정보 담당) : 혹은 공공 사례관리전산망 접근성 부여

(1)　기능과 설치

중앙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금번법 제정에따른 전달체계 개편에서 최초로신규설치하게 되는 체계이다.

보건복지부 직할의 ‘중앙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기존 노숙인복지체계와 별도 기구로 설치하는 것이다. 이의

주요기능은다음과같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두가지측면에서기능하는것이필요한데첫째는다른사회복지시설이나서비스체

계에서포괄되지못하는계층에대한접근이고,둘째는일정주거가확보되기어려운극단적주거취약계층일

반에 대한 주거복지적 기능이다. 이 양자의 기능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거주시설 일반과의 업무연계

및통합지원이중요하게부각된다. 이것이중앙노인숙인종합지원센터의기능핵심이라할수있다. 이를위해

서는 전국적 단위의 기획과 정책협조를 위해 실무기능이 필요하며 중앙지원센터의 주 역할로 설정될 수 있

다.13)

현장간담회등을통해중앙센터를서울지역의 1개센터를확대개편하여여기에중앙센터의기능을부과하

는방식도제기된바있다. 그러나논의를통해중앙센터역할의안정성에서취약점발생할수있는등의문제

점을감안할때중앙센터는신규설치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었다.신규설치인만큼제정법률의시행

령이나시행규칙등에중앙센터의근거를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 연구진논의와현장간담회등을통해중앙

센터의설치와관련하여적절한원칙으로는다음과같은내용이정리되었다.

13) 노숙인복지체계를넘어서는실무기능을원활히전개하기위해서는사회적낙인이다소포함되어있는 ‘노숙인’ 표현을피하는것

도고려할수있다. 예를들어중앙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아닌중앙거주지원센터, 중앙주거복지센터등의기관명을활용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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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참고 사례 : 중앙자활센터  
 ○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2(중앙자활센터), 동령 제21조의 4(중앙자활센

터의 설치 및 운영) 및 제21조의 5(중앙자활센터의 임원)
 ○ 법적 구조: 재단법인
 ○ 조직: 원장 포함 11명 이내 이사회*, 감사, 원장(이사회 선임, 장관 승인), 사무국**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 비상임 임원은 당연직이사(자활담당공무원(4급이상)과 

지역자활협회장)와 임명직이사(원장 추천, 장관 임명)로 구성
   **사무국은 사무국장, 운영지원팀, 사업지원팀, 성과관리팀, 교육홍보팀, 사회공헌사업T/F

팀
    **직원규모는 23명으로 구성 
 ○ 기능:
  - 자원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사업
  -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 자활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장관이 정하는 사업
 ○ 설치 및 운영 재원: 보건복지부   

③ 원장은 개방형 공모절차에 의해 이사회 선임, 장관 승인. 임기제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하고, 원장의 추천으로 장관이 임명

중앙센터의설치와관련하여 (노숙인복지체계가아닌)기존사회복지체계중에서츄사한참고사례가될수

있는것으로중앙자활센터를감안할수있다.

중앙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편제는최소 3팀단위로하며인력규모는약 20명선으로편제하는것이적절할

것으로사료된다. 운영지원팀, 사업지원팀, 조사홍보팀의편제를상정할수있으며, 운영지원팀은시설입소및

사정연계 업무 관련 지침관리, 종합 조정의 업무를 관할하도록한다. 사업지원팀은 주거지원사업 등 서비스

연계지침관리, 종합조정의업무를관할한다. 조사홍보팀은노숙인및주거취약계층조사,홍보, 민간사회공

헌활동연계의업무를담당하도록한다.

2011년내에중앙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대한운영지침과조직구성을준비하는것이필요하며이는신규설

치에해당하는만큼예산을확보해야한다. 중앙센터가 2012년연중활동시약 20억예산소요될것으로예측

된다.

（２） 중앙센터의 노숙인 서비스 이용력 관리

중앙센터가수행하게될기능중가장중요한것중하나가노숙인복지서비스이용실태에대한자료의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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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필수자료
(Universal Data Elements)

프로그램별 자료
(Program-Specific Data Elements)

- Name
- Social Security Number
- Date of Birth
- Ethnicity and Race
- Gender
- Veteran Status
- Disabling Condition
- Residence Prior to Program Entry(주거유형/거주기

간)
- Zip Code of Last Permanent Address
- Program Entry Date
- Program Exit Date
- Unique Person Identification Number(PIN의 부여)
- Program Identification Number(CoC의 FIPS Code)
- Household Identification Number

- Income and Sources
- Non-Cash Benefits
- Physical Disability
- Developmental Disability
- HIV/AIDS
- Mental Health
- Substance Abuse
- Domestic Violence
- Services Received
- Destination
- Reasons for Leaving
- Employment
- Education
- General Health Status
- Pregnancy Status
- Veteran's Information
- Children's Education

관리이다. 이필요성은노숙인복지현장과전문가모두가강조해온것이다. 장기적으로는사회복지통합전산망

(행복e음)과연계하여활용되도록할필요가있다.

종합지원센터 내 홈리스 데이터관리를 위한 전산체계의 개발 및 구축이 현안이 될 수 있다. 현재의 분절적

전산자료방식표준화하는것이다. 외국의경우홈리스의서비스이용기록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으며매

우중요한정책사안으로취근되고있다. 대표적인것이미국의 HMIS(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라할수있다. 이는미국의 HHS와 HUD가주관하여공공기록체계로활용되고있다. 여기에서의노숙인에대

한모니터링전산자료범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표 5-4> 미국 HMIS에서의 모니터링 전산자료 범주

**출처 : HUD(2004).

노숙인서비스이용정보화의 3가지수준을다음과같이개념화하곤한다(Burt, 2004).첫째는분절적기록체

계(Segmental Approach)이다. 이는각서비스조직이고유한기록원칙과방식을가지고있는것이다. 두번째는

No Wrong Door Approach이다. 여기서 서비스조직은 상호간에공통적인기록체계와기록방식을 유지하는것

을요체로한다. 특정홈리스가어느시설에가던지상관없이같은기록방식으로같은정보가모이게된다는것

이다. 세번째는 중앙집권화된 방식(Centralized Approach)이다. 여기서는 전산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어 각 조

직이입력하는정보는실시간으로통합되고조회가가능해지는것을의미한다.

이에비추어본다면현재우리나라는분절적기록체계의상황이라할수있다. 한상담보호센터의기록은다

른상담보호센터의기록자료와쉽게통합될수없고서로다른방식으로자료가만들어지고있다. 지난 2010년

민간단체의모임에서이를통합하여자료를산출한바있으나공공행정적차원에서이에접근할필요가있다.

연간이용기록을분석하고모니터링하기위해서는적어도두번째의수준인 No Wrong Door Approach는가능

해야한다. 이를위해서최소한의필요정보를기록하는스프레드시트를동일한방식으로사용할수있도록정

보화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표 5-5>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홈리스 모니터링 대상 정보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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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숙인 상담/사정기능*

* 신규 진입 노숙인(서비스 이용이력이 없는 경우)으로 판정되는 경우, 타법 우선지원의 원

칙에 의거하여,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역정신보건센터, 복지관 등 지역복지체계로

연계하고,

* 반면에 타 복지체계로 연결이 곤란하다고 판정되면 노숙인 복지체계 서비스로 분류 연계

② 시설 입소 판정/의뢰 기능*

*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노숙인 시설 입소 경로의 일원화

* 지역단위별 행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인력 혹은 역할연계 구축

구분 내용

필수정보

서비스이용노숙인수(특정시점, 연간서비스이용자)

지역과서비스이용장소및노숙장소

인구학적사항(성, 연령, 개인/가구)

노숙기간,

노숙직전(직후) 주거,

서비스이용력,

선택정보

신체건강, 정신건강, 장애등건강정보

경제활동, 수입, 사회보장적용유무와형태

직업력, 주거력등

단기적으로는 중앙지원센터에서 노숙인서비스이력정보망의 서식과 방안에 대해강구하여 전체 종합지원

센터 및 노숙인복지시설에 배포하는 것이필요하며, 향후 이를 전산화하는 체계를 중앙센터에서 구축하여야

한다.

4) 지역노숙인종합지원센터 구축과 역할

（１）주요 기능의 원칙

지역센터는지자체별로설치하거나혹은위탁하도록한다. 이설치나위탁에대해서는복지부( 및중앙센터)

와의협의를필수적으로거쳐서이루어지도록한다. 중앙센터에서공공의행정력을필수적으로규정했던것과

유사한이유에서지역센터체계의구축에서도 ‘광역단위공무원의파견근무혹은업무연계라인확보’를기본

적성격으로해야한다. 이는지역센터의경우에가장중요한역할인사정과의뢰기능의공신력을확보하기위

해서이다.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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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웃리치 기능*

* 대형센터에는 기존 상시 아웃리치팀 외에 광역단위 활동을 위한 순회상담반(정신보건전문

요원, 공중보건의, 사회복지사를 포함하여 실제 순회 기능 3인 1조) 추가 배치

* 소형센터는 상시 아웃리치팀만 운영

* 응급조치 및 의료서비스 연계, 노숙인복지시설 연계활동으로 기존 서비스문제(사각지대)

의 대응 의료지원(응급조치) => 법률상의 강제조항과 관련된 모든 응급조치는 의료시설과

서비스로만 연계되도록 함(인권침해 우려의 방지)

* 상시 아웃리치 혹은 응급조치 역할시 종합지원센터와 경찰의 업무협조체계에 대한 명시

④ 급식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자활지원, 행정지원 등 서비스 연계 기능*

* 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지역 내 노숙인에게 임시주거지원, 고용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연

결하기 위한 기능을 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할 수 있음

* 시설 입소 노숙인에 대한 서비스 연계와 제공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여건에 맞추어 탄력

적으로 역할을 부여

* 전체 지역사회 내 노숙인 사회서비스의 제공과 연계범위에 대해서는 중앙센터 및 보건

복지부와 협의

필요량 종합지원센터전환을희망하는기존체계 활용가능한기존체계

종 합 지

원센터

상담보호

센터

쪽방

상담소14)
쉼터

부랑인복

지시설

상담보호

센터

쪽방

상담소
쉼터

부랑인복

지시설

서울 5 5 5 215) 5 5 37 9

부산 2 2 2 216) 2 2 6 4

대구 2 1 1 117) 1 1 5 1

대전 1 1 - 218) 1 - 4 1

인천 1 - 3 - 3 3 4

광주 1 - - - - 1 1

울산 1 - - 119) - - 1 -

경기 3 220) - 121) 3 - 12 5

（２） 지역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본연구의일환으로수행된노숙인시설실태조사를통해법제정과관련하여향후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의

전환을희망하는체계는상담보호센터 12개소, 노숙인쉼터 10개소, 부랑인복지시설 2개소로나타났다.

<표 5-6> 종합지원센터로의전환희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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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신규설치, 혹은 기능전환

- 종합지원센터는 거리노숙인(혹은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으로부터 근접한 곳에 위치

강원 1 - - 222) - - 4 3
충북 1 - - - - 1 2
충남 1 - - - - 1 1
경북 1 - - - - - 5
경남 1 - - 123) - - - 4
전북 1 - - - - 2 3
전남 1 - - - - - 7
제주 1 1 - 1 - - 2

이조사결과는각시설의주관적욕구에해당하는것이다.따라서이를선택적으로반영하되가급적기존의

역할연속성등을감안하여종합지원센터를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

□기존노숙인이많은것으로알려진지역에서의설치

노숙인이많은것으로알려진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경기지역에서는다음과같은방식으로지역노숙

인종합지원센터를설치하는것을기본으로한다.

○서울지역

서울지역에서는 기존 서울역, 영등포역 등 상담보호센터 위치지역에서는 이 전환을 통해 지역센터를 배치

한다. 또한동남권, 동북권에서는권역별로종합지원센터를신규설치하거나다른노숙인복지시설을전환하도

록한다. 기존상담보호센터에서기능전환한종합지원센터를포함하여총 5개소의종합지원센터를배치하는

것으로한다. 그규모는탄력적으로하되, 서울역, 영등포역등전국적으로노숙인이가장많은지역에서는대

형센터를필수적으로설치하도록한다.

14) 쪽방상담소에 대해서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종합지원센터로의 전환 등 법률에 명시된 공식적 체계로의

전환을요청한바있어개별상담소들도전환을요구하는것으로표기함

15) 서울지역쉼터중게스트하우스와광야홈리스센터등 2개

16) 부산지역쉼터중부산보현의집과금정희망의집등 2개

17) 대구희망원

18) 대전지역쉼터중벧엘의집과성바우로의집등 2개

19) 울산실직노숙인종합지원센터

20) 경기지역의 3개센터중의정부센터는종합지원센터로의전환을희망하지않음

21) 성남하사함의집

22)강원지역쉼터중태백희망살림터와원주노숙인센터등 2개

23) 합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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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지역에는 상담보호센터와쪽방상담소 등 종합지원센터 관련시설이 권역별로 설치되는 5개소의

숫자를넘어서고있다. 이현재상황을감안하여일부상담보호센터와쪽방상담소는과도적으로는종합지원센

터기능을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종합지원센터가아닌 현장 상담소, 일시보호시설등으로 전환을 유도하

거나혹은통폐합할필요가있다.

우선서울역과용산역을포괄하는대형종합지원센터 2개소를편성한다. 구체적인활동지역중복성은자체

조정이필요하다. 2개소모두대형센터로편성하되, 서울역광장등현장아웃리치기능을더욱강화한 1개소에

대해서는순회상담반을추가로확대편성한다. 현재상담보호센터가이지역에 3개소가있으므로이중 1개소

는통폐합하여 2개종합지원센터로체계를구축한다.

영등포역지역을포괄하는대형종합지원센터 1개소를편성한다. 기존 2개소의상담보호센터가활동하고있

다. 이중 1개소는현장상담소로전환하거나혹은통폐합을통해가급적대형센터 1개소로의통폐합을원칙으

로한다. 다만, 현재기존업무연속성을감안하여지자체와의협의를통해 2개소의소형종합지원센터로편제하

는것도가능하다.

청량리역인근지역을포함하여동북권지역전체를관할하는소형종합지원센터 1개소를편성한다.신규설

치혹은동북권관련시설의기능전환이나역할부여의방법을활용한다.

또한잠실지역등동남권지역을포괄하는소형종합지원센터 1개소를편성한다. 역시신규설치혹은동남권

관련시설의기능전환이나역할부여의방법을활용한다.

○부산지역

2개의 종합지원센터를 배치한다. 이 중 1개는 대형센터, 1개는 소형센터로 구성한다. 현재 2개소 기능하고

있는기존상담보호센터나쪽방상담소의전환을우선으로하되, 권역별배치를고려하여신설이나다른희망

시설에역할을부여할수있다.

○대구지역

2개의 종합지원센터를 배치한다. 이 중 1개는 대형센터, 1개는 소형센터로 구성한다. 대형종합지원센터는

기존의 상담보호센터가 역할하도록한다. 소형센터에 대해서는쪽방상담소의 전환을 우선으로 하되, 권역별

배치를고려하여신설이나다른희망시설에역할을부여할수있다.

○대전지역

1개의대형종합지원센터를배치한다. 기존상담보호센터의전환을기본방안으로하되,필요시다른체계를

병행활용할수있다.

○인천지역

1개의소형종합지원센터를배치한다. 기존쪽방상담소의전환을우선으로하되여의치않은경우신설혹은

노숙인복지시설에기능을부여할수있다.

○경기지역

3개의종합지원센터를수도권권역별로배치한다. 1개는대형종합지원센터로하되, 이는다른 2개소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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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에서의 활동보다는 과거 부랑인시설이

나 노숙인쉼터에 입소의뢰하거나 간헐적 사례에 대한 대응체계로서의 의미

- 종합지원센터는 주로 노숙인복지시설 중 대표적인 곳에 기능을 부여하며 신규설치로 인한

예산부담을 줄임

- 물리적으로는 원거리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현장 직접 아웃리치보다는 행정

적 권한과 책임주체로서의 기능이 부각

-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부여된 곳에서는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지원 및 행정적 권한을 부여

하되, 종합지원센터의 활동에 해당하는 내용의 시설평가항목 필수화와 아울러 향후 예산

지원에 반영

를포함하여경기전역에대한조절업무를동시수행하도록한다. 경기지역은서울을둘러싸고지역별로분리

된 성격이강하므로 이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상담보호센터와희망하는 노숙인복지시설의

전환을우선으로하며여의치않은경우신설혹은노숙인복지시설에기능을부여할수있다.

□기존노숙인이적은것으로알려진지역에서의설치

기존에노숙인많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는지역에서는대형센터의배치나혹은신규설치는불필요할수

있다. 다음과같은설치의방침을원칙으로한다.

○광주지역

1개의소형종합지원센터를배치한다.신규설치보다는기존노숙인복지시설에기능을부여하도록한다.

○울산지역

1개의소형종합지원센터를배치한다.신규설치보다는희망하는노숙인복지시설(관내의유일한노숙인쉼터

가전환을원하고있음)을종합지원센터로전환혹은해당노숙인복지시설에기능을부여하는방법을활용한

다.

○강원지역

1개의 소형종합지원센터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지역적 거리를 감안하여 2개소의 소형종

합지원센터설치혹은현장상담소의추가배치방법을활용할수있다. 역시신규설치보다는희망하는노숙인

복지시설(관내노숙인쉼터중 2개소가전환을원하고있음)을종합지원센터로전환혹은해당노숙인복지시설

에기능을부여하는방법을활용한다.

○충북지역

1개의소형종합지원센터를배치한다. 그러나지역적거리를감안하여현장상담소의추가배치혹은복수의

종합지원센터기능을부여하는것도가능한다.신규설치는하지않으며기존노숙인복지시설에기능을부여하

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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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담소 24)

○ 거리노숙인 밀집 지역, 쪽방 등 주거취약계층과 노숙인 발생사례 밀집지역에는 현장 상담

소 설치

○ (전국관할)중앙노숙인종합지원센터 -> (광역 내지 권역 관할)지역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밀집지역의 초점현장 집중업무) 현장상담소의 연속성을 가지되, 현장상담소는 크게 거리노

○충남지역

1개의소형종합지원센터를배치한다. 그러나지역적거리를감안하여현장상담소의추가배치혹은복수의

종합지원센터기능을부여하는것도가능한다.신규설치는하지않으며기존노숙인복지시설에기능을부여하

도록한다.

○경북지역

1개의소형종합지원센터를배치한다. 그러나지역적거리를감안하여현장상담소의추가배치혹은복수의

종합지원센터기능을부여하는것도가능한다.신규설치는하지않으며기존노숙인복지시설에기능을부여하

도록한다.

○경남지역

1개의소형종합지원센터를배치한다.신규설치보다는희망하는노숙인복지시설(관내의부랑인복지시설이

전환을 원하고 있음)을 종합지원센터로 전환하거나 해당 노숙인복지시설에 기능을 부여하도록한다. 지역적

거리를감안하여현장상담소의추가배치혹은복수의종합지원센터기능부여도가능하다.

○전북지역

1개의소형종합지원센터를배치한다. 그러나지역적거리를감안하여현장상담소의추가배치혹은복수의

종합지원센터기능을부여하는것도가능한다.신규설치는하지않으며기존노숙인복지시설에기능을부여하

도록한다.

○전남지역

1개의소형종합지원센터를배치한다. 그러나지역적거리를감안하여현장상담소의추가배치혹은복수의

종합지원센터기능을부여하는것도가능한다.신규설치는하지않으며기존노숙인복지시설에기능을부여하

도록한다.

○제주지역

1개의소형종합지원센터를배치한다. 기존상담보호센터의기능전환을원칙으로하되, 지역의요구가있는

경우다른노숙인복지시설에기능을부여할수있다. 지역적거리를감안하여현장상담소의추가배치혹은 2

개소복수의종합지원센터기능을부여하는것도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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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인 밀집지역 담당의 역상담소와 주거취약지구 밀집지역 담당의 쪽방상담소로 모델을 설

정할 수 있음

○ 서울역, 영등포역 등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파견 상담소 형태로

현장 상담소 설치

○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에는 현 쪽방상담소 형태의 현장 상담소 운영

○ 현장 상담소는 당분간 현재의 역상담소, 쪽방상담소 체계를 활용하며 향후 지역별 운영

중복과 누락에 대해서는 신규설치 및 통합을 단계적으로 진행

* 현장 상담소 인력은 현장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하되, 현 쪽방상담소나 역 상담소

의 현황 감안하여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

센터별 계

서울시예산 비예산

시설장
행정

책임자
상담원

생활

지도원
간호사 조리원 영양사

임시

주거

매입

임대

고용

지원

총계 67 4 5 17 22 6 7 2 4 1 4

③인력의편성

▢ 현재상담보호센터의인력상황25)

본연구의실태조사결과현재 13개전국노숙인상담보호센터의인력은총 127명으로나타났다. 최소 4명, 최

대 32명, 1개센터평균으로는 9.75명을나타내고있다.

해마다이직인원은 2-3명가량나타나고있으며(2009년 2.42명, 2010년 2.17명) 2011년상반기중에만도 2명

이상(2.08)의이직이나타나고있다. 해마다전체종사자의 30% 가량이이직하는상황에서는현장에서의아웃

리치와의뢰업무에문제가발생할수밖에없다.

상담보호센터에 대해종합지원센터로의 개편을 위해 가장중요한지원에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인력지

원’이라는응답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의개편을위해가장필요한부분은

적절한인력의편성이다. 특히거리노숙인등에대해내실있는접근을위해서는정신보건전문요원등현장상

담과사례관리를내실화할수있는인력의추가배치가필요하다.

<표 5-7 > 참고 : 현재 서울지역 상담보호센터의 인력 편성

24) 종합지원센터와 현장상담소의 행정적 역할기능 특히 정보처리를 위한 관계설정에 대해 ①종합지원센터에 지

역별 권한을 부여하고 현장(쪽방)상담소는 이에 대해 사업정보를 보고하는 출장소 역할, ②종합지원센터와 현

장상담소는 서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독립체계 역할(현재와 마찬가지의 방식, 현장상담소 특히 쪽방상담소의 

개수, 규모에 대해서는 노숙인복지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일임하는 방법), ③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

(현장상담소 체제를 편성하지 않으며 쪽방상담소는 일부를 센터로 전환하고 일부는 통폐합)하는 방안 등이 고

려될 수 있다. 쪽방상담소 현장에서는 기존 운영기관은 모두 인정하여 확대개편을 통해 종합지원센터 수준으

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별 의뢰활동과 정보의 권한을 일원화하기 위

해 ①안에 기반하여 서술하였다.

25) 이 인력상황에는 상담보호센터의 고유인력과 아울러 주거지원, 고용지원사업 등 다른 프로젝트성 사업이나 

별도 관련업무 예산 지원에 의한 인력이 포함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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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지원센터의 인력 편성은 대형센터와 소형센터에 대한 표준안을 구성하되, 이 적

용에 대해서는 탄력성을 가짐

○ 종합지원센터 고유인력과 관련 사업운영(주거지원, 고용지원, 일시보호 등)에 따른 인

력으로 나뉘며 여기에서는 고유인력의 규모에 대해서만 기술26)

○ 만성적 거리노숙인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을 위해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종합

지원센터 소속의 현장 인력에 대폭 확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시

서기

상담센터 23 1 1 6 7 1 2 1 1 1 2

상담소 4 3 1

무료진료소 5 1 1 3

브릿지 11 1 2 4 1 2 1 1 2

옹달샘 10 1 1 2 4 1 1 1

만나샘 7 1 1 1 3 1

햇살 7 1 1 2 2 1 1

▢ 종합지원센터의인력편성

종합지원센터의인력편성에서는다음과같은원칙을설정할수있다.

○대형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인력

대형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경우기본인력편성을 10명에필요시순회상담팀의추가배치형태로구성한다.

시설장 1, 행정책임자 1, 상담원 4, 생활지도원 3,간호사 1 등 10인 + 순회상담팀의구조라할수있다.

순회상담팀(팀당최소 3인이상)은해당광역의노숙인규모에따라센터별로달리편성한다. 서울역광장을

포괄하는센터의경우이를충분히보강하는것이중요하다.

상담원과순회상담팀인력의 50% 이상은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충원한다. 이는아웃리치활동의강화를위

해전문성을보강하는것이중요하기때문이다.

종합지원센터에 진료시설,급식시설, 일시보호시설이 함께운영되는경우해당인력을 추가하여배치한다.

또한종합지원센터가노숙인밀집지역에현장상담소를운영해야할필요성이있는경우역시이에필요한해

당인력을추가하도록한다. 복지부만이아니라국토부, 노동부등관련자원을이용한사업인주거지원, 자활

지원사업운영에의한인력은해당사업프로젝트에따라별도로인력을추가편성한다. 대형센터의경우주거

지원사업과자활사업을운영하는것을필수적사항으로할필요가있다.

대형센터의경우기본적인력편성외에운영되는사업이나시스템별로추가적인력을배치하여본래적역

26) 전체적으로 종합지원센터로 재편되는 상담보호센터의 경우 본 보고서 내용의 인력 기준에 따르면, 인원이 축

소되는 경우는 없으며 현재 상담보호센터의 인력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종합지원센터로의 개편에 따라 현재 

수준 혹은 그보다 대폭 상향된 인원으로 편성된다. 이는 주로 현장 상담과 아웃리치 및 서비스 연계 업무 보

강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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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편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종합지원센터 관련 인력은 현재 상담보호센터의 127명

에 비교하여 노숙인 분포가 적은 10개 지역에 15명, 노숙인 분포가 많은 지역에 60명 가

량의 순증이 나타나 총원 약 200명 선으로의 인력 확충을 예상할 수 있다.

할인의뢰와연계, 아웃리치를내실화할수있도록담보한다.

○소형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인력

소형센터의경우기본인력편성은시설장 1, 행정책임자 1, 상담원 2, 생활지도원 1 등 5인으로설정한다.

센터의 근무 인력내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이 1명 이상 반드시 근무하여야 하도록규정한다. 이는 의뢰되는

노숙인에 대해 최소한의 사정기능(보다 심화된 전문적 진단의필요성판단 등)이필요하기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소형센터에진료시설,급식시설, 일시보호시설이함께운영되는경우해당인력을추가하며현장상담소

의운영, 주거지원, 자활지원사업운영에의한인력은해당사업프로젝트에따라별도로추가로편성한다. 소

형센터의 경우 별도의 사업이나 시스템을 운영할필요성은 상대적으로낮으나광역별 편제의 특성상 지역의

유일한센터체계인경우에는주거지원사업과자활사업을직접운영하거나그렇지못할경우의뢰체계를확보

하도록구성한다.

○부설설치기능부여의경우인력

본전달체계개편방안에따르면종합지원센터중에서신규로편성하거나혹은기존의상담보호센터체계를

전환하지않는경우가다수발생한다. 이는종합지원센터를관련노숙인복지시설에부설설치하는경우에해당

한다. 이경우에는인력추가배치의탄력성을부여한다.

부설설치의경우경력사회복지사혹은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2인전담인력이상을원칙으로하되, 지역의

여건에따라융통성을부여한다. 최소한 1인이상의 ‘전담’ 업무인력이추가로확보되어야한다.

부설설치된센터의경우에는대형노숙인지원센터의역할과인력편성은불가하다. 그러나부설설치의경

우에도해당지역내에서노숙인에게사정및의뢰연계기능에대해서는지역전체에대한행정적책임이종합

지원센터에부여될수있도록한다.

전체적인 인력배치의상황은 특정종합지원센터의 인력이확장되기보다는 전국적인종합지원센터체계 구

축을위해,즉, coverage의확대와노숙인현장대면업무를위해많은인력증원이이루어지는형태이다. 기존 ‘행

려자’나 ‘주거박탈자’의발생시대응할수있는공식적체계를전국화하여구축하는것이다.

（4）공간과 시설

종합지원센터는이용시설체계이므로물리적여건에대한민감성은다른노숙인복지시설에비해낮은편이

라할수있다. 반면, 접근성의문제가중요하므로그위치와관련된이슈가제기되곤한다.

또한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있다는 경우가 상담보호센터에서높게 나타나고 있다. 민원이 없다는 비율

은상담보호센터에서는 41.7%인반면, 전체노숙인시설에서는 76.2%이다. 상담보호센터는거리노숙인의활용

이많기때문에민원이발생하거나지역사회와의갈등이높아질소지가많다.때문에종합지원센터체계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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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건물소유주
시설규모 　

건축년도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전세 월세

1 법인 158.7 320 0 0 2005

2 제3자 0 263.8 　 20 1984

3 지자체 550.09 　 　 240 1987

4 기타 175.8 498.19 0 0 2005

5 지자체 491.62 1300.54 0 0 2003

6 제3자 0 295 300 150 -

7 제3자 90 99 13000 0 1990

8 제3자 156.8 93.7 2500 0 1993

9 법인 203.5 203.5 0 0 1974

10 지자체 250.8 211.3 　 33 1982

11 제3자 0 593 1000 220 1996

12 제3자 292.245 　 　 75 1990

13 제3자 96 96 　 500 2006

성을위해서는이를감안하는것이중요하다.

