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9, No. 3, 2017. 8, pp. 213-240

－ 213 －

한국사회복지학

일반논문

남성 노숙 청년의 성인기 독립 이행 실패와 원가족 경험

김소영
(서울대학교)

[요 약]

청년들의 독립에 있어 가족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본 연구는

가족자원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가족자원의 부재가 독립 이행 실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이를 위해 노숙이라는 독립 이행의 극단적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 8명의 심층 인터뷰

를 분석하였다.�구체적으로 지지체계로서의 가족,�독립의 계기,�독립의 과정,�독립의 위기상황이라는

주제(theme)에 대해 공통된 패턴을 찾는 분석을 실시하였다.�연구 결과,�청년들은 독립의 디딤돌 역할

을 해 줄 가족 지원체계가 없었고,�가족으로부터 어떠한 동력도 얻지 못한 채 준비 없이 독립을 시작하였

으며,�독립의 과정에서도 경제적,�정신적으로 버거운 홀로서기의 과정을 겪었다.�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독립의 위기상황은 청년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처하도록 하였다.�위기상황에서 가족이라는 안전망

도 존재하지 않았고 이들이 노숙이라는 상황에까지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가족 지원의 부재

상황은 청년의 독립에 있어 가족의 역할과 자원이 성인기 독립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반사실적으

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지지체계가 부재하거나 취약한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있어 공적 지원체

계가 절실함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한 청년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성인기 독립 이행,� 청년노숙,� 원가족 경험



214  한국사회복지학 제69권 제 3호

1. 서론

현대의 청년들은 성인기 독립 이행의 지체를 경험하고 있다. 구직 경쟁력을 갖추고자 학업 기간

을 연장하며 학교에서 일터로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 비혼, 만혼 등으로 원가족에서 새로운 가족

으로의 이행도 늦어진다(금재호 외, 2007; 권혁진ᆞ유호선, 2011). 또한 부모에게 의존하며 동거하

는 ‘캥거루족’의 경우처럼 주거이행 역시 늦어진다. 이런 독립 지연은 정서적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김은정, 2014). 성인임에도 물리적, 심리적 독립을 달성하지 못한 채 원가정의 사회적 자원에 의존

하며 미완의 시기를 길게 가지게 되는 것이다. 

성인기 독립 이행은 대개 좋은 학업성취, 좋은 대학졸업, 노동의 경험 정도 등이 안정적 일로의 

이동을 촉진하며, 이것은 다시 결혼의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별도의 주거를 갖게 

되면서 독립은 완성된다는 흐름으로 정리된다(장상수, 2008; Bell et al., 2006).1) 개별 이행의 결합 

과정과 그것의 달성을 설명하는 이러한 논리는 개인의 인적자원이 독립 이행에 중대한 영향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부의 대물림, 금수저, 흙수저 담론 등 원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년의 독립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많다. 청년의 인적자원은 사회적 자원(social capital), 그중에서도 가

족 자원(family capital)의 정도에 따라 준비되고, 가족 자원은 성인기 독립 이행의 과정에서 중요한 

지지체계(support system)이자 안전망(safety net)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김종성, 2013; 변금선, 

2015; 윤형호ᆞ김성준, 2009). 심지어 결혼을 통한 독립의 완결 이후에도 육아 등의 문제에서 원가

족은 청년세대에게 절대적 지원체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요컨대 가족 자원의 존재 유무, 가족 자

원의 질은 청년의 삶의 질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임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 속에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반사실적 가정에 입각한 의문을 통해 청년의 독

립 이행에 있어 가족 자원의 중요성을 통찰해 보고자 하였다. 즉, 가족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독

립은 매우 어려운 것일까? 혹은, 독립의 극단적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대상들의 원가족 경험, 지원

의 정도, 관계 등은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을까? 그것이 이들의 독립 실패의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일까?

이에 본 연구는 원가족이 가족자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성인기 독립 이행의 과정

을 살펴보고, 원가족과의 관계, 영향 등이 청년의 성인기 독립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좋은 원가족 배경이 청년의 성공적 성인기 이행을 뒷받침하는 것은 비교적 쉽게 상

상할 수 있으나 그것이 배제된 취약한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이 얼마나 힘겨운 과정을 겪게 되는지

는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의 독립 실패의 사례를 통해 부재(不在)의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1) 물론 최근의 시대적 경향에 따라 결혼이라는 성인기 이행은 선택사항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도 결혼이 성인기 이행의 완성 상태인 독립의 필요조건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밝
히며 연구의 내용에서도 이행과정 중 ‘주거’와 ‘일’에 집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전부 결혼
의 경험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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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자원의 취약성’이 ‘성인기 이행의 취약성’으로 연결됨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을 통한 소득 활동과 ‘독립 주거’의 유지라는 핵심적인 성인기 독립 이행 

과업 수행의 실패 상태를 주거가 없고 빈곤의 상태인 ‘노숙(homelessness)’에서 찾았다. 이들의 독립 

이행의 시작과 실패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의 과정이 원가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고자 한 것이

다. 청년노숙인들의 원가족은 어떠했고, 그들이 청년들의 성인기 독립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것이 극단적 실패의 상황인 노숙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 독립 이행에 있어 취약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은 누구이며, 그들을 지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어떻게 확충되어야 할지 논의하고자 하였다. 

2. 문헌고찰

1) 청년의 성인기 독립 이행 변화와 증가하는 원가족 영향

성인기 독립 이행은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발달적 과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성인

기 독립 이행은 첫째, 학교에서 일로의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 둘째, 원가정에서 새로운 

파트너 혹은 가족으로의 이행(domestic transition), 셋째, 부모로부터 독립된 주거로의 이행(housing 

transition) 등 세 가지 하위 이행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된다(Coles, 2005:8).2) 

사실 청년의 성인기 독립 이행에 대한 학술적 논의에서는 ‘독립’이라는 단어보다 ‘성인기 이행

(transition to adulthood)’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성인기 이행이라는 용어는 보

통 생각하게 되는 ‘독립하였다’라는 의미를 설명함에 있어 다소 불일치한 측면이 있다. 이유는 첫째, 

성인기 이행이라는 용어가 ‘과정’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독립은 자신의 생활을 부모나 양육 

체계로부터 오는 지원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게 되었다는 ‘결과’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행의 완성과 독립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교육에서 고용

으로의 이행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오는 재정적 지원을 주요 생활의 재원으로 하고 있

는 경우, 혹은 분가를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경제적 의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즉, 이것이 성인기 이행의 과업을 완료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상태를 독립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렵

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나 가족의 지원으로부터 실질적인 ‘홀로서기’의 상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

문에 과정에 근거한 ‘성인기 이행’이라는 용어보다는,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부모로

부터 오는 주된 경제적 지원이 종료된 상태, 그리고 부모나 양육자를 떠나 주거를 분리하여 독자적

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 ‘독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독립을 

달성하기까지의 과정은 ‘성인기 독립 이행’, 혹은 ‘독립 이행’이라고 명명하도록 하겠다.

2) 유사한 용어로 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의 기준을 교육의 종료, 노동력으로의 진입, 가족 형성, 
분가(leaving home) 등 네 가지로 구분한 바도 있다(Park and Sandefur, 20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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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서 논한 바대로 최근의 성인기 독립 이행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띤다는 점은 다양하게 

지적된다. 현대의 청년들은 독립 과업을 달성하는 데 있어 이전 세대보다도 더 연장(protracted)되

고, 더 복잡(complex)하며, 어떤 면에서는 더 위험(hazardous)한 과정을 겪고 있다(Fahmy, 2006:5). 

또한 과거의 표준화된 성인기로의 전환이 이제는 비표준화되어 다양한 방식의 성인기로의 전환이 

표출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와 성찰적 근대화의 발로에서 기인한 면도 있

다(은기수 외, 2011). 

