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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하우스모델과 사회복지 시스템과의 관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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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하우스 모델은 정신보건 전문가들에게 가장 넓게 채택된 대안들 중의 하나이다. 클럽
하우스 모델의 프로그램은 낮치료에 대한 임상적 접근들과는 다르다. 즉, 클라이언트를 참여
시키고 권한을 부여하고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과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 지금까지 클럽하우스 모델은 정신보건 영역에서 하나의 실천모델로서는 소개되
어 있었으나, 사회복지의 교육적 측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본 연구는 클럽하우스 모델의 전반적인 이해와 실태를 통해 클럽하우스 모델과 사회복지
시스템, 즉 사회복지 실천과 교육적 측면에서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문헌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본 연구는 클럽하우스 모델의 전반적인 이론적 고찰을 통해 클럽
하우스 모델이 심리사회적 재활의 요소로서 사회복지의 사례관리 실천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1) 사회역할 변형 이론을 통한 소비자 중심의 접근 2) 실제생활의 경험습득

3) 자연스러운 지지체계의 동원 4) 보다 큰 체계지향적 자원조직 5) 재발율 감소와 취업률
증가 등의 재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클럽하우스모델, 사회복지 시스템, 심리사회적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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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G G ិ
성인정신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접근에 있어서 클럽하우스 모델(Clubhouse Model)은 사회
복지 영역에 매우 적합하다. 왜냐하면 사회적, 직업적 욕구가 광범위한 최근의 사회복지 실
천의 가치 및 기술, 관점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지지체계로서의 클럽하우스 모델은
전통적인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치료와 재활 모형의 대안에 관심을 갖는 사회복지사와 사회
복지 학계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Robert et al., 1996).
전문적인 사회복지의 역사적인 발전은 정신의학과 정신병원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Grob, 1994). 실제로 1960년대에 일어난 지역사회 정신건강 운동의 초기에서부터, 많은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정체성은 정신과 치료의 정신의학적 방법과의 연합에서 얻어졌다. 오랜
시간동안 정신건강보호가 비제도화 되면서, 정신병원의 ‘환자’ 들은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클
라이언트가 되어왔다. 입원환자에 대한 병원치료 프로그램은 ‘낮치료’, ‘낮병원’, ‘부분입원프
로그램’의 방법을 제공하였다. 의료모델에 입각한 정신의학적 치료의 노력들은 정신장애를
가진 성인들의 일반적인 욕구와 관심, 그리고 일상의 행동의 범위를 다루는데 종종 실패한
다. 클럽하우스 모델은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가장 넓게 채택된 대안들 중의 하나를 대표한
다(Robert et al., 1996). 클럽하우스 모델의 프로그램은 낮치료에 대한 임상적 접근들과는 다
르다. 클럽하우스 모델은 클라이언트를 참여시키고 권한을 부여하고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과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 즉, 증상과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맞
추기 보다는, 정신장애인들이 그들의 능력을 회복하고 발전시키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Glickman, 1993).
지금까지 클럽하우스 모델은 정신보건 영역에서 하나의 실천모델로서는 소개되어 있었으
나, 사회복지의 교육적 측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클럽하우스 모델의 전반적인 이론적 고찰을 통해 클럽하우스모델과 사회
복지 시스템, 즉 사회복지 실천과 교육적 측면에서의 관계를 고찰해보고, 이를 통해 클럽하
우스모델이 심리사회적 재활의 요소로서 기여한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해보고
자 한다.

51# ⿋㒯☇⇻᧿ዏ⚯G ╄
 લॷฎ୨࣪Սր೨ߌਆࡦ܄
1950년대 정신과 약물이 개발되고 이로 인해 급성증상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정신
장애인을 격리하여 장기수용 할 필요 없이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적절한 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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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흐름이 시작되었다. 지역사회 정신
보건이란 정신장애인을 지원하는 중심적 장소가 지역사회이며, 지역사회 전체가 정신장애인
의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정신건강복지연구소,

1994). 미국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흐름은 1960년대 탈시설화와 정신보건센터의 확대로 대
표되는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
력들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타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특히
만성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강한 반론이 제기되고
이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미국 국립정신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은 대안적인 형태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지지프로그램(Community Support Program)
에 대해 지원하기 시작하였다(Stroul, 1989). 이 시기에 시작한 8개의 지역사회지지프로그램
에 대한 지원과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클럽하우스모델과

PACT모델이 성공적으로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을 돕는 대안적인 지지프로그램
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최희철, 2000 재인용).

