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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의 정체성과 적응 전략: 인지인류학적 접근** 

안준희* 

1. 서론 

한국 사회에서 노숙자 문제가 .사회 문제’ 로서 관심이 모아지고 이 

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대응이 이루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IMF 

관리체제 이후 고실업 상태에서 경제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 극단적인 형태로서 노숙자의 생활위기에 대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각종 종교사회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둥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노숙자를 돕기’ 위 

한 활동들이 전개되었으며， ‘희망의 집’ , ‘자유의 집’ 동 노숙자 쉽터 

형식의 임시보호시설 설립， 식사 제공， 의료 지원， 취업 알선 등 다양 

한 대책 및 정책들이 수립， 시행되었다(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 

1998b) . 이렇게 노숙자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사회에서 경제 위기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2000) 

•• 본고는 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인 ’‘·노숙자’의 생활양식에 관한 인지인류학적 연 

구(2000)" 의 일부분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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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실례인 동시에 ‘일탈(de띠ance)' 의 대표적인 유 

형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노숙자 문제가 언론과 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면서 노숙자의 특성 

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려는 몇몇 실천적인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노숙자들의 수나 생활 실태에 관한 

통계적인 조사， 노숙자를 양산하는 구조에 관한 논의 등의 단편적이 

고 피상적인 조사와 연구자나 사회전체의 시각에서 노숙자 문제를 바 

라보는 외부자적 시각의 채택으로 인해， 노숙자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노숙자들이 실제 어떤 사랍들이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특히 노숙자들의 세계를 외부자적인 사각이 

아닌 그들 자신의 시각에서 기술하고 설명하려는 연구의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노숙자에 관한 심층적 민족지적 연구(e바mographic research)를 위해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채택한 것은 인지인류학적 접근이다. 이는 

개별 문화의 성원들이 그들의 세계를 개념화하는 방식에 관한 분석 

(왕한석 1996a:17)을 주로 하는 인지인류학의 시각과 방법론이 노숙 

자들의 세계를 그들 자신의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본 연구에 매우 유 

용한 틀을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노숙자들의 세계를 

기술하고 분석함에 있어 가지기 쉬운 오류 중의 하나는 연구자가 속 

해 있는 사회의 기준에 따라 그들을 미리 판단하고 규정함으로써 그 

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은 무엇인지 풍 이플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내부자적 관점 (insider’'s point of 끼ew) ’ 이라는 인지인류학의 

기본적인 시각은 ‘일탈 이나 ‘도시의 하위문화’ 의 연구가 가지기 쉬 

운 이러한 오류‘ 즉 실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 자신이나 연 

구자가 속해 있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가치관 빛 기준을 개 

입시키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즉， 해당 문화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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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체계를 그 자체의 관점에서 발견하고 기술하려는 에믹 (emic)한 접 

근은， 이들의 세계를 기술하고 분석함에 있어 연구자의 가치나 기준 

을 최대한 배제시킴으로써 연구자와 같은 물리적 공간 내에서 생활하 

고 있지만 서로 다른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노 

숙자들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친척， 색채， 식물， 질병 등과 같은 특정 

한 영역의 명칭 체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인지 인류학의 시 

각과 방법론을 노숙자들의 정체성과 생활양식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문화현상에 적용하려는 시도이다1) 구체적으로는 노숙자들이 자신들 

의 정체성과 생활양식을 표현하는 데 어떤 용어들을 사용하는지， 그 

용어들은 어떤 분류체계를 이루는지， 그리고 분류체계에 내재된 의미 

원칙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작업， 즉 명칭 체계( terminological 

system)에 대한 의미 분석작업이 주요 틀이 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기존의 민족지적 연구에 에믹 (emic)한 접근과 개념적 세계 

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언어적 분석이 더해진 것이다. 

이러한 기술툴을 가지고 본 연구가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음과같은것들이다. 

첫째， 노숙자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데 즉，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 용어들을 수집하고 이에 반영된 

의미 원칙들(semantic principles)을 살펴봄으로써， 이 하위문화의 구성 

원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바라보는지를 알아본다. 

둘째， 노숙자들의 생활세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 

1) 미국 도시의 노숙자에 관한 Spradley의 연구인 'You Owe Yourself a Drunk J 

(1 970)는 인지 인류학적 시각과 방법론을 일반 민족지 기술에 적용한 대표적 

인 성공적 연구이다. Spradley는 이 연구에서 미국 노숙자 문화의 주요 영역 

들을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기술함으로써 이들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제도들 

이 어떻게 그들을 이러한 세계로 끌어들이고 그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는가를 

성공적으로 설명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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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때1) 인 ‘얻어 먹는 방법’ 에 대한 의미 분석 (semantic analysis)을 

통해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 양식 및 적응 전략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 

펴볼것이다. 

노숙자들의 세계를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기술하려는 본 연구 

의 목적을 위해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노숙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즉 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참 

여관찰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이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들의 수집 분석 작업이었다. 전자는 노숙자의 

삶에 관한 민족지적 연구라는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위해， 후자는 

개념적 세계에 대한 언어적 분석이라는 연구의 플을 위해 필요한 것 

이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1999년 9월 중순부터 노숙자들이 많이 모여서 

생활하는 서울역 및 을지로 부근을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조 

사는 이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관찰하고， 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 

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이들의 생활에 대한 보다 체계 

적이고 심충적인 파악과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자료의 수집을 위해 

거리의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였으며， 2000년 1월부터 2월까 

지는 노숙자 보호시설인 ‘사랑의 집’ 을 참여 관찰하고， 그곳의 입소 

자들을 대상으로 언어 자료에 대한 수집 및 분석 작업을 하였다. 

2. ‘거지’ 라는 표현에 나타난 노숙자들의 정체성 

노숙자들의 세계를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기술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첫 질문은 ‘노숙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에 관한 것이 

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관한 이해는 노숙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주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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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 기존의 노숙자 문제에 관한 연구들의 큰 축 중 하나도 이에 

관한 것이었다. 노숙자들의 인구학적인 특성， 즉 연령， 학력， 성별， 

가족 관계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에서부터 면접을 통해 노숙자들을 치 

료 대상자. 요양 대상자， 재활대상자， 자활 대상자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의 노숙자 문제에 관한 연구들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이들을 어 

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포함하여， 한국 사회의 노숙자의 정체성에 

관한 이해는 크게 세 가지 시각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일반인들이 노숙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인 대중적 모델 

(pop벼ar identity)2) 이다. 이는 노숙자들에 대한 고정관념 (stereotype ) 

으로， 노숙자들을 더럽고， 게으르며， 항상 술에 취해 있는 위험한 존 

재로 간주하는 경우이다. 둘째，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 등 정신건강 

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의료적 모델이다. 의료적 모델은 노숙 

자들을 질병. 주로 정신질환이나 알콜 중독에 기반하여 정의하며， 이 

때 이들에게 부여되는 정체성은 .알콜 중독자’ 나 ‘정신병자’ 이다. 노 

숙과 알콜 중독 혹은 정신병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노숙 

자들의 재활을 위한 알콜 중독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노숙자들을 

’미친 사람’ , ‘술주정뱅이’ , ‘알콜 중독자’ 등으로 바라보는 일반인 

들의 인식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의료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이다. 셋째. 행정적 혹은 정책적 차원에서 이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행정적 · 정책적 모텔3 )이다. 이는 노숙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 

2) Spradley(1970: 66)는 미국 노숙자들에 관한 연구에서 노숙자들을 규정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시도들이 대중적 정체성 (popular identity). 의료적 

정 체 성 (medical identity). 법 률적 정 체 성 Oegal identity). 샤회 학적 정 체 성 

(sociological identity)이라는 네 가지 모텔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대중적 정체성과 의료적 정체성은 Spradley의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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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위한 일환으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 

로， 노숙자들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분류한 후， 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여되는 정체성이다. 

대중적， 의료적， 행정적 · 정책적 모텔은 그 접근 방식에 있어 각기 

차이가 있으나， 노숙자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 모두 외부적 

인 기준들(extern떼 criteria)을 사용하고 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따 

라서， 이러한 접근들은 노숙자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규정하 

는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일반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규정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외부자적 기준에 기반한 

논의들은 그 나름대로 유용성과 장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최근 노 

숙자를 ‘부랑인’ 과 ‘실직노숙자’ 로 구분하고 전자에게는 과거와 동 

일한 수용 보호를 후자에게는 공공근로나 취업 기회의 알선과 귀가 

종용이라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구분에 대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대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필요한 개념일 수 있다. 

