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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들은 홈리스가 되는가? 

(NYTHS AND FACTS ON HOMELESSNESS) 
 

통념 (MYTH) 이란 무엇인가? 
 
Webster’s Dictionary 에 의하면 통념 (Myth) 은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생겨난  일반 

대중적인 생각 (Belief)과 전통 (Tradition) 이다. 근거없는 그릇된 관념이다. [그 개념의 대상인] 그 

개인니나 사건은 단지 가상 (Imaginary) 이고 증명할 수없는 것일 뿐이다” 라고 정의한다.  

 

우리 현 사회의 대중은 많은 사람들이 왜 홈리스가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대중은 흔히 

그들이 게을러서 홈리스가 되었다면서 홈리스 된 사람들을 나무란다. 필자는 “사람들이 홈리스가 되는  

원인에 대해 흔히 가지 고있는 통념이 무엇이겠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일반과 전문인들 60 여명을 

설문 조사하여 44 개의 통념 (Myth)의 목록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흔히 그 통념에는 진상(Fact) 설명이 

없어 필자 스스로가 통념(Myth)에 대한 진상(Fact) 설명을 정립하게 되었다. 

 

44 가지 통념(MYTH) -근거없이 널리 믿어지고 있는 통념 의 목록 
 

MYTH (통념) 1:  홈리스는 길에서 자는 사람들을 말 함이다. 

MYTH (통념) 2:  홈리스 문제는 제 3 국의 문제이지 미국에는 홈리스를 배출할만한 빈곤층이 없다 . 

MYTH (통념) 3: 홈리스들의 실태 (통계)는 홈리스 옹호자들(advocate) 의 과장일 뿐이다. 

MYTH (통념) 4:  우리 동네의 홈리스들은 우리 동네 시민이 아니고 다른 고장에서 온 사람들이다. 

MYTH (통념) 5:   홈리스 문제는 큰 도시 문제일 뿐이다    

MYTH (통념) 6:  일자리는 많은데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 홈리스가 된 것이다.   

   일을 하기만 하면 홈리스가 되지않을 것이다. 

  

MYTH (통념) 7: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책임 안 저도 되고 편하니까 홈리스 생활 방식을 선택하고 즐긴다.   
 

MYTH (통념) 8:  모든 홈리스들은 술과 마약 중독자들이다. 그들은 술과 마약을 끊기를 거부한다. 
  
MYTH (통념) 9: 홈리스들은 지능이 낮고 패기도 없는 사람들이다. 

MYTH (통념) 10: 홈리스들이란 우리들이 길에서 불 수있는 사람들 뿐이다. 

MYTH (통념) 11: 모든 홈리스들은 길 모퉁이에 서서 구걸하는  백인 독신 남자들이고, 그들은 구걸해서 돈을 많이 

번다. 

  

MYTH (통념) 12: 대부분의 홈리스들은 흑인이다.  

MYTH (통념) 13: 홈리스들은 도움 받기를 원치않는 것같다.    
 

MYTH (통념) 14: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홈리스 생활을 긑낼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을텐데 남의 도움에 언쳐서  

     살려고하니 홈리스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는 것이다.  

   

MYTH (통념) 15: 홈리스들은 도와 주어도 발전하는 결과를 볼 수 잆어 시간 낭비이니 도와 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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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TH (통념) 16: 모든 홈리스들은 에이즈 (AIDS)에 감염된 사람들이다. 

MYTH (통념) 17: 홈리스 민중 가운데에 재향군인은 없다.  

MYTH (통념) 18: 재향군인 홈리스들 (Veterans) 은 월남 전에서 싸웠던 용사들이다. 

MYTH (통념) 19: 나는 절대로 홈리스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지체있는 (Decent) 사람들은 홈리스가  되지 않는다. 

MYTH (통념) 20: 홈리스  민중에 노인들은 끼어 있지 않다.   

MYTH (통념) 21:  가족들이 홈리스 된 식구들을 돌봐 주어야 한다.   

MYTH (통념) 22:  모든 홈리스들은 정신병자들이다.   

MYTH (통념) 23: 이나라에는 정신질환자 치료 서비스가 충분이 있으므로 그들은 홈리스 가 될 필요가 없다. 
  
MYTH (통념) 24: 연방정부가 모든 홈리스들을 위해 경제적 후원을 하는데 왜 길에 사는가? 
 

MYTH (통념) 25: 가난한 이들과 홈리스들을 위한 주택과 쉘터 (Shelter) 가 충분히 있다  
 

MYTH (통념) 26:  집에서 가출하여 홈리스가 되는 아이들은 불량 청소년들이다. 
  
MYTH (통념) 27: 죄수들은 돌아갈 집이 없으면 형기가 끝났어도 감옥에 계속 머물을 수 있다.   
 

MYTH (통념) 28: 홈리스들은 난폭하고 위험한 사람들이다.    

MYTH (통념) 29: 사회복지 단체나 다른 누군가가 홈리스들을 도울 것이니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    
  
MYTH (통념) 30: 정부의 정책은 홈리스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MYTH (통념) 31: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었기 때문에 홈리스가 되었으니 그들을 개종 시켜야 

한다. 하나님은 홈리스들을 미워하실 것이다.  
 

MYTH (통념 )32: 응급 임시숙소 같은 서비스가 오히려 홈리스들이 더 모여들게 하고 동네의 범죄가 늘게 한다. 
   
MYYH (통념) 33: 결혼하고 결혼생활을 지속하면 홈리스가 되지 않을 것이다. 

 

MYTH (통념) 34:  홈리스를 끝내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MYTH (통념) 35: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은 거의가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라 최저임금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MYTH (통념) 36: 생활임금 (LIVING WAGE)을 통과시키면 지역사회 경제에 타격이 된다.  

MYTH (통념) 37: 보혐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는 홈리스 사역/쉘터를 운영할 수가 없다.  
  
MYTH (통념) 38: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것이라 했는데 우리들이 어찌하랴! 

MYTH (통념) 39: 우리는 미국에 빚진자이니 열심히 온 세계에다 전도하면 된다. 

MYTH (통념) 40: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 우리에게는 해외선교 만 하면 된다 

MYTH (통념) 41: 전도가 우선이고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MYTH (통념) 42: 교회는 홈리스들의 영혼구원에만 집중하고 사회사업은 복지기관이 하면 된다. 

 

MYTH (통념) 43: 사람에게 먹는 일 만큼 중요한 일이 없으니 우리는 급식사역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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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TH (통념) 44: 우리 교회는 혼자서 이미 홈리스들을 많이 돕고 있으니 다른 교회들과 함께 할 필요가 없다 

 

 

통념 (MYTH) 1:  홈리스는 길에서 자는 사람들을 말함이다 

 

사실 (FACT) :  HUD (미국 주택공사) 가 채택한 the Steward B. McKinney Act 에 따르면 “노  

  “숙자는 밤에 숙박할 수있는고정된 (Fixed), 정규적인, 그리고 충분한 주택 

(Residence)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곳에 정규적으로 숙 

박하는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가) 공립으로나 사립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임시숙소 (사회복지 보조가 주는 모텔/호텔방, 임시 쉘 

터, 정신질환자를 위한 장기셀터등); (나) 개인들이 장기치료를 위해 들어간 공공시설이 그들의 임시 숙소 

역활을 하는 경우 (병원등); (다) 혹은 사람이 정규적으로  숙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공한 혹 은 

사유의 장소.” HUD 의 “노숙자” 정의는 감옥같은곳에 수감된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셀터가 거의 없는 시골에도 노숙자는 많이 있다. 이런곳에서 노숙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거의 길에서 

자지않고 친구나 친척집에 언쳐서 자거나 표준이하의 그리고 초만원된 누구의 집 한구석에나 위험 한곳 

(마약하고 학대하는 배우자) 에 숙박한다. 노숙자 정의를 문자 그대로 길에나 쉘터에 자는 사람 들에만 

국한하는 정책은 시골의 현실에 맞지않으므로 노숙자들을 돕기위한 연방정부의 자금을 신청 하는데 

있어서 시골 지역을 제외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통념(MYTH) 2:  홈리스문제는 제 3 국의 문제이지 미국에는 노숙자를 배출할만한 빈곤층이 없다 

 

사실(FACT):  미국이 9.3 백만명의 백만장자와 400 명의 억만장자 (2006 년도 통계)를 가지고 

세계재산의 59%를 차지한 세계에서 제일 부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미국 노숙 

문제의 중요 원인중의 하나가 되고있다. 미국에서는 전 가정의 20%가 전 나라 

재산의 85%를 소유하고있다. 이렇게 점점 넓어지고 있는 빈부의 차가  극 심한 

빈곤과 노숙상태를 만들어내고있다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3천 5 백만의 시민들이 

빈곤으로 고통을 겪고있으니 주택을 감당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되 고 빈곤은 

건강을 해치고 병과 무직과 아동학대/가정폭력과 노숙상태로 떨어지 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있다는 것이다.  

 

 

통념(MYTH) 3:  홈리스들의 실태 (통계)는 홈리스 옹호자들(advocate) 의 과장일 뿐이다  

사실(FACT):  미국에서는 매일밤 거의 백만명에 가까운 숫자가, 그리고 매년 3 백 5 십 만명의 

시민들이 노숙상태를 체험한다. 그중에 백만명 (40%) 이상이 청소년들과 어린 

이들이다.  그들은 길에나, 자동차에, 시외버스 터미날에, 고가도 밑에, 공원에, 

처마밑에 혹은 쉘터에, 임시 숙소에 숙박한다.   

 

이 통계는 여러주에 있는 노숙사역연합들이 매년 손수 어느 하루밤을 택해 일일이 세어본 결과에 따라 

발표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들이 노숙하는 사람들을 모두 세어본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노숙자들이 온 도시에 흩어저서 숙박하는 골목마다, 공원마다, 자동차 마다 그리고 쉘터에 오지않는 

노숙자, 눈에 띠지 않는 노숙자까지 모두를 세어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 

노숙자의 수는 그들이 센 숫자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므로 위의 전국적 인 통계는 

정부와 사립기관들의 통계에 근거하여 나온 통계이므로 미국의 노숙상태가 얼마나 심각 한가를 가히 

짐작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노숙상태가 늘고있다는 통계도 증명 된바가 있다. 응급셀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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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기관의 대부분이 매년 노숙자가 늘고있다고 보고하고 숙박하러온 노숙자들 의 3 분의 2 는 방이 

모자라 돌려보내야 했다고 보고했다.  

 

통념(MYTH)  4:  우리동네의 노숙자들은 다른 고장에서 온 사람들이다 

 

사실(FACT):   우리 자신들의 지역사회 여건이 노숙상태를 만들어내고 지속시키는 역활을 한 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우리동네에는 노숙자가 없는데 다른곳에 서온다 (외부 사람)” 

라고 주장하는 것이 쉽다. 예를들면 Florida 사람 들은 일기가 좋아 노숙 자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골치아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lorida 노숙사역연합의 보고에 의하면 Florida 노숙자들의 75%가 Florida 주거자라고 보고 했다. 

노숙자들의 일부가 주택과 일거리를 찾아 이리 저리로 올겨다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도시를 떠나기를 겁내는 편이고 육신적인 정신적인 장애때문에 그리 고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지않아 옮겨다니는 일이 가능하지 않은경우도 많다. 매 도시마다 지역마 다  자체내에서 

새로운 노숙자가 탄생케하는 현실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통념(MYTH) 5: 노숙문제는 큰 도시문제일 뿐이다     

사실(FACT):  미국 저소득주택 연합은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했다: “미국의 어디 에도 

주택난이 없는구석이 없다. 주택난은 매년 더심해지고 노숙자가 늘고있 다.”  물론 

도시에서 노숙자가 더 많이 눈에 띠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골에서도 노숙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하락하는 경제의 영향을 받은 지역 에서 더 심하다.   

 

대개는 가족들, 특히 독신 어머니들과 자녀들이 시골의 노숙자들의 분포를 이루고 있는데 시골에는 

쉘터가 없는 형편이므로 이들은 자동차, 캠프속에나, 비좁은 친구 친척집에 잠자리가 되기에 불충 분한 

어느 한구석에 숙박하는 경우가 많다고 조사/연구가 보고했다. 이들이 원조기관과 관련이 없으 면 노숙자 

통계에서 빠지게 마련이다. 

 

통념(MYTH) 6:  일자리는 많은데 게으르고 일하기를 싫어서 노숙자가 된 것이다.  일을 하기만 하면 

노숙자가 되지않을 것이다 

 

사실(FACT):   전국적인 통계에 의하면 노숙자들의 40%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수입이 주택을 감당할 만한 것이 못되어 그들을 노 숙상태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월급수표를 손에 들고도 많은 사람들은 노숙자가 된다. 주택값이 계속해서 

하늘을 치솟으니  그리고 최저임금이 $5.15 이니, 올랐다 해도 $6.00 미만이니 

주택난을 면할 길이 없다.  

 

현재 전국적으로 거의 천여 만명이 최저임금을 받는 고용인들이다. 많은 최저임금을 받는 고용인들은 

노숙자 가운데에 있거나 노숙상태로 떨어질 위기에 놓여있다. 최저임금 수혜 자의 60%가 가족의 

세대주이다. 그들은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full time 으로 일을 해도 현재 시장가격으로 아파트를 감당할 

수가없다.  전국적으로  사람들은 매신간당 $16.31 (2006년도)을 벌어야 방두개짜리 아파트를 감당할 

수가있다. 연방 최저임금 ($5.85)의 거의 3 배를 벌어야 된다는 말이 된다.  

 

직업을 찾아 유지하는데에는 육신적인 근력외의 많은 것을 요한다: 즉 교육, 직업기술, 경험,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이를 지속하는 능력, 동료들과 잘 어울리고 상사와 잘 협력하는 능력을 요한다. 쉘터가 

아닌 현주소가 없으면 직업을 주지 않는 고용주도 많다.  직업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나 일하고난 후에 

돌아가 쉴 집이 있어야하고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영양있는 음식을 요한다. 이런것들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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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들에게는 직업을 찾는 일이 현 실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 그리고 많은 노숙자들이 정신질환이나  

육신적인 병이나 고질 술과 먀약병이나 다른 질병에 시달리므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지 핞은 경우도 많다. 

