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크샵 C  

 

 

C1. 홍보 및 후원 개발 

김OO, 김OO (위니스) 

김OO, 김OO (태화샘솟는집) 

이봉원 본부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C2. 신규 클럽하우스 개소 경험 

서OO (비타민) 

조OO, 김OO (해피라이프) 

Ozaki Makoto (Clubhouse Wanath, 일본) 

 

C3. 클럽하우스에서의 관계 

김OO, 장OO (태화해뜨는샘) 

이OO, 장OO (서대문해벗누리) 

Inui Kanae, Sano Masami (Peer Station Yu, 일본) 

 

C4. 클럽하우스 간 연계 

Yoichiro Ozawa (Clubhouse Habataki, 일본) 

Yoshiaki Goto, Takahiro Kobayashi (Yuusen, 일본) 

노OO, 김OO (태화샘솟는집) 

 

C5. 회원의 인생계획에 따른 지원 

조OO, 강OO, 유OO (생명의터) 

이OO, 김OO (해피투게더) 

조OO (비타민) 

Janet Li, Anita Chan (Phoenix Clubhouse, 홍콩) 

 

 

- 외국클럽하우스의 발표 원고는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외국원고 번역에 있어서의 부족한 점이 많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C1. 홍보 및 후원 개발 / 김OO, 김OO (위니스) 

 

후원활동 

 

김OO. 김OO  (대구위니스) 

 

 

1. 2012년 대구위니스의 후원 활성화 방법 

1) 4E전략의 수립과 세분화된 후원활동 진행 

(1) Everyone(모두 함께 참여) - 매월 후원평가회의 실시 

(2) Easily(누구나 쉽게 참여) 

 

 

- CMS 후원활성화 

-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기부활성화 

- 네이버 해피빈 후원 메뉴얼 재정비  

(3) Effort(꾸준한 노력) 

 

 

- Man to Man 캠페인 실시 

- 모금함 배치 업체 개발 

- 개인 모금통 배부 사업 실시 

(4) Event(특별행사를 통한 수익금증대) 

 

 

- 모금함 배치 업체에 착한가게 스티커 부착 

- 정신건강의 날 행사와 후원과의 연계행사  

- ‘나눔장터’의 정기화, 음식바자회 실시 

 

2) 후원활동 평가회 실시 

- 한 달간의 후원활동 성과 및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 

- 한 달의 후원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 

⇒ 직원, 회원 구분없이 매월 후원 사업에 대한 전체 정보를 공유 

⇒ 시설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후원활동에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계기 마련  

 

3) Man To Man캠페인 그리고, CMS후원의 활성화 

- 'Man To Man' 캠페인의 실행 

⇒ 직원, 회원, 실습생, 자원봉사자 등 대구위니스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매월 1명씩 가족, 친척, 

지인을 후원자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 

- 쉽게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CMS를 통하여 후원의 활성화 ⇒ 신규 후원자의 향상 



- 기존 정기후원자 및 신규 정기후원자 관리 

⇒ 정기후원 감사쪽지보내기, 감사전화하기, 소식지 발송 등 지속적으로 정기후원자 관리 

 

 

 

 

 

 

 

 

 

 

⇒  

 

'Man to Man' 캠페인과 CMS후원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매월 정기후원자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4) 지역사회 연계 후원사업 

(1) 모금함 설치와 개인 모금통 사업 

- 지역사회 내 업체 모금함 설치 사업, 개인모금통 사업 홍보 

- 신규모금함 장소를 개발 

⇒ 정체되어 있던 지역사회 자원을 이끌어 냄 

- 사전에 지역사회 내 잠재적인 장소의 탐색, 수치화 

⇒ 업체 및 상황에 맞춰 효율적 실행을 위한 매뉴얼화 

 

 

 

 

⇒ ⇒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

으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잠재적 자원을 발굴하

여 필요한 복지자원의 확충 및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 

 

<표3> 2012년 월별 정기후원자 증가 

 

<표4> 2012년 분기별 지역사회 설치 모금함 수 



(2) 후원모금활동 - 바자회 

-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등과 연계하여 후원사업 실시 

- 상반기 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통하여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및 후원행사 실시 

⇒ 지역사회 내에서 긍정적인 결과 보임  

 

5) On-line 후원사업의 활성화 

(1) 해피빈 후원 

- 비정기 후원자 : 정기적인 기부자 관리 및 기부자 감사 쪽지 보내기, 기부문화 홍보, 기관  

홍보 등 

⇒ 정기후원자 전환 

- 방문자: 콩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 정기후원자 개발 

⇒ 해피빈 정기 후원자를 개발 

⇒ ‘해피빈 후원 매뉴얼’을 작성 → 대구위니스 구성원 누구나 쉽게 홍보활동 가능  

 

(2) 기부쇼핑몰 개설(http://dgwenwss.nanumbridge.co.kr) 

-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On-Line 후원홍보를 활성화 

- 대구위니스만의 온라인 기부쇼핑몰을 개설 

⇒ 후원자들은 필요한 물건을 기부쇼핑몰을 통하여 구입하고, 구매금액의 5%가 기부금으로 후원 

- 온라인 홍보 및 기부쇼핑몰 명함을 제작하여 구성원 모두가 쇼핑몰 홍보 

- 후원활동의 새로운 방향의 제시 

- On-line 후원활동의 무한한 발전가능성 예상 

 

2. 상반기 후원활동 성과 

⇒ Man To Man캠페인과 해피빈 정기후원자 개발의 영향으로 해피빈정기후원금과 정기후원금의 비

율은 큰 폭으로 증가 

⇒ 후원행사와 모금함 수익금은 지난 3년간보다 증가하였지만, 정기후원금의 증가로 인하여 상대적

인 비율의 감소로 보여지며, 모금함 설치 장소가 늘어난 만큼 지속적인 신규 설치와 함께 지속적

인 홍보 및 개발을 토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하반기 계획 

1) 모금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모금함 설치 장소 ‘착한가게 스티커 부착’사업 실시 

2) 정신장애인과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 사업 위하여 ‘나눔장터 바자회’를 정기



화 및 음식바자회를 실시 

3) 기부쇼핑몰 활성화 및 대구위니스 홍보 및 후원, 소개를 하는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 계획 

 

 

 

4. 회원의 후원활동 

직원, 회원, 실습생 및 자원봉사자 모두에게서 위니스만의 따뜻함을 느끼고, 그렇게 후원홍보부

의 부서업무에 적응하고 안정을 찾아갈 무렵, 무언가 집중 할 수 있는 새로운 관심거리와 흥미거

리를 가지기위해 골몰하다가 후원에 관련된 부서업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후원의 부서업무는 정기후원자 외에 해피빈 후원자에게 기부자 감사 쪽지 보내기, 새로운 기부

자 발굴 등 일이었고, 처음에는 어려운 컴퓨터작업과 후원자 개발이라는 업무는 내가 하기에 너

무나 벅찼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힘들었지만, 차츰 일의 흥미와 성취감 목표달성에 한 발짝 다가

섬에 내가 일익을 했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위니스의 가족으로 후원활동에 참여 

한다는 목표가 뚜렸해 졌습니다. 

