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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음주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중심 
모델(task-centered model)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신원우* 

음주문제는 노숙상태로의 전환에 영항을 미치는 요인인 동시에 노숙자의 생리심리 

사회적 역기능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항을 미치고 노숙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음주문제 노숙자에 대한 개 

입은 미약한 실정이다 최근에 일부 쉽터에서 다앙한 재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 

지만， 단기의 알코올의존 회복 및 예방 집단 프로그램이나 집단 강연 형태의 프로그램 

정도로서 주로 병원에서 활용되었던 집단 프로그램을 응용하였거나 교앙 강좌 중 하나 

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메， 실질적으로 노숙자의 음주문제 해결에 대한 효파섬 검증에 

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입의 초점은 알코올의존 문제에 맞 

추어져 있어， 음주로 인한 다앙한 문제를 겪고 있는 대상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쉴터를 중심으로 다앙한 음주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숙자의 개입을 위 

한 실천 모델로서 파제중심 모델 (task-centered model)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과제중심 모델은 개별 사례에 대한 상담을 통해 표적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단기간 

의 개입을 하는 모델로서 현실적으로 쉽터에 있는 노숙자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것 

으로 검토되었다 특히 과제중심 모델은 다앙한 실천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개입의 틀 

제공， 파제 전략의 유용성‘ 단기 개입의 구조1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강조， 사회복 

지사의 환경적 개입 측면에서 다앙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덜 심각한 

음주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메 

기초하여 변화 동기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는 일반사회복지실전으로서 많은 유용성 

을 가진 과제중심 모델이 노숙자 쉽터를 중심으로 다앙한 음주문제를 가진 노숙자에게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전공분야는 노숙자복지， 알코올 및 약물의존 재활이다 주요저서로 

〈실직 건설 일용 노동자의 노숙결정요인) ,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알코올의존 노숙자와 일반 노 

숙자의 사회심리적 특성 및 서비스 욕구에 관한 비교 연구)(유채영 공동연구)， 2000: <노숙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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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어 음주문제 해결과 자활에 효파가 있는 모델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머리말 

경제위기 이후 1997년 말부터 노숙문제는 사회적 관심의 초점이 되어왔으며， 과 

거에 노숙자의 개인적인 결함에 의하여 노숙문제를 인식하던 시각에서 이제는 실 

업과 빈곤이라는 경제적 위기상황의 한 양상으로서 인식하는 사회적인 시각의 변 

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그동안 응급구호와 취업기회의 제공이 중심이 

되어 오다가 1999년말부터 심리사회적인 개입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으로서 각 

쉽터를 중심으로 재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노숙자의 심리사 

회적 재활을 통해 경제적 자활을 하도록 돕는 전문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숙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노숙문제를 다중 

적인 수준에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개인적 수준의 요인 (in이꺼dllal-Ievel factors) . 

사회적 요인 (soci꾀 &αoπ) . 사회경제적 요인 (socioeconomic faαors)들에 의하여 나타나 

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5따m&Weiαman 1990). J ackson 

( 1998)은 이와 같은 포괄적 관점에서 여러 연구결과들을 종합검토하여 노숙을 예측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코올 및 약물의존， 정신질환， 가정폭력， 가족구성， 

경제적 자원의 결핍 , 사회복지 공공부조의 활용， 사회적 자원의 결핍 , 적절한 주거 

지의 결핍 등을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음주문제(여cohol problem)는 노숙상태로 전환하게 하는 요인 1 ) 인 동 

시에 노숙자의 생리심리사회적 (biopsychosoci꾀) 역기능을 심화시킴으로써 정상적인 

사회 활동으로의 복귀에 장애가 되는 요인2)으로서 노숙문제의 예방 및 개입 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독특한 음주습 

관과 음주에 관하여 관용적인 사회문화적 태도를 고려하여 볼 때， 음주문제가 노숙 

1) Wtight(990)의 연구결과에서 알코올 및 약물의존은 22개로 분류한 노숙 요인 중에서 첫 번째를 차 

지하고있다-

2) 노숙의 원인과는 상관없이 노숙생활이 공통적으로 가져오는 심리사회적인 위험요소가 있고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으로의 복귀를 가로막는다. 연구자들은 노축생활에서의 학습된 무기력이 나타내 

는 현상의 하나로 알코올 및 약물의존을 들고 있다(G∞φ1aJl et 씨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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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추정된다 노숙자들이 알코올 사용장애에 이를 위험이 

높으며 (Drake et al.. 1991: Fischer & Breakey. 1991). 신체적 건강 악화와 심리사회적 역 

기능이 가중되면서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노숙의 장기화에 중요 

한 결정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노숙으로 인하여 야기될 관련 사회문제 

의 심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음주문제를 가진 노숙자들이 

약물남용과 정신질환의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폐해는 보다 크게 나 

타난다-

이러한 음주문제는 노숙자 쉽터에 입소하고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해도 문제가 되 

고 있다. 대부분 공동 생활을 위해서 쉽터 안에서는 음주를 금지하도록 규칙으로 

정해놓고 있으나 쉽터 실무자에 의하면 입소자 전체의 50% 정도는 매일 조금씩이 

라도 술을 먹는다고 한다. 특히 음주로 인해 쉽터 생활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데， 시비를 걸어 싸움을 일으키거나 고성방가로 다른 입소자들의 편안한 숙면을 방 

해하거나 쉽터에 불만이 있었던 경우 난동을 부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1998년 12월초 500여건의 쉽터 퇴소자 중 2/3 정도가 음주와 관련된 퇴소로 추정되 

고 있으며 강제퇴소자의 대부분이 음주문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황운성. 1998).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음주문제 노숙자에 대한 개입은 미약한 실정이다. 

응급적인 해독이 필요한 노숙자를 위한 병원 연계의 진료나 입원은 물론， 알코올의 

존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 재활 서비스나 전문쉽터는 전무한 상태이다. 최근에는 일 

부 쉽터에서 노숙자의 자활을 위해 음주문제를 먼저 해결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다 

양한 재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쉽터에서 진행된 음주문 

제 노숙자에 대한 개입은 8주 정도의 알코올의존 회복 및 예방 집단 프로그램이나 

집단 강연 형태의 프로그램 정도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주로 병원에서 활용되 

었던 집단 프로그램을 응용하였거나 교양 강좌 중 하나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숙자의 음주문제 해결에 대한 효과성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 

다도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입의 초점은 알코올의존 문제에 맞추어져 있어， 음주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대상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 비추어 음주문제 노숙자를 위한 새로운 개입 전략이 필요하다 

즉， 쉽터에 있는 노숙자 중 알코올의존 문제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다양한 문제 