기존상담보호센터의건물소유주는법인인경우가 2개소, 지자체가 3개소로약 40%이고그외의경우는임

대형태로임대료를부담하고있는상황이다. 상담보호센터의공간관련현황은다음과같다.

<표 5-8 > 기존 상담보호센터 13개소의 공간 관련 사항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현장성의 특징상 교통중심지역 편제가 많이 나타날수밖에 없고또한 그것이필요

하다. 현재기존상담보호센터역시시설위치가상업지역인경우가전체상담보호센터의 45.5%,산업지역인경

우가 9.1%, 주택지역인경우가 27.3%로나타난다. 이는부랑인복지시설이나노숙인쉼터와는큰차이를보이는

것이다. 부랑인복지시설은농업지역, 노숙인쉼터는 주택지역에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는 종합지원센터의

공간확보및임대료관련예산과연결될수있다.

중앙정부사업으로종합지원센터체계를구축하는경우이에대한예산지원시에단기적으로는현재의상황

을급격히변화시키기어렵다는점을감안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지자체별로설치공간의문제는해결하도

록요구할필요가있다. 기본적으로적절한공간의확보는지자체의역할이라할수있다. 공간소유관계와관

련된임대료등은지자체와운영기관의협의를유도해야한다.

（5）종합지원센터의 상담/사정 및 의뢰/연계 업무

종합지원센터의핵심은상담과사정을통한의뢰연계이다. 현재는상담보호센터를통한시설입소의뢰를기

본방식으로선언하고는있으나이것이잘이루어지고있지못한실정이다. 상담보호센터를통해의뢰된경우

에도현재는그중 30% 미만의사례만이쉼터에입소가되는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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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입소 욕구가 없는 경우 : 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일시보호시설 이용욕구 파악 및 연계

주거지원 서비스 연계

재활, 자활지원을 위한 서비스 욕구에 따른 연계

대개 상담보호센터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시설을찾아가 입소를 시도하거나, 보호기관이 개별적으로

부랑인복지시설에입소의뢰조치하는상황이일반적으로상호간의체계가연결되지못하고있다. 또한중간의

집기능은같은 공간내에위치하고있는일반쉼터와 혼재되며, 사정기간후다른쉼터로의연계기능은매우

취약하여일반노숙인쉼터나부랑인복지시설의경우중간쉼터의기능에대해아무런체감효과를가지고있지

못하다.

많은노숙인들이개별적입소경로를찾고있다. 다른개별적입소경로를찾지못한사례의경우에만상담보

호센터에시설입소를요청하고있어상대적으로상담보호센터의시설입소의뢰가잘연계되지못하는악순환

이반복되고있다. 또한근로능력자등은많은경우에노숙인복지시설입소를기피하고있는상황도감안하여

야한다.

□대상자의접수

○아웃리치, 순회상담, 현장상담소를통한실태파악과사례접수

종합지원센터 활동에서 노숙인과의 접촉시 가장먼저이루어지는측면은 생활지원서비스(물품제공, 급식,

물품보관, 진료연계 등)의제공이다. 그리고여기에서긴급지원제도 등노숙인복지서비스이전의 사회복지체

계적용가능성확인후조치가이루어지도록한다.즉, 다른일반사회복지서비스적용이가능한경우노숙인복

지체계가동이전에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모든응급조치관련활동은의료기관및시설로의연계에국한되며, 기타자활, 재활, 요양시설등으로의연

계나의뢰는응급조치로인정하지않도록한다. 이는응급조치활동이노숙인격리나인권침해논란에휘말릴

소지를방지하기위해중요하다.

노숙인복지서비스혹은기타사회복지서비스의수급자격사정과연계업무는종합지원센터의고유업무로

한다. 종합지원센터의사정결과,신규진입노숙인(서비스이용이력이없는경우)으로판정되는경우,타법우

선지원의 원칙에 의거하여,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역정신보건센터, 복지관 등 지역복지체계로 연계

한다. 반면에타복지체계로연결이곤란하다고판정되면노숙인복지체계서비스로분류연계한다.즉, 노숙인

복지체계에신규진입하는사례의경우노숙인복지서비스체계는후순위로적용되도록하는것이다. 이는공

공부조나긴급지원제도등일차적인복지체계가우선적용되도록하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해서는각지역별로노숙인복지체계로의의뢰를위한지역사회복지체계(지역사회복지협의체내관

련분과)와의상호고지및연계체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상담에따른사례관리

종합지원센터에서의상담과사정에따른사례관리는해당노숙인이시설입소의욕구가있는가를기준으로

서로다른흐름으로진행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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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응급조치 시행

☞ 시설입소 욕구가 있는 경우 : 시설입소를 위한 사정

사정을 위한 소요기간동안 일시보호시설 등 활용

사정 결과에 부합하는 복지시설 입소 의뢰

(의뢰와 배치의 공신력을 위한 공무원 역할 연계)

** 시설입소를 원하고 객관적 진단명에 따른 취약성이 있는 경우 : DSM axis 1에 해당하는

☞ 노숙인복지시설 입소경로는 종합지원센터로 단일화

-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경우는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의뢰되는 것으로 함

* 일부 지역(노숙인 수가 적어 상담보호센터가 기존의 다른 복지시설에 부설된 형태)에서는

종합지원센터를 물리적으로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적 정보와 절차는 해당 지역의 종합지원

센터의 사정과정을 거쳐서만 노숙인복지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함

*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노숙인의 입소희망과 관련 복지시설의 여건과 욕구를 감안하여 입소

를 의뢰하되, 복지시설과 종합지원센터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지원센터

(복지부)에 의해 조절 및 배치

□시설연계

기존의노숙인시설입소경로는서울시의노숙인복지시설서비스매뉴얼등에기초할경우①상담소 -> 중

간쉼터 ->희망의집, ②상담보호센터/상담소 ->희망의집, ③희망의집 ->희망의집, ④희망의집 -> 중간쉼터 ->

희망의집, ⑤상담보호센터 -> 기초해결센터/희망의집, ⑥보호관계기관을통한입소의뢰, + ⑦시설자체아웃리

치등과같이다양하게진행되고있다.

2010년 1년간노숙인상담보호센터의시설의뢰건수는센터당평균 365명으로나타나는반면, 가장규모가

큰상담보호센터가 1년간 3,218명의의뢰실적을나타내는등센터당편차가크고, 부분적으로는 ‘입소’에이르

지못한 의뢰실적이포함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13개 상담보호센터 중 절반 이상인 6개 상담보호센터가 연간

의뢰실적이 100건이되지않고, 가장적은곳은연간 6건에불과한곳도있다.

더구나 1년간의뢰건수인총 4750건중절반가량은서울의보현의집(중간쉼터)으로의뢰된것으로나타나

고있어현재상담보호센터에서지역내의여러시설로적절히분산된의뢰와입소에는잘이르지못하는것으

로나타나고있다.

때문에종합지원센터의시설입소의뢰기능이보다체계화되도록기능을강화하여야하며이를위해기본적

으로노숙인복지시설입소경로는종합지원센터로단일화하는것이필요하다.

시설입소 연계의 경우 재활, 자활,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시설유형 입소욕구, 정신건강․신체장

애․질환에대한객관적진단과사정내용, 기타심리사회적사정에의해입소시설을결정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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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 => 재활쉼터 연계

** 시설입소를 원하고 self care가 되지 않는 경우 => 요양쉼터 연계

** 시설입소를 원하고, 신체장애, 정신장애, 물질사용장애의 객관적 진단이 없으며 self care가

가능한 경우 => 자활쉼터 연계

(자활쉼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평가, 자활사업 지침의 자활역량평가표

등의 사정을 통해 ‘직업중심자활’과 ‘생활중심자활’로 구별)

** 시설입소를 원하지 않고 객관적 진단명에 따른 취약성이 있는 경우(아웃리치 상담원의 판

단에 추정되는 경우 포함) : DSM axis 1에 해당하는 진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

=> 의료 및 재활서비스나 프로그램 연계(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현장 사례관리를 수

행하며 응급조치의 필요성 사정)

** 시설입소를 거부하고 self care가 되지 않을 정도의 취약성이 있는 경우 => 응급조치를 통

한 보건의료서비스 의뢰

** 시설입소를 원하지 않고, 신체장애, 정신장애, 물질사용장애의 객관적 진단이 없으며 self

care가 가능한 경우 => 주거지원, 고용지원 등 서비스 연계

시설연계의뢰를위한세부업무지침은중앙센터에서작성하여배포하도록한다. 기존의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등에서활용되었던체계가응용될수있다.

□서비스연계

○중앙지원센터와협력하여사회복지서비스연계기능수행

시설미입소 노숙인에 대해서는 주거지원사업, 매입임대주택운영사업 등 연계하여 지원한다.27) 이를 위해

종합지원센터는공공및민간의주거지원사업운영기관자격을획득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또한시설미입소노숙인에대해고용지원, 자활사업등을연계하며시설미입소노숙인에대해재활지원,금

융지원, 기타사회복지서비스를연계하는것역시종합지원센터의사례관리책임하에둔다. 이는기존상담보

호센터의경험을체계화하여종합지원센터체계개편이후에도이루어질수있다.

노숙인복지시설 입소 노숙인에 대한 서비스 연계와 제공활동은 해당 지역 복지시설이 일차적으로 담당하

되, 해당복지시설의요청에의해지역종합지원센터에서연계하는것도가능하다.

종합지원센터와현장상담소의정신보건사정및사례관리기능을다음과같이강화하기위해정신보건전문

요원의확대배치가중요한이슈가될수있다.

○노숙인복지서비스이용정보화관리

노숙인복지서비스 이용 이력에 대한 정보화는 해당 지역의 사항 전체에 대해 지역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

27) 원칙적으로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에 대해서는 종합지원센터가 아니라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서비스를 관리할 

책임을 진다. 때문에 종합지원센터는 미입소 노숙인을 서비스 연계의 주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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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보호센터 2010년 2011년

총예산 인건비 총예산 인건비

A 591956 216324 672384 222068

B 581077 192453 642454 195197

C 723550 255527 1118325 255527

D 1237909 305792 66439228) 316492

E 2424695 575038 2234948 513841

F 224019 113509 258129 193472

G 89891 72909 150050 126519

H 104983 72422 89009 69187

I 141855 104915 144534 109452

J 238928 165000 236190 167188

K 365094 187467 353691 204544

L 198568 99092 220781 109280

M 178140 153940 192089 168857

책임을지며중앙센터의전산체계를통해전국적망을구축한다.

（６） 종합지원센터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현재종합지원센터의예산은지방자치단체예산지원과기타의민간재원으로구성되어있는상황이다.

기존 상담보호센터 예산상황을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13개 상담보호센터의 예산상황을 조사하였다.

이는중앙정부사업이아니라는이유로노숙인복지사업에대한전국적자료가취합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13개상담보호센터의 2010년예산은총 7,100,665,000원으로 1개센터당평균 5억 5천만원가량이다. 2011년

의경우총 6,976,976,000원으로센터당평균 5억 4천만원가량이다.

두 해 전체적으로 최소치는약 9천만원이고 최대치는약 24억 2천5백만원으로센터별편차가큰상황이다.

사실상서울지역을제외하면대부분센터가 3억원이되지않는다. 서울외지역의평균예산은 2억원미만이다.

상담보호센터별로 지자체의 사업양상에 차이가커서 예산비중이높은 항목도 의료비가높은 센터, 자활사

업비가높은센터등개별적인편차가큰상황이다.

가장핵심적인예산이라할수있는인건비의경우 2010년기준으로총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35.4%,

2011년의경우약 38.0%이다. 2010년을기준으로한다면근무인원 1인당평균 1,861.4만원정도로나타나고있

다.

<표 5-9> 노숙인 상담보호지원센터 예산 현황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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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7100665 2514388 6976976 2651624

평균 546205 193414 536690 203971

　

시설유형구분
전체

부랑인시설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노숙인자활시설
　

6 13.6% 45 66.2% 0 0.0% 51 40.8%
　

노숙인재활시설
　

11 25.0% 3 4.4% 0 0.0% 14 11.2%
　

노숙인요양시설
　

20 45.5% 5 7.4% 0 0.0% 25 20.0%
　

실태자료가전국적으로취합된세부내용이충분치않아체계개편에필요한예산규모를항목별로정밀히추

정하기는어렵다. 하지만전체규모는추산할수있다.

상담보호센터 체계를 종합지원센터 체계로 전환하는 경우 앞서살펴보았듯이신규인력은약 75명이 된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의인건비가기존인력인건비의평균치보다높다는점을감안할경우대략연간 2천만원으

로감안하고연 15억원의인건비가추가발생하는것으로볼수있다.

신규체계편성시인건비의비중이기존의두해평균인 37%보다는높게되므로 50%를감안할때, 기존의상

담보호센터 체계를 종합지원센터 체계로확대 개편하는데 연 3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29)될 것으로 추정할

수있다.

또한추가예산이아닌전체예산규모를감안한다면, 2010년, 2011년의예산상황조사결과에기초할때, 연간

100억원가량의예산이지역종합지원센터구축과운영에소요될것으로사료된다.

5) 기존 유사기관 전환 방향

제정법률 시행에따른시설전환 의사에 대한조사결과 현재노숙인상담보호센터 13개소는 대부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로의전환을희망하고있다.(13개소중 12개소, 92.3%)

이 외에도 일부의 부랑인복지시설(2개소, 4.5%)과 노숙인쉼터(10개소, 14.7%)가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의

개편을원하고있다.

<표 5-10 > 시설재편요구 상황

28) D상담보호센터의경우전년도에비해대폭줄어든예산규모를보고하고있는데이는 2010년 D센터전체예산의 30%를넘는자활사

업비에대해 2011년에대해서는예산액에응답하지않아예산액이 0으로처리되며나타난금액감소이다.

29) 여기에는현장상담소즉,쪽방상담소와관련된예산은감안하지않은금액이므로이는별도로감안하여야한다. 현장상담소체계는

부분적인증감과개편과정에서예산의순증규모는미미하며, 현예산수준과유사한상황일것으로예측된다. 또한의료구호에관련된

비용, 자활사업과주거지원사업에 관련된 비용이 일부종합지원센터예산내에포함되어조사되었으나원칙적으로 각각의 예산을 별

도로편성하여감안하는것이적절하다. 여기서의미하는금액은종합지원센터체계구축및고유사업운영과관련된예산에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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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일시보호시설
　

2 20.0% 3 4.4% 0 0.0% 5 4.0%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 4.5% 10 14.7% 12 92.3% 24 19.2%
　

기타
　

3 6.8% 2 2.9% 1 7.7% 6 4.8%
　

전체
　

44 100.0% 68 100.0% 13 100.0% 125 100.0%
　

시설재편요구와 지역사회에서의 기존 역할 수행상황을 감안하여 재편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에따라 기존

의 상담보호센터는 대형(大型) 지역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소형(小型)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전환하도록

한다.

한편쪽방상담소의 경우가 종합지원센터의 구축을 위한 기존 유사기관의 전환과정에서 가장논란이 많이

발생할수있는영역이다.쪽방상담소는각지방자치단체의업무로진행되어왔으면서,광의의홈리스등주거

취약계층과밀접한관련을가진지원업무를지원해온현장체계라는점, 반면그간직접적인노숙인및부랑인

복지체계와는분리되어특정지역기반의종합적서비스제공활동을전개해왔다는점등의특징을가지고있

기때문이다. 이런특징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 노숙인복지전달체계의한 부분, 그것도 특히 종합지원센터

라는이용시설및현장접근체계로제도화되어야한다는주장과제공하는서비스의현황에비추어노숙인복지

체계가아니라일반지역사회복지체계로편제되어야한다는주장이모두나타나고있는상황이다. 앞서살펴

본 노숙인시설과 부랑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에서는쪽방상담소가 조사대상에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

로기존의자료들을통해쪽방상담소의현재상황을잠시진단해볼필요가있다.

쪽방은우리나라주거취약계층의독특한주거양식중하나이다.쪽방은도심지의재개발열풍속에서최근

들어다소줄어들고있지만전국적으로쪽방에는아직도수천명에달하는사람들이생활하고있다. 사실상쪽

방과다름없는상황이지만통계에는쪽방으로집계되지않은거처들도많다는점을감안한다면실제로는아직

도전국적으로 1만명이상이쪽방생활을하고있다고추정할수있다.쪽방은열악한주거환경으로인해 ‘문

제의양상’으로조망될수있지만다른한편으로는주요도심지역에서저렴한가격으로주거와지역사회생활

을유지할수있는 ‘최후의주거공간’으로서기능하고있기도하다.

IMF 경제위기이후노숙인에대한주목과함께쪽방에대한관심도사회적으로부각되었다. 이에따라김대

중정부당시쪽방상담소를설치하도록하고여기에일부활동예산을지원하기시작하였다.쪽방상담소는쪽

방이밀집해있는지역을중심으로 2010년기준으로서울 5개소, 인천 1개소, 대전 1개소, 대구개소, 부산 2개소

등총 10개소를설치해운영중이다.

<표 5-11> 2010년기준쪽방현황과쪽방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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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건물(동) 쪽방수 생활자수
주민등록

미등재자

공공부조수

급자

영등포 쪽방상담소 67 541 510 23 349

남대문 지역상담센터 40 785 640 24 291

용산 쪽방상담소 45 975 791 389 362

종로 쪽방상담소 90 781 668 15 217

동대문 쪽방상담소 58 505 319 78 98

인천 쪽방상담소 256 341 667 0 186

대전 쪽방상담소 375 1,498 900 5 775

대구 쪽방상담소 125 1,370 791 16 415

부산진구 쪽방상담소 22 295 283 36 162

부산동구 쪽방상담소 44 520 140 7 104

합계 1,122 7,611 5,709 693 2,959

쪽방은명확하게규정된것이아니고그실태와주민들의주거및복지욕구역시행정적으로는잘확인되지

않고있다.쪽방주민중에는공공부조수급자도많지만주민등록에등재되지않은경우도다수확인된다.때문

에기존의공공복지체계의사각지대에처한사례가많다. 이들에게는행정적인일반접근을통한공공서비스

가잘이루어지고있지않아쪽방상담소를통한지원서비스접근을모색하고있는상황이다.쪽방상담소는지

역에밀착된주거운동관련경험에서얻을수있는접근성을토대로하여쪽방밀집지역에서사례관리와주거

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민간활동이다. 현재각지방자치단체업무로인정되어예산을지자체가지원하고

있다.

<표 5-12 >쪽방상담소서비스현황

구분
주거

향상

난방

지원

주거비

지원

이주

지원

주거정

보제공

매입임대

주택운영

임대주택

입주자

사례관리

주거안

전점검

쪽방임

대사업

긴급지

원연계
기타

영등포 ● ● ● ● ● ● ● ● ● ● ●

남대문 ● ● ● ● ● ● ●

용산 ● ● ● ● ●

종로 ● ● ● ● ● ● ● ●

동대문 ● ● ● ● ● ● ● ● ●

인천 ● ● ● ● ● ● ● ●

대전 ● ● ● ● ● ● ● ● ● ●

대구 ● ● ● ● ● ● ● ● ●

부산

진구
● ● ● ● ● ● ● ● ●

부산

동구
● ● ● ● ● ● ●

합계 10 6 4 6 10 8 8 10 1 10

*출처：장민철, 2009.

* ●표시가현재제공되는서비스를의미

쪽방상담소가주거제공및주거수준향상사업에만초점을두고있는것은아니다.쪽방주민에대한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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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종합지원센터 현장상담소로서의 쪽방상담소 역할 프로그램

질을고양하도록하는사회서비스관련활동에많은초점을두고있다.쪽방상담소의일반사업으로상담과사

례관리, 행정적지원, 공공복지서비스와의연계, 보건의료서비스와의연계지원, 취업지원, 생활편의제공과생

계지원등은모든쪽방상담소에서공통적으로한다. 이밖에도주민조직화사업, 공동체성증진사업등지역사

회조직사업도쪽방상담소의활동내용으로나타나곤한다.

<표 5-13>쪽방상담소일반사업현황

사업명 세부사업 비고

상담 및

행정지원

- 사례관리, 주민등록재등록, 장애등록지원, 호적취득, 법률정보제공,

증명사진인화, 민생상담
공통

정서지원

- 도서관 운영, 도서대여, 나들이프로그램, 등산프로그램, 심리프로그

램, 자존감향상프로그램, 영화상영, 문화공연관람, 명절행사, 송년모

임, 체육활동, 생일잔치, AA모임

공통

보건의료지원
- 무료검진 및 진료, 의료기관 연계, 무료진료소 운영, 방문간호서비

스, 한방진료, 병원동행, 안경지원
공통

취업지원 - 구직알선, 구직행정지원, 취업정보제공 공통

생계지원
- 무료급식, 밑반찬지원, 의류지원, 응급구호물품지원, 김장김치지원,

명절농협상품권지원, 생필품지원
공통

생활지원 - 목욕, 세탁, 이미용서비스, 휴게실 운영, 인터넷코너운영 공통

특화사업
- 주민조직화사업, 합동결혼식, 공동작업장, 마을잔치, 주말농장운영,

공동체사업, 생활협동조합, 재활용나눔가게 등
지역별

*출처：장민철, 2009.

이와같은서비스의현황은주거와관련된초점이나타나고는있으나종합사회복지관과마찬가지로지역사

회복지서비스전반에대한역할을수행하고있음을나타내고있다.쪽방밀집지역에는복지관과같은다른사

회복지체계가실질적인지원역할을수행하지못하면서나타난서비스의종합화현상이다.때문에쪽방상담소

는노숙인복지체계인지일반지역사회복지체계로위상이설정되어야하는지에대한논란이가능하다.

일단,광의의홈리스인주거취약계층이주대상이되고,쪽방지역이노숙인의진입혹은지역사회복귀주요

통로로 기능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쪽방상담소는 노숙인복지전달체계인 종합지원센터체계와 관련하여 위

상을설정하는것을기본방안으로삼을수있다. 단, 이경우지역종합지원센터가광역혹은권역별배치를기

본으로하고있으므로다수의쪽방상담소는현장상담소의위상을가지는것으로상정할수있다.즉, 쪽방상담

소의역할규모가크거나지역내에서대표적노숙인시설인경우에는, 기능보강후종합지원센터로전환하도

록한다. 하지만지역종합지원센터역할기관이별도로있는경우(사실상다수의경우)쪽방상담소는현장상담

소(주거취약계층밀집지역상담소)로 전환한다.쪽방상담소의 일시보호시설기능, 주거복지센터로의기능전

환은지역별상황에따라융통성있게적용하도록한다. 이경우노숙인복지전달체계현장상담소로서의쪽방

상담소주된역할과프로그램은다음과같이설정된다. 30)

30) 그 외 기존 쪽방상담소에서 진행하고 있던 일반적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각 지자체의 고유한 성격을 지

닌 지역사회복지 역할로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개별사업으로 예산 지원 등을 모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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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과제

○ 중앙노숙인종합지원센터, 현장상담소의 관련 근거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확보

○ 중앙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예산확보(20억)

○ 지역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지자체 협의

① 노숙위험층 상담/사정기능*

* 쪽방 지역 내 신규 진입자 중 노숙위험이 높은 대상, 간헐적 노숙과 쪽방 이용 반복대상

자에 대한 아웃리치와 상담/사정 기능

* 서비스 이용이력이 없는 경우)으로 판정되는 경우, 타법 우선지원의 원칙에 의거하여, 긴

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역정신보건센터, 복지관 등 지역복지체계로 연계하고,

* 반면에 타 복지체계로 연결이 곤란하다고 판정되면 노숙인 복지체계 서비스로 분류 연계

② 거점 기반의 아웃리치를 통한 시설 입소 연계 및 의뢰 기능*

* 해당 광역 혹은 권역의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노숙인 시설 입소 연계

* 지역단위별 행정적 권한과 전산망 접근성은 종합지원센터가 가지며 현장상담소는 발굴되

는 사례에 대해 현장상담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아웃리치 거점 역할

③ 저렴주거 지역적 활용기능*

* 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저렴주거 안내 및 알선 기능

* 노숙인시설 퇴소자 및 거리노숙 탈피자에 대한 지역사회주거 진입 첫 단계 유입 프로그

램으로서 현장 사례관리

④ 급식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자활지원, 행정지원 등 서비스 연계 기능*

*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노숙인이나 쪽방의 노숙위험 인구층에 대해 임시주거지원, 고용지

원 등 사회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한 기능을 종합지원센터와 연계 수행

역상담소의경우에거리노숙인상대상담기능유지할필요가있으므로거리노숙인밀집지역의현장상담소

로전환한다. 종합지원센터와아울러현장(거리또는쪽방)상담소를둘수있도록하는근거규정이제정법률

의시행령이나시행규칙내에포함되도록한다.

지역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권역별설치와현장상담소설치및전환을전제로기존상담보호센터,쪽방상담

소, 역상담소의밀집지역및불균등배치가있는경우, 중장기적으로는지역별로노숙인지원센터의실제수요

를확인하여통폐합등방안을마련하여집행하여야한다. 하지만, 초기의체계개편이연착륙할수있도록하기

위해서는단기적으로기존시설을전환하여유지․활용하는것이적절하다.

이상에서살펴본노숙인종합지원센터체계개편을위해단기적으로설정되는우선과제는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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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센터 수와 역할 설명 후 지역별 종합지원센터 선정 제출 요구

○ 기존 쪽방상담소 및 해당 지자체와 종합지원센터 및 현장상담소 체계전환에 대한 협의

○ 기존 상담보호센터의 지역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전환

○ 지역노숙인종합지원센터 체계 개편을 위한 예산 확보(전년 대비 30억 증가, 총계 약

100억)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기록 (최소)서식 표준화 시달

제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①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

공하는 시설

5-2. 일시보호시설

1) 설치의 맥락과 기본성격

노숙인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와는 달리 일시보호의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지곤한다. 이

는생활시설혹은거주시설에의장기적입소를원하지않거나혹은적절한시설로의연계가쉽지않은여건등

에기인한다. 과거부랑인복지시설의경우에도일시보호시설의기능을부분적으로담당해왔고, 노숙인쉼터체

계에서의 중간쉼터, 상담보호센터에서의 응급잠자리등 일시보호기능이계속활용되어 왔다. 지난 2010년한

해 13개상담보호센터의응급잠자리를이용하여숙박한인원만해도연인원으로 195,351명에달한다. 반면, 일

시보호의기능은법적행정적인안정성이나체계성이취약하여여러논란의소지가있었던것도사실이다.때

문에이를적절히체계화하는것은중요한의미를가진다.

(1) 법률의 관련 규정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은제정법률 16조에근거규정을가지고있다.

(2) 설치운영의 맥락

노숙인일시보호의기능은그간두가지성격이혼재되어활용되어왔다. 그첫번째는 “여타노숙인복지시

설입소를 기피하지만 임시로 숙소를 활용하고자 하는 노숙인에 대해 일시적 보호(숙식)를 제공하는 경우”로

이는응급일시적숙소의기능이라할수있다. 두번째는 “노숙인복지시설입소및노숙인복지서비스이용을희

망하여사정의뢰등을위한기간에활용하는일시적보호와숙식을제공하는경우”로이는행정과도적숙소의

기능이라할수있다.

현재까지 부랑인복지시설의 일시보호기능은 행정과도적 기능, 노숙인상담보호센터의 숙소는 응급일시적

숙소기능이중심이었다. 한편으로노숙인쉼터입소를위한행정과도적기능은중간의집이담당하는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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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런데이기능이상호유기적으로연계되지못하고파행성이있었던것도사실이다. 일시보호시설(및

중간의집) 기능의파행성은기존의상담보호센터에서노숙인쉼터나부랑인복지시설로입소가연계되지못하

는원인의하나가되어왔다.

향후 일시보호시설은행정과도적기능보다는응급일시적 숙소의기능에초점을두어노숙인일시보호시설

의운영초점을부여하는것이적절하다. 노숙인에대해행정과도적숙소기능을필수화할경우시설입소가원

활히이루어지기어렵다. 행정과도적기능에대해서는이용자접근용이성이나편의성에기반하여융통성을부

여하도록해야한다.

특히 일시보호시설의 서비스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로는 현재까지처럼일시

보호가지역사회별로혹은몇몇보장기관이나시설의조치별로서비스와절차가표준화되지않는부분을극복

하여야한다. 다음으로는일시보호시설에서가급적혼합수용의문제를줄이기위한방안도필요하다. 이를위

해서는가급적지역단위에서복수의숙소를활용할수있도록하는일시보호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2) 배치

대형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단위에는 동일 장소 혹은 근접지역에 연계된 일시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가급적대형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일시보호시설을병행하여운영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많은경우현

재규모가큰상담보호센터들이응급잠자리시스템을구비하고있기때문에이를적극활용하는방식을취할

수있다. 일시보호시설의운영은종합지원센터와독립적일수도있다.즉부설운영이어려운경우에는관련시

설과의업무연계방식을취할수도있다.

소형지역종합지원센터는광역단위별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설치혹은연계하도록한다. 소형센터의경

우에는해당권역내에활용혹은연계가능한일시보호시설을설정하고연계가이루어지도록하는방식을취

할수있다.필요시지역의노숙인복지시설중일시보호시설을선정하여활용하는것도가능하다.