노숙자들에게 ‘알콜 중독자’ , ’정신병자’ 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의 

료적 모텔도 이들을 자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개발을 

위해서는 유용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인 

기준에 기반한 접근들은 한국 사회의 일반인들이 이들을 어떻게 바라 

보는지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이 문화의 구성원들인 노숙자들이 자 

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규정하는가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 

해 주지 않는다. 또한 외부적인 기준에서 노숙자들을 미리 규정함으 

로써 이들이 실제로 어떤 사랍들인지에 대해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도 지닌다. 같은 맥락에서 외부적인 기준의 사용은， 한국 사회의 

3) 현재 우리나라의 노숙자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노숙자 문제에 대한 실천적 

인 대책을 세우거나 제시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 

에서 행정적. 실천적 접근에 따른 정체성이라 함은 노숙자 문제에 대한 실제 

적인 정책에서 사용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학문적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이들에 대한 정의나 분류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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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인 규범이나 가치관에서 이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종종 이들에 

대한 오해나 선입견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이들이 누구인가에 관한 진정한 이해는 이러한 기존의 외부자적인 

시각과 내부자적인 시각이 모두 수렴되었을 때 가능할 것인데， 이 중 

본 연구는 내부자적인 시각， 즉 이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바 

라보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구체적으로는 노숙자들이 자신들을 규정 

하는 데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 자신들은 서로 

를 어떻게 구분지으며， 그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 

러한 관심은 기존의 외부자적 시각이 미처 보여주지 못한 노숙자들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노숙자들 

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보다 심충적으로 접근하도록 해 줄 것이 

다 더 나아가 이는 노숙자들의 정체성에 관한 파악뿐만 아니라 이들 

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즉 이들의 생활 양식에 관한 정보들도 

제공해 줄것이다. 

1 ) ‘거지’ 라는 정체성 

노숙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사실은 소위 ‘노숙자’ 라고 불리는 

본 연구의 대상들이 그들 스스로를 노숙자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 

이다. 즉， 외부인들이 이 집단의 구성원들을 흔히 ‘노숙자’ 라고 부르 

는 것과는 달리 , 이들은 자신들을 노숙자 라고 부르지 않는다. 물론， 

이들도 .노숙자 라는 용어를 알고 있으며， 이 외에 자신들을 가리키 

는 용어로 사용되는 ’부랑자 , ‘알콜 중독자 정신병자’ 라는 표현 

들， 그리고 이에 반영된 사회적인 이미지들도 알고 있지만， 자신들 

스스로를 가리키는 데는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이들이 자신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지. 혹 

은 ‘얻어 먹는 사랍’ 이라는 용어이다. 조사 대상의 대부분은 최근 언 

론이나 사회에서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노숙자’ 혹은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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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지 , 자신들은 그냥 ‘얻어 먹는 사람’ , 혹 

은， ’거지’ 일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들이 자신들을 ’얻어 먹는 사 

람’ , 혹은 .거지’ 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음은 여러 가지 점들에 의 

해 뒷받침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이들이 ‘노숙자 다시서기 지 

원센터’ 4)나 ‘노숙자 수첩’ 5)을 부르는 방식이다. 이들은 ‘노숙자’ 라 

는 단어 대신 ‘거지’ 혹은 ‘걸뱅이’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노숙자 다 

시서기 지원센터’ 를 ‘거지 본부’ , ‘노숙자 수첩’ 을 ‘거지 수첩. 혹은 

‘걸뱅이 수첩. 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이는 이들이 자신들을 ‘노숙 

자. 라기 보다는 ‘거지’ 혹은 ‘걸뱅이 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뒷받 

침해주는부분이다. 

노숙자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거지’ 혹은 ‘얻어 먹는 사 

람’ 이라고 규정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첫 

단계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들이 ‘거지’ 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즉， 노숙자들이 .거지’ 를 설 

명하는 진술(d않띠ptive statement)을 끌어냄으로써 이들에게 ‘거지’ 

혹은 .얻어 먹는 사람’ 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 

보고자하는것이다. 

조사 결과. 노숙자들이 .거지’ 혹은 ‘얻어 먹는 사람’ 이라는 단어 

를 정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어떤 사랍들은 ‘거지란 

한 군데 붙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벌어먹는 사람들’ 이 

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랍들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랍’ , 혹은 ‘가 

족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이 

4)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 는 서울시 노숙자 사업 총팔 단체로 노숙자 시셜 

인 ‘자유의 집’ 과 서울 시내 104개의 ‘희망의 집’ 을 운영하고 노숙자들에게 

의료지원이나 자활 빛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다. 

5) ’노숙자 수첩’ 은 노숙자 다시 서기 지원센터에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발급 

하는 수첩으로， 이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나 공공 근로 둥 

서울시 노숙자 사업에서 노숙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서비스들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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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다양한 진술들에서 가장 빈번히 그리고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 

은 ‘거지란 여기 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꼬지 6)를 해서 밥을 얻어 먹는 

사람’ 이라는 것이었다. 즉， 이들이 자신들 또는 어떤 사람들을 ‘거 

지’ 라고 규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구걸을 한다’ 는 것， 또는 ‘밥을 

얻어 먹는다’ 는 것이었다. 이렇게 노숙자들이 자신들을 규정할 때 사 

용하는 기준은 외부인들의 그것과는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인들은 이들을 .노숙자’ , ‘알콜 중독자’ , ‘부랑인’ 등으로 규정 

하며， 이 때 사용되는 일차적인 기준은 ‘길거리에서 잔다는 것’ , ‘일 

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항상 술에 취해 있다는 것’ 등이다. 이 

와 달리 노숙자들이 .거지’ 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방식은 이들이 자신 

들을 ‘꼬지를 하러 다니는 사람’ 혹은 ‘밥을 얻어 먹으러 다니는 사 

람’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거지’ 의 영역에 대한 의미 분석 

위에서는 이 하위문화의 구성원들이 ‘거지 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 

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 

는지， 그리고 ‘거지’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 

다. 이러한 대략적인 개념 파악을 넘어서서 그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랍들인지는 이 용 

어에 대한 ‘민속 분류법 (folk taxonomy) ’ 7)과 ‘성분분석 ( componential 

anal찌s) ’ 8)을 통해 보다 잘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민속 분류법’ 과 

6) ‘꼬지’ 란 노숙자들 사이에서 ‘구걸’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에 

관해서는 ‘얻어 먹는 방법 에 관한 분석인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 

이다. 

7) 민속분류법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일반적으로는 모든 민속 구분 

체계를 지칭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종류 혹은 포함 관계에 기반한 구분체계 

를 일걷는다(Casson 1981a: 76) ,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의 민속 분류법은 개 

별 명칭들의 위계적 배열로， 위계상 상위 단계의 한 명칭이 그 다음 하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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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분석’ 이라는 두 가지 분석법은 특정 용어에 포함되는 여러 하위 

범주들의 구분체계를 보여주고， 이 범주들간의 의미 차이를 만들어내 

는 내적 원칙을 밝혀냄으로써， 이 용어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따라서， 이 하위문화의 구성 

원들이 ‘거지’ 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 용어 에 대 한 의 미 분석 (semantic analysis) 을 통해 더 욱 명 확해 질 

것이다. 

조사 결과， 이들이 자신들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거지’ 혹은 

‘얻어 먹는 사람’ 이라는 용어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표제 

어 (cover term) ~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거지’ 들을 지시하는 독특한 표현들도 발달되어 있었는데， 이는 구체 

적으로 ‘떼지’ , ‘서울역 떼지’ , ‘영둥포 떼지’ , ‘삐끼’ , ‘양아치’ , 

‘꽃제비’， ‘붙박이’， ‘철새’， ‘꽃지’， ‘노숙자’의열가지이다.이때， 

’거지’ 라는 의미 영역 (semantic domain)을 구성하고 있는 이 다양한 

하위 범주들은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표 1)의 ‘거지’ 

의 분류법은 다양한 커지’의 종류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 

는지를보여준다. 

〈표 1)에 나타나듯. 이 하위문화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의미 영역인 

‘거지’ 는 일차적으로 .떼지’ . ‘삐끼’ 불박이’ 철새’ , ‘꽃지’ , ‘노 

숙자’ 라는 여섯 부류의 사랍들로 구성된다. 즉. 이 하위문화의 구성 

원들은 서로를 일차적으로 여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떼지’ 와 ‘삐끼’ 라는 범주는 다시 각각 ‘서울역 떼지’ 와 ‘영등 

포 떼지’ , ‘양아치’ 와 .꽃제비’ 라는 하위 범주로 구성된다. 

계의 모든 명칭들을 포함하는 관계를 말한다(왕한석 1996a: 20) 

8) 성분분석은 분류체계를 이루는 개별 명칭들 간의 의미 차이를 결정， 분석하 

는 방법올 일걷는다. 이러한 성분분석을 통해 인지인류학자들은 각각의 용어 

가 사용되는 조건들을 구체화하고，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 어떤 용어를 사용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당 언어사용자의 기준올 이해하고자 한다(Burling 1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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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거지’의 분류법 

거 지 

(얻 어 먹 는 사 랍) 

떼지 삐끼 

서 영 양 꽃 붙 철 꽃 노 

울 f Ir 아 제 박 새 지 숙 

역 포 치 비 。l 자 

떼 떼 

지 지 

이러한 거지에 관한 분류법은 거지라는 의미 영역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포함된다는 것과 함께 이들이 서로를 어떻게 구분 분류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법을 통해서는 각 하위 범주 

를 표현하는 용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며， 이들이 서로를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지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은 커지’ 의 의 

미영역에 대한 ‘성분 분석’을 통해 명확히 밝혀지는데， 이들이 서로 

를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들이 각 하 

위 범주들을 이루는 여러 속성들 중 어떤 것들을 서로를 구분하는 중 

요한 의미 기준으로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삼항 구분작업 

(σiadic sorting task) ’ 을 하였다. 즉， 조사 대상자들에게 서로 다른 세 

종류의 ‘거지’ 들 중 어떤 두 가지가 상대적으로 유사한지를 선택하도 

록 하고 그렇게 구분하는 기준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하위 문화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분류하고 구분하는 기준으로 

발견된 의미 원칙은 ‘성별’ , ‘이동성’ , ‘집단 구성 여부’ 주요 소득 

원(얻어 먹는 방법)’ , ‘지내는 장소 ‘, ‘노숙기간’ 의 여섯 가지였다. 