너무 오랜동안 길에 노숙생활한 사람들은 현재 상태에서 일을 하기가 어렵다. 노숙생활은 사람 

들로하여금 피곤하고 괴롭고 녹초되게하므로 그리고 그들은 서서히 자신들이 스스로를 위해 무엇인가 할 

수있 다는 소망을 버리고 점점 낙오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능적으로 목숨을 부지하는 일외에 다른 

아무것도 할 능력도, 형편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들은 소망을 가진 생산적인 한 인간으로 재생하기위해 직업을 가지기 이전에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건강 치유와 생활기술, 직업기술, 교육, 집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자활을 필요로 한다. 오늘의 

직업전선은 교육받고 직업기술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쉽지않은 상태다. 교육이나 직업이나 삶자체가 

빈곤과 노숙이란 위기 상태로 인해 중단되고 깨진 사람들에게야 거의 가능하지 않은 일임을 이해해야 

한다. 노숙자 민중의 40%가 직업을 가질 수없는 어린이들임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중과 교회와 정부는 그들이 직업을 가질수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자활을 시켜 주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긴긴 안목으로 볼때 건설적이고 나라의 근심을 영구히 더는 방법 이되고 그들이 다시는 빈곤과 

노숙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길도 된다고 믿는다.  

 

 

통념 (MYTH) 7:   어떤이들은 아무것도 책임안 저도 되고 편하니까 노숙생활 방식을 선택하 고 즐긴다 

 

사실 (FACT):  한마디로 노숙생활이 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병들게하고,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도둑맞고, 매맞고, 강간당하 고 살인까지 당할 수 

있을정도로 해롭고 위험하고, 없우이 여김받고, 우울하고, 폭력이 만연하고, 

굴욕적이고, 자존심 집밟히고, 비도덕적이고, 절망적이고, 사람을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 는 노숙 생활이 좋아서 선택하고 즐길 

사람은 이세상에는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노숙생활이 얼마나 괴롭고 견디기 

어려우면 노숙자들은 평균 44 세 까지밖에 살지 못하겠는가?  

 

우리들이 길에서 보는 노숙자들은 흔히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적으로 폭행 당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오랜세월동안 빈곤, 무직, 병, 유기(버림), 차별, 저주, 노숙이란 

것들에게까지 폭행당해 만신창이 된 사람들이다. 그들의 정신적인 상처가 너무 깊어 유급 직업을 가지고 

독립해서 살아갈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또한 일생동안 빈곤, 노숙, 술, 마약 외에 접한 

것이없고 깊은 절망의 수렁이에 빠저서  자신들 스르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곳에서 나올 수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이러한 끔찍한 상황을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노숙자 민중의 40%가 

어린이들이니 그들이 노숙자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다.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행으로부터 달아나고 

있는 사람들이니 그들도 폭력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비록 어떤 노숙자들이 설사 “우리는 이런 생활을 

좋아 한다” 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노숙생활의 아픔을 아는 그들인데 실패를 인정하는 일이 너무 

아파서,  실오리 만큼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  

  

통념 (MYTH)  8:   모든 노숙자들은 술과 마약 중독자들이다. 그들은 술과 마약을 끊기를 

     거부한다 

 

사실 (FACT):  모든 노숙자들이 술. 마약 중독자들이 아니다. 술, 마약을 남용하더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노숙자가 되지 않는다. 저택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술, 

마약을 남용하고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통계에  

의하면 노숙자 민중의 25-30% 가량만이 술, 마약을 남용하거나 중독자들이라고 한다. 그 

리고 이들의 상당수가 마약과 정신질환의 이중 성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는  

이들이 정신질환으로 까지 고생하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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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술, 마약남용이 사람들을 노숙상태로  몰아가는 경향이 짙은 반면에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정신질환없는 사람들까지도 혼자서 약물  치료하다가 혹은 노숙생활을 견디기 어  

려워서 위로받고 만사를 잊기위해 사용하다가 중독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흔히  이들   

중독자들을 범죄인처럼  취급해서 감옥으로  보낸다. 대부분의 대중은 약물중독이 의료문제  

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치료를 받게해야한다. 그러나 치료 시설이 항상 부  

족하고 그들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장기 치료를 해 주지 못한다. 그리고 치료시설에서 퇴원  

할 때에 그들은 직업과 돌아갈 집과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이런 것 

들이 그들이 다시 술,  마약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있을텐데 흔히  그들이 길바닥으로   

퇴원하는 경우가 너무도 허다하다. 그들의 거리 생활의 고통을 극복하기위해  다시 약물중 

독 친구들에게로  돌아갈  수밖에없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약물중독으로  치닫게 한다.  

집도 절도 없이 길을 혜맬때 이 하늘밑에서 그들을 반기는 사람들은 약물에 중독된 친구들 

뿐이기때문이다. 

  

통념 (MYTH)  9: 노숙자들은 지능이 낮고 패기도 없는 사람들이다 

 

사실 (FACT):  노숙이란 “상태”를 말함이지 사람의 “인격의 결핍”을 말함이 아니다. 오 

랜세월 노숙자들을 섬긴 우리들은 하늘이 점 지해주신 예술, 음약, 수공, 문학적인 

재능을 발휘하며 집가진 사람들에 못지않게는 지성적인 노숙자 들을  많이 만났다: 

법조계, 간호사, 수학박사, 교육계, 은행원등의 전문 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노숙자 민중속에서 보았다.  

 

기댈 수있는 가족하나없이 무직상태에 빠졌다면, 입은옷 한벌과 빈손으로 가정폭력 환경에 

서 구사일생으로 뻐저 나왔다면, 해고당하고 속히 다른직장을 찾지 못했다면,  갑자기 기대 하지않은 

질병에 결려 저축해 놓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그만 두어야 했다 면, 직장에 서 갑자기 상해를 입고 

보험처리 안되고 조금있던 저축이 동이 났다면, 갑자기 정신병이란 진단을 받았다면, 높은 지능지수와 

다양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밖엔 경험한 것이 없다면 누구던지 노숙이란 웅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있겠는가? 노숙은 마치 암 균처럼 사람의 살려고하는 동기와, 자신감과 살고 일하려고하는 

의지를 먹어 치운다. 처음부터 지능이 낮고 패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노숙상태에 떨어진 사람은 점점 

퇴보하고 판단력 상실하고 기능상실한 사람이 되어 지능이 낮고 패기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다. 

 

 

통념 (MYTH) 10: 노숙자들이란 우리들이 길에서 불 수있는 사람들뿐이다 

사실 (FACT):  모든 노숫자들이 다 길에 떠도는 것은 아니다. 나는 눈에 쉽게 띠우지 않는 

노숙자들도 많이 보았다. 예를 들면 교육과 직업 기술, 경험이 있고 위기에 

기댈수있는 가족이 있어 속히 직업과 집을 회복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임시 쉘터에 잠시 묵어가고 길가에서 방황하지 않으므로 대중의 

눈에 띠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들이 흔히 길에서 볼 수있는 사람들 중에는 

장기적으로 수년간 노숙생활하는 사람들과 정신질환이나 장애 상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섞여있다.  

 

  

통념 (MYTH) 11: 모든노숙자들이란  구걸판 (Cardboard sign)을 들고 길 모퉁이에 서있는  백인 독신 

남자들이다 

 

사실 (FACT):  60 년대와 70 년대의 노숙자들은 거의 무직에, 술/약물에 중독된 백인독 신 

남자들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오늘의 숙자 대중은 

독신 남, 녀, 가족, 어린이들, 직업가진 사람들 (workers) 이다. 그들인 이나라의 인구 

통계를 이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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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년에는 7 백 4 십만시민이 공적으로 정해진 극빈자 이하의 소득을 하는 가난한 고용  

인들 (working poor) 이었다. 2003 년에는 노숙자 민중의 40%가 어린이들을 가진 가족이  

었다. 대부분의 노숙자 가족들은 여성이 세대주였다. 전국적으로  여성과 아이들이 점점  증 

가하는 노숙민중의 일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노숙을 체험하는 여성과 아이들의 반은 가 

정폭력으로 부터 피난나온 사람들이다.   

 

노숙자 4 명중의 한사람은 어린이이다. 2000 년에는 전국의 노숙자의 39%가 18 세 미만의  

어린이 들이었다.  임시 숙소 (Transit ional Housing)의 33%가 어린이들을 가진 가족으로  

채워저 있었고, 워싱톤주의 King County 에도 2004 년에는 8,300 명의 노숙자들중에 가족  

노숙자가 2,475 명이었다. 위의 통계들은 노숙자는 구걸판 (Cardboard sign)을 들고 길 모 

퉁이에 서있는  백인 독신 남자들만이 아니고 그 범위가 나라의 인구 통계에 잡힐  정도로   

많고 다양하다는 말이다.   

모든 노숙자들이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다. 길모퉁이에서 구걸하는 노숙자가 모든 노숙자 민중을 

대표하지 

않는다. 길에서 우리들의 눈에 띠지않는 숨은 노숙자들이 더 많다. 구걸하는 노숙자는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수에 불과하다. 구걸하는 사람중에 더러는 노숙자이겠으나 더러는 밤에 정규적으로 숙박할 곳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 “양식을 위해 일하겠다” 는 간판을 들고 서있는 사람들중의 어떤이들은 식량과 

하루밤 

숙박할 곳을 얻는 조건으로  외판원 (Solicitor)조직에의해 배치된 사람들일 수도있다.    

 

 

통념 (MYTH) 12: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흑인이다 

사실 (FACT): 노숙문제는 색갈보다 경제와 지역 (geography) 문제이다.  시골지방의 노숙자들은 

백인, 결혼한 여성들, 현재 직업을 가졌고, 처음으로 노숙 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노숙자가 된지 얼마 안되는 사람들이다. 원주 민이나 계절 노동자들의 노숙은 대개 

시골의 현상이다.  

 

그러나 도시의 노숙 문제는 지속되는 사회 경제의 격차 때문에 백인보다 비례로 (Proportinoately) 소수 

유색인종의 수가 높은 편이다. 예를 들면 워싱톤 주의 주민수의 20%만이 유색인종임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들의 반내지 61%까지가 유색인종이다. 전국적 으로 노숙자 가족의 62%가 유색인종인데 그중에 

43% 가 흑인이다. 그러므로 노숙자들의 거의가 흑인은 아니고 백인도 지역에 따라 많다는 말이다. 

 

통념 (MYTH) 13: 노숙자들은 도움 받기를 원치않는 것같다  

사실 (FACT):  임시숙소에 자는 어떤 노숙자들은 협력하지 않고 도움을 원치 않는 것같 이 보인다.  

피해망상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의심 스럽고 해 할까봐 

겁이나서 피한다. 어떤이들은 과거에 너무 많 이 학대 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특히 

학대 받은 청소년들은 어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가정폭력의 희생자들도 쉽게 사람을 신임하지 않는다. 그 리고 어떤 정신질환자들은 정신 

병원에 강제로 수용되고 그들의 난폭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수족이 묶여 감금된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질환 치료약에서 부작용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걍함들 

을 다시 하게 될까봐 겁을 내고 협력을 거부하기도 한다. 그리고 많은 노숙자들이 임시 숙 

소에 자리가 없어 들어가기가 힘들기도 하다. 전국적으로 임시숙소에 들어가야하는 수요는  

높은데 공급의 능력이 반밖에 안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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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임시 숙소들이 노숙자들을 그들의 행실과 마약남용에 따라 선별하여 숙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내기도 한다. 그들은 약물남용을 스스로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다. 그러기 위해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임시 숙소들은 목적을 세워놓고 열심히 성취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노숙자들은 피해망상증이 심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한방에 자기를 겁내서 쉘터에서 자지않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한데서 자야만 한다. 대부분은 재기하여 더 노력해 보고저하는 의도를 잃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들의 노력과 꿈이 이루어 진 일이 없거나 그들의 생애에 꿈조차  

가져본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노숙자들이 마음놓고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노숙자들과 신뢰관계를 확립해야한다.  

이런의미에서 어떤기관들은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저 계속해서 그들을 심방하며 접근한다.  

  

통념 (MYTH)  14: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노숙생활을 긑낼 수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을텐데 남의 

도움에 언쳐서 살려고하니 노숙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FACT):  노숙생활을 극복하는 일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노숙의 근본 원인이 개인의 결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숙자 옹호자들은 미국의 빈곤, 기아, 노숙의 근본원인을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저소득  

주택 부족, 집업난, 무직, 낮은 최저임금, 교육부족, 약물중독, 가정폭력, 이혼, 정신질환자를 대책없이 

다수  

퇴원, 정신적,육체적 장애, 치료 기관 부족, 문맹, 인종차별, 의료보험부족, 저소득 아동들을 위한 탁아소 

부족,  

소수 유색인종에 대한 분리 정책, 지원서비스 부족, 장기적인 직업/기술훌련 부족, 웰퍼어 수혜자 

어머니들의  

교통편 부족등이 바로 제도적인 문제인 것이다.  연방정부의 세금삭감과 과도한 군사비와 국가 보안비가  

연방예산의 적자, 무직, 빈곤 과 노숙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대중은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노 

숙자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환경이 희생물인 것이다. 

 

통념 (MYTH  15:   노숙자들은 도와주어도 발전하는 결과를 볼 수잆어 시간 낭비이니 도와줄 필요가 

없다 

 

사실 (FACT): 교육, 직업기술, 경험, 건강등의 자력을 가진사람들은 노숙생활에서 속히 회복하며 

이런사람들은 우리들의 눈에 띠지 않는다고 앞에서 언급한 바 있 다. 어떤 전문인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은 이전에 노숙자였거나 현재 노숙상 태를 벗어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누누히 설명 했듯이 이들의 발전도 느리다. 왜냐하면 긴긴 세월의 

고통과 상처 때문이다.  

 

정부나 교회나 사회는 참을성이 부족한 것 같다. 정부는 그들이 응급숙소 제도에 들어간지 3 

개월 이내에 급변하기를 바란다. 교회들도 조금 도와고 기도를 몇변 해 준후에 그들이 일어나 

걷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해에 걸쳐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털고 일어 

나  걷고 제구실을 하는데에도 그들을 손상시키는데 걸린  시간만큼을 요함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독립하고 제구실을 할 때까지 20 년 이상이 걸린다는 사실을  

잊어 버리는 것같다. 사회와 교회는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빠른 속도가 아닌 ,  우리들의  

능력이 아닌 ,  그들의 속도와 그들의 능력의 한계와 보조를 마추어 같이 걸어 주어야한다. 그 

렇게 하면 여러 노숙자들이 성공하는 것을 볼 수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낙오하는 사람  

들은 사회가 교회가 거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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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념 (MYTH  16: 모든 노숙자들은 에이즈 (AIDS) 에 감염된 사람들이다 

 

사실 (FACT):  에이즈에 감염되어 고통하는 사람들중에 경제적능력이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다는 

노숙자들처럼 길에 나 앉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모든 노숙자들이 에이즈 

환자들이 아니다.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그들이 직장에서 차별받거나 병이 깊어 일을 더 이상 할 수없어 직업을 잃기때문이다. 