 ೨ߌਆࡦ܄ଭલॷ
클럽하우스모델은 탈시설화 시대와 관련이 있지만 클럽하우스 운동을 발생시킨 정신은
항정신성약물이 출현하기 전에 생겼으며 이 때는 대규모의 정신질환자 요양기관에 대해 실
망하던 시기이다(Stephen, 1993 ; 태화샘솟는집, 2000 재인용).
클럽하우스모델(일명;Fountain House Model)은 1940년대 초 정신과 의사 Hiram Johnson
이 정신과 환자에게 A. A의 자조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Elizabeth Schermerhorn이라는 여성과
함께 소규모 회원자조모임을 시작한데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 모임에서 Schermerhorn
여사는 Jungian분석과 하버드대학 사회학자와 연구를 통해 정신질환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
다. 그녀는 정신질환자를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모임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Schermerhorn여사는 1943년 병을 얻어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녀는 자조모임이 실패하였
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조모임에 참여하였던 Michael Obolensky는 퇴원 후 Schermerhorn여
사에게 편지를 하여 뉴욕시내에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모임을 하자고 제안하고 함께

1944년 “WANA(We Are Not Alone)”이라는 모임을 형성하였다.
WANA모임은 최초 10명의 회원으로 시작하였으나 1946년 100여명으로 회원수가 증가함
에 따라 모임장소의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하여 회원들과 Schermerhorn여사는 지역사회독지가의 도움으로 뉴욕맨하탄 서쪽 47
번가에서 한건물을 1948년 6월에 사들이고 파운틴하우스(Fountain House)를 설립하게 된다.

F. H는 1955년 사회사업가 John Beard를 만나면서 그의 경험과 비젼에 의해 클럽하우스
에서 주거프로그램과 취업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고 직원과 회원들이 친밀하게 함께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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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조의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1960년 초에는 클럽하우스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보급하기
로 하고 전문가들의 인턴쉽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1976년 국립정신보건연구원(NIMH)으로
부터 보조금을 받아 F. H에서 3주간 머물면서 그 환경에 참여하는 클럽하우스모델교육을 실
시하였다.

1990년대 이후 클럽하우스모델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상호교류와 지원을 위하여 국제세
미나를 격년으로 개최하기 시작하였고 각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클럽하우스 모
델에 대한 스텐다드를 개발하여 국제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게 되었다. 스텐다드에 따
라 회원들이 기관의 운영과 관리, 행정, 훈련프로그램에 참가를 시작하였다. 1994년에는

ICCD가 설립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클럽하우스문화의 확대와 성장을 지원하고 후원하게 되
었고 자문을 통해 클럽하우스모델에 대한 인증을 하게 되었다(Stephen, 1993).
클럽하우스모델은 1948년에 시작된 최초의 클럽하우스인 뉴욕의 파운틴하우스(Fountain

House)에서 실시한 전통적인 심리사회재활프로그램과 지역사회지지서비스에 근간을 두고 있
다. 뉴욕파운틴하우스가 국립정신보건원과 민간재단의 지원을 받아 클럽하우스확대를 위한
훈련프로그램(Clubhouse Expansion Program)을 시작한 1975년까지 뉴욕파운틴하우스는 세계
에서 유일한 클럽하우스였으나 3주간의 경험적인 훈련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클럽하우스모델의 가치와 효과성에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수많은 클럽하우
스들이 생겨났다.

2006년 클럽하우스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 250여 개의 클럽하우스가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덴마크, 독일, 일본, 핀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영국, 우리나라 등 24개국 300여개의 기관이 클럽하우스 모델을 따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제클럽하우스개발센터(ICCD)의 주소록에 등록한 클럽하우스는 313개이
다(ICCD, 2006).

 ೨ߌਆࡦ܄ଭคॺրผߛඹߦֻ
1975년부터 클럽하우스 확산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1980년대에는 클럽하우
스모델이 미국은 물론 유럽지역까지 급속하게 확대되어, 클럽하우스의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
기 위해 클럽하우스 공동체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1985년 뉴욕에서 ‘제1회 클럽하우스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현재까지 매 2
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1989년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된 국제세미나에서는 클럽하우스모델
의

35개의 원칙이 포함된 클럽하우스 스텐다드를 인준하여 클럽하우스모델의 정체성을 내

외적으로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텐다드는 회원과 직원의 평등한 관계, 회원의 자율성,
일중심의 일과, 취업, 주거, 교육, 행정 등 전 세계 클럽하우스 운영의 기본적인 철학과 이
념,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Propst, 1984).