각 하위 범주들을 구분하는 대조의 차원들(dimensions of contrast)은 

구체적으로 〈표 2)와 같다. 

각 대조의 차원들을 간략히 셜명하자면， ‘이동성 (2.0) ’ 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하는지의 여부로， 이동성이 있다(2. 1)는 것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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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종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단기적인 이동성에서부터 계절에 따 

라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장기적인 이동성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그 

리고. 이 때 이동성이라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상대적인 이동성 

이다. 따라서， 이동성이 없다(2.2)는 것은 전혀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옮겨다닌다는 것을 의 

미한다. 다음으로， ‘주요 소득원(3.이’ 9)은 이들이 어떻게 소득을 얻 

고 생계를 이어가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중 ‘꼬지(3.1)’ 는 구걸을 통 

해 돈， 음식， 옷 등을 얻는 것， ‘매춘(3 .2) ’ 은 여성 노숙자들이 다른 

노숙자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매춘을 통해 돈을 버는 것， ‘노가다 

(3.3 )’ 는 인력 시장을 통해 돈을 버는 것， ‘삐끼질’ 은 다른 노숙자들 

1 0 성별 

1.1 남성 

1.2 여성 

2.0 이동성 

2.1 있음 

2.2 없음 

3.0 주요 소득원 

3.1 꼬지(구걸) 

3.2 매춘 

3.3 노가다(인력) 

3.4 뼈끼질 

〈표 2) ，거지’ 롤 구성하는 대조의 차원 

4.0 집단구성여부 

4.1 구성함 

42 구성안함 

50 지내는 장소 

5.1 한 지역 

5.2 여러 지역 

6.0 노숙 기간 

6.1 장기간 

6.2 단기간 

9) 주요 소득원이라는 부분은 전체조사를 통해 노숙자들에게 .얻어 먹는 방법’ 

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의미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관한 

자세한 언급은 다음 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여기서는 ‘꼬지’ 매춘’ , 

.노가다’ , ‘뼈끼질’ 이라는 것이 지니는 의미만을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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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괴롭히거나 이용하여 수입을 얻는 것을 뜻한다. ‘집단 구성 여부 

(4.0) ’ 는 집단을 이루어서 생활을 하는지의 여부로， 이 때 집단의 크 

기는 대체로 1O ~15명 가량이다. ‘지내는 장소(5.0)' 는 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장소에 관한 것으로 ‘한 지역 (5. 1) 이란 일정 지역 내에서 

생활하는 것을 뜻하며， 이에 반해 ‘여러 지역 (5.2) ’ 은 정해진 지역이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노 

숙 기간(6.0) ’ 은 노숙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만큼이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때 ‘장기간(6. 1)’ 과 .단기간(6.2) ’ 을 구분하는 엄격한 기 

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 또한 상대적인 의미의 기간이다. 

이러한 여섯 가지 대조의 차원들에 따라 ‘거지’ 라는 의미 영역을 

구성하는 각 하위 범주들은 다음의 〈표 3)과 같이 분석된다. 

이 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거지’ 들이 구체적으 

로 어떤 사람들인지 , 즉 이들의 세계에게 각 범주의 ‘거지’ 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보자면， 우선 ‘떼지’는 남성노숙자(1.1)로 다 

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2.1) ， 주로 구 

걸을 통해 생활을 하며(3 .1) , 여렷이 모여 집단을 구성한다(4.1) . 이 

들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생활하기는 하지만 그 범위는 주로 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5. 1) . 그리고， 노숙 생활을 한 지는 다른 사 

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6.0. ‘삐끼’ 는 ‘양아치’ 인 남성 

〈표 3) ‘거지’ 에 대한 성분분석 

1 0 20 30 40 5.0 60 

떼지 11 2 1 3 1 41 5 1 61 

뻐끼 1.1/1.2 2 2 34 4 .1 51 6.1 

붙박이 II 2.2 3.1 42 5 1 61 

철새 1.1 2 1 3.1 42 5 2 6 1 

꽃지 12 2.2 3 2 4.2 5.1 6.1/6.2 

노숙자 1 1 2 1 33 42 5.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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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들(1. 1 )과 ‘꽃제비 0.2) ’ 인 여성 노숙자를 모두 포함하는 범주 

로， 다른 노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없으며 (2.2) , 주로 다 

른 노숙자들을 괴롭히거나 이용하여 돈을 버는 ‘삐끼질’ 이라는 것을 

통해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다(3 .4) . 이들 또한 집단을 이루어서 생활 

하며 (4.1) , 주로 한 지역에 머물고(5. 1) , 노숙기간은 다른 노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6. 1) . 다음으로， 붙박이는 남성 노숙자로 

0.1) , 여기 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머물면서 (2.2 ) 구걸을 통 

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다(3.1). 이들은 주로 혼자서 생활을 하 

며 (4.2) , 한 지역에서 지내고(5.1) , 노숙기간은 다른 노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6.1) . ‘철새’ 또한 남성 노숙자로0.1 ) 혼자서 

(4.2) 여러 곳， 특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2.1 ， 5.2) 구걸을 통해 생 

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다(3.1). 이들 또한 노숙 생활을 한지는 오래 

된 사람들이다(6. 1). '꽃지’ 는 여성 노숙자를 의미하는데 0.2) , 이들 

은 다른 노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없으며 (2.2) , 주로 다 

른 노숙자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매춘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 

(3 .2) . 집단을 구성하여 생활하지는 않으며 (4.2) , 주로 한 지역에 머 

문다(5. 1) . 노숙기간은 단기간인 경우도 있고(6.2) 장기간인 경우도 

있다(6. 1) . 마지막으로 ‘노숙자’ 는 남성 노숙자들로0.1 ) 이들은 여 

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2. 1) . 인력 시장을 통해 공사장 등지에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한다(3.3). 주로 혼자서 생활을 하며 (4.2) , 전국을 

돌아다니기보다는 한 지역 내에서 생활한다(5. 1) . 이들은 다른 노숙 

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숙한지가 얼마되지 않은 사람들이다(6.2) . 

이렇게 ‘거지’ 라는 의미 영역에 관한 성분분석은 노숙자들이 자신 

들을 규정하는 민속(민간)방식을 밝혀냄으로써， 이들의 시각에서 ‘거 

지’ 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며， 각각의 거지’ 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를 밝혀준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이들이 어떻게 생활 

하고 있는지， 즉 이들의 생활 양식에 관해서도 부분적으로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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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지’ 정체성의 특징 

꺼지’ 를 구성하는 하위 범주들을 찾아내고 이 범주들간의 의미 관 

계를 구성하는 대조의 차원들을 찾아낸 위의 의미 분석의 결과는， 이 

들 정체성의 중요한 특징들을 또한 보여준다. 특히 성분분석 과정에 

서 밝혀진 대조의 차원들은 노숙자들이 자신들을 규정하는 특징적인 

방식들을 보여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여섯 가지 대 

조의 차원들 중 상대적으로 중요한 대조의 차원들은 ‘이동성 (2.0) ’ , 

‘주요 소득원(3 .0) ’ , ‘집단 구성여부(4.이’ 의 세 가지인 것으로 보인 

다. ‘성별(1. 0)' ’ ‘지내는 장소(5.0) ’ 노숙기간(6.0)' 의 경우， ‘성 

별(1. 0) ’ 은 ‘꽃지’ 와 나머지 하위 범주들을， ‘지내는 장소(5.이’ 는 

‘철새’ 와 나머지 하위 범주들을， ‘노숙기간(6.0) ’ 은 ‘노숙자’ 와 나머 

지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미 원칙인 반면， ‘이동성 

(2.0)’ , ‘주요 소득원(3 .0) ’ , ‘집단 구성여부(4.0) ’ 은 다양한 정체성 

들을 서로 구분하는 의미 원칙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 면접과정에 

서 조사 대상자들이 자신들을 구분하는 데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들도 

주로 ‘이동성 (2.0) ’ , ‘주요 소득원(3 .0) ’ , ‘집단 구성여부(4.0) ’ 였다. 