를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병원이 아닌 쉽터라는 세팅의 

실정에 맞아야 한다 특히 전문 병원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에서 응용한 알코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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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집단 프로그램보다는 각 클라이언트가 직면하고 있는 음주로 인한 다양한 문제 

의 해결과 재발 방지 (relapse prevention)를 위한 개별적 접근이 중요하다. 또한 일반 

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지지가 필수적인데， 노숙자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터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쉽터에 있는 음주문제 노숙자의 개입을 

위한 실천 모델로서 과제중심 모델을 적용하고자 한다 과제중심 모델은 개별 사례 

에 대한 상담을 통해 표적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단기간의 개입을 하는 모델이므 

로 현실적으로 쉽터에 있는 노숙자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즉， 개별 상담을 통 

하여 각 노숙자들이 기존의 알코올의존 회복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 

하고 각 클라이언트에 적합한 과제를 설정하고 수행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겪고 

있는 구체적 문제의 해결을 도울 뿐만 아니라 병원이 아닌 쉽터라는 세팅에서 쉽터 

사회복지사에 의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알코올의존과 문제음주를 포함한 노숙자의 음주문제의 실태 

와 문제해결을 위한 기존의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또한 과제중심 

모델의 특성과 구체적 실천 기법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노숙자의 문제음주 해결을 

위한 실천 모델로서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노숙자 음주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중심 

모델 적용 원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과제중심 모델 적용의 한계를 다루 

면서 노숙자 쉽터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노숙자의 음주문제와 사회복지실천 

1 ) 음주문제의 정의와 범위 

일반적으로 음주와 관련한 문제로서 알코올중독， 알코올남용 등의 용어가 사용 

된다 기존의 음주문제(aJcohol problem)의 정의에는 알코올리즘(여coholism) , 알코올 

의 존(aJcoholdependence) ， 알코올남용 (alcohol abuse) , 문제 음주 (problem 뼈띠cing) 및 폭 

음(binge 빼떼g)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Hester & Miller, 1989: 유채영. 2000에서 

재인용) . 알코올중독 또는 알코올리즘， 알코올의존 등은 심각한 음주문제를 지칭하 

는 전통적인 진행성 질병으로 인식되며， 정신과 의료진에 의한 병원의 집중 치료 



노숙자 읍주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중심 모텔 (task-centered model)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153 

(intensive treamlent)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그 증상으로 볼 때， 내성， 금단증상， 갈망 

(craving) , 강박적 음주， 심리사회적 손상， 조절능력 상실 등의 심각한 문제가 나타 

나는 범주라 할 수 있다 3) 반면에， 문제음주는 과음， 의존 증상， 음주 관련 사회적 

결과 등에 의하여 측정되며，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낮은 음주문제의 상태까지 포함 

하여 문제의 범위를 포괄하고 다양한 개입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Institute of Medicine , 1990: 유채영， 2000에서 재인용)꺼) 

의료 세팅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음주문제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한 유채영의 연구(2000)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음주문제를 연구대상 

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문제음주를 과음이나 의존 증상이나 음주관련 문제의 개념 

을 통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의료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학업 · 직업적， 법적， 

경제적， 영적 기능 및 가족관계와 대인관계 등에 다양한 수준의 문제를 야기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문제음주의 조작적 정의로 문제음주자의 초기 규명에 

유용하며 간펀한 다문화적 선별도구인 세계보건기구의 AUDIT(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Barber et 며 1992)5)을 사용한 측정에서 총점 8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음주와관련하여 현재 실질적인 신체적. 정신적， 심리사회적， 경제적， 법 

적 문제에 처하여 있는 경우로 하였다 

실제로 의료 세팅이 아닌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음주문제를 겪고 있는 다양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접근에서 ‘문제음주(problem d띠벼ng) ’ 의 정의가 유용하다는 것 

이 검증되고 있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빈곤， 가정폭력， 아동의 유기 및 학대， 

약물남용， 비행， 범죄， 노숙등과같은문제들이 다양한정도의 문제성 음주행동과 

연관되어 있다(유채영， 200이 대부분의 심각한 문제들이 의존성이 높은 문제음주자 

들에게서 발생하지만， 상당한 정도의 건강 문제나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알코올에 

비의존적이며 음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음주자들에게도 발생한다(Cuny & Kirn, 

3) 국내의 음주문제 관련 역학조사에서 한국성인의 4.2-10.9%가심각한수준의 음주문제(알코올중독 

또는 알코올의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용석 ， 1999: 조성진 외， 1998: 이정균 외， 

1994: 이호영 외， 1989) 

4) 김용석(1999)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문제음주자는 32.2%이며， 남성의 경우 69.1%인 것으로 밝혀 

지고있다 

5) AUDIT은 총 10문항의 리커트형 5점 척도로서 지난 l년 동안 개인이 경험한 음주의 빈도와 양. 알 

코올의존증상， 음주와관련한문제 동세 영역을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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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Kreitman , 1986: 유채영， 2000에서 재인용) . 따라서 보다 넓은 범주의 문제음주자 

들을 위한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행해지는 일반실천적 접근 

방법에 의한 예방과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숙자의 음주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심각한 음주문제인 알코올 

중독 또는 알코올의존보다는 비교적 심각성이 낮은 문제음주(problem drinking) 에 초 

점을 맞추고자 한다. 현재 쉽터에는 다양한 수준의 음주문제를 가진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수준의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의료 세팅이 아닌 쉽터라는 환경 자체는 심각한 알코올중독이나 알코올의존 

보다는 문제음주를 다루는 것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알코올중독 또는 알코올의존의 노숙자도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이들 대상도 음주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로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절 

에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2) 노숙자의 음주문제 실태 

노숙자의 음주문제와 관련하여 2가지 역동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노숙이라 

는 위기상황에서 노숙자들이 자신의 문제상황을 회피하거나 심리적 고통을 다루기 

위한 대처수단으로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음주문제의 심각성이 문 

제음주나 알코올의존에 이루게 된 경우이다. 둘째 이미 문제음주나 알코올의존의 

고위험군에 속하여 있던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상황에서 일반인들에 비하여 가족 

해체나 실직이라는 문제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노숙에 이르게 되는 

경우이다 하지만， 노숙과 음주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 2가지 과 

정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예로 신원우(1999) 

의 연구에 의하면， 노숙자 집단이 노숙하지 않는 실직자 집단보다 알코올의존의 비 

율이 높지만 6)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노숙에 이르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 

닌것으로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노숙자의 음주문제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노숙자의 음주문제의 

심각성과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9년 조사결과 노 

6) 알코올의존 비율은 노숙자의 경우 20.2%. 노숙하지 않는 실직자의 경우 17.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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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자들의 약 35--4D%가 심각한 알코올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약물남 

용(헤로인， 코카인， 크랙) 또한 노숙의 주요원인으로 노숙인구의 약 10-20%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약 10-20%는 알코올 및 약물남용의 문 

제와 정신질환을 함께 가진 이중진단 (dually diagnosed)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Ooseph , 1992) , 또한 알코올의존 노숙자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정신장애의 유병률이 

높고 사회적 기능과 직업적 기능면에서 손상이 더 심하다(Koegel & Burnam , 1988). 