저소득주택난이 에이즈와 투병하는 사람들이 날로 심하게 겪는 현실이다. 한번 

노숙상태로 떨어지면 집을 가지고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있는 사람들에 비해 이들은 

의료 서비스에 접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길에서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그래서 병도 

더욱 심해저서 절망적이 되고 만다. 

  

 

통념 (MYTH  17: 재향 군인 노숙자들 (Veterans) 은 월남전쟁에서 싸웠던 용사들이다 

 

사실 (FACT):  조사연구발표에 의하면 재향군인들의 노숙은 반드시 전투경험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노숙자가 된 재향군인들은 집을 가진 재향 군인들보다 전투에 

복무한 경험이 적다고 밝혀젔다. 사람들은 흔히 대부 분의 노숙자 재향군인들은 

원남전쟁에 나갔던 군인들 이라고 믿지만 연구발표에 의하면 오히려 노숙자가 될 

위혐에 처해있는 재향군인들은 원남전 후반기나 원남전 이후에 군에 복무했던 

사람들이라고 밝혀젔다. 이들 재향군인들은 전쟁에 나간 경험은 거의 없지만 

정신질환과 약물중 독문제등에 높은 비울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젔다. 아마도 

이는 징집 방법의 문제인 것 같다고 한다. 

 

저소득주택 부족, 점점 희박해 가는 고용의 기회, 오를줄 모르는 임금제도로 위와같은 장애를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노숙자  재향군인들은 일반 노숙자들 보다 백인이 더많고,   

교육을 더 받았고, 이전에 결혼했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재향군인 노숙자는 전 

재향군인  

노숙자의 1.6%이다. 

  

 

통념 (MYTH 18: 노숙자 민중 가운데에 재향군인은 없다 

 

사실 (FACT):  독신남자 노숙자의 1/3 은 재향군인이다. 매일밤 약 30 만명의 재향군들 이 노숙 생활을 

한다. 노숙자 재향군인들의 정신질환과 약물중독이 늘어 가고있는에 이는 징집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같다는 것을 위에서 언급 한 바  있다. 

 

 

통념 (MYTH  19: 나는 절대로 노숙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지체있는 (Decent) 사람들은 노숙자가 

되지 않는다 

 

사실 (FACT):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월급 한달만  못받으면 노숙자가 되기 

쉽상이다 (one pay check away from being homeless). 갑자기 찾아온 병이라던지 

화재, 실직, 이혼등 가정들이 당할 수있는 재난과, 사람들이 억제할 수없는 환경에 

부닥치면 어느누구라도 노숙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노숙문제는 

지체있건 없건 우리들중에 어느누 구라도 떨어질 수있는 가능성이다. 

 

 

통념 (MYTH  20: 노숙자 집단에 노인들은 끼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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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FACT):  노숙자 민중에는 물론 노인 노숙자들도 있고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 미국 

노숙연합회가 밝인바에 의하면 노인들의 노숙이 늘어가는 이유는 주로 저소득주택을 

얻기가 점점 어려워 지고 어떤 노년층의 빈곤이 늘어가는 결과라고 한다. 미국 

가정의 식구 천 2 백 50 만명이 극심한 주택난을 겪고 있는데 그중 백 50 만명이 

노인들이라고 미국 주택공사 (HUD) 가 확인하였다.  

 

조소득 노인층의 37%만이 주택보조를 받고있다. 노숙자 노인들이 희생자가 되기 쉽다고 어떤 연구는 

발표했다. 연노한 노숙자들의 반이 강도 당하고 ¼이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디트로이트 

(Detroit)에서 나온 한 연구가 보고했다. 그들은 또한 여러가지 건강 문제로 고통을 당할 수있다고 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만 그것이 생활비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고 처방약이나 

치과치료비를 물어 주지 않는다.  50세-64세 사이의 노인 노숙자들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에 나이가 

모자라고 그러나 영양부족과 힘든 생활조건때문에 건강은 점점 나빠저서 70노인으로 보이기가 일수이다. 

그러므로 노숙자 민중속에 노인이 없다는 말은 사실 무근이다. 

 

통념 (MYTH  21:  가족들이 노숙자 된 식구들을 돌봐 주어야 한다 

사실 (FACT):  가족 자신들이 극빈자이거나 문제가 많아서 얼마나 극진히 원한다 할지 라도 노숙자 

된 식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집가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노숙자 된사람들게게 가족이 없을 수도있고 있다 해도 그들로부터 소외된 입장인 

경우도 많다.    

 

통념 (MYTH  22:   모든 노숙자들은 정신병자들이다 

 

사실 (FACT):  모든 노슥자들이 정신병자가 아니다. 노숙자 민중의 20%-25% 가 어떤 종류의 심한 

정신질환에 시달린다고 노숙사역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았다. 정신질환을 가진 

노숙자중에 7%만이 입원가료를 요하고 대부분은 주택 지원과 치료를 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 살 수있다고 연방 노숙문 제와 정신질환 연구 위원회는 보고했다. 나는 

하버뷰 (Harborview) 정신병원 외래에서 10년간 가장 치료에 협력을 안하는 만성 

정신질환자들을 지역 사회에서 치료하는 프로그램에서 상담자/사회사업가로 일을 한 

적이있 다. 24 시간 온갖 후원을 겸한 치료를 한 결과 85% 가 지역사회에 살 수 

있었고 15%는 입원가료를 필요로 했다. 85%의 성공률을 내는 일은 비용 을 많이 

필요로 하였다. 

  

 

통념 (MYTH  23: 이나라에는 정신질환자 치료 서비스가 충분이 있으므로 그들은 노숙자가 될 필요가 

없다 

 

사실 (FACT):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의 수가 가능한 치료 서비스를 훨씬 초과한다. 정 

신 병원에서 보다 지역사회에서 더 인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하에 

60년대에 2 백만명의 정신질환자들을 지역사회로 퇴원 시킨일이 있다. 불행하게도 

지역사회는 이들의 쇄도 (Influx)를  받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있지 아니해서 

정신질환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준비도 별로 없는 상태로 양로원, 독신 아파트 

(Single Room Occupancy=SRO)로, 호텔로, 하숙집으로, 저 소득 주택으로  퇴원 

시켰다. 

 

그 결과로 1960 년대 말에는 정신질환자들이 노숙자 민중속에 끼게된 것이다. 지역 정신건 강원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들이 아직도 치료에 필요한 충분한 재력을 확보 하지 못한 입장이며 

그들을 위한 주택도 터무없이 모자란다.  충분히 약물치료를 받지아니 하는 결과로 오는 병세와 행동으로 



 

 

 

12 

이들은 길가, 구치소, 감옥, 정신병원을  번갈아 출입한 다. 결과적으로 충분히 치료를 해 주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역사회가 부담하는 결과 를 가져온다. 워싱톤주의  King County 에서 2003 년에  

35%의 노숙자들이 정신질환을 가 진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에 많은수가 치료를 받지만 그들이 살 수있는 

저소득 주택의 부족 으로 그 들은 노숙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통념 (MYTH)  24: 연방정부가 모든 노숙자들을 위해 사회보장 혜택 (Social Security Supplemental 

Income 등) 으로 후원 을 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사실 (FACT): 사회보장혜택이 생활을 유지하는데에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모든 노숙자 가 다 이런 

혜택을 받을 자격자가 되지 못한다. 사회보장혜택 (SSI)는 이 나라의 시민이나 

영주권자라야 되고 65 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구한 

장애자라야 받을 수있다. 이런 병의 상태는 일반 의사 나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필요하고 법정에서 허락을 해 주어야 유호한데 시간을 많이 요한다. 어떤 노숙자들은 

이를 받을 자격을 가추었으나 많은 노숙자들이 자격 미달이다.  

 

이런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다고해서 반드시 노숙을 면할 수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를 가진 극빈자 어머니들은 정부의 혜택 (Tempora ry  Ass is tance fo r  Needy  

Famil ies) 를 받는데 극빈자 저 소득주택과 극빈자 탁아소 서비스를 받지 못해 노숙자가 

된다. 2004 년에 정부의 매월 사회보장혜택 (SSI) 이 개인당 $564 이였는데 이것으로 한 

칸짜리 아파트를 얻기에도 부족하니 다른 생활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겠는가? 어린이를 

가진 가정이 받는 웰페어도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매월의 보조가  $300 미만 인 주가 

허다하다. 극빈자 저소득주택을 얻지 못하면 이 금액은 생활비로 터무니 없이 부족하여 결국 노숙자가 

된다.  

 

통념 (MYTH) 25: 가난한 이들과 노숙자들을 위한 주택과 쉘터 (Shelter) 가 충분히 있다 

사실 (FACT): 연방 주택보조 혜택의 2/3 는 주택융자 이자의 세금공제등의 명목으로 주택 임자들에게 

간다. 미국에서는 천 3 백만 가구가 주택과 관련된 극 심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한다.  이 숫자에는  집이없는 백만명의 노 숙자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와 반대로 1970년도에는 극빈자를 위한 저소득주택 30 만개 유닛 (Unit)이 남아 돌아갔 

는데 오늘은 5 백만개가 모자란다고 한다. 매 도시마다 매년 저소득주택들을 상실해가고 있  

기 때문이다. 낡은 가옥들을 수리해서 고가주택 (Gentrification)으로 변질 시켜 집세를 올 

리기 때문에 전에 살던 입주자는 비싼 집세를 감당 못해 쫓겨나서 길에 나 앉거나 구치소나 

감옥에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의 보고에 의하면  대통령의 예산안에는 2009년 

까지 극빈자 저 소득주택( Section 8) 의 40%가 삭감되고 혹은저소득하는 80 만 가정이 

주택보조를 잃게 된다고 한다.  이 주택보조는 30 여전전에 가난한 가정과, 장애자와 노인  

층이 주택보조 수령증(Housing voucher)을 받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어린이를 가진 독신여성 가정이 주택보조 (Section 8)를 받으려면 그 대기 목록이 얼마나 

얼마나 긴지 수년씩 기다려야하는 도시도 많아 하늘에 별따기 만클 어렵다고하고 임시 혹 

은 장기 숙소도  46% 의 공급능력밖에 없어서  항상 노숙자의 반을 돌려 보내야한다고 한 

다. 이들은 길바닥밖에 갈데가 없다는 것이 전국적인 쉘터 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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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념 (MYTH) 26:  집에서 도망하여 노숙자가 되는 아이들은 불량 청소년들이다 

  

사실 (FACT):  노숙자가 되는 아이들의 전부가 불량아는 아니다. 노숙자 청소년이란 부 모, 양부모, 

혹은 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18 세 미만의 개인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흔 히 

“동행이 없는” (“unaccompanied”)  청소년이라  칭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노숙자가 되는 이유를 대개  서로  관련성있는 다음  의 세가지 범주  

국한 시킨다. 가정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주택의 불안정을 든다. 많은 청소년들은 오 

랜동안의 육적 ,  그리고 성적인 학대와, 불편한 가족  관계, 가족의 약물중독문제, 그리고  

부모의 방치 (Neg lec t )때문에 집을 떠난다. 가정의 분열 (D is rup t i ve)상태가 청소년들이  

집을 떠나는 근본이유일 것이다.  

 

또한 어떤 청소년들은 가기 가족이 저소득 주택을 얻지못해 경제난을 겪을 때, 고용의 기회 

를 얻지못했을 때, 수입이 적을 때, 건강보험이 없어 치료비에 시달릴 때, 정부조자가 충분 

하지 않을 때  가족과 함께 노숙자가 된다. 그러나 후에 임시, 장기혹은 장기 숙소의 방침에  

따라 부모들과 헤어지는 불행한 결과를 체험하기도 한다 (청소년의 나이에 따 라).  거주의  

불안정이 청소년들의 노숙에 큰 역활을 한다.  

 

양자양육  (Foster care)의 유래를 보면 어린나이에 노숙자가 되는일과 오랜동안 노숙자로  

남아 있게되는 일 사이에 상호 관련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또 어떤 청소년들은 숙박시설이 

나 기관에 배치되어 살다가 석방될 때 노숙자가 되기도한다 – 양자양육(Foster care)을 받  

기에는 나이가 넘어 석방될  때  갈데가 없고 수입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노숙자가 된다. 

 

Arizona 주에서 행한 연구에 따르면 5 백만 청소년들이 매년 집을 나오는데 그중에 2 백만 

명은 어떤종류의 범죄로  검거된다고 보고했다. 같은 연구는 또한 그중에 여아들의 75% ,  

그리고 남아 중의 50%가 집을나온 2-3 일후에 호구재책으로 매춘에 떨어진다고 보고했다.  

(Home Base, Tucson,AZ).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노숙문제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결과이지 절대로 그 아이들이 불량아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통념 (MYTH) 27:  죄수들은 돌아갈 집이 없으면 형기가 끝났어도 감옥에 계속 머물을 수가있다 

 

사실 (FACT):  연방과 지방법은 일단 죄수들이 형기를 마치면 곧장 석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 형기를 마치고 지역사회에 석방될 때 위험 죄수들 (High risk 

offenders)들을 위한 안전한 주택의 선택이 부족한 것 이 문제이다. 석방된 후에 

그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리나 주거지의 마련이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그들이 다시 

범죄할  

위험성이 크고 노숙자가  되므로 지역사회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그러므로 석방후의 대책 이 

시급하다. 

통념 (MYTH) 28:  노숙자들은 난폭하고 위험한 사람들이다 

 

사실 (FACT):  흔히 젊은 노숙자들은 재산과 난폭한 범죄의 원흉으로 보이기 쉽다.  사 실인즉 

노숙하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노숙자들은 범인보다 범죄 의 희생자가 

되는일이 더 허다하다; 폭행, 성폭력, 도난, 강간, 살인에 이 르기까지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Pamela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사회에 위험과 위협이 되지않는다. 그들은 범죄자보다 희생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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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오리 려그들을 온갖 폭력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들을 방치하고 비인간화 하는 구조 

적인 세력과 정부 정책의 희생자들이다. 많은 노숙자들이 모욕과 경멸에 자신들을 굴복시 

키는 한편 다른 노숙자들은 자신들을 향해 행해지는 범죄와, 자신들의 범죄와 사회의 가장  

연약한 일원들 (노숙자들)에게 희생을 가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 용감 무쌍하게 대항한다.” 

 (Fischer, Dr. Pamela. Criminal Activity Among the Homeless?   
 