특히 이 셰 가지 대조의 차원들은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요 소득원 (3.0) 이라는 의미 원칙은 이 하위문화의 구성원 

들이 서로를 구분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기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대상의 대부분은 각 용어들을 설명할 때 어떻 

게 생계를 이어가는가， 즉 ‘주요 소득원’ 이 무엇인가를 일차적으로 

언급하였고. 삼항 구분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요 소득원’ 이라 

는 대조의 차원을 가장 먼저 제시하였다. 성분분석에서 이미 살펴보 

았듯이， 이들에게 떼지’ , 불박이’ , ‘철새’ 는 ‘꼬지’ 즉 구걸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꽃지’ 는 주변의 다른 ‘거지’ 들을 대상으로 매춘을 

해서 살아가는 여성들， ‘노숙자’ 는 주로 부정기적인 노동을 통해 소 

득을 얻는 사람들， ‘삐끼’ 는 이들이 소위 ‘삐끼질’ 이라고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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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살아가는 사랍들로 인지되고 있었으며， ‘삐끼’ 라는 범주가 다시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되는 데 있어서도 ’양아치’ 는 주로 다른 노숙자 

들의 돈을 빼앗거나 ‘오야지’ 에게 노숙자들을 소개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 ‘꽃제비’ 는 여관， 여인숙， 쪽방 또는 직접 노숙자들에게 ’꽃 

지’ 를 소개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랍들로， ‘주요 소득원’ 이라는 의미 

원칙이 일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이렇게 여러 종류의 ‘거지’ 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소득원(3 .0) ’ 이라는 의미 원칙 

이 .이동성 (2.0) ’ , ‘집단구성 여부(4.0) ’ 와 상호 관련성을 지닌다는 

사실이다. 우선 다양한 종류의 ‘거지’ 들이 서로 다른 ‘이동성’ 을 지 

니게 되는 것은 서로 다른 소득원， 즉 생계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떼지 와 철새 가 다른 노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것은 구걸을 하기 위해 

서 길거리， 교회， 절 둥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이며， ‘삐끼’ 

가 상대적으로 이동을 적게 하는 것은 다른 노숙자들을 이용하거나 

괴롭히는 방법을 통해 소득을 얻는 ‘삐끼질’ 을 하기 위해서는 한 곳 

에 머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꽃지’ 가 이동성이 적은 것도 그 

것이 매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즉， 한 곳에 머물면서 남성 노숙자 

들의 주목을 받게 되면 일일이 찾아 다니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 

고， 매춘의 기회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숙자’ 들이 

이동을 많이 하는 것은 이들의 주요 소득원인 ‘노가다’ 가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거리를 찾아 여러 곳을 돌아다 

녀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다양한 종류의 ‘거지’ 들이 지니는 서로 다 

른 이동성은 그것이 수입을 얻기 위해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주 

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집단 구성 여부(4.0) ’ 또한 ‘주요 소득원(3 .0) ’ 과 밀접히 관련되 

는데， 노숙자들이 집단을 구성하는 이유， 또는 구성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수입을 얻는 데 용이한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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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면， ‘떼로 몰려다닌다’ 는 의미를 가진 ‘떼지’ 들이 여렷이 모여 

다니는 이유는 집단을 이루어서 생활하는 것이 혼자서 생활하는 것보 

다 구걸을 하거나 밥을 얻어 먹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여렷이 생 

활하게 되면 어디서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는지， 어떤 급식장소에서 

좋은 밥이 나오는지， 돈을 잘 주는 교회가 어디인지， 구걸이 잘 되는 

장소가 어디인지 등 생계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습득 

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집단을 이루어서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구 

걸을 하거나 무료 급식 장소에서 줄을 서는 데 새치기를 당하지 않는 

등 혼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비해 유리한 점이 많다. ‘삐끼’ 의 경우 

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서 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수입을 얻기 때 

문에삐끼질’ 이라는 것의 성격상 집단을 이루지 않고는 불가능하 

다. 이에 비해， 주로 한 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붙박이’ 는 여렷이 

함께 있을 경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노숙자’ 의 경우는 이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집단에 참여할 수 없기도 하지만， 

주로 .새벽 시장’ 을 통해 개별적으로 소득을 얻기 때문에 여렷이 모 

여 다닐 필요가 없는 사랍들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다양한 ‘거지’ 들을 구분하는 대조의 차원들 

중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밝혀진 ‘이동성 (2.0) ’ 주요 소득원 

(3 .0)’ , ‘집단 구성 여부(4.0) ’ 라는 기준들은 서로 관련되는 대조의 

차원들로， 구체적으로는 ‘주요 소득원(3 .0) ’ 이 무엇인가에 따라 ‘이 

동성 (2.0)’ 과 ‘집단 구성 여부(4.0) ’ 가 결정되는 상호 관련성을 가진 

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노숙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 

정하는 데 있어 경제적인 적응 전략을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았 

다는 것이다. 즉， 생계를 이어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소득 

원에 따라 이동성과 집단 구성여부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곧 경제 

적인 적응 전략이 ‘거지’ 라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기준임을 의미 

한다. 이는 앞서 ‘거지’ 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방식에 주목한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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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부분이다 결국 이 두 가지 접근은， 외부인들이 이들을 ‘길 

거리에서 자는 사람’ ,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 

는 것과 달리， 이 하위문화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을 바라보고 규정하 

는 데 있어 경제적인 적응 전략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얻어 먹는 방법’ 이라는 영 

역이 노숙자들의 세계를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 영역을 구성 

하고 있다는 점에 의해서 더욱 뚜렷해진다. 

3. 노숙자들의 적응 전략: ‘얻어 먹는 방법’ 

노숙자들은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위의 환 

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전략들을 사용한다. 이 중 여기에 

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들이 얻어 먹기 위해. 즉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의 적웅전략들이다. 노숙자들은 이에 해당 

되는 적응 전략을 흔히 ’얻어 먹는 방법 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이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여러 가지 점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우선， 앞서 살펴본 .거지’ 라는 영역에 관한 의미 분석은 이 하위문 

화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 ‘경제적 적응 전략’ 이라 

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 부분 

이 이들의 생활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적웅 전략’ , 이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얻어 먹 

는 방법’ 에 관한 이야기가 실제 노숙자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노숙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 

은 오늘 어떤 곳에서 좋은 음식이 나온다거나 어느 교회에서 돈과 돗 

자리를 나누어 주는지， 어느 장소가 구걸을 하기에 좋은지 등 어디서 

어떻게 얻어 먹을 것인가에 관한 것들이다. 이와 함께 실제 생활에 



‘노숙자’ 들의 정체성과 적응 전략. 인지인류학적 접근 239 

있어서도 ‘얻어 먹기 위해’ 보내는 시간이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일상생활은 무료 급식을 받아 먹기 위해 줄을 서고， 교 

회나 사회단체에서 나누어주는 돈이나 옷가지를 받기 위해 그 장소들 

을 찾아다니고， 구걸을 하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이루 

어져 있다. 또한 이들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습득하는 지 

식이나 정보도 이러한 ‘얻어 먹는’ 것에 관련된 것들이다. 조사 대상 

의 대부분은 노숙 생활을 하게 되면서 처음 배운 것이 어떤 곳에 가 

야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들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장소를 옮길 때， 가장 먼저 습득 

해야 하는 정보도 ‘얻어 먹는’ 것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렇게 얻어 먹 

는 것에 관련된 정보는 이들이 노숙 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습 

득해야 하는 지식 중 하나이며， 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서 

접차 노숙 생활에 익숙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얻어 먹는 방법’ 을 표현하는 다양한 언어적 표현들이 

발달되어 었다. ‘얻어 먹는 방법 에 관한 다양한 표현들이 존재한다 

는 것은 곧 노숙자들이 .얻어 먹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전략들을 사 

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특정 현상에 관한 정보가 의사 

소통되는 사회적 맥락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상이 범주화되는 대조의 

수준도 다양하다(Frake 1961: 199)는 Frake의 가셜은 이를 잘 뒷받침 

해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에 미루어 볼 때， 이 하위 문화의 구성원들이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의 적응 전략， 이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얻어 먹는 방법’ 은 노숙자들의 세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의 

미 영역이다. 즉， 노숙자들에게 ‘거지’ 혹은 ‘얻어 먹는사람’으로서 

‘어떻게 얻어 먹을 것인가 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화적 주제 

(cultru며 theme)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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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얻어 먹는 방법’ 에 관한 분류법 

‘어떻게 얻어 먹을 것인가’ 의 문제가 노숙자들에게 중요한 문화적 

주제인 만큼， 이들이 얻어 먹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도 매우 구체적 

이고 다양하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러한 얻어 먹는 방법과 

관련된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식들이 노숙자들에게 하나의 통일된 범 

주로 나뒤어 인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노숙자들은 얻어 먹는 방 

법과 관련하여 매우 체계적인 적응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특히 

그들이 얻어 먹는 방법과 관련된 경험들을 표현하는 용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우선， 노숙자들은 얻어 먹는 방법들을 표현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표현들이었는데， 구체적으로는 ’꼬지’ , ‘생꼬지’ . 짤짤이’ , 

‘커피꼬지 ‘담배꼬지’ , ‘주차꼬지’ , ‘절꼬지’ , ‘교회꼬지’ , ‘잔치꼬 

지’ , ‘반꼬지’ , ‘삐끼질 ‘대가리’ , ‘노가다’ , ‘개잡포’ , ‘대마치’ 의 

열 다섯 가지이다. 일견 이해할 수 없는 ‘얻어 먹는 방법’ 에 관한 이 

러한 다양한 표현들은 조사 결과 하나의 통일된 의미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숙자들은 다양한 얻어 먹는 방법들을 

몇 개의 통일된 범주로 나누어서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표 4) 

의 ‘얻어 먹는 방법’ 에 관한 분류법은 ‘얻어 먹는 방법’ 을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표 4> ‘얻어 먹는 방법’ 으| 분류법 
꼬 지 삐 대 노가다 

생 꼬 지 1 절 잔 반 대 

쩔 커 담 -;z「 회 치 치 끼 가 

피 배 차 
꼬 j 잡 마 

쩔 꼬 꼬 꼬 
꼬 꼬 꼬 

이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질 리 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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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애 나타나듯， 얻어 먹는 방법’ 이라는 의미영역을 구성하는 

일차적인 하위범주들은 ‘꼬지 ‘삐끼질’ , ‘대가리’ , ‘노가다’ 의 네 

가지이다. 즉， 노숙자들은 다양한 얻어 먹는 방법들을 크게 네 가지 

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구결을 의미하는 .꼬지’ 라는 범주는 

다시 ‘생꼬지’ , ‘절꼬지’ , ‘교회꼬지 ‘잔치꼬지’ , ‘반꼬지’ 라는 다 

섯 가지의 하위 범주들로 나뉘며， ‘생꼬지’는 다시 ’짤짤이’ , ‘커피 

꼬지’ , ‘담배꼬지’ , ‘주차꼬지’ 의 네 범주로 나쉰다. 일차적인 하위 

범주인 ‘노가다’도다시 ‘개잡포’와 ‘대마치’라는두가지 하위 범주 

로나뀐다. 