1994년에는 국제클럽하우스개발센터가 설립되어 클럽하우스 문화의 성장을 지원하고 후원

- 302 -

최희철 빾 클럽하우스모델과 사회복지 시스템과의
관계 고찰

하며, 클럽하우스 공동체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클럽하우스 인증(Certification)
과정을 도입하여 모든 클럽하우스가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인증절차는 클
럽하우스모델의 고유한 원칙을 수용하는 진정한 의미의 클럽하우스를 확대하기 위한 과정으
로 사전보고 및 방문심사를 실시하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3년 또는 1년 단위의 인증여
부를 결정한다.
또한 최초의 훈련기관인 뉴욕파운틴하우스를 비롯하여 미국(5곳), 캐나다, 호주, 영국, 스
웨덴, 우리나라 등 모두 10곳의 클럽하우스를 훈련기관(Training Base)으로 선정하여 클럽하
우스모델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프로그램은

10곳의 훈련기관 모두 동일한 3주 훈련일정을 따르고 있으며, 강의위주의 교육보다는 클럽
하우스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참여와 핵심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한 경험적인 이해를 강조한
다. 매 훈련프로그램마다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회원과 직원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3주째
부터는 기관의 책임자나 행정가, 이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클럽하우스모델을 도입
하고자하는 기관의 직원과 회원이 훈련기관의 3주 훈련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은 클럽하우
스 인증과정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2006년 클럽하우스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 250여 개의 클럽하우스가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덴마크, 독일, 일본, 핀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영국, 우리나라 등 24개국 300여개의 기관이 클럽하우스 모델을 따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제클럽하우스개발센터(ICCD)의 주소록에 등록한 클럽하우스는 313개이
다(ICCD, 2006).

 ֝ٛ೨ߌਆࡦࢼܑ܄լ
1980년대 초반 이후 정부에서 정신보건분야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민간사회복지단체
가 정신질환자 수용 및 진료시설을 마련할 때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하였다.
이 시기에 태화에서 정신장애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던 차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클럽성격의 이용시설인 뉴욕의 Fountain House 프로그램을 알
게 되어 그 모델을 따라 1986년 4월 7일 샘솟는집을 정식 개관하게 되었다. 개관당시 가장
중요한 과업은 홍보를 통하여 찾아오는 회원과 가족에게 담당정신과 의사로부터 반드시 의
뢰서를 받아오도록 함으로써 협조체계를 형성하는 일이었다. 직원과 동료관계를 이루며 모든
프로그램과 일중심의 부서운영, 유지에 함께 참여하며 클럽의 멤버쉽 개념을 인식하도록 돕
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즉, 클럽하우스 모델 도입 초기의 과정에 개념정립의 문제, 직원들의
개념수용 및 실천, 지역사회 정신보건 개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협조가 불
가피한 실천 등이 어려움이 대두되기도 했다(임윤희, 1996).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여러 기관들이 생겨났
기 시작하였다. 이중 클럽하우스모델을 실시하는 국내의 사회복지 기관 현황을 보면, 태화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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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는집이 1998년부터 클럽하우스모델을 보급하기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국내 사회복귀시설

11곳 기관의 직원과 회원 52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이래(최희철, 2000) 해마다 클럽하우
스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6년 12월말 현재 국내 12곳의 사회복귀시설에서 클럽하
우스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태화샘솟는집의 3주 훈련을 받았고, 이중 국내 9곳의 기관이 세
계클럽하우스 주소록(International Clubhouse Directory, 2006)에 등재되어 있다.

61# ⿋㒯☇⇻G ᧿ዏ⚯G ᮀᯬិG G G
 ਕࠤॷฎୡ୍ฆ୦ֽ
클럽하우스 모델은 지역사회 서비스의 하나로, 심리사회적 재활적 접근의 대표적 모델이
다. 이 모델은 정신장애인의 진단 혹은 증상보다는 현재 할 수 있다는 능력과 가능성, 잠재
력에 초점을 두고 현재 가진 능력만큼 일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철학에
기초한다. 클럽하우스의 핵심 개념에는 이러한 심리사회적 재활모델의 기본원칙이 자연스럽
게 스며들어 있다.
클럽하우스 모델은 Anthony(1979)의 심리사회적 재활모델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이 모
델의 기본원칙을 클럽하우스 모델의 핵심개념과 비교,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1> 심리사회적 재활모델의 원칙과 클럽하우스모델의 핵심개념 비교
심리사회적 재활 모델의 기본원칙

클럽하우스 모델의 핵심 개념

일차적 초점은 정신장애를 가진 개인들의 가능성과 능력 향상
원칙
에 있음: 가장 심한 정신장애를 가진 클라이언트라 하더라도
1
잠재력 존중.

회원 1, 3, 4, 5, 6, 7항
관계 8, 9
공간 13, 14
클라이언트를 위한 이익은 환경 내에서 행동상의 발전이 있 스 일중심의 일과 15, 18, 20
원칙
음: 일차적 목표는 통찰력과 같은 추상적 개념이 아닌 개인의 텐 교육 25
2
다
능력 향상에 있음.
드 취업 21
원칙 일이 재활의 본질이므로 정신장애인의 직업적 결과를 향상 항
임시취업 22
3 시키는 것이 중요.
목 지지, 독립취업 23, 24
원칙 정신장애인의 재활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는 발전을 위
4 한 희망과 긍정적 기대임

회원 3. 4, 6, 7
일중심의 일과 15, 16, 18, 19

원칙 재활은 함께 이루어나가는 것으로 재활과정뿐 아니라 프로그램
5 운영에 클라이언트의 적극적 참여 필요.