혼합수용에서문제가발생할수있는여성, 장애, 질환등특수상황에맞추어쪽방, 고시원등주거자원을일

시보호시설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체계를구비하도록한다.

본연구에서의조사결과일시보호시설로의전환을희망하는노숙인복지시설은 5개소가있었다. 이는전국

적인고려에서는매우부족한수이지만, 시설의전체적인정체성을일시보호시설로설정하는곳은그리많지

않을것이므로조사결과나타난주관적희망에기초하기보다는각지역사회별로의필요량과업무연계성, 특

히종합지원센터배치와의연계성속에서일시보호시설배치가모색되어야한다.

현재일시보호가체계화되어있지않으므로전체적인소요를파악하기는어렵다. 가장수요가높은지역에

서는기존상담보호센터의응급잠자리가이용되어왔으므로이사용량만이파악가능하다. 본연구에서의전

국적인상담보호센터조사결과 13개상담보호센터는지난 1년간센터당평균 15,027명이센터에부설된응급

잠자리를이용하였다. 최소 8명에서최대 62,119명이응답되었다. 전국적으로는연인원 20만명에달한다. 물론

이는연인원에해당하므로 1일의실인원으로환산하면 1일평균 535.21명이다.31) 한편, 2011년한국도시연구소

에서의거리노숙인일정시점집계조사(PIT)에따르면하루저녁의 ‘응급잠자리’를이용한사람의수가 196명으

로조사되었다. 물론 여기에는부랑인복지시설의일시보호시설 등은제외된 수치이다. 자체적인 이용규모보

고는과대평가되는경향이있고,금번일정시점집계조사는조사시점실제취침자로만엄격히규정하여과소

31) 그간노숙인인원조사에서는쉼터입소노숙인과거리노숙인수만을집계하면서상담보호센터에서숙박하는노숙인의수치는제외

되어온경우도있었다. 결국일시보호시설이용규모만큼거리노숙인의수가과소추계된이유가되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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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호시설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존체계 기존
상담보호센터
응급잠자리

이용인원(연)

일시보호시설
필요량

(상시 침상수)
상담보호

센터
쪽방

상담소
쉼터 부랑인복

지시설

서울 132) 159,547 (5개소) 500 이상

부산 133) 18,652 (2개소) 70 이상

대구 6,278 (1개소) 35 이상

대전 8,227 (1개소) 40 이상

인천 134) 135) - 최소

광주 136) - 최소

울산 - 최소

경기 2,630 (3개소) 20 이상

강원 - 최소

충북 - 최소

충남 - 최소

경북 - 최소

경남 1 - 최소

전북 - 최소

전남 - 최소

제주 18 (1개소) 최소

평가의경향이있다.따라서기존상담보호센터체계의응급잠자리에는매일 200명에서 500명사이로변화하

는규모의실제이용자가있다고보아야한다.

응급잠자리의활용은계절적영향을많이받는것으로알려져있다. 본연구의조사결과에서는센터당 1/4분

기 4,281명, 2/4분기 3,574명, 3/4분기 3,385명, 4/4분기 3,787명이응급잠자리를활용한것으로나타났다. 동절기

의 인원이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하절기에도 동절기 이용인원의 80% 정도는 고정적으로 이용인원이 나타나

고있다. 이는한편으로는동절기에이용인원을급격히늘릴수없는상황과도관련이된다. 기존상담보호센터

응급잠자리체계만을감안해도매일 500명이상의고정적인침상확보가이루어져야함을나타내고, 동절기에

는더탄력적으로증가되어야할필요를나타낸다.

또한 상담보호센터 응급잠자리 이외에도 중간쉼터의 일부기능, 부랑인복지시설의 일부기능이 담당해왔던

일시보호기능역시일시보호시설로통합하기위해서는추가적인침상수가필요하다. 전국화를위해서도마찬

가지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일시보호시설필요량과 기존 조사에서의희망체계를 표시하면 다음과같다. 기

존상담보호센터운영지역(거리노숙인이많은지역)을중심으로상시침상수 665개의일시보호시설을확보하

여야한다. 거리노숙인이적었던지역에대해서는권역별로독립적일시보호시설보다는기존관련체계나노

숙인복지시설의일부에일시보호시설의기능을부여하여최소단위의일시보호침상수를구비하도록한다. 최

소단위침상수는지역의상황에따라지자체가설정하도록하되 10개침상정도의여유를가질수있도록권장

하는것이적절하다.

<표 5-14> 일시보호시설로의전환희망체계와필요량

32) 서울지역 쉼터 중 중간쉼터

33) 부산 사랑의 선교회

34) 인천 능력교회

35) 인천 한무리HOLY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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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관기관 개편 방향

- 기존 임시보호소(ex - 의정부, 수원)는 동절기 수요 대응용이며 일시보호시설은 상시 체

계임

- 기존 부랑인시설의 일시보호 기능은 접근성 문제를 감안해 제한적 인정

- 기존 거리노숙인이 밀집된 광역인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경기 지역 등은 독립된 일시보

호시설을 설치(침상수는 거리노숙인 규모에 따라 차등)

- 기존에 거리노숙인이 (상대적으로)적은 기타 지역은 일시보호시설 별도 설치 혹은 운영

중인 노숙인복지시설에 일시보호시설 기능부여 가능

동절기등취약시점에는이침상수를늘릴수있어야하고, 혼합수용이곤란한대상에대한고려도필요하기

때문에지역별혹은종합지원센터별로지역사회내에탄력적․임시적인일시보호침상확보계획을마련하여

복지부에제출하도록규정하여야한다.

3) 기능과 서비스

일시보호시설은정규적으로시설에입소하기를원하지않지만거리숙박(생활)을피하기위해필요한서비

스를제공한다.

따라서일시보호시설의주된서비스는첫째, 임시잠자리제공,둘째,급식(2식),셋째, 응급처치,넷째, 정규

시설연계(자활, 재활, 요양시설)와기타서비스로구성된다. 기타서비스는물품보관이나물품지원등을의미

한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일시보호시설에서의서비스는임시적이고제한적인것으로국한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을경우일시보호시설자체가정규적인거주시설처럼운영될우려가있다. 그러므로일자리안내, 의료서비

스, 주거지원등일반정규적복지서비스는제공하지않는것으로한다. 이와관련된욕구나연계및상담은일

시보호시설과연결되어있는종합지원센터기능에속한다.

기본적으로 일시보호시설의 역할은 종합지원센터로부터 의뢰받은 노숙인에 대한 응급숙소와 부대서비스

제공이다. 종합지원센터에서의뢰되지않은응급숙소제공에대해서는종합지원센터보고를통해서비스이력

기록을 생산하여야 한다.즉, 일시보호시설을 숙소로 이용하는모든사례는 종합지원센터의의뢰와정보기록

에연결되어있어야한다.

일시보호시설이사정기간의행정적과도기숙소제공역할을수행하는것은종합지원센터와의협조속에서

융통성을발휘하도록한다. 단, 정규노숙인복지시설 입소를위해서사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일시보호시설

에거주하도록하는제한조치는없는것으로한다. 이는그간상담보호센터의사정과의뢰체계를통한노숙인

쉼터입소이용을저조하게만든이유중하나이기도하다.

전염성질환등의사항에대해서는의료지원체계와의업무협조및일시보호시설내외의별도공간을활용

36) 광주 무등노숙인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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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한다.쪽방이나고시원혹은임시주거비지원과유사한방식등을활용할수있다.

일시보호시설숙소이용기간에대한제한설정이필요하다. 이는서비스이력업무와연계된다. 현재도많은

상담보호센터는 2주가량의숙소이용제한규정을활용하곤한다. ‘행정적과도기간이상의기간’에대해서는

특정침상등의사전점유이용은불가한것으로의지침이전달되어야한다.즉, 일시보호시설의침상은정규적

거주시설인 노숙인복지시설처럼특정인의 숙소나침상으로 점유될 수는 없다. 물론 취약성이 있는 노숙인에

대해서이용기간제한은융통성있는적용을필요로한다. 그러나이경우에도가급적이면취약성의내용에부

합하는정규적거주시설이나복지서비스적용을우선으로하기때문에일시보호시설의기간이크게확장되는

것은곤란하다.

이용기간제한을 초과하는 노숙인에 대해서는 종합지원센터의집중사례관리 대상으로 설정되며, 상담 및

주거지원프로그램지원가능성을탐색하고사례관리기록을구비하도록한다.

기간만이아니라이용시간의측면도고려가필요하다. 일시보호시설서비스제공시간에대해서는야간서

비스로만구성되는것으로시간제한설정이적절할것이다. 물론, 취약성이있는노숙인에대한일시보호에서

는이용시간제한설정은제외하여야한다. 취약성을지닌사례의경우전체적인이용기간에서와는달리이용

기간중에는이용시간은전일로서비스이용이가능하도록할필요가있다.

특히 ‘해당지역내서비스를제공할정규시설연계자원이없는경우’에는가족노숙,알코올중독, 정신건강

취약자, 질환자등에대해서는해당노숙인의욕구에따라이용시간과기간의제한을초과하는숙소제공이불

가피하므로이것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 이는지역종합지원센터와의협조및중앙종합지원센터의통제에따

라조절하도록한다.

4) 인력과 예산

□인력배치

일시보호시설의인력배치기준은통상적운영침상수에따라탄력적으로설정하도록한다. 단, 이배치기준

은노숙인복지시설보다작은규모의인력으로설정되는것이타당하다.

일시보호시설에는행정책임자, 상담원, 생활지도원, 조리원, 영양사,간호사를배치하되상시침상수 100 이

상의대형일시보호시설의경우행정책임자(시설장) 1, 상담원 3, 생활지도원 4, 조리원 2, 영양사 1,간호사 1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대형 일시보호시설은 서울지역의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2개소의 설치가필요하며

다른지역은이보다작은규모로설치한다.침상수에따른인력점증과점감의비율은지역별상황을감안하여

융통성을발휘하도록한다. 특히대부분의규모가큰일시보호시설은종합지원센터등에부설되어설치될것

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이는 종합지원센터 업무환경과 연계된 고려가필요하다. 반면, 노숙인의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의일시보호시설은필요한침상수가적어(기존상담보호센터가설치되지않았고상시침상수를 ‘최

소’로명기한지역)독립적으로일시보호시설이개설되기보다는기존관련거주시설한부분에위치하게될가

능성이높다는점도감안되어야한다. 기존관련거주시설에부설로설치되는일시보호시설의경우에도일시

보호시설업무만을전담하는직원을배치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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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과제

○ 일시보호시설체계 보강을 위한 추가 예산확보(전국적으로 총 20억)

○ 일시보호시설체계 전국화 구축을 위한 지자체 협의

- 지자체별 일시보호시설 지정과 운영계획 제출 요구

(종합지원센터와의 연계성 확보 내용 포함)

○ 기존 상담보호센터 응급잠자리를 일시보호시설체계로 전환

□예산

일시보호시설의체계화는종합지원센터체계구축에연동되어있다.때문에종합지원센터체계가구축된다

면, 일시보호시설 체계화에 추가 예산소요가크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즉, 노숙인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기존상담보호센터의예산규모에일시보호시설운영예산이포함되어있는경우가많았다.

개략적으로대형일시보호시설 2개소(350침상규모)의경우인건비소요를 1개시설에 12명으로연 2억원씩

4억원, 전국의중소규모일시보호시설 315침상규모에대한인건비소요를역시 4억원으로설정하면약 8억원

이소요된다. 인건비외운영비를인건비와동일한규모로감안하면연간 16억원의일시보호시설운영사업예

산이소요될수있다.37)

노숙인이적은지역에서는일시보호시설은지역사회복지행정적체계의정비와노숙인시설간연계를지자

체가행정적으로확보하는것이중요한과제이다. 최소단위의침상을지역별로확보하는것이며기존시설을

이용하는것이대부분이된다. 일시보호시설업무 ‘전담인력’을광역별로확보하는수준에서총 11개지역의

최소인건비가약 2억원, 운영예산을포함하여약 4억원이소요된다.

이상에서살펴본노숙인일시보호시설체계개편을위해단기적으로설정되는우선과제는다음과같다.

5-3. 노숙인 자활시설

3장서비스전달체계개편의원칙에서논의한바와같이노숙인자활시설은두가지유형으로세분화하였다.

즉각적인 취업이 가능하고따라서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서비스가 제공되는 자립자활형(A형) 시설과

근로활동은가능하지만경쟁적노동시장에참여하기는어려운생활자립형(B형) 시설이다. 자립자활시설은경

제적자립을준비하고촉진시키기위한고용지원서비스중심의시설이다. 생활자립형시설은고용지원서비스

와더불어사회적케어(social care)가중요한비중으로제공되어진다. 경쟁적노동시장보다는보호된노동시장

에서근로활동을경험하고지역사회의정상적활동에참여하는생활자립에초점을둔다.

1) 시설의 설치 맥락과 목적

37) 사실상 이 규모는 일시보호시설 체계 구축에 따른 순증예산이라 할 수는 없다. 기존 상담보호센터 예산 내에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일단 기존 예산 편성과의 중복에 따

른 절감효과는 논외로 하고 소요예산 규모만을 적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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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

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

킬 책임을 진다

제 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①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22조(비용의 보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법적 근거

(2) 시설의 설치 필요성

○자립자활시설

노숙인쉼터나부랑인시설등의노숙인복지시설에서는즉각적인고용시장으로의진입이가능한노숙인들

이, 그렇지못한상태의노숙인들과혼재되어있으면서일자리의충분한기회를제공받는데어려움이있다. 신

체장애나정신장애로인하여경쟁적노동시장에진입하기어려운노숙인들과혼재되어있어, 취업중심의프로

그램에집중하기어려운상태이다. 그러므로즉각적인취업이가능한사람들을중심으로하여취업과경제적

자립에더집중하는서비스체계를마련할필요성이있다.

○생활자활시설

노숙인중에는신체장애나정신장애에대한객관적진단명은없으나심신상태가불안정하여경쟁적노동시

장으로진입하는것이어려움에도, 일상생활을유지할수있는기능이가능한경우가있다. 한편, 현재의노숙

인복지시설에서는노숙인의건강및기능상태를고려하지않은채혼재되어입소시키고있다. 이과정속에서

독립생활이가능한기능상태임에도불구하고심각한정신건강및신체장애문제를가진노숙인들과함께생활

하면서오히려일상생활기능이나의지를상실시키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그러므로일상생활이가능하면서지역사회나가족으로의복귀가어려운노숙인에게는경쟁적노동시장으

로진입이아닌, 지역사회내에서일상적인독립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는생활중심의자활시설

로배치시키는것이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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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의 목적

가. 자립자활시설

◯경제적자립을준비하는동안거주공간을제공하며, 취업활동을적극지원하여정상적인가정혹은지역

사회로복귀하도록한다.

- 취업정보제공, 공공일자리연결

- 취업준비, 취업능력확충, 직업훈련

- 안정된주거생활

- 사회적관계망회복

- 자립을위한재정적안정(저축)

나. 생활자활시설

- 일상적인독립생활이가능할수있도록거주공간을제공하여

①스스로일상생활을영위하며

②자신의신체적그리고심리적기능상태에적합한경제생활을영위하고

③지역사회구성원의일원으로서지역사회활동에참여하도록지원한다.

2) 이용대상자와 제공 서비스

(1) 이용대상자

가. 자립자활시설

○시설입소를원하며,신체장애, 정신장애, 물질사용장애의객관적진단이없으면서

- 경쟁적노동시장으로즉각적인참여가가능한노숙인

-육체적심리적불안정의문제로즉각적인노동시장참여가어렵지만, 취업을준비하는전문적개입과프

로그램제공을통하여경제적자립을기대할수있는노숙인

나. 생활자활시설

- 시설입소를원하며,신체장애, 정신장애, 물질사용장애의객관적진단이없으면서경쟁적고용시장으로의

참여는어려우나일상생활이가능한노숙인

(2) 제공 서비스

가. 자립자활시설

①원칙

치료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이아니라, 경제적자립을지원하는시설이므로전문적상담보다는개인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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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보장되는저렴한 주거공간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가능한 단체생활의 제약을 없애고 개별적선택과

자유로운활동을보장하는시설운영이야한다.

단체급식등을지양하고공동주방, 공동화장실, 개별적인잠자리(bed) 개념을지향하도록한다.

소규모시설, 혹은주택형시설을지향하되, 직업훈련등다양한취업프로그램을위한대규모(100~200명규

모) 모형도필요하다.

②서비스내용

㉠기본프로그램

- 취업상담: 취업욕구파악, 취업정보제공, 취업준비

- 일자리연결: 민간부문, 공공부문

- 심리상담: 자활의욕고취

- 취업능력확충, 직업기능훈련연계

- 안정된, 개별화된주거생활지원

-신용회복, 자립을위한재정적안정(저축)

- 사례관리

㉡전문(특별)프로그램

- 직업기능훈련제공

- 공동작업장

- 사회적기업운영

- 자립주택(임대주택) 제공

○대부분의일반적인자립자활시설은기본프로그램을중심으로운영한다. 전문프로그램에해당하는서비

스는직접제공하기보다는연계하는데중점을둔다.

○공간적규모가되거나이용자규모가큰확대형자활시설에서는기본프로그램에더하여전문프로그램을

제공한다.확대형은②에해당하는서비스를직접제공하거나(직접직업훈련수행), 다양한근로경험을쌓을수

있도록프로그램제공하는데중점을둔다. 예컨대공동작업장운영하거나, 노숙인을위한사회적기업을설립

하고운영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하여야한다.

○노숙인자활시설은보건복지부외의타부처노숙인관련사업등을수탁운영할수있다. 노동부소관프

로그램, 예컨대 고용지원센터 사업을 위탁운영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하며, 국토해양부, 혹은 LH공사 등이 시

행하는임대주택, 그룹홈등주거지원사업수탁운영하는방안을적극모색하여야한다.

나. 생활자활시설

①원칙

주로낮시간의 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되, 거주시설과 지역사회를 분리시키지 않도록서비스를 제공

하는것이필요하다.즉, 생활자활시설은본래의목적이거주에있기때문에, 거주를지원하는기능을주로하

고, 다른활동은지역사회자원을이용하게해야한다.즉, 장애인의삶을일반인과분리시키지않고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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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루도록하는정상화논리가구현될수있도록서비스가제공되어져야할것이다.

시설의규모에따라생활시설내에서직접서비스를제공할수도있다.

②서비스내용

㉠거주지원:급식, 주거, 생활지도, 상담및안전관리등일상생활에필요한각종의편의를제공

㉡낮시간활동지원

-가급적지역사회자원을연계하여활용토록한다. 이때활용할수있는자원으로는

●의료재활:신체적건강유지를위한각종의료적치료나운동. 특히,쇠퇴해가는노년기의신체적특성

을보완하기위하여필요할것임.

●정서및문화와여가서비스: 심리적건강유지및사회적관계향상을위하여사회성훈련과지역사회적

응훈련, 그외야외활동, 취미생활, 종교활동및정서안정지원활동

●취업지원: 직업기능훈련및직업생활훈련, 직업생활지원

㉢기타: 성교육, 인권교육등

3) 자활시설의 유형과 배치

○ 노숙인자활시설은이용노숙인의 건강상태와직업활동능력에따라 자립자활시설과생활자활시설로 구

분된다. 두시설은이용대상자에서의차이점뿐만아니라시설의서비스목표도상이성을지닌다. 시설이용자

의자활에초점을둔다는측면에서는 공통점을지니지만, 자활의내용에서 차이점을지닌다. 자립자활시설은

경제적자립에강조점을둔다. 그래서시설서비스도취업과직업활동을지원하는데초점을둔다. 반면생활자

활시설은경제적자립보다는일상생활에서자립에초점을둔다. 직업활동을지원하는프로그램도중요하지만,

그보다일상생활자립을위한심리사회서비스가중요한시설서비스로설정된다.

○ 자립자활시설은 기본형과 전문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 규모에따라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할 수 있

다. 가급적소규모를지향하되, 경제적자립을지원하는전문적프로그램수행을위해확대형(대형) 시설을배

제하지는않는다.

○생활자활시설은지역사회참여형거주지원서비스가기본모델이다. 그러므로가급적소규모(30인이하)

시설을지향하되, 장기적으로는주택형거주시설모델로전환될것을전제한다. 주택형거주시설은공공임대주

택을활용하는모델이될것이다.

○ 다음에서는노숙인복지법시행에따른 현안과제인 기존시설의유형별전환문제에 대한 방안으로서장

기적인노숙인시설합리화로드맵속에서단기적인과제로서 1차전환배치안을강구하여보았다. 주택형시설

등의모델은장기과제로두고, 현재노숙인쉼터와부랑인시설의규모와지역적배치, 그리고이용자상태와욕

구, 시설운영주체가희망하는전환시설유형등을고려하여재편안을예상해본다.

(2) 자활시설에 배치되어야할 노숙인 수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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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립자활시설에배치되어야할노숙인수요추산

자립자활시설에배치되어야할노숙인의규모는노숙인쉼터와부랑인시설에입소하고있는노숙인의일상

생활기능이나독립생활가능외에근로기능수준을를중심으로추산하였다.먼저노숙인쉼터에입소되어있는

노숙인중기능수준에문제가없어서직업생활이가능한노숙인은 조사에응답한총 68개소 2470명의노숙인

중 57.7%를차지한 1426명이었다(<표5-15>참조).

<표 5-15>노숙인쉼터 입소자 건강상태에 따른 일상생활 기능수준(N=68개소) (단위: 명)

구분

일상생활기능수준

일상생활

불가능

-지속보호

필요

일상생활

제한성

-간헐보호

필요

일상생활

가능

-사회활동

어려움

사회

생활

제한적

기능수준에

문제없어

직업생활

가능

합계

쉼터

전체

34

(1.3%)

146

(5.9%)

330

(13.3%)

481

(19.4%)

1426

(57.7%)

2470

(100%)

한편, 부랑인시설에입소하고있는노숙인중자립자활시설로의배치가요구되는노숙인의규모를살펴보

면(<표5-16>), ‘즉각적인노동시장으로의참여가가능‘한 노숙인이 약 10%를차지하였다.

<표 5-16>부랑인시설 입소자의 독립생활 가능 정도

구분

자활 및 독립생활 가능정도

일상생활이 

어려워

수발이

필요

근로활동은

불가능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

경제적 자립은

어렵지만

보호된 

작업장에서 

근로활동은

가능

즉각적인 

노동시장 

참여는 

어렵지만

심리재활,

직업교육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기대

즉각적인 

노동시장 

참여 가능

합계

시설

전체

2517

(29.3%)

3184

(37.1%)

1677

(19.5%)

393

(4.5%)

796

(9.3%)

8563

(100%)

위의조사를바탕으로부랑인시설과노숙인쉼터에서자립자활시설에배치되어야할노숙인의규모를추산

하면다음과같다(<표5-17>).

<표5-17> 자립자활시설로의 배치되어야할 노숙인 규모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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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인원(%)

부랑인 시설

경제적 자립은 어렵지만 보호된 작업장에서 근로활동이 

가능한 노숙인 + 즉각적인 노동시장 참여는 어렵지만 

직업교육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기대할 수 있는 노숙인

2070(24.2%)

노숙인 쉼터
(신체 및 정신장애 진단은 없으나, 경쟁적 고용시장이 

어려우며?) 사회생활이 제한적인 노숙인
481(19.5%)

기존시설 구분 총인원

부랑인 시설
기능수준에 문제가 없어 직업생활 가능, 혹은 즉각적인 노

동시장 참여 가능한 사람
796(9.3%)

노숙인 쉼터
건강에 문제가 없는 노숙인, 혹은 즉각적인 노동시장 참여 

가능한 노숙인
1426(57.7%)

부랑인시설의 입소자 중약 9.3%, 그리고 노숙인쉼터 입소자의약 57.7%가 생활자활시설에 배치되어야할

것으로추정되었다.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부랑인시설의입소자중약 10%는건강하고기능수준에문제가

없어직업활동이가능한것으로평가되었다. 노숙인쉼터이용자의경우약 60%는건강에전혀문제가없고즉

각적인노동시장참여가가능한노숙인으로평가되었다.

나. 생활자활시설에 배치되어야할 노숙인 수요 추산

생활자활시설에배치되어야할노숙인의규모는노숙인쉼터와부랑인시설에입소하고있는노숙인의일상

생활기능이나독립생활가능정도를중심으로추산하였다.먼저노숙인쉼터에입소되어있는노숙인의건강상

태에따른일상생활의기능수준을살펴보면, 조사에응답한총 68개소 2470명의노숙인중사회생활이제한적

인노숙인은 19.4%를차지하였다(<표5-15>참조).

한편, 부랑인시설에입소하고있는독립생활가능에따른부랑인의분포중생활자활시설로의배치가요구

되는노숙인의규모를살펴보면(<표5-16>), ‘경제적자립은어렵지만보호된작업장에서근로활동이가능’하거

나(19.5%), ‘심리재활과직업교육등으로경제적자립을기대’할수있는(4.5%) 노숙인이총 24%를차지하였다.

위의조사를바탕으로부랑인시설과노숙인쉼터에서생활자활시설에배치되어야할노숙인의규모를추산

하면다음과같다(<표5-18>).

<표5-18>생활자활시설로의 배치가 필요한 노숙인 규모 추산

부랑인시설의입소자중약 24.2%, 그리고노숙인쉼터입소자의약 19.5%가생활자활시설에배치되어야할

것으로추정되었다.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부랑인시설의약 20%, 그리고노숙인쉼터의약 20%를생활자활

시설로배치하는것이필요한것으로판단되었다.

(4) 기존 노숙인복지시설의 현황과 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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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자활시설로의 전환 배치의 기준을 제시하면 무엇보다도 노숙인쉼터를 중심으로 배치하되, 지역에

따라부랑인시설만존재하는지역은부랑인시설내에병설적으로배치시키는것이필요하겠다.

보다구체적인배치기준을제시하면첫째, 부랑인시설만존재하는지역은부랑인시설을노숙인자활시설

로전환한다. 이때부랑인시설인구중노숙인자활시설로배치되어야하는비율만큼의부랑인시설을노숙인

자활시설로전환시키는것이필요하다.둘째, 노숙인쉼터만존재하는지역은노숙인쉼터인구중노숙인자활

시설로배치되어야하는비율만큼의노숙인쉼터를노숙인자활시설로전환시키는것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랑인과노숙인쉼터가모두있는지역은부랑인시설과노숙인쉼터중일단노숙인자활시설로희망하는곳

을먼저노숙인자활시설로전환시키되, 전환하고자하는시설의비율이노숙인과부랑인인구중노숙인자활

시설로전환시키야하는규모를충분히포괄하지못하는경우에 노숙인쉼터를먼저노숙인자활시설로배치

시킨뒤나머지를부랑인시설로채운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연계를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지역사회로의 접근이 용이한 시설을 중심으로 배치한다.

끝으로, 입소자들이주로독립적인일상생활이가능한만큼, ‘거주’라는목적에부합할수있도록개인의사생

활이보장되어야하므로기존의소규모시설부터생활자활시설로배치한다.

다음 <표5-19>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노숙인쉼터와 부랑인시설 실태조사에서 전환희망 시설 유형에 관한

것이다. 특별한전제조건없이전환하고자희망하는시설을선택하도록하였는데, 부랑인시설 52개소중 44개

소가응답하였고, 노숙인쉼터 77개소중 68개소가 응답하였다. 노숙인 상담보호센터 13개소는 전체가 응답하

였다. 조사대상시설총 142개소중 125개시설이응답하여 88%의응답율을보여주었다. 정밀한판단근거는될

수없겠지만, 대략적인경향을파악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다고보았다.

<표5-19>법 제정에 따른 시설 개편 시 희망하는 시설

                             기존시설

           전환희망시설 

시설유형구분 전체
부랑인시설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노숙인자활시설 　 6 45 0 51
　 13.6% 66.2% 0.0% 40.8%

노숙인재활시설 　 11 3 0 14
　 25.0% 4.4% 0.0% 11.2%

노숙인요양시설 　 20 5 0 25
　 45.5% 7.4% 0.0% 20.0%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 3 0 5
　 4.5% 4.4% 0.0% 4.0%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 10 12 24
　 4.5% 14.7% 92.3% 19.2%

기타 　 3 2 1 6
　 6.8% 2.9% 7.7% 4.8%

전체 　 44 68 13 125
　 100.0% 100.0% 100.0% 100.0%

기존의 노숙인상담보호시설들은 대체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전환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므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 노숙인상담보호시설들을 그대로 전환하고, 지역에따라 기존 시설이 없는곳에 대하여

희망하는노숙인쉼터나부랑인시설들에게기능을부여하는방안이적절하다.