2) ‘얻어 먹는 방법’ 에 관한 성분분석 

‘얻어 먹는 방법’ 에 관한 분류법은 얻어 먹는 방법과 관련된 노숙 

자들의 의미 체계를 보여줌으로써， 외부인들에게 단순히 하나의 구걸 

행위로. 혹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로 비추어지는 것 

들이 실제 노숙자들에게 어떻게 인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러 

한 대략적인 파악을 넘어서서， 이들이 실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여 

어떻게 얻어 먹는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의미 파악은 

다음 단계의 분석인 성분분석 작업을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다. 

즉， 분류법에 나타난 다양한 얻어 먹는 방법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 

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각 용어가 지니는 속성， 즉 각각의 얻어 먹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1) 주요 l얻어 먹는 방법’들 

분류법에 나타났듯， ‘얻어 먹는 방법 이라는 의미 영역의 첫 번째 

하위 범주를 구성하는 것은 ‘꼬지’ , ‘삐끼질’ . ’대가리’ , ‘노가다’ 의 

네 가지이다. 조사 결과 노숙자들이 이 네 가지의 주요 얻어 먹는 방 

법들을 구분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들은 ‘얻는 방식’ , 경찰 단속’ , 

‘강제성’ 옷차림’ , ‘대상’ , ‘잠자는 장소 ‘계절’ 시설 추천’ 의 

여닮 가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표 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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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이러한 여넓 가지 의미 기준에 따라 노숙자들이 얻어 먹는 데 사용 

하는 주요 방법들인 ‘꼬지’ , ‘삐끼질’ , ‘대가리’ , ‘노가다’ 는 〈표 6) 

과 같이 분석되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노숙자들의 주요 얻어 먹는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구걸이라는 방식을 통해 수입을 얻는(1.1) ’꼬지’는 노숙자 

들이 얻어 먹는 데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는 주로 일 

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5.2) . 다소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3 .1 ) 돈이 

나 음식 등 얻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꼬지 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꼬지가 잘 되는 장소가 어 

디인지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다. 즉， 어떤 장소가 행인들을 

상대로 구걸을 하기에 좋은지， 전국의 어떤 절의 주지가 돈을 잘 주 

는지， 어떤 교회에 어떤 날 목사가 있는지 둥에 관한 구체적이고 다 

양한 정보들을 습득하는 것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전략은 허 

름한 옷차림을 하는 것 (4. 1)이다. 깨끗한 옷차림을 하고 구걸을 하는 

경우 ‘멀쩡한 사람이 게을러서 다른 사람들한테 빌어 먹는다’ 는 이유 

로 돈을 잘 주지 않는 반면， 허름한 옷차립을 하게 되면 구걸을 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전략은 

자신들을 ‘실직자’ 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노숙자들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노숙자’ 라는 표현에는 게으른 사람， 일하지 않는 사 

람 등의 의미가 들어 있어 사람들이 돈을 잘 주지 않는 반면， ‘실직 

자’ 라고 자신을 표현할 경우에는 경제위기의 희생자라는 이미지로 인 

해 사람들이 좀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꼬지’ 

는 다른 얻어 먹는 방법들에 비해 계절이나 날씨의 제약을 덜 받고 

(7 .3) . 시셜의 추천도 필요하지 않으며 (8.2) . 주로 ‘난장을 칠 때’ 즉 

길거리에서 잠을 잠을 잘 때 (6 .3 ) 사용하는 방법이다. 

둘째， ’삐끼칠. 은 사취 0.2) 즉 다른 노숙자들 (5.1)을 괴롭히거나 

이용하여 수입을 얻는 것으로， 앞서 정체성에 관한 부분에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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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얻어 먹는 방법’ 을 구성하는 대조의 차원 

1.0 얻는 방식 5.0 대상 

1.1 구걸 5.1 노숙자 

1.2 사취 5.2 일반인 

1.3 노동 53 없음 

2.0 경찰 단속 6.0 잠자는장소 

2 1 있음 6.1 쉽터 

2.2 없음 62 여 관/여 인숙/쪽방 

6.3 난장 

3.0 강제성 

3.1 있음 7.0 계절 

3.2 없음 7.1 봄/여름/가을 

7.2 겨울 

4.0 옷차림 7.3 관계 없음 

4.1 허름함 

4 .2 깨끗함 8.0 시설 추천 

8 1 필요 

8.2 불필요 

〈표 6) ‘얻어 먹는 방법’ 에 대한 성분분석 

1.0 20 30 40 5.0 60 70 80 

꼬 지 1.1 2 1 31 4 .1 5 2 63 7 3 82 

뼈끼질 12 2.1 3.1 4.1 5.1 63 7.3 8.2 

대가리 1.3 2.2 3.2 4.2 53 6 1 7.2 8 .1 

노가다 1J 2.2 3.2 4.2 53 6.2 7.1 82 

의 한 종류로 밝혀진 ’삐끼’ 들이 얻어 먹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다. 구 

체적으로는 다른 노숙자들이 구결한 돈을 억지로 빼앗는 것， 인력 소 

개소 직원인 ‘오야지’ 에게 노숙자들 소개해주고 소개료로 10%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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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무료 급식 장소에서 노숙자 줄 세우는 일이나 노숙자를 대상 

으로 한 설문지를 수거하는 둥 노숙자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노숙자 

를 통제하는 역할을 해 주고 돈을 받는 것， 여관이나 여인숙， 쪽방 등 

에 여성 노숙자인 꽃지’ 들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는 것 등이 이에 해 

당된다. 이렇게 다른 노숙자들을 괴롭히거나 이용해서 수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삐끼질’은 종종 그 대상이 되는 다른 노숙자. 경찰， 

그리고 노숙자 보호 시설의 관계자들과의 갈등을 만든다. 다른 노숙 

자들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며(3 .1) , 동시에 불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된다(2.1) . ‘삐끼질 을 하기 위해서도 ‘꼬지. 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다양한 전략들이 사용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허름한 

옷차림 (4.1 )’ 과 ‘난장(6 .3)’ 이다. 허름한 옷차림이 ‘삐끼질’ 에 유리 

한 것은 옷차림이 깨끗할 경우에는 노숙자 관련 단체나 ‘오야지’ 들이 

그들을 노숙자로 믿지 않기 때문이며난장을 치는’ , 즉 길거리에서 

자는 이유는 .삐끼질’ 이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 

숙자들이 잠자리로 주로 이용하는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것이 유리하 

기 때문이다. 이 방법 또한 ‘꼬지’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날씨나 계절 

의 제약을 받지는 않으며 (7 .3 ) 울론 시셜의 추천이 필요하지도 않다 

(8.2) . 

셋째， ‘대가리. 는 공공 근로라는 노동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것(1. 3 ) 

이다. 공공 근로는 실직 한 노숙자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줌으로써 

이들을 재활시킨다는 목적을 가진 서울시 노숙자 사업의 한 가지로. 

이 때 노숙자들에게 제공되는 공공 근로는 주로 동사무소나 지하철 

역 등에서 청소를 하거나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하는 일이다. 그러나， 

공공 근로를 통해 저축을 유도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정부의 공식적이 취지와는 달리， 노숙자 

들에게 공공공로는 대체로 겨울동안(7.2) 추위를 피해 잠시 머무는 

노숙자 보호시설인 ‘쉽터’ (6. 1)에 있기 위해 지켜야 하는 하나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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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지나지 않는다. ‘쉽터’ 에 머물기 위해 지켜야 하는 몇 가지 규칙 

들lO}이 있는데， 이 중 하나가 시설의 추천의 받아 (8. 1) 정부에서 제 

공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숙자들이 

공공 근로에 참여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일거리가 줄어들고 길거리에 

서의 생활이 어려워져 쉽터에 머물러야 하는 겨울 동안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노숙자들에게 공공근로는 직업이라기보다는 여러 얻어 먹 

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 ‘꼬지’ 나 ‘삐끼질’ 과는 달리， 정당한 노 

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적인 방 

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니며(3 .2) , 따라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지 

도 않는다(2.2) ， 또한 지하철 역이나 동사무소 등 공공 장소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깨끗한 옷차립을 해야 한다(4.2) . 