------------------------------------중 략---------------------------------- 

후원업무에 집중하고 목표가 성취될 때마다 자신감과 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고 

저의 건강도 점점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후원활동에 큰 기대감과 목표를 갖게 됨은 물론이

고 위니스가 나를 위해 만들어진 단 하나뿐인 공간이며 하루의 일을 제공하는 편안한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건강을 허락하는 한 이 위니스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각

국의 클럽하우스 직원 및 회원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1. 홍보 및 후원 개발 / 김OO, 김OO (태화샘솟는집) 

 

후원과 홍보 

-태화샘솟는집 후원과 홍보를 중심으로- 

 

김OO, 김OO (태화샘솟는집) 

 

 

1. 태화샘솟는집 후원 및 홍보의 필요성 

ㆍ후원금을 통해 회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가능  

ex)주말프로그램, 점심식대, 10년째 동결된 야유회&캠프 회비  

·홍보 활동을 통해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 및 사회편견을 감소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자신들의 인권과 옹호하는 활동을 진행 

ex) 2009 정신장애인 법적 차별조항 개선을 위한 희망선언의 날 ‘스마일데이’개최 

ex) 2010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사람만이 희망’  

ex) 2011 정신장애인 강사 양성 사업 ‘크레센도’ 

ㆍ부족한 공공재원의 보충  

ex) 1인 연185,760원의 정부보조금. 나머지 비용을 태화샘솟는집 후원금으로 충당  

 

2. 태화샘솟는집의 후원 

1) 정기후원자 개발·관리 

(1) 정기후원자 개발  

- 연초 부서토론방을 통해 목표 세우기 

2012년 신규후원자 : 100명 목표 / 후원금 1억 2천만원(작년대비 20%증가)  

- 샘솟는집 방문자, 자원봉사자(단체·기업)을 중심으로 잠재적 기부자에 대한 후원 개발 

샘솟는집과 인연을 맺은 대상이 지속적으로 후원을 할 가능성이 높음.  

 

(2) 정기후원자 관리 (일중심의 일과를 통해 회원과 함께 업무를 진행함)  

- 정기후원자 생일카드 발송  

회원이 직접 만든 카드를 후원자 생일에 우편으로 발송함.  

- 문자발송(월2회) 



샘솟는집의 행사, 공지사항 등을 후원자에게 문자로 발송함. 후원자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

도록 함.  

- 신규후원자 감사카드 발송 

신규 후원자에게 월간 소식지와 함께 감사카드 발송  

- 정기후원자 감사카드 발송(연2회)  

연2회 전체 후원자·자원봉사자에게 감사카드 발송함.  

- 후원감사잔치 초대(연1회)  

연1회 진행되는 후원감사잔치에 초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표현함.  

후원자의 친한 지인과 함께 오는 것을 권유함으로, 잠재적 후원자 개발 가능함. 

 

(3) 내부에서부터 후원·홍보에 관한 관심 불러일으키기 

월1회 전체회의 시간 전월 후원금 공지, 후원금 게시판을 만들어 회원의 관심 유도함.  

 

2) 기업후원 

 기업후원포트폴리오제작 및 제안 - 타깃이 되는 기업과 모금액을 설정 후 제안.  

 한국얀센&존슨앤존슨 – 2010년부터 연4회 회원의 주말프로그램 지원. 매년 900만원의 금액을  

후원하고 있음.  

 삼성‘선한씨앗카드’ – 2010년부터 시작하게 됨. 승진, 결혼 시 축의금을 샘솟는집에 후원하고 

축하받으시는 분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 회원이 직접 만든 카드를 발

송함. 처음에는 삼성전자의 주문이 대부분이었으나, 금호타이어에서도 

주문이 이어지고 있음.  

 한국쉘석유 – 2010년부터 한국쉘석유 내부의 ‘쉘사랑나눔회’ 동아리와 주말프로그램을 연2회                    

이상 진행하고 있음. 정기적으로 회원의 점심식대 후원하고 있음.  

 한국산업인력공단 – 회원의 이사지원, 바자회 물품정리, 마포구 행사 참여 등 평일에 긴급하게 

단체자원봉사자가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요청함. 매번 자원봉사로만 지속되

다 2012년부터 10명 정도 신규후원자로 등록하였음.  

 아현중앙감리교회 – 중·고등부(기관내부 환경정리), 여성속회(점심반찬만들기) 등 월 1회 이상             

샘솟는집에서 봉사활동 하고 있음.  

 신한카드 – 2009년부터 연4회 주말프로그램 지원하고 있음. 매년 초 100만원의 상품권을 후원.  

 삼성생명 – 2012년부터 월1회 카페특별메뉴 만들기를 지원하고 있음. 월20만 원 정도의 물품을  

후원.  

 삼성증권 – 월1회 물품후원을 해주고 있음. 평일저녁 내부 환경정리 봉사 활동 진행.  

 



3) 후원모금행사 

 테마후원 & 바자회 연2회 진행. 샘솟는집의 주요 이슈를 형상화하여 모금상품 개발 및 슬로건

화. 후원모금행사가 끝난 후 즉각적으로 활동사진 전달, 동영상 제작, 감사편지 전달 등 감사 메

시지 전달해야함.  

ex) 특별후원모금 ‘천만독립만세’ ‘가건물 탈출기’ 등  

 

4) 기타후원  

 네이버 해피빈 

 아름인 포인트 후원 - 신한카드 포인트를 통한 후원  

 모금함 후원 – 현재 총20곳. 회원들과 월1회 이상 모금함 개발 및 수령 진행함.  

 물품후원  

 사망보험금 후원 –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온 자원봉사자의 동생이 본인의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을 샘솟는집에 후원해주기로 함.  

 GS칼텍스 매칭 후원금 – GS칼텍스에 근무하는 후원자가 3만원을 후원하면 GS칼텍스에서 3만원    

을 후원해주는 형식.  

 

5) 후원자와의 관계 맺기 

- 가능한 광범위한 기부자를 기반.  