일시보호시설의경우희망하는시설에게우선권을부여하고, 전환되는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부설하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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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부랑인시설 노숙인쉼터

현재

분포

응답

시설ⓐ

희망

시설ⓑ
ⓑ/ⓐ

필요

시설 현재

분포

응답

시설ⓐ

희망

시설ⓑ
ⓑ/ⓐ

필요시설

자

립

생

활

자

립

생

활

서

울

10

(19.2%)

7

(15.9%)

2

(33.3%)
28.6% 1 1

38

(50.7%)

32

(47.1%)

22

(48.9%)
59.5% 24 9

부

산

4

(7.7%)

3

(6.8%)

0

(0.0%)
0.0% - 2

6

(8.0%)

6

(8.8%)

2

(4.4%)
33.3% 3 1

대

구

1

(1.9%)

1

(2.3%)

0

(0.0%)
0.0% -  5

(6.7%)

5

(7.4%)

5

(11.1%)
100.0% 4 1

인

천

4

(7.7%)

4

(9.1%)

1

(16.7%)
25.0% - 1

3

(4.0%)

2

(2.9%)

1

(2.2%)
33.3% 2 1

광

주

1

(1.9%)

1

(2.3%)

0

(0.0%)
0.0% - -

1

(1.3%)

1

(1.5%)

0

(0.0%)
0.0% - 1

대

전

1

(1.9%)

3

(6.8%)

0

(0.0%)
0.0% - -

4

(5.3%)

4

(5.9%)

2

(4.4%)
50.0% 2 2

울

산
 - - - - -

1

(1.3%)

1

(1.5%)

0

(0.0%)
0.0% 1 -

경 4 3 0 0.0% - 1 9 9 7 58.3% 5 2

안으로설치하면될것이다.

본절의주제인노숙인자활시설로의재편의경우기존노숙인쉼터의 66.2%가희망하였으며, 부랑인시설은

13.6%가전환을희망하였다. 앞에서자활시설이용대상자수요예측에의하면, 노숙인쉼터의약 80%(자립자활

60, 생활자활 20%), 부랑인시설입소자의약 30%(자립자활 10%, 생활자활 20%) 으로추정되었는데, 수요예측

에비해전환희망시설이부족한것으로나타난다. 그러므로노숙인자활시설의경우기존시설들이희망할경우

우선권을부여하고,타시설희망한사례들중부적절하다고판단되는시설들을자활시설로전환을권유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노숙인쉼터의약 15%가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전환되기를희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

결과는 실제 전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쉼터들이 노숙인자활시설로 전환된다면잠재적인

자활시설이용대상자를수용하는데큰문제가없을것으로생각된다. 부랑인시설의경우에도노숙인자활시설

로전환희망한 사례가 13.6%에불과하였지만, 일시보호시설과종합지원센터희망시설들의 경우 그러한 시설

과 자활시설을병설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지역적 배치과정에서 자활시설로의 전환을 우선하도록한다

면, 전체시설의약 30%를노숙인자활시설로전환하는데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다음으로지역별시설

현황을살펴보고, 전환희망시설을비교하면서전환방안을보다구체적으로논의하도록한다.

<표5-20> 노숙인자활시설로의 기능분화희망 및 필요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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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7.7%) (6.8%) (0.0%) (12.0%) (13.2%) (15.6%)

강

원

3

(5.8%)

3

(6.8%)

0

(0.0%)
0.0% - -

4

(5.3%)

4

(5.9%)

2

(4.4%)
50.0% 2 2

충

북

2

(3.8%)

1

(2.3%)

0

(0.0%)
0.0% - -

1

(1.3%)

1

(1.5%)

1

(2.2%)
100.0% 1 0

충

남

1

(1.9%)
- - - - -

1

(1.3%)

1

(1.5%)

1

(2.2%)
100.0% - 1

전

북

3

(3.8%)

3

(6.8%)

0

(0.0%)
0.0% - -

2

(2.6%)

2

(2.9%)

2

(4.4%)
100.0% 1 1

전

남

7

(13.5%)

7

(15.9%)

2

(33.3)%
28.6% - 2 - - - - - -

경

북

5

(9.6%)

4

(9.1%)

1

(16.7)%
25.0% - 1 - - - - - -

경

남

4

(7.7%)

4

(9.1%)

0

(0.0%)
0.0% - 1 - - - - - -

제

주

2

(3.8%)

2

(4.5%)

0

(0.0%)
0.0% - 1 - - - - - -

합

계

52

(100.0%)

44

(100.0%)

6

(100.0%

)

13.6% 1 10
75

(100.0%)

68

(100.0%)

45

(100.0%)
58.4% 45 21

<표5-20>를중심으로살펴보면, 부랑인시설총 51개소중 44개소가희망하는전환시설과관련된질문에응

답하였으며, 응답한 부랑인시설의약 13.6%에 해당하는 6개소가 노숙인자활시설로의 전환을희망하였다. 한

편, 노숙인쉼터의경우총 77개소중 68개소가희망하는전환시설과관련된질문에응답하였으며, 응답한노숙

인쉼터의약 48.4%에해당하는 45개소가노숙인자활시설로의전환을희망하였다.

부랑인시설만있는곳은전남, 경북, 경남, 제주지역이며, 이중노숙인자활시설로의전환을희망하는지역

은전남이 2개소(28.6%), 그리고경북지역이 1개소(25.0%)이었다. 전체부랑인의 30%(자립자활시설=10%, 생활

자활시설=20%)를자활시설로배치해야한다는기준선을기반하였을때, 전남(28.6%)과경북(25.0%)은현재희

망하는시설을중심으로노숙인자활시설로의전환이이루어지되, 두지역모두생활자활시설로배치하는것

이적절할것으로예상된다.

이외에부랑인시설만있으나노숙인자활시설로의전환을희망한지역이없는경남과제주지역의경우에

는경남이 1개소의규모만큼을노숙인생활자활시설로전환배치하는것이필요하겠다. 제주의경우에는부랑

인시설 2개소중 1개소에노숙인생활자활로전환배치하는것이필요하겠다.

노숙인쉼터만 있는곳은울산지역이며, 이중노숙인자활시설로의 전환을희망한다고응답한 지역은 0개

소(0%)로나타났다. 노숙인의규모중자립자활이요구되는노숙인규모가가장크다는점을감안할때, 노숙인

쉼터 1곳을노숙인자립자활시설로배치하는것이필요하겠다.

부랑인과노숙인쉼터가모두존재하는지역은서울, 부산, 대구, 인천,광주, 대전, 경기,강원,충북,충남, 전

북지역이다. 이중노숙인쉼터가 1곳만존재하는곳인광주지역은부랑인시설과노숙인쉼터모두노숙인자

활시설로의전환을희망하지않았다. 한편, 노숙인쉼터가 1곳인충북과충남지역의경우에는 1곳이노숙인자

활시설로의전환을희망하였다. 노숙인중자활서비스를필요로하는규모를고려하였을때그리고자활시설

의 특성을 위해 노숙인쉼터를먼저노숙인 생활자활시설로의 전환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였을

때, 비록전환을희망하는노숙인쉼터가없더라도노숙인쉼터의일부를자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갖추

어놓도록하는것이필요하겠다. 또는노숙인쉼터를먼저노숙인자립재활시설로우선적으로전환한뒤, 입소

공간이남는경우노숙인생활자활서비스가필요한노숙인을입소시키는것이적절하리라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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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노숙인쉼터가 2개소이상복수로존재하는지역을중심으로살펴보면, 부랑인시설중노숙인자활

시설로의 배치를희망한 부랑인 시설은 서울 2개소(28.6%), 인천1개소(25.0%), 전남이 2개소(28.6%), 경북이 1

개소(25.0%)로서총 7개소였다. 또한노숙인쉼터중노숙인자활시설로의배치를희망한시설의비율이각지

역별로최소 33.3%에서 100%까지분포하였다. 부랑인시설입소자중 30%, 그리고노숙인쉽터입소자중 80%

가노숙인자활시설로의전환이필요하다는점을감안하였을때지역별배치안은다음과같다.

먼저서울의 경우, 노숙인 자활시설로 전환을희망한곳은 부랑인 시설이 2개소(28.6%)이고 노숙인쉼터가

22개소(48.9%)이다. 부랑인시설의경우,희망한곳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 1개소는자립자활시설로, 1개소는

생활자활시설로 배치시키는 것이필요하겠다. 노숙인쉼터의 경우는 24개소를 자립자활시설로, 그리고 9개소

를생활자활시설로배치시키는것이필요하겠다.

부산의경우, 노숙인자활시설로전환을희망한곳은부랑인시설이 1개소(33.3%)이고노숙인쉼터가 2개소

(33.3%)이다. 노숙인자활시설로의전환이필요한노숙인규모를고려하여자활시설로전환을희망하는부랑인

시설 1곳외에추가적으로 1곳을더하여생활자활시설로전환시키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노숙인쉼터는전

환을희망하는 2곳에 2곳을더추가하여총 4곳을노숙인자활시설로전환하되, 이중 3곳은자립자활시설로그

리고 1곳은생활자활시설로배치시키는필요하겠다.

대구는 5개소(100.0%)가노숙인자활시설로의전환을희망하였으며, 이곳모두를노숙인자활시설로그대

로 전환시키는 것이필요하겠다. 이 중 4개소는 자립자활시설로, 그리고 1개소는생활자활시설로 배치시키는

것이바람직하겠다.

인천의경우, 노숙인자활시설로전환을희망한곳은부랑인시설이 1개소(25.0%)이고노숙인쉼터가 1개소

(33.3%)이다. 노숙인 자활시설로 전환을희망하는 노숙인쉼터를 중심으로, 전환을희망하는 시설로 전환시키

는것이필요하겠다. 노숙인쉼터중전환을희망하는 1곳에 2곳을더추가하여노숙인자활시설로전환시키되,

이중 2개소는자립자활시설로, 그리고 1개소는생활자활시설로배치시키는것이적절하겠다.

광주의경우, 노숙인자활시설로전환을희망한곳은부랑인시설과노숙인쉼터모두 1곳도없었다.광주의

경우부랑인시설과노숙인쉼터가각각 1곳씩분포하기때문에, 우선적으로노숙인쉼터를노숙인자활시설로

분류하는것이필요하겠다.광주지역의노숙인쉼터에입소한현재노숙인의상태를고려할때, 생할자활서비

스가필요한노숙인이더많다고판단되어, 노숙인쉼터를생활자활시설로우선배치시키는것이필요하겠다.

대전의경우, 노숙인자활시설로전환을희망한곳은부랑인시설이 0개소이고노숙인쉼터가 2개소(58.3%)

이다. 노숙인자활시설로의전환이필요한노숙인규모를고려할때, 자활시설로의전환을희망한노숙인쉼터

의 2개소에추가적으로 2개소를더노숙인자활시설로배치시키는것이필요하겠다. 이때노숙인쉼터 2곳은

자립자활시설로, 그리고나머지 2곳은생활자활시설로배치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된다.

경기 지역의 경우, 노숙인 자활시설로 전환을희망한곳은 부랑인 시설이 0개소이고 노숙인쉼터가 7개소

(58.3%)이다. 이중에서부랑인시설 1곳을노숙인생활시설로전환하는것이필요하겠다. 또한, 노숙인쉼터와

관련하여서는전환을희망하는노숙인쉼터를중심으로노숙인자활시설로배치시키는것이필요하겠다. 노숙

인자활시설로배치되는노숙인쉼터중장애나질환을가진노숙인의규모가적되근로의지가약한노숙인이

많은 2곳을노숙인생활자활시설로배치시키고, 나머지 5개소는노숙인자립자활시설로전환시키는것이바람

직하겠다.

강원 지역의 경우, 노숙인 자활시설로 전환을희망한곳은 부랑인 시설이 0개소이고 노숙인쉼터가 2개소

(50.0%)이다. 노숙인자활시설로전환을희망했던 2개소에 2개소를더추가하여총 4개소를노숙인자활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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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 부랑인 시설 종사

자 규모

현 노숙인 쉼터 종사

자 규모

노숙인 자활시설 인력 배치

10인 이상
주택형

(10인 미만)

시설장 시설당1 시설장 1인 1인

시설장 포함

하여 2인 

사무국장 시설당1 (30인이상)
행정책임자(30인 이

상)
1인(30인 이상)

사무원 1인이상 (30인이상)
1인 이상(50인 이

상)
1인 이상(10인이상)

상담요원 1인이상 (30인이상)
1인(10인 이상, 50

인당 1인 추가)

1인(10인 이상, 50

인당 1인 추가)

생활복지사
1인(10인 이상, 40

인당 1명추가)

1인(10인 이상, 40

인당 1인 추가)

생활지도원

(자활지도원 포함)

기본2명(자활지도원은 30

인 이상, 생활지도원은 

50인당 1명추가)

기본 1명(50인당 1인 추

가)

기본 2명(10인이상, 자

활지도원과  생활지도

원은 50인당 1인 추가)

정신보건

전문요원
- - -

간호사, 1인 이상(30인이상) 1인이상(입소자 상시 -

배치하는것이필요하겠다. 이때노숙인쉼터 2개소는자립자활시설로, 나머지 2개소는생활자활시설로배치

하는것이바람직하겠다.

충북지역의 경우, 노숙인 자활시설로 전환을희망한곳은 부랑인 시설이 0개소이고 노숙인쉼터가 1개소

(100.0%)이다.충북지역은노숙인쉼터가 1곳만있기때문에현재의노숙인쉼터를우선적으로노숙인자립자

활시설로전환시키는것이필요하겠다. 이외에 1곳을더추가하여생활자활시설로배치하는것이필요하겠다.

충남 지역의 경우, 노숙인 자활시설로 전환을희망한곳은 부랑인 시설이 0개소이고 노숙인쉼터가 1개소

(100.0%)이다.충남지역은노숙인쉼터가 1곳만있기때문에현재의노숙인쉼터를우선적으로노숙인재활시

설로전환시키되, 노숙인쉼터에입소한현재노숙인의상태를고려할때, 생할자활서비스가필요한노숙인이

더많다고판단되므로생활자활시설로우선배치시키는것이필요하겠다.

전북지역의 경우, 노숙인 자활시설로 전환을희망한곳은 부랑인 시설이 0개소이고 노숙인쉼터가 2개소

(100.0%)이다. 전환을희망하는시설을중심으로배치시키되, 노숙인쉼터중 1곳은자립자활시설로, 나머지 1

곳은생활자활시설로배치시키는것이필요하겠다.

지금까지 제시한 자활시설로의 배치안을 기반할때, 자립자활시설로의 전환 조정이필요한 시설은 부랑인

시설이 1개소, 노숙인쉼터가 45개소이다. 생활자활시설로의전환조정이필요한시설은부랑인시설에서는총

10개소, 그리고노숙인쉼터에서는총 21개소인것으로추산되었다.

4) 소요 인력

현부랑인시설종사자규모와현노숙인쉼터종사자의규모에근거하여노숙인자활시설의인력배치안은

다음과같다. 기존부랑인시설종사자의규모를최대한따르되, 일상생활이가능하며지속적인상담과서비스

로지역사회로독립된자활로나아가야한다는점을고려하여서, 노숙인쉼터기준으로상담요원을배치하였다

(<표5-21>참조).

<표 5-21> 자활시설운영을위한소요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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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100인 이상)

영양사 1인 (50인이상) 1인(50인 이상) 1인(50인 이상)

조리원
1인(30인이상, 50인

당 1명추가)

1인(10인 이상, 50

인 이상 1인 추가)

1인(10인 이상, 50

인당 1명 추가)

전문의 

(촉탁의사)
1인 이상(30인이상) -

시설관리인

경비원1인(30인이상), 

설비기사1인(상시 입

소자 100인 이상 시

설)

설비기사 1인(상시 

100인 이상 시설)

경비원1인(30인 이

상), 

설비기사1인(상시 

입소자 100인 이

상 시설)

     30인 미만  3명 4명 7명

2인

     50인 미만 11명 5명 9명

    100인 미만  13명 7명 11명

    300인 미만 27명 21명 33명

    300인 이상 29명 24명 37명

전환시설 기존시설 시설규모 1개소당 추가 인원 종사자수(명)

자활시설 부랑인시설

30인 미만 +4

-사무원 1인 증원

-상담요원 1인 증원

-생활지도원 1인 증원

-조리원 1인 증원

50인미만 -2
-간호사 1인 감원

-전문의 1인 감원

100인미만 -2
-간호사 1인 감원

-전문의 1인 감원

300인 미만 +6

-상담요원 4인 증원

-자활지도원 4인 증원

-간호사 1인 감원

-전문의 1인 감원

300인 이상 +8
-상담요원 5인 증원

-자활지도원 5인 증원

출처: 보건복지부(2011), 『2011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새롭게구성될노숙인자활시설의인력배치는현재의부랑인시설기준으로보았을때, 30인미만시설에

서는현재의부랑인시설보다는 4명이더소요되나, 50인미만시설과 100인미만시설에서는오히려 2명의인

력이감소된다. 이것은간호사와전문의의인력이새롭게구성되는노숙인자활시설에서는요구되지않기때

문이다(<표5-22>참조). 한편 300인미만시설에서는현재의부랑인시설보다 6명이, 그리고 300인이상시설에

서는현재의부랑인시설보다 8명의인력이추가로요구된다.

한편, 노숙인쉼터시설의기준으로보았을때는 30인미만시설에서는현재보다 4명이, 50인미만과 100인

미만시설에서는 4명, 300인미만시설에서는 12명, 300인이상시설에서는 13명의인원추가가요구된다.

<표 5-22> 자활시설에서의 소요인력유형별 증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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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 감원

-전문의 1인 감원

노숙인쉼터

10인 미만 0 -추가 인원 배치 없음

30인미만 +3

-사무원 1인 증원

-생활복지사 1인 증원

-자활지도원 1인 증원

50인미만 +4

-사무원 1인 증원

-생활복지사 1인 증원

-자활지도원 1인 증원

-경비원 1인 증원

100인 미만 +4

-생활복지사 2인 증원

-자활지도원 1인 증원

-경비원 1인 증원

300인 미만 +13

-생활복지사 7인 증원

-자활지도원 5인 증원

-간호사 1인 감원

-경비원 1인 증원

직위 평균임금(표준편차) 추산을 위한 적용 임금

사무원 1927.0(±576.2) 2000

상담요원 2073.3(±874.1) 2100

생활복지사 1796.7(±984.8) 1800

생활지도원 1644.9(±716.1) 1700

간호사 2803.1(±3922.8) 2800

조리원 1352.4(±601.7) 1400

전문의(촉탁의) 2030.45(±758.60) 2100

시설관리인 1972.5(±559.9) 2000

5)소요예산

앞서 제시한 노숙인 생활자활시설로의 전환 배치안을 중심으로 소요예산을 추산하였다. 현재의 부랑인 및

노숙인쉼터설치및운영기준기준에서추가된인원, 그리고지역별로전환배치가요구되는기관수를중심으

로추산되었다. 소요예산추산을위한기준으로는 부랑인시설과노숙인쉼터에서종사하고있는실무자의직

위별평균임금을고려하였다(<표5-23)>). 종사자의직위별평균임금의정보는시설의예산내역문항에응답

한시설의데이터를바탕으로 구축되었으며, 노숙인복지시설재편시추가로필요한직위에해당되는평균임

금의분포만을제시하였다.

<표5-23> 노숙인복지시설종사자의직위별평균임금조사결과(단위:만원)

노숙인복지시설의 현재 직위별 종사자의평균임금과 입소규모별로필요한 자활시설의설치 수를 중심으

로추산한결과, 약총 47억2천백만원의인건비증가가예상된다(<표5-24> 참조).

<표 5-24> 노숙인 자활시설 전환 배치를 위한 소요 예산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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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규모별 필요시설
시설1개소당

추가종사자수(명)

인원변화에 따른

추가예산추정치(만원)

부 랑

인 시

설

(11개

소)

30인 미만 3개소 +4

-사무원 1인 증원 3개소*1인*2,000=6,000증가

-상담요원 1인 증원 3개소*1인*2,100=6,300증가

-생활지도원 1인 증원 3개소*1인*1,700=5,400증가

-조리원 1인 증원 3개소*1인*1,400=4,200증가

50인미만 1개소 -2
-간호사 1인 감원 1개소*1인*2,800=2,800감소

-전문의 1인 감원 1개소*1인*2,100=2,100감소

100인미만 3개소 -2
-간호사 1인 감원 3개소*1인*2,800=8,400감소

-전문의 1인 감원 3개소*1인*2,100=6,300감소

300인미만 3개소 +6

-상담요원 4인 증원 3개소*4인*2,100=25,200증가

-자활지도원*) 4인 증원 3개소*4인*1,700=20,400증가

-간호사 1인 감원 3개소*1인*2,800=8,400감소

-전문의 1인 감원 3개소*1인*2,100=6,300감소

300인이상 1개소 +8

-상담요원 5인 증원 1개소*5인*2,100=10,500증가

-자활지도원 5인 증원 1개소*5인*1,700=8,500감소

-간호사 1인 감원 1개소*1인*2,800=2,800감소

-전문의 1인 감원 1개소*1인*2,100=2,100감소

노 숙

인 쉼

터

(65개

소)

10인 미만 6개소 0 -추가 인원 배치 없음 변동 없음

30인미만 37개소 +3

-사무원 1인 증원 37개소*1인*2,000=74,000증가

-생활복지사 1인 증원 37개소*1인*1,800=66,600증가

-자활지도원 1인 증원 37개소*1인*1,700=62,900증가

50인미만 13개소 +4

-사무원 1인 증원 13개소*1인*2,000=26,000증가

-생활복지사 1인 증원 13개소*1인*1,800=23,400증가

-자활지도원 1인 증원 13개소*1인*1,700=22,100증가

-경비원 1인 증원 13개소*1인*2,000=26,000증가

100인미만 5개소 +4

-생활복지사 2인 증원 5개소*2인*1,800=18,000증가

-자활지도원 1인 증원 5개소*1인*1,700=8,500증가

-경비원 1인 증원 5개소*1인*2,000=10,000증가

300인미만 5개소 +12

-생활복지사 7인 증원 5개소*7인*1,800=63,000증가

-자활지도원 5인 증원 5개소*5인*1,700=42,500증가

-간호사 1인 감원 5개소*1인*2,800=14,000감소

-경비원 1인 증원 5개소*1인*2,000=10,000증가

합계 77개소 +37 472,100증가

*)자활지도원의경우부랑인시설종사자배치기준에는포함되어있으나, 실제로예산지원이없어서기관별로

유연하게고용하고있었으며, 일반적으로생활복지사수준의임금이지급되고있음.

*)경비원의경우현장에서는시설관리인의임금수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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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

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

킬 책임을 진다

제 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①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노숙인 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

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22조(비용의 보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5-4. 노숙인 재활시설

1) 시설의 설치 맥락과 목적

(1) 법적 근거

(2) 시설의 설치 필요성

현재의 노숙인복지시설에서는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들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각 대상별로 차

별화된서비스욕구가있음에도전문화된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실제로노숙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태진외, 2003), 노숙인의특수한욕구에 전문화된 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해서 기능분

화가필요하다고응답한시설로는부랑인복지시설이약 64.9%, 노숙인쉼터시설이약 77.9%로차지하였다. 또

한, 실천현장에서어려움을호소하는인구집단이정신장애노숙인인데도이들을위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

지않고, 일반노숙인에게제공되는서비스를동일하게정신장애노숙인에게적용함으로써적절한사회복귀를

이루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보고되고 있다(남기철, 2007; 고진선, 2010; 민소영․이병석, 2011). 이처럼신

체장애또는일반장애라는다른위험이충분히고려되지않은채, 일반적서비스만을제공받게되면서장애노

숙인의지역사회로의복귀는요원할수밖에없다.

그러므로전문화된욕구에맞춤형서비스를전문적으로제공할수있는시설의설치가필요하겠다. 특히, 재

활시설로의입소가필요한노숙인이주로장애나질환의진단을받은사람을중심으로하기때문에, 재활시설

에서일상생활기능및사회생활을위한기능이재활되어생활자활시설로이동하기보다는재활시설자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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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재활을통하여지역사회로통합되는것이필요하겠다.

재활시설이후 생활자활시설로의 이동과같이 단계별 주거 상승의논리가효율적이라고판단될 수 있으나,

오히려재활시설이후바로지역사회로통합되는과정이필요한이유는주거이동자체가그동안쌓아왔던사

회적지지망의형성및강화를오히려감소시킬수있기때문이다. 특히, 정신장애노숙인의경우, 정신장애특

성상기능향상에따른잦은주거이동은오히려거주자들의부적응을초래할수있다. 오히려잦은주거이동자

체가정신장애노숙인에게스트레스가되어서오히려기능의퇴행을가져올수도있으며, 전단계의서비스로

부터축적되었던기술과향상된기능의연속성을방해할수도있기때문이다. 단계별주거이동과정이이처럼

클라이언트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는것이다.

(3) 시설의 목적

①일상생활과사회생활기술을훈련하여사회적응능력을향상시키고

②자신의신체적그리고정신적장애및기능상태에적합한취업능력을강화시킴으로써

③자립생활과사회복귀및사회통합을증진시킨다.

2)이용대상자와 제공 서비스

(1) 이용대상자

시설입소를원하며,신체장애, 정신장애, 물질사용장애등과관련된객관적진단명을받은노숙인을재활시

설의이용대상자로포함한다. 보다구체적으로는 DSM4 axis1에해당하는진단이나장애인복지법에따른중증

장애노숙인을이용대상자로포함한다.

(2) 제공 서비스

①원칙

시설내에서노숙인의특수한욕구에대하여전문적, 그리고직접적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아울러노숙인의삶이일반인과분리시키지않고사회통합을이루도록하는정상화논리가구현될수있도록

지역사회와연계하는 서비스가동시에 제공되어져야할것이다. 또한, 시설의 규모에따라 직접서비스가불가

능할경우, 지역내복지시설과연계하여서비스를이용하도록한다.

②서비스내용

㉠의료재활

- 정신장애및물질사용장애:약물및증상관리교육, 정신건강교육,

- 기타신체장애및지적장애: 의학적진단에따라각장애별의료재활

㉡자립생활또는일상생활기술훈련: 식생활, 의생활,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에관한지식과기술습득

㉢ 심리․사회재활: 상담, 스트레스 관리, 의사소통 및 사회기술훈련, 지역사회적응훈련, 여가활동, 동아리

활동, 체육활동

㉣직업재활: 취업준비교육, 보호작업장운영, 직업기능훈련및직업생활훈련, 취업장개발, 임시․일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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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인원(%)

부랑인 시설
-장애로 인하여 근로활동은 불가능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경우 
3184(37.2%)

노숙인 쉼터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로 인하여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476(19.2%)

립취업유도, 고용주및취업장방문

㉤지역사회와의유대: 지역주민과의교류, 사회행사와활동참여,

㉢기타: 성교육, 인권교육등

3) 재활시설의 유형과 배치

(1) 재활시설에 배치되어야할 노숙인 수요 추산

재활시설에 배치되어야할 노숙인의 규모는 앞서 <표1>과 <표2>에서 보여주었던노숙인쉼터와 부랑인 시

설에입소하고있는노숙인의일상생활기능이나독립생활가능정도를중심으로추산하였다.먼저노숙인쉼터

에입소되어있는노숙인의건강상태에따른 일상생활의기능수준을살펴보면(<표4-12>참조), 조사에응답한

총 68개소의 2470명노숙인중 ‘일상생활이가능하되사회활동에어려움이있거나’(13.3%), 일상생활이제한적

이어서간헐적인보호서비스가필요한(5.9%) 노숙인이재활시설의주요입소대상자가될것이다.

한편, 부랑인시설에입소하고있는노숙인의독립생활가능에따른부랑인의분포중재활시설로의배치가

요구되는노숙인은 ‘근로활동은불가능하지만일상생활이가능’(37.1%)한노숙인이될것이다(<표4-13>참조).

위의조사를바탕으로부랑인시설과노숙인쉼터에서재활시설에배치되어야할노숙인의규모를추산하면

다음과같다(<표5-25>).

<표 5-25>재활시설로의배치가필요한노숙인규모추산

부랑인시설의입소자중약 37.2%, 그리고노숙인시설입소자의약 19.2%가재활시설에배치되어야할것으

로추산된다.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부랑인시설의약 40%를, 그리고노숙인시설의약 20%를노숙인재활시

설로배치하는것이필요하리라예상된다.