넷째， ‘노가다’는 새벽 인력 시장을 통해 공사장에서 일을 함으로 

써 수입을 얻는 것으로0 ，3)， 앞서 노숙자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본 ‘거지’ 의 한 범주인 ‘노숙자’ 들이 수입을 얻기 위해 주로 사 

용하는 방법이다. ‘노숙자 들이 주로 노가다 를 통해 소득을 얻는 

이유는 이들의 경우 아직 노숙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꼬지’ 나 ‘삐끼 

칠’ 에 필요한 정보나 전략들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들에게는 이 하위 문화의 구성원들만이 사용하는 방법인 ‘꼬 

지’ , ‘삐끼질’ , ‘대가리 보다는 이들이 이전에 속해 있던 사회에서 

주로 사용하던 방법인 .노가다’가 훨씬 익숙하다. ‘노가다’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관/여인숙/쪽방 

(6.2 )’ 에서 잠올 자는 경우가 많으며， ‘난장을 치는’ (6 ,3) , 즉 길거리 

에서 자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새벽 시장에서 잘 팔리기 위해서는 깨 

끗한 옷차립( 4.2)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노숙자들은 ‘노가 

다. 를 하기 위해 ‘여관/여인숙/쪽방’ 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그 곳의 

10) 쉽터에서 노숙자들이 지켜야 하는 대표적인 규칙에는 음주 삼가. 공공근로 

참여， 쉽터의 공식적인 행사나 프로그랩에의 참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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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에서， 거리에서 생활을 할 경우에는 공원의 수도가나 기차역 화 

장실 등에서 세탁을 한다노가다. 는 다른 ‘얻어 먹는 방법’ 들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날씨나 계절의 제약을 많이 받는 경우로， ‘노가다’ 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것은 주로 ’봄/여름/가을(7. 1)’ 이다. ‘대가리’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노동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2.2)이나 강제성(3 .2)은 전혀 없다. 

노숙자들은 자신들의 생계 양식인 얻어 먹는 방법을 크게는 이상과 

같은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성분분석의 결과에서 나타나듯， 각각 

의 방법들을 통해 얻어 먹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조건과 전략들이 요 

구되며， 노숙자들은 각 얻어 먹는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속성 

들을 학습하게 되면서， 얻어 먹어야 하는 외부적인 환경에 제대로 적 

응할수 있게 된다. 

(2) ‘꼬지’ (구걸)의 다양한 방법들 

앞서 언급하였듯， 구걸을 의미하는 꼬지’ 는 노숙자들이 얻어 먹는 

데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꼬지’ 가 이들의 생활， 특히 얻 

어 먹는 방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점 

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우선 앞서 정체성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보았 

듯， 대부분의 경우 노숙자들은 자신들을 표현하는 용어인 ‘거지’ 를 

‘꼬지를 해서 살아가는 사랍들’ 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곧 노숙자들 

이 주로 .꼬지’를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거지’의 

여섯 가지 종류 중 ‘떼지’ , 불박이 , 철새 라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꼬지’ 를 통해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 

를 뒷받침 해준다. 다음으로， 노숙자들이 얻어 먹는 방법에 관해 가 

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들은 대부분 ‘꼬지’ 에 관한 것들이 

다. 노숙자들은 어떤 장소에서 꼬지를 해야 잘 되는지， 어떤 교회나 

절이 돈을 잘 주는지 등 꼬지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들 

을 습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얻어 먹는 방법’ 에 관한 분류법 

에서 살펴보았듯， ‘꼬지’ 는 ‘생꼬지’ , ‘반꼬지’ , ‘절꼬지’ , ‘교회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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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잔치꼬지“짤짤이’ , ‘커피꼬지’ 담배꼬지’ 주차꼬지’ 라는 

아홉 가지 하위 범주들을 포함하는 표제어로， ‘얻어 먹는 방법’ 을 구 

성하는 다른 하위 범주들인 ‘대가리’ , ’노가다 ‘삐끼질. 에 비해 상 

대적으로 많은 하위 범주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구걸을 표현하는 

다양한 언어들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 즉 ‘꼬지’ 라는 범주가 다양한 

하위 범주를 포함한다는 것은 ‘꼬지’ 라는 방법이 이들의 생활에서 다 

른 주요 얻어 먹는 방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여러 점들에 미루어 볼 때， ‘꼬지’는 이 하위문화의 구 

성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얻어 먹는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노숙자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꼬지’ 

라는 얻어 먹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이 영역을 구성하 

는 다양한 하위범주들의 속성을 찾아내는 성분분석 작업을 통해 명확 

히 드러날 것이다. 

성분분석 작업의 결과， 노숙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꼬지’ 들을 구분 

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은 장소‘， ‘음주 여부. ‘얻는 것’ 경찰 단 

속’ , ‘강제성’ , ‘계절’ , ‘대상. 의 일곱 가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조의 차원들은 구체적으로 〈표 7)과 같다. 

일곱 가지 대조의 차원들에 따라 ‘꼬지’ 를 구성하는 각 하위 범주 

들을 분석하면 〈표 8)과 같다. 

이렇게 성분분석을 하면 꼬지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얻어 

먹으며 노숙자들은 이를 위해 어떤 방법과 전략들을 사용하는지， 그 

리고 여러 ‘꼬지’ 들 중 왜 특정한 ‘꼬지. 를 선택하게 되는지 등 ‘꼬 

지’ 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을 알 수 있다. 성분 분석의 결과에 

따라 각 ‘꼬지. 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같다. 

우선 ‘생꼬지’ 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일일이 설명하면서 구 

결하는 것으로， 그 방법에 있어 다른 방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제 

적인 형태를 띤다(5. 1) .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노숙자들은 ‘생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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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소 

1.1 길거리 

1.2 지하철 

1.3 자판기앞 

1.+ 주차장 

1.5 식당 

1.6 사무실 

1.7 교회 

1.8 절 

1. 9 예식장 

2.0 음주 여부 

2.1 필요 

2.2 불가 

23 관계 없음 

3.0 얻는 것 

3.1 동전 

3.2 지펴l 

33 커피 

3.4 담배 

35 옷 

〈표 7) ‘꼬지’ 를 구성하는 대조의 차원 

3.6 음식 

3 ï 잠자리 

3 8 이불/돗자리 

+.0 경찰 단속 

+ 1 있음 
4.2 없음 

5.0 강제성 

5.1 있음 

5.2 없음 

6.0 계절 

6.1 봄/가을 

6.2 겨울 

6.3 관계 없음 

7.0 대상 

71 행인 

7.2 운전자 

7.3 목사 

7.4 주지 

7 5 기타 

를 하는 경우 술을 마신다(2.1) .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접근하 

여 비굴한 태도를 취하면서 구걸을 하는 것이 술을 마시지 않고는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본래의 의도 

와는 달리， 노숙자들은 생꼬지를 하기 위해 마시는 술로 인해 종종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된다(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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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꼬지’ 에 대한 성분분석 

I 1.0 I 2.0 I 3.0 I 4.0 5.0 I 6.0 I 7.0 

j 짤짤이 ~.~ 2.1 1 3.1 4.1 5.1 1 6 ’ 7 1 

1.2 

생 1.4 

1 5 

16 
꼬 

커피꼬지 1.3 I 2.1 I 3.1 I 4.1 5.1 6.2 I 7.1 

지 담배꼬지 1.1 [ 2.1 I 3.4 I 4.1 [5.1 6.3!:~ 
주차꼬지 1.4 I 2.1 I 3.1 I 4.1 5.1 I 6.1 7.2 

3 2 l 6.2 

교회꼬지 1.7 I 2.2 I 3.2 I 4.2 5.2 I 6.3 I ì.3 

I 3.5 

38 

절꼬지 1.8 I 2.2 I 3.2 I 4.2 I 5.2 I 6 .3 ! 7 .4 

3.5 

3.6 

3.7 

잔치꼬지 ! 1.9 I 2.3 I 3.2 I 4.2 I 5.2 I 6.3 

3.6 

반꼬지 1.2 2.2 I 3.1 I 4.1 I 5.1 I 6 .3 I 7.1 

1.5 _ _j__ l~-:__L_ j 

이러한 ‘생꼬지’ 에는 ‘짤짤이’ , ‘커피꼬지’ , ‘담배꼬지’ , ‘주차꼬 

지’ 라는 서로 다른 네 종류의 구걸 방식들이 포함되는데， 이를 차례 

로 살펴보자면， ‘짤짤이’ 는 길거리 0. 1)， 지하철 0.2) , 주차장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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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0.5 )， 사무실 0.6) 둥지에서 행인들을 대상 (7. 1)으로 동전을 구 

결하는 것을 뜻하며(3.1)， 이 방법은 계절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6 .3) . ‘커피꼬지. 는 커피 자판기 앞에서 0 .3 ) 커피를 뽑아 마시는 사 

람들을 대상으로(7 .1 ) 자신들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커피(3 .3 )를 뽑아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5.1) . 이는 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많은 

겨울에 사용하는 방법으로(6.2) , 노숙자들이 ‘커피꼬지’ 를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커피를 얻어 마시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사람들이 커피를 

뽑아 마시라고 주는 동전(3.1)을 얻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이 자판기 

에 돈을 넣어 주면 이를 다시 빼서 갖는 것이다. ‘담배꼬지’ 는 길거리 

에서(1.1)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7. 1) 담배(3 .4)를 구걸하는 

것이다. ‘주차꼬지’ 는 주차장에서 0.4) 주차를 하고 내리는 운전자들 

을 대상으로(7.2) 동전이나 지폐(3 .1 ， 3.2)를 구걸하는 것이다. 노숙 

자들이 ‘주차꼬지’ 를 하는 계절은 봄 가을， 겨울 (6.1) 로， 주차장이 

무럽기 때문에 여름은 주차꼬지를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계절이다 

다음으로 ‘교회꼬지’ 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교회 0 .7) 

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목사에게 (7 .3) 자신들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돈이나 음식， 옷， 이불， 돗자리 (3.2 ， 3.5 , 3.6 , 3.8) 동을 구결하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나누어 

주는 돈， 음식， 옷， 이불， 돗자리를 받는 것이다. ‘교회꼬지’ 는 교회 

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술을 먹고는 불가능하며 (2.2) , 강제성을 띠 

지도 않고， (5.2) 경찰의 단속도 없으며 (4.2) , 계절의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6 .3) . 