이러한 변화로 인해 파급되는 뚜렷한 현상 중 하나는 결국 청년들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더 오

랜 기간 의존하게 되었고, 그 이행의 불확실성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긴 시간을 들였지만 만족스러

운 결과를 얻지 못한 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한다. 게다가 이러한 독립의 지

연 현상은 독립심이라 표현될 수 있는 정서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김은정(2014)은 우리나

라의 청년들이 자신의 삶과 자아정체성 및 역할에 대해 결정이 늦어지고 고민의 시기가 길어지고 

정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도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후기 산업사회의 청년은 이런 면

에서 자아정체성의 혼란이나 위기를 경험하는, 성인이 아닌 청소년 특성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될 필

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인기 독립 이행의 지체와 부모 의존의 심화 현상이 결국 부모세대의 영향력

과 지원이 청년들의 독립여부, 혹은 독립, 비독립 상태에서의 생활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선 성인기 독립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 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

위가 자주 거론된다. 부모의 직업 지위, 부모의 소득, 계층, 학력 등이 청년의 노동지위, 소득, 취업

여부, 결혼여부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사회경

제적 성취는 정적(+) 관계를 갖고 있다(김영미, 2016; 김종성, 2013; 김종성ᆞ이병훈, 2014; 변금

선, 2015; 윤형호ᆞ김성준, 2009; Cameron and Heckman, 2001). 많은 자원을 보유한 부모는 자

녀에게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자녀의 교육, 직업경로, 결혼, 첫 주택구입 등에서 더 유

리하도록 돕는다(Swartz, 2008). 이 과정을 더 구체화시켜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직업, 교육수준 등

은 중간 단계인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자녀의 성인기 독립 이행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도 있다(Greenberger et al., 1994). 이는 결국 청년의 성인기 독립 이

행의 성과는 원가족의 계층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영미(2016:27)는 이를 ‘젊음이 계

층화 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출신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고하가 청년의 기회 불평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원가족의 사회경제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관계적 측면, 양육방식, 관여 등 관계의 질이 청년

의 성인기 독립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

소통, 가족관계에서의 만족 등이 청년들의 성인기 진입에서 오는 여러 스트레스와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으며(Meier and Allen, 2008; Scabini et al., 2006), 부정적 가족관계는 부정적 독립 이행의 

원인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Whitbeck, et al., 1994). 

한편 국내 연구를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이 확인된 바 있다. 우선 김은정(2015)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20대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과정을 연구하였다. 청년들은 살기 어려워진 시대에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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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움을 기대하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물질적, 비물질적 지원을 받고 이를 염두에 둔 부모와의 관

계 설정을 통해 부모로부터 분리하는가 혹은 미분리하는가를 선택하며 성인기 이행을 조정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선이 외(2015)는 성인기 독립 이행이 부모 자녀 관계 설정 방식에 따라 분리형, 자

발적 의존형, 개입적 의존형 세 유형으로 나누어져 이행 방식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렇듯 원가족의 영향력은 청년의 독립을 추진토록 하는 핵심 동력 중 하나이고 이 동력의 추진

력이 청년들의 홀로서기의 질을 좌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 청년과 가족들, 대학졸업자 등 일반적인 청년들의 독립 이행의 경향, 가족의 영향력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년의 삶이 이로 인해 계층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더 구체적으로 살

펴보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들, 특히 가족관계의 질, 가족 자원의 질에 있어 취약한 경

험을 가진 청년들의 성인기 독립 이행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은기수 외(2014:33)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 자원의 부족을 경험하는 취약 위기계층 청년들은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큰 불이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2) 가족자원이 취약한 청년들의 독립 이행과 원가족 경험

Swartz(2008)는 가족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지원을 하느냐 또는 어떠한 질 혹은 내용의 

지원을 하느냐의 격차가 불평등한 성인기 독립 이행의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성인기 

독립 이행은 다분히 자신의 성실함이나 현명한 선택, 청년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부모가 제공하는 

다양한 자원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보호를 벗어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모든 청년이 가족에게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다. 부모에 의존할 수 있다면 이들은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좀 더 완벽한 준비를 이룰 때까

지 독립을 미룰 수 있겠지만 부모에게 의존할 수 없는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김영ᆞ황정미(2013)는 20명의 청년들이 자신의 독립 이행 경험을 노동을 통해 어떻게 인식하여 

가는가를 고찰하였는데 청년들은 취업과 교육, 훈련의 사이를 오가는 ‘요요(yo-yo) 이행(Biggart and 

Walther, 2006; Bois-Reymond and Blasco, 2003; 김영ᆞ황정미, 2013 재인용)’을 하고 있다고 하

였다. 청년들의 이행은 요요처럼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경제적 문

제에서 가족 자원이 부재한 청년의 경우, 뚜렷한 진로의 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단선적이고 반복적인 

생계형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경우 청년들은 경제적 배제,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고

립, 정신건강의 위기 등 중첩된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처한 상황 하에서 나름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으나 실상은 부족한 자원이나 사회적 제도 간의 모순에 직면하며 누구의 도움

도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한다. 저자들은 이를 ‘DIY(Do It Yourself) 일대기’ 상황이라

고 표현하였다. 사회적 안전망의 수혜를 받기 어려운 연령 계층인 청년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무능력을 경험할 때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Iacovou 와 Richard(2001)의 지적과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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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민우ᆞ이나영(2011)의 연구 역시 청년의 주거의 측면에서 이러한 논의에 힘을 싣는다. 반

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의 ‘하위 주거트랙’에서 살아본, 혹은 살고 있는, 미혼 20-30대의 심층면접

을 통해 ‘경제적 조건과 주거 상태, 가족의 의미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경합적으로 구축되는 독립의 

의미(2011: 109)’를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의 시기를 대체적으로 원가정의 계급에 따른 계급화

된 가족적 관리와 기획이 오히려 강화되는 시기라고 보았다. 즉, 중산층은 가족자원을 매개로 청년

들을 가족 안으로 포섭하면서 부분적 독립을 보장하는 형태로 이행 전략이 수립된다. 반대로 빈곤층

의 가족은 청년 세대를 가족 제도로부터 밀어낸다. 특히 ‘하위 주거트랙’으로 진입한 청년들은 원가

정에서 벗어나 부모의 하위계급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자 하는 탈출로 상징되는 공간적 독립을 

시행하는데, 결국엔 더부살이나 고시원 등의 열악한 공간을 전전하며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겹게 생

활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위 주거트랙에서조차 벗어난 노숙과 관련하여 독립 이행의 과정

에서 청년노숙인들의 가족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정수남 외(2012)는 20대 25명의 생애사 인터뷰를 통해 빈곤 청년들의 자아정체성을 연구한 

바 있다. 빈곤 청년들은 다수가 원가족의 해체 등을 경험하였고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며 부

모들은 거리두기 혹은 무관심으로 이들과 관계 맺고 있었다. 청년들의 독립 역시 독립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한 도피 혹은 방황, 가출 등이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가족 배경은 빈곤 청년들로 하여금 비교

적 이른 성인기를 맞도록 하고, 일탈 등으로 인해 ‘부정적 성인화’를 갖게 하거나, 이른 시기에 성인

의 역할을 강요받는 청소년기를 보내게 하였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학교에서도 방치된 비(非) 학생

이었거나 반(半) 학생이었고 청소년 시기부터 청년 시기에 이르기까지 생계형 노동을 수행했고 대학

에 진학하였어도 보통의 친구들처럼 ‘스펙 쌓기’ 등은 요원한 일이었다. 결론적으로 빈곤청년의 독립 

과정은 ‘상당히 압축적이었고 인정받지 못하고 지원받지 못함으로써 자아정체성에 다양한 훼절이 나

타났다’고 본다(정수남 외, 2012: 36). 그리고 이것은 결국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었음

을 보여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이 청년들의 독립 이행 과정 및 결과와 원가족의 연관성을 여

러 측면에서 제시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상이 중산층 가정의 청년, 혹은 일반적 청년이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빈곤한 청년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들은 성인기 독립 이행의 전부 혹은 일

부를 성취하였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들이다. 때문에 독립 이행의 실패 사례를 대표할 수는 

없다. 반면 본 연구가 주목한 청년노숙인은 ‘일’과 ‘주거’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며 독립 이

행에 있어 가장 극단적 실패를 지나고 있는 대상들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를 갖는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 이행의 실패는 홀로서기 즉 독립을 하지 못한 경우, 혹은 독립을 하였으나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원가족에게 의존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지 않는다. 독립 이행의 처음이 

홀로서기라면, 독립 이행의 완성은 안정적인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 이행

의 실패는 홀로서기 이후 안정적인 독립을 유지하지 못한 실패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일, 주거, 결혼에서의 독립 이행의 (잠정적) 실패 사례들에 있어 원가족 

경험은 어떠하였을까? 원가족의 경험은 독립 이행의 과정, 즉 독립 이행의 배경, 출발, 과정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원가족 경험이 독립 이행의 실패라는 노숙의 상황과는 어떤 연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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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Avramov(1998)는 젊은 청년들 중 취약한 상태의 젊은이들이 일찍 부모의 집을 떠나야 할 때, 혹

은 양육 시설에서 나오게 될 때 독립적인 장소를 유지하거나 찾지 못하게 된다면 이들의 이행이 흔

들리거나 방해를 받게 되어 청년노숙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취약 청년의 대표적 