- 최고의 기부자와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ex) 고액기부자의 경우 초대장, TM등을 추가로 실시  

- 기관의 투명성 전문성 신뢰제공.  

ex) 월간소식지를 통한 후원금의 수입·지출 보고  

- 현재 후원자 관리가 더 중요.  

ex)행사시 전단지 발송, 전화작업을 통한 관계 유지  

 

3. 태화샘솟는집의 홍보 형태  

- 브로셔  

- 월간샘지 

- 홈페이지  

- 스마트폰 어플 제작  

- 트위터 및 QR코드 제작  

- 재단 홈페이지 소식 업로드  

- 보도자료  



C1. 홍보 및 후원 개발 / 이봉원본부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후원과 홍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봉원본부장 

 

 

아시아클럽하우스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홍콩의 클럽하우스와 ICCD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고 기쁩니다. 저는 1991년부터 2002년까지 태화샘솟는집

에서 일했던 이봉원입니다. 지금은 보건복지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기관인 한국보건

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워크숍의 주제인 ‘후원과 홍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생존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해서는 많은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조직

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재원, 즉 돈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원입니다. 클럽하우스의 운영

재원은 다양합니다. 한국의 14개 클럽하우스 중에서 홈페이지에 2011년 재정보고서를 공개한 4개 

클럽하우스의 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4개 클럽하우스의 전체 예산 평균 618백만원(515,00USD)이

었고 이중에서 정부보조금이 383백만원(319,166USD)으로 61.9%였고, 회원회비 등 사업수입이 63백

만원(52,500USD/9.8%), 후원금이 평균 80백만원(66.666USD/12.9%), 기타 수입 91백만원

(75,833USD/14.7%)이었습니다. 물론 기관 평균예산이 6억원 이상인 큰 기관의 사례입니다.  

쉽게 말하면 클럽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10 이상의 재원을 클럽하우스의 이사와 직원, 회

원들이 모금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큰 돈을 모금하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특

히 직원과 회원수가 작은 클럽하우스의 경우에는 더욱 어렵겠지요.  

모금을 하는 방법은 샘솟는집과 위니스의 사례발표에서 보는 것처럼 매우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만나 후원을 요청하거나, 모금행사를 하거나, 소식지를 보내는 등 몇가지 방법을 사용

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모읍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

한 방법을 알면서도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전에 샘솟

는집에서 일할 때 후원금을 모으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때 후원회장님께

서 해주신 말씀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정말 샘솟는집을 위해 하고 싶은 일, 샘솟는집의 사명을 굳게 확신한다면 후원은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클럽하우스가 왜 존재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냥 기관을 



하나 운영하기위해서, 관장님이 하라고 해서 돈을 모은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불편할 것 같

습니다.  

클럽하우스를 위한 모금활동을 성공적으로 하기위해서 홍보가 무척 중요합니다. 물론 후원금을 

모으기위해서만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처럼 정신장애와 정신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얻기위해서도 우리는 홍보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기업들처럼 TV와 같은 대중매체에 엄청난 돈을 들여 홍보할 수는 없겠지만 클럽하우스의 형편

에 맞는 홍보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클럽하우스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

았습니다. 아직 홈페이지를 오픈하지 않은 곳도 있고,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도 조금 

더 성실하게 관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홈페이지 하나만이라도 우리의 얼굴이라 생

각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기관에 대해 소개를 받으면 제

일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봅니다. 아마 후원자들도 그럴 것 입니다. 뉴스레터, 페이스북, 트위터, 

이메일 등 기관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한가지라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

습니다. 오늘부터 클럽하우스에서 일어나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일상들을 하루에 한가지씩만 올립

시다. 클럽하우스를 잘 알릴 수 있고, 홍보를 위한 훈련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후원과 홍보가 중요하지만 몇가지 함께 생각해보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1) 먼저 이러한 모금활동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회원들중에서는 회

비를 내고 있는데 후원금까지 내야하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인가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런 점을 극복하기위해서는 왜 모금을 하는지, 후원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회원들과 함께 잘 결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억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2) 개인과 기업의 후원을 얻기위해 노력하면서,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꾸준하게 대화하고 제안을 

해서 정부의 보조금을 늘리는 것을 항상 우선에 두었으면 합니다.  

 

3) 홍보활동을 하면서 회원들의 초상권과 비밀보호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합니다. 대부분 성인인 

회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경우 어떻게 

가족의 동의를 얻을 것인지 생각해야 겠습니다.  

 

4) 후원과 홍보활동 역시 클럽하우스의 일이므로 회원들이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생각해봅시다. 직원들은 물론 회원들도 후원과 홍보활동을 잘 하기위한 교육을 받고, 함께 공부해

야 합니다. 사진 한 장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찍을 것인지 생각하고, 좋은 글을 쓰기위해 공부하면 

회원들도 성장하고 홍보도 더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5)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한두가지 홍보물이라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싸게 만든 안내지 

등은 pdf파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클럽하우스의 상황

과 좋은 소식들을 솔직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알리기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토의하는 ‘후원과 홍보’라는 주제와 관련되는 클럽하우스의 스탠다드

를 함께 읽어보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5. 회원과 직원은 클럽하우스 운영에 관계된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한다.  

 

20. 회원은 행정, 조사연구, 초기면접과 오리엔테이션, Reach-out, 직원고용, 교육훈련, 직원평가, 

후원 및 대외업무, 권익옹호, 클럽하우스의 효과성 평가 등 클럽하우스의 모든 일에 참여할 기회

를 갖는다.  

 

35. 클럽하우스는 정신보건을 담당하는 관공서와 관계를 갖고 지원을 받으며 필요한 인가를 받는

다. 클럽하우스는 지역사회와 클럽하우스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과 협력한

다.  

 

 

 

 

 

 

 

 

 

 

 

 

 

 

 

 



C2. 신규 클럽하우스 개소 경험 / 서OO (비타민) 

 

클럽하우스 오픈 경험 

 

서OO (비타민) 

 

 

1. 사전준비 

경험을  

통해  

인식한  

한계 

나는 회원이들 생활하는 생활시설에서 5년간 시설장으로 일했다. 근무한지 2년

이 되어갈 쯤 생활시설에 대한 한계를 느꼈다.  

3년이라는 입소기간이 만료되어 퇴소했던 회원들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어우

러지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떠나있던 자신의 동네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시

설로 되돌아오는 것이었다. 회원들이 자신이 살아갈 동네에서 가족과 함께 잘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귀인데 생활시설에서는 그 한계에 접근할 수도 

어떤 도움을 주는 것도 어려웠다.  