. 절꼬지. 는 전국의 절(1 .8)을 돌아다니면서 주지들에게 (7 .4) 자신 

들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그 곳에 머물면서 (3 .7) 음식도 얻어 먹고 

(3 .6) 나올 때는 돈이나 옷(3 .2 ， 3.5)도 얻는 것을 뜻한다. 교회보다 

는 숫자가 적고 교통도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절에 머물 경우 

교회에서 구걸을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수입을 얻기 위해 종종 이용하는 방법이다. ‘교회꼬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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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술을 먹는 것은 불가능하며 (2.2) , 강제 

성을 띠거나(5 .2) 경찰의 단속이 있지도 않다(4.2) . 또한 계절의 영향 

을 받지도 않는다(6 .3). 

‘잔치꼬지’는 노숙자들이 주로 주말에 이용하는 얻어 먹는 방법으 

로， 예식장( 1.9)을 찾아다니면서 음식 (3 .6)을 얻어 먹는 것을 뜻한다. 

단순히 음식을 얻어 먹는 것 뿐만 아니라 피로연에 나오는 맥주나 음 

료수 등을 가지고 나와 가게에 팔기도 한다(3 .2) . 이 때 음주 여부는 

관계가 없으며 (2 .3) , 경찰의 단속도 없고(4.2) , 구걸 방식에 있어 강 

제성을 띠지도 않는다(5.2) . 이 경우도 계절이나 날씨의 영향을 받지 

는 않는다(6 .3) . 

마지막으로， ‘반꼬지’는 수세미나 껍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지하철 

이나 식당0.2 ， 1.5)에 들어가 파는 것으로， 실제 물건 값보다 더 많 

은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물건을 살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5. 1) , 따라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된다(4.1).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유리하며 (2.2) , 계절의 

영향은 별로 받지 않는다(6 .3). 

이렇게 ‘꼬지’ 에 관한 성분분석은 노숙자들이 여러 종류의 꼬지들 

을 구분하는 기준들을 찾아내고， 이에 따라 각 꼬지들을 분석함으로 

써 각각의 꼬지가 가지고 있는 속생들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일반인 

들에게 단순히 하나의 구걸행위로 비추어지는 .꼬지. 라는 얻어 먹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며， 각각의 꼬지를 하기 위해 노숙자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3) 특징적인 생활방식으로서의 이동성 
.얻어 먹는 방법’ 및 ‘꼬지’ 영역에 대한 의미분석의 결과는 주요 

얻어 먹는 방법들과 꼬지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 즉 그 행위 자체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이 하위 문화 전체의 특성들도 보여준다. 이 중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노숙자들의 대표적인 생활방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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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이동성’ 이다. 노숙자의 생활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 

이 일정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적인 이동생활을 한다는 점이다. 

노숙자들은 급식장소， 공원， 역， 교회， 절 등 여기 저기를 돌아다니면 

서 하루를 보내며， 지역적으로도 한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국을 돌아다니면서 생활한다. 잠자리의 경우도 기차역에서 지하도， 

만화방， 여관， 사우나， 쉽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잔다. 이러한 노숙자들의 이동성은 흔히 주거의 문제나 역마성(않馬 

性)둥의 개인적인 성향이 그 원인인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그러나， 

노숙자들이 일정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게 되는 

것이 단순히 거주 공간이 없거나 방랑벽 때문만은 아니다. 이들이 이 

동성을 특정으로 하는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여러 다른 요인 

들도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노숙자들의 이동성은 이들의 ‘얻어 먹 

는’ 생활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분분석의 결과 중 노숙자들의 이동성을 설명해주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얻어 먹는 방법들을 구분하는 대조의 차원들이다. ‘얻어 먹는 

방법’ 의 일차적인 하위 범주들인 ‘꼬지’ 삐끼질’ , ‘대가리’ , ‘노가 

다’ 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부터 살펴보자면， 이 네 가지 하위 범주들 

을 구분하는 여넓 가지 대조의 차원들((표 5)) 중 노숙자들의 이동성 

과 관련이 있는 것은 ‘잠자는 장소(6.0)' 와 ‘계절 (7.0) ’ 이다. 우선 노 

숙자들의 얻어 먹는 방법은 이들의 잠자는 장소와 밀접한 관련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분분석의 결과에 대한 기술에서도 

일부 살펴보았듯. 노숙자들의 자는 장소의 선택은 얻어 먹기 위한 이 

들의 여러 전략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노숙자들이 ‘꼬지’ 와 .삐끼 

질’ 을 하는 경우 .난장을 치는 것’ , 즉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얻어 먹는 방법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즉， ‘꼬지’ 의 경우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대부분이 길거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구걸을 하는 것이 여관， 여인숙， 쪽방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며， ‘삐끼질. 의 경우도 다른 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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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대상으로 수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로 생활하고 

잠을 자는 길거리를 주요 생활지로 삼는 것이 유리하다. ‘대가리’ 를 

하는 경우 .쉽터’ 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것도， 공공 근로를 하기 위해서 

는 쉽터의 추천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노가다. 의 경우 여관， 여인숙， 

쪽방 동을 이용하게 되는 것도 다른 세 가지 얻어 먹는 방법들에 비 

해 상대적으로 노동의 강도가 높은 ‘노가다’ 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안 

전하고 편안한 잠자리가 필요하고. 동시에 이곳을 이용할 경우 세탁 

과 목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벽시장’ 에서 잘 팔리게 된다는 이점 

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숙자들의 자는 장소의 선택은 이들의 얻 

어 먹는 방법과 관련된 여러 전략들 중 하나이다. 

다음으로， ‘계절’ 또한 노숙자들의 얻어 먹는 방법과 밀접한 관련 

을 가진 대조의 차원이다. 계절은 노숙자들이 주요 얻어 먹는 방법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하는 조건 중 하나이다. 특히， 

‘대가리’ 와 ‘노가다’ 는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얻어 먹는 방법으 

로. <표 6)에 나타나듯， 노숙자들이 ‘대가리’ 를 하는 것은 주로 겨울 

(7.2) . ‘노가다. 를 하는 것은 주로 봄/여름/가을(7. 1)이다. 노숙자들 

이 겨울에 ‘대가리. 를 하게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우선은 

겨울이 되면 일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공공 근로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겨울 

이 되면 추위를 피해 쉽터에 머물게 되고， 이 때 공공 근로의 참여는 

쉽터의 여러 규칙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숙자들은 일거리 

가 상대적으로 많은 봄， 여름. 가을에는 노가다를 통해 수입을 얻고， 

겨울이 되면 추위를 피해 쉽터에 머물면서 공공 근로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잠자는 장소의 선돼이 노숙자들의 얻어 먹기 위한 하나의 

적응 전략이라는 것， 그리고 얻어 먹는 방법들이 계절의 제약을 받는 

다는 것은 곧 노숙자들의 이동성이 얻어 먹기 위해 돌아다녀야 하는 

그들의 특정적인 생활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노숙자들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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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 따라 서로 다른 얻어 먹는 방법들을 선택해야 하며， 이 때 다른 

얻어 먹는 방법의 선택은 곧 다른 장소로의 이동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이동하게 되는 것은 

얻어 먹기 위해 계절마다 다른 얻어 먹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 

이다. 특히， 잠자는 장소의 선택이 얻어 먹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 

는 것은 이들이 길거리， 쪽방， 여인숙， 여관 등지를 끊아 없이 이동하 

면서 생활하는 것이 결국 얻어 먹기 위함이라는 것은 보여준다. 

노숙자들의 이동성이 얻어 먹기 위한 적응 전략이라는 것은 ‘얻어 

먹는 방법’ 의 주요 하위 범주인 ‘꼬지 에 관한 성분분석의 결과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앞서 제시된 꼬지에 관한 성분분석의 결과 중 

노숙자들의 이동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장소 

0 ,0) ’ 이다. ‘장소(1.0) ’ 는 ‘꼬지’ 에 관한 성분분석에서도 나타나듯 

((표 8)) . 여러 종류의 꼬지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대조의 차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노숙자들에게 교회에서 하는 꼬지는 ‘교회꼬지’ , 주 

차장에서 하는 꼬지는 ‘주차고지’ , 예식장에서 하는 꼬지는 ‘잔치꼬 

지’ 등 꼬지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여러 종류의 꼬지들을 구분하는 일 

차적인 의미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노숙자들이 특정한 .꼬지’ 

를 설명할 때 먼저 언급하는 기준도 그것을 행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각 꼬지의 뜻을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 

한 조사 대상자들의 대답은 ‘교회꼬지는 교회에서 하는 거야 , ‘절꼬 

지는 전국의 절에 다니면서 하는 거야 , ‘주차꼬지는 주차장에서 하 

는 거지. 둥으로. 꼬지를 하는 장소들은 각각의 꼬지들을 구분하는 

일차적인 기준으로 사용된다. 또한 〈표 7)에도 나타나듯， ‘장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많은 항목을 가지고 있는 대조의 차원이다. 이렇 

게 여러 꼬지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인 .장소‘는 꼬지를 구성하는 

또 다른 주요 대조의 차원들인 ‘얻는 것(3，이’ , ‘대상 (7 ，이’ 과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얻는 

가는 노숙자들이 여러 꼬지들을 구분하는 데 사용하는 또 다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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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준인데， 이 때 이 두 가지 대조의 차원들은 그것을 행하는 장소 

와 상호 관련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교회 꼬지의 경우， 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목사를 대상으로 지폐， 옷， 음식， 잠자리 

를 얻게 되며， 주차꼬지의 경우 주차장이라는 장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을 대상을 하게 되며， 그 결과 동전이나 지폐를 얻 

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꼬지’ 를 구성하는 주요 대조의 차원들인 장 

소， 얻는 것， 대상은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때 장소는 얻 

는 것과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다. 