독립 실패의 상황으로 청년노숙 상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독립 이행에 있어 우선 적절한 주거의 

이행을 이루지 못하면 이것이 새로운 가족 형성, 구직, 일의 유지 등을 포함한 다른 중요한 이행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이러한 주요 이행 고리들의 단절과 악순환의 결과로 노숙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독립 실패가 만약 취약한 원가족 경험에 기인한 바가 크다면, 취약한 

원가족을 갖고 있다고 예상되는 수많은 청년들의 독립 이행의 수난을 예상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할 

방법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독립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족 자원이 부재한 취약 청년들의 독립의 어려움과 그 

경험에 집중하는 연구로 이를 위해서는 소수의 청년이 가진 경험을 직접 듣고 이를 분류 해석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 적합하다. 연구의 대상은 독립 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고교졸업 이후 20-30

대의 청년들이다. 특히 문화적으로 여성청년에 비해 독립 이행의 요소 중 중요한 일, 주거 등에서 

더 많은 선택의 폭을 가지며 동시에 스스로 일과 주거를 해결할 것을 더 강하게 요구받는 남성청년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이들의 독립 이행의 실패 상황은 노숙 경험의 상황으로 보았다. 노숙은 

구체적으로 거리노숙, 노숙인 시설 생활, PC방, 만화방, 사우나 등에서의 생활 등을 경험하였다면 

노숙을 경험한 것으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험의 시점이 다를 경우 독립 이행의 과정에서

도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청년기에 진입한 이후 노숙으로 인한 독립 이행의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는 청년으로 대상을 한정지었다.3) 

참여자모집을 위해 연구자는 2016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주거 불안정 청년들이 많이 머무르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인근의 두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에 연구참여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여 19-39세의 

다소 넓은 연령대의 남성 청년들의 자발적 연구 참여를 유도하였다.4) 조사기간 동안 총 21명의 청

년들의 심층 면담이 진행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성인기 이후 노숙 경험을 했던 8명을 분석 대

상으로 삼았다. 공고를 통해 관심을 보인 청년들은 연구자와 사전 면담을 가지고 연구의 취지와 목

적, 진행과정 등에 대해 소개를 받고 다시 한 번 자발적 의사를 확인하였다. 이후 서면으로 된 연구 

3) 노숙 경험이 청소년기일 경우와 20대 이후 청년일 경우는 노숙의 과정이 상이하며 대상의 특성도 
다르다(김소영, 2016)

4) 초기 수집한 21명 중, 본 연구를 위해‘성인기 이후 노숙을 하게 된 청년들로 연구대상자를 한정
한 결과 이들은 28-36세의 청년들이었다. 20대 후반, 30대 중반까지의 청년들이므로 독립을 위한 
과정, 경험들이 비교적 충분히 제공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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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에 대한 설명서와 동의서를 통해 연구의 목적, 연구 진행 과정, 연구방법, 비밀보장과 연구윤리, 

녹취와 전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었다. 한 연구참여자당 1회에 90-120분가량의 인터뷰를 

2회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청년의 가족배경, 성장과정 등의 성장배경과 노숙 전의 일 경험, 주거생

활, 건강상태 등 노숙 생활, 그리고 노숙에 이르게 된 경로, 노숙생활 전반에 대한 반구조화된 질문

을 통해 진행되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은 독립의 과정을 추적하였고, 독립의 과정

을 살필 수 있는 질문을 물었다. 1차 인터뷰 이후 연구자는 인터뷰의 녹취파일을 다시 들으면서 연

구 질문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를 2차 인터뷰에서 다시 물었다. 한 연구참여자의 1, 2차 인터뷰가 모

두 끝난 후 다른 참여자와의 면담을 진행하면서 연구 참여자 간 비교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가진 독립 이행, 노숙과 관련한 주요 특성은 <표 1>에 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들의 가족사 역시 중요하게 다루는 바, 연구참여자들의 가족배경에 대한 간략한 정보도 정리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주요 특성

참여자
번호

연령 학력 군복무
최초 

노숙연령
노숙
기간

P1 28 고 졸 O(현역) 27 1년
P2 31 대 중퇴 O(현역) 25 4년
P3 34 초대졸 X(면제, 게임중독) 34 1개월
P4 34 대 중퇴 O(공익) 31 4년
P5 28 대 졸 O(전문하사) 26 2년
P6 35 고 졸 O(현역) 24 11년
P7 33 고 졸 O(공익) 32 20일
P8 36 초 졸 X(면제, 보육원) 27 9년

<표 2> 참여자의 가족 특성

참여자
ID

가족 특성 가족 관계

P1 원가족은 부모와 남동생으로 구성. 친부모
의 이혼과 아버지의 재혼.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우울/자살/도박 등의 문제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원망이 크고, 자신을 때리고 
동생만 보호하는 면에 대한 분노가 있음. 어머니와 
이혼 후 새어머니가 오셨지만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절망으로 참여자는 새어머니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쫓
으려 함

P2 지병으로 참여자가 중3, 고1 무렵 부모 모
두 사망함

가족이나 친척과의 관계가 없음

P3 아버지는 몇 해 전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 중. 누나는 결혼하여 해외 거
주

어머니는 치료와 요양생활을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셨
고 본인은 혼자 서울에 남겠다고 하여 생활 중. 이모
들과 사촌형을 가끔 만남

P4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재
혼하심. 누나가 셋 있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가족의 구심점이 사라졌고, 
아버지와 생활하다가 갈등이 커짐. 자신이 어려울 때 
누나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아 원망이 큼. 새어머니
가 오시면서 집을 나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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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틀 분석(framework analysis)을 사용했다. 틀 분석은 기존의 질적 연구가 

가지는 귀납적 속성에 연역적 접근을 융합한 방법으로, 연구자가 선입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료에 

접근하여 귀납적으로 연구의 결과를 발견해 주제화시키는 일반적인 질적 분석과는 달리, 일정한 주

제를 가지고 자료 분석에 들어가는 연역적 질적 자료 분석방법이다(김인숙, 2016:371). 연구자는 선

행연구를 토대로 청년의 독립 이행에 있어 가족 자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족 자원의 취약

성이 독립 이행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는 틀(framework)을 가지고 연구에 들어갔다. 이러한 틀을 

중심으로 독립 이행의 과정과 독립 이행의 실패 상황과 가족의 경험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이라는 지지체계의 상태, 독립 이행의 출발, 독립 이행의 과정, 그리고 위기상황에 

대한 주제 틀(thematic framework)을 세우고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분석과정에서 연구자는 자료를 여러 차례 읽어 각 참여자들의 생애 이야기에 익숙해졌고, 각 연

구참여자들의 가족배경과 성인기 전, 후의 사건과 경험에 대한 연대기적 배열을 통해 독립과 노숙을 

중심으로 한 주요 경험의 선후관계를 정렬하였다. 

또한 각 연구참여자들의 자료에서 추출된 각 주제에 해당하는 주요 의미단위를 나열하고, 주제와 

추출된 의미단위 간의 지속적 비교, 각 의미단위 간의 비교, 유사한 의미단위 간의 집합 등을 토대

로 주요 범주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또한 각 주제와 범주들을 보았을 때, 이것이 본 연구의 대주제

라 할 수 있는 빈곤 청년인 청년노숙인의 독립에 있어서 가족의 의미와 관련하여 어떤 것을 말해주

는지 해석해 내고자 하였다. 