알코올중독의 경우 노숙자들의 다른 신체적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Wright 

등(1987) 이 19개 노숙자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알코올남용 노 

숙자들은 다른 집단보다 증세가 더 심한 경우가 많았으며 간질환의 경우 7배 이상， 

다른 신경장애나 경련발작 등은 2-3배 정도 높았고 2배 정도 더 많은 영양학적 불 

균형을 나타내고 절반정도는 고혈압， 폐결핵 소화기장애 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숙자의 음주문제에 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는 미 

약한 편이지만， 노숙자 문제 발생 초기부터 꾸준히 노숙자의 음주실태와 건강실태 

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음주문제의 심각성을 

추정하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매일 술을 마시는 노숙자는 조 

사대상자의 12%로서 일반인의 매일 음주율인 4%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48%의 노숙자가 일주일에 1-2회 혹은 매 일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음주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1998)은 198명의 거리노숙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조 

사대상자의 85 .4%가 ‘술을 마신다 고 응답하였고， 음주빈도는 2-3일에 한 번이 

25 . 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자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상태에 관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1998) 의 연 

구는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거나 쉽터에 입소해 있는 남성 노숙자 355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서울역 거리노숙자의 77.4% , 을지로 거리노숙자 

의 73.1% , 영등포 쉽터 노숙자의 54.6% , 그외 쉽터 노숙자의 72 .7%가 음주를 하 

고 있었으며， 서울역 거리노숙자의 40.0% , 을지로 거리노숙자의 24.6% , 영등포 

쉽터 노숙자의 26 .3%, 그외 쉽터 노숙자의 l3.3%가 매일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CAGE7)를 사용한 알코올 의존성 선별에 있어서는 조사대상자 2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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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62 ， 6%가 알코올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자의 정신건강문제에 관한 권구영 등의 연구(1999)에서는 조사대상자의 

34 ，6%가 분명한 알코올의존 및 의존 가능 집단으로 선별되어서 일반인보다 심각 

한 음주문제 양상을 보여 주었다. 음주문제와 정신건강문제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 

체화， 공포불안， 정신증과 같은 정신증상들이 심할수록 음주문제의 정도가 심각해 

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또한， 노숙기간을 6개월 미만， 6개월 

12개월 12개월 18개월 18개월 이상으로 구분했을 때， 18개월 이상된 집단의 음주 

문제가 가장 심각했고 다음으로는 6개월 미만인 노숙 초기 집단에서 음주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조사시기를 고려해서 18개월 이상의 노숙자 

는 경제위기 이전부터 노숙을 해온 장기 노숙자일 것이며 이들은 음주문제 외에 전 

반적인 건강상태도 악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노숙자의 음주행위는 노숙이라는 위기적 생활사건에 대한 반응인 충격과 분노 등 

의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역기능적 대처행동으로서 노숙 초기 집단에서 

가장 많이 행해질 것이라고 해석되었다. 

최근의 쉽터에 있는 노숙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음주문제 관련 연 

구로는 유채영 -신원우의 연구(2000)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노숙자 쉽터 입소자 

337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존의 음주실태나 알코올의존 문제만을 파악한 

연구들을 보완하여 문제음주와 서비스 욕구에 대한 사항들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 

과， 음주행위에 있어서 조사대상자의 95 ， 2%가 음주경험이 있으며， 44 ，4%가 한 번 

에 5잔 이상 마시는 폭음(binge clrinking)을 하고 있었고， 3 1.4%가 지난 한달 동안 5 

잔 이상 마신 날이 5일 이상인 과음(heavy 뼈뼈ng)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1)과 같이 음주문제에 있어서 조사대상자의 56.7%가 음주에 대한 통제력 

을 상실하는 등 대다수가 음주로 인한 문제를 한 가지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음주 및 알코올의존의 선별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70.7%가 문제음주자 

7) CAGE(anaσonym for Cut, Annoyed, GuiJt:y and Eye Opener)는 간편하게 알코올 의존을 선별할 수 있 

는 측정도구이다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 , ‘술로 인해 다른 사랍의 비난받는 것을 귀 

찮아하고 있다’ ,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이 나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 , ‘숙취를 제 

거하기 위해서 아침에 깨자마자 숨을 마신 적이 있다’ 의 4가지 문항 중에서 2가지 문항 이상에 ‘그 

렇다 라고 웅답하면 알코올 의존으로 선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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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음주문제 

음주문제 (중복응답 가능) 빈도(N=312) 백분율(%) 

통제력상실 177 567 

자신의 음주에 대한 좌절감 후회 175 56 1 

필름끊김 132 42 ‘ 3 

역할상의 문제 126 40.4 

주변인의 걱정 124 29 .7 

자신또는타인의 상해 55 17.6 

*자료 유채영 신원우(2αXl). p. 126 

로 선별되어서 일반인의 음주행태를 조사한 김용석의 연구(1999)에서 나타난 일반 

인 남성 문제음주 비율인 69.1%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9.6%가 알코 

올의존자로 선별되어 일반인의 3배 가까운 높은 비율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음주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원조요청은 매우 낮은 편이었으며 

(17 .4%) . 취업， 신앙생활， 가족재결합의 욕구가 전문적 알코올 관련 프로그램에 대 

한 욕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쉽터에서 실시되는 전통적인 알코올 재활 프로그 

램의 실효성에 대해 쉽터에 적합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노숙자 음주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의 필요성 

2절에서 노숙자 음주문제의 실태를 통해 심각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제 노숙 

자 음주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실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기존의 노 

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노숙자의 음주문제는 이전의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도록 하는 자활 의지를 현격 

히 약화시킨다. 특히 음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근로능력과 근로의욕이 상실되 

어 막상 적절한 일자리가 있어도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술을 구입하기 위하여 

그나마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받은 봉급마저도 다 써버리기 때문에 자립을 위한 저 

축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대인관계나 사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위사람들로 

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노숙자의 음주문제는 노숙 

생활을 청산하고 이전의 생활로 복귀하는 자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한다. 그 예 

로 남기철의 연구(2000)에서 알코올중독 성향으로 인해 노숙자 보호시설에서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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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퇴소， 즉 길거리 노숙을 다시 시작하거나 쉽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켜 강제퇴소를 당하거나 법률적/의료적 문제로 인해 구속되거나 요양시설로 