그래서 ‘회원들이 살아야 할 동네에 가서, 그곳에서 회원들의 사회복귀에 필요

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했다.  

후원자  

찾기 

2009년 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무관심 속에 묻혀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현실에 대해 알렸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에 필

요한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후원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2010년 1월까지 30여명의 후원자들이 동참해주었고 개소하기 6개월 전부터 후원

금을 보내주었다.  

그렇게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비타민이 시작할 당시 비타민에 필요한 모든 사무

가구와 비품 등을 모두 구입하였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었다. 

장소  

후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버스와 전철 등을 이용해 회원들이 어디서든 접근하기에 

적당한 장소를 찾는 것이었다. 정부지원을 받기 전까지는 후원금으로 운영해야 

했으므로 저렴한 곳을 찾아야 하는 과제도 있었다. 

그러던 중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정진 교수님으로부터 학교 내에 사회

복지학과에서 확보해 놓은 장소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셨다. 그

렇게 기적적으로 비타민은 학교 내에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받았다. 

 



이름 짓기 

이름은 그 대상의 이미지를 담아내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타

민 이름을 짓기 위해 사전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검색하고, 다른 기관의 이름도 

확인해보며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에 너무나 아름다운 주홍빛의 일몰을 보게 되었다. 어찌

나 아름다웠던지 주홍빛 일몰이 마치 비타민처럼 상큼하고 신선한 기운으로 내 

마음을 설레이게 했다. 순간 ‘아! 비타민이라고 지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비

타민의 이름은 지어졌다. 비타민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이니까...  

 

2. 출발 그리고 함께 하기 

창립 멤버 생활시설에서 집으로 돌아온 2명의 회원과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명.  

서로 

지지하며 

세 명의 창립멤버는 매일 오전 10시에 만나 비타민에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여

러 매장을 둘러보고 가격을 비교하며 하나하나 주문하고 구입했다. 함께 점심을 

먹고 오후에도 필요한 물건을 구입했다. 우리는 신혼집 살림살이를 마련하는 신혼

부부처럼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상점들을 돌아 다녔다. 이때 비타민 오픈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회원들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었는지 

모른다. 회원들과 함께 준비했던 모든 과정은 정말 큰 힘이 되었다.  

운영철학 

세 명의 멤버는 클럽하우스 비타민만의 운영철학을 만들기 위해 각자 의견을 내

고, 글로 써보며 철학을 만들었다. 우리 세 멤버는 최소한 2년간 클럽하우스 모델

을 경험한 적이 있었던지라 운영방식을 클럽하우스 모델로 하자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비타민이 클럽하우스라는 자부심은 서로를 엮

어주는 일체감을 만들어 주었다. 

로고  

비타민은 누구라도, 언제라도 환영한다는 의미를 담아 클럽하우스의 하우스를 상

징하는 이미지를 담아 로고를 제작했다. 디자인은 내가 하고 일러스트 작업은 자

원봉사자 홍선화씨가 참여해주었다. 

지자체에 

신고하기 

2010년 4월 초 사회복귀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간과 서류를 준비하고 창립멤버 3명

이 함께 보건소에 신고서류를 제출했다. 보건소 직원들은 회원과 함께 동행한 것

을 무척 색다르다고 느끼는 듯 했다.  

우리는 공무원에게 클럽하우스에 대해 설명하고 ‘감동지침서’를 담당 공무원에

게 선물했다. 설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기까지 공무원들은 클럽하우스에 대

해 매우 호의적인 태도로 우리를 지지해주었다.  

 



3. 클럽하우스 문화 만들기 

일중심의 

일과 

클럽하우스의 멤버가 적었던 초기에는 부서를 나누지 않았지만 현재는 두 개의 부

서로 나누어 운영. 각 부서별로 업무를 나누고 업무 매뉴얼을 함께 만듦.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나사렛대학교의 공간이 부서활동과 일중심의 일과를 하기에 부족하여 

일 년 만에 세배 정도 넓은 장소로 이전함 

클럽하우스  

문화 만들어  

가는 우리 

- 부서활동에 적합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사무실을 몇 차례 재배치하기도 함. 

- 클럽하우스 모델에 대해 신규회원들에게 일대일 오리엔테이션 제공 

- 매주 클럽하우스 스터디 모임과 클럽하우스 토론모임을 실시하여 클럽하우스 알

아가기 

- 주말모임과 저녁모임을 갖고 회원들이 여가시간을 공유 

- 회계와 행정업무 등 클럽하우스의 모든 업무와 기록에 회원과 직원이 함께 참여  

- 운영위원으로 회원 한명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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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하우스 오픈경험 

 

 조OO (광주해피라이프) 

 

 

[시작; 어떤 일이나 행동의 처음 단계를 이루거나 그렇게 하게 함. 또는 그 단계. ]  

* 광주해피라이프의 시작. 

 

광주해피라이프는 2009년 광주전남‧전북권에 최초로 클럽하우스 모델을 적용한 사회복귀시설입

니다.  

2009년 3월부터 클럽하우스 시설장모임에 참여함으로 기관을 구상하고 설립을 위한 관공서 담

당자와의 만남, 그리고 여러 클럽하우스들을 견학하며 광주해피라이프의 형태를 구상하였습니다. 

그 해 3주훈련을 통한 클럽하우스 경험은 기관장님의 마인드를 잡아주고 기관의 가치를 정립하는

데 더욱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월 22일, 광주해피라이프는 설치인가를 내고 정원 20명의 사회복귀시설로의 모습을 갖추었습

니다. 처음 한두 달은 회원이 단 한명도 없었으며, 클럽하우스에 맞는 공간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클럽하우스를 알리고자 노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8월에 이르러 드디어 회원 1명의 등록을 시작으로 2명.. 3명...... 4명....... 많은 지역주민들과 후

원자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2012년 현재, 3년차인 광주해피라이프는 직원3명과 일 평균 16-17명의 

회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여 보다 안정되고 즐거운 시간

을 보내고 있습니다.  

 

* 광주해피라이프와 함께 시작.  

저는 7살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입니다.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정신보건센터와 정신요양시설 등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과 함께하며 

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실무에 대한 경험을 많이 익히며 정신보건전문가로서의 

자부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시작을 준비하는 광주해피라이프를 만났습니다.  

클럽하우스 모델로 운영하는 곳, 국가보조를 받지 못해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곳, 지역 내 알려지



지 않은 새로운 공간, 더욱 더 많은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곳, 아직은 출석하는 회원이 3-4

명 밖에 없는 곳인데, ‘이 기관을 위해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까?’ 에 대한 저의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특히 클럽하우스 모델이라니....  