4. 청년 노숙인의 독립 이행과 원가족 경험

청년들의 독립과 가족에 대한 주제분석의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청년의 독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자 지속적인 지원의 원천은 당연 가족이다. 가족은 독립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크고 

참여자
ID

가족 특성 가족 관계

P5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들어오심. 큰누나, 쌍둥이 누나는 각자 직
장다니며 살고 어린 여동생은 이모네 집
에서 생활. 아버지가 현재 병으로 투병 중

아버지 병환이 심해지면서 새어머니가 태도를 달리하
며 참여자가 집을 나가도록 요구함

P6 부모를 본 적은 없고, 아버지는 호적상으
로만 존재. 조부모 슬하에서 자랐으나 모
두 돌아가심 

제대 즈음에 연로하신 조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심. 가
족이나 친척이 없음

P7 생활력이 없는 아버지는 집을 나가고 어
머니가 살림을 도맡아 하셨으나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함. 누나가 있음

고교졸업 후 아버지와 살게 되었으나 돈이 있으면서
도 가족을 지원하지 않고 돌보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 
증오하게 됨

P8 보육원에서 자랐고 가족에 대한 기억이 
없음

가족이나 친척과의 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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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혹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회 속에서 고립되지 않는 구성원으

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룬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

년들에게 가족은 그 실체가 있든 없든 간에 자신을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기분

(P6)’이 들도록 하는 ‘부재’ 그 자체였다. 이 말은 곧 독립을 위한 도약을 위해 디딜 수 있는 디딤돌

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표 3> 청년 노숙인의 독립과 가족 주제 분석 결과

주제 의미단위 범주 해석

독립을 
위한 

지지체계로
서의 가족

부모님이 병환으로 모두 돌아가심

가족의 부재

가족이라는 
디딤돌의 

부재

조부모의 사망으로 혼자가 됨
고아원에서 자람
어머니의 사망
자신을 찾지 않는 가족에 대한 서운함

관계의 단절
자신을 힘들게 했던 부모에 대한 원망
자신의 현재 모습을 알리고 싶지 않음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한 가족에 대한 분노
원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지원 
부재

학비 등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심
가족에게 부담을 지우기 싫음
자신에게 남겨진 빚

독립의 
계기

조부모의 사망과 빚으로 인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감

집이 없어짐

준비 없이 
시작된 독립

부모님이 남긴 빚을 청산하면서 집을 처분
암으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살던 집을 처분하고 
자신은 혼자 서울로 오게 됨
새어머니가 집을 나가라고 하여 쫓겨남

집에서 쭟겨남어머니가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나가 살라고 
함
아버지와 새어머니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와 
버림 집을 뛰쳐나옴
아버지와 살기 싫어 집을 나와 버림

독립의 
과정

아르바이트를 전전
불안정한 일과 

수입

버거운 
홀로서기

구하기 어려운 일 혹은 맞는 일이 별로 없음
일을 했다 안했다 반복
얼마 되지 않는 월급

경제적 압박부담스러운 생활비와 방값
생활비를 최소화 함
일을 하지 않으면 방을 유지할 수 없음

일과 방 유지의 
동시적 과제

일에 딸린 방 생활
열악한 주거(고시원과 PC방, 사우나, 친구집)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과 모멸을 당함

계속되는 고립과 
정신적 상처

부모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인한 무력감
몇 년간 자신을 찾지 않는 가족
도움 받고 싶지 않고 연락하고 싶지 않음
가족이 주민등록 말소처리함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으로 제대로 된 직장 진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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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을 위한 지지체계로서의 가족: 가족이라는‘디딤돌의 부재’

(1) 가족의 부재

누구나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기 마련이지만 청년들에게서 지원체계의 중요한 당사자들인 양쪽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 이외의 형제, 조부모, 친척 등 가족 자체가 없는 경우가 포착되었다. 병환

으로 부모님 두 분이 청소년기에 모두 돌아가시거나(P2) 고아원에서 자라 자신의 부모에 대한 존재

를 알 수 없는 경우(P8)가 이에 해당되었다. 부모뿐만 아니라 자신을 키워 준 조부모님마저도 모두 

돌아가신 경우(P6)도 그러했다. 부모 이혼으로 인해 호적상으로만 존재하는 아버지도 그저 ‘무늬만 

보호자’일 뿐 (P6)이었다. 가족의 부재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다가온 홀로서기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여러 시간을 충격 속에 보내기도 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찾고 싶어서 OO의 집(고아원)에 전화하니까, 제가 6살 때 미아보호소에서 

데리고 왔다는 기록만 있더라구요. (P8)

제가 태어난 날이 법적으로 부모님이 이혼하신 날이에요. …호적에는 이제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늬만 보호자죠. (P6)

(2) 관계의 단절

한편 가족이 부재(不在)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 간의 갈등과 상처들로 인해 관계의 단절 상태가 

심한 수준에 이르렀던 사례들이 있었다. 그것은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경험했던 폭력, 부모의 정신적 

상처와 불건강으로 인한 외상(trauma)으로 시작되었고 그로 인한 불화, 돌봄받지 못한 데 대한 분노 

등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물리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낼 수 있게 되자 

관계는 더 철저히 단절되었다. 현재 노숙이라는 극단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가족에게 연락하거

주제 의미단위 범주 해석

독립의 
위기

병원 입퇴원과 고시원 생활을 하다 돈이 떨어져 방값 마
련 불가능하여 무작정 거리를 걷다 경찰에 도움 요청

극심한 빈곤과 
노숙 경험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버티기

서울에 정착하고자 방을 몇 차례 구하는 과정에서 가지
고 있던 돈을 모두 써버리게 됨
빚이 감당이 안되고 고시원비 낼 돈이 없어 방을 빼고 
학교 도서관 생활
몇 차례 월급을 받지 못하면서 돈이 떨어져 지하철 역에
서 경찰에 구조 요청
결핵 발병으로 병원 입원

건강의 위기 
간질/조현병/자살충동
폭력과 도난, 갈취

범죄의 피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사기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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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움을 구할 의사가 없음을 판단해 볼 때, 관계의 단절은 일시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남보다 못한 관계’이며 ‘전혀 의지가 안 되는’(P4) 관계였다. 가족들이 자신의 상황을 아는 

것 역시 싫어했다. 그러나 서운한 마음도 있었다.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때 외면했던 가족에게 아쉬

운 소리를 하기 싫지만 자신을 찾지도 않는 가족에게 여전한 서운함을 갖고 있었다. 

 

[누나들하고는 연락해요?] 아니요. 아버지한테도 좀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 누나들한테는 아예 미

련이 없어요. [사실 누나들이 더 의지가 됐어야 하는데…] 남보다 못한 관계. … 돈을 빌려도 가족에

게 많이 빌리잖아요. 가족이 전혀 의지가 안 돼요. 누나한테 힘들었을 때 얘기해서 거절(당)하고 나서

부터. 그 때 이후로부터 누나들한테 받기도 싫어요. (P4)

어떤 측면에서 관계의 단절은 가족의 부재가 가져오는 지지 체계의 부재 상황보다 청년들의 독립

에 더 복합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이미 가족과 관계를 끊기 이전부터 매우 처절하고 오랜 시간

의 고통스러운 가족생활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이 외상은 홀로서기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줄곧 정신적으로 청년들을 괴롭힘으로써 과거가 아닌 현재 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신

의 처지가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다’(P1)라며 여전히 현실의 문제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혹은 가족의 관심조차 거부하고 ‘저에 대해 신경을 껐으면 좋겠다’(P7)며 가족과 단절함으로 스스로

를 고립시키고자 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을 이제껏 외톨이로 만들었으면서 법적으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가족의 흔적은 오히려 자신의 독립적인 삶에 걸리적거리는 ‘쓸데없는’(P6) 것으로 판단하고 있

기도 했다.

(엄마가) 저에 대해서 신경을 껐으면 좋겠다. 엄마가 저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생각은 하고 싶지가 않아서. [아빠는 어떨 것 같아요.] 아빠하고 싸우고 나왔기 때문에 아빠도 신경 

안 쓸 것 같고요. … 아빠하고 가족의 인연을 끊고 나왔고요. (P7)

그러니까 집이라는 한 울타리 공간에 다 같이 부둥켜안고 살고 서로 돕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밥 

먹고. 그게 가족인데. 그런 게 전혀 안되고 언제나 혼자였고. 그러면 가족이라고 칭하기에는 너무 힘들

죠. 그래서 저는 가족이라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쓸데없는 보호자? 필요 없는 보호자? …솔직히 얘기

를 하면 정말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P6)

(3) 경제적 지원의 부재

청년의 독립에 의미 있는 가족을 추적하면서 가족의 존재 자체의 여부, 가족과의 관계의 질 이외

에 실질적으로 부각되는 패턴은 가족과 관련된 물질적 지원의 여부였다. 가족으로부터 오는 최소한

의 경제적 지원이 없는 것은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원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 또한 스스로 생활비와 학

비를 벌어 생활하라는 요구를 수용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채 홀로서기를 진행하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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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했다. 청년들은 경제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에 필요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학비, 주거비 등 비교적 목돈이 필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전적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물질적 지원의 부재로 인해 참여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것들은 청년들의 독립에 있어 생각보다 중

대한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 대학에 진학했던 경험을 가진 참여자 4명 중 3명의 대학생활은 공부가 

아닌 아르바이트가 중심인 삶이었다. 결국 이 중 2명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

고 중퇴해야 했다. 부모로부터 아무런 지원 없이 대학을 다니면서 줄곧 학자금 대출을 받아 빚이 

4000만 원에 이르게 된 P4의 경우도 있었다. 고졸로 학업을 마감한 P7 역시 자신이 공부를 더 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 문제를 지적하였다. 아무런 지원 없이 학자금과 용돈 마련 등으

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학업과 자기개발은 요원한 일일 뿐이었다. 