관계 8, 10, 11
일중심의 일과 15, 16, 18, 20
재원, 운영과 행정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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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다시 한번 클럽하우스 모델이 개인의 잠재력, 능력향상, 개인의 희망, 긍정적
기대, 적극적이고 자발적 참여 등 심리사회재활모델의 핵심원칙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೨ߌਆࡦ܄ଭԹڄրశ
지난 세기의 인보관처럼 클럽하우스는 지지적 관계와 기회를 제공하는 공동체를 창출하
였다. 클럽하우스 공동체는 ① 회원과 직원들이 동등하고 서로 존중하며, ② 책임감을 갖고
일을 중시하는 가운데 회원들의 모든 생활양상에 관심을 갖고, ③ 회원의 장점과 적성에 초
점을 맞추는 특성을 지닌다(Carolyn et al., 1990 ; Robert et al., 1996).
즉, 클럽하우스모델은 진단명, 증상 등 치료적인 접근의 의학적 개념보다는 사회사업에
전통적인 관심인 ‘지금 여기서(Here & Now)’ 즉, 정신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능
성, 잠재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클럽하우스에서 정신장애인들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니며 회
원(Member)으로서 클럽하우스 운영에 직원과 함께 참여하며 책임과 의무를 공유한다. 클럽
하우스는 정신장애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환영받는 곳’, ‘일’, ‘친구’가 필요하다는 내용
을 강조하기에,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공간, 일, 친구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자기존중감,
소속감을 회복하고 참여 및 기여욕구를 충족하도록 고안되어있다. 클럽하우스는 회원을 직원
과 동등한 관계로 인식하고 함께 일하는 철학을 중요시한다.
클럽하우스는 초기부터 정신장애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환영받는 곳’, ‘일’, ‘친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공간, 일을 제공하고 회원들
이 자발적으로 일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직원과 회원이 서로 돕는 동료관계
를 맺으며 자기존중감, 소속감을 회복하고 참여 및 기여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기본 철학
으로 하고 있다(Prost, 1992).
또한 클럽하우스 내에서 뿐 아니라 클럽하우스와 연계된 임시취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독립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회원의 여가 및 주말프로그램은 물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가장 기본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지를 제공하고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Beard

et al., 1982).

 ೨ߌਆࡦ܄ଭਆകۗ݁ 4UBOEBSE 
스텐다드는 클럽하우스 운영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클럽하우스 모델이 급속하게 확대되
기 시작하면서, 클럽하우스의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하나의 문화로서 클럽하우스 공
동체의 네트웍을 강화하기 위해 생겨났다. 1989년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된 클럽하우스 국
제세미나에서는 클럽하우스 모델의 35개 원칙이 포함된 클럽하우스 스탠더드를 인준하여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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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하우스모델의 정체성을 내외적으로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원칙은 클럽하우스 운영은 물론 훈련과정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일시적인 운영뿐
아니라 관리와 행정적인 책임에서도 직원과 회원의 완전한 동료관계를 규정함으로 클럽하우
스 모델의 기준이 되고 있다. 스텐다드에는 클럽하우스의 목적과 특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클럽하우스는 무엇인가”라는 포괄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또 클럽하
우스 운영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회원의 기본적 인권
의 선언이기도 하다. 스텐다드는 클럽하우스가 잘 운영되도록 해주며, 세계 정신건강의 질적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Propst, 1992)
스텐다드는 회원, 회원과 직원관계, 공간, 일중심의 일과, 취업,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에서는 회원의 자발성과 비차별성에 대하여, ‘회원과 직원과의 관계’에서는 동등한 관
계를 강조하며, ‘공간’에서는 모든 공간의 개방, 일하기 적절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정해져 있
다. 또 ‘일중심의 일과’에는 모든 일에 회원과 직원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어떤 보상도 없다
는 것과, ‘취업’에 관해서는 원하는 회원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기간이 정
해져 있는 일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타’
로는 편리한 위치, 교육지원에 대한 노력,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노력, 주거프로그램 개
발을 위한 노력, 재정과 운영에 관한 노력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태화샘솟는집, 2002).
① 회 원
클럽하우스(이하 클럽)는 안전에 문제를 가진 사람(폭력적인 사람, 상습적 알코올이나 약
물남용자 등)을 제외하고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클럽 자체
의 초기면접 절차를 거쳐 본인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등록한다. 회원은 클럽
활용방법과 일할 부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클럽의 모든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
다. 또한 클럽활동에 관한 기록은 회원 자신이 하며 회원과 직원이 함께 서명한다. 회원은
활동중지기간에 관계없이 소정의 절차에 의해 언제든지 클럽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과 직원과의 관계
클럽의 모든 회의는 회원, 직원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직원의 수는 회원을 지원하는데
적절한 인원이어야 하며, 직원은 부서활동, 취업, 주거, 저녁ㆍ주말프로그램의 책임을 나누어
맡는다. 클럽운영의 책임은 직원과 회원에게 있으며 최종적인 책임은 관장에게 있다.
③ 공 간
클럽은 고유의 명칭과 주소를 갖고 다른 프로그램과 혼합해서 운영하지 않는다. 클럽은
일중심의 일과에 맞도록 공간을 배치하며 또한 알맞은 규모를 갖추고, 정겹고, 회원을 존중
하는 분위기가 있도록 한다. 직원과 회원은 클럽하우스의 모든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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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중심의 일과
클럽은 최소한 주 5일 문을 열며 회원과 직원이 클럽하우스 운영에 관계된 모든 일에 함
께 참여한다. 클럽은 일중심의 일과로 구성되며, 회원은 클럽의 발전과 운영을 목표로 일을
하더라도 다른 어떤 보상을 받지 않는다. 클럽의 일은 회원의 자기가치, 목적, 신뢰를 되찾
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특별히 직업훈련의 의도는 없다. 회원은 행정, 조사연구, 교육,
후원 등 클럽의 모든 일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⑤ 취 업
클럽은 임시취업, 지지취업, 독립취업을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시취업
은 회원이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직접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는다. 임시취업은 시간
제로 기간이 제한이 있어 주 15~20시간, 1회 6 ~9개월 이내이다.
⑥ 그 외 클럽하우스의 기능
회원에게 사회보장, 권리보호, 주거문제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클럽은 주거프로그램을 갖
도록 노력하며 회원이 지역사회에서 성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클럽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저녁과 주말에 취미프로그램이나 여가프로그램을 한다.
⑦ 기 타
클럽은 독립된 관계를 맺고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와 클럽하우스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과 협력한다.