구속된 노숙자들의 범죄는 대부분 비 폭력적인 것이고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다; 미불된 교 통위반, 

공공한 장소에서 만취, 방랑, 개인 건물에서 취침, 좀도둑질등 피해자가 없는 범죄 이다. 두개의 연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노숙자 남성들중에 구속되는 횟수가 많은 반면에 사람이나 재물에 대해 난폭한 

범죄율은 주거지가 있는 사람들이 범한 난폭한 범죄보다  훨씬 낮았다.    

 

Johns Hopkins 대학의 Pamela Fischer 박사가 Baltimore 에서의 구속기록을 연구했는데 주거지가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나 재물에 대해 10%를 더 범죄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리고 부가해서 1985 년에  

Austin, Texas 에서 행한 연구는 노숙자 남성들이 오직 4%의 난 폭한 범죄를 범했음이 밝혀젔고 모든 

폭력적인 범죄와 재산범죄의 10% 미만을 밤했음이 밝혀 젔다. Austin 에서 행한그들의 주거침입 범죄의 

대부분은 잘데가 없어 그리고 추운 일 기를 피하려고 버려진 빈 건물에 들어가 잔 결과로 밝혀젔다. 

그들이 범한 절도죄의  50% 가 식품과 음료수와 담배를 훔친 것이였다.  공공한 장소에서의 취함 (Public 

intoxication) 이 Austin 에서 검거된 건들의 50%를 차지했다. 집이 없으니 노숙자들이 개인집에서 술을 

마실 수도 없고, 경제적인 자원이 없으니 감당하기 어려운 술 값을 주고 빠에서 마실 수도 없다.  그래서 

마시고 싶으면 공공한 장소 – 길이나 공원등 – 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행동들은 시민들 

(Domiciled citizens) 에게 직접 해를 끼치는종류의 범죄는 아니다.    

 

 

통념 (MYTH) 29: 구제사업단체나 다른 누군가가 노숙자들을 도울 것이니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사실 (FACT):  극빈자들과 노숙자들을 돕는 일은 모든 시민이 할 일이다. 미국에서 극빈 자들, 

장애자들, 노숙자들을 돕는 4 만여개의 사역이 개인들의 개입과 나 눔이 없이 절대로 

이루어 질 수없는 일이다. 70%의 미국인 가족들이 적 어도 한 자선사역에 

헌금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이들중 반 이상이 년 $10,000 의 수입밖에 없는 

사라들이라 한다. 부자들이 수입의 3.5%를 자 선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적은 

수입의 11%를 자선에 준다고 한 다. 65세 이상된 사람들이 평균 헌금보다 25%를 더 

낸다고 한다. 

 

미국의 26,284 지역식품배급소와 5,721 개의 soup kitchen 과 4,120 개의 응급숙소에 식품  

을 조달하는 큰기관인 America’s Second Harvest 에 의하면 전국의 식품배급소와 Soup  

kitchen 의 ¾ 이 믿음의 공동체에 의해 진행된다고 보고했다. 이는  일반시민 들의 헌금과  

봉사로 이루어 진다는 말이다. 많은 사역들이 우리들의 협조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노숙 

문제는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지역사회전체의 일원으로 우리 개인들은 문제해결에 참 

여해야만 한다. 충분한 자금을 위해,  많은 미국 시민들이 빈곤에서 나오게 하기위해 그리 

고 다른 이들이  빈곤과 노숙으로  빠저들지않게 하기위해 우리들은 함께  개입해서 변호 

(Advocacy)해야 한다. 이는 자선 이상의 것, 즉 이를 성취하고저 하는 정치적인 의지의 확 

립을 요한다. 

 

통념 (MYTH) 30: 정부의 정책은 노숙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실 (FACT):  정부의 정책이야 말로 어느 다른 요소보다 노수문제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 

다음의 문제들은 모두가 정책 문제이다: 단칸짜리 독신 아파트 (SRO)와 극빈자 

저소득 택을  더 많이 짓는일; 최저임금상승; 극빈자 아 동들을 위한 탁아소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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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이는 일; 시립 응급숙소를 충분히 제공하는 일; 교회나 사립기관이 너무심한 

규칙의 구속없이 응급숙소 제공할 수있 도록 하는일; 모든시민들이 자기구의 

정치인들에게 가난한 시민을 돕기 위한 정부의 보조 (Human service funding) 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리 는일; 2004년도에 전국의 자선단체 (Human service)들의 

1/3 이 정부의 보조금이 줄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므로 노숙근절은 절대로 정책의 

문제 이다.    

 

통념 (MYTH) 31: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었기 때문에 노숙자가 되었으니 그들을 

개종 시켜야 한다. 하나님은 노숙자들을 미워하실 것이다 

 

사실 (FACT):  노숙자들을 섬긴 경험이 있는 우리들은 노숙자들 가운데에는 깊이 종교 적인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있을 것이다. 많은 노숙자들이 자신 들은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자신들의 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신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아니면 자신 들을 저주하시는가 라는 영적인 질문을 

많이 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애에  하나님이 없어서 노숙자가 되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고 불공 

평한 일반론이고 편견이라  할 수있다. 오히려 이런  부유한 백성들 가운데 극빈과 노숙을  

만들어 내므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사회와 문화와 국가가 한참  잘못된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극빈자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들을 깊이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급의 종사리와 바벨론의 포로생활에서 구해 내신 자비하신 해방 

자로 소개 되었다.  

 

성경의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들의 집으로 창조하시 는 기사로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더 이 

상 근심, 걱정과 눈물과 고통과 노숙이 없는 새로운  집, 새 예루살렘 창조로 끝마친다.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그들을 개종시키려고 서둘른다. 또 어떤 종교적인 사역들은 그들이  

먼저 기도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밥을 안주기도 한다. 

 

노숙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생의 의미와 소망을 가지므로 정신적인 영적인 아픔을  극복하 

게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육신적인 결핍을 극복하는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둘은 

뗄  수없이 얽힌  관계이다. 영적인 욕구만을 충족하는일은 마치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나가서 굶주리고 추위에 얼어죽고 병들어 죽어도 된다”고 하는 말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사람 전체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많은 노숙자 

에게 종교인들이 사랑과 정의를 설교하면서도 그들을 멀리 하기위해 교회문을 닫아 잠그는  

위선자로 보인다. 신약성서는 노숙자로 나시고, 성장하시고, 사시고, 일하시고 죽으신 예수  

님은 그의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천시받고, 병든 노숙자들을 환영하시고 멕이시고  

고쳐주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의 첫설교로 알려진 눅 4:18-19 의 말씀에서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 빈곤에 고통하는 가  

난한 사람들에게 기쁜소식을,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옥에갇친  사람들에게 석방을, 아무런 

소망도 미래도 볼 수없는 장님된 사람들의 시력을 밝혀주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  문화 

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을 놓아주고 드디어 주님의 해방의 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천명 

하셨다.  

 

그의 마지막 설교로 알려진 마 25: 36-41절에서는  주님은 우리들이 굶주린이들과 헐벗 은이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친사람들, 집이없는 사람들을 돕고 안 돕는일이 죽고 사는 일 만큼이나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우리들이 가난한사람들과 노숙자들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기대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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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사람들과 사회와 국가들 통해 가난하고 억눌 린 사라들을 도우신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개인이건, 사회이건, 국가이건간에 노숙자를 포 함한 모든 고통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야 한다. 

  

노숙자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과 육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 둘다 함께 가야한다는 사실 을 강조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가 죄인이라고 소외하는 버림 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통념 (MYTH) 32: 응급 임시숙소같은 서비스가 오히려 노숙자들이 더 모여들게하고 동네의 범죄가 

늘게 한다 

  

사실 (FACT):  노숙자들이 어떤 셀터에서 지나기 위해 멀리 여행하지 않는다. 어떤들 

은 직업을 찾아 도시로 들어 올 수는 있다.  노숙자들이 동네의 범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통념 29 

참조).  텔레비죤에 발표된 범죄의 대부분은 주거지가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짓이지 노숙자들의 짓이 

아니다. 응급숙소가 동네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미국의 National Law 

Center on Homelessness and Poverty 라는 기관이 1997 년에 행한 조사에 응한 59 개 시중 76%가 

응급숙소에 자리가 모자랐다고 보고했다.   조사에 응한 도시들의 전부가 (100%) 그 도시 시민들의 

필요를 충족하기위한 저 소득주택이 모자랐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쉘터와 장기 임시 숙소와 저소득 

주택이 압도적으로 모자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지역 정부는 이웃에 서비스 기관을 

세우는일을 적극 반대해 왔다. 이런 반대는 범죄가 늘까봐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까봐,  교통과 

주차문제가 생길까봐, 그리고 눈에 거슬리는 기관의 모습이면 어쩌나 겁이 나서 그런 것이다.  

 

조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사실은 응급숙소가 이웃과 연합하여 이웃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했다. 

Fresno, CA 에 있는  Evangel Home 이 이웃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 다고 증거한다:   Evangel 

Home 이 전과자들과 그의 자녀들이 사는 주택 사역으로 설립 되는데 전 이웃이 깨끗하게 발전한 예이다.  

Evengel Home 이 집을 수리하고 길을 매일 청 소하니까 이웃사람들도 꼭같이 하더라는 것이다. 그 

결과로 온동네가 깨끗한 동네로 변화를 했다고 한다. 

 

Greensboro, NC 에 있는 Mary’s House 는술/마약중독에서 회복단계에 있는 여성들과 자녀들의 

주택사역이다. 그리고 시애틀의 Lake Burien 장로교회안에 위치한 Hospitlaity House 는 주로 자정에 

감옥에서 출옥하는 여성들을 위한 임시 숙소인데 처음에는 이웃의 반발이 심했으나 동네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또 하나의 예이다. 노숙자들은 세상의 어느 누구와 조금도 다름없이 바탕은 좋은 

사람들이다.    

 

오히려 임시 숙소같은 시설이 노숙자들의 구속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안잔한 

곳에 자고 먹걸이 문제가 당분간 해결이 되기때문에 버려진 빈 건물에 들어가 잘 필요도 훔쳐 먹을 

필요가 줄기 때문이다. 응급숙소는 또한 약물을 나용하는 사람들에게 치료를 제공하고 직업훌련과 집을 

구하는 일을 도와주고, 돈관리, 예산세우는일을 도우며 미래를 게획하도록 도움을 주기때문에, 그리고 

더이상 사람들이 길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마련할 수있기때문에 동네는 오리려 안전해 질 수도 

있다. 쉘터가 동네에 들어오므로 범죄가 늘 것이라는 생각은 필요없는 기우이고 오리려 이런 사역들을 

환영하고 협력하는 동네들은 동네의 범죄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들의 인도주의가 높이 평가되고 

존경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통념 (MYTH) 33:  결혼하고 결혼생활을 지속하면 노숙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FACT):  이말은 가난의 해결책으로 우리 정부가 내놓은선전 문구인듯하다.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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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지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유없이 결혼생활 을 끝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빈곤이 흔히 결혼생활을 깬다.  소 수의 경우 여성들이 결혼을 깨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아이 들 을 가진 여성들의 노숙은 흔히 남편들이 

그들을 버린 결과이거나 자녀 양 육비를 지불하지않기 때문이다. 과거에 웰페어 

정책이 경제사정을 막론하고 남펀이 있으면 혜택을 주지않아 의도적으로 나편들이 

집을 나가야 했고 결과로 가정이 깨진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정책의 문제였다. 

 

노숙자가 된여성들이 호구지책으로 다시 폭력하는 남성들과 가까운 관계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남성들은 대개 여성들을 성적으로나 여러모로 착취하고 가까운 관계에 끝까지 

머물러 있지않는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드시 노숙자 민중의 40%가 아이들을 가진 가족이  

다. 대부분의 노숙자 가족의 세대주는 여성들이다. 아버지들이 가정을 버렸거나 노숙자가  

된 가족들이 가족 쉘터에 방이 없어서 뿔뿔이 헤어젔거나 했을 것이다. 어떤 경우는 목숨 

을 부지하기위해 폭력하는 남편으로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나온 여성들도 있다. 쉘터  

의 규칙에 따라 어린이들의 나이가 13세, 15세, 18세 이상인 경우 흔이 어머니와 함께 

가족쉘터에 수용될 수가 없어 가족들로부터 헤어지는 경우가 있다. 우리의 사회, 국가, 문 

화는 날로 확장되는 빈부의 차를 만들어 극빈자들이 많이 나오게하고  가정이 깨지게해서  

노숙이란 웅덩이로 밀어넣으니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므로 결혼하고 결환생 

활을 지속하면 노숙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다. 

 

 

 

통념 (MYTH) 34: 보혐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교회서는 노숙사역/쉘터를 운영할 수가 없다 

 

사실 (FACT): 흔히들 개개 교회의 보험들이 교회에 시설된 쉘터사역을 포함시켜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체보험들과 문제가 있는 교회는 다음의 보험회 

   사들과 의논해 볼만하다. 보혐회사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Accordia Insurance 

Habitat for Humanity Insurance Unit 

1300 Mt. Kemble Avenue 

PO box 1919 

Morristown, NJ 07962 

 

Hentschell and Associates, Inc. 

621 Pacific Avenue, Suite 400 

Tacoma, WA 98402 

1-253-272-1151 

 

 

Property/General Liability & Auto 

Philadelphia Insurance Companies 

One Bala Plaza, Suite 100 

Bala Cynwyd, PA 19004 

1-800-759-4961/1-800-765-974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iberty Mutual Group 

PO Box 8090 

Wausau, WI 54405-8090 

1-800-653-789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rnerstone Insurance Associates 

8333 Ralston Rd, #7 

Arvada, CO 80002 

1-800-848-8686 

 

Hilb, Rogal, and Hobbs 

Rockville, MD 

1-800-800-286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H. Lloyd & Associates 

1625 K Street, NW, Suite 400 

Washington, DC 2000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hurch Mutual Insurance company 

2852 Remington Green Circle 

Tallahassee, FL 32308-1507 

1-800-554-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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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념 (MYTH) 35:  노숙을 끝내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 (FACT):  바른 접근방법과 계획과 충분한 자금제공으로 노숙문제는 근절될 수있다는 의견의 일치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있다.  미국노숙근절 연합의 촉구와 함 께 워싱톤주 King 

County 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10 Year Plan to End Homelessness” 계획을 

수행중에 있다. 이 사역은 노숙을 유지,경영하는 대신 노숙을 근절하는데에 필요로하는 

계획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King County 의 계획은 "A Roof Over Every Bed in King 

County” 라 칭한다. 