클럽하우스 모델은 학부 때 이론적으로 접해본 바 외에는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것이었습니

다. 여러 기관의 시스템을 접해 본 저로서는 뭐 그리 다르겠냐는 안일한 생각으로 많은 걱정을 

하지 않고 함께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면접을 보던 날, 저는 심장이 쿵쾅대고 손에 땀까지 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였습니다. 별일

에 떨지 않던 제가.... 왜 이렇게 떨리는지.....  

저의 면접관은 바로, 광주해피라이프 회원들이었습니다. 제 서류에 점수를 매기고 여러 질문을 

준비해 직격타 질문들을 날리셨습니다. ‚광주해피라이프에 왜 오셨어요？＂＂자신의 장점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연락처를 따로 주고받고, 회원들과 연락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

하세요?‛ 여러 질문들이 쏟아지고, 저는 제 생각을 차근히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는 늘 도움을 요청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만이 목표라는 것이 제가 알

고 있던 정신장애인의 모습이었는데, 저는 면접동안 질문을 받으면서 클럽하우스 모델의 위대함

을 경험하였습니다.  

‘일중심의 일과’로 회원들에게 역할을 주고 의미를 찾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알게 

해주는 것! 그들은 스탠다드를 통해 사회적 약자나 보살핌을 받아야 함이 아닌, 함께 자기 결정을 

하고 가능성과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것!  

저는 그동안 센터나 시설 등 다른 기관들에서 일을 하며 직원으로서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

는 것이 익숙해져 클럽하우스 모델을 받아들이기란 그동안의 몸에 딱 맞는 과거 옷을 벗고 새 옷

을 맞춰 입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제게 있어 큰 난관은 ‚함께함‛ 이었습니다.  

직원의 일을 따로 두지 않는 클럽하우스의 환경은 부서회의를 통해 일을 정하고 함께 해야 합

니다. 그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부서 일을 회원들에게 맡긴 채 선택하지 못하였고, 행정적인 

제 일을 하느라 함께 티타임 시간을 갖는 것이 손에 꼽히던 모습으로 인해 회원들에게 함께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원망을 사야했습니다.  

다른 급한 업무가 주어져 그 일을 하게 될 때도 회원들에게 이야기 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

도록 해야 함에도, 저는 그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익숙해진 그 굴레를 벗어나기를  

거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하체계에 익숙해 있던 저는 클럽하우스의 평등한 관계,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에 인색하여 함께 나누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자

원봉사자와 수련생들에게 짧은 시간동안 클럽하우스를 이해시키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적절한 업무를 주고 하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과 함께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자발성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

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한 회원의 ‚해피라이프에 오면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제 가

치를 느낄 수 있다‛ 는 한마디에서 찾아왔습니다.  

‘클럽하우스가 뭐 다른가? 그리 특별한가?’ 라는 생각을 하던 저에게 그 회원의 한마디는 클

럽하우스가 ‘희망’임을 알려 주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빠른 변화의 시대라 늦은 변화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일상 중 제가 찬찬히 둘러본 광주해피라이프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 회원들 

간의 일을 도와하고, 직원과 회원과의 거리가 없이 모두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

습니다.  

이러한 회원들의 변화는 또 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스탠다드 교육 시간을 통해 

회원들과 이야기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일과 여가를 함께 보내며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

다. 회원들과 함께 일하고 나눔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아닌 함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동료로

의 의미를 알 된 것입니다. 

누구든 시작을 경험합니다.  

큰 나무도 가느다란 가지에서 비롯되고, 십층 탑도 작은 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데서 시작됩

니다. 한걸음, 한걸음 그 자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저희 광주해피라이프는 이제 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은 매일 자신들만의 가치 있는 시작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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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클럽하우스[시작] 

 

김OO (광주해피라이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해피라이프 교육행정부 부서원 김OO 입니다. 

우선 아시안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여기 서울까지 와 주신 아시안 여러 클럽하우스 회원님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시작’하면 자신감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 이유는 해피라이프에서 생활하면서 나도 무

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저의 병원생활부터 해피라이프 부서원으로 활동하기까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현병(정신분열병)이 발병한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증세로 나타난 것은, 성격이 난폭해지고 폭력을 자주 행사하여 집에서 항상 폭력적인 언행과 

욕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집에 가면 방문을 잠그고 나만의 세상 속으로 빠져드는가 

하면 자꾸 폭력적이고 잔인한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조그마한 소리에도 예민해져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만 저는 소리가 나면 폭력적

으로 변하고 화를 많이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상으로 인하여 어머님과 의사선생님의 권유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느낀 점은 동물원에 갇혀있는 한 마리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또 창살 안에 갇혀 있는 개와 같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모든 일이 귀찮아서 늦잠도 많이 자고 환자들하고 사이도 

나쁘고 화도 많이 내고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또 의사선생님께 욕설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폭력이었으며 폭언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무기력한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싫었습니다. 

퇴원을 하고나서는 집에서 취미생활로 음악 듣기와 영화 보기를 하고, 강아지를 키우면서 재롱



을 떠는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일상에 지루해져 있을 때 노인요양병원에 근무하고 계신 작은 숙부님의 소개

로 해피라이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피라이프를 다니게 되었을 때는 많이 서툴기도 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지만, 

해피라이프에서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맡겨진 업무를 하면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

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여러 회원님들과 함께 생일파티 및 다과회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생일에 회원들이 한 가족처럼 축하를 해주시던 것이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

됩니다. 

또, 일본클럽하우스 (산마리나) 회원분들이 저희 해피라이프를 방문하였을 때 제가 관심을 가지

고 공부하였던 일본어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편지를 쓰고, 통역도 해서 저의 자아 발

전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말엔 놀이공원과 여수세계해양 엑스포 구경을 하면서 회원님들과의 우정도 쌓고 더 좋은 관

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pop글씨쓰기와 컴퓨터를 배우면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

습니다. 

교육행정부와 기획운영부 활동을 하면서 공문서수발 그리고 안전점검표등 기관의 서류들을 저 

혼자서 작성도 해보면서 업무도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기획운영부에서 일을 하면서 비록 컴퓨터 타자 실력은 별로 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로 소중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을 끝냈을 때의 성취감은 마치 하늘을 날고 있는 한 마리의 새와 같은 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점이 있다면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빠져 다른 일을 못하게 되거나, 

그 일을 당일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든 것이 힘들고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클럽하우스를 통해서 ‘나도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구나‘ 하는 긍정적 생각

을 가지게 되십니까? 