옮겨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희망의 집， 자유의 집 등 노숙자 쉽터에서 음주문제와 관련된 프로 

그램의 실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노숙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음주 관련 문 

제라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이지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 

근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현재 쉽터에서 알코올중독자를 선별하여 치료와 요양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술의 폐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음주로 인한 직 · 간접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알코올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활을 위한 건강유지와 단주의 필요성을 교육하는 알코올중독 

예방 프로그램이 매우 부분적으로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노숙자 지원사업의 최대 목표는 대상이 되고 있는 노숙자의 자활이다 자활 

에 대해 그 정의와 범위， 가능성과 한계 ， 과정과 구체적 지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그 중 가장 큰 논란은 노숙자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노숙자 지원사업 초기의 쉽터 중심의 의식주 문제 해결과 공공근로 

사업 참여의 한계에서 시작되었다. 다시 말하면， 의식주 문제 해결과 공공근로사업 

참여만으로는 노숙자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한 

계에 대한 대책으로 1999년말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통해 쉽터 중심으로 심리 

손상， 사회기술강화， 알코올중독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재활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 동절기에 실시된 전체 577~ 재활 프로그램 중 11개의 알코올중 

독 예방 및 회복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으며 , 그 외의 프로그램 중에서 알코올중독의 

예방 및 회복과 관련한 “교육”이 1-2 회기에 걸쳐 포함되기도 하였다(보건복지부 

외 .2000). 대부분 단기 집단 프로그램의 형식이 많았으며， 병원에서 실시되는 치료 

프로그램을 응용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해 한계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한계는 각 프로그램의 수준과 내용에 맞는 대상자 선정의 문제， 

음주문제 관련 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공간의 부재， 전문적인 인력의 부족， 사후 

관리 장치의 부재， 필요시 접촉 가능한 정신과 의료진과의 연계 부재 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상자 선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예방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적인 노숙자 

를 대상으로 하여 음주문제가 없는 노숙자까지 포함되어 그 프로그램에 적절한지 

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복 프로그램의 경우 단일 쉽터로는 협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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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인 알코올의존 노숙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사회적 낙인과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 그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효과성을 이루기 어렵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부재하여 일단 단기 집단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에 

는 음주문제와 관련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해 재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 한계의 보완으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음주문제를 가진 노숙자 

를 대상으로 알코올의존 전문가에 의한 집단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쉽 

터 사회복지사에 의한 개별 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히 개별 상담과 단기적 개입을 통해 지속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천 모델 

로서 과제중심 모델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3. 노숙자 음주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중심 모델 적용 

1 ) 과제중심 모델의 기본적 특성과 원칙 

일반적으로 음주문제에 대한 실천 모델은 매우 다양하다. 구체적인 개입 기법과 

관련하여 크게 약물을 이용한 혐오 치료와 정신치료로 분류된다. 정신치료는 다시 

개인 정신치료와 가족치료， 집단 정신치료， 단주동맹 등으로 세분화되며 각 치료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 정신분석적 접근， 행동주의적 접근， 교류분석 접근， 체계이론 

적 접근， 실존주의적 접근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이영국， 1998) . 이러한 다양한 

실천 모텔과 기법은 현재까지 특별하고 결정적인 단일한 음주문제 해결을 위한 치 

료법은 없으며 그 취급이 매우 곤란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의료 세팅이나 일반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는 전술한 다양한 실천 모텔을 활용 

하지만， 특히 변화 동기 (moàvaàon for change)와 재발 방지 (relapse prevenàon)를 위한 

개입으로서 인지행동치료， 사회기술훈련， 혐오치료 등 인지행동 및 행동수정 모델 

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가지만을 활용한다기 보다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양상， 능력 , 환경적 상황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한다. 

효과적인 개입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실천 모델과 기법간의 장단점이 

치료 과정에 고려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특성이나 능력，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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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에 따라 과제를 설정하 

는 과제중심 모델이 매우 유용하다고 하겠다. 

과제중심 모델 (rask-centered model)은 시간제한적이고 문제지향적이며 과제중심적 

인 단기치료 모델이다. 즉，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구체적인 과제를 통해 해결해 간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을 기본 전제로 하여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문제에서 시작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를 선택하고， 사회 

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계약에 따라 치료가 진행된다 

과제중심 모델은 1970년대 초반 Reid와 Epstein에 의해 개발되었다 1960년대부 

터 단기치료에 대한 관심의 고조， 보다 집중적이고 구조화된 개입형태에 대한 기 

대， 전통적인 장기 개입유형의 효과성 입증의 실패 등 기존의 사회복지실천의 문제 

점과 대안에 대한 요구에 의해 과제중심 모텔은 발전하게 되었다. 과제중심 모델의 

개발에는 개인의 문제를 문제해결과정으로 보는 Perlman의 견해， 클라이언트의 과 

업을 서비스 초점으로 하는 Studt의 견해， 위기개입의 이론과 기법 등이 많은 영향 

을 미쳤다(Reid ， 1996). 핵심적， 구체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사회복지사의 능동적 

개입이 요구되며 간결하고 계획된 치료가 과제중심 모델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심리적인 장애에 대한 원조방법으로는 정신역동이론과 인지이론， 과제 

수행에 관해서는 강화와 모델링 기법 중심의 사회학습이론이 근거가 되며， 의사소 

통이론과 소규모의 사회체계 내에서의 개인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소집단이론 등 

을 기초로 하여 어느 한 가지 이론이 아닌 여러 이론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통합 

주의를 지향하고 있다(Reid ， 1992). <표 2)는 과제중심 모델의 기본적 특성과 원리 

에 관한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제중심 모델은 기본적 가정에서 클라이언트 중심 

적인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원리에 충실하며， 문제해결과 단기 전략을 선호하여 경 

험적 실천 모델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Reid(1992)가 주장한 바와 

같이 가족 문제， 정서적 디스트레스， 문제음주， 만성정신장애문제， 건강관련 문제， 

부적절한 자원과 관련한 문제 등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의 접근으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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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지향 

통합적입장 

〈표 2> 과제중심 모델‘ 기본적 특성과 원리 
경험적 조사에 의해 지지되는 이론과 기법 선호 클라이언트 체계에 관한 가 

설과 개념은 사례의 자료에 의해 기초가 됨 사변적 이론은 지양 사정， 과 

정， 산출자료의 단계별 ， 체계적 수집이 이루어짐 모델 개선을 위해 개발 연 

구(development reseaπh)가 수행됨 

여러 접근에서 실증적 자료에 기반한 이론과 기법을 선택적으로 수용 

클라이언트가 인정한 클라이언트가 관심사로 분명히 인정한 구체적 문제에 초점 

문제에초점 

체계와맥락 문제는 복합체계의 맥락에서 일어나고 해결과 예방을 위해 맥락적 변화가 필 

요- 또한 문제의 해결은 맥락에 영향을 미침. 