 

King County 의 “10-Year Plan to End Homelessness” 는 정부기관과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들과 종교단체들의 협력의 결과이다. 본 10-Year Plan 은 2005년부터 시작한다. King 

County 의 계획에 명시된 대로 노숙문제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근절하는데에는 정부요인들, 

자선사업단체들,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 유색인종들과 그들의 기관들과 단체들, 작은상인 

들을 포함한 모든 상업단체들, 주택과 서비스 제공단체들, 관심있는 개인들을 포함한 전 지 

역사회의 참여와 헌신을 요한다. 본 계획을 지지함과 동시에 모든 County 의 지역사회들이 

노숙근절 기세에 참여하고있다. 지여사회 공동체로서 우리들은 노숙을 끝낼 수있고 끝낼 

것이다. 

 

 

MYTH (통념) 36: 가난한자는 항상 있을 것이라 했는데 우리들이 어찌하랴! 

 

사실 (FACT): Newsletter No. 5: (July 2010)                                                                                           

통념(MYTH): 가난한자는 항상 있을 것이라 했으니 우리 힘으로 어찌 할 수가 없다 

 

사실 (FACT): 마 26:11 (막 14:3-9) 의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란 말씀은 

교회에서 가장 잘못 해석 되어지고 잘못 사용되어온 성경 본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우리는 

이 말씀을 가난한 이들이 많이 있어도 괜찮다고 허락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가난한 

이들을 외면할 핑계를 찾는 데에 사용하는 듯 하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란 말씀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성의 

이야기 속에 나온다 (마 26:6-13; 막 14:3-9; 눅 7:36-50; 요 12:1-8). 여기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이 여인이 일 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향유를 허비한다. 왜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을 돕지 않는가” 였다. 그들의 이런 생각에 반응하여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언제든지 너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곧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니 (마 26:11; 막 14:7) 지금은 우선 이 여인 처럼 내게 

좀 신경을 써다우” 하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신 15: 4-6 에서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고 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혹은 성경전체의 명령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만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레 19:18, 33-34; 23:22) 는 명령을 다 지키면 너희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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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탐욕과 이기심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외면하면 가난한 사람이 생길 것이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이들이 없게 하는 길은 우리들이 탐욕을 버리고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신 

15:7-11; 갈 5:14; 행 4:32-35). 

 

Kraybill 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인간의 탐욕과 야심이 계속해서 사람의생을 지배하는 한 항상 가난한 사람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예측하셔서 하신 말씀이다. 가난의 지속을 정당 화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들의 사회적인 책임 회피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빈곤을 근절시키는 일은 결코 끝나지 않는 고투임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다.” (Kraybill, Upside-Down Kingdom, 124-125).  

 

이 해석은 우리현실에서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세금공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회 복지 

자금을 삭감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정책을 계속하는 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정부의 사회복지 혜택이 가난을 없애는 수준이 아니라 가난을 지속시키는 수준에 

머무는한 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의 인색한 

생활이 계속되는 한 이 땅에는 가난한 이들이 항상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가난한 이들이 있음을 허락하는 해석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는 

정책이나 개인들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면을 정죄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받은 축복으로 

그들을 축복(창 12:1-2) 하는 한편 정부가 가난과 노숙을 없애는 정책을 하도록 축구할 

일이다.  

 

MYTH (통념) 37: 우리는 미국에 빚진자이니 열심히 온 세계에다 전도하면 된다 

사실 (FACT):  “우리는 미국에 빚진자” 라고 기독교인들이 말할 때는 대개는 예수를 믿는 신앙을 

이어받았으니 신앙에 빚진자라는 의미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열심히 그 

신앙을 남에게, 특히 해외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므로 열심히 해외 선교를 한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고 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기 위해 그 들의 일생을 쏟아 

부었으니 우리 한국사람은 미국에 신앙의 빚을 진사람들이다.  

 

우리는 6.25 동란 때 미국 군인들과 UN 군인들이 이북 공산군의 침략에서 우리들의 생명을 구해주기 

위해 그들의 귀중한 피를 대한민국 강산에 쏟아부었으니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을 빚진자이다.  

 

물론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을 두동강이 로 갈라 놓지아니 했더 라면 동족간의 전 쟁을 일어 

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남,북한 전쟁은 제 2차 전쟁에 피패해진 강대국들의 경제적인 기회로 

일으켰으니 무슨 생명의 빚을 젔느냐” 는주장에도일리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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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여튼 일단 정쟁이 도발한후 지형이 험하고 혹독한 추위의 낯선 한국강상에 65,000  명이 

생명을 묻고 92,000 이 부상을 입으며 싸워주어 공산당이 되기 싫은 우리들 을 수백만이 죽는 가운데 

살려주었으니 생명을 빚진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물질적인 면에서도 빚진자이다. 6.5 사변후 사람과 강산 모두가 피패해 지고 춥고 배고프던 시절에 

미국이 보내준 밀가루와 설탕, 치즈로 연명했었으며 그들이 보내준 옷을 입고 추위  

이겼었다. 그리고 전중후 50 년대 후반과 60 년대와 70 년대에 미국이 한국 수출의 시장이 되어주어 

전쟁의 페허에서 오늘의 눈부신 성장으로 갈 수있게 했으니 물질적으로도 빚진 자이다. (물론 페허가 된 

한국에 공짜로 준 것이 아니고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미국측의 장사속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리고 

낯선 외국인인 우리들을 이 땅으로 받아드려 뿌리를 내리고, 자식 낳고 일하며 살도록 따뜻이 환영해 

주었으니 우리는 미국에 빚진 자이다. (물론 자국의 이익을 위한 

미국의 이민정책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우리들이 미국에 빚을 젔다면 이렇게 엄청난 빚을 젔는데 왜 재미교포들은 해외에 신앙과 물질을 전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이 나라 시민이면서 우리들보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왜면 하는가? 물론 배고프고 

헐벗고 하나님을 모르는 제 3 국에 신앙과 물질을 나누는일을 비판하는 말은 아니다. 그것도 반드시 

해야한다. 그러나 빚진 미국에다  직접 갚는일은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다. 그들이 다 잘 살기때문에?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에는 3,900 만 의 극빈자들과 3 백 50 만명의 (매년) 노숙자들이 미국내에서 

제 3 국사람들처럼 고통스럽 게 살고있는데 우리들은 그들에게 우리의 빚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가? 

그들에게 우리가 생명으로 갚지는 못할망정 우리들이 받은 싱앙과 물질의 축북을 나누는 일은 

조금이라도 우리의 빚을 갚는 일이 될 것같다. 한국 사람들은 신세끼친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을 “배은 

망덕한자” 라고 부른다. 그들을 모른척해서야 하나님이들 어찌 섭섭해 하시지 않겠는가?  

 

MYTH (통념) 38: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 우리에게는 해외선교만 하면 된다 

 

사실 (FACT):  한국교회들은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 해외선교 부 터 한다고한다.  

   성경에  “땅끝까지”란 말이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 리아와” 라는 말이 

먼저나온다:  

 

행 1:8: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눅 24: 47: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마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켜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위에 나열한 세 파송 본문의 “증인, 회개, 용서, 제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 에게 가르켜 

지키게 하라” 등은 단지 영적인 개인구원만을 의미함이 아니고 그 이상을 말하 고 있다. 하지만 

많은교회들은 위의 3 본문의 “제자가 된다, 증거한다,” 혹은 “회개한다”를 오직 영적으로만 해석하여 

개인 영혼의 영적인 구원을 얻기위한 제자훈련을 많이 실시한다.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은 “땅끝까지”에 

중점을 두고 헌금과 선교사들을 해외로 보내면서 지역사회의 선교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파송명령으로 즐겨 사용 하는 마 28: 19-20 에는 “땅끝까지”란 말이 없고 이는 행 1:8 에 있는 

말씀인데 “예루살렘 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를 빼고 “땅끝까지” 만을 강조한다. 그 구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라미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라 함은 주님께서 선교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지역사회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라는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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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예수님의 파송 명령은 지역사회와 도시의 문턱을 뛰어넘어 해외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지역사회선교부터 시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미국의 선교의 산물로 세계선교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가난한 제 3 국에 가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구름같이 일어 나지만, 그리고 우리들이 받은 신앙과 물질의 축북을 가난 

한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역선교도 꼭 해야한다. 통념 

38 에서 언급한 대로 미국에 빚진자로서 그리고 선교는 이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세계선교와 지역사회 선교를 꼭 같이 해야한다.  우리는 지역선교에 깊이 참 

여하여 우리가 미국에 진 빚을 신앙적으로, 물질적으로 갚아가야 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 

는 소수민족으로서 받은바 은혜와 축복을 사회로 되돌린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MYTH (통념) 39: 전도가 우선이고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사실 (FACT): 

 

많은 기독교인들은 전도를 선교의 범주에 넣고 이웃을 돕는 일은 “구제” 부르면 이 두개가 별개의 

사역인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즉 전도는 혼을 구원하는 사역이고 반드시 해 야하고 구제는 교회가 

할 수있으면 하고 안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예수님은 그리고 

미국장로교에서는 전도와 구제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모두를 “선교” 사역으로 간주한다. 어떤 학자는 

미국에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와서 있으므로 우 리들은 그들을 향해 먼저 선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이스어로 “전도”라는 개념은 “기쁜 소식, 복음”을 의미하는 “Evangelion” 이라는 말과 그것의 

동사형 “Evangelizo/Evangelizomai””기쁜 소식을 선포한다” 라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유래한다. 

이런 용어들은 희랍어 구약성경 (70 인역)에서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뜻으로 25 번이나 사용되었다. 

신약에서는 이 용어들이 130 번 나오는데 그 동사형은 하늘나라가 도래했다고 선포한 예수님의 

지상선교와 사역을 의미한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선교에 유일하게 

해당되는 용어들인 것이다 ( Maynard-Reid, Evangelism, 60) 

 

Bakke 라는 학자는 “복음은 우리들이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 의 기쁜 소식 이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누구이며, 그가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계속 하고 계신가이다” 라고 말한다 (Ray 

Bakke, The Urban Christian (Downers Grove, IL: Inter Varsity Press, 1987), 146.  

 

누가복음의 온전한 (wholistic) 전도사상 (evangelism)은 약자와 낮은 사람들을 인정해 주고, 받아주고 

소망을 주고 있다:  가난한 노예, 나환자, 여자, 아이들, 이방인들, 사마 리아인들, 세금 거두는이들이 

새로운 빛 속에서 자신들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 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난 후 자신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개혁을 체험하도록 하고있다 (Maynard-Reid, Evangelism, 79).  

 

예수께서 설교만 하시고 병을 고치지 않으셨다고 상상할 수가 없다. 또한 군중을 먹 이시고 생명의 떡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지 않았다고 상상할 수가 없 다. 이 둘은 분리할 수없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사역이 사회적인 요소가 없이 오로지 내적, 개인적인 것에만 국한된다고 의미하신 적이 없으시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진실한 개혁운동은 기독교 사역의 사회적인 사역과 영적인 사역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항상 인정해 왔다 (Maynard-Reid, Evangelism, 63,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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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와 선교는 동반자 관계이다: 그들은 정의와 의로움을 위한 노력을 동반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고아와 과부를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도덕성 을 

파괴시키셨다. 우리들은 도심지의 가난한 이들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가난한 이들은 부 자보다 

더 죄인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다른 이들이 죄를 지은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 들의 죄와 

불의의 희생자들이다. 전도와 선교는 새의 양 날개처럼 그리고 가위의 두 날처럼 함께 있어야 한다. 

어느것이 먼저냐고 논쟁 할 수가 없다. 사회사역은 다시 사신 주님께서 죄의 노예 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들을 해방 시키신데 대한 사랑의 봉사이다  (Bakke, Urban Christian, 75).   

 

웨슬리는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아무런 선한 행위나 의로움이 선행함이 없이 믿음 으로 의롭다 

하신다. 바울의 가르침도 믿음 이전에 의로움을 말하지 않지만 믿음 후에도 그 런 것은 아니다. 거룩함은 

(holiness) 정결을 (punity) 선행하지 않지만 정결은 거룩의 뒤를 따라와야 한다” 고 했다 (Watson, 

Proclaiming Christ, 121).  

 

의인 (justification)의 목적은 정의를 생산하는 것이다; 즉 공정한 사람, 공정한 사회와 공 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속에 놓아둔 채 의인 (justification) 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무덤 속에 내버려둔채 부활을 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들 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예수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이 친구로 삼 으신 가난하고 멸시받는사람들로부터 우리들이 

격리되고서는 하나님을 닮아갈수가 없다 (Jennings Jr., Wesley, 32-33). 

 

 

MYTH (통념) 40: 교회는 홈리스들의 영혼구원에만 집중하고 사회사업은 복지기관이 하면 된다. 

 

사실 (FACT):   

 

 

MYTH (통념) 41:  사람에게 먹는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으니 우리는 급식프로그램만 하면 된다 

     

사실 (FACT):  먹는일이 중요하기는 하나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가 없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 하셨다 

(마 4:4; 신 8:3-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므로 급식 사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 예배를 넣는다. 흔히 급식이 주사역이 아니고 예배가 주인 

데 노숙자들을 오게하기 위해서 급식을 제공하기도한다.  심한 경우에는 예배에 참석을 아니한 노  

숙자들에게는 급식을 거부하는 경우도 생긴다.  또 어떤이들은 예배에 온 것이 기특해서 상급으로  

급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많은 한국인들이 언어가 모자라고 다른 노숙사역을 하려면 노력과 돈과 방 

법을  필요로 하고 급식은 말을 못해도 쉬우니까 많이들 한다. 흔히 무엇인가 해서 보람을 체험해야 

겠는데 제일 쉬운 급식을 제공하여 노숙 사역을 했다고 자랑하고 기록을 세우기위한 목적으로 하기 

도 한다. 누구를 위해 하느냐고 물으면 솔직히 자신들을 위해 하는 급식 사역이 많다고 보겠다. 그 

래서 오랜 세월을 급식만 하는 분들은 수고는 많이 하지만 빵으로만 살 수없는 노숙자들의 입장, 즉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인식하지 못해서라고 보겠다.  

 

식사전에 예배와 성경공부에서 그들의 죄를 신란하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본론으로 하 

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들 지도자들이 또 하나 깨닫지 못한 것은 노숙자들이 일생동안  

식구들과 사회와 교회로 부터 그렇게 정죄로 학대를 받아온 터라  죄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먼저 자신들을 너무 정죄한 나머지 자신속에 좋은 것을 다 잃고 그지경이 된 사람들이라 

는  사실이다. 밥을 얻어 먹기 위해 협력하는 척, 고백하는 척, 기도를 드리는 척, 하나님을 믿는 척  

할 뿐이니 이 방법을 효과적이 못된다.  