저는 클럽하우스 활동을 통해서 늘 부정적이던 생각들이 좋은 생각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한, 늘 혼자이던 제가 여러 회원분들과 서로 이야기도 하고 저녁 프로그램을 하면서 서로의 친밀

감과 사교성 등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운영부와 교육행정부 업무를 하면서 내가 컴퓨터 타자는 늦지만 ‚그래도 할 수 있

다!!‛ 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참 고맙고 기분이 좋습니다. 

부족한 저의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C2. 신규 클럽하우스 개소 경험 / Ozaki Makoto (Clubhouse Wanath, 일본) 

 

クラブハウスＷＡＮＡＴＨのこれまでとこれから 

 

Ozaki Makoto (Clubhouse Wanath, Japan) 

 

 

 はじめまして。クラブハウスＷＡＮＡＴＨの尾崎と申します。 

クラブハウスＷＡＮＡＴＨは日本の愛知県豊橋市にあるクラブハウスです。最初は私どもが行って

いる日中活動のメンバーからの「こんなものがあるよ」と教えてくれたところから始まっています。

精神障害者を支援していく中で、様々な支援を考えていく中で「クラブハウス」という形はとても新

鮮であり、「メンバーの自主性」という点もひかれ、どんなものかを他のクラブハウスを見学してい

く中で学び、本格的に始動していきました。開始に当たっての備品はンターネットで寄付をしても

らったり、近隣の住民からもらったりしていました。メンバーは体験利用から始まり、流動しながら

利用者を増やしていく。病院からの紹介の方や、電話で問い合わせでの利用がほとんどです。 

 

【名前の由来】 

クラブハウス名は、‚We are not alone‛を基本に、メンバーによって名づけられました。 

『We Are Not Alone』・・‚WANA‛『豊橋 Toyohashi』・・・・・‚T‛ 

 『ハウス House』・・・・・・・‚H‛ 

 

【概要】 

・運営：特定非営利活動法人 福祉住環境地域センター 

・設立：２００２年 クラブハウス開始：２００８年７月 

・開所時間：月～金曜日 ９：００～１６：００ 

・スタッフ：３名 

・ユニット活動：キッチン、オフゖス、受付、維持管理 

・運営体系：自立訓練（生活訓練）事業 

地域活動支援センター（豊橋市） 

 

 



【歴史】 

2008年 3月 開設準備 

2008年 7月 自主事業としてNPO法人福祉住環境地域センターの1部屋を使って始まる。 

2009年 2月 移転 

2011年 2月 移転 

2011年 4月 地域活動支援センターとして再スタートをする。 

2011年11月 韓国テフゔフゔウンテンハウスへ見学 

2011年12月 エコキャップ回収事業 10万個突破 

2012年3月 韓国テフゔでの3週間トレーニング参加 

2012年9月 精神保健福祉士の実習生の受け入れ 

 

【これから】 

・登録者を増やすことを行っていくと共に、メンバーが自信を持って活動に参加できるようにしてい

く。 

・定期的な見学会の実施 

・保健所、精神科病院への継続的な案内 

・連携する大学、企業、団体の開拓 

・大学の実習生の受け入れ 

・過渡的雇用の開発 

・メンバー自身の自覚、自主性をどうやって身につけていくのか。 

・スタッフのスキルゕップ 

・一歩踏み出す行動力 

 

【皆さんに一言】 

 まだ歴史は浅く、未熟な点は多く、運営も独立はしていなかったりと安定してはいないのですが、

メンバーとともに少しずつ形にしていけたらと思います。そしてメンバーの自立、そして安心できる

場所を作り上げていくためにがんばって生きたいと思います。 

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クラブハウスＷＡＮＡＴＨ 活動風景】 

 

 

 

 

 

 

 

 

 

 

 

 

 

 

 

 

 

 

 

 

 

 

 

 

 

 

 

 

草取り 

私たちもできる事で地域貢献。 

エコキャップ運動 

現在はすでに２万個越しました！ 



C2. 신규 클럽하우스 개소 경험 / Ozaki Makoto (Clubhouse Wanath, 일본) 

 

클럽하우스 WANATH의 지금까지와 지금부터 

 

 Ozaki Makoto (Clubhouse Wanath, Japan) 

 

 

처음 뵙겠습니다. 클럽하우스 WANATH의 오자키라고 합니다. 클럽하우스 WANATH는 일본의 

아이치현 토요하시시에 있는 클럽하우스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활동회원이 ‘이런 

것이 있어’ 라고 알려준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정신장애인을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 등을 알려주면서 ‘클럽하우스’라는 형태는 무척 신선하며 ‘회원의 자주성’ 이라는 점도 

끌려 궁금하여 다른 클럽하우스를 방문하여 배우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시를 

하면서 비품은 인터넷으로 기부를 받거나 이웃주민들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하였습니다. 회원은 

체험이용으로 시작해서 이용자를 늘려간다. 병원에서 소개받은 분이나 전화로 문의해 온 분이 이

용자 대부분입니다. 

 

【이름의 유래】 

클럽하우스 이름은 ‚We are not alone‛ 를 기본으로 회원분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We Are Not Alone』・・‚WANA‛『 Toyohashi』・・・・・‚T‛ 

『 House』・・・・・・・‚H‛ 

【개요】 

·운영：특정비영리활동법인 복지주환경 지역센터 

·설립：2002년 클럽하우스 개시：2008년 7월 

·여는 시간：월~금요일 9：00~16：00 

·직원: 3명 

·부서활동：키친, 오피스, 접수, 유지 관리 

·운영 체계：자립훈련(생활훈련)사업 

지역활동지원센터(토요하시시) 

【연혁】 

2008년 3월 개설 준비 

2008년 7월 자주사업으로 NPO법인 복지주환경 지역센터의 방 하나를 사용하여 시작함. 



2009년 2월 이전 

2011년 2월 이전 

2011년 4월 지역활동지원센터로 재출발. 