4개월 이내에 6-12회의 주별 모임으로 단기 설계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협력적이고 명시적임 사정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작업하는것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 능력개발을위해 치료전략개발에 클라 

이언트를참여시킴 

치료회기 (πeaUllem sessions)를 포함하여， 개업 프로그램은 잘 규정된 활동의 

연속으로구조화됨‘ 

문제해결활동(과제) 변화는 주로 클라이언트에 의해 수행되는 치료회기 안팎에서의 문제해결활 

동을 통해 일어남 환경내에서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강조함 치료회기의 기 

능은 이러한 활동의 기초 작업이 됨 또한 사회복지사의 과제는 환경적 변화 

계획된 간결성 

협력적 관계 

조
 

구
 

*자료: Reid (l992). p.3 

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을 제공항. 

2) 노숙자 음주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중심 모델 적용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노숙자 읍주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으로서 과제중심 모델 적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크게 5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과제중심 모텔은 음주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활용할 수 있는 개입의 틀을 제공한다 과제중심 모텔은 통합적인 개입 전략을 가 

지고 있다(Reid ， 1992 , 1996: Epstein , 1992) . 과제중심 모텔에서는 클라이언트의 표적 

문제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최선의 기법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실천상황에 

서 다양한 기술들이 선택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것은 특정상황과 특정시간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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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판단되는 수많은 자원들로부터 추출된 합리적인 선택을 의미한다. 즉 ， 인지 

행동치료， 정신역동적 접근 집단치료， 위기개입 등 다양한 실천 모델과 이론의 기 

본적 가정과 구체적 기법에 대해 인정한다. 알코올중독， 알코올의존， 문제음주 등 

의 다양한 음주문제 양상은 다양한 실천 모델의 기법들을 필요로 한다. 특히 변화 

동기와 재발 방지를 위해 인지행동이론이나 행동수정이론 등 다양한 실천 모델이 

적용된다. 즉， 한 모델만으로 적용을 시도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클라이언트의 다 

양한 문제양상과 욕구， 능력에 따라 한 모델의 기법만을 적용하기에는 불가능하며 

효과적이지 않다 

특히， 노숙자의 경우 음주문제 관련 사회복지실천은 쉽터에서 실시될 수 있는데， 

노숙자의 음주문제 양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알코올의존보다는 문제음주인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단일 쉽터 내에서 알코올의존 클라이언트만을 대상 

으로 하는 상담이나 집단 프로그램을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알코올의존 

클라이언트만으로 집단을 구성했을 때 낙인에 대한 우려와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 효과적인 개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개입의 목표로서 단주(a bstinence )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 목표 달성이 어렵고， 음주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음주문제에 

대한 부정 (denial) 이 심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동기조차도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 음주문제 해결은 변화 동기 형성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신의 문제에 대 

한 인정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쉽터 내에서 알코올의존 클라이언트만 

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및 집단 상담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에， 덜 심각한 

문제음주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경우 쉽터 내에 많이 존재하며， 개입 목표로서 단주 

보다는 절주(moderation)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개입에 대한 닥인이 적고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개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Heather , 1989: Wasko & Reid , 1992). 따라서 쉽 터 에서 노숙자의 알코올의 존보다는 

문제음주를 중심으로 단주보다는 절주를 목표로 다양한 문제 양상에 대한 절충적 

인 방법을 활용하는 과제중심 모델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 과제중심 모텔에서 사용하는 과제 전략(task strate믿es)은 노숙자 음주문제 

해결에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많은 연구에서 변화 동기와 관련하여 매 

우 유용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anchez-Crag & Wtlkinson , 1987: Miiler, 1989: Wasko 

& Reid , 1992). 일반적으로 음주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는 심한 저항과 부정 때문에 

다루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공감과 기술， 클라이언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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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치료 목표와 전략을 협상하고자 하는 의지는 치료에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높 

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초기에 저항과 부정을 보이는 클라이언트의 경우 

문제의 규정과 사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도구와 과제 수행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개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음주문제에 수반하 

는 심리적 의존(psychological dependency) , 갈망(craving) , 음주 조절력의 상실， 재발 방 

지 등과 관련하여 과제 전략들은 클라이언트의 외부 과제 (extemal tasks)를 수행함으 

로써 음주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asko & Reid , 1992). 

특히 노숙자의 경우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기 때문에 통찰적 기법보다는 다양한 행 

동 기법을 이용한 과제 전략이 매우 유용하다고 하겠다 

셋째， 과제중심 실천의 기본적 특성 중 단기 개입의 요소가 노숙자 음주문제 해 

결을 위한 개입으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전통적 의미의 치료 서비 

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노숙자의 경우 단기 과제중심 모텔을 통해 문제의 완화와 변 

화 동기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ather ， 1989: Wasko & Reid , 

1992) . 또한 “시간제한적” 전략이 경험적 연구에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Epstein ， 1992 ) 단기 구조는 달성가능한 목표에 초점화하면서 장기 치료에서 

발견되었던 사회복지사-클라이언트 역기능적 관계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사 

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양쪽의 노력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다(Reid ， 1992). 

단기 개입은 비용-효과적으로 음주 행동을 변화시키는 전략이며， 많은 클라이언 

트들은 장기적인 집중 치료(intensive treatment)보다도 비;용-효과적인 전략을 선호한 

다 동시에 단기 개입은 알코올의존으로 발전하기 전에 해당하는 초기의 문제음주 

자를 돕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단기 개입은 “알코올중독자’보다 

는 초기의 또는 덜 심각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Heather, 1989). 이는 그러한 클라이언트들은 정규적인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싫어하며，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또한， 단기 개입은 

정신과 의료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일반사회복지사에 의해서 

도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음주자의 조기 발견과 효과적인 개입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알코올의존 노숙자의 문제해결 

을 위한 정신과 연계체계와 전문 쉽터가 전무한 현실을 고려할 때， 노숙자 쉽터에 

서 단기 개입이 유용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넷째， 과제중심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노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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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문제 해결을 통해 자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개입으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관심사로 분명히 인정한 구체적 문제에 초점을 두 

며，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문제에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접근해 가도록 지원하는 역 

할을 담당한다 또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의 지도를 따라 

가는 것보다는 스스로 과제의 기획과 수행， 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강조 

한다. 학습된 무기력 이론에 의하면 노숙자들은 노숙의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 