 ೨ߌਆଭࢂฃ
클럽하우스의 신념은 정신질환이 한 인간의 전부가 될 수 없으며, 정신질환자도 정상적이
고 건강한 욕구와 능력,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데서 출발한다. 이는 사회의 일반적인 문화
와는 상충되는 것으로 그동안 사회의 이와 같은 의식들이 정신질환자 스스로 같은 의식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클럽하우스의 발전요소로 클럽하우스 회원들의 자조를 들
수 있다. 즉,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회원들이 자의에 의해 클럽에 기여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자조의 개념은 초기 회원들로만 이루어진 조직으로써 소속된 회원과 입원한 환자
를 위하여 활동하는 모임에 역동성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역동성은

조화로운 관계를 향상

시켜 통합을 촉진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회원들은 자존감을 높이게 되었다.
이를 통해 회원과 직원과의 관계는 친밀하게 함께 일하면서 진실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회원들은 직원과 함께 일시적인 운영뿐 아니라 관리, 행정적인 업무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
다.

회원들은 클럽하우스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클럽하우

스는 물론 자신을 도왔다. 회원들은 일을 통해 고마움을 받고 기여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
으며, 자신이 가치 있다는 자아상을 가지게 된다(태화샘솟는집, 200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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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೨ߌਆଭલ්րࡧඝ
클럽하우스가 갖는 역할과 목표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클럽하우스의 역할에 대해서 국제
클럽하우스개발센터(ICCD, International Center for Clubhouse Development)에서는 ‘클럽하우
스는 공동체에서의 상호지지를 통해 회원들의 달란트가 사용되도록 하는 가운데, 회원들에게
생활하고, 일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the people with

mental illness)들이 회복되도록 하는 데에 사명을 둔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ICCD, 'Mission',
1998). 여기서 클럽하우스가 전제하고 있는 관점은 ‘모든 사람은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통해
요구되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 주인의식(ownership)과 환영받고 필요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
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ICCD, 1998 재인용).
다음으로 클럽하우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3가지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정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둘째,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
으로 손상된 불능을 돕는 것, 셋째, 가능한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능
의 향상을 돕는 것이다(ICCD, 'Description', 1998).