 

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가장 아픈곳인 죄를 신란하게 비판, 정죄하고 때리는 일보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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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주어 죄에서 나음을 얻게하는 일이 더더욱 시급하다. 이를 위해 하나 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들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이 

므로 (고전 3:16-17)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몸은  

매우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무슨 짓을 했더라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심을 알려 자신감을 북돋아 주고 하나님께로 돌아 올 마음이  

생기도록 하면 이것이 곧 그들의 영혼에 보약이 되어 그들이 저지르는 온갖 죄된 행동이 치유를 체 

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 오는 기적을 보게 된다.  

 

나는 식사를 위한 기도와 예배에다 찬양을 넣으라고 권한다. 찬양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 

으로 까지 한푸리가 된다. 즉 찬양은 기도요, 자신의 신세 한탄과 호소이고 울부짖음이요, 하나님  

과의 대화요, 고백이며 변화하여 하나님 사람되겠다는 각오를 다짐이니 치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또 이렇게 영적으로 구원하는 사역하나에만 머물을 수가 없다. 사역을 계속 하면서 일어나  

걸을 준비가 되면 걷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영적사역에만 국한하고 돕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어린 

애기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 혼자 걷고 혼자 크라고 혼자 내버려 두는 일과 같다. 이때 이들이 필  

요한 것이 교육과 직업기술과 직업을 구하는 일과 집을 구해 입주하는 일이다. 이것들을 다 이루어 

야 스스로 걷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니 여기까지 그들과 함께 걸어주고 도와 주어야 한다. 그들은 

너무 오랜 세월동안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만신창이 되어서 이렇게 독립한 후에도 우리들의 도움을 필 

요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노숙사역을 하는 궁국적인 목적은 우리들이 보람을 느끼는데에 있는 것이 아니 

라 그리고 임시적으로 먹고 입는 것이나 도와주어 연명케하여 노숙생활을 계속, 유지 (Maintain and  

manage)  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념 7 에서 언급했드시 죽음에 이르는 노숙을 완전히, 철  

저히 끝내 (END) 주기 위함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런 목적을 바라보며 노력하며 급식시켜주고 기 

도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어도 모자라는 우리들이 어찌 이를 다 감당한단 말인가? 영어하는 2세들과 동역을 하고 동네에  

있는 노숙 단체와 동역을 하면 가능한 일이다. 통념 38 에서 언급한대로 우리들이 미국에 진 빚을  

갚을 마음이 있으면 적어도 이런정도에 까지 가야한다. 물론 우리들의 시간과 돈과 정력과 전문성을  

요한다. 빚을 갚는 사람들은 그만한 값을 치룰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빚은 말로 갚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MYTH (통념) 42:  우리교회는 혼자서 이미 노숙자들을 많이 돕고 있으니 다른 교회들과 함께 

     할 필요가 없다 

 

사실 (FACT):  혼자 잘하는 교회는 다른교회를 감화시켜야 한다: 우리 한국 교회들은 혼자 하기 를 

즐긴다고 한다. 사역을 잘 하는 큰 교회일수록 다른 교회들과 협력하는 일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  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보람과 명성을 남과 나 누기 

싫어서 그렇다고도 한다.  

 

여러 교회끼리 함께 힘을 합해야 한다. 혼자 잘 하고 있는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 들과 함께하면 작은  

교회에도 힘이되고 할 기회를 주게 된다. 그러므로 혼자만 잘 할 것이 아니라 남도 잘 하도록 가르치 

고 감화를 줄 필요와 의무가 있다. 함께 하면 서로 정보와 자료와 지도력도 나누게 되고 서로 에게서  

배우게 되고  힘도 합하게 되니 훨씬 효과 적이다.  

 

 

타 교단과 타 종파에까지에도 넓혀가면 더 큰 사역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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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여러교단, 초 종파까지도 노숙사역을 함께 하는 도시가 너무 많다. 여러 종파가 자신들 의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러던 간에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 이라면 

함께 일하는 실례들을 보면 신앙 문제는 거론치 않고 봉사만 묵묵히 함께 한다. 함께 하면 서 로  정보와 

자료와 지도력도 나누게 되고 서로 에게서 배우게 되고  힘도 합하게 되어 더 큰 사역이 가 능해 저서 

훨씬 효과 적이다.  

 

자기 종파로 노숙자들을 끌어 오려는 사심이 없이 함께 봉사하는 모습은 아름다은 것이 아닐까? 그러나 

한국인들은 다른 종파하고 함께 앉으면 자기 신앙이 떨어지거나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싫어 하실까?  

 

일반 사회의 노숙사역과 협력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끼리만 하면 힘과 기술과 방법도 부족하고 전문성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니 동네의, 혹은  

그 도시의 일반 노숙사여과 협력관계를 맺고 동역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 동네나  

도시에서 노숙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 또는 못 미친 도움이 무엇인지도 알게된다.  그리고 일반사회 

의 노숙 사역들도 교회의 협조없이 사역을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종교 단체의 도움 과 협력이  

전국의 급식과 식품배급소와 심지어 저 소득주택을 짓는 일에 이르기 까지  얼마나 큰 역활을 하고  

있는지는 사회의 노숙 사역전문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전도사역을 전 세계에 까지 넓히려하는 우리들이니 우리가 하는 사역도 남에게 넓히려는 노력을 \ 

해야한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던 사역이고, 우리들에게 계속하도록 맡기셨다면, 그리고 주님  

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세계선교에 못지않게 열심히 하여야하고 이것이 즉 세계 선교가 아  

니겠는가?   

 

나는 금년 (2007)에 Alaska Northwest Synod of Presbyterian Church내의 5 노회에다 Network 

(연합) 을 조직하는 일에 산파 역활을 한바 있는데 그 목적을 위와 같이 정립하고 다음의 시행들을  

각 교회에 격려 촉구하고 있다: 

  

1. 교회들이 노숙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서로 돕고 Idea 와 자료와 지도력을 나누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간에 그리고 다른 교회들과 초교파,  초종파적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의 노숙 사 

역들과 협력관계를 이루도록 (Partnership) 지도한다. 

 

2. 현재 교회들과 다른 기관들이 진행시키고 있는 “십년안에 노숙근절” 계획안에 서명케한다. 

 

3. 교회들이 노숙 응급조치 사역에서 완전 노숙근절을 향해 한발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4. 교회의 약화 되어있는 노숙사역을 강화 시킨다. 

 

5. 노숙 근절을 위한 새로운 노숙 사역을 시작하도록 돕는다. 

 

6. 모든 장로교회들을 현존하는구제, 응급조치, 노숙방지, 교육, 직업훌련, 주책마련등 영구한 

해결과 변호/중재 역활 (Advocacy)을 포함한 모든 노숙근절 사역과 협력관계를 맺고 함께 

사역하록 지도, 격려, 촉구한다. 

 

7. 대 예배에다 자주 5 분간 노숙문제에 대해 의식화하 시키는 시간을 넣으라.   

 

8. 전문 목사님을 초청해서 가끔 노숙문제에 대한 성경공부시간과 워크샵을 넣으라. 

 

9. 매달 $100 이상을 이 사역을 위해 헌금하라. 

10. 귀 교회가 시행하고있는 노숙사역의 이야기를 다른 교회와 나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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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교회에 노숙사역에 종사, 봉사하시는 교인이 있으면 우리단체에 대표로 보내라. 

 

12. 지역사회의 노숙자 사역들이 추진하고있는 10 Year Plan To End Homeless 에 서명하라. 

 

……………………………………………………………………………………………………………………….. 

………………………………………………………………………………………………………………………… 

 

통념(MYTH) 이란 무엇인가? 

Webster’s Dictionary 에 의하면 통념(myth)은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생겨난 일반 

대중적인 생각(belief)과 전통(tradition)이다. 이는 근거 없는 그릇된 관념이다. 개념의 대상인 그 

개인이나 사건은 단지 가상(imaginary)이고 증명할 수 없는 존재일 뿐이다.” 

 

통념(MYTH): 일자리는 많은데 게으르고 일하기를 싫어서 노숙자가 된 것이다 

사실(FACT): 전국적인 통계에 의하면 노숙자들의 40%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수입이 주택을 감당할 만한 것이 못되어 그들을 노숙상태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월급수표를 

손에 들고도 많은 사람들은 노숙자가 된다. 주택 값이 계속해서 하늘을 치솟으니,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랐다 해도 $6.00 미만이니 주택을 감당할 길이 없다. 현재 전국적으로 거의 천여 만 명이 최저임금을 

받는 고용인들이다. 많은 최저임금을 받는 고용인들은 노숙자 가운데에 있거나 노숙상태로 떨어질 

위기에 놓여있다. 최저임금 수혜자의 60%가 가족의 세대주이다. 그들은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full 

time 으로 일을 해도 현재 시장가격으로 아파트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사람들은 시간 

당 $17.31(2008 년도)을 벌어야 방 두 개짜리 아파트를 감당할 수 있다($17.31 을 housing wage 라고 

부른다). 연방 최저임금 $5.85 의 거의 3 배를 벌어야 된다는 말이 된다. 

직업을 유지하는 데에는 육신적인 근력 외에 많은 것이 요구된다. 즉 교육, 직업기술, 경험,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이를 지속하는 능력, 동료들과 잘 어울리고 상사와 잘 협력하는 능력 등이다. 

쉘터(노숙자들이 며칠 내지 한 달 혹은 90 일까지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임시숙소)가 아닌 현주소가 

없으면 직업을 주지 않는 고용주도 많다. 직업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나 일하고 난 후에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깨끗한 옷에, 영양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한다. 집은 건강의 요소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없는 노숙자들에게는 직업을 가지는 일이 현실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 

그리고 많은 노숙자들이 정신질환이나 육신적인 병이나 만성 술/마약 중독이나 다른 질병에 시달리므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너무 오랫동안 길에서 노숙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서 

일을 하기가 어렵다. 노숙생활은 사람들로 하여금 피곤하고 괴롭게 하므로, 그들은 서서히 자신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소망을 버리고 점점 낙오하게 되게 한다. 그러므로 본능적으로 목숨을 부지하는 

일 외에 다른 아무 것도 할 능력도, 형편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소망을 가진 생산적인 한 인간으로 재생되기 위해, 직업을 가지기 이전에 육적 정신적 영적인 

건강 치유와 생활기술, 직업기술, 교육, 집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자활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의 

직업전선은 교육받고 직업기술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다. 교육이나 직업이나 삶 자체가 빈곤과 

노숙이란 위기상태로 인해 중단되고 깨진 사람들에게는 거의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통념(MYTH): 이들은 아무 것도 책임 안 져도 되고 편하니까 노숙생활 방식을 선택하고 즐긴다. 

사실(FACT): 한마디로 노숙생활이 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춥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게 

하고,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도둑맞고, 매 맞고, 강간당하고 살인까지 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해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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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고, 천시당하고, 폭력이 만연하고, 굴욕적이고, 자존심 짓밟히고, 비도덕적이고,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사람을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노숙생활이 좋아서 선택하고 

즐길 사람은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노숙생활이 얼마나 괴롭고 견디기 어려우면 노숙자들이 

평균 48 세까지밖에 살지 못하겠는가? 

우리들이 길에서 보는 노숙자들 중에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적으로 폭행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빈곤, 무직, 병, 유기(버림), 차별, 저주, 노숙이란 

것들에게까지 폭행당해 만신창이 된 사람들이다. 그들의 정신적인 상처가 너무 깊어 유급직업을 가지고 

독립해서 살아갈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또한 일생동안 빈곤, 노숙, 술, 마약 외에 접한 것이 

없고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러한 끔찍한 상황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노숙자 민중의 40%가 어린이들이니 그들이 

노숙자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다.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으로부터 피신하는 사람들이니 그들도 

폭력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비록 어떤 노숙자들이 설사 “우리는 이런 생활을 좋아 한다”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일이 너무 아파서, 실오라기만큼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통념(MYTH): 모든 노숙자들은 술과 마약 중독자들이다. 그들은 술과 마약을 끊기를 거부한다 

사실(FACT): 모든 노숙자들이 술/마약 중독자들은 아니다. 술/마약을 남용하더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노숙자가 되지 않는다. 저택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술/마약을 남용하고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통계에 의하면, 노숙자 민중의 25%-30% 가량만이 술/마약을 남용하거나 

중독자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의 상당수가 마약과 정신질환까지 겸해서 고통 하는 사람들이다. 흔히 

술/마약남용이 사람들을 노숙상태로 몰아가는 경향이 짙은 반면에,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혼자서 약물 치료를 하다가 혹은 견디기 어려운 노숙생활에서 위로받기 

위해 사용하다가 중독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흔히 이들 중독자들을 범죄인처럼 취급해서 감옥으로 

보낸다. 대부분의 대중은 약물중독이 의료문제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들을 치료받게 해야 

한다. 그러나 치료시설이 항상 부족하고 그들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장기치료를 해 주지 못한다. 그리고 

치료시설에서 퇴원할 때에 그들은 직업과 돌아갈 집과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술/마약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길바닥으로 퇴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들은 갈 데가 없어 다시 약물중독 친구들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이전의 

약물남용은 다시 시작되기 마련이다. 

 

통념(MYTH):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흑인이다 

사실 (FACT): 노숙문제는 색깔보다 경제와 지역(geography) 문제가 크다. 시골지방의 노숙자들은 백인, 

결혼한 여성들, 현재 직업을 가졌고, 처음으로 노숙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노숙자가 된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다. 원주민이나 계절노동자들의 노숙은 대개 시골의 현상이다. 

그러나 도시의 노숙 문제는 지속되는 사회 경제의 격차 때문에, 그리고 직업난 때문에 백인보다 

비례로(proportionately) 소수 유색인종의 수가 높은 편이다. 예를 들면 워싱턴 주의 주민수의 20%만이 

유색인종임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들의 반 내지 61%까지가 유색인종이다. 전국적으로 노숙자 가족의 

62%가 유색인종인데 그 중에 43%가 흑인이다. 그러므로 노숙자들의 거의가 흑인은 아니고 백인도 

지역에 따라 많다는 말이다. 