(self-e댐cacy)의 저하， 외적 통제소(Iocus of control) 성향， 우울， 만성적 적응/수동성， 

알코올중독 등의 심리사회적 외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심리사회 

적 역기능은 보호시설에서의 퇴소 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 

는데， 특히 자기효능감이 높고， 외적 통제소 성향이 낮고， 우울증상이 낮을수록 노 

숙생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는 방향으로 보호시설을 퇴소할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남기철 200이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클라이언트 

가 스스로 과제의 기획과 수행， 평가 등 문제해결 과정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자기 

결정권을 학습하는 과제중심 모델은 노숙자 쉽터에서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외적 

통제소 성향을 낮출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과제중심 모텔을 통하여 

노숙자가 경험한 자기자신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실패로 인한 자존감의 저하를 극 

복하고 자기결정권을 발휘함으로써 자활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 

다섯째， 과제중심 모텔에서 사회복지사가 콜라이언트의 과제 수행에 있어서 존 

재하는 사회적 환경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쉽터 내에서 개별 노숙자의 재발 고위험 상태를 인지하고 예 

방할 수 있는 개입 모델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숙자 쉽터 내부에 

서는 금주 규정에 의해 음주를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노숙자들이 공공근로사업이나 건설일용노동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힘든 육체 노동 

후에 이어지는 음주문화는 자연스럽게 재발의 고위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쉽터의 

특성상 사회복지사나 생활지도사가 야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늦은 시간까지 쉽 

터 내 금주 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음주 상태의 

노숙자의 귀가를 지연시켜 쉽터 내 소란이나 동반 음주유혹에 대한 예방활동을 적 

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쉽터 내에서의 노숙자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할 수 있어서 음주 유혹에 대한 고위험 상태를 인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과제 수행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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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제중심 모델은 적절한 지역사회 자원을 찾아내고 선택하고 클라이언트 

와 자원을 견고히 연결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강조한다. Epstein ( 1992 )은 이용 

할 수 있는 자원의 최신 목록을 구비하고 그 자원을 클라이언트에게 잘 알려주며， 

간단한 지시사항 제공과 소개편지 및 전화통화 촉진， 직접적 대면을 촉진시킴으로 

써 클라이언트와 자원을 견고히 연결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음주문제를 가진 노숙자라도 일차적인 욕구는 취업을 통한 자활로 인식하고 있어 

노숙자 쉽터에서의 취업정보 제공 및 연계활동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그 예로 유채영 신원우의 연구(1999) 결과에 의하면， 문제음주 노숙자의 경 

우， 음주습관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취업에 대한 욕구가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 노숙자와 차이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과제중심 모텔에서는 지역사회의 자원-즉， 일자리와 취업을 위한 

재교육 등 을 찾아내고 연계 활동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강조한다. 과제 

중심 모텔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통하여 과제수행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시킴으로써 노숙자의 음주문제를 완화시키는 실천 모델로서 

유용하다고볼수있다 

이상으로 과제중심 모델의 주요한 특성 즉， 다양한 이론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입의 틀 제공， 과제 전략의 유용성， 단기 개입의 구조， 클라이언트의 자 

기결정권 강조， 사회복지사의 환경적 개입 강조 - 을 중심으로 노숙자의 다양한 

음주문제의 해결의 적용에 필요한 근거에 대해 살펴 보았다-

3) 과제중심 모델의 적용 원칙 

노숙자 음주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중심 모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에 대 

한 해답으로 다음과 같은 적용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가.목표 

목표는 크게 2가지 나눌 수 있다. 개입 모델과 클라이언트의 문제 심각성에 따라 

단주(abstil1ence) 와 절주(moderation)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덜 심각한 음주 관련 

문제를 가진 개인은 절주 목표에 더 성공적이며， 좀더 심각한 알코올의존 문제를 

가진 개인은 단주 목표에 더 성공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M피er & Ba않 ，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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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er & Joyce , 1979; Wasko & Reid , 1992에서 재인용) , 전술한 바와 같이 노숙자 중 많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음주와 관련하여 과제중심 모델의 적용을 위해서는 

절주를 목표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나. 클라이언트선정 

노숙자 쉽터에는 적게는 10여명에서 많게는 몇백명에 이르는 노숙자들이 거주하 

고 있다. 최근 노숙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문제음주의 비율이 70.1%라는 점 

을 고려해 볼 때， 알코올의존 문제를 가진 노숙자를 비롯하여 절주가 필요한 문제 

음주 노숙자를 선정해야 한다. 인원이 많을 경우 문제음주 선별도구인 AUDIT를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재 음주패턴과 음주 관련 생활 문제들을 추가하여 사정할 수 

있다. 또한， 개입을 시작하기 전까지 각 노숙자들의 사례기록지를 검토하여 쉽터 

내에서 음주와 관련한 문제 - 예를 들어， 과음 및 폭음， 싸웅， 고성방가， 기타 대 

인관계적 문제 -를확인하고그클라이언트를선정한다 

다. 개입 형식 

이상적으로는 노숙자 쉽터에서 개별 상담과 집단 프로그램 둘다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예산 및 전문가의 부족， 쉽터 사회복지사의 격무로 인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과제중심 모델은 개별이나 

집단이나 개입 형식에 관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Reid ， 1996). 그러나 

좀더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개별 상담을 좀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노숙자 쉽터에는 다양한 음주문제를 가진 노숙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문제 수준 

과 클라이언트의 수준을 고려하여 과제를 설정하고 점검하는 개별 상담이 더 유용 

할것으로보인다. 

라 장소와시간 

일반적인 상담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비밀보장이 확보되는 공간과 시간이 필 

요하다. 대부분 노숙자 쉽터에는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지만， 상담실이 없는 일부 

쉽터의 경우 일정 시간 최대한 비밀보장과 안정적인 상담이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 

어야 한다. 시간과 관련하여 대부분 노숙자들은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용노동에 참 

여하기 때문에 낮시간에 상담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또한 밤시간에는 늦게 쉽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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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거나 피곤해 있어서 적당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최대 

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시간에 미리 약속을 정하는 것이 좋다- 물론 약속 시간을 

상기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개입으로 유용하다. 