71#

㗣⤗G ∳⇻コG ⿋㒯☇⇻G ᧿ዏ⚯G ౌㄌ❘G ඇ᭯G G

 ԧ౿ ւਕंઉ ࢺ࣑ߨছଭଵ౿
사회복지 교육의 전통적이고 임상적 방향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전문직과 클럽하우스
모델의 근본적 일치점은 가치, 관심분야, 방법론에 있어서 사회복지 교육과 이 모델의 협력
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준다.
가장 최근의 ‘사회복지 교육회의’는 학부과정과 석사과정의 학생들이 모든 커리큘럼의 체
계 내에서 일반사회복지 실제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도록 배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1992). 사회복지 교육과 실제에서 점차 강조되고 있는 일반주의
사회복지 실천은 특히 클럽하우스 직원에게 과제로서 요구되는 종합적 사정과 중재와 일치
한다(Dougherty, 1994). 인간과 환경 양자에 대한 사회복지의 관심 또한 클럽하우스 모델에
서의 기본적인 접근과 일치한다. 이 모델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일상의 일과 사회적
역할에서 유용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기회에 대하여 갖는 전형적인 소외에 대한 대응으
로 발전하였다. 회원들 사이에서 유용한 관계와 기회들은 클럽하우스 내에서 발전되었고 이
런 소외를 극복하도록 만들어졌다.
사회복지 교육프로그램에서 거의 전체적으로 소개되는 생태학적 견해는 클럽하우스 실천
에 대한 확실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Germain, 1991). 클럽하우스 내에서 사정과 중재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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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집단, 지역사회 단계에서 일어난다. 클럽하우스 직원은 회원들에게 종종 심각하게 나타
나는 사회적, 행동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을 지지하고 원조하고 그들을 책임질 것을
요구받는다. 또한 그들의 힘과 발전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할 수 있도록 한다(Saleebey,

1994). 직원은 또한 회원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임시취업을 통해 독립취업을 준비하도록 돕게
된다.

1992년 실시된 사회복지 실천의 국제업무분석 연구(Teare & Sheafor, 1992)에 의하면, 이
연구는 131개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 7천명의 사회사업가(학사 1,449, 석사 5,272,
박사 279명)를 표본조사 하였다. 군집과 요인분석 사용을 통해 13개의 업무를 18개 행동군
집으로 축소한 그룹을 행동수행의 목적을 반영하여 5개의 범주로 나눈 결과, 다음의 의미있
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그들은 클럽하우스 직원처럼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그들의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사회복지사의 81%, 석사사회복지사의 53.5%는 그들
직업의 우선순위가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많은 수의 사회복지사들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과 일을 한다고 나타내었다. 즉,
사회복지사의 16.7%는 외래환자 정신보건 시설에 고용되고, 2.5%는 그룹홈이나 주택보호의
다른 형태에 고용되고, 3.8%는 정신병원에 고용된다는 것을 나타냈다. 주요 실천영역으로써
사회복지사의 24.3%가 첫번째로 정신건강을 거론한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연구결과, 사회복지사는 27%가 넘게 정기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대인관계 문
제에 도움을 주고, 19.7%는 건강문제에, 10.8%는 일을 수행하는 능력문제, 8.6%는 경제적
문제, 5.3%는 주택과 보호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넷째, 연구결과, 학사 사회복지사와 석사 사회복지사 둘 다 정신보건 사회복지 영역에 직
접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 변화와 그들의 환경에서 더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도와
주는데 상당한 관심이 있다고 밝혀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사회복지사들은 고유의 클럽하우스 모델의 직업적 요구에 대응
하는 다양한 직접서비스 업무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 주며, 클럽하우스 실천모델이 지속적
으로 성장하는데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교육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ਕࠤॷฎୡ୍ฆߦছॷฎ࣫ਓవଭਏॷ
비록 미국전역에 걸쳐 심리사회적 재활프로그램이 자리 잡아 왔지만 심리사회적 재활이
사회복지 문헌에는 그다지 널리 언급되어 오지는 않았다. Carolyn 등(1990)은 심리사회적 재
활을 클럽하우스 모델로 한정하고, 만성정신장애인들과 함께 사회복지사가 효과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가능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신장애인들은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바라본다. 아무리 심각한 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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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더라도 잠재적으로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 클럽하우스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사람들을 회원이라고 부른다. 회원이라는 개념은 클럽하우스의 기본요소로 환자나 클라
이언트라는 신분과 달리 더 많은 능력과 소속감을 갖게 하는 호칭이다. 회원은 소속감을 갖
고 클럽에 기여하며 동료 회원들과 함께 모든 활동에 참여해서 일하게 된다.
둘째, 정신장애인들은 일을 성취하고 열망하고픈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일할 수 있다는 믿
음, 일할 의욕이 고양되고 일할 기회를 갖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갈 힘이 되고 사회
에 통합되게 한다. 그러므로 일은 클럽하우스의 핵심적인 요소로 모든 일을 회원과 직원이
함께 하고 회원들이 이를 통해 기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신념에 근거해서 클럽하우
스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이 여러 분야의 취업장에서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괴를 제공하
며,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회원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셋째,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같이 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다. 즉, 클럽하우스에
서는 일이 중요하고 일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여가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녁, 주말, 특히 휴일까지도, 결국 1년 365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
한다.
넷째, 정신장애인들은 직업, 사회, 여가를 누릴 기회를 클럽하우스에서 가짐으로써 자신이
필요한 존재로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는 사회화와 소속감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데, 서로 지지하고 배려하고,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스스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이 클럽하우스의 중요한 개념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Anthony와
동료들(1984)은 심리사회적 재활인 클럽하우스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직접적으로 익히는 것이 오히려 어떤 치료방법보다 더 좋은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관점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클럽하우스모델이 심리사회적 재활로서
사회복지의 사례관리 실천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역할 변형 이론을 통한 소비자 중심의 접근을 들 수 있다. Wolkon과 Peterson