[아버지가 뭐 학비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학자금 대출을 계속 받았어

요?] 네 그렇게 얘기 하셨어요. … 대학 다닐 때 남들 해외연수 다니고 막 영어학원이나 그런 거. 다

른 걸 준비해야 할 때 아르바이트 해야 하고… (P4)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가족을 부양하라는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성장기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큰 결핍을 느끼며 생활해 온 청년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끼기

도 했다. 

아빠가 지원해 준 게 하나도 없고. 차비 같은 것도 지원해 준 게 없고.. 항상 기운이 없어 보이고..

돈이 없어 보이니까 차비를 달라고도 말도 못했어요. …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활고 때문에 쪼들리면

서 살아왔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아래로 눌리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네

가 가장이야 하면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게 굉장히 슬펐고요.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았고요. (P7)

오히려 청년들은 지원을 기대하기는커녕 부모가 남기신 빚을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

기도 했다. 이 참여자 역시 고등학교 시절부터 빚을 갚기 위해 학교생활은 뒷전을 하고 온갖 아르바

이트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빚은 병원비 때문에 진 것 같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병원비도 모자랐어요. …그걸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아프니까 그걸 못 내고 이자가 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걸 아는데 상속 그것도 몰

랐고 갚아야 하는 줄 알았고, 갚고 나니까 뭔가 편하더라고요. (P2)

2) 독립의 계기: 준비 없는 독립 

어떤 계기를 통해 청년들은 독립하고자 하였는가? 이것은 직접적으로 가족이 살던 집, 가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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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발생한 사건, 가족에게 처해진 상황 등과 밀접히 연관이 있었다. 공통적인 점은 참여자 모

두 자발적인 독립, 즉 스스로의 판단과 준비된 계획, 가족과의 논의나 지원하에 집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고 준비되지 않은 채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

으로 집이 없어져 버리거나, 집에서 쫓겨나거나, 집을 무작정 나와 버리는 상황으로 범주화되었다. 

가족과의 단절은 곧 물리적 집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고 있었다. 디딤돌을 딛지도 못했지만 도약

의 준비도 없었다. 

(1) 집이 없어짐

참여자 가족들의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부재는 함께 살던 집의 상실로 직결되고 있었다. 

독립 이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독립 주거의 이행은 아이러니하게도 주거 ‘상실’의 국면에

서 시작되어야 했다. 갑작스러운 부모나 조부모의 사망과 경황이 없는 중에 이어지는 채무 상환의 

압박으로 살던 집이 사라지는 데 불과 몇 달이 걸리지 않았다(P6). 함께 사시던 조부모가 돌아가신 

후(P6), 부모님이 병환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후(P2) 아무런 대비를 못한 채 청년들은 살던 집과 가

족이 사라지면서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불안정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럼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제 경매로 그냥... 나중에 빨간딱지도 슉 오고. …그때부터 제

가 방황을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OOO (노숙인시설) 오기 전까지 계속 이제. 기나긴 방황을 했

죠. [갈 데가 없이 집을 나오게 된 거네요.] 네. (P6)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 판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럭저럭 다 나갔죠. 사채, 거기다가도 집어

넣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갚을 수 있었죠. 아니면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밑천으로 한 거죠. (P2)

또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P3도 어머니가 갑자기 암치료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함께 살던 집을 나왔다. 갑작스럽지는 않았지만 살던 집은 정리되었고, 참여자는 혼자 서울에 올라

와 생활하는 것을 택했다. 사실상 돌아갈 집이 사라진 셈이다. 

(어머니가 암치료 시작하시면서) 아파트 정리하면서 원룸 사시고선 그 원룸도 정리하시면서 병원

비 쓰시면서 요양하시면서 … 아마 완쾌하셔도 이모네서 계속 사실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저는 혼자 지내야죠. 일단은 어머님 완전 나을 때까지는 일단은 지금 친구 OO(고향) 일 하면

서 거기서 용돈 벌이를 조금씩 하면서… (P3)

(2) 집에서 쭟겨남 

갈등으로 점철된 가족 관계 내에서 심각한 상처를 주고받은 가족들은 청년들 독립을 준비하도록 

기다리지 않는다. 특히 남성 청년의 경우, 가족들은 집에서 무작정 이들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 대수

로워하지 않는 듯했다. 남자이니 크게 위험할 것도 없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알아서 독립해 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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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청년들에게 비단 집에서 쫓겨

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충격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한 요구 이면에는 이제 더 이상 보고 싶

지 않다, 혹은 인연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거절감과 관계 단절에 대한 요구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 틀어박혀서. 그렇게 한 2년을 사니까요. 엄마가 방 빼고 그냥 니 알아서 살라고 200만 원을 주

더라구요. 그래서 그걸로 고시원으로 갔죠. 스물다섯 때 일이었어요. … 아버지가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해요.집에 넌 들어오지 말라고. 어렸을 때 많이 싸워가지구요. 아버지하곤 정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

래서 집에도 못 들어가니까요. (P1)
(새어머니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조그만 집이라도 구해주셨으면.. 말이라도 잘 해주셨으면 

괜찮은데… 또 왜 왔냐. 뭐 우리 자식들 있으니까 나가달라.. 밥만 먹고 나가래요. 원래는 하룻밤이라

도 자라고 하잖아요. 암만 그래도. (P5)

(3) 집을 뛰쳐나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가족에게서 관계 단절을 통보받는 것이었다면, 집을 뛰쳐나오는 것은 반대

로 청년이 가족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통보하는 행위였다. 집에서 나오게 되는 시점에는 ‘가족과 인

연을 끊겠다’(P7)는 결심이 이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집이라는 울타리를 잃는 

것과 동시에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점에서 앞의 경우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경우, 

청년들의 심리적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았다. 앞의 두 경우가 상실과 막막함, 서운함과 충격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경우라면 집을 뛰쳐나오는 경우 가지게 되는 감정은 이에 분노와 원망이 더해지기 때문

이다. 사실상 집을 나오게 될 때에는 집 안에서 가족과의 고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우울, 자살시

도 등을 경험했고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이러한 감정적 상황에서 홀로서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예고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며, 청년들이 맞이하게 되는 더 큰 현실적 장애를 돌파

할 내적 힘을 상실한 채 시도한 무모한 도전 같은 것이었다. 

돈을 아빠 혼자 다 쓰려고 해서. 가족한테 주는 건 없고… 아빠는 너만 바라보면서 산다 그러고. 제

가 직장에 가서 돈 벌고 아빠를 모시면서 살길 바라고 있는데 가족한테 돈도 안 쓰고… 돈 얘기만 꺼

내면 사람을 치고 그러니까 신경질적이 되고. 물건 집어 던지고 화를 내니까. 그게 어느 날 날 잡아서 

싸우고 그래서 나온 거죠. 아빠하고 싸우고 작년 9월 달부터 밖에서 생활하는데.. [무작정 나왔어요?]

아빠하고 가족의 인연을 끊고 나왔고요. … 삶의 목표도 바뀌었어요.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사는 그런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엄마하고 아빠하고 인연을 끊고 혼자 살잖아요.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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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의 과정: 버거운 홀로서기 

가족과의 단절,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가득 안은 채 준비 없이 시작된 독립 이행의 과정 속에서 

청년들은 가족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독립의 과정에서 청년들은 혼자서 모

든 것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고군분투하였지만 삶의 안정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불안정한 일과 

수입, 그로 인한 마음의 불안과 떠도는 생활은 지속되었다. 자연히 극심한 경제적 압박도 계속 따라

다녔다.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잠시 일을 놓으면 이내 살고 있는 공간도 잃게 되는 상황

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자신이 가진 정신적 건강성, 기

댈 수 있는 든든한 가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다른 인연도 없이 고립은 점점 심화되어 갔다. 

그럴수록 가족에 대한 원망은 더욱 쌓여갔고, 참여자들은 가족을 더욱 멀리 밀어내고 있었다. 이들

은 독립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할 만한 어떤 동력도 가족으로부터 얻을 수 없

었다. 오히려 가족은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1) 불안정한 일과 수입

청년들의 홀로서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업은 우선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방을 유지하는 

것이다. 의존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는’(P4)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급한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 노동 강도가 세고 계절을 타는 이삿짐 용

역, 택배물류 작업, 건설노동 등이다. 대개 식당, 주유소 등의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임금 정도를 

겨우 받을 정도이고, 노동 강도가 센 일의 경우 일당은 높지만 계속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열심

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수입 면에서 안정적이지 않다. 더군다나 계속 일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

게 됨에 따라 일을 하다가 안 하다가 하는 패턴이 생기게 되고, 일하지 않는 기간에 얼마간 모았던 

돈을 쓰게 되면서 또다시 서둘러 낮은 질의 일자리로 찾아 들어가야 하는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게 

되며 청년들의 삶의 불안정성은 지속된다. 