2011년 11월 한국 태화샘솟는집 견학 

2011년 12월 에코캡 회수 사업 10만개 돌파 

2012년 3월 한국 태화샘솟는집 3주훈련참가 

2012년 9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실습기관  

 

【앞으로】 

·등록회원을 늘리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회원이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정기적인 견학 실시 

·보건소, 정신과병원 지속적인 홍보 

·제휴 대학, 기업, 단체 개발 

·실습생 교육 

·과도적취업장 개발 

·회원의 자각, 자주성의 성장 발전 

·직원능력 향상 

·행동력 

【여러분께 드리는 한 마디】 

아직 역사는 짧고 미숙한 점은 많으며 운영도 독립되지 않아 불안정하지만 회원과 함께 조금씩 

클럽하우스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의 자립, 안심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C3. 클럽하우스에서의 관계 / 김OO, 장OO (태화해뜨는샘) 

 

아시아 세미나 ‘관계’ 

 

김OO, 장OO (태화해뜨는샘) 

 

꽃(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들어가며  

클럽하우스에서는 ‘관계’를 공동체와 각 멤버들이 회복하고 성장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럽하우스는 사람을 중시하면서 운영됩니다. 해뜨는샘 관계 섹션에서 7~8년 

동료로써 함께했던 직원 1명과 회원 1명이 터놓고 클럽하우스에서 다양한 관계를 통해 느꼈던 감

정, 생각들을 나누고 이곳에서 지내온 관계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말하고자 합니다. 



발표자들은 클럽하우스에서 관계를 맺으며 느낀 감정과 생각을 6개의 키워드로 정리하였습니다. 

6개의 키워드는 열정, 분노, 수용, 회복, 성숙, 사랑입니다. 

 

본론에서 

● 열정 

해뜨는샘의 관계를 통해 ‘열정’이 생기는 경험을 하셨는지요? 내 삶에 대한, 우리 공동체에 대

한, 동료에 대한 열정 등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경험한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 분노 

우리가 맺고, 경험한 관계는 항상 핑크빛은 아니었습니다. 고운정, 미운정이 들어 진정한 관계로 

성숙되는 것처럼 때로는 갈등과 분노, 아픔의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갈등은 부정적이지

만은 않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치유하

였는가에 대한 과정이 많은 클럽하우스 멤버들에게 공감이 되고, 지금도 존재하는 갈등 관계 가

운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수용 

클럽하우스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하

지만 나와 상대방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서로의 감정과 생각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는 인격적인 성숙함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나와는 다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클럽하우스 공동체에 대한 서로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방법으로 소통과 수용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 회복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또는 이상적일 

것만 같았던 클럽하우스의 관계를 통해 받은 상처 등 회원과 직원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상처와 

아픔. 우리는 클럽하우스의 관계를 통해 상처를 회복해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상처의 흔적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더 이상 그 흔적이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상처로부터 회복이 되었고, 그 

흔적은 그것을 증명해주니까요. 

● 성숙 

클럽하우스는 매력적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일과 동료, 즐거움, 내가 받아들여지는 편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매력적인 요소는 내가, 우리가 성숙해져간다는 것, 우리가 추구하

는 인감됨이 내 삶에 천천히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사랑 

클럽하우스의 관계는 결국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 그 존재 자체에 감사하고 

서로를 아끼게 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지향하는 방향이 아닐까요?  



마치면서 

저희들은 이번 아시아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던 기

억들을 다시금 나누며 추억할 수 있었습니다. 학술적이고 탁상공론이 아닌 삶의 체험이 담겨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의 경험이나 생각이 단순히 나의 얘기가 아닌 해뜨는샘

과 다른 클럽하우스에게도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얻은,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

합니다. 클럽하우스에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만 가장 중요시 할 것은 사람, 또한 사람들 사이에

서 싹트는 관계가 참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관계를 맺고 있는 나 그리고 너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의미있는 존재가 되고, 함께하는 동료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C3. 클럽하우스에서의 관계 / 이OO, 장OO (서대문해벗누리) 

 

클럽하우스에서의‘함께’라는 의미 

-역할과 의미에 대한 변화- 

 

이OO 서대문해벗누리 

 

 

안녕하세요. 서대문해벗누리 후원홍보부 이OO입니다. 저는 클럽하우스에서 일을 한지 만 7년이 

되었습니다. 클럽하우스를 경험하면서 이 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클럽하우스에서의 역할과 의미도 

점차 많은 변화가 되었고, 그 이야기를 오늘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클럽하우스 철학 중 3가지(호칭, 업무, 공간) 평등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 

아주 작은 경험으로 병원에서 자원봉사와 실습을 했었는데 그 때는 제가 부끄럽게도 무엇인가 도

움이 되는 존재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클럽하우스에 와서 서로 동료로서 존중하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들이 제가 도움이 되는 존재기 보다는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고 배워나가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존에 협소하게만 생각했던 부분들의 시야 확대도 이루어졌다고 생

각합니다. 부서에서 소소한 것에도 웃을 수 있고, 작은 것에도 함께 기뻐하며 나눌 수 있는 이 클

럽하우스가 저는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점차 클럽하우스 철학과 하나가 됨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 클럽하우스에서 정신보건 임상수련을 받고 2007년 서대문해벗누리에 입사해서 클럽하우

스에서 정식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부서에서 활동하면서 행사나, 사업을 맡아서 할 때에 직원으로서 무엇인가 기여를 하고, 역

할을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부담을 잔뜩 갖고, 때로는 저 혼자 결론을 내리고 나서 함께

라는 이유의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들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매주 진행하는 

클럽하우스토론 중에 저널에서 ‘회원과 직원이 함께 할 때에 생동감있는 클럽하우스가 된다.’ 

라는 단락이 그 순간 눈에 확 들어왔고, 내 머릿 속을 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함께 한다

는 것에 대해 이론적의미로 함께만 했을 뿐, 그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이었습니다. 

클럽하우스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클럽하우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직원 혼자만의 일이 아니

라, 회원과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그 부분을 깊이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혼자만 생각하고, 결론을 내린 채 회의를 진행한다면 서로 공유할 수 없고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처음부터 함께 의견을 내고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생각하지 못한 부

분을 발견하고, 적용해 나가며 반영이 되는 기쁨을 느끼며, 그 안에서 소속감 및 책임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부서회의를 최대한 활용하고 공유하며, 부서발전회의, 기획회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함께 진행하는 묘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부서회의와 업무가 익숙해지면서 부서회의 시간이 점차 짧아졌는데 그 이유는 주로 

맡는 업무만 정하고 교류도 많이 하지 않은 채 끝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부서회의가 너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도 깊이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

지만 점차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서회의도 함께 무엇인가 한다기 보다 

각자가 역할 맡은 것으로 개별적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칫 위기로도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갈 수는 없었습니다. 주 1회 진행하는 클럽하우스 토론을 통해 

마침, 고민하는 부분의 저널을 토론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단지 일만 하러 클럽하우스에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만 정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 업무를 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참여해야 하며, 함께 한다는 것은 의미를 생각하고 공감한다는 것을 알게 되