(1986)은 주립병원에서 퇴원한 한 회원의 이야기를 통해 너무 오랫동안의 병원생활은 퇴원
후 지역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클럽하우스에서 다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고 하였다. 이런 일반적인 접근 구
조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것은 성공적으로 사회적인 지위가 보장되는 동안의 시기가 불안정
하기 때문에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 즉, 이 접근의 목적은 비인간적인 환자의 신분을 지역사
회에서 인간적인 신분으로 대체시켜주는 데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소비자 중심
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 접근이나 강점(Strength)관점 접근과 일치하는 특성을 가진다.
둘째, 일상생활 기술습득이 아닌 실제생활에서의 자연스러운 경험 습득을 들 수 있다.
모든 실제생활의 환경에 필요한 것은 생활, 배움 그리고 일하는 환경을 개별적으로 중요시
하는 것이다. 클럽하우스에서 하는 일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인 동시에 또한 목적이
되기도 한다. 일상생활기술의 습득은 누가 가르쳐줘서 배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 310 -

최희철 빾 클럽하우스모델과 사회복지 시스템과의
관계 고찰

사용하면서 배워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자연스러운 지지체계의 동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클라이언트의 가족들을 재활의
파트너로 인정하여 그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협력적 관계를 형성한다. 가족들은 이런 과정
에서 회원들을 위한 새로운 대처방안도 알게 되고 ‘환자’로 바라보는 그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회원들의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자원들을
동원한다. 즉, 회원들의 교육 및 대학진학을 지원하거나 회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
록 아파트와 주택을 마련한다. 또한 클럽하우스와 지역사회의 고용주 간 임시취업 협약에
의해 회원들이 지역사회 내 취업장에서 일자리를 얻게 할 수도 있다.
다섯째, 보다 큰 체계지향적 자원동원이다. 클럽하우스는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의 자원과
기회를 활용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대중적 권익옹호 활
동의 일환으로 자조적으로 회원 및 가족, 지역주민들, 그리고 추천된 단체들에서 정부의 정
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편견극복 활동, 민간재원에 대한 기금모금활동 등 보다 큰 체계
지향적 자원동원을 하고 있다. 클럽하우스모델의 확산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은 NIMH(국립정
신보건연구원)로부터 승인을 얻어 재정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것이 좋은 예이다(Beard et al.,

1982).
여섯째, 심리사회재활모델의 평가에 대한 효과성 부분이다.
최근 심리사회재활의 클럽하우스 모델의 평가는 3년 이상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600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그 결과가 나타났다. 병원생활기관은 현저히 감소되었고, 규칙적인 경쟁고
용 획득에서의 성공은 현저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Beard 외 1978). 또한 Bond 등(1984)
의 연구에서는 8년간의 추적연구에서 클럽하우스를 이용한 정신장애인들이 재발을 감소시키
고 경쟁적 고용 습득, 독립생활로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결
과로는 좀 더 규칙적이고 더 오랜 기간동안 참여했던 회원들이 그렇지 않은 회원들보다 그
결과가 더욱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Rutman(1984)은 임시취업(Transitional Employment)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심리사회재활기관의 회원들이 전일제 혹은 시간제로 경쟁고용에 진
입하는데 있어 심리사회재활기관에 참여하지 않았던 회원들의 일반적인 수보다 2-3배정도로
더 성공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이를 통해 심리사회재활로서의 클럽하우스모델은 재
발율을 감소시키고 취업률이 증가되는 등의 재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81# ఇិG ᭦G ❳┏G G
클럽하우스 모델은 정신질환을 가진 성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실적인 가치를
심어주고 또한 사회사업 교육의 이론과 실무를 증가시키는 가능성이 있다. 반면 사회복지
교육은 환경 내에 개인을 독특한 존재로 보고 개인과 사회를 강화하고 클럽하우스 고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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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클럽하우스 모델의 독특한 철학은 사회복지의 가치, 관
심분야, 방법론에 있어서 일치되는 공유점을 발견하게 한다.
실천의 장으로서 클럽하우스 모델은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인간존중, 클라이언트의 자기결
정권 및 권익옹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
께 일하는 가치를 추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모델이다. 클럽하우스모델이
심리사회재활모델의 하나로서 사회복지의 사례관리 실천에 있어서 여러 다양한 시사점을 주
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클럽하우스 모델이 추구하는 재활효과성
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실증적 연구들이 나오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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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ubhouse Model
and the Social Welfare System