(2) 기존 노숙인복지시설의 현황과 배치 기준

재활시설은 주로 부랑인시설을 중심으로 배치하되, 지역에따라 노숙인쉼터만 존재하는 지역은쉼터를 노

숙인 재활시설로 전환한다. 한편, 기존에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쉼터(예: 비전트레이닝센터,늘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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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부랑인시설 노숙인쉼터

현재분포 응답시설ⓐ 희망시설ⓑ ⓑ/ⓐ
필요

시설
현재분포 응답시설ⓐ

희망시설

ⓑ

ⓑ /

ⓐ

필요

시설

서

울
10(19.2%) 7(15.9%) 2(18.2%) 28.6% 5 38

(50.7%) 32(47.1%) 3(100.0%)
9 . 4

%
5

부

산
4(7.7%) 3(6.8%) 2(18.2%) 66.7% 2 6

(8.0%) 6(8.8%) 0(0.0%)
0 . 0

%
2

대

구
1(1.9%) 1(2.3%) 0(0.0%) 0.0% 1

5
(6.7%) 5(7.4%) 0(0.0%)

0 . 0

%
-

인

천
4(7.7%) 4(9.1%) 0(0.0%) 0.0% 2

3
(4.0%) 2(2.9%) 0(0.0%)

0 . 0

%
-

광

주
1(1.9%) 1(2.3%) 0(0.0%) 0.0% - 1

(1.3%)
1(1.5%) 0(0.0%)

0 . 0

%
-

대

전
1(1.9%) 3(6.8%) 0(0.0%) 0.0% - 4

(5.3%)
4(5.9%) 0(0.0%)

0 . 0

%
-

울

산
 - - - 1

(1.3%) 1(1.5%) 0(0.0%)
0 . 0

%
-

경

기
4(7.7%) 3(6.8%) 1(9.1%) 33.3% 1 9

(12.0%) 9(13.2%) 0(0.0%)
0 . 0

%
2

강

원
3(5.8%) 3(6.8%) 2(18.2%) 66.7% 2

4
(5.3%) 4(5.9%) 0(0.0%)

0 . 0

%
-

충

북
2(3.8%) 1(2.3%) 0(0.0%) 0.0% 1

1
(1.3%) 1(1.5%) 0(0.0%)

0 . 0

%
-

충

남
1(1.9%) - - - 1 1

(1.3%)
1(1.5%) 0(0.0%)

0 . 0

%
-

전

북
3(3.8%) 3(6.8%) 0(0.0%) 0.0% 2 2

(2.6%)
2(2.9%) 0(0.0%)

0 . 0

%
-

전

남
7(13.5%) 7(15.9%) 1(9.1%) 14.3% 3 - - - -

경

북
5(9.6%) 4(9.1%) 1(9.1%) 25.0% 3 - - - -

경 4(7.7%) 4(9.1%) 0(0.0%) 0.0% 2 - - - -

른자활의집, 아가페의집등)는그대로재활시설로편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보다구체적인배치기준을제시하면첫째, 부랑인시설만존재하는지역은부랑인시설의일부를노숙인재

활시설로전환하도록한다. 부랑인시설인구중노숙인재활시설로배치되어야하는비율을고려하여부랑인

시설을노숙인재활시설로전환시키는것이필요하다.둘째, 노숙인쉼터만존재하는지역은노숙인쉼터인구

중노숙인재활시설로배치되어야하는비율을고려하여노숙인쉼터를노숙인재활시설로전환시키는것이필

요하다. 마지막으로부랑인과노숙인쉼터가모두있는지역은부랑인시설과노숙인쉼터중일단노숙인재활

시설로희망하는곳을먼저노숙인재활시설로전환시키되, 주로부랑인시설을재활시설로우선배치한다. 또

한, 부랑인시설을재활시설로우선배치하였을때, 전환하고자하는시설의비율이노숙인과부랑인인구중노

숙인재활시설로전환시키야하는규모를충분히포괄하지못하는경우에는부족한부분을노숙인쉼터로보충

한다.

이외에도지역사회와의유대관계를유지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와근접한시설에설치하는것이더바람

직하다.

<표 5-26> 노숙인재활시설로의 기능분화희망 및 필요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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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제

주
2(3.8%) 2(4.5%) 2(18.2%) 100.0% 1 - - - -

합

계

52(100.0

%)
44(100.0%) 11(100.0%) 26 75

(100.0)
68(100.0%) 3(100.0%) 9

<표5-26>에살펴보면, 부랑인시설총 51개소 중 44개소가희망하는 전환시설과 관련된 질문에 응답하였으

며, 응답한부랑인시설의약 25.0%에해당하는 11개소가노숙인재활시설로의전환을희망하였다. 한편, 노숙인

쉼터의경우총 77개소중 68개소가희망하는전환시설과관련된질문에응답하였으며, 응답한노숙인쉼터의

약 44%에해당하는 3개소가노숙인재활시설로의전환을희망하였다.

부랑인시설만있는곳은전남, 경북, 경남, 제주지역이며, 이중노숙인재활시설로의전환을희망하는지역

은전남이 1개소(14.3%), 그리고경북지역이 1개소(16.6%), 경남은 0개소, 그리고제주는 2개소(100.0%)이었다.

부랑인시설을주로생활자활, 재활, 요양시설로재배치한다고한다면, 전체부랑인의약 40%가노숙인재활시

설로배치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기준선을기반하였을때, 전남의경우 3개소, 경북은 3개소, 경남은 2개소가

적절할것으로예상된다. 이때경북의경우는노숙인재활시설로배치된 3곳중적어도 1곳이상에서는재활이

나요양서비스를부가적으로제공하여, 지역의노숙인욕구에적절히대응하는것이필요하겠다.끝으로, 제주

의경우에는 2개소중 1개소를노숙인재활시설로전환배치시키되, 앞서언급하였듯이자활서비스기능을추

가적으로제공할수있는기능을부여하는것이필요하겠다.

노숙인쉼터만있는곳은울산지역이며, 이중노숙인재활시설로의전환을희망한다고응답한지역은한지

역도없었다. 전체노숙인입소자중약 40%를재활시설로배치해야한다는기준선을기반하였을때, 노숙인쉼

터가 1개소만존재하는울산의경우에는, 노숙인쉼터를우선순위인자활시설로전환시키되이곳에서재활이

필요한노숙인을위한재활서비스를부가적으로제공하도록기능을부여하는것이필요하겠다.

부랑인과노숙인쉼터가모두존재하는지역은서울, 부산, 대구, 인천,광주, 대전, 경기,강원,충북,충남, 전

북지역이다. 이중부랑인시설이 1곳만존재하는곳인광주지역은부랑인시설과노숙인쉼터모두노숙인재

활시설로의전환을희망하지않았다. 노숙인중재활서비스를필요로하는규모를고려하였을때그리고재활

시설의 특성을 위해 부랑인시설을먼저노숙인 재활시설로의 전환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였을

때, 비록전환을희망하는부랑인시설이없더라도부랑인시설내의일부를재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

는 것이필요하겠다. 특히, 노숙인쉼터 중 노숙인 재활시설로의 배치를희망한 시설은 서울만 3개소(8.1%)로

나타났다. 그럼에도부랑인시설입소자중약 40%, 그리고노숙인쉽터입소자중약 20%가노숙인재활시설

로의전환이필요하다는점을감안하여적절한전환배치가지역별로필요하겠다. 지역별배치안을제시하면

다음과같다.

먼저서울의경우, 노숙인재활시설로전환을희망한곳은부랑인시설이 2개소(25.0%)이고노숙인쉼터가 3

개소(8.1%)이다. 부랑인시설입소자의약 40%가재활시설로의전환이필요하다고할때, 재활시설로희망하는

부랑인시설 2곳외에최소 3개소이상이더요구된다. 이외에노숙인쉼터중희망하는 3곳외에약 2개소가추

가로재활시설로배치되는것이필요하겠다.즉, 부랑인시설 5개소와노숙인쉼터 5개소를재활시설로배치되

는것이필요하겠다.

부산의경우, 노숙인재활시설로전환을희망한곳은부랑인시설이 2개소(66.7%)이고노숙인쉼터가 0개소

이다. 노숙인재활시설로의전환이필요한노숙인규모를고려할때, 재활시설로의전환을희망하는부랑인시

설 2곳을그대로노숙인재활시설로배치시키는필요하겠다. 이외에노숙인쉼터 2곳을추가로노숙인재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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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로전환배치하는것이필요하겠다.

대구의경우는노숙인재활시설로전환을희망한곳은 1곳도없었다. 그러나재활시설이요구되는노숙인의

규모를감안하여, 부랑인시설을노숙인재활시설로배치하는것이적절하리라판단된다.

인천의경우, 노숙인재활시설로전환을희망한곳은부랑인시설과노숙인쉼터중한곳도없는것으로조

사되었다. 그럼에도노숙인재활시설로의전환이필요한노숙인규모를감안할때부랑인시설의최소 2개소를

노숙인재활시설로전환하는것이필요하겠다.

광주의경우, 노숙인재활시설로전환을희망한곳은부랑인시설과노숙인쉼터중한곳도없는것으로조

사되었다. 노숙인중재활시설이필요한수요가있음을고려할때, 부랑인시설이 1곳만존재하므로부랑인시

설을독립된노숙인재활시설로배치하는것보다는부랑인시설내에서노숙인재활에필요한서비스를부가

적으로제공하도록기능을부여하는것이필요하겠다.

대전의경우, 노숙인재활시설로전환을희망한곳은부랑인시설과노숙인쉼터모두한곳도없는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중재활시설이필요한수요가있음을고려할때, 부랑인시설이 1곳만존재하므로부랑인시

설을독립된노숙인재활시설로배치하는것보다는부랑인시설내에서노숙인재활에필요한서비스를부가

적으로제공하도록기능을부여하는것이필요하겠다.

경기지역의경우, 노숙인재활시설로전환을희망한곳은부랑인시설이 1개소(20.0%)이고노숙인쉼터가 0

개소이다. 전환을희망하는부랑인시설 1곳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그대로노숙인재활시설로배치시키는것

이필요하겠으며, 노숙인쉼터에서도약 2곳을노숙인재활시설로배치하는것이필요하겠다.

강원지역의경우, 노숙인재활시설로전환을희망한곳은부랑인시설이 2개소(66.7%)이고노숙인쉼터가 0

개소이다. 노숙인 재활시설로의 전환이필요한 노숙인 규모를 고려하여 노숙인 재활시설로 전환을희망했던

부랑인시설 2개소를응답한내용대로노숙인재활시설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하겠다.

충북지역의경우, 노숙인재활시설로전환을희망한곳은부랑인시설과노숙인쉼터중한곳도없는것으

로조사되었다. 그럼에도노숙인재활시설로의전환이필요한노숙인규모를고려할때, 부랑인시설의 1개소를

노숙인재활시설로전환하는것이필요하겠다.

충남지역의경우, 노숙인재활시설로전환을희망한곳은부랑인시설과노숙인쉼터중한곳도없는것으

로조사되었다. 그럼에도노숙인재활시설로의전환이필요한노숙인규모를고려할때, 현재의부랑인시설 1

곳을노숙인재활시설로배치하는것이필요하겠다.

전북지역의경우, 노숙인재활시설로전환을희망한곳은부랑인시설과노숙인쉼터중한곳도없는것으

로조사되었다. 그럼에도노숙인재활시설로의전환이필요한노숙인규모를고려할때, 부랑인시설의약 3개

소중 2개소를노숙인재활시설로전환하는것이필요하겠다.

지금까지제시한재활시설로의배치안을기반할때, 노숙인재활시설로의전환조정이필요한시설은부랑

인시설이 26개소, 그리고노숙인쉼터가 9개소이다.

4) 소요 인력

새롭게재편되는노숙인재활시설의소요인력추산은 재활시설특성상장애를가진노숙인의규모가많기

때문에이들을돌볼수있는인력배치가필요하다는기준에서출발하였다. 그럼에도재정마련의어려움을감



- 139 -

구분
현 부랑인 시설 종사자

규모

현 노숙인 쉼터 종사자

규모

노숙인 재활시설 인력 배치

10인 이상
주택형

(10인 미만)

시설장 시설당1 시설장 1인 1인

시설장 포함하

여 2인

사무국장 시설당1 (30인이상) 행정책임자(30인 이상) 1인(30인 이상)

사무원 1인이상 (30인이상) 1인 이상(50인 이상) 1인 이상(10인이상)

상담요원 1인이상 (30인이상)
1인(10인 이상, 50인당

1인 추가)

1인(10인 이상, 50인

당 1인 추가)

생활복지사
1인(10인 이상, 40인당

1명추가)

1인(10인 이상, 40인

당 1인 추가)

생활지도원

(자활지도원 포함)

기본2명(자활지도원은 30

인 이상, 생활지도원은

50인당 1명추가)

기본 1명

(50인당 1인 추가)

1인(10인이상, 생활지도

원은 30인당 1인 추가)

정신보건

전문요원
- - 1인(10인 이상)

간호사,

간호조무사
1인 이상(30인이상)

1인이상(입소자 상시

100인 이상)
1인이상(30인 이상)

영양사 1인 (50인이상) 1인(50인 이상) 1인(50인 이상)

조리원
1인(30인이상, 50인당 1

명추가)

1인(10인 이상, 50인 이

상 1인 추가)

1인(10인이상, 50인당

1명 추가)

전문의

(촉탁의사)
1인 이상(30인이상) - 1인 이상(30인 이상)

시설관리인

경비원1인(30인이상),

설비기사1인(상시 입소

자 100인 이상 시설)

설비기사 1인(상시 100

인 이상 시설)

경비원1인(30인 이

상), 설비기사1인(상

시 입소자 100인 이

상 시설)

30인 미만 3명 4명 7명

2인

50인 미만 11명 5명 11명

100인 미만 13명 7명 15명

300인 미만 27명 21명 35명

300인 이상 29명 24명 38명

안하며단기적으로는기존노숙인복지시설로부터가능한 최소수준의인원증가안을제시하였다. 이를위해

서새롭게재편되는 노숙인재활시설에서는 기존 부랑인시설보다는생활지도원배치를강화하였다. 또한, 노

숙인의 특성상 정신질환에 노출되는 비율이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신보건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주택형을 제외하고는 규모에 관계없이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을 배치시키는 것을 제안하였다(<표

5-27>참조).

<표 5-27> 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소요인력

출처: 보건복지부(2011), 『2011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새롭게구성될노숙인재활시설의인력배치는현재의부랑인시설기준으로보았을때(<표5-26>, <표5-27>

참조), 30인미만에서는시설에서는 4명, 50인미만시설에는 0명, 100인미만에서는시설에서는 2명, 300인미

만에서는시설에서는 8명, 그리고 300인이상에서는시설에서는 9명의추가적인원배치가요구된다.

한편, 노숙인쉼터시설의기준으로보았을때는 30인미만시설에서는현재보다 3명이, 50인미만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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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시설 기존시설 시설규모 1개소당 추가 인원 종사자수(명)

재활시설

부랑인시설

30인 미만 +4

-사무원1인 증원

-상담요원1인 증원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증원

-조리원 1인 증원

50인미만 0
-생활지도원 1인 감원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증원

100인미만 +2
-생활지도원 1인 증원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증원

300인 미만 +8

-상담요원 4인 증원

-생활지도원 3인 증원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증원

300인 이상 +9

-상담요원 5 증원

-생활지도원 3인 증원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증원

노숙인쉼터

10인 미만 0 - 변동없음

30인미만 +3

-사무원 1인 증원

-생활지도원 1인 증원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증원

50인미만 +6

-사무원 1인 증원

-생활복지사 1인 증원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증원

-간호사 1인 증원

-전문의 1인 증원

-경비원 1인 증원

100인 미만 +8

-생활복지사 2인 증원

-생활지도원 2인 증원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증원

-간호사 1인 증원

-전문의 1인 증원

-경비원 1인 증원

300인 미만 +14

-생활복지사 7인 증원

-생활지도원 4인 증원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증원

-전문의 1인 증원

-경비원 1인 증원

는 6명, 100인미만시설에서는 8명, 300인미만시설과 300인이상시설에서는 14명의종사자인원이추가로요

구된다.

<표 5-28> 재활시설에서의 소요인력유형별 증감계획



- 141 -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인력 현재 장애인생활시설 기준 현 노인주거복지시설 기준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

중증 4.7명당 2명

지적 10명당 2명

지체 20명당 2명

물리치료사 시설당 1명(30인이상)

사회재활교사 시설당 1명(30인 이상)

요양보호사 12.5명당 1명

위생원
시설당 1명

(200인이상 1인 추가)
50명당 1명

한편, 장기적으로는입소노숙인의신체장애및정신장애나질환등의특수한욕구에따라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수있는인력이배치되어야할것이다. 예를들어서,신체장애를가진노숙인또는노령화되는노숙인의

경우에는장애인생활시설이나노인주거복지시설의인력기준에따른실무인원확충이요구된다. <표5-29>에

서보듯이타사회복지영역의재활시설과노숙인복지시설의현재의인력기준을비교하였을때, 장기적으로는

노숙인재활시설에서생활재활교사, 물리치료사, 사회재활교사, 요양보호사, 위생원등이 추가적으로요구될

수있을것이다.

<표5-29>타사회복지시설의종사자인력기준

출처: 보건복지부(2011) 『장애인복지(거주)시설사업안내』,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5)소요예산

앞서 제시한 노숙인 생활자활시설로의 전환 배치안을 중심으로 소요예산을 추산하였다. 현재의 부랑인 및

노숙인쉼터설치및운영기준기준에서추가된인원, 그리고지역별로전환배치가요구되는기관수를중심으

로추산되었다. 소요예산추산을위한기준으로는 부랑인시설과노숙인쉼터에서종사하고있는실무자의직

위별평균임금을 고려하였다(<표5-23>참조). 종사자의 직위별평균임금의 정보는 시설의 예산내역문항에

응답한시설의데이터를바탕으로 구축되었다.

노숙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직위별 현재의평균임금과 입소규모별로 설치가필요한 재활시설의수를 중심

으로추정하였을때, 약총 42억 9백만원의인건비증가가예상된다(<표5-30>).

<표 5-30> 노숙인 재활시설 전환 배치를 위한 소요 예산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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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
시설규모 시설1개소당 추가종사자수(명)

인원변화에 따른

추가예산추정치(만원)

부랑인

시설

( 2 6 개

소)

30인 미

만
6개소 +4

-사무원1인 증원 6개소*1인*2,000=12,000증가

-상담요원1인 증원 6개소*1인*2,100=12,600증가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증원 6개소*1인*2,000=12,000증가

-조리원 1인 증원 6개소*1인*1,400=8,400증가

5 0 인미

만
3개소 0

-생활지도원 1인 감원 3개소*1인*1,700=5,100감소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증원 3개소*1인*2,000=6,000증가

100인미

만
7개소 +2

-생활지도원 1인 증원 7개소*1인*1,700=11,900증가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증원 7개소*1인*2,000=14,000증가

3 0 0 인

미만
7개소 +8

-상담요원 4인 증원 7개소*4인*2,100=58,800증가

-생활지도원 3인 증원 7개소*3인*1,700=35,700증가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증원 7개소*1인*2,000=14,000증가

3 0 0 인

이상
3개소 +9

-상담요원 5인 증원 3개소*5인*2,100=31,500증가

-생활지도원 3인 증원 3개소*3인*1,700=15,300증가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증원 3개소*1인*2,000=6,000증가

노숙인

쉼터

( 1 0 개

소)

10인 미

만
1개소 0 변동 없음

3 0 인미

만
5개소 +3

-사무원 1인 증원 5개소*1인*2,000=10,000증가

-생활지도원 1인 증원 5개소*1인*1,700=8,500증가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증원 5개소*1인*2,000=10,000증가

5 0 인미

만
2개소 +6

-사무원 1인 증원 2개소*1인*2,000=4,000증가

-생활복지사 1인 증원 2개소*1인*1,700=3,400증가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증원 2개소*1인*2,000=4,000증가

-간호사 1인 증원 2개소*1인*2,800=5,600증가

-전문의 1인 증원 2개소*1인*2,100=4,200증가

-경비원 1인 증원 2개소*1인*2,000=4,000증가

1 0 0 인

미만
1개소 +8

-생활복지사 2인 증원 1개소*2인*1,800=3,600증가

-생활지도원 2인 증원 1개소*2인*1,700=3,400증가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증원 1개소*2인*2,000=4,000증가

-간호사 1인 증원 1개소*2인*2,800=5,600증가

-전문의 1인 증원 1개소*1인*2,100=2,100증가

-경비원 1인 증원 1개소*1인*2,000=2,000증가

3 0 0 인

미만
0개소 +14 ― ―

합계 35 54명 420,900

*)자활지도원의경우부랑인시설종사자배치기준에는포함되어있으나, 실제로예산지원이없어서기관별로

유연하게고용하고있었으며, 일반적으로생활복지사수준의임금이지급되고있음.

*)경비원의경우현장에서는시설관리인의임금수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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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

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

킬 책임을 진다

제 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①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노숙인 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

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22조(비용의 보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5-5. 노숙인 요양시설

1) 시설의 설치 맥락과 목적

(1) 법적 근거

(2) 시설의 설치 필요성

현재의노숙인복지시설에서는 기능상태가매우열악한 노숙인부터기능상태가양호한노숙인까지혼재되

어있다. 이속에서기능상태가매우취약하여집중적돌봄서비스가절대적으로필요한노숙인에대한배려는

상대적으로미흡한실정이다.즉, 이들에게적절한요양서비스가제공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 의료적개입을통한집중적돌봄서비스가전문적으로제공되어야함에도현재의노숙인복지시설에서

는요양보호에적절한인력및전문성이미흡하다. 이처럼현저히기능상태가떨어져요양보호가필요한노숙

인을위해적절한지원이필요하므로요양시설의설치가필요하다.

(3) 시설의 목적

만성질환으로육체적거동이어렵거나장기적인치료가필요한노숙인에게안정적인주거및일상생활서비

스를제공하여요양보호함으로써이들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것으로요양시설의목적으로둔다.

2)이용대상자와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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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대상자

- 시설입소를원하며,육체적활동능력에문제가발생하여일상생활이어려운사람

-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중증장애등으로치료와요양이필요한사람

(2) 제공 서비스

①원칙

-시설내에서수발및요양에필요한전문적보호서비스를직접제공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②서비스내용

㉠의료재활

- 남아있는기능의퇴화방지와기능향상을위한치료(예: 재활의학치료, 소아과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등)

- 응급상황에대처하며신체적손상과감염예방

- 건강한삶을누릴수있도록질병에대한예방및치료

- 특수보장구를이용하여대체기능을개발하고활용할수있도록지원

- 치매대응서비스: 주기적으로치매진단

- 건강유지와정서함양및효과적인요양을위하여일정표에의한적절한운동과오락, 교양시간등규칙적

인생활을제공

-투약서비스

㉡일상생활지도및보호서비스

- 일상생활에필요한동작훈련, 감각훈련등정서안정및자립생활을위한기초생활지도

- 사회적응훈련, 시설거주자의심리ㆍ사회재활을위한상담활동

- 일상생활에서좋은습관을형성하고다양한경험과정서적안정을꾀할수있도록생활지도사업: 개인위

생및청결서비스

3) 요양시설의 유형과 배치

(1) 요양시설에 배치되어야할 노숙인 수요 추산

요양시설에배치되어야할노숙인의규모는노숙인쉼터와부랑인시설에입소하고있는노숙인의일상생활

기능이나독립생활가능정도를중심으로추산하였다.먼저노숙인쉼터에입소되어있는노숙인의건강상태에

따른일상생활의기능수준을살펴보면, 조사에응답한총 68개소 2470명의노숙인중일상생활이불가능하여

지속적인보호와요양이필요한노숙인이 1.3%를보여서매우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표5-15>)참조).

한편, 부랑인시설에입소하고있는독립생활가능에따른부랑인의분포중생활자활시설로의배치가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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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인원(%)

부랑인 시설 일상생활이 어려워 수발이 필요한 노숙인 2517(29.4%)

노숙인 쉼터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지속적 보호와 요양

이 필요한 노숙인
34(1.4%)

지

역
부랑인시설 노숙인쉼터

현재분포 응답시설ⓐ
희망

시설ⓑ
ⓑ/ⓐ

필요

시설

현재

분포

응답

시설ⓐ

희망

시설ⓑ
ⓑ/ⓐ

필요

시설

서

울
10(19.2%) 7(15.9%) 3(15.0%) 42.9% 4 38

(50.7%) 32(47.1%) 2(40.0%) 6.3% 0

부

산
4(7.7%) 3(6.8%) 0(0.0%) 0.0% 0 6

(8.0%) 6(8.8%) 2(40.0%) 33.3% 0

대

구
1(1.9%) 1(2.3%) 0(0.0%) 0.0% 1

5
(6.7%) 5(7.4%) 0(0.0%) 0.0% 0

인

천
4(7.7%) 4(9.1%) 1(5.0%) 25.0% 1

3
(4.0%) 2(2.9%) 0(0.0%) 0.0% 0

광 1(1.9%) 1(2.3%) 1(5.0%) 100.0% 1 1
(1.3%)

1(1.5%) 0(0.0%) 0.0% 0

되는노숙인의규모를살펴보면(<표5-16>참조), ‘일상생활이여려워수발이필요’한노숙인이총 29.3%를차지

하였다.

위의조사를바탕으로부랑인시설과노숙인쉼터에서생활자활시설에배치되어야할노숙인의규모를추산

하면다음과같다(<표5-31>).

<표 5-31>요양시설로 배치가 필요한 노숙인 규모 추산

조사결과에따르면, 부랑인시설의입소자중약 29.4%와노숙인쉼터의약 1.4%가요양시설에배치될필요

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결과를바탕으로부랑인시설의약 30%를노숙인요양시설로배치시키는것이필

요하리라예상된다.

(2) 기존 노숙인복지시설의 현황과 배치 기준

요양이요구되는대부분의노숙인이현재부랑인시설로입소되어있으므로, 노숙인요양시설은부랑인시설

을중심으로전환배치하는것이필요하다.

보다구체적인배치기준을제시하면첫째, 부랑인시설만존재하는지역은부랑인시설의일부를노숙인요

양시설로전환하도록한다. 부랑인시설인구중노숙인재활시설로배치되어야하는비율만큼의부랑인시설

을노숙인요양시설로전환시키는것이필요하다.둘째, 노숙인쉼터만존재하는지역은지역에서근접한지역

으로요양이필요한노숙인을의뢰조치하는것이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부랑인과노숙인쉼터가모두있는

지역은부랑인시설중노숙인요양시설로희망하는곳을먼저노숙인요양시설로전환시키도록한다.

<표 5-32> 노숙인요양시설로의 기능분화희망 및 필요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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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

전
1(1.9%) 1(2.3%) 1(5.0%) 33.3% 1

4
(5.3%) 4(5.9%) 0(0.0%) 0.0% 0

울

산
 - 1

(1.3%)
1(1.5%) 0(0.0%) 11.1% 0

경

기
4(7.7%) 3(6.8%) 2(10.0%) 66.7% 2 9

(12.0%)
9(13.2%) 1(20.0%) 0

강

원
3(5.8%) 3(6.8%) 1(5.0%) 33.3% 1 4

(5.3%) 4(5.9%) 0(0.0%) 0.0% 0

충

북
2(3.8%) 1(2.3%) 1(5.0%) 100.0% 1 1

(1.3%) 1(1.5%) 0(0.0%) 0.0% 0

충

남
1(1.9%) 0(0.0%) 0(0.0%) 0.0%

1
(1.3%) 1(1.5%) 0(0.0%) 0.0% 0

전

북
3(3.8%) 3(6.8%) 1(5.0%) 33.3% 1

2
(2.6%) 2(2.9%) 0(0.0%) 0.0% 0

전

남
7(13.5%) 7(15.9%) 4(9.1%) 57.1% 2 - - - - 0

경

북
5(9.6%) 4(9.1%) 2(10.0%) 50.0% 1 - - - - 0

경

남
4(7.7%) 4(9.1%) 3(15.0%) 75.0% 1 - - - - 0

제

주
2(3.8%) 2(4.5%) 0(0.0%) 0.0% 0 - - - - 0

합

계
52(100.0%) 44(100.0%) 20(100.0%) 45.5% 17

75
(100.0) 68(100.0%) 5(100.0%) 7.4% 0

<표 5-32>에의하면, 부랑인시설총 51개소중 44개소가희망하는전환시설과관련된질문에응답하였으며,

응답한 부랑인시설의약 45.50%에 해당하는 20개소가 노숙인요양시설로의 전환을희망하였다. 한편, 노숙인

쉼터의경우총 77개소중 68개소가희망하는전환시설과관련된질문에응답하였으며, 응답한노숙인쉼터의

약 7.4%에 해당하는 5개소가노숙인요양시설로의전환을희망하였다. 그러나 요양시설은 부랑인시설 중심으

로전환배치되는것이필요하므로, 요양시설로의전환을희망한노숙인쉼터는요양시설보다는재활이나자활

시설로배치되도록조정되어져야할것이다.

지역별로요양시설로의배치안을제시하면,먼저부랑인시설만있는곳은전남, 경북, 경남, 제주지역이며,

이중노숙인요양시설로의전환을희망하는지역은전남이 4개소로전체부랑인시설의 57.1%를차지하였다.

이외에도경북지역이 2개소(33.3%), 경남이 3개소(50.0%), 그리고제주는 0개소이었다. 부랑인시설중요양서

비스를필요로하는노숙인이전체부랑인시설입소자의약 30%를차지한다는조사결과에기반하였을때, 요

양시설로전환을희망하였던부랑인시설 4곳중 2곳을요양시설로배치하도록조정해야할것이다.

경북지역의경우는요양시설로전환을희망하였던부랑인시설 2곳중 1곳을요양시설로전환하는것이바

람직하겠다.

경남지역의경우, 3개소중요양시설서비스를필요로하는노숙인규모를고려하여 1개소의요양시설이적

절하다고판단된다.