2015년은 계속 그냥 이삿짐.. 이삿짐 그래도 꾸준히 계속 나왔어요. 어떤 것 있어도 나갔거든요. 택

배 있어도 나가고. 이삿짐 있어도 나가고. 알바몬도 꾸준히 봐서 나가고. … (P5)
미장하는 사람 보조? 그 다음에 식당 서빙.. 서빙은 요즘에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단지 돌리

는 거... 거의 웬만한 건 다 해봤어요. 포장이사. 그 다음에 사무실 이사… (P8)

편의점이나 술집 뭐 이런데.. 짧게 짧게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다 해봤던 것 같아요. (P4)

혹은 장년들의 텃새, 직장 부적응, 건강상의 이유로 이러한 일들이 아닌 다른 일을 찾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 초년병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험했던 나쁜 경험들이 청년들을 위축되게 만들었

고, 그런 곳들은 피하면서 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머니를 벌거나(P3) 전단지를 붙이러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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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혼자서 하는 소소한 일을 하는 데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P7). 

가서 일만 하고 나오고 싶은데. 넌 들어온 지 얼마 안됐으니까. 신입이라고 하면서 일 외적인 걸로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텃새 같은 것 때문에 사람들 많은 곳에 일하는 걸 꺼려하게 됐고요. 힘

쓰는 일 같은 것도.. 인력시장 가서 아침에 나가서 힘쓰는 일도 해봤는데요.. 힘쓰는 일은 이제.. 제가 

좀 너무 힘들어서 못했었고. 택배 같은 거 할 때도 무거워서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못하게 되고.. 혼자

서 할 수 있는 일 찾아보고 그러다보니까. 혼자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붙인다든가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됐고. (P7)

(2) 경제적 압박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경제적 압박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했다.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먹는 

것, 자는 것에도 돈을 아끼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일이 많았다. 비싼 방값을 모으고 알게 된 지

인과 방을 함께 쓰고 생활비를 나누어 내면서 돈을 절약하여 방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하였지만 생

활비와 방값으로 나가는 돈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었다. 이 때문에 반복적으로 노숙인시설을 이

용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고시원 생활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것저것 필요한 것.. 다이소 가서 싸게 산다고 해도  보통 

들어가는 게 (생활비만) 20만 원. (고시원비) 25만 원 바로 말일에 주니까. 내면 이것 저것 사고 반찬

사고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P2)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한 달에 얼마씩 벌었어요?) 한 달에 그래도 못해도 90에서 180은 벌

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벌었었는데도 왜 계속 여기서 생활하게 된 것 같아요?) 그 형이랑 같이 있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었고요. 일부러 좀 안 쓰는 돈도 있었어요. (돈을 모으려고 생각했어요?) 네. 요즈

음엔 좀 많이 비싸서 그런 것도 좀 있었고. 방을 얻으려면 최소 보증금을 500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300도 많지 않더라고요. 300이면 월세가 비싸더라고요. (P5)]

경제적 압박과 불안정한 일은 결국 돈을 아껴야 하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다. 가급적 돈을 쓰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해서 최대한 가진 돈으로 길게 버티거나 방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을 모아

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삼각김밥) 세 개를 사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씩 먹고. 처음에 (집에서) 나왔을 때는 하루 식

비가 만 원이었는데. 한 끼에 3000원 정도로 먹었는데 그게 6000원으로 줄고 2400원으로 줄고 그랬죠.

[식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계산을 잘하고. 꼼꼼한 것 같아요.] 그런 거.. 꼼꼼하지 않은데요 돈이 없

어질수록 그때부터 꼼꼼해지는 것 같아요.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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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과 방 유지의 동시적 과제

보통의 청년들의 경우 설사 독립했다 하더라도 일을 당장 그만둔다고 해서 살 집이 바로 없어지

는 것은 아니다. 위급한 경우 부모님의 지원을 받거나 모아둔 돈으로 몇 달을 생활하는 경우는 보통

이다. 그러나 본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경제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유 자금이 없고, 지원을 해 

줄 가족들도 없는 상황에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곧바로 주거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많은 수의 경우, 지방 건설현장, 식당, 주유소 아르바이트 등 숙식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찾게 

된다. 방값을 추가로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훨씬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러한 숙식 제공 일자리의 맹점은 24시간 일과 생활이 중첩되면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

중된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일을 잃으면 바로 주거를 잃게 된다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청년들

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폭되는 결과를 낳는다. 

(쉼터에서) 쉬다가 이제... 보름 정도면 나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자리 잡아가지고..

[일자리라 함은 숙식제공 되는 곳?] 네. [그럼 보통 어느 정도씩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던가요?] 거의 

한 달부터 해 가지고 최고는 한 6개월 미만 정도.. 식당 같은 데는 열두 시간씩 하니까(힘들고), (숙소

도)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써야 하니까 그게 좀... [어느 정도 돈을 좀 방

을 구할 만 한 돈을 좀 모아가지고 방은 좀 따로 살겠다 이런 생각은 안하셨어요?] 그게, 방을 잡으면 

안 나가게 되더라구요. 일을. [방을 유지하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대신 다른 일을 하더라구요.
식당을.. 안에서 먹고 자고 할 때는 아침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하는데, 그런데 방을 잡으면 좀 편

한 일을 하려고 다른 일을 찾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거의 숙식(일자리) 있다가 나와 가지고 원룸 단기

로 해서 한두 달 해 가지고. (P8)

결국 지지 기반이 없는 청년들에게 일과 방의 유지는 반드시 동시에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가 되

어 버린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안정감을 잃고 버거움을 느끼는 참여자들의 삶은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방향으로 계속된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일과 방 유지의 과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결

국 찾게 되는 방법은 돈이 들지 않는 친구집에 얹혀 지내는 것, 혹은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불하는 

주거라고 할 수 없는 공간인 PC방, 사우나에서 생활하기, 심지어 학교 도서관에서의 생활까지도 초

래하고 있었다. 

(4) 계속되는 고립과 정신적 상처

독립의 과정이 버거웠던 건 비단 경제적 문제로 인한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가족과 단절된 

채 혼자 살아가고 있었지만 가족으로 인한 상처와 상실감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홀로서기의 과정

에서 이들을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역시 단연 가족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것은 부모라는 

배경이 없다는 것에 대한 외부로부터 오는 차별과 조롱으로,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원망에서 기인하

는 무력감으로, 힘들어도 자신을 도와줄 가족이 없고, 있어도 자신을 찾지도 않는 가족에 대한 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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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참여자들은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지도, 그리고 연락하고 

싶지도 않아 했다. 참여자들이 느끼는 이러한 감정이 결국은 청년들로 하여금 홀로서기의 과정에서 

자신들을 사회로부터,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키는 결과를 갖게 만들고 있었다. 

(취직이) 안돼요 잘.. 그러니까. 한 번 면접 봤었는데 보증 서 줄 사람 있냐고… (대기업도 면접을)

많이 봤는데 다 보증인을 원하더라고요. 보증인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자르더라고요. … 부모님 안 계

신다고 하면 위 아래로 훑어요. 5분 말이 없다가 아 죄송합니다. 그냥 가셔야겠네요. 그래요. 한 번은 

3번까지는 참았어요. 3번까지는 그렇게 해서 4번째 어디서 면접을 봤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대놓고 막 

무시를 하더라고요. (P2)
TV를 보면 육아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와서 아들, 딸들 데리고 장난도 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방치되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분노도 있고요. (P7)

일 알아보려고 했을 때 (주민등록이) 말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되게 분노했어요. 아무리 자

식이 안 산다고 해도 주소 좀 해주지…하여튼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이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

인데.. (지난 4년간) 솔직히 찾았겠죠, 궁금했으면.. 누나를 통해서라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안 

찾는 것 보면… (P4)

4) 독립의 위기: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버티기

참여자들의 혹독한 독립의 여정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노숙이라는 극단적 선택

으로 들어선다. 보통의 청년들도 독립 이행의 과정에서 얼마든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날 가능성이 있

지만 그들 중 다수는 가족으로부터 오는 지지와 자원을 활용하여 위기를 넘기곤 한다. 가족은 청년

의 독립 이행에 있어 위기의 순간에 안전망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경우, 맞닥

뜨린 위기는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가장 핵심적인 위기는 생

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빈곤과 노숙 경험, 심각한 신체와 정신건강의 위기,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사기 등으로 인한 범죄 피해 등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사실상 버틸 수 없었다. 

노숙이라는 실패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이러한 실패를 지속시키

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했다. 사실상 이러한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청년들은 버티고 있었다. 다

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고, 여전히 가족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려 버티고 있기

도 했다. 

(1) 극심한 빈곤

인터뷰에서 만났던 청년들 중 일부는 극심한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 위기상황을 대비한 비자금 일

부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극단적 빈곤 상황에 처한 경험들을 갖고 있었고, 인터뷰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 참여자도 있었다. 대다수의 극심한 빈곤 상황은 고시원과 같은 

방을 유지하다가 계속 일이 연결되지 않아 돈이 떨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방값을 치를 돈이 없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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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의도하지 않게 돈을 써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가령 병원비를 쓰게 

되거나(P1, P2), 방을 잡다가 두 세 차례 월세를 허비하게 되는 등(P4)의 일이 생기면 여지없이 방

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들의 극심한 빈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처절

하다. 

노숙만은 피하고 싶었어요. … 대신. 거리를 계속 걸었죠. 하루종일 걸었죠. 잠도 안 자고요 밥도 안 

먹고요 그냥 계속 거리를 걸었어요. … 처음엔 3일 정도 그랬었고요. 그 뒤엔 일주일 정도 그랬었고.

그 뒤엔 하루 정도 하루 종일 걷고 그랬어요. (P1)

아버지와의 불화로 집을 나온 후 돈이 없어 고시원을 나오게 된 후 P4의 생활은 절망 그 자체였

다. 집이 없어 도서관에서 생활했지만 생활이 불가능해져 결국 계속 자살시도를 하게 되었다.

몇 개월 생활하다가 감당이 안 돼서 고시원을 뺐어요. 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서 

생활했었어요. 도서관에서 생활하다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도서관에서 3~4개월 살았어요. 너무 배

가 고파가지고 2, 3일 되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밤에 누가 쓰레기통에 남겨

서 버렸는데 그걸 내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때 너무 수치스러워 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때 너무 죽고 싶어가지고. (자살) 하려다가 시도를 하려다가 안 돼서. (P4)

입고 있던 옷이 여름에 샀던 추리닝인데 12월 달 되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겨울용 옷은 없고. 일

을 나가려고 하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때 잠바를 살 돈이 없었어요. 잠바만 있었어도 아르바이트를 

했을 텐데… (P7)

극도의 빈곤에 대한 대처가 때로는 매우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어떠한 방법으로라

도 빨리 돈을 벌어서 밖에서 자는 것만은 피해보려고 여러 궁리를 하기도 하였지만 이것 역시 여의

치 않은 경우가 많았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12000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걸로는 찜질방 들어가고 그러면 금방 없어져서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5시간씩 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지하철에서 보내려고 했거든요. (지하철 화

장실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을 하거나 잠은 PC방에서 2, 3시간 자고. (P7)

(2) 건강의 위기

젊은 참여자들이었지만 이들에게 있어 가장 큰 위기는 의외로 건강문제였다. 지속적으로 몸을 

돌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체력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져 몸으로 하는 일은 더더욱 힘들어져 갔다. 결

핵을 경험한 경우도 두 사례(P2, P8) 있었다. 스스로의 몸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

에 처한 연구 참여자들의 몸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지 않았다. 건강이 나쁘지 않

았지만 오랜 바깥생활에 몸을 돌보지 못하면서 병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의외로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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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미 청년기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숫

자였다.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증상이 있어요?] 여기저기 아프더라고요. 몸살 나고 빈혈이 나고. (어

지러워요?) 영양이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랑 균형 있게 밥을 못 먹었거든요.

거의 하루에 한 끼 먹으니까. 한 끼도 안 먹을 때도 있고. (P5)

구체적으로 심각한 뇌전증(간질), 조현병(정신분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충동, 게임중독 등으로 

혼자 생활을 하면서 일을 통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맞닥뜨린 경우도 많았다. 누군가

의 보살핌과 쉼, 치료가 절실한 경우였지만 홀로서기의 가장 큰 위기 앞에 병원 입퇴원, 시설 입퇴

소 이외의 도움의 손길은 미치지 못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이들의 건강상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일이 아니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이를 지경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자살시도의 생각과 

경험들도 여러 참여자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나 병원에 좀 입원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네. 여기 이 시설에 처음 왔을 때두요. 제가 병이 

자꾸 심해져서 말도 어눌해지고 행동도 느려지고 기억력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 의사 선생님 소

견서에 제가 혼자서 살면은 스스로 통제를 잃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구

요. 그래서 좀 일찍 들어왔어요.(P1)
신경과랑 정신과를 두 군데 다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증상이 오는데, 그게 있어 가지고 뭔 일을 

못하니까. 일하다가 그냥.. [발작이 올까봐 두렵고…] 두려운 것보다도 그런 게 와 버리면 나오지 말라

고 해요. (P2)
… (죽으려고) 제가 가방에 줄도 가지고 다니고, 밧줄 같은 거. 갖고 다니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힘든 거예요. 배가 고프고 굶고. 굶으니까… (P4)

(3) 범죄의 피해

참여자들이 비단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해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

었다. 사회경험이 없고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들에게 폭력, 임금체불 등의 각종 위기가 빈번

하게 발생했다. 여유 자금이나 기타 지원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한 돈으로 생활을 겨우 유지해

야 하는 상황에서 한 달이나 기다린 월급을 주지 않는 상황은 곧바로 청년들에게 위기로 찾아오기 

일쑤였다. 

첫 달도 월급날 돈을 줘야 하잖아요. 한 달 반 됐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 쉬라고 그러

지. 한 달 또 기다렸는데 일하란 소리도 없고 돈도 안 들어오고. 돈도 별로 없고. 그거 하려고 양복까

지 사고 했는데 … 돈 나가고 돈 나가고.. (P5)

2014년에는 막노동 인력을 하잖아요. 거기서 어떤 아저씨를 만나서 따라오래요. 술만 먹으면 이상

해져 가지고.. 때리시더라고요. 많이 맞았어요. 술병으로 맞고, 발로 맞고…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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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이스피싱, 명의 도용 등 각종 사기 역시 청년인 연구참여자들이 불필요한 

빚을 지게 만들고 신용에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사건들은 참여자들이 재정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일

으키기도 하지만 이것이 만드는 더 큰 위기는 참여자들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좌절하도록 만든

다는 것이다. 이런 정신적 충격의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재기의 끈을 놓아버리거나 절망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였다. 이런 사건을 당한 후 조언이나 정보도 없이 혼자 억울함과 분노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 벅차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핸드폰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제일 처음 쓴 게 스마트폰인데. 그렇게 해서 빌

려 줘서. 요금은 형이 내주겠다. 요금은 형이 대리점 가서 내줄 테니까 너는 그냥 이름만 빌려주면 된

다. 딴 거 없다. 그래서 그 꾀임에 넘어갔죠. 그리고 딱 한 달째 되는 날 그 양반들 다 튀었죠. 도망가

고. [몇 개나 해줬어요?] 무려 네 대. 나도 처음에는 네 대가 된 줄은 몰랐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신고를 하기는 했어요… (P6)
저는 빚이 있는 게 보이스피싱 예전에… 세 번 당했는데요. 저도 모르게 당했어요. 부모님 아버지가 

안 좋다고 해서 전화 받으라고 해서 이 번호로 올 거라고 전화 받으라고 했는데 결제됐다고. 맨 마지

막에 당한 거는 병무청이예요. 병무청 사이트인 줄 알고 받았는데.. 총 400 정도.. 이제 100만 원 남은 

거죠. 많이 갚긴 갚은 거죠. (P5)

5. 결론 및 논의: 디딤돌, 동력, 안전망의 부재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원가족과 양육 체계로부터 독립 이행을 하게 되는 청년기인 20-30대에 

노숙을 경험하게 된 연구참여자들은 독립을 위한 전진기지가 되어야 할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갑작스럽고 준비 없이 독립을 직면했고, 아무런 도움 없이 홀로 서고자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못한 채 노숙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추락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

다. 