Choi, Hee Chul
Doctoral Student, Soongsil University

The clubhouse model is one of the alternatives that have been the most widely adopted by
mental health experts. The clubhouse model program is different from clinical approaches on day
care program. It focuses on client involvement and empowerment, the improvement of client
ability and the maximization of his self-decision right. So far, clubhouse model has been
introduced as a practice model in the mental health area, but it is little known in the educational
area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ubhouse model and social welfare
system, or the social welfare practice and education through the overall understanding of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clubhouse model. The research conducte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found that the clubhouse model offers the following suggestions on case management practice of
social welfare as

a factor of psychosocial rehabilitation through the overall theological

examination of the model: 1) Consumer oriented approach through the theory of the changing
society role 2) experience learing in real life 3) the natural mobilization of support system 4) the
organization of larger system-oriented resource 5) rehabilitation effects such as decreasing hospital
admission rate and growing employment.

Key words: Clubhouse Model, Social Welfare System, Psychosocial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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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심”의 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 불승복에 따르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재심사는 이미 심사를 담
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3인이 한다. 이때 재심사결과 “게재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
문은 수정 후 재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학회지 출간 기한 내에 재심사가 완료되지

- 317 -

임상사회사업연구

않으면 다음 호로 이월된다. 재심사요청서 역시 학회 홈페이지(www.kacsw.or.kr)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편집위원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7.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을 편집위원장에게 우편발송하며, 편집위원장이 최종본
을 검토한 후 출판사에 넘긴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단, 명백한 오류 및 오타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8.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후에 다른 학술지에 실렸거나 학위논
문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될 때, 또는 표절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게재판정을 취소한다.

9. 심사를 통과하여 이미 출간된 후 7.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편집위원장의 명
의로 게재취소 또는 내용 정정의 조치를 취한다.

10. 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1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
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당 1편씩만 게재된다.

11.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해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시 심
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12.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
다.

13. 심사료 및 게재료는 따로 정한다.
14.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ࢂڍন࣑
1. 논문의 본문은 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한자이름 등은 첫 번째에만 한글 옆 괄
호 속에 기재한다.

2. 모든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집필되어야 하며, 총 23매를 넘지 않아야 한다.
(1) 논문제목
(2) 성명(소속과 지위를 성명 아래 괄호 속에 처리한다.)
(3) 국문초록(한글 600자 또는 A4 1/2장 정도)
주제어

(4) 본 문
(5) 참고문헌
(6) 영문초록(1,000단어 또는 A4 1장 정도;
논문제목, 성명, 학위, 직위, 소속, 본문, 영문 주제어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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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록(필요한 경우)
3. 본문의 항목별 번호는 다음의 순에 의한다.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가 나 다
4. 논문의 분량은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1) 글꼴 : 휴먼명조
(2) 글씨크기 : 11
(3) 문단모양 :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모두 0; 들여쓰기 2; 줄간격 160;
낱말간격 0; 정렬방식 혼합.

(4) 용지설정 : A4용지(여백주기는 A4용지 여백 그대로)
5. 각주 및 참고문헌은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1) 주(註) 다는 방법
◎내용 주(content ndtes)인 경우 :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작은 글자로 일련번호
를 매기고 밑부분에 각주로 처리한다.
◎인용, 참고하는 경우 : 참고주(reference notes)를 괄호에 넣어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끝부분에 덧붙인다.
보기 1) 저자가 내용 중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
송근원(1990a:36)에 의하면 뺵……직접인용……뺶
쿡과 켐벨(Cook and Cambell, 1979:89-91)의 모형을 수정하여,……

2) 저자가 본문과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라고 주장한다(송근원, 1990b: 120-123).
……입장을 취한다(rkagiegdm 1989; Cook and Cambell, 1979; Bable, 1983; 15-20)
◎참고문헌 : 저자, 출판년도, 제목, 쪽, 출판지, 출판사의 순서로 아래와 같이 기재
한다.
김해동(1989). 뺷조사방법론 강의뺸. 서울: 형설출판사.
송근원(1990a).뺵대통령 선거 아젠다 분석-제 13대 대통령 선거 이슈를 중심으로,뺶

뺷한국정치학회보뺸G 제 24집 제 1호, 105-156.
Babbie, Earl (1983).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3rd ed.). Belmont, Cal.: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6. 기타 세부사항은 기존의 형식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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