 

통념(MYTH): 노숙자들은 도와주어도 발전하는 결과를 볼 수 없어 시간 낭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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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FACT): 교육, 직업기술, 경험, 건강 등의 자력을 가진 사람들은 노숙생활에서 속히 회복하며 이런 

사람들은 우리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 어떤 전문인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은 이전에 노숙자였거나 현재 

노숙상태를 벗어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발전도 느리다. 왜냐하면 긴긴 세월의 

고통과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교회, 사회는 참을성이 부족한 것 같다. 정부는 그들이 응급숙소에 

들어 간지 3 개월 이내에 급변하기를 바란다. 교회들도 조금 도와주고 기도를 몇 번 해 준 후에 그들이 

일어나 걷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 해에 걸쳐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털고 

일어나 걷고 제구실을 하게 하는 데에 그들을 손상시키는데 걸린 시간만큼이 필요함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독립하고 제구실을 할 때까지 20 년 이상이 걸린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다. 그러므로 사회와 교회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속도와 그들의 능력의 한계와 

보조를 맞추어 같이 걸어 주어야한다. 그렇게 하면 여러 노숙자들이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거두어야 한다. 

 

통념(MYTH): 모든 노숙자들은 정신병자들이다 

사실(FACT): 길에서 방황하는 노숙자 중에 정신질환자들이 많아 우리 눈에 자주 띄어서 그렇지 모든 

노숙자들이 정신병자는 아니다. 우리들의 눈에 띄지 않는 노숙자가 길에 방황하는 노숙자들보다 훨씬 

많다. 노숙자 민중의 20%-25%가 여러 가지 종류의 심한 정신질환에 시달린다고 미국 노숙사역연합이 

보고한 바 있다. 노숙자 민중의 40%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 자녀들을 가진 가정들이 수입이 적고 

저소득주택을 얻지 못해 노숙자가 되는 경우, 실직한 사람들, 이혼 당해 노숙자가 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신질환자가 아니다. 

 

통념(MYTH): 미국에는 정신질환자 치료기관이 충분하므로 사람들은 노숙자가 될 필요가 없다 

사실 (FACT):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의 수가 가능한 치료 서비스를 훨씬 초과한다. 정신병원에서보다 

지역사회에서 더 인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하에 60 년대에 2 백만 명의 정신질환자들을 

지역사회로 퇴원시킨 일이 있다. 불행하게도 지역사회는 이들의 쇄도(influx)를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을 양로원, 독신 아파트(Single Room Occupancy = SRO)로, 싼 호텔로, 하숙집으로, 

저소득 주택으로 보내었다. 그 결과 1960 년대 말에는 정신질환자들이 길에서 방황하는 노숙자 민중 

속에 끼게 된 것이다. 

지역 정신건강원(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들이 아직도 치료에 필요한 충분한 재력을 확보하지 

못한 입장이며 그들을 위한 주택도 터무니없이 모자란다. 충분히 약물치료를 받지 아니한 결과로 오는 

병세와 행동으로 이들은 길가에서 구치소로, 감옥으로, 정신병원으로 번갈아 출입한다. 결과적으로 

충분히 치료해 주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역사회가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매 도시마다 노숙자 

민중의 많은 수가 치료를 받지만 그들이 살 수 있는 저소득주택과 지속적인 치료의 부족으로 그들은 

노숙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Harborview 정신병원 외래에서 10 년간 가장 치료에 협력을 안 하고 노숙하는 심한 만성 

정신질환자들을 지역사회에서 치료하는 모델 프로그램에서 상담자/사회사업가로 일을 한 적이 있다. 

24 시간 주택을 포함한 온갖 후원을 겸한 치료를 제공한 결과 85%가 지역사회에 살 수 있었고 15%는 

입원이나 기관에 수용 가료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85%의 성공률을 내는 일은 비용을 많이 필요로 

하였다. 정부는 이런 프로그램을 경제적으로 많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통념(MYTH): 연방정부가 모든 노숙자들에게 경제적 후원(Security Supplemental Income 

– SSI 등)을 주는데, 그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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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FACT): 사회보장혜택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모든 노숙자가 다 이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지 못한다. 사회보장혜택(SSI)은 65 세 이상 된 노인으로 미국 시민권자라야 되고, 

젊었어도 시민권자로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영구한 장애인으로서 극빈자 이하의 

저소득자라야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일반 의사나 정신과 의사의 진단과 법정의 허락을 필요로 하고 

이를 따내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노숙자들은 이를 받을 자격을 가졌으나 대다수의 

노숙자들은 자격 미달이다. 

이런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노숙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를 가진 

극빈자 어머니들은 정부의 혜택(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을 받는데 극빈자 

저소득주택과 극빈자 탁아소 서비스를 받지 못해 노숙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워싱턴 주의 

사회보장혜택(SSI)은 개인당 월 $625 인데 이것으로 한 칸짜리 아파트를 얻기에도 부족하니 다른 

생활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겠는가? 어린이를 가진 가정이 받는 웰페어도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매월의 보조가 $300 미만인 주가 허다하다. 극빈자 저소득주택을 얻지 못하면 사람들은 이 극빈자 보조 

수표를 손에 쥐고도 결국 노숙자가 된다. 

 

통념(MYTH): 극빈자들과 노숙자들을 위한 주택과 쉘터(shelter)가 충분히 있다 

사실(FACT): 연방 주택보조 혜택의 2/3 는 주택융자 이자의 세금공제 등의 명목으로 주택 임자들에게 

간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천 3 백만 가구가 주택과 관련된 극심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한다. 이 

숫자에는 집이 없는 백만 명의 노숙자들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1970 년도에는 극빈자를 위한 저소득주택 30 만개(unit)가 남아돌아갔는데, 오늘은 수백만 개가 

모자란다고 한다. 매도시마다 매년 저소득주택들을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 고급화 

(gentrification) 정책으로 낡은 가옥들을 수리해서 고가주택으로 변질시켜 집세를 올리기 때문에 전에 

살던 입주자는 비싼 집세를 감당 못해 쫓겨나서 노숙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린이를 가진 독신여성 가정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 주택보조(Section 8)를 받으려면, 대기 기간이 

수년씩 되는 도시도 많아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한다. 임시 혹은 장기 숙소도 46%의 

공급능력밖에 없어서 노숙자의 반을 돌려보낸다고 한다. 이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것이 전국적인 쉘터의 

실정이다 (P 12 의 미국의 노숙의 실태 참고). 

 

통념(MYTH): 집에서 도망하여 노숙자가 되는 아이들은 불량 청소년들이다 

사실(FACT): 노숙자가 되는 아이들의 전부가 불량아는 아니다. 노숙자 청소년이란 부모, 양부모, 혹은 

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18 세 미만의 개인들을 의미한다. 이들을 흔히 “동행이 없는” 

(unaccompanied) 청소년이라 칭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노숙자가 되는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로 꼽는다. 가정문제, 경제적 문제와 주택의 

불안정이다. 많은 청소년들은 오랜 동안의 육적, 그리고 성적인 학대와 불편한 가족 관계, 가족의 

약물중독문제, 그리고 부모의 방치(neglect) 때문에 집을 떠난다. 가정의 분열(disruptive) 상태가 

청소년들이 집을 떠나는 근본 이유일 것이다. 또한 어떤 청소년들은 자기 가족이 저소득주택을 얻지 못해 

경제난을 겪을 때 혹은 직장을 잃었을 때, 수입이 적을 때, 건강보험이 없어 치료비에 시달릴 때, 

정부보조가 충분하지 않을 때 가족과 함께 노숙자가 된다. 청소년의 나이에 따라 임시 혹은 장기 숙소의 

방침으로 부모들과 헤어지는 불행한 결과를 체험하기도 한다. 거주의 불안정이 청소년들을 노숙자로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양자양육(foster care)의 유래를 보면, 어린나이에 노숙자가 된 아이들은 

오랜 동안 노숙자로 남아있게 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한다. 또 어떤 청소년들은 숙박시설이나 기관에 

배치되어 살다가 석방될 때 노숙자가 되기도 한다. 즉 양자양육(foster care)을 받기에는 나이가 넘어 

석방될 때 갈 데가 없고 수입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노숙자가 된다. Arizona 주에서 행한 연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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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백만 청소년들이 매년 집을 나오는데 그중에 2 백만 명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검거된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여아들의 75%와 남아들 중의 50%가 집을 나온 2‐3 일후에 호구지책으로 매춘에 빠지게 된다고 

보고했다(Home Base, Tucson, AZ).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이라고 한다. 아이들의 행동은 그 가정의 

형편을 잘 나타내 준다고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노숙문제는 가정환경의 결과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통념(MYTH): 노숙자들은 난폭하고 위험한 사람들이다 

사실(FACT): 흔히 젊은 노숙자들은 난폭한 범죄의 원흉으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아이들을 

포함해서 남성 혹은 여성노숙자들은 폭행, 성폭력, 도난, 강간, 살인에 이르는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Pamela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사회에 위험과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범죄자라기보다 희생자이다. 그들은 오리려 그들을 온갖 폭력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들을 방치하고 

비인간화하는 구조적인 세력과 정부 정책의 희생자들이다"(Dr. Pamela Fischer, Criminal Activity 

Among the Homeless, Johns Hopkins University). 

노숙자들이 범죄하여 구속되는 경우 대부분 비폭력적인 것이고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다. 교통위반 벌금 

미지불, 공공한 장소에서 만취, 방랑, 개인 건물에서 취침, 좀 도둑질 등 피해자를 내지 않는 범죄이다. 

두개의 연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노숙자 남성들이 구속되는 횟수가 많지만 사람이나 재물에 대한 

난폭한 범죄율은 집 가진 사람들이 범한 것 보다 훨씬 낮았다고 한다. 

Johns Hopkins 대학의 Pamela Fischer 박사가 Baltimore 에서의 구속기록을 연구했는데 주거지가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나 재물에 대해 10%를 더 범죄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부가해서 1985 년에 

Austin, Texas 에서 행한 연구는 노숙자 남성들이 오직 4%의 난폭한 범죄를, 그리고 모든 폭력적인 

범죄와 재산범죄의 10% 미만을 범했음이 밝혀졌다. Austin 에서 행한 그들의 주거침입 범죄의 대부분은 

잘 곳이 없어서 그리고 추운 일기를 피하려고 버려진 빈 건물에 들어가 잔 결과로 밝혀졌다. 그들이 범한 

절도죄의 50%가 식품과 음료수와 담배를 훔친 것이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public intoxication)가 

Austin 에서 검거된 건들의 50%였다. 집이 없으니 개인집에서 술을 마실 수도 없고, 경제적인 자원이 

없으니 바에서 마실 수도 없다. 그래서 길이나 공원 밖에는 마실 데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민들에게 직접 해를 끼치는 종류의 범죄는 아니다. 

 

통념(MYTH): 구제 사업단체나 다른 사람이 노숙자들을 도울 것이니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사실(FACT): 극빈자들과 노숙자들을 돕는 일은 모든 시민이 할 일이다. 미국에서 극빈자들, 장애자들, 

노숙자들을 돕는 4 만 여개의 사역은 개인들의 나눔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한다. 70%의 

미국 가정들이 적어도 한 자선사역에 헌금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이들 중 반 이상이 년 $10,000 의 

수입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한다. 부자들이 수입의 3.5%를 자선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의 

11%를 자선에 주고, 65 세 이상 된 사람들이 평균 헌금보다 25%를 더 낸다고 한다. 미국의 많은 

노숙사역들이 일반시민들의 헌금과 봉사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한다. 또한 노숙문제는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지역사회전체의 일원으로 우리 개인들은 문제해결에 참여해야만 한다. 많은 가난한 

미국 시민들이 빈곤을 극복하도록, 그리고 노숙에 떨어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기 위해 

우리들은 함께 힘을 합하여 섬기고 변호(advocacy)해야 한다. 

 

통념(MYTH): 정부의 정책은 노숙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실(FACT): 정부의 정책이야 말로 어느 다른 요소보다 노숙문제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 다음의 

문제들은 모두가 정책문제이다. 단칸짜리 독신 아파트(SRO)와 극빈자 저소득주택을 더 많이 짓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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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을 올려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적어도 노숙자는 되지 않게 하는 일, 극빈자 아동들을 위한 

탁아소 수를 늘여서 엄마들이 일을 가게 하는 일, 시립 응급숙소를 충분히 제공하는 일, 정신질환자들이 

길거리나 감옥살이를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기구를 늘이고 주택을 제공하는 일, 죄수들이 

출옥할 때 치료와 직업, 집이 있어서 다시는 감옥행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사회에 생산적인 시민이 되도록 

선도하는 일, 교회나 사립기관이 너무 심한 규칙의 구속 없이 응급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노숙자를 돕는 자금을 줄이고 늘이는 일 등이다. 모든 시민들은 자기 지역의 정치인들에게 가난한 시민을 

돕기 위한 정부의 보조(human service funding)가 중요하니 전쟁비용을 줄이고 가난한 시민들을 돕는 

자금을 늘이고 노숙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통념(MYTH):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었기 때문에 노숙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노숙자들을 미워하실 것이다 

사실 FACT): 노숙자들을 섬긴 경험이 있는 우리는 노숙자들 가운데서 종교적인 배경이 깊은, 즉 신교와 

구교, 그 외 여러 종교의 배경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다. 성경을 많이 읽어 성경 지식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여 공동기도 인도까지 제법 잘 하는 노숙자들을 많이 만났다. 많은 노숙자들은 찬송가도 많이 알고 

성경지식도 풍부하여 건설적인 토론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찬양과 예배를 즐기기도 했다. 어떤 

노숙자들은 생활이 너무 절망적이다 보니 맹목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여 비정상적인 신앙으로 발전한 

경우도 보았다. 많은 노숙자들은 "자신들이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자신들의 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신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아니면 자신들을 저주 하시는가?" 라는 

영적인 질문도 많이 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많이 의지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애에 하나님이 없어서 노숙자가 되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편견이다. 오히려 이런 

부유한 나라에 극빈과 노숙을 만들어내므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사회와 문화, 국가, 

노숙자들을 외면하는 교회가 문제라면 문제인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노숙자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들을 깊이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와 바벨론의 포로생활에서 구해내시고 노숙을 근절하시는 자비하신 해방자로 소개되었다. 

신약성서의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집 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밥상공동체를 이루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기사로 시작해서 더 이상 근심, 

걱정과 눈물과 고통과 노숙이 없는 새로운 집,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새 예루살렘 창조로 끝마친다. 

하나님은 노숙자를 포함한 모든 만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신다. 

 

통념(MYTH): 응급 임시숙소 같은 서비스가 오히려 노숙자들이 더 모여들게 하고 동네의 범죄를 더한다. 