제주지역의경우, 요양시설로의전환을희망하는시설은없기때문에요양시설을독립적으로설치하는것

보다는노숙인재활시설로재편된시설에서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기능을추가적으로부여하는것이필요하

리라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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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쉼터만있는곳은울산지역이며, 노숙인요양시설로의전환을희망한다고응답한지역은한지역도

없었다. 전체노숙인쉼터입소자중약 1%가요양서비스의욕구가있다는조사결과에기반하였을때, 요양서

비스가요구되는노숙인은요양시설로전환될부랑인시설이있는인접지역으로노숙인을의뢰하는것이적

절하다고판단된다.

부랑인과노숙인쉼터가모두존재하는지역은서울, 부산, 대구, 인천,광주, 대전, 경기,강원,충북,충남, 전

북지역이다. 부랑인시설입소자중약 30%, 그리고노숙인쉽터입소자중약 1%가노숙인요양시설로의전환

이필요하다는점을감안하여적절한전환배치가지역별로필요하겠다. 지역별배치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

다.

먼저서울의경우, 노숙인요양시설로전환을희망한곳은부랑인시설이 3개소로전체부랑인시설의 37.5%

를차지하였고, 노숙인쉼터가 2개소로전체노숙인시설의약 5.4%의수준이었다. 부랑인시설중심의요양시

설재편이필요하기때문에, 부랑인시설중요양시설로전환을희망한시설 3곳모두를요양시설로배치하고

그외에 1곳을더추가하여총 4곳의부랑인 시설을요양시설로재편하는것이적절하겠다. 한편노숙인쉼터

중요양시설을희망한쉼터의경우노숙인자활이나재활시설로재편되도록조정하는것이필요하겠다.

부산의경우, 노숙인요양시설로전환을희망한곳은부랑인시설이 0개소이고, 노숙인쉼터가 2개소(33.3%)

이다. 부랑인시설중심의요양시설 재편이필요하지만, 부산지역의부랑인시설입소자의 특성을 고려할때

재활시설로재편한부랑인시설 2곳에서요양서비스를부가적으로제공하는것이적절하겠다. 한편노숙인쉼

터중요양시설을희망한 2개소의쉼터의경우노숙인자활이나재활시설로재편되도록조정하는것이필요하

겠다.

대구의경우, 노숙인요양시설로전환을희망한곳은 0개소였다. 그럼에도요양이필요한노숙인인구의수

요를감안하여, 1곳인부랑인시설을노숙인요양시설로재편하는것이필요하겠다.

인천의경우, 노숙인요양시설로전환을희망한곳은부랑인시설만 1개소(25.0%)인것으로나타났다. 요양

서비스가요구되는노숙인이약 30%에 이른다는점을 감안할때, 전환을희망하는부랑인시설 1개소를요양

시설로우선배치하는것이필요하겠다.

광주의경우, 노숙인요양시설로전환을희망한곳은부랑인시설의 1개소(200.0%)로나타났다.희망한데로

부랑인시설로요양시설로배치하되, 부랑인시설이 1곳만존재하는점을고려하여부랑인시설내의일부에서

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부가적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조정하는것이필요하겠다.

대전의 경우, 노숙인 요양시설로 전환을희망한곳은 부랑인 시설이 1개소(100.0%)이고 노숙인쉼터가 0개

소이었다. 요양시설로의전환을희망하였던부랑인시설 1곳을그대로요양시설로전환시키되, 요양서비스를

필요로하는노숙인의규모를고려하여(약 30%) 부랑인시설내에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부가적기능도함께

부여하는것이필요하겠다.

경기 지역의경우, 노숙인요양시설로 전환을희망한곳은부랑인시설이 2개소(40%)이고 노숙인쉼터가 1

개소이다. 부랑인시설중심의요양시설재편을우선으로할때, 부랑인시설중요양시설로전환을희망한시

설의 2개소를요양시설로우선배치하는것이필요하겠다. 한편노숙인쉼터중요양시설을희망한쉼터의경

우노숙인자활이나재활시설로재편되도록조정하는것이필요하겠다.

강원지역의경우, 노숙인요양시설로전환을희망한곳은부랑인시설이 1개소(33.3%)이고노숙인쉼터가 0

개소이다. 부랑인시설중심의요양시설재편을우선으로할때, 부랑인시설중요양시설로전환을희망한시

설의 1개소를그대로요양시설로우선배치하는것이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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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 부랑인 시설 종사자 규모

노숙인 요양시설 인력 배치

10인 이상
주택형

(10인 미만)

시설장 시설당1 1인

시설장 포함하

여 2인

사무국장 시설당1 (30인이상) 1인(30인 이상)

사무원 1인이상 (30인이상) 1인 이상(10인이상)

상담요원 1인이상 (30인이상)
1인(10인 이상, 50인당 1

인 추가)

생활복지사 1인(10인 이상, 40인당 1명추가)
1인(10인 이상, 40인당 1

인 추가)

생활지도원

(자활지도원 포함)

기본2명(자활지도원은 30인 이상, 생활

지도원은 50인당 1명추가)

기본 1명(10인 이상, 생활지도

원은 20인당 1인 추가, )

정신보건

전문요원
- -

위생원 -
1인(10인이상, 50인당 1

인 추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1인 이상(30인이상)

1인이상(10인 이상, 100

인 이상 1인 추가)

충북지역의경우, 노숙인요양시설로전환을희망한곳은부랑인시설이 1개소(50.0%)이고노숙인쉼터가 0

개소이다. 부랑인시설중심의요양시설재편을우선으로할때, 부랑인시설중요양시설로전환을희망한시

설의 1개소를그대로요양시설로우선배치하는것이필요하겠다.

충남지역의경우, 요양시설로의전환을희망한시설이부랑인시설과노숙인쉼터중한곳도없는것으로

조사되었다.충남지역의부랑인시설입소자의상태를하여 1곳만존재하는부랑인시설을노숙인재활시설로

전환하되, 부랑인시설내에서요양서비스를부가적으로제공하는기능을부여하는방안을고려해야하겠다.

전북지역의경우, 노숙인재활시설로전환을희망한곳은부랑인시설 1개소(33.3%)와노숙인쉼터 0개소이

었다. 전환을희망한부랑인시설 1개소를그대로요양시설로전환시키는것이필요하겠다.

지금까지제시한요양시설로의배치안을기반할때, 노숙인요양시설로의전환조정이필요한시설은부랑

인시설이 17개소, 그리고노숙인쉼터가 0개소이다.

4) 소요 인력

일상적독립 생활이매우 취약한 노숙인에 대하여 전문적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하기때문에 보다집중적

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생활지도원과위생원을추가로배치하는것이필요하겠다. 생활지도원의경우, 현

행부랑인시설의경우입소자 100인미만까지는 2명이며, 50인초과시보다 1인씩배치시키는것을, 입소자 20

명당 1인씩으로제안하였다. 또한, 요양시설의특성상개별입소자의청결및위생을위한서비스가보다강화

되어져야하기때문에타사회복지영역의요양시설의기준을참고로하여, 위생원을입소자 50명당 1인이상의

배치로제안하였다.

<표 5-33> 요양시설 운영을 위한 소요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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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1인 (50인이상) 1인(50인 이상)

조리원 1인(30인이상, 50인당 1명추가)
1인(10인 이상, 50인당 1

명 추가)

전문의

(촉탁의사)
1인 이상(30인이상)

1인 이상(30인 이상, 100

인 이상 1인 추가)

시설관리인

경비원1인(30인이상),

설비기사1인(상시 입소자 100인

이상 시설)

경비원1인(30인 이상),

설비기사1인(상시 입소

자 100인 이상 시설)

     30인 미만  3명  8명

2인

     50인 미만 11명 12명

    100인 미만  13명 16명

    300인 미만 27명 46명

    300인 이상 29명 52명

전환

시설
기존시설 시설규모 1개소당 추가 인원 종사자수(명)

요양

시설

부랑인시설

30인 미만 +5

-사무원 1인 증원

-상담요원 1인 증원

-위생원 1인 증원

-간호사 1인 증원

-조리원 1인 증원

50인미만 +1 -위생원 1인 증원

100인미만 +3
-생활지도원 2인 증원

-위생원 1인 증원

300인 미만 +19

-상담요원 4인 증원

-생활지도원 8인 증원

-위생원 5인 증원

-간호사 1인 증원

-전문의 1인 증원

300인 이상 +23

-상담요원 5인 증원

-생활지도원 8인 증원

-위생원 5인 증원

-간호사 1인 증원

-전문의 1인 증원

노숙인 0 ― ―

출처: 보건복지부(2011) 『2011년도부랑인복지사업운영안내』

새롭게구성될노숙인재활시설의인력배치는현재의부랑인시설기준으로보았을때(<표5-32>, <표5-33>

참조), 30인미만시설에서는 5명, 50인미만시설에서는 1명, 100인미만시설에서는 3명, 300인미만시설에서

는 19명, 그리고 300인이상시설에서는 23명의추가적인원배치가요구된다.

<표 5-34> 노숙인 요양시설에서의 소요인력유형별 증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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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
시설규모 시설1개소당 추가종사자수(명)

인원변화에 따른

추가예산추정치

부랑인

(17개소)

3 0 인

미만
4개소 +5

-사무원 1인 증원 4개소*1인*2,000=8,000증가

-상담요원 1인 증원 4개소*1인*2,100=8,400증가

-위생원 1인 증원 4개소*1인*1,700=6,800증가

-간호사 1인 증원 4개소*1인*2,800=11,200증가

추가적으로 요구

될 수 있는 인력
현 장애인생활시설 기준 현 노인요양시설 기준 현 정신요양시설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중증 4.7명당 2명

지적 10명당 2명

지체 20명당 2명

물리치료사 시설당 1명(30인이상) 기본 1명(100명당 1인

추가)작업치료사 작업지도원1명

사회재활교사 시설당 1명(30인 이상) ― ―

요양보호사 2.5명당 1명

위생원
시설당 1명

(200인이상 1인 추가)
필요수 100명당 1명

한편, 장기적으로는입소노숙인의일상생활에대한보호정도에따라맞춤형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인력

이배치되어야할것이다. <표5-35>에서보듯이타사회복지영역의요양시설과노숙인복지시설의현재의인력

기준을비교하였을때, 장기적으로는노숙인요양시설에서생활재활교사, 물리치료사, 사회재활교사, 요양보

호사, 위생원등이 추가적으로요구될수있을것이다.

<표5-35>타사회복지시설의종사자인력기준

출처: 보건복지부(2011) 『장애인복지(거주)시설사업안내』,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정신보건사업안내』

5)소요예산

앞서제시한노숙인요양시설로의전환배치안을중심으로소요예산을추산하였다. 현재의부랑인및노숙

인쉼터설치및운영기준기준에서추가된인원, 그리고지역별로전환배치가요구되는기관수를중심으로추

산되었다. 소요예산추산을위한기준으로는 부랑인시설과노숙인쉼터에서종사하고있는실무자의직위별

평균임금을고려하였다(<표5-23>참조). 종사자의직위별평균임금의정보는시설의예산내역문항에응답한

시설의데이터를바탕으로 구축되었다.

노숙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직위별 현재의평균임금과 입소규모별로 설치가필요한 재활시설의수를 중심

으로추정하였을때,약총 32억 3천7백만원의 인건비증가가예상된다(<표5-36>).

<표5-36> 노숙인 요양시설 전환 배치를 위한 소요 예산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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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1인 증원 4개소*1인*1,400=5,600증가

50인미

만
2개소 +1 -위생원 1인 증원 2개소*1인*1,700=3,400증가

1 0 0인

미만
5개소 +3

-생활지도원 2인 증원 5개소*2인*1,700=17,000증가

-위생원 1인 증원 5개소*1인*1,700=8,500증가

3 0 0인

미만
4개소 +19

-상담요원 4인 증원 4개소*4인*2,100=33,600증가

-생활지도원 8인 증원 4개소*8인*1,700=54,400증가

-위생원 5인 증원 4개소*5인*1,700=34,000증가

-간호사 1인 증원 4개소*1인*2,800=11,200증가

-전문의 1인 증원 4개소*1인*2,100=8,400증가

3 0 0인

이상
2개소 +23

-상담요원 5인 증원 2개소*5인*2,100=21,000증가

-생활지도원 8인 증원 2개소*8인*1,700=27,200증가

-위생원 5인 증원 2개소*5인*1,700=17,000증가

-간호사 1인 증원 2개소*5인*2,800=28,000증가

-전문의 1인 증원 2개소*5인*2,000=20,000증가

노 숙 인

(0개소)
― ―

17 51명 323,700증가

자립자활시설 생활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설 치

목적

즉각적인 취업이 가

능하여 경제적 자립

을 목적으로 함

근로활동은 가능하

나 경쟁적 노동시장

에 참여하기 어려워

생활자립을 목적으

로 함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기능에 대한 전

문화된 서비스를 제

공함

기능상태가 열악하

여 집중적 돌봄서비

스를 전문적으로 제

공함.

이 용

대 상

자

-신체장애․정신장

애․물질사용장애의

객관적 진단이 없음

-경쟁적 노동시장으

로의 즉각적 참여가

가능

-신체장애․정신장

애․물질사용장애의

객관적 진단이 없음

-경쟁적 노동시장으

로의 참여는 어려우

나, 일상생활이 가

능

-신체장애․정신장

애․물질사용장애의

객관적 진단이 있음

-육체적 활동 능력

의 어려움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움

-질환 및 장애로 치

료와 요양이 필요함

제 공

서 비

㉠ 기본프로그램

- 취업상담

㉠ 거주지원: 급식,

주거, 생활지도, 상

② 서비스 내용

㉠ 의료재활

㉠ 의료재활

- 기능의 퇴화 방

*위생원임금의경우, 생활지도원의임금수준을적용함.

6) 자활/재활/요양시설 전환 배치에 대한 종합표

<표 5-37> 자활/재활./요양 시설의 설치 목적 및 이용대상자와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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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 일자리 연결

- 자활의욕고취 위

한 심리상담

- 취업 능력 확충,

직업기능훈련 연계

- 안정된, 개별화

된 주거생활 지원

- 신용회복, 자립

을 위한 재정적 안

정(저축)

- 사례관리

㉡ 전문 프로그램

- 직업기능훈련

- 공동작업장

- 사회적기업 운영

- 자립주택(임대주

택) 제공

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을 위한 편

의 제공

㉡ 낮시간 활동 지

원

- 의료재활: 각종

의료적 치료나 운동

- 정서 및 문화와

여가서비스

- 취업지원: 직업기

능훈련 및 직업생활

훈련, 직업생활지원

㉢ 기타: 성교육, 인

권 교육 등

-약물 및 증상관리

교육, 정신건강교육

- 그 외 의학적 진

단에 따라 장애별

의료재활

㉡ 자립생활 또는

일상생활기술훈련 :

식생활, 의생활, 개

인위생관리, 건강관

리에 관한 지식과

기술 습득

㉢ 심리․사회재활:

상담, 스트레스 관

리, 의사소통 및 사

회기술훈련, 지역사

회적응훈련, 여가활

동, 동아리활동, 체

육활동

㉣ 직업재활: 취업

준비교육, 보호작업

장 운영, 직업기능

훈련 및 직업생활훈

련, 취업장 개발, 임

시․일시․독립 취

업 유도, 고용주 및

취업장 방문

㉤ 지역사회와의 유

대: 지역주민과의

교류, 사회행사와

활동 참여,

㉢ 기타: 성교육, 인

권 교육 등

지와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

- 응급상황에 대처

하며 신체적 손상과

감염 예방

- 질병에 대한 예

방 및 치료

- 특수 보장구를

이용하여 대체 기능

을 개발 및 활용하

도록 지원

- 치매대응 서비스

- 운동과 오락, 교

양시간

- 투약서비스

㉡ 일상생활지도 및

보호서비스

- 기초적 일상생활

에 필요한 동작 훈

련, 감각훈련

- 사회적응훈련,

상담활동

- 개인위생 및 청

결서비스

현

재

부

랑

인

시

설

자활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전

환

소

계

현

재

노

숙

인

쉼

터

자활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전

환

소

계

전

환

시

설

합

계

비

고

전

환

희

망

필요

시설

희

망

필

요

시

설

희

망

필

요

시

설

전

환

희

망

필요

시설

희

망

필

요

시

설

희

망

필

요

시

설
자

립

생

활

자

립

생

활

서

울

10 2 1 1 2 5 3 4 11

(+1)

38 22 24 9 3 5 2 - 38 49 +1

부

산

4 1 - 2 2 2 - 0 4 6 2 3 1 - 2 2 - 6 10

<표 5-38> 시설전환배치 종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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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1    1  1 2

(+1)

5 5 4 1 0 - 0 - 5 7 +1

인

천

4 1 - 1 0 2 1 1 4 3 1 2 1 0 - 0 - 3 7

광

주

1 0 - - 0 - 1 1 1 1 0 1 0 - 0 - 1 2

대

전

1 0 - - 0 - 1 1 1 4 2 2 2 0 - 0 - 4 5

울

산

 1 0 1 - 0 - 0 - 1 1

경

기

4 0 - 1 1 1 2 2 4 9 7 5 2 0 2 1 - 9 13

강

원

3 0 - - 2 2 1 1 3 4 2 2 2 0 - 0 - 4 7

충

북

2 0 - - 0 1 1 1 2 1 1 1 0 0 - 0 - 1 3

충

남

1 - - - - 1 - - 1 1 1 - 1 0 - 0 - 1 2

전

북

3 0 - - 0 2 1 1 3 2 2 1 1 0 - 0 - 2 5

전

남

7 2 - 2 1 3 4 2 7  - 7

경

북

5 1 - 1 1 3 2 1 5  - 5

경

남

4 0 - 1 0 2 3 1 4  - 4

제

주

2 0 - 1 2 1 0 0 2  - 2

합

계

52 7 1 10 11 26 20 17 54 75 45 45 21 3 9 5 0 75 129

*서울대규모시설(은평마을), 대구(희망원)의경우, 재활시설, 요양시설분리병설하는것을가정하였음. 그

래서부랑인시설로부터전환되는시설은현재보다 2개소많음

** 실태조사의건강상태와근로능력, 자립생활정도등에기반한예측치와지역별배치전환안은차이가남.

이는현재노숙인쉼터와부랑인시설상황을고려한것임. 하나의시설에혼합되어있는노숙인(등)은단기간에

타시설로이전하기곤란하므로, 부랑인시설에서 자립형자활시설로의 전환은억제하였고, 또 노숙인쉼터는

가급적자활시설로전환하는방향으로고려한결과였음.

<표 5-39>노숙인 상태에 따른 전환예측치와 지역별 배치와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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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환
시
설

기존시설 시설규모

시설당
종사자
수(증감
인원)

인원변화에 따른
추가예산추정치(원)

자

활

시

설

부랑인시설

(11개소)

30인 미만 3개소 +4

47억 2천백만원 증가 예상

50인미만 1개소 -2

100인미만 3개소 -2

300인 미만 3개소 +6

300인 이상 1개소 +8

노숙인쉼터

(67개소)

10인 미만 6개소 0

30인미만 378개소 +3

50인미만 13개소 +4

100인 미만 5개소 +4

300인 미만 5개소 +12

소계 78개소 37명

재

활

시

설

부랑인시설

26개소

30인 미만 6개소 +4

42억 9백만원 증가 예상

50인미만 3개소 0

100인미만 7개소 +2

300인 미만 7개소 +8

300인 이상 3개소 +9

노숙인쉼터

10개소

10인 미만 1개소 0

30인미만 5개소 +3

50인미만 2개소 +6

100인 미만 1개소 +8

300인 미만 0개소 +14

소계 36개소 54명

요

양

시

설

부랑인

17개소

30인 미만 4개소 +5

32억 3천7백만원 증가 예상

50인미만 2개소 +1

100인미만 5개소 +3

300인 미만 4개소 +19

300인 이상 2개소 +23

노숙인 0개소 ― ―

소계 19개소 51명

합계 133개소 142명 121억 6천7백만원 증가 예상

전환

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계

자립자활시설 생활자활시설

계기존시

설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계

부랑인시

설

시설수

예측
45 5 15 10 75 15 21 36 16 127

지역별

배치결

과

45 1 20 10 76 9 26 35 17 129

<표 5-40> 기존 노숙인쉼터와 부랑인시설의 전환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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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주거지원

1) 노숙인과 주거지원 서비스

노숙인은 주거취약성의 한 (극단적) 양상이며 동시에 주거상황과 관련된 연속선상의끝에 위치하고 있다.

거리노숙인이라할수있는극단적상황의노숙인과그렇지않은사람이이분법적범주로구분될수없다. (상

대적으로)안정적인주거생활을영위하던사람이어느순간갑자기노숙인이되는경우는일반적이지않다. 이

보다는일반적인전세, 월세의민간임대상황에서임대료를부담할수없는상황, 혹은사회서비스없이독립적

인주거유지를할수없는상황이누적되면서퇴거나친지주거지에서의더부살이,쪽방거주, 고시원거주, 비주

거용다중이용시설에서의거주등이나타나는것이보통이다. 또이러한양상들은상당부분노숙생활과중첩

되어있다.

이러한의미에서개념적․이론적측면에서는노숙을주거취약의 ‘수준’ 혹은 ‘단계’적방법으로규정하기도

한다.즉, 불안정하고취약한주거상황의연속선상에서노숙문제를파악하는것이다. 노숙인연구에서는이것

이일반적이다. FEANTSA(the European Federation of National Organisations Working with the Homeless)38)는주거

적절성에 기초하여 노숙을 네 가지 수준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ETHOS(European Typology on

Homelessness and Housing Exclusion)라는명칭으로정식화하여유럽에서의노숙과주거배제의개념을제시하

고있다(FEANTSA, 2010).첫째는 Rooflessness인데이것이가장극단적인취약상황에해당한다. 어떠한종류의

쉴곳도없는상황으로거리노숙생활이일반적인경우이다. 두번째는 Houselessness인데이는임시로기거할곳

은있지만이것이일반적주거가아니라쉼터나복지시설에서기거하는경우이다. 세번째는 Living in Insecure

Housing으로표현되는데이는현재주거지가있지만불안정한임대나퇴거, 가정폭력등으로위협받고있어주

거의안정성이확보되지않는상황이다.네번째는 Living in Inadequate Housing으로표현되는데불법적야영지

이동주택, 부적절한수준의주택,극단적과밀주거에사는경우등을의미한다.

38) FEANTSA는 유럽의 대표적인 노숙문제연구와 노숙인 지원 네트워크이다. 1989년 유럽 전체를 망라하는 비

정부 기구로 설립되었으며 빈곤과 사회적 배제, 그리고 특히 주거의 배제와 노숙생활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

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 EU 25개국을 포함한 30개국을 망라하여 100개 이상의 회원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 회원조직들은 대부분 유럽각국의 전국적 혹은 지역적 노숙인 사회서비스 제공조직들이다. FEANTSA는 민

간 네트워크로서 기능할 뿐 아니라 주거배제 분야에 관하여 유럽연합의 정책개발, 상담과 협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EC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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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범주
노숙

(Homelessness)
주거배제

(Housing Exclusion)

조작적 범주 ① rooflessness

② houselessness

③ insecure and inadequate housing

④ inadequate housing and social isolation within a legally

occupied dwelling

⑤ insecure housing (adequate housing)

⑥ social isolation within a secure and adequate housing

⑦ inadequate housing (secure housing)

법적 영역의 주거 배제

          사회적영역의 주거배제                    물리적 영역의 주거 배제

<그림 5-1 > FEANTSA의 노숙과 주거배제 영역

서구에서노숙인에대한논의는사회적배제의논의에서대표적인사례로이야기되곤한다. 사회적배제의

개념에 내용적으로 특정 하위범주를 설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도식적인 것이 될 수 있으나, 주거배제(Housing

Exclusion)는사회적배제의한중요영역으로일반적으로이야기된다. 그리고이대표적양상으로노숙을조망

한다. 주거배제는법적영역, 사회적영역, 물리적영역의세가지요인이결합된다. 그리고이중첩상황이 <표

5-41>에서와같이 다양한 주거취약성을 나타낸다. FEANTSA에서는 이중에서세 가지영역의주거배제가 모

두중첩된상황, 그리고법적영역과사회적영역주거배제가중첩된상황의두가지를가장심각한주거배제인

노숙문제로보고있다.

<표 5-41> FEANTSA의 노숙과 주거배제 영역

출처 : Edga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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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과주거취약계층의범위는각나라의사회경제적조건에따라다르게논의될수밖에없다. 우리나라

의경우에최저주거기준미만의가구등을모두노숙의문제와연결지어파악하는것은다소무리가있다.39) 유

럽의기준으로보아노숙과유사한상황의주거배제가제3세계국가에서는대다수국민들에게일반적인주거

여건이되기도한다. 하지만중요한점은노숙의문제를극소수거리노숙인의것으로파악하는것이아니라주

거취약성의연속선상에서조망하는것의필요성이다. 이는단지이론적․선험적수준의의미가아니라정책

적인의미에서도중요하다. 예를들어노숙의문제를극단적거리노숙상황에만국한하여바라볼경우거리노

숙인에게만특별히임대주택을제공하는방안은역차별적서비스혹은도덕적해이를유발하는과잉서비스로

귀결될수있다.따라서전체주거취약의문제에대한연속적이고전반적인대책속에서노숙인에대한주거지

원서비스가모색되어야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숙의문제를 거리노숙인 혹은 시설입소 노숙인의문제에 국한하여 고려할 것이 아니라

주거배제의전반적양상속에서고찰하는것이필요하다. 이태진(2009)은이러한의미에서우리나라의주거취

약문제를주거빈곤계층이라는용어를사용하여주거위기, 주거불안, 주거상실의범주로논의한바있다.

<그림 5-2> 주거빈곤계층과 노숙인 개념

주거빈곤계층

주거위기 주거불안 주거상실

강제퇴거조치자

임대료 연체자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여관 거주자

(협의)노숙인

공원

만화방

찜질방 생활자

출처 : 이태진, 2009.

기존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는소위 ‘직선적연속체모형’에의한주거지원프로그램이많이이야기된바있

다. 이는정신장애인등취약한클라이언트집단에게개입이강한주거지원에서부터개입이약한주거지원으

로 A->B->C->D의 순서를 통해 주거지원프로그램을 이전하여독립적인 지역사회생활로돌아가도록한다는

방식이다.40) 여기서 A는치료시설이나생활시설을말하는경우가많고이후그룹홈, 위성아파트와같은지원

39)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주택의 물리적 수준 상승과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가구구성 변화 등이 맞물려 최저주

거기준 이하의 가구는 7%-8%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이 지나치게 열

악하다는 점에 따라 이 기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가구는 전체의 10% 이상

으로 볼 때, 이를 모두 노숙의 문제와 연결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40) 직선적 연속체 모형이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에 대한 주거지원 방법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따라 ‘지지적 

주거접근 모형’을 대안적으로 제기하기도 한다. 직선적 연속체 모형은 논리적으로는 명쾌하지만 사실상 이러

한 순차적 이전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렵고 이 순차적 이전 자체가 클라이언트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

스나 프로그램 이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지적 주거접근 모형은 클라이언트와 프로그램 전문가

의 논의에 기초하여 현재 심리사회적 기능수준에 맞는 주거지원 프로그램 수준을 결정하고 가급적 그 상태에

서 필요한 기능수행을 학습하고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역사회 복귀는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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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등의단계를거쳐지역사회일반독립주거생활로이전시키는방식이다.

<그림 5-3>

A B C D

치료․생활시설 소규모그룹홈 지원주거 지역사회독립주거

이러한 그림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의 Supportive Housing Program 이나 보호의 연속성(Continuum of

Care) 구상등주거지원프로그램에서도유사하게나타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거복지프로그램의 실현과정에서 물리적인 요소로서 주택의 제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휴먼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가결합되어야한다는 점이다. 주거복지개념의논의 속에서는이를흔히

주거지원서비스라고부르기도한다. 주거복지가주택복지라고불리우지않는것도관심의초점이주택자체가

주민이지역사회에서주거생활을어떻게영위하는가에있기때문이다. 이는단지물리적인 ‘주택’의공급이아

니라지역사회에서의통합적인생활이강조되는것이다.때문에주거복지의개념은 ‘Housing Welfare’로서만이

아니라 ‘Community Residence Welfare’ 라는측면에서조망되기도한다(이창석, 2008). 이는필연적으로주거공

간의확보이외에 ‘주거지원서비스’를핵심적인활동내용으로삼게된다. 주거지원서비스는주거취약계층이

(제공된주거등을토대로) 지역사회생활을무리없이해나가도록하는지원을말한다. 예를들어임대료등임

대차계약의관리, 주택관리와관련된대응, 관련된기관과의행정적처리등에대해주거취약계층의상당수는

대처하는데어려움을겪곤한다. 이에대한지원이없는경우지역사회에서주거가지원되더라도안정적주거

생활의유지가위태롭게된다. 이는처음에확보된주택으로이전하는문제에서부터필요해진다. 주택을구입

하거나임대차계약을맺는것, 전기나수도설비등의연결,필수적가구나비품의구매혹은확보등이관련된

다. 이어서주택을유지관리하는것이나계속거주할수있는권리를유지하도록지원한다. 유지관리, 임대료의

지불, 수선의요청등과관련한임차인의의무와권리를숙지하는것도필요해진다. 이웃과의갈등이나기타문

제로인한주거생활의곤란에대한대응, 지역사회에대한참여, 이용할수있는사회서비스에대한모색과의

뢰등도중요한주거지원서비스의내용이된다(서종균, 2009).