었습니다. 부서에서도 이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있었고 점차 다시 변화되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클럽하우스에서의 직원의 역할은 끊임없이 점검하고 ‘열정’을 갖고 임해야할 것

입니다. 특히 클럽하우스는 늘 역동적이며 활동적인 공동체로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서대문해벗누리에서 근무하는 만 5년동안 늘 열정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

다 열정을 갖고 일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나에게도 ‘슬럼프’라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때는 의욕이 없이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지내기만을 바랬었습니다. 굉장히 무기력하고 어려

운 가운데 부서 평가를 하였는데 한 회원이 제가 힘든 것이 느껴졌는지 ‚회원이 힘들 때 힘을 

못내면 직원이 기대라고 하지 않나요? 직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이 들 때는 힘을 빼고 그

냥 있는 그대로 같이 가는게 필요한 것 같아요.‛라고 힘을 북돋아주었습니다. 그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또한, 클럽하우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도 

서로가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클럽하우스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자기존재,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회복해나갑니다. 모든 사람이 자

신감을 갖고 활동할 수 없듯이 조금 더, 힘이 나는 사람들이 힘이 드는 동료들을 끌어주고 지지

함으로서 점차 극복하고 확대해 나가며, 지속적으로 순환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것을 

깨닫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렸으며 비로소, 클럽하우스 참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

정’은 더욱 중요하며, 그 열정은 관심이며, 세심함이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클럽하우스가 너무 좋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여서 좋고,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함



께의 생각이라 좋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좋습니다. 한 배를 타고 한 곳을 바라보며 항

해를 해나가는 곳이 클럽하우스라고 생각합니다. 한 곳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느 한 명만의 생각

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합의의 과정을 거쳐 클럽하우스 철학 안에서 함께 성장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장 또한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며, 기관의 성장까지 

바라보게 되며 우리는 앞으로를 기대합니다.  

날마다 그 기쁨과 성장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가 앞으로 더 기대되며, 우리는 이를 잊

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내의 의미를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또 성장한 ‘나’를, ‘우리’를 ‘클럽하우스’를 꿈을 꿔 보며 이상 발표를 마치

겠습니다. 

 

 

 

 

 

 

 

 

 

 

 

 

 

 

 

 

 

 

 

 



C3. 클럽하우스에서의 관계 / 이OO, 장OO (서대문해벗누리) 

 

클럽하우스에서의 관계 안에서의 성장 

 

장OO (서대문해벗누리) 

 

 

안녕하세요, 서대문해벗누리 후원홍보부 장OO입니다. 

저는 해벗누리에 오기 전에는 사람들과 의견이 달라 자주 싸우고, 이해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벗누리에서 10년 넘게 생활하고 나니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도 알게 되고 친구도 생기면서 변

화되고 성숙해졌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클럽하우스에서의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10여년 동안 클럽하우

스 경험을 통해 성장하였고, 그렇게 되기까지 혼자가 아닌, 주변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

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성장경험을 토대로 관계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1999년 12월 처음 해벗누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저는 서대문해벗누리 인근에 살고 있

었지만 이 곳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서대문복지관을 이용하시다보니 해벗누리를 자연스

럽게 알게 되어서 출근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하

지만,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적응도 되지 않아 잠만 잤습니다. 끝까지 활

동하지 않고 집에 일찍 가는 등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츰 시

간이 지나니 저도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 해벗누리가 클럽하우스가 아니라서 프로

그램 위주의 활동을 하였는데 반의 리더도 맡아서 활동하였고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약물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원 이 후, 해벗

누리로 가지 않고 어머니가 폐지 주우시는 일을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해벗누리에 출근을 하긴 하였지만 이 때는 예전과 달리 클럽하우스로 바뀌게 되어서 클럽하우스

가 무엇인지, 부서별로 활동을 하는데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업무를 하기보다는 조는 것이 편

하였고, 의미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결근율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폐지 

주우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돕게 되어 저는 해벗누리에 출근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폐지를 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술도 많이 먹었고, 약도 자연스럽게 먹지 않게 되면서 저에게 비난하는 환

청이 들리며, 잠을 자기 힘들고 예민하게 되면서 어머니에게 화내고 욕하는 등 모습이 변화가 있

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해벗누리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다시 저는 2008년 3월 해벗누



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가 저의 전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해벗누리에 출근하면서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게 되

었고, 힘든 증상들도 사라졌습니다. 부서에서도 역할을 맡아서 활동하면서 부서장도 하게 되고 힘

들기도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업무가 즐거웠고 흥미가 생겼으며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대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직원과 함께 자료를 준비하고 연습

하며 강의를 진행하는데 긴장도 되었지만 설레였습니다. 직접 대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

다는 것에 자부심이 생기고, 혼자가 아닌 함께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하고 나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최고였습니다.  

또한,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진행하는 블루오션(볼링자조모임)에 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블루오션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는 참여율이 저조하여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

회장인 맹봉열씨와 협력해서 블루오션 진행하기 전 함께 계획안도 작성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

록 취업회원분들과 활동회원분들에게 전화를 통한 홍보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였고 저

는 이에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반응도 얻다보니 모임의 장으로서 진행한 보람도 느끼고 앞으로 더 

잘 진행하여 많은 회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원, 직원과의 관계가 소극적이라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가야할지 어려웠고 참여하기

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하며, 부서장도 맡아 활동하고 함께 운영에 참여하다보니 이야기

도 많이 나누게 되고 발표와 모임의 기회도 많아지면서 10년 넘게 다닌 지금은 웬만한 동료와는 

보기만 해도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 알게 되고 가족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저는 해벗누리에서 맏형입니다. 이제는 인생의 선배로서 

모범이 되어 스스로 일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끌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지내다

보면 저보다 나이가 어린 회원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서로 갈등이 있을 때도 있지만 순조

롭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여 합의하는 것도 클럽하우스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는 저에게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좋은일을 나누는 그런 

존재입니다. 물론 아픔을 갖고 있지만 그 것보다 꿋꿋하게 우리의 가능성을 믿고 생활 할 수 있

는 밝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도 클럽하우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것을 토대로 저는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클럽하우스 안에서 성장하였고 그 시작은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클럽하우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며 클럽하우스를 알리고 강의도 하고 컴퓨터도 배우며, 

리더로서의 역할도 맡아 하면서 동료들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 또한 저의 역할이며 점차 발전

시켜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저의 도전은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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メンバーとスタッフの関係性 

 

Inui Kanae, Sano Masami (Peer Station Yu, Japan) 

 

 

はