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한 집에 머물라’는 시대
집없는 사람들의 재난

-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1. 사회적거리두기와 주거불평등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칙의 첫 단계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최대한 집에 있으라, 
즉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매개로 하였음. 

- 집에 머물라는 예방조치는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안정적인 주거에서 배제된 집단의 감염별 노출이 가중된다는 점을 보여줌.  

- 머물 집이 없는 사람, 
집이 안전하지 않은 
사람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대안마련은 부재한채 
공공시설 등 공적 
공간은 도리어 
‘거리두기’를 위해 폐쇄 
됨. 



- 사회적 거리두기 가능여부에 따른 주거불평등 심화
- (미국 퓨리서치센터) 재택근무자는 대학원졸업자가 73%, 대학졸업자가 62%
였으나 고졸이하는 22%에 불과. 소득별로는 고소득층 61%, 중간소득층의 
41%가 재택근무, 저소득층은 27%만 재택근무
                 재택근무가 가능한 집단과 불가능한 집단사이 주거불평등이 심화됨
                 안전의 불평등을 동반



- 공공임대주택 미납관련 주거위기 정보는 2019년 16만 4960건에서 지난해 
28만 5753건으로 74.2%급증 (소병훈의원실)

- 2020년 2-4분기 가구소득 하위20%(1분위)소득은 17.1% 감소, 다른 분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음. 하위10% 소득 대비 중위소득배율은 평균 5.1배에서 
5.9배로 상승 격차도 심화 됨.(한국은행)

- 반면 자산격차는 더 커지고 있음. 상위20%인 5분위의 순자산 점유율은 2019년 
62%로 계속 점증하는 양상(국회예산정책처)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58514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0064385&menuNo=200433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4317.html


점유형태별 직업군별 가구수 (이원호)

244만 8천가구, 
경제위기로  
인한 
월세부담군  
추정



2. 집없는 이들의 재난

“코로나는 얼어죽을, 배고파서 코로나도 먹겠다”

-홈리스야학 학생회장 로즈마리

- 홈리스는 거리 생활자 뿐만 아니라 쪽방이나 고시원, 여관, 목욕탕, 
기도원, 찜질방 등 비주택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안정적인 거처가 없는 이들 전체를 일컬음. 

- 정부는 방역지침으로 집에 머물 것을 권고하면서도 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음. 코로나19는 기존 시설중심 
홈리스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줌.



밥 퇴거 의료 재난지원금 백신

“밥이 없죠. 마트에서 시식 좀 하고요. 은행에서 커피 놓는거 얻어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두번 들러서 한두잔 타먹으면 뭐라고 안 
하거든요. 커피로 때웠어요.”

 - 50대여성, 일시보호시설(한국도시연구소)
- 코로나19를 가장 먼저 체감하게 하는 것은 밥. 민간에 의존해있는 
무료급식 시스템은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태에 금방 
중단되게 됨.

- 운영하는 몇몇 급식소로 인원이 몰리며 급식의 질이 낮아지거나 운영 
횟수를 줄이는 일이 빈번해짐. 배고픈 홈리스의 증가.

- 2021년 1월 응급잠자리 등에서의 집단감염 이후 일주일에 한번씩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급식장 및 시설 출입이 가능해짐. 이로 
인해 식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더 늘어남. 따스한채움터의 경우 
이용인원은 실제 318명에서 107명으로 줄어듦





밥 퇴거 의료 재난지원금 백신

- 전국 유일 24시간 개방 역사였던 부산역, 2020년 5월부터 야간시간 
폐쇄방침.

- 수원 노숙인시설, 출퇴근 홈리스 거주자에게 일을 그만두거나 
퇴거할 것 요구

- 2020년 12월 홈리스기관 종사자와 당사자 코로나19 확진 이후 
서울역 등 홈리스 퇴거 실시, TV를 끄고 의자 등 폐쇄. 갈 곳도, 쉴 
곳도 없어짐. 

- 전염 사태는 응급잠자리와 같은 밀집잠자리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견된 일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홈리스에게 개별적으로 
전가되는 양상.





밥 퇴거 의료 재난지원금 백신

- 홈리스는  ‘노숙인 등 의료급여’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지만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병원만 이용 가능함.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국공립병원이 코로나19이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홈리스가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제한 됨. 

- 병원에 가더라도 신규진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도중 성급히 전원되거나 
전원병원을 찾지 못해 노숙인 시설로 입소, 쪽방으로 이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혹은 자가격리가 필요할 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문제. 



밥 퇴거 의료 재난지원금 백신

- 주소와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홈리스상태의 
사람을 자주 제외하기 됨. 재난지원금 역시 마찬가지.

- 등록 주소지와 현재 거처가 다르거나 주소지가 없거나, 현재 함께 
살고있지 않은 가족들의 주소지에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음. ‘주소 불명’ 상태인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 높음.

-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99%가 수령하였다고 하지만, 거리홈리스의 
경우 53%가, 일시보호시설 홈리스의 경우 73%가 수령해 각각 46%와 
26%의 미수령 상태를 보임. 

-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로 본인을 입증하거나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는 
방식도 문제. 지역화폐로 받는 경우 휴대전화 요금이나 월세와 같은 
필수적이고 우선적 지출을 할 수 없는 문제점 있음.





밥 퇴거 의료 재난지원금 백신

- 이런 위기는 백신의 문제로도 이어짐. 홈리스의 경우 백신 코로나19 
취약 시설대상 예방접종의 우선접종 대상자였으나 지난 6월 9일 기준 
코로나19 취약시설의 1차 접종률이 87%에 달하는데 반해(질병관리청) 
거리 홈리스의 경우 29%(홈리스행동)에 불과하였음.

- 미접종한 이들의 미접종 사유는 단연 집이 없기 때문이었음. 43%는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라고 답하였음. 예방접종 
이후에는 ‘가급적 바로 귀가하’고, ‘통증부위를 깨끗한 수건으로 찜질’, 
‘수분을 충분히 공급’,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라고 권장하지만 거리 
홈리스에게는 모두 불가능한 일임,

-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필요한 것 역시 46%가 접종 후 
상당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꼽음.



3. 거리두기의 시대, 거리둘 수 없는 사람들

- 이런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은 미미함. 일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서만 
임대료 관련 제한적 조치를 시행함 (SH공사,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차인에게 
상품권 10만원 지급, SH소유상가 임차상인 6개월 임대료 50%감면 / LH공사 
대구 경북지역 입주자 3개월 임대료 50% 감면, 기타지역 영구임대주택 납부 
유예)

- 소상공인 임대료인하에 동참한 임대인에 대한 인하분 50%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조치 시행 (이른바 ‘착한 임대인’운동). 2020년9월 약 4만개 점포에서만 
있었던 것으로 (중기부) 2019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 276만개의 1.4%불과.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9/984118/


“나 대구에서 왔는데, 너도 감염시켜줄까”

- 2020년 3월 2일 서울 천호1구역 강제철거에 동원된 철거용역

- 코로나19로 인해 집회신고는 반려되지만 강제집행은 계속되었음.
-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은 3월 18일 성명을 통해 “주거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밝히고,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에 각 
국가가 즉각적인 시행에 나설 것을 권고함

1. 임대료, 주택담보대출 ,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최거, 퇴거의 위협에 대한 금지
2. 즉각적인 임대료 동결, 임대료 인상 전면 금지
3. 임대차 계약의 해지 금지 
4. 소득이 감소한 세입자의 주거비가 부담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보장
위와 같은 조치를 코로나19 대확산기간동안과  그 이후 상당한 기간까지 적용할 것을 권고





- 코로나19로 공공시설문이 문을 닫고, 
요양병원과 시설 등 외출과 면회가 
제한되며 공공서비스가 필수적인 이들이 
고립되고 있음.‘집에 있으라’는 방역지침은 
폭서기 무더위쉼터와 같은 집합공간 
대책을 무력하게 만듦.

- 재난은 불평등을 타고 흐르고, 재난의 
결과는 더욱 큰 불평등을 초래함.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기후 위기는 
새로운 재난의 출현에 따른 평등의 과제를 
줌. 모두의 주거권은 일상화된 재난의 시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음. 

- 한국 사회 ‘집’은 불평등을 만드는 
알고리즘의 핵심 고리. 분배에 실패한 
사회의 위기는 최종적으로 ‘집없는 사람들’
에게 전이되고 있음. 이를 멈추기 위한 
평등의 전략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