영국에서홈리스등주거취약계층에게제공되는 Supporting People Service에서도주택의제공외에주거지원

서비스로다음과같은지원을행하고있다(정원오외, 2005).

- 보조금신청과가계관리에대한지원

- 주택에가구를갖추는것에대한지원

- 주택의안전성과안정성을유지하는것에대한도움

- 사회적활동및친교활동에참여하도록지원

- 상담과심리적지지

인 목표로 염두에 두되 잦은 프로그램 이전의 폐해를 경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직선적연속체모형의 

단점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한편으로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는 주거지원방식에서 주거지원(Housing Ready)방식과 주거우선(Housing 

First)방식의 논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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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구체적 서비스 내용

주거 서비스

주택이나 기타

시설을 적절하고

이용할 수 있게

만들기

주택개조

장치 및 시설

주택개량서비스

주거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에서

주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원

주택을 생활할 수 있도록 갖추고 유지하기

가사 및 생활기술 개발

재정관리/보조금 신청

기타 서비스와 관련한 상담, 대변, 접근 및 연락

심리적 지지와 상담

사회적 접촉과 활동 만들기

건강과 복지를 위한 수퍼비전과 모니터링

주택의 개량 및 수선 제공에 대한 상담

커뮤니티 알람 제안

청소 및 낮은 수준의 쇼핑

대인

사회서비스

가사 및

일상생활보호와

지원 서비스

대인 케어

일어나기, 잠자리 들기, 목욕 돕기

가계 및 홈케어

식사제공

청소

세탁

쇼핑

집안일

보건 서비스 간호 및 보건
약물 처방, 옷 갈아 입히기

전문적 치료, 재활 및 케어

- 훈련등을탐색하는것을지원

- 임대기관, 보조금관련기관등다른기관과의행정적처리를지원

-새로운주거를찾는경우에대한지원

미국이나캐나다에서 지원주거(Supoortive Housing)와 관련된 서비스, 스웨덴의 MHC에서 사회주택복지사

(Social Housing Worker)의활동등도주거지원서비스에대한해외의사례라고할수있다.

서종균은 주거지원서비스에때해 Bennnet을 인용하여 일반 사회서비스와 동일하지 않은 특성으로 구별될

수있음을지적하기도하였다.

<표 5-42> Bennett의 주거지원서비스와 일반 사회서비스

출처 : 서종균, 2009.

세부적인측면에서주거지원서비스와일반사회적서비스사이에차이가나타난다고하더라도취약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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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주택과아울러생활이가능하도록제시된내용과같은휴먼서비스를지원하는것, 그리고종합적으로사례

관리가이루어지는것은필수적인요소가된다.때문에사회복지분야의기존의경험과노하우가중요하다.

2) 우리나라 노숙인 주거지원 서비스 현황

노숙인은어의적으로나현실적으로극단적주거취약성을의미하므로주거지원사업은매우중요하다.몇년

전부터시범사업성격으로시작하면서조금씩체계를잡아가고있는노숙인복지영역에서의주거지원프로그

램으로임시주거비지원사업과운영기관을통한매입임대주택지원사업이대표적이다.

주거지원서비스의관점에서는기존의노숙인복지시설도주거의일환으로볼수있다.즉노숙인에게제공

되는주거지원방식의하나가 (생활)시설이라고보는것이다. 이는기존의사회복지실천패러다임에서도특히

정신보건사회복지의영역에서는익숙한논의이다.즉, 사회적기능수행에서의취약성이심하여독립적인생활

이어려울경우에는생활시설을통한주거와보호가이루어지고, 기능수행의독립성을제고해가면서시설보다

관리와통제의정도가덜한독립주거를지원하는방식으로이전해가는방식이다.

이런 주거지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의노숙인복지체계는 주로네가지 주거지원 방식을축으

로삼고있는셈이된다.

첫째는생활시설이다. 생활시설은그자체가주거지원서비스를핵심구성요소로포함하고있다. 노숙인쉼터

가주로이에해당한다. 부랑인복지시설은현재로서는노숙인과별도의대상인부랑인을대상으로혼합수용하

는시설이다. 물론내용적측면에서는노숙인과부랑인의구별이부적절하고두가지생활시설체계는통합될

필요가있다. 노숙인쉼터는 1990년대말외환위기이후급격한거리노숙인증가상황에맞추어개소된단기의

일시보호형, 지역사회근접형을지향하는소규모생활시설이다. 노숙인쉼터중일부에서는자활의집41)이라는

후속주거지원서비스를일부운영하기도한다.

두번째는이용시설에서의서비스로구체적으로는노숙인상담보호센터이다. 서울, 부산, 대구등대도시지

역을중심으로약 10개소가있다. 거리노숙인에대해생활지원및응급지원과노숙인쉼터에대한정보제공과

의뢰체계, 현장접근체계로서기능하고있다. 거리노숙인에대한근접성이상대적으로높은시설체계이므로노

숙인에 대한 임시주거지원이나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다른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서 연결역할을 수행하

는경우도많다. 전술하였듯이응급잠자리를제공하고있어생활시설의성격도가지고있으며현실적으로노

숙인쉼터로의투입체계로서보다는자체적인서비스제공기능에더비중이두어지고있다.

세 번째는 임시주거비지원서비스이다. 이는 민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재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이

다. 이사업은 ‘주거지원과 공공보장’ 이라는 목표를가지고진행되었고, 거리노숙인 중공공복지서비스의 연

계의기회가박탈되어있는사람들에게임시주거비를제공하고그기간동안공공서비스를연계하는지역사회

통합프로그램이다.42) 대개 3개월이내의월세 지원을 통해단신자용 주거를 마련하도록하고 이를기반으로

41) 이자활의집은내용적측면에서는노숙인에대한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볼수있다. 그러나현재확장되고있는노숙인과광의의

홈리스 대상의 공공임대주택사업과는 사업 운영이나 예산, 전달체계에서큰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10년의 사업역사에도 불구하고

그사업량과성과는매우미미하여시범사업적성격이라할수있다.

42) 가장전형적인상황으로많은거리노숙인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대상자가되어생계급여를받아야하는빈곤상황이지만일정

주거지가 없어 수급권을 인정받지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경우 인근의 가능한저렴주거(쪽방, 고시원 등포함)에 거주할수 있는

2-3개월의월세를지원하면서이기간동안사례관리를통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권을연결하는등주거를유지할수있는방안

을모색한다. 거리노숙생활을탈피하고일반인에게적용되는사회복지프로그램과연결되도록지원하는것을지원활동의일차적목표

로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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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활시설 이용시설 임시주거비지원 (매입)임대주택

할당대상

(allocation)

행정관서, 아웃리치팀

등을 통해 연계된 입

소희망자(시설별로 대

상자 선정 규정)

이용시설 방문이용자

(부분적으로 행정관서

등을 통한 응급숙소 이

용의뢰)

운영기관을 통해

대상자 발굴 선정

운영기관을 통해

의뢰된 대상자에

대해 (공공의)심사

와 선정

급여

(provision)

생활시설 공동생활을

통한 의식주 지원

(재활, 자활프로그램

의 수행, 후속 주거지

원 일부 연계)

거리노숙인에 대한 응

급 잠자리 지원

(임시주거지원 및 임대

주택 연계상담, 생활시

설 입소연계)

지역의 저렴주거

제공(단기간의 임대

료 지원, 공공부조

연계, 공공서비스

연계, 생활용품 제

공, 행정지원 및 사

례관리)

저렴한 임대료의

매입임대주택 제공

(사례관리, 지역사

회정착을 위한 주

거지원서비스, 공공

서비스 연계)

재원

(finance)

공공재원

(국고/지방비)

부분적 민간재원

공공재원

(국고/지방비)

부분적 민간재원

민간재원

(사회복지공동모금

회)

국고 및 기금

전달체계

( d e l i v e r y

system)

중앙정부 -> 지방정

부 -> 민간위탁시설

노숙인쉼터 82

(부랑인복지시설 37개

소 별도)

중앙정부 -> 지방정부

-> 민간위탁시설

상담보호센터 16

쪽방상담소 11

사회복지공동모금

회 -> 민간시설(운

영기관 계약)

정부

LH공사

주거복지재단

민간시설(운영기관

계약)

기타 1998년 이후 급증했

다가 감소

2003년 이후 일반화

서비스 복합화

2006년 이후 지속

공공화되지 못하고

있음

2006년 이후 지속

광의의 홈리스를

포괄하는 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 일반

과의 연계점 모색

공공복지서비스와의 연계나 지역사회 정착과정을 도모한다. 2006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2010년까지 5년간

약 3,000여명에게주거지원을실시하였고이중 80%는거리노숙생활로돌아가지않고주거를계속유지하고

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최근에는서울시등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도이사업을운영하고있으나그수량

은절대적으로미미하다.

네번째로운영기관을통한노숙인매입임대주택지원사업이있다. 단신자용매입임대주택사업과쪽방비닐

하우스주민등주거취약계층을위한매입임대주택사업의두가지경로를통해노숙인과관련되어서비스가이

루어지고있다. 추진되고있는목표사업량은총 5,000호가량이지만아직까지노숙인과관련해서입주가진행

되고있는것은이중일부로수백가구정도이다. LH가다가구혹은다세대주택을매입하여시세의약 1/3선에

서보증금과월세부담이가능한노숙인에게임대하는방식이다. 노숙인관련매입임대주택사업은일반매입

임대주택사업과는달리지방자치단체와 LH공사의체계만을활용하지않고민간기관을운영기관으로선정하

여전달체계로활용하고있다는점에서특징이있다. 민간운영기관이활용되는이유는주로사업의대상이행

정적절차로서그욕구를정확히포착할수없다는점에서대상표적과의접근성을고도화하기위함이다. 운영

기관으로는주로노숙인이용시설이나생활시설,쪽방상담소등과관련된조직체계가활동하고있다.

다소도식적이지만이들프로그램의특징적측면을전통적인사회복지정책분석체계에비추어비교해본다

면다음표와같이특징을요약할수있다.

<표 5-43> 대표적인 한국 노숙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출처 : 남기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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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지 사업을 사업량, 비용효율, 주거적절성, 사례관리, 주거안정성이라는 다섯가지축으로 비교해 보았

다. 사업량은원래해당프로그램이목표로했던대상을기준으로하는주거제공량을의미한다. 비용효율은 1

단위의주거를제공하는데소요되는해당사업에서의예산액정도이다. 주거적절성은제공되는주거의품질에

해당한다. 사례관리는해당프로그램에서이루어지는사례관리의집중성정도이다. 주거안정성은해당프로그

램에서규정된제공주거의지속성에대한것이다.43)

<그림 5-4> 한국 노숙인 주거지원 유형별 특징 비교 도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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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적절성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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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남기철, 2010.

생활시설과이용시설은상대적으로많은사업량을가진프로그램에해당한다. 생활시설은제공되는주거의

43) 이 중 주거적절성과 사례관리 정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점수가 

부여되었다. 또한 도시화하기 위해 점수를 비교할 때, 가장 바깥쪽의 만점에 해당하는 영역의 설정 역시 연구

자의 규범적 판단에 따른 임의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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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과 사례관리의측면에서는 보통수준, 주거의 적절성은낮은 편이고 예산대비 비용효율성도높지는 않

다. 이용시설(상담보호센터)은응급잠자리를제공하고있고주거제공의비용효율은높은편이지만, 주거의안

정성, 적절성이낮고사례관리도충실하지않다. 임시주거지원과매입임대주택지원은시설운영에비해사업량

이훨씬적다. 이는아직까지도우리나라노숙인복지프로그램은시설중심이라는판단의기본적근거가되기

도한다. 임시주거지원은비용효율은대단히높은사업이지만제공되는주거의적절성이나안정성은낮다. 사

례관리도 취약하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제공되는주거의안정성과 적절성의 면에서큰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예산의투입이많이요구되고사례관리는취약한상황이다.

노숙인의출현률이높고 이에대한프로그램이 대규모로 편성되어있는 미국의 경우 홈리스에 대한 주거지

원 방식을 응급쉼터(Emergency Shelter), 전환주택(Transitional Housing), 영구적 지원주택(Permanent Supportive

Housing)의범주 혹은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본다면, 응급쉼터는 우리나라의 상담보호센터(혹은

이용시설)과유사하고전환주거는임시주거지원사업과44), 영구적지원주거는임대주택지원사업과유사하다.

노숙인쉼터는 오히려 주거안정성(지속성)이 상대적으로높고, 비용효율이낮다는측면에서 미국의 응급쉼터

와는매우대조적인성격의차이를나타낸다.

우리나라의 노숙인복지프로그램중 주거지원 혹은 주거복지의 성격이 부각되면서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임시주거비지원사업이나매입임대주택지원사업의선호도나만족도는높다. 그러나두사업은공공의지원을

받는프로그램으로전환되지못하고민간의시범사업성격을나타내고있다. 이는역시주거욕구자체만으로

복지서비스의일차적대상자가되기어려운상황을반영하는것이라할수있다. 또한노숙인에대한생활시설

과이용시설에비해기존사회복지전달체계의참여나활용도조금적은편이다. 사례관리의집중성이매우취

약할수밖에없는여건이다. 해당사업에대해사례관리인력의지원은공공의영역에서는전혀없고민간재원

에의한부분이임시적으로이루어지는수준이기때문이다.

임시주거비지원사업이나매입임대주택사업은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도록한다는 점에서 현대적인 사회

복지의지향과도일치하는점이있다. 상대적으로인구학적취약성이덜한노숙인을대상으로수행되는복지

서비스이므로 지역사회 내에서의독립생활 가능성도높다. 반면 기존의 사회복지체계가 활용되지못하고 있

다. 기존의사회복지체계는이용시설이거나생활시설모두특정한대상범주를가지고있어지역사회내에서

노숙인에게서비스제공이잘이루어지기어려운조건이다.때문에주거를지원하면서결합되어야할사례관

리나휴먼서비스는극히취약한상황에머물러있다. 사례관리의경험과기술은지역사회복지체계가많이보

유하고있으나주거지원체계와지역사회복지체계가분리되어있다. 또한사례관리에필요한인력이나비용이

주거지원체계에지원되지않는상황이다. 우리나라의노숙인주거지원사업이효과적으로정착되기위해서사

례관리의강화는가장핵심적인과제이다. 그리고주거지원사업에사례관리와휴먼서비스를결합하는데사회

복지체계는현재보다역할수준을높일것이요구되고있다.

3) 주거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44) 미국의 전환주거와 우리나라의 임시주거지원사업 제공 주거와의 가장 큰 차이는 해당 주거의 주거적절성에

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는 사업성격상의 큰 차이이지만 상대적으로 특징을 비교하여 유사한 사업을 연결한

다면 전환주거 제공사업과 임시주거비지원사업을 연결지어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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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의한 보호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에 의

한 보호

3. 임대주택의 공급

4. 임시주거비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최근법제정에따라노숙인에대한주거지원이규정되었다. 법률에서의규정은다음과같다.

법률에규정된사업은앞서살펴보았듯이현재조금씩이루어지고있는주거지원사업에해당한다. 다만, 복

지부의주요사업으로는진행되지못하였고국토부나 LH공사, 공동모금회등관련부처와민간단체에의해사

업이진행되어왔다. 복지부주관의제정법에노숙인주거지원이새로규정된만큼노숙인에대해그간민간사

업이나국토부사업으로진행되어온주거지원사업들을공공의책임성하에복지적전문성과공공성을더하여

체계화할필요가있다.

가장 현안이 되는 사항은 주거지원사업 인력의 공식화를 통한 사례관리 보강과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의공

공화이다.

①주거지원사업운영․사례관리인력배치

지금까지주요한노숙인주거지원서비스이었던매입임대주택사업과임시주거비지원사업은운영기관을선

정하여사업이진행된다는점이특징이었다. 이운영기관의선정은사업의종류에따라복지부, 국토부, LH나

주거복지재단, 공동모금회, 혹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루어져왔다. 이 운영기관들은 대체로 노숙인복지사

업이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해온비영리단체 및 시설들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이운영기관의노숙인주거지원사업운영과사례관리인력에대한지원은없는상황이다. 한편으로국토부나

주거복지민간단체들의지속적인요구이기도하다.즉, 국토부에서주택물량은확보할수있으나사업사례관

리운영인력에대해서는복지부홈리스지원체계에서확보되어야한다는것이금번제정법과관련한주거복지

관련 단체의 공식적 요청사항(2011.08.04)이다. 이 사업들이 제정법에서 의미하고 있는 바와 동일한 것이라는

점을감안한다면노숙인주거지원서비스체계에서공식적으로예산을부담하여진행할과업으로전향적인검

토가필요하다.

먼저매입임대주택사업과관련해서는주거지원에소요되는물리적주택자원을관할하고있는국토부의정

책현황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이는대략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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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비주택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

안」발표(’11. 7. 7)

①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ㅇ 지원대상 및 공급물량 확대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거주자에서 노숙인 쉼터․부랑인 시설 거주자까지 임대주택

지원대상 확대

- 공급물량을 매년 2,000호 수준으로 확대해 ’12년까지 약 5,000호로 확대

ㅇ 원룸형 주택 등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40㎡의 소형주택의 공급비율을 현행 39%에서 60%로 확대

ㅇ 보증금․임대료 인하

- 초기 입주부담 경감을 위해 자활실적, 가구원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에게 보증금 50% 감면

- 장기 미임대 공가에 입주하는 경우 임대료 50% 감면

② 지원체계 정비

ㅇ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연계, 매년 거주현황 조사(행안부)

- 주거실태조사와 연계, 2년마다 표본조사 실시(국토부)

ㅇ 지원시스템 보완․정비

- 선정절차를 간소화해 입주대기기간을 3→1개월로 단축

【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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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비닐하우스] [쪽방 등] [비주택 가구]

신청인

⇩

주민센터

⇩

시 ․ 군 ․ 구

(거주사실 확인)

⇩

행안부

⇩

국토부

⇩

LH

(자격조회, 주택지원)

신청인

⇩

지정복지기관

(입주자격 판단)

⇩

LH 주거복지재단

(입주대상자

취합․검토)

⇩

복지부

⇩

국토부

⇩

LH

(자격조회, 주택지원)

신청인

⇩

주민센터, 복지기관

⇩

시 ․ 군 ․ 구

근로실적 평가

입주자격 판단

입주 우선순위 판단

※입주자선정委 운영

⇩

LH

(자격조회, 주택지원)

 ※ 주거복지재단 : 복지기관 지정․
관리

- 자활의지가 높은 가구 우선입주(근로실적 평가배점 상향)

- 평가방식을 운영기관→ 지자체 평가로 객관성 제고

※ 시군구에 민관합동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③ 고용․복지 프로그램과 연계

ㅇ「취업성공패키지 사업」우선지원(고용부)

- 비주택 거주자의 자활촉진을 위해 관련기관 등을 통해 확인, 추천된 경우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

ㅇ 임대주택 입주전․후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 임대주택 입주전 단계로 노숙인 그룹홈 입주유도

- 노숙인 그룹홈 운영기관 선정기준을 완화

- 지자체가 대상자 특성에 따른 복지서비스 연계

그리고이비주택거주가구주거지원방안의실행시고려해야할사항으로민간단체와전문가에의해제기

되어국토부에요청된사항들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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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실행시 고려사항

ㅇ 비주택 거주자 전반으로 점진적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정확한 대상 범주 및 거주 실태 확인 방법 규정 필요

⇒ 상설화된 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 와 정책 연계

하여 대상자 발굴 요망

※ 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 중점 조사대상(2011년 5

월 23일(월)부터 6월 15일(수)까지 일제조사 결과 전국에서 23,669명 발굴)

① 각종 시설의 아동 동반 노숙 및 투숙자

② 무료, 임시 보호시설(진료소 등) 이용자

③ 주민등록 일제정리 등 타 일제조사결과 확인을 하지 못한 자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나 지원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

- 창고, 움막, 공원, 지하철, 교각 부근 거주자

- 찜질방, 고시원, 여관, 당구장, pc방 등에 상당기간 거주하는 자

- 유기 방임 학대받는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ㅇ 수도권의 1～2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마련 필요

- 비주택 거주자의 상당수가 1～2인 가구임을 감안할 때 40㎡ 이하의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은 적절

- 쪽방촌 등 비주택 가구 밀집지역은 도심지역이나 부도심 이면도로변에 집중되어 있어

서 원룸 매입이 어려움

⇒ 건축법용도별 건축물분류의 공동주택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과 기

숙사형의 건설․매입이 필요

⇒ 해당지역 인근 여관 등 노후된 숙박업소 매입후 리모델링후 건축물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요망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국토부훈령 제413호)

제5조(주택의 건설․매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주

택을 건설하거나 경량 철골조의 조립식 건축물을 설치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입주대상자

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주택으로 하여야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단,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

택규모 이하”에 한한다.

3.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추가)

ㅇ 노숙인 그룹홈의 기능의 중복에 대한 부처협의와 선정주체를 시․도에서 재단으로 변

경 필요

- 질병, 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노숙인 그룹홈*에 입주하

여 충분한 자활․재활 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 1호의 임대주택에 4～6인이 공동으로 거주, 복지기관 종사자가 자활지원, 질병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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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리

⇒ 노숙인 그룹홈은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복지부령)의 노숙인 시설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노숙인 시설의 종류로 편입 필요(부처간 협의필요)

- 공급주택유형에 따라 비주택거주가구의 효과적 입주자 관리와 임대주택 10년 거주기간

한정에 대한 형평성 등을 위해 운영기관의 선정주체를 재단으로 일원화 할 필요

⇒ 보금자리업무처리지침 제55조(공동생활가정 등 운영특례)에서 노숙인을 삭제하고 당지

침에 삽입 검토요망

구 분 50호 미만 50호 이상

사례관리

상담요원
1인 이상 2인

구 분 50인 미만 50인 이상

사례관리

상담요원
1인 이상 2인

먼저매입임대주택사업과관련하여사례관리에필요한인력은 ‘노숙인을대상으로매입임대주택사업을운

영하는운영기관’에게제공하도록할필요가있다. 여기서운영기관의실제입주호수가극히적은경우에는인

건비지원에서사업운영량하한기준선등을설정할수있다.

<표 5-44> 비주택거주가구 임대주택의 사례관리자 배치기준

임시주거비지원사업에서도사례관리에필요한인력은사업운영기관에게같은방식으로제공하는것이적

절하다. 사업대상인원은연간평균직접주거지지원인원을기준으로계상할수있다.

<표 5-45> 임시주거비지원사업의 사례관리자 배치기준

현재의 사업수준으로볼때, 노숙인 대상의매입임대주택사업과 임시주거비지원사업에약 50명 가량의 사

례관리인력45)에대한예산지원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46)

45) 현재는 이 중 극히 일부의 인원에 대해 공동모금회 사업에서 인건비를 임시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공공의 인건비 지원으로 전환하고, 인건비 외에 소요되는 사례관리 운영비 등 사업비의 일부에 대해서

민간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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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제 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다. 주거지원 : 임시거소((臨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지역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 관련조문

∎ 지원 대상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방법 및 절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개인가정 위탁, 무보증 월세, 하숙, 여관 등)를 확보하여 제공

-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금전지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활용

하고 이 경우 지원기준 금액을 지급)

∎ 지원기준

②임시주거비지원사업의공공화

임시주거비지원사업과유사한성격으로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주거지원이기존법령에규정되어있다. 복

지부의 2011년긴급지원사업안내에명시된관련내용은다음과같다.

구 분 상시 거주인원 20인 미만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 보호시설
상시 50인 이상

상담요원 1인 이상 1인 1인

생활지도원 1인 이상 2인 3인

46) 국토부의관련지침에는노숙인그룹홈에대해명기하고있다. 그룹홈은사실상 ‘생활시설’의한부분이되기도한다.

노숙인그룹홈과관련해서는그적절성에대해논란이있으므로이에대한사례관리인건비지원은여기에서는논의하지

않는다. 다만, 노숙인에대한거주시설혹은주거지원서비스로그룹홈이활성화되어운영된다면, 이에대한인력지원은서

비스집중성이약한대상에대한다른유형의그룹홈인건비지원기준을감안할수있다. 민간단체에서는노숙인그룹홈

의직종별배치기준을다음의표와같이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주택형 시설의 소규모성을 감안한다면 20인이나 50인 이상의 거주인원을 상정한 인력 배치기준은 적절치

않다. 10인 미만을 기준으로 하여 배치기준도 각 1명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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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321,000 534,000 704,000

중소도시 211,000 351,000 463,000

농어촌 121,000 202,000 266,0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85,000원, 중소도시 55,900원, 농어촌 31,600원씩 추가지급

• 상기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 지원기간

•원칙 : 1개월 지원

•지원연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 2개월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가능

그러나긴급지원제도의 주거지원은 현재 지원대상자선정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일반에게잘적용되지못하고있다. 향후노숙인임시주거비지원사업등도중장기적으로는긴급지원제도등에

포괄되도록정책연계성을구축하야할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별도의노숙인주거지원서비스로진행할필요

성이크다.

그간노숙인임시주거비지원사업은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예산으로주거비지원이계속이루어져왔다. 그

리고최근에는서울시에서약 100명규모의사업예산을집행한바있다. 복지부소관의법률에해당사업명이

명기될만큼중요한정책수단의하나라면이주거비예산은정부에서편성하는것이적절하다.47)

예산을포함하여임시주거비지원사업의운영은중앙종합지원센터에서총괄하는것이적절하며, 구체적인

사업운영기관은지역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현장상담소등을중심으로하여중앙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선

정하는방식을취하는것이현실적이다.

최근의 사업경험에 비추어 대략 1,000명에 해당하는 임시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을 상정한 예산의 편성이면

적절할것이다. 실무사례관리자의인건비를제외한임시주거비자체로는 5억내지 6억가량의예산이소요될

것이다.

③주거지원사업관련체계

매입임대주택의제공에대해서는국토부나 LH공사의자원이활용된다. 임시주거비지원에대해서는약 5-6

억의 주거비 예산이필요하다. 두 사업의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예산이 10억원 가량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4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재원에 의한 임시주거비 지원은 보다 특성화되고 특별한 취약성에 기반하여 공

공서비스 공백지대에 임시적으로 집중되어야 하며, 이미 거리노숙인에 대한 임시주거지 지원사업은 다년간의 

사업진행으로 공공에서 사업을 인수해야 할 시점을 넘어섰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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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 2009 2010

배분협력기관 : 전실노협(사업관리조정 및 네트워크)
대표수행기관: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구세군브릿지센터 거리의천사들 거리의천사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구세군브릿지센터 구세군브릿지센터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열린여성센터(우리들의좋은집)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옹달샘드롭인센터 열린여성센터 열린여성센터

햇살보금자리 옹달샘드롭인센터 옹달샘드롭인센터

수원다시서기상담센터 햇살보금자리 햇살보금자리

대전홈리스지원센터
수원다시서기상담센터/

수원행복한집
수원행복한집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대전홈리스지원센터 대전홈리스지원센터

부산노숙인상담보호센터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작은손길 사명당의집 부산노숙인상담보호센터 부산노숙인상담보호센터

작은손길 사명당의집 부산노숙인상담지원센터

인천내일을여는집

총 11기관 총 13기관 총 13기관

이예산은공공의직접집행이아니라노숙인종합지원센터, 현장상담소, 노숙인복지시설, 혹은민간주거지원

관련단체 등의 ‘사업운영기관’을통해집행된다. 현재사업운영기관의선정방식은 각 사업마다상이하다. 임

시주거비지원사업은 13개, 단신계층용매입임대주택사업은 9개, 비주택거주가구주거지원방안에따른매임임

대주택운영기관은전국적으로 53개소가활동중이다.

<표5-46 > 임시주거비 지원사업 운영기관

* 작은손길 - 2006년개별수행기관(사업비만지급)

* 거리의천사들 - 2007년개별수행기관에서 2008년부터핵심수행기관으로전환

* 수원지역의경우 2006년~2008년까지수원다시서기상담센터에서수행하였고, 2009년부터수원행복한집

에서수행함.