마.계약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확인된 하나 이상의 문제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 

와 함께 일하기로 구두 혹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여기에는 문제와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목표를 포함하며， 클라이언트가 높게 동기화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그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기로 동의되어야 한다. 계약에는 사회복 

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시작할 문제가 적어도 하나는 언급되어야 한다. 특히 개입에 

대한 시간 구조도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상담회기의 수와 시간 길이 

로서. 8-12회 상담， 주당 1-2회. 1-3개월이 적당하다. 노숙자 쉽터의 경우 퇴소일자 

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가능한 짧은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음주문제를 가진 노숙자의 경우 계약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에 대 

해 계약의 필요성과 취지를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야 하며，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약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죄책감으로 음주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바. 사회복지사의 역할 

과제중심 모델에서 계약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의 과제도 설정된다. 물론 노숙자 

쉽터에서 사회복지사는 일련의 개입 과정을 관리하고 클라이언트를 자극할 수 있 

다. 무엇보다도 노숙자의 음주문제 해결을 위해 클라이언트의 과제를 설정하고 매 

회기마다 점검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한편， 개별 노숙자들이 안정된 쉽터에서 과제 

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특히 클라이언트의 과제 수행의 환경적 

장애물에 개입하고 제거한다. 예를 들어， 한 노숙자의 취업을 축하하기 위한 파티 

에서 주류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든지， 불면증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는 노숙자를 위 

하여 안정적인 숙면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사 자료의 활용 

과제중심 모델은 인지행동 모텔에서 사용하는 기법과 지침을 선택적으로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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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 문제의 확인과 과제 수행을 확인하기 위한 자기-모니터링 (self

monitoring) 과제를 주어지기도 하는데 , 이 때 포켓 사이즈의 인텍스 카드(날짜， 시 

간， 장소， 주종， 알코올 함유량， 음주 빈도에 대한 기록， 선행 사건과 결과)의 1주일치를 

제공한다. 음주문제의 고위험 상태를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한 자료로서 유사한 과 

제 수행 일지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과제 수행의 시각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종 차트나 그래프를 도입한 그림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클라이언트 

의 문제 확인과 과제 수행 동기에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 

다고할수있다 

아 사례 관리 (case management) 

최근 쉽터에서 노숙자 자활과 관련하여 각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례관리의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전국실직노숙자대책 종교시민단체협의회 외， 2000). 과제중심 모텔 

은 이러한 사례관리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id ， 1996) 노숙자 쉽터에서 제 

공되고 있는 의식주 서비스와 취업 상담 서비스 필요하다면 의료 서비스와 각종 

재활 프로그램과 관련한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의 상황에서 과제중심 모델의 사례 

관리 구조가 서로 다른 활동자간의 조정을 촉진하고 점검하는 데 유용하다， 사회복 

지사는 사례관리자나 조정자가 되어 클라이언트를 포함하여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 

의 사례관리팀 모임을 주관하기도 한다 문제와 관련된 서비스 조정과 관련자 간의 

과제의 할당이 논의되고 이는 가능하면 기록이 되어 전 참여자에게 배부되도록 한 

다 또한 필요할 때마다 과제의 진전을 점검하고 기록하며 다음 모임까지 수행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점검하도록 한다 

자. 사후관리 (follow-up) 

개입이 종결된 후 일정 기간동안 음주문제와 관련한 사항들을 점검해 본다. 노숙 

자 쉽터의 경우 음주 여부에 관해서는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클 

라이언트의 동기화가 잘 되어 있으면 점검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취업이 

나 다른 쉽터로 이동하기 위한 퇴소 시에 개입 과정과 과제 수행에 대해 상기시키 

고 일정 기간 후에 전화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처를 받아 두어 지속적인 사후관 

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발 방지에 실패한 클라이언트의 경우 사 

례관리 기록지를 확인하여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과제 수행에 대해 상기하도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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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다-

4) 과제중심 모델 적용의 한계에 대한 논의 

과제중심 모텔 적용의 필요성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과제중심 모텔은 다양한 실 

천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개입의 틀 제공， 과제 전략의 유용성， 단기 개입의 구조，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강조， 사회복지사의 환경적 개입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 

복지 실천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덜 심각한 음주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으로 인 

식될 수 있다. 특히 노숙자의 경우 알코올의존 문제를 가진 노숙자에 대한 체계적 

이고 효과적인 정신과 의료진과의 연계를 기대할 수 없으며， 상대적으로 음주로 인 

한 쉽터 생활과 자활 사업의 문제점을 가진 노숙자가 많기 때문에 과제중심 모텔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노숙자의 자활과 관련하여 다양한 서비스 

체계의 연계를 중점으로 사례관리 (case management)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제중심 모델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나 사후관리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 세팅의 장기 집중 치료 (intensive 

σeatment) 서비스 대신 개별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별 상담이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현재 노숙자 쉽터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유용하다고 본다. 

그러나， 과제중심 모델의 적용에 대한 몇 가지 한계를 다음과 같이 발견할 수 있 

다. 주로 우리나라 노숙자 쉽터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환경적 제약 

으로 인한 과제중심 모델 적용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지지가 매우 미약한 노숙자에게 과제 수행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 

속적인 사후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지에 대해서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특 

히 음주문제의 해결은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과제 

중심 모텔의 한계를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숙자는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쉽터에서 퇴소할 경우 사후관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노숙자 

쉽터는 금주 규정으로 인해 음주를 허용하지 않는 보호적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음주문제 완화를 위한 과제 수행과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음주의 고 

위험 상태를 예방할 수 있지만， 퇴소의 유형에 상관없이 즉， 취업으로 인한 퇴소이 

든 노숙을 다시 시작하는 퇴소이든 외적 환경 변에서 음주문제 해결을 위한 보호적 

환경에서 벗어나게 된다 즉， 지속적인 과제 수행에 대한 점검과 장애요인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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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원조에서 벗어나게 되어 더 이상 이전의 음주문제 해결을 위 

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과제중심 모델을 적 

용하면서 사회복지사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구축하고 퇴소 이후에도 과 

제 수행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사례계획을 세우 

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신질환과 함께 음주문제가 있는 ‘이중진단(du며 diagnosis) ’ 의 클라이언트 

의 경우 과제중심 모텔로는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가 병행해야 한다. 

노숙자의 음주문제를 포함한 정신건강과 관련한 연구(McGlynn et 며 1993 ; 유채영 · 

신원우， 2000)의 결과에서 일부 노숙자의 경우 정신질환과 알코올의존 문제를 동시 

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은 매우 미미 

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숙자의 경우 과제중심 모델을 

통한 개업보다는 심각한 알코올의존 노숙자의 치료를 위한 전문 쉽터 및 정신과치 

료세팅과의 연계체계를 통한 집중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몇몇 쉽터에서 

지역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집중 사례관리 모형으로 개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 

직 그 효과성 검증은 미미한 실정이다. 

셋째， 개별 상담과 과제 점검，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쉽터 사회복지사의 업무 과 

중이 과제중심 모텔의 효과를 방해하고 있다. 음주문제에 관련하여 클라이언트가 

부정하고 치료에 대한 거부가 심하기 때문에 변화 통기와 상담 참여에 쉽게 접근하 

지 않아 사회복지사는 소진 (bum-out)할 수 있다 또한， 음주문제와 관련한 전통적 

인 시각에서 보면 음주문제는 일정 기간 후에 재발하기 쉽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실패감에 의해 음주문제 해결에 대한 회의도 들 수 있다 이러한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배치로 인한 업무 과중을 줄이고 지속적인 슈 

퍼비전이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숙자 지원사업은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숙자 쉽터 운영과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 

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인해 전문적인 사회복지 

사가 노숙자 쉽터의 인력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뿐더러 필요한 인원 충원이 되지 않 

아 과중한 업무 부담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게다가 실제로 클라이언트와 만나는 시 

간이 대부분 일과가 끝나는 저녁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초과 근무에 대한 부담 

까지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기적인 상담과 과제 점검을 수행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포함하는 과제중심 모델을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여건을 조 



노숙자 음주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중심 모델 (task -centered model)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171 

성하는것이다. 

넷째， 노숙자의 경우 취업이나 경제적 지원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음주문제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 

이지 않으려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자원을 탐색하고 연계하는 활 

동을 강조하게 되는데， 실제로 일차적인 욕구를 배제한 채 음주문제 해결에 대한 

변화 동기를 강요할 수는 없다. 노숙자들은 대부분 음주문제와 관련하여 부정 

(denial) 이 심하고 비자발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육체적 노동으로 인한 

피로로 인해 저녁시간 상담에 대한 거부감도 심하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동기조차 

형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음주문제를 가진 노숙자들이 상담에 참여하고 문제해 

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로서 경제적 지원이나 필요한 자원의 제공이 이루 

어져야 한다. 특히 오랜 노숙과 쉽터 생활로 인한 부족한 생활필수품을 제공함으로 

써 상담에 참여하는 시간이나 노력을 보상하여 좀더 효과적으로 개입이 이루어지 

도록해야한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기존의 노숙자 음주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은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포괄하지 못하고 전문 병원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에서 응용한 알코 

올의존 집단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숙자 쉽터 특성 

에 맞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개입 전략이 필요한데， 그 필수 요소로는 쉽터에 있는 노숙자 중 알 

코올의존 문제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포 

괄할 수 있어야 하며， 병원이 아닌 쉽터라는 세팅의 실정에 맞아야 한다는 점이며， 

특히 전문 병원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에서 응용한 알코올의존 집단 프로그램보다 

는 각 클라이언트가 직면하고 있는， 음주로 인한 다양한 문제의 해결과 재발 방지 

(relapse prevention)를 위한 개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노숙자의 경우 재발 방지에 필수적인 사회적 지지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터 

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쉽터에 있는 음주문제 노숙자의 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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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유용한 실천 모델로서 과제중심 모텔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과제중심 모 

델은 개별 사례에 대한 상담을 통해 표적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단기간의 개입을 

하는 모텔이므로 현실적으로 쉽터에 있는 노숙자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즉， 

개별 상담을 통하여 각 노숙자들이 기존의 알코올의존 회복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각 클라이언트에 적합한 과제를 설정하고 수행함으로써 클라이 

언트가 겪고 있는 구체적 문제의 해결을 도울 뿐만 아니라 병원이 아닌 쉽터라는 

세팅에서 쉽터 사회복지사에 의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제중심 모델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통합적인 

개입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실천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개입의 틀을 

제공한다 둘째， 클라이언트가 가질 수 있는 초기의 부정을 완화하고 변화 동기를 

형성하기 위하여 과제 전략이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과제중심 모텔은 단기 

개입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비용 효과적으로 음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 

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과제중심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함으로 

써， 과제 수행 과정을 통하여 노숙 생활로 인하여 저하된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아 

가 긍정적인 퇴소를 유도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과제 수 

행에 있어서 존재하는 사회적 환경의 장애요인에 개입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 

함으로써 쉽터 내에서 개별 노숙자의 재발 고위험 상태를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개입 모텔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제중심 모델이 현실적으로 노숙자의 음주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모델 

로서 효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첫째， 사회적 지 

지가 매우 미약한 노숙자에게 과제 수행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둘째， 정신질환과 함께 음주문제가 있는 ‘이중진 

단(du띠이agnosis) ’ 의 클라이언트의 경우 과제중심 모델로는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며， 셋째， 노숙자 쉽터 사회복지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효과적인 과제중심 모델의 적용이 어려우며， 넷째， 노숙자의 경우 취업이나 

경제적 지원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음주문제에 대한 개입의 필 

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일차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노숙자 쉽터에서 과제중심 모델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거시적으로는 노숙자 지원사업의 제도화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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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터 운영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알코올의존 전문쉽터를 설립하고 지역사회내에 

서 전문 병원이나 지역정신건강센터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미시적으로는 노숙자 쉽터 사회복지사는 음주문제의 특성과 

개입 모텔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통해 개별 사례에 대한 통합적인 개입을 시도하 

고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적절한 슈퍼비전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 적용 사례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 

여 그 효과성을 입증하여 과제중심 모델의 보급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점이 있지만， 변화 동기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는 일 

반사회복지실천으로서 많은 유용성을 가진 과제중심 모텔이 노숙자 쉽터를 중심으 

로 음주문제를 가진 노숙자에게 적용된다면 음주문제 해결과 자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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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ossib피ty of Application ofTask-centered Model for the 

Homeless with Alcohol Problems 

Shin. Won- Woo* 

This paper reviewed the task-centered model theoretically as the practice model 

for intervention of the homeless in homeless shelter wi비 various alcohol problems. 

The alcohol problem is a factor which leads to prolongation of homeless state by 

deepening the bio-psycho-social dysfunction of the homeless as well as a cause of 

transition into the homeless state. Despite the serious problem, little attention has 

been directed toward the intervention of the homeless with alcohol problems. 

Recently, some shelters have provided various rehabilitation programs, but there 

has been limitations in verifying 야le effectiveness of the homeless alcohol problem 

intervention because most rehabilitation programs are short-term recovery or 

prevention programs which are modified from inpatient treatment programs 

focused on alcohol dependent patients in alcoholic c1 inics. Above all, since these 

programs are focused on the alcohol dependency problem in homeless shelter, these 

have limitation, excluding most c1 ients with various alcohol problems. 

Task-centered model is short-term, focusing on solving the target problems by 

counseling individual cases and evaluating a useful approaches for the homeles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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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ters. Especially, task-centered model is perceived as an effective practice to assist 

clients wi벼 less serious problem encountered in social work in terms of integra디ve 

stance, usefulness of task-centered strategies, short-term structures, emphasis on 

client ’s self-determination and social worker ’5 role about environmental 

intervention. Based on these tìndings, task-centered modeJ, which has many merits 

as effective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focused on motivation for change and 

relapse prevention, is evaluated as a useful model to apply and rehabilitate the 

homeless with various alcohol problems in shel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