사실(FACT): 노숙자들이 동네 범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텔레비전에 발표된 범죄의 대부분은 

주거지가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짓이지 노숙자들의 짓이 아니다. 응급숙소가 동네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범죄가 늘까봐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까봐, 교통문제, 주차문제가 생길까봐, 그리고 눈에 거슬리는 기관의 모습이 되면 어쩌나 겁이 나서 

노숙자 숙소나 사역이 동네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나 조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사실은 응급숙소가 이웃과 연합하여 전 이웃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했다. Fresno, CA 에 있는 Evangel 

Home 이 이웃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증거한다. 전과자들과 그의 자녀들이 사는 주택사역으로 

Evangel Home 이 들어올 때, 처음에는 이웃의 반대가 컸으나 나중에 전 이웃이 깨끗하게 발전한 예이다. 

Evangel Home 이 계속 집을 수리하고 길을 매일 청소하니까 이웃사람들도 똑같이 하더라는 것이다. 그 

결과로 온 동네가 깨끗한 동네로 변화했다고 한다. Greensboro, N.C.에 있는 Mary’s House 는 

술/마약중독에서 회복단계에 있는 여성들과 자녀들을 위한 주택사역이다. 그리고 시애틀의 Lake Bur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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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회 안에 위치한 Hospitality House 는 주로 자정에 감옥에서 출옥하는 여성들을 위한 임시 

숙소이다. 처음에는 이웃의 반발이 심했으나 동네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또 하나의 예이다. 

오히려 임시숙소 같은 시설이 노숙자들이 구속당하는 일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안전한 곳에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버려진 빈 건물에 들어가 잘 필요도, 훔쳐 먹을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응급숙소는 또한 약물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치료를 제공하고 직업훈련과 집을 구하는 일을 도와주고, 

돈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미래를 계획함에 도움을 주고, 더 이상 사람들이 길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동네가 오히려 안전해 질 수도 있다. 쉘터가 동네에 들어오므로 

범죄가 늘 것이라는 생각은 필요 없는 기우이고 오히려 이런 사역들을 환영하고 협력하는 동네들은 

그들의 인도주의가 높이 평가되고 존경을 받고 있다. 

 

MYTH(통념):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것이라 했으니 우리는 어찌 할 수가 없다. 

사실(FACT): 마 26:11(막 14:3‐9)의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란 구절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잘못 해석되고 잘못 사용되어온 성경 본문이다. 이 말씀을 가난한 이들이 많이 있어도 

괜찮다고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오해하고 가난한 이들을 외면할 핑계를 찾는 데에 사용하는 듯하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란 말씀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성의 이야기 속에 

나온다(마 26:6‐13; 막 14:3‐9; 요 12:1‐8). 여기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이 여인이 일 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향유를 허비한다. 왜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을 돕지 않는가” 이었다. 그들의 이런 생각에 

반응하여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언제든지 

너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곧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니 지금은 우선 이 여인처럼 내게 좀 

신경을 써다오” 하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다. 

신 15 장에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할 수 있겠는가를 설명한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신 15:4‐6).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에게 만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레 19:18, 33-34; 23:22; 갈 5:14;)는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탐욕과 이기심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외면하면 가난한 사람이 생길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이들이 없게 하는 길은 우리들이 

탐욕을 버리고 이웃을 돕는 일(신 15:7-11; 행 4:32-35)이라는 설명이 된다. 

Kraybill 은 “인간의 탐욕과 야심이 계속해서 사람의 생을 지배하는 한 항상 가난한 사람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예측하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석한다. 가난의 지속을 정당화하시는 것이거나 우리들의 

사회적인 책임 회피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빈곤을 근절시키는 

일은 결코 끝나지 않는 고투임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라” 고 해석한다. 

이 해석은 우리현실에서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세금공제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자금을 

삭감하는 연방정책을 계속하는 한, 부자가 점점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으로 떨어지게 하는 한, 

그리고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의 인색한 생활이 계속되는 한, 이 땅에는 가난한 이들이 항상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가난한 이들이 있음을 허락하는 해석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는 정책이나 

개인들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면을 정죄하는 말씀이다. 

 

MYTH(통념): 우리는 미국에 신앙을 빚진 자이니 열심히 온 세계에다 전도하면 된다 

사실(FACT): “우리는 미국에 빚진 자”라고 한국 기독교인들이 말할 때 대개는 예수 안에서 신앙을 

받았으니 신앙의 빚을 진 자라는 의미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열심히 그 신앙을 해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므로 열심히 해외선교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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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의 빚은 그뿐만이 아니다.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워 우리들은 현대교육을 받았고 병원을 

설립하여 현대의학의 혜택까지 받았으니 교육과 건강의 빚을 진 사람들이다. 그 외에도 우리는 6.25 동란 

때 이북 공산군의 침략에서 우리들의 생명을 구해주기 위해 미군 58,000 명이 생명을 묻고 92,000 명이 

부상을 입으며 싸워주어 우리들을 공산군의 손에서 수백만이 죽는 가운데 살려주었으니 우리는 미국에 

생명을 빚진 사람들이다. 6.25 사변 후 사람과 강산 모두가 파괴되고 춥고 배고프던 시절에 미국이 

보내준 밀가루와 설탕, 치즈로 연명했었으며 그들이 보내준 옷을 입고 추위를 이겼었다. 전쟁 후 70-

80 년대에 미국이 천문학적 금액의 차관을 주고 한국 수출의 시장이 되어주어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니 물질적으로도 빚진 자이다. 그리고 낯선 외국인인 우리들을 이 

땅으로 받아드려 뿌리를 내리고, 교육받고 일자리와 가정을 가지고 자식 낳고 살도록 따뜻이 환영해 

주었으니 우리는 미국에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에는 3,900 만의 극빈자들과 매년 3 백 50 만 명의 노숙자들이 제 3 국 

사람들처럼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우리의 빚을 갚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들에게 

우리가 생명으로 갚지는 못할망정 우리들이 받은 신앙과 물질의 축복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또한 오늘날 우리들이 엄청나게 받은 많은 축복을 받고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과 예수를 믿고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생명을 빚진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빚을 갚고 미국에 

빚을 갚기 위해 한국 교포들과 교회는 반드시 미국사회의 노숙자들을 도와야한다. 노숙자들을 맞아 

드리고 돕는 일은 곧 우리 주님을 돕고 맞아 드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마 25:31-46). 

 

MYTH(통념): 주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해외선교만 하면 된다 

사실(FACT): 행 1:8 에 "땅 끝까지"란 말 이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했고, 눅 24:47 에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라고 기록했다. 

많은 교회들은 “땅 끝까지”에 중점을 두고 헌금과 선교사들을 해외로 보내면서 지역사회의 선교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행 1:8 에 있는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빼고 “땅 끝까지” 

만을 강조한다. 그 구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라 함은 

주님께서 선교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파송명령은 지역사회와 도시의 문턱을 뛰어넘어 해외로 먼저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 이르라는 말씀이다. 어떤 학자는 미국에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와 있으므로 

우리들은 그들을 향해 먼저 선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선교는 성경말씀대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시작하여 해외선교로 점차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MYTH(통념): 전도가 우선이고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사실(FACT): 많은 기독교인들은 전도와 구제를 갈라서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니 반드시 해야 

하고 구제는 이웃을 돕는 일이라 교회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예수님과 미국장로교는 전도와 구제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모두를 “선교” 사역으로 

간주한다. 

Bakke 에 의하면, 전도와 선교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동반자 

관계이다. 새의 양 날개처럼 그리고 가위의 두 날처럼 함께 있어야 한다. 이 둘이 함께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 기능이 마비되는 것처럼 교회도 전도와 선교를 함께 하지 아니하면 교인이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어느 것이 먼저냐고 논쟁할 수가 없다. 

누가복음의 온전한 전도사상(wholistic evangelism)은 약자와 낮은 사람들을 인정해 주고 받아주고 

소망을 주고 있다. 가난한 노예, 나환자, 여자, 아이들,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세금 거두는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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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빛 속에서 자신들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 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난 후 자신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개혁을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사역이 사회적인 요소 없이 오로지 내적, 개인적인 것에만 국한된다고 의미하신 적이 

없으시다. 그가 사신 사회의 문화, 종교, 풍습이 금하는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죄인들과 

동고동락하셨음으로 많은 지탄을 받으셨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진실한 개혁운동은 기독교 사역의 

사회적인 사역과 영적인 사역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항상 인정해 왔다. 

웨슬리는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그 어떤 선한 행위나 의로움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 

바울의 가르침도 믿음 이전에 의로움을 말하지 않지만 믿음 후에도 그런 것은 아니다. 

거룩함(holiness)은 정결(purity)을 선행하지 않지만 정결은 거룩이 뒤를 따라와야 한다”고 했다. 

의인(justification)의 목적은 정의를 생산하는 것이다. 즉 공정한 사람, 공정한 사회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속에 놓아 둔 채 의인(justification)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무덤 속에 내버려 둔 채 부활을 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 삼으신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함께 해야 되는 새의 둘 날개와 같은 것이다. 사람들이 구제라고 말하는 

사역에서도 전도가 일어난다. 교회나 교인들로부터 사랑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그 도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온 것임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고 믿는다. 

 

 

 

MYTH(통념): 사람에게 먹는 일 만큼 중요한 일이 없으니 우리는 급식 사역만 하면 된다. 

사실(FACT): 먹는 일이 중요하기는 하나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마 4:4; 신 

8:3).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언어문제로 급식사역을 많이 한다. 흔히 무엇인가 해서 보람을 체험하기 위해 

제일 쉬운 급식을 선택한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급식만 하는 분들을 보면 수고는 많이 하지만 빵으로만 

살 수 없는 노숙자들의 입장, 즉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나는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급식사역 가운데 예배를 넣는다. 급식은 주 사역이 아니고 예배가 주 사역인데 노숙자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급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예배에 참석을 안 한 노숙자들에게는 급식을 

거부하는 경우도 생긴다. 급식에만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예배를 넣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말씀 

선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노숙자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본론으로 하는 말씀선포가 있다. 그러나 이런 설교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노숙자들이 일생동안 식구들과 사회와 교회로부터 그렇게 정죄와 학대를 받아온 터라 죄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너무 정죄한 나머지 죄인의 행동을 하며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좋을 것 같다. 

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가장 아픈 곳인 죄를 신랄하게 비판, 정죄하고 때리는 일보다는 

보약을 주어 죄에서 나음을 얻게 하는 일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이므로(고전 

3:16‐17)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은 매우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무슨 짓을 했더라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심을 알려 자신감을 북돋아 주고 하나님께로 돌아 올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곧 그들의 영혼에 보약이 되어 그들이 저지르는 온갖 죄스러운 행동이 치유를 체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낳는 데에 효과적이다. 이들에게 이런 영적인 양식을 육신의 양식과 함께 

먹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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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우리가 노숙사역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임시로 먹고 입는 것이나 도와주어 연명케 하여 

노숙생활을 계속 유지(maintain and manage)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노숙을 

철저히 끝내도록(end) 도와주기 위함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런 목적을 바라보고 노력하며 급식도 주고 

기도와 예배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어도 부족한 우리들이 어찌 이를 다 감당한단 말인가? 언어 소통이 가능한 2 세들과 동역하고 동네에 

있는 노숙 단체와 동역을 하면 가능한 일이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우리들이 미국에 진 빚을 갚을 마음이 

있으면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가야한다. 물론 우리들의 시간과 돈과 정력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빚을 

갚는 사람들은 그만한 값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빚은 말로 갚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MYTH(통념): 우리 교회는 이미 노숙자들을 많이 돕고 있으니 다른 교회들과 함께 할 필요가 없다 

사실(FACT): 혼자 잘하는 교회는 다른 교회를 감화시켜야한다. 우리 한국교회들은 혼자 하기를 

즐긴다고 한다. 사역을 잘하는 큰 교회일수록 다른 교회들과 협력하는 일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 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보람과 명성을 남과 나누기 싫어서 그렇다고도 한다. 

타 교회들과 합세하면 효과적이다. 혼자 잘하고 있는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과 함께 하면 작은 

교회에게도 힘이 되고 사역을 할 기회를 주게 된다. 그러므로 혼자만 잘할 것이 아니라 남도 잘하도록 

가르치고 감화를 줄 필요와 의무가 있다. 함께 하면 서로 정보와 자료와 지도력도 나누게 되고 

서로에게서 배우게 되고 힘도 합하게 되니 훨씬 효과적이다.  

타 교단과 타 종파에까지도 넓혀 가면 더 큰 사역도 가능하게 된다. 미국에는 여러 교단, 초 종파까지도 

노숙사역을 함께 하는 도시가 많다. 여러 종파가 자신들의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던 간에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라면서 함께 하는 실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때 

신앙문제는 거론치 않고 봉사만 묵묵히 함께 한다. 자기 종파로 노숙자들을 끌어오려는 사심 없이 함께 

봉사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그러나 한국인들은 다른 종파하고 함께 앉으면 자기 신앙이 

떨어지거나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일반 사회의 노숙사역과 협력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끼리만 하면 힘과 기술과 방법도 

부족하고 전문성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네나, 도시의 일반 노숙사역과 협력관계를 맺고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동네나 도시에서 노숙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 또는 도움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 그리고 일반사회의 노숙사역들도 교회의 협조 없이 사역을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종교 단체의 도움과 협력이 전국의 급식과 식품배급소와 심지어 저소득주택을 짓는 일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사회의 노숙사역 전문인들 사이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결론으로 "노숙의 근본원인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 경제체제와 문화적인 문제라고" 나의 조사 

연구에 참여한 150 명은 이구동성으로 응답했다. 우리의 경제체제는 매우 개인적이고, 이윤 중심, 

성공위주의 사회적 문화를 만들어냈다. 우리의 문화와 정부는 이같이 개인의 경쟁과 성취와 개인의 

능력에다 가치를 두었다. 미국의 대중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는가 또는 성취했는가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볼 수없는 가난하고 병들고 중독자 된 노숙자들을 

가차 없이 여기고 인간이하로 취급한다. 그래서 정부는 가난한 이들을 끌어올려 주고 노숙을 끝내는 

정책을 세우지 않았다. 이를 위해 자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결과, 

한편에서는 백만장자와 억만 장자의 수가 점점 늘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시민들이 저소득 주택부족, 

최저임금, 낮은 교육수준과 직업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직업부족, 저 소득자들을 위한 

탁아소 부족, 교통수단 부족, 후원 프로그램(support service)부족, 재난, 실업, 문맹, 무직 인종차별, 

가정폭행, 육체적 장애, 정신질환, 이혼, 술, 마약 중독, 치료시설의 부족 등을 경험하며 빈곤과 노숙으로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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