본 연구로 도출된 주제별 범주와 해석이 취약한 청년들의 독립과 가족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무엇

인가. 저자는 취약 청년들의 이러한 독립의 과정과 가족의 관계를 마치 홀로 날아오르기 위한 점프

(혹은 도약)와 비상의 과정으로 상상해 보았다. ‘가족지원 체계의 부재’는 이 청년들에게 있어 ‘디딤

돌’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든든한 디딤돌을 딛을 때 도약의 에너지가 모이는 것이지

만 취약 청년들의 디딤돌은 아예 없거나 단단하지 못했다. 부실하고 밟을 수 없을 정도로 연약했다. 

오히려 늪과 같은 곳이어서 발이 자꾸 빠져드는 곳과 같았다. 높은 도약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리라 

판단된다. 둘째로 ‘준비 없이 시작된 독립’, ‘버거운 홀로서기’의 독립 계기와 과정은 독립의 과정에

서 얻어야 할 날갯짓에 필요한 지속적인 동력을 얻지 못하는 과정이었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독립의 과정에서 필요한 격려와 지속적인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의 청년들에게 가족으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 없었다. 때문에 날아보려 시도했지만 계속 

날기는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버티기’는 미숙한 청년들이 독립의 여정에서 



남성 노숙 청년의 성인기 독립 이행 실패와 원가족 경험  235

위기를 만날 때 반드시 존재해야 할 가족이 제공해 주는 ‘안전망’의 역할이 없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보통의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독립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위기상황은 가족이라는 안전망

을 통해 상당 부분 더 이상의 추락이 방지되고 위기가 해소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가족 지원의 부재

는 안전망의 부재로 인한 계속된 추락을 허용하고 말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청년들의 원가족은 아예 없었거나, 있다 하더라도 청년들을 집에서 밀어냈다. 

그들의 가족은 아무런 준비 없이 탈출하듯 벗어나야만 했던 곳이었다. 이것은 독립 전 물질적, 심리

적, 정서적 지원의 원천이 되는 여느 청년들의 가족의 모습, 가족 관계와는 매우 달랐다. 더군다나 

보통의 청년들이 독립을 완성한 이후, 가령 결혼을 해 완전한 이행을 완료한 후에도 그들의 가족은 

유무형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새로운 가정을 원조하며 청년의 독립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

음을 감안해 볼 때, 그런 가족체계와 지원 없이 단절된 채 고립된 연구참여자들의 독립 여정은 반대

로 너무 외롭고 매우 험난해 보였다. 특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들은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지금에도 여전히 참여자들에게 큰 상처로 남겨져 있어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

며, 가족으로부터 기인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청년들의 인적자본을 손상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아물지 않은 상처로 여전히 고통을 주고 있는 가족이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 가족으로부터 온 심리적, 정서적 

결과물들을 홀로서기의 과정 내내 마주해야만 했다.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선언했지만 결과적

으로는 지속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청년노숙인의 독립 이행에 대한 연구결과는 ‘청년의 독립이 지연되고 있다’ 혹은 ‘청년은 

부모에게 더 의존하고 있다’는 청년의 독립과 관련한 일반적 논의와는 큰 괴리를 보인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지나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독립을 시도하였고, 부모에게 거의 의존하지도, 

의존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은 이미 앞서 살펴보았던 몇몇의 연구들에서 이미 예견되

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정민우ᆞ이나영(2011)이 지적하였듯이 청년의 독립 준비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족의 계급에 따른 계급화된 가족전략에 의해 의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작금의 상황에서 좋은 계급의 가족 출신도 아닌, 더군다나 좋은 계급이든 나쁜 계급이든 간에 원가

족과 절연된 상태인 청년 노숙인들에게 있어 독립이란 사실상 벌판에 홀로 내팽개쳐지는 것과 다름

이 없는 듯하다. 그야말로 ‘DIY 일대기’를 써 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청년들 특히 이제까지 가족 지원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독립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얼마나 

힘들고 요원한 것인가를 가늠하게 해 준다. 이는 이제까지 가족이라는 사적 지원체계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청년들의 독립과정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족 지원체계의 여부에 따라 얼마

나 양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논의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한 발 더 나간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청년노숙인들의 인구학적 특성에서 확인한 바, 이들 대부분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군복무를 마치는 등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또한 10대 때 

가출, 비행 등의 일탈 경험 역시 거의 없어 일반 청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적어도 인적자본의 

측면에서 독립의 과정에서 문제가 될 두드러진 약점이 보이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렇듯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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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해 보이는 청년들이 왜 노숙이라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이들의 홀로서기, 즉 독립 이행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청년의 

인적자본의 성취가 아닌 원가족 관련 경험이었다는 점이며, 둘째, 적어도 취약계층의 청년들에게 있

어서는 일반적으로 논의되던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황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존재여부, 그리고 가족관

계의 질이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빈곤한 원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가족은 청년의 독립에 있어 디딤돌로, 동력으로, 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유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2013)이 일본의 청년홈리스에 대한 생애사에서 그들의 노숙

을 ‘관계의 빈곤’과 연관지어 설명한 것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Barker(2012: 740)는 청년노숙인에게 사회적 자본으로서 가족과의 관계는 가족과의 접촉의 정도,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원의 전달과 같은 물질적 수준을 넘어서 상호 호혜와 신뢰의 규범 등 ‘관

계의 질’의 문제도 청년의 노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 바 있다. 즉 청년노숙인들의 상당수

는 노숙 중에도 가족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일정 정도의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문

제는 물질적 자원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 경험하고 형성해 왔던 기대나 규범을 포함한 사회화와 

관련된 관계의 양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부재 자체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가족 밖

에서의 다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자원의 사용과 접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청년 

노숙인들의 특성 중 하나인 공적 자원과의 거리두기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보고 있다. 청

년 노숙의 가족과의 관계는 물리적인 의미의 가족 해체(breakdown)를 넘어선 질적 가족해체가 가

져온 결과라는 것을 보여 주고, 동시에 관계맺음의 부정적 효과가 노숙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것을 

알려 준다. 또한 가족의 존재와 지지는 청년들이 노숙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Mayock, et al., 2011), 가족의 부재는 이들에게 재기의 계기 역시 부족하

게 만드는 원인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이 부재하고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취약한 청년들이 사회의 일

원으로 홀로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체계의 마련이 매우 시급함을 촉구한다. 본 연구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 못했지만 대표적으로 아

동보호체계에서의 퇴소 아동, 소년원이나 교도소 등에서 퇴소한 아동, 가족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행 청소년, 가출청소년 등 위기청소년들의 독립 이행을 면밀히 추적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사실상 청소년기 이후 종료되지만 안정적 독립을 위해서

는 연장된 지원체계가 더욱 강건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이 가정과 시설에서의 보호를 벗어난 시

점에서 홀로서기를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돌보아 왔다면 어떠한 보호 체계도 절반의 성공만을 이룬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취약한 청년들의 독립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를 어떻게 마

련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며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들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미래를 도모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정적인 주거마련과 일자리 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들에게 심리 정서적 지원과 정신과 신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서비스가 

요구된다. 최근 논의되는 청년들을 위한 사회주택(social housing), 고시촌 인근의 공공서비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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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고 있는 청년의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고립감을 해소하면서도 안정적 주거와 이러한 서비스

가 결합된 방식으로 제공되는 지원주거(supportive housing) 등도 취약한 상태의 청년들에게 유용하

게 작용할 것이다. 가족체계를 상실한 청년들에게 공동체로서 기능하며 대안 지원 체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일정 정도 주거 공간을 공유하며 관계를 맺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사적 지원체계가 단절된 위기의 청년들이 공적 체계의 지원으로 어려움을 넘기며 극단적 상태에

서 또 다른 피해와 상처를 경험하지 않고 독립 이행의 여정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울 필

요가 있다. 아직 젊은 이들이 미래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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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mong 
Homeless Young Men and their Family Experience

Kim, Soyo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harsh period for young adults to prepare their successful life,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specific experiences of independence transition among 

homeless young adults. Also this article explored how their family perform as a 

supportive system for their independence. Using in depth interview materials of 

19~39 aged 8 young homeless males, the research analyzed their family’s weak 

support; no family members, no economic support and breaking relationship. As to 

occasion of independence, the participants sometimes experienced loss of house, 

evacuation by their family or runaway from their home. It was abrupt and 

unexpected leaving home. Also their process of independence was beyond their 

capacity that they suffered from instability job and destitute rather than continuous 

mental trauma and isolation. In the end they faced serious risky situations that they 

cannot manage without any help.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 would be more important than economic capital from family 

and transition to adulthood of vulnerable young adults who don’t have family 

support need much alternative supportive system and social capital.

Key Words: Transition to adulthood, homeless young adult, famil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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