이 때장소’ 가 여러 종류의 꼬지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의미 기준 

인 동시에 다양한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곧 .꼬지’ 를 하는 

장소가 한 곳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이라는 것을 의 

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노숙자들이 끊임없이 돌아다니게 되는 것은 

꼬지를 하는 장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얻어 먹는 

것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숙자들은 ‘꼬지를 하기. 위해， 좀 

더 넓게는 .얻어 먹기’ 위해 ‘길거리’ , ‘주차장’ , ‘자판기 앞’ , ‘교 

회’ , ‘절’ 등을 돌아다닐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여기서도 노숙 

자들의 이동성은 얻어 먹기 위해 돌아다닌 결과 체득하게 된 생활방 

식임이 드러난다. 

‘꼬지’ 를 구성하는 또 다른 대조의 차원들인 ‘경찰 단속’ , ‘음주 여 

부’ , ‘강제성’ 또한 노숙자들의 이동성과 관련이 있는 기준들이다. 

우선. <표 8)에 나타나듯， 이 세 가지 대조의 차원들은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음주가 펼요한 경우는(2. 1) 경찰의 단속(4.1 )과 강 

제성이 있는 경우이며 (5. 1) . 음주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2.2) 경찰 

의 단속(4.2)가 강제성이 없는 경우(5.2) 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노숙자들이 다소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구결을 하는 경 

우는 구걸을 한다는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 술을 마시게 되며， 그 결 

과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강제적인 방법을 사 

용하지 않는 경우는 술을 마실 필요가 없고， 따라서 경찰의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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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음주여부， 경찰 단속， 강제성의 세 가지 대조 

의 차원들은 상호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때 노숙자들의 이동성 

의 주요인이 되는 것은 경찰의 단속이다. 즉. 노숙자들은 구결을 하 

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인 강제성과 음주로 인해 경찰의 단속을 받 

게 되며， 그 결과 경찰의 단속을 피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되는 것 

이다. 

이렇게 .주요 얻어 먹는 방법’ 들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잠자는 

장소‘와 ‘계절’ 이라는 의미 기준. 그리고 ‘꼬지’를 구성하는 ‘장소’ , 

‘얻는 것’ , ‘대상’ , ‘음주 여부’ , ‘경찰 단속’ , ‘강제성’ 이라는 대조 

의 차원들은 노숙자들이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것이 ‘얻어 먹기 위해 

서’ 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흔히 노숙자들이 가진 개인적이 성향이 

그 원인인 것으로 취급되어진 것과 달리， 내부자적인 시각에서 바라 

보았을 때， 노숙자들이 가진 이동성은 기본적인 생활의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하나의 적응 전략이다. 결국 이들의 대표적인 생활 방식 

인 .이동성’ 은 장소에 따라 그리고 계절에 따라 다른 얻어 먹는 방법 

을 택해야 하는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에 적응한 결과인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인 노숙자들의 세계에서 중요한 의미영역들을 

찾아내고 이에 내재된 의미 원칙들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문화. 구 

체적으로는 이들의 정체성과 생활방식을 내부자적인 시각에서 기술 

하고 셜명하려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노숙자들의 세계를 구성하는 

주요 의미 영역으로 발견된 것은 ‘거지’ 라는 정체성 영역과 ‘얻어 먹 

는 방법. 이라는 적응 전략에 해당되는 영역이었다. 즉， ‘자신들이 누 

구인자 에 관한 것과 함께 ‘어떻게 얻어 먹을 것인가 가 노숙자들에 

게 중요한 문화적 주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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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의미 분석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노숙 

자들이 어떤 사랍들이며， 살아가기 위해 어떤 적응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지를셜명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발견되는 이 하위 문화의 주요 

한 특정은 이들이 가진 독특한 방식의 적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숙자들이 ‘얻어 먹기’ 위해， 즉 생계를 이어가기 위 

해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들은. ‘얻어 먹는 방법’ 이 노숙자들의 세계 

를 구성하는 중요한 의미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나 

듯， 노숙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다. 노숙자들이 가진 독특한 경제적 적응 전략이 이 하위 문화 

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은 거지 라는 정체성 영역에 대한 분석에서 

도 드러난다. 즉， 노숙자들이 자신들을 ’거지’ , 혹은 .얻어 먹는 사 

람’ 으로 규정한다는 것， 그리고 생계양식 혹은 경제적인 적웅 전략이 

이들 정체성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라는 ‘거지 에 관한 의미 분석의 결 

과는 경제적 적웅 전략이 이 하위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 

다. 결국， 서로 개별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와 .얻어 먹는 방법’ 이 

라는 두 의미 영역은 경제적인 적웅 전략이라는 것에 의해 서로 연결 

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노숙자들이 가진 독특한 방식의 경제적 적응 

전략은 이 문화를 특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노숙자들을 항상 술에 취해 있는 게으르고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는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나 이들을 사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존재， 혹은 경제 위기의 희생자로만 간주하 

는 기존의 연구들과 상당 부분 상이하다. 오히려 연구의 결파는 이들 

이 자신들을 다른 사랍들에게 의존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얻어 먹는 

사람’ 혹은 ‘거지. 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시에 ‘얻어 먹는’ 것과 관 

련된 여러 행동방식들이 이들의 세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특성이라는 

것을보여준다. 

이렇게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리고 일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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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노숙자들의 정체성과 이 하위문화의 중요한 

특정들을 발견하고 기술할 수 있었던 것은， 본 연구가 채택한 에믹한 

시각과 언어적 분석이라는 방법론 때문일 것이다. 우선 내부자적인 

시각의 채택은 연구 대상인 노숙자의 눈을 통해 이들의 세계를 바라 

봄으로써， 이들에 대한 연구자나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편견을 최대 

한 배제시키고， 외부자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발견할 수 없었던 

이 문화의 중요한 문화적 주제들과 이들 정체성의 특정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분석이라 

는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은 연구 대상의 시각을 끌어낼 수 있는 유용 

한 도구 역할을 하였다. 즉， 이들이 자신들의 경험 세계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들에 주목함으로써， 외부인들 뿐만 아니라 노숙자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개념 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의미 분석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숙자들이 자신들 

의 세계를 개념화하는 방식에 주목한 본 연구는 일탈이나 도시의 하 

위 문화 연구에 있어서 인지인류학적 시각과 방법론이 지니는 유용성 

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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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and Adaptive Sσategies of the Homeless in 
Seoul, Korea: 와1 Ethnosemantic Approach 

June-Hui Ahn 

This study attempts to desαibe subculture of homeless people in 따ban 

Korea, especially by focusing on their identities and life styles. To do 버lS 

end, ethnosemantic approach is employed as a research tool. 

The study m빠ùy de떼s with two culturally significant domains of this 

subculture: their self-defined identities and strategies for economic s따띠val. 

Cenσ며 m 야ùs study is to record the terms the homeless use to 않press their 

experiences regarding these two domains, and then examine their 

taxononù떼 and semantic relations, thereby desσibe the world of homeless 

in its own terms, as it is conceived and e때erienced by themselves. In 뻐s 

context, the main questions dealt with in this study are: (1) how do members 

of this group classify and de6ne themselves? (2) what kinds of 바 styl않 or 

adaptive sπate힘es do 버ey have? The former questions is answered by 

exanùning the identity domain, and the latter is dealt with in analyzing 

dom뻐 regarding begging practices. 

The results of바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y define their primary identity with the word ‘kψi(beggar)' . 

Although they are often referred to as homeless by other members of 

Korean society, they seldom use this term among themselves. Rather, they 

considered themselves just as the beggar who maintain their livelihood by 

me때s ofbeg，밍ng. The word ‘kψφeg뽑r)’ is found out to be a cover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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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ncludes 10 kinds ofbeggars. In order to discover what it means to be 

a kuji, the word is defined both taxonomically and componen디ally. The 

results of semantic analysis to this dom때1 show that, rather than the criterÏa 

of homelessness, their economic sσategies， that is, how to maintain their 

livelihood is crucial component of their self-defìned identity. 

Secondly, ‘how to earn a livelihood', that is, their way of earning a 

livelihood is found out to be main cultural theme of homeless subculture. 

They use many strategies to meet basic req띠rements of living: they can 

beg, get money by fraud, go to welfare agencies to participate in public 

works, and often work as day-laborers. Semantic analysis to 버is domain 

displays specialized modes of aαion the homeless uses in each case to make 

a livelihood. Especia따 componential analysis to beg，밍ng practice reveals 

that their life styles based on mobility is the outcome of their effort to 

support themselv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