<표 5-47 >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 사업 운영기관 현황

기관 매입동수 전체호수 입주호수
(관리호)

입주세대수 입주인원
(가족포함)

가족결합
(가구수)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17 160 145(9) 150 220 38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2 16 16(2) 34 43 5
나눔과 미래 5 45 45(5) 45 62 7
행복한 우리집 5 43 41(5) 42 72 14
흰돌회 2 14 13 13 34 9
인천내일을 여는집 1 18 17 16 21 2
대전홈리스지원센터 1 18 18 18 25 5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1 18 14 14 14 0
금정희망의집 4 19 20(1) 20 43 29(8)

계 38 351 329(22) 352 534 109(8)

이사업운영기관의선정, 관리등을위해서, 사업에자원을할애하게되는복지부, 국토부, 지자체등과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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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과제

○ 임시주거비지원 예산 확보 : 현재 상황에서 연 5-6억

(2011년 동절기를 위한 예산 긴급편성 혹은 지자체와의 협조)

○ 노숙인 주거지원 사례관리 예산확보 : 현재 상황에서 연 10억

○ 국토부-복지부-지자체 노숙인 주거지원 협의체계 공식적 구성

○ 기존 매입임대주택사업 운영체계, 임시주거비지원사업 운영체계와의 사업 인수 협의(

=> 중앙노숙인종합지원센터 활용)

련협의가중요하다. 현재까지는이협의체계가다소비공식적이고임의적이었다. 또한복지부의사례관리인

력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역할이 취약하였다. 제정법률 2장의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규정을활용하여부처간공식적협의체계를구축하고활용하여야한다. 사업의실제진행을위해서는중앙노

숙인종합지원센터를활용하되, 아직이센터가가동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므로, 현재까지운영되고있는노

숙인임시주거비지원사업이나매입임대주택사업의운영기관과사업인력과협조체계를유지하는것이중요하

다.

5-7. 의료지원서비스 체계48)

주영수 (한림대학교의과대학교수)

1) 우리나라 노숙인 사망률 변화추이 (1999년 - 2009년)

다음의자료는 2011년 1월에취합된전국의노숙인쉼터등록자료를모집단으로하여,49) 통계청사망자료를

병합(merge)해 분석한 결과이다. 취합된 데이터베이스 내 노숙인들의 시설입소기간은 1998년~2007년이었고,

이와병합한통계청사망자료는 1998년~2009년도로서이들자료가현시점에서얻을수있는가장최근의노숙

인사망자료라고말할수있겠다.

상기한모집단으로확보된노숙인총수는 23,002명이었으며, 그중남성노숙인이 22,148명이었고여성노숙

인은 854명이었다. 사망자료와병합하여확인해본결과, 사망자는총 2,966명(12.9%)이었는데그중에서남성

48) 본저자가최근에작성한노숙인사망실태발표자료(1999년~2009년, 우리나라노숙인사망실태)와, 공동연구진으로참여하여작성

한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책보고서(2007-77, 노숙인정책의평가와개선방안)의내용을발췌정리하였음.

49) ‘전국홈리스연대’에소속되어있는노숙인쉼터등록자료를이용함(대략 70% 정도의노숙인쉼터가포함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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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노숙인

누적생존자수

노숙인

실제사망자수

(조사망률,%)

노숙인

표준화사망률

(10만명당, 명) ⓐ

일반인구

사망률

(10만명당, 명) ⓑ

노숙인

표준화사망비

ⓐ / ⓑ

1999 8,458 95 (1.12) 856.23 581.42 1.47

년도 신규입소자(명) % 사망자(명) % 누적생존자(명)

1998 1,690 7.63 5 0.17 1,685

1999 6,773 30.58 95 3.25 8,363

2000 2,949 13.31 142 4.86 11,170

2001 3,200 14.45 194 6.64 14,176

2002 1,018 4.60 273 9.34 14,921

2003 1,622 7.32 304 10.40 16,239

2004 1,214 5.48 284 9.72 17,169

2005 1,530 6.91 300 10.26 18,399

2006 1,230 5.55 325 11.12 19,304

2007 922 4.16 325 11.12 19,901

2008 - - 319 10.91 19,582

2009 - - 357 12.21 19,225

계 22,148 100.00 2,923 100.00

이 2,923명이었고 여성이 43명이었다. 이에 아래(다음)부터는 자료분석 및 해석의 편의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남성노숙인’에한정하여분석결과들을제시하고자한다.

연도별로 보면, 1998년~2001년에 입소한 신규 입소자수는 각각 1,690명, 6,773명, 2,949명, 3,200명으로서,

IMF 경제위기이후초기 4년동안총 14,612명(10년간의전체남성노숙인 22,148명의 66%에해당)이쉼터에등

록되었음을알수 있었고, 그 이후 6년 동안에는총 7,536명이등록되었는데 연평균약 1,256명이매년새롭게

쉼터에등록되었음을알수있었다.

반면에노숙인사망자는 1998년에 5명에서시작하여, 2003년에 304명으로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대략 300명~325명선이유지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물론, 2009년에는 357명으로다소더늘어난

것으로보이나, 2010년도사망자수가없기때문에그수가증가하는경향에있는지여부는확인할수없다).즉,

최근의 자료로볼때 ‘우리나라 노숙인집단’에서는 하루에 대략한명 정도의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것으로추정해볼수있겠다.

〈표 5-48〉우리나라 노숙인 등록자수 및 사망자수 변화추이

노숙인 표준화 사망비는 일반인에 비하여 1.47~2.19배 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2002년도에 2.19,

2003년도에 2.17, 2009년도에 2.14 로서일부연도들의경우에는일반인에비해 2배이상의사망비를보이는것

으로확인되고있다).

〈표 5-49〉우리나라 노숙인 조사망률과 표준화사망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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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1,312 142 (1.26) 964.19 576.69 1.67

2001 14,370 194 (1.35) 926.60 562.22 1.65

2002 15,194 273 (1.80) 1,232.15 562.11 2.19

2003 16,543 304 (1.84) 1,213.55 559.92 2.17

2004 17,453 284 (1.63) 1,040.08 559.54 1.86

2005 18,699 300 (1.60) 1,030.39 555.51 1.85

2006 19,629 325 (1.66) 1,052.78 551.04 1.91

2007 20,226 325 (1.61) 1,074.39 554.22 1.94

2008 19,901 319 (1.60) 1,070.24 560.82 1.91

2009 19,582 357 (1.82) 1,202.54 562.47 2.14

표준화사망비

0

0.5

1

1.5

2

2.5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도

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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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세미만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29세 3.99 3.76 2.75 3.58 7.40 5.01 8.52 6.67 7.45 9.06 11.79

30-39세 3.44 4.31 4.45 6.52 5.07 5.24 6.29 6.17 5.83 7.54 7.05

40-49세 3.29 3.32 3.58 4.10 4.76 4.00 4.42 4.71 4.45 4.64 4.71

50-59세 1.53 1.82 2.21 3.09 3.10 2.86 2.64 2.86 2.52 2.36 2.91

60-69세 0.38 0.53 0.99 1.68 1.52 1.41 1.33 1.26 1.58 1.61 1.85

70-79세 0.70 1.42 0.69 1.13 1.33 0.97 0.75 0.92 0.97 0.82 1.14

80세이상 1.87 1.33 1.25 1.18 0.43 0.53 0.41 0.72 0.94 0.63 0.50

총사망비 1.47 1.67 1.65 2.19 2.17 1.86 1.85 1.91 1.94 1.91 2.14

2) 연령별 노숙인 표준화사망비 변화추이 (1999년 - 2009년)

연도에따른연령별노숙인표준화사망비변화추이를보면다음표와같다. 전체적인경향을보면 1999년부

터 2009년까지 20~39세연령대의사망비가공통적으로일반인에비하여가장높은차이를보이는것으로확인

되고있다. 특이할만한부분은최근의 20대노숙인의사망비의크기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점인데, 그

이유에대해서는보다면밀한분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표 5-50〉연령별노숙인표준화사망비변화추이

표준화사망비

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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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도

배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 - 69세

70 - 79세

80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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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세미만 0 0 0 0 0 0 0 0 0 0 0

20-29세 3 3 2 2 4 2 3 2 2 2 2

30-39세 20 28 31 40 31 27 30 24 20 22 18

40-49세 45 62 84 101 127 107 116 120 110 105 99

50-59세 20 34 51 77 84 89 91 110 102 99 126

60-69세 3 7 19 40 42 43 45 45 60 64 74

70-79세 2 6 4 9 14 13 12 18 22 21 33

80세이상 2 2 3 4 2 3 3 6 9 6 5

총사망비 95 142 194 273 304 284 300 325 325 319 357

연도별누적노숙인수는, 2008년과 2009년에신규노숙인 추가입소 자료를얻지못하여 마치 감소하는 것처

럼보이는부분을빼고는전체적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연령분포상의특징으로는 20-30

대가 2001년을꼭지점으로하여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에있고나머지연령대는증가하고있어, 노숙인의

고령화현상이관찰된다는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의 사망자수는 변동이 거의 없어 20대의 사망률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 것으로 분

석되고있다.

〈표 5-51〉연도별 누적노숙인수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세미만 61 51 69 56 46 45 45 44 49 46 40

20-29세 748 817 881 763 687 600 531 499 415 327 251

30-39세 2,981 3,625 4,204 4,015 4,005 3,830 3,694 3,405 3,071 2,604 2,174

40-49세 2,996 4,250 5,703 6,157 6,854 7,201 7,550 7,780 7,805 7,321 6,846

50-59세 1,262 1,862 2,466 2,846 3,309 3,886 4,643 5,327 5,961 6,372 6,761

60-69세 353 620 920 1,173 1,378 1,546 1,807 2,034 2,280 2,492 2,645

70-79세 50 77 110 160 229 301 371 471 564 656 773

80세이상 7 10 17 24 35 44 58 69 81 83 92

총사망비 8,458 11,312 14,370 15,194 16,543 17,453 18,699 19,629 20,226 19,901 19,582

〈표 5-52〉연도별 사망자수

그림. 연도별누적노숙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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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A:
감염
성질
환

B:
감염
성질
환

C:
악성
종양
(암)

D:
기타  

E:
내분
비계
질환

F:
정신
과질
환

G:
신경
계질
환

I:
순환
기계
질환

J:
호흡
기계
질환

K:
간질
환

L:
기타  

M:
기타  

N:
비뇨
기계
질환

Q:
기타  

R:
기타 
분류
되지 
않는 
증상 
등

S:
손상,
중독,
외인
성질
환

T:
손상,
중독,
외인
성질
환

/:
기타

1998 0 0 0 0 0 0 0 1 2 1 0 0 0 0 1 0 0 5
1999 6 0 8 1 1 4 0 11 6 12 0 1 1 0 15 7 22 95
2000 15 0 15 0 9 7 2 13 5 15 0 0 3 0 21 8 29 142
2001 10 1 24 0 8 10 4 25 4 27 0 0 1 0 20 17 43 194
2002 29 0 30 0 13 6 4 28 22 55 2 2 1 0 20 19 42 273
2003 30 2 50 0 11 9 5 31 16 54 2 0 2 1 28 25 38 304
2004 19 1 29 1 19 17 4 40 15 50 0 1 2 0 21 20 45 284
2005 34 1 35 1 14 19 8 36 18 38 1 1 2 0 36 21 35 300
2006 25 5 41 2 17 21 6 52 12 37 0 0 3 0 26 31 47 325
2007 22 8 59 0 16 10 3 52 20 31 0 1 3 0 32 26 42 325
2008 21 7 42 0 18 13 8 50 11 43 0 3 1 0 35 19 48 319
2009 20 7 56 0 14 11 4 47 22 49 0 0 2 0 45 20 60 357
합계 231 32 389 5 140 127 48 386 153 412 5 9 21 1 300 213 451 292

3

3) 연도별 노숙인 사망원인 변화추이 (1999년 - 2009년)

1999년부터 2009년까지의 사망원인을 종합해 보면, ‘손상, 중독, 외인성 질환(S, T)’이 664명으로 가장 많았

고, 이어서 ‘간질환(K)'이 412명으로 많았으며, ’악성종양(C)‘과 ’순환기계질환(I)'이 각각 389명과 386명으로

그뒤를이었다.즉, 다쳐서사망하는사례들이가장흔하였고,알코올과관련된간질환이그다음으로흔한것

으로보여, 노숙인의사망을줄이기위해서는특별한정책적고려(예,손상을줄일수있는환경조성과응급구

조시스템구축,알코올문제에대한특단의대책등)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참고로그다음으로흔한사망원인으로는 ‘감염성질환(A)'이확인되는데, 그내용을자세히들여다보면 ’폐

결핵‘이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또한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

〈표 5-53〉연도별노숙인사망원인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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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빈도 사망원인 분포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질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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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숙인 생존률 / 월별 사망 발생양상

본연구조사에서활용된자료를이용하여 ‘생존분석’을시행한결과, 노숙인이 ‘노숙’에진입한지 1년이경

과되면약 1%가사망을하고, 5년이경과하면약 8%가사망하는것으로추정되었으며, 6년이경과되면전체의

약 10%가사망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표 5-54> 생존률

노숙 기간 생존률

1년 98.89%

2년 97.09%

3년 95.23%

4년 93.59%

5년 92.10%

6년 90.82%

7년 89.53%

월별사망발생양상을보면, 11월과 12월에가장많이사망하였음을알수있으며, 의외로 4월에사망한사람

이그다음으로많았음을알수있다.겨울철에는아무래도기온저하등의환경요인이나그와관련된사회적변

화요인등이원인일것으로추정되며, 4월의경우는동절기대책이후에온화해진기후요인등의환경요인이나

그와관련된사회적변화요인등이원인일것으로추정된다.

<표 5-55> 월별 사망 발생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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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사망자수 %

1 208 7.12

2 213 7.29

3 247 8.45

4 264 9.03

5 253 8.66

6 221 7.56

7 211 7.22

8 259 8.86

9 247 8.45

10 261 8.93

11 269 9.20

12 270 9.24

6) 서울시 거리 노숙인 상병상태 변화 양상

생존해있는노숙인들의 ‘일반질환’ 유병상태를, 1999년 5월부터시작된노숙인임상검사결과를이용하여

시간의흐름에따라추적한결과, 당뇨병(혈당검사),빈혈(혈색소검사),간기능(GOT/GPT검사),신기능(BUN/Cr

검사),백혈구,혈소판검사에서이상자분율이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는데, 특히 2006년의경우는그정도

(수치)가매우심각해졌음을알수있었다.

만성 B형간염보균자의경우는, 2001년~2003년에증가하였다가다시감소한상황이관찰되고있고(이는아

마도일부기간의노숙인수검자가선택적이었기때문였던것으로생각되며, 본래는 6% 내외수준인것으로추

정됨),매독의심자의 경우는전체 기간동안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된다.폐결핵의 경우는 거리현장실태를정

확히반영할수있는결과가없는데, 이전의결과들로봐서는유병률이대략 2% 내외일것으로추정되고있으

며, 발생률의경우는 2007년 10월 4일국회보건복지위장복심의원에따르면노숙인 10만명당 645.2명으로서

일반인(62.3명)의 10배에달하는것으로판단되고있다.

<표 5-56> 서울시 거리 노숙인 상병상태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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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년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

임상검사

1,359명 (%)

2003년

11월～12월,

거리노숙인

임상검사

131명 (%)

2001년

8월, 거리

노숙인

임상검사

201명 (%)

2001년

8월, 거리

노숙인

설문조사

182명 (%)

2000년 3월,

전국쉼터

107개

설문조사

4,374명 (%)

1999년11월

～2000년1월,

자유의집

임상검사

1,219명 (%)

1999년5월,

자유의집

임상검사

536명 (%)

고혈압의심 - - - 23(12.7) 227(5.19) - 63(11.8)

당뇨병의심 291(21.4) 13( 9.9) 15( 7.5) 10( 5.5) 140( 3.2) 101( 8.3) 41( 7.6)

만성B형간염 79( 5.8) 14(10.7) 16( 8.0) - - 81( 6.6) 33( 6.2)

매독의심 89( 6.5) - 5( 2.5) - - 53( 4.3) 19( 3.5)

폐결핵 -¶ 2( 2.5)† - 8( 4.4) 129( 2.9) - 9( 1.7)

빈혈의심 418(30.8) - 6( 3.0) - - 56( 4.6) -

간기능이상‡ 1,003(73.8) 51(38.9) 51(25.3) - - 255(20.9) -

신기능이상 40( 2.9) - - - - 9( 0.7) -

백혈구이상 165(12.1) - 7( 3.5) - - 25( 2.1) -

혈소판이상 169(12.4) - 10( 5.0) - - 30( 2.5) -

요잠혈양성 - - - - - 12( 1.0) -

† 흉부방사선촬영총수검자 79명중에서 2명(2.5%)은 ‘결핵의심’, 12명(15.2%)은 ‘폐결핵활동성미정’ 소견

으로나옴. 본보고서에서는이중에서 ‘결핵의심’자 2명을환자로가정하였음(이 14명중에서 6명은객담검사

까지시행하였으나모두음성으로판정되었고, 나머지중에서 1명은추적중에사망한것으로파악되었으나나

머지는추적에실패함).

‡ 여기서의간기능이상판단기준은GOT/GPT 수치가 40IU/L을넘는사람으로함.

¶ 장복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취약계층결핵환자 발생현황'(2007.10.04.) : 노숙인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645.2명(일반인 10만명당 62.3명)임.

그 외에 2003년도와 2006년도 서울시 노숙인 무료진료소 이용자의 질병실태 변화양상을 보면, 2003년도의

경우는, 호흡기계질환 23.3%, 근골격계질환 18.0%, 소화기계질환 15.4%, 순환기계질환 7.2% 순서이었으나,

2006년도의경우호흡기계질환 22.1%, 순환기계질환 13.1%, 근골격계질환 12.4%, 소화기계질환 9.7% 로그

질병실태의 변화가 확인되고 있으며, 동시에 정신장애 등이 3.9%(831명)에서 7.3%(1,989명)로, 암 질환 등이

0.1%(27명)에서 0.4%(101명)로증가하는현상도관찰되었다. 반면에사고로인한손상의경우는 1.8%(373명)에

서 0.3%(93명)로상당히감소한상황이다.

<표 5-57> 2003년도와 2006년도서울시노숙인무료진료소이용자의질병실태변화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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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진료(명) 야간진료(명) 병원의뢰(명) 119후송(명) 결핵관리(명)

1월 960 705 981 2 18

2월 915 693 979 8 20

3월 972 825 1,063 6 23

4월 311 912 814 - 13

5월 904 687 863 6 23

6월 1,041 774 916 3 17

7월 1,092 581 831 3 17

8월 1,115 468 1,062 1 13

9월 1,317 662 841 1 16

진단명 2003년 (%) 2006년 (%)

호흡기계질환 4,938 23.3 5,996 22.1

근골격계및결합조직질환 3,813 18.0 3,353 12.4

소화기계및치과질환 3,256 15.4 2,624 9.7

순환기계질환 1,523 7.2 3,551 13.1

피부및피하조직질환 1,305 6.2 1,287 4.7

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1,142 5.4 1,234 4.6

달리분류되지않는증상․후 1,050 5.0 4,698 17.3

눈및귀의질환 1,038 4.9 460 1.7

외인성상처및손상 934 4.4 172 0.6

정신장애및신경계질환 831 3.9 1,989 7.3

내분비. 영양및대사성질환 803 3.8 1,278 4.7

사고로인한손상및중독 373 1.8 93 0.3

비뇨․생식기계질환 140 0.7 262 1.0

신생물및혈액질환 27 0.1 101 0.4

기타 2 0.0 0 0.0

합계 21,175 100.0 27,098 100.0

자료 :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 2002~2003년거리노숙인현장진료소사업보고서, 2007년노숙인의료지원

현황

‘서울시노숙인무료진료소진료의뢰현황(2006년도)’을보면, 전체진료인원 20,507명중에서 ‘병원의뢰’가

된 환자가 10,870명으로 전체의 50%이상이 진료소를 넘어서서 ‘병원(동부시립병원, 서울의료원, 국립의료원,

서북병원, 은평병원등)’으로의뢰가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결핵관리대상자는월평균 16명으로유지되

고있는상황이다(본래수요는그보다더많으나,쪽방지원규모만큼으로제한됨)

<표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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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55 474 775 1 11

11월 1,324 685 947 1 12

12월 1,322 613 798 4 11

합계 12,428 8,079 10,870 36 194

* 야간진료는자원봉사단체(15개)가순환하며주 5일저녁 7시30분-9시까지진료.

*병원의뢰는시립동부병원/서울의료원(2차병원), 국립의료원(3차병원), 시립서대문병원(결핵), 시립은평병

원(정신,알코올), 보라매병원의뢰환자수임.

* 결핵관리는쪽방지원인원임.

자료 :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 2007년노숙인의료지원현황

7)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방안 모색

(1) 노숙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공식화

노숙인 의료문제 특히 사망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장보호를 중심으로 의료정책의 방향이 설

정되어야할것이다. 가장우선적으로는, 보다거리현장에밀착해서노숙인들의 ‘건강상태를사정(assessment)'

할 수 있는 방식도입과같은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예, 모바일 팀 운영 혹은 현장 상담소의 기능강

화). 물론그이후의과정들도세부적으로마련되어야하는데, 그동안논의되어왔던 ‘주제별관리체계구축’이

모색되어야할것이며, 물론중장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선정기준의유연한적용을통하여기초

의료보장의틀안으로편입되어야함은말할나위가없을것이다.

‣ 단기적과제로주제별관리체계구축 ‣ 중-장기적과제

 거리 

노숙

인

건강평가

➡
- 응급 의료서비스 제공

- 알코올 중독자 관리

- 정신질환자 관리

- 결핵환자 관리

➡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편입

①단기적정책과제

현장아웃리치체계강화(모바일팀운영혹은현장상담소기능강화)가필요하다. 이는노숙인들의사망원인

중가장많은것이 ‘손상’인데, 이는 ‘손상’의예방도중요하지만 ‘손상’이발생했을때얼마나신속하게 ‘응급’

적대응이가능한지에따라서그결과가크게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물론현장체계는주제(응급의료,알코

올중독, 정신질환, 결핵)별로문제해결이가능하도록적절한현장인력과후속체계를갖추어운영되어야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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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특히지방의경우는노숙인의료관련체계내에민간의료기관을지정하여편입시킴으로써부족한자원

(resource)을보강할수있어야할것이다.

또한현재운영되고있는노숙인현장진료소들(서울, 영등포, 대전, 대구, 부산)에추가하여 ‘수원’지역에현

장진료소를 1개더신설하여노숙인밀집지역의긴급의료수요에조응할필요가있다. 이노숙인현장진료소들

의경우는, 결국각지역을관할하는 ‘공공의료기관’에의하여공식적으로관리·운영될필요가있는데, 서울(서

울, 영등포)의경우는 ‘서울의료원’, 수원은 ‘수원의료원’, 대구는 ‘대구의료원’, 부산은 ‘부산의료원’이직접적

으로관리·운영의책임을지는것이노숙인의료체계의 ‘공식성’과 ‘지속가능성’측면에서바람직할것으로판

단된다. 다만, 대전의경우는지역의료원이없으므로, 지역사회에서신뢰할만하고공공적마인드가강한민간

의료기관에정부의적절한행정적·재정적지원을전제로위탁운영이가능할수있도록배려해줄필요가있다.

참고로, 현재는공중보건의들이각현장진료소에배치되어진료업무를수행하고있는데, 지역내공공의료

기관으로의편입등이공식화된다면보다책임성이있는 ‘봉직의사’들이해당진료업무를수행하는것이바람

직할것으로판단된다.

②장기적정책과제

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조건을완화하고현실화하여 결국은노숙인들이 기초생활보장체계내로 편입

되어의료보장을받을수있도록고려되어야할것이다.

(2) 알코올 중독자, 정신 질환자 관리

정신질환관련지원이강화되어야한다. 특히대부분의노숙인무료진료소들은현재향정신성의약품을공

식적으로사용할수없는데, 이는현장에서필수적인의약품으로서원활하게사용될수있어야하므로노숙인

무료진료소의의료기관등록혹은해당지역의공공의료기관의분원화과정을통해서독립·공식화함으로써약

품공급및처방에있어서합법성이보장되도록고려되어야할것이다. 또한앞에서얘기한바와같이정신보건

모바일팀(순회진료팀)이구성되어거리현장의정신보건아웃리치서비스를지원하되, 그배후에는지역정신

보건센터등해당지역의전문자원들과의긴밀한연계체계가있어서이들을통해서정신질환등으로의뢰되어

병원에입원했던환자가지역으로퇴원해나왔을때사후관리나재활치료가가능할수있어야할것이다. 물론

이러한체계는기존의상담보호센터나정신보건전문쉼터와같은사회복지자원들과의연계를통해서유기적

으로작동되어야할것이다.

①단기적정책과제

무료진료소의 ‘의료기관등록’과같은향정신성의약품사용가능합법화방안등을모색하고, 거리현장을관

장하는정신보건모바일팀(순회진료팀)을운영한다.

②장기적정책과제

정신보건모바일팀(순회진료팀), 무료진료소, 정신보건전문쉼터, 지역정신보건센터등이서로긴밀하게연



- 185 -

결되는포괄적관리·연계체계가공식화(지역정신보건체계안에노숙인정신보건전문쉼터관리방안까지도구

체적으로 명시되고 소요재정도 지원)됨으로써, 결국에는 노숙인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원·보호받을 수

있도록한다.

(3) 결핵 환자 관리

일단앞서언급한바있듯이, 노숙인상설현장진료소의확대와결핵투약치료를관리해줄수있는현장진

료소내의료인력보강(사례관리방식으로접근)을 통하여일차적인문제를해결해야 할것이다. 그과정에서

결핵진단체계의상설화와국공립병원이나제반결핵요양원과의연계체계를공식화함으로써환자의의뢰-관

리체계를강화해야 한다. 특히현장에서의사례관리체계의확대강화는매우 시급한일이다. 의뢰-관리체계의

구축에얼마간의시간이필요하므로, 일단현재의쪽방지원프로그램을확대하여 ‘병원’에서나온노숙인결핵

환자를위한일시적보호(이용)시설을그수요에맞도록추가로확보하고, 지방에서도이런프로그램이운영될

수있도록중앙정부의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예, 도시의경우쪽방지역등에일시적보호시설설

치및운영).

①단기적정책과제

현재운영되고있는노숙인무료진료소의시스템(사례관리를위한인프라)을보강하고, 결핵협회혹은국공

립결핵병원과의연계를통하여결핵진단체계를상설화할필요가있다.

②장기적정책과제

중장기적으로는결핵요양관리체계(결핵요양원혹은국공립결핵병원등과의공식적연계)를구축하여야할

것이다.

(4) 노숙인 정보관리체계 구축

현재일부기관에서는건강자료, 상담자료, 개인신상자료등이인트라넷을통해서직접검색되고관리되는

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 물론이들이중․장기적으로노숙인관련각종정책개발에중요한자료원으로기능

할수도있을것이므로, 앞으로는보다잘짜여진네트웤프로그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며이와관련하여정

부의지원이반드시있어야할것이다. 그러나동시에그과정에서개인의인권적측면, 법제도적측면의기밀

보호문제등이충분히고려되어야하며따라서공정하고법적인고려가충분히이루어진상태에서공익적단

위(예, 가칭 ‘노숙인윤리위원회’)가개입하여이에대한철저한감시를할수있어야할것이다.

①단기적정책과제

노숙인정보관리프로그램을구축하고배포·운영한다.

②장기적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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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와감시를위한 ‘노숙인윤리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함으로써, 노숙인의사생활기본권을보호해

줄수있어야한다.

(5) 의료문제에 관한 ‘정책결정구조’ 구축 필요

현재 노숙인 건강문제에 대한 실태파악이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못하고, 동시에 노숙인들의 질병특

성과공급자(의료기관)의특성들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정책실패위험성이상존하고있다. 또한, 노숙인들의

흐름과수준(거리혹은쉼터)별의료체계에대한고민이매우부족하므로, 적절한 ‘의사결정구조’를구축하여

의료측면에서의 구체적인 중․장기 정책대안 모색이필요하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서울시의 노숙인 의료비

지출관리대책을보면, 전문적인평가가없는상태에서노숙인과노숙인현장보호기관들의 ‘도덕적해이’만을

과도한의료비낭비요인으로간주하고즉흥적으로의료서비스제한을해결방안으로제시하고있는데, 이는매

우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발상으로서 오히려 이를 통해 노숙인 의료서비스 제공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의필요성이매우높음을확인할수있었다. 아래표와같은 ‘서울시’의노숙인의료구호비규모라면, 전문

적으로계획·수행·평가만잘한다면(특히, 공급자인제공공의료기관들의의료서비스제공행태와서비스의효

율성·효과성평가등) 현재정수준을 유지하는 상황 하에서도 지금보다훨씬효율·효과적으로 의료비 활용이

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표 5-59> 2010년도 노숙인 의료구호비 지출현황 (단위, 천원)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울산 충남 광주 전북 충북 전체

노숙인수 2,803 403 301 261 237 139 86 28 27 20 19 13 4,337 

의료비 6,020,854 178,400 54,839 98,878 1,800 56,248 19,938 2,490 7,572 1,500 1,600 560 6,444,679 

1인당

의료비
2,148 443 182 379 8 405 232 89 280 75 84 43 1,486 

①단기적정책과제

지자체별로 ‘노숙인관련보건의료정책자문회의(가칭)’를구축·운영한다.

②장기적정책과제

국가적 혹은 중장기적문제해결을 위한 중앙부서(복지부)내 ‘노숙인 관련 보건의료정책 자문위원회(가칭)’

를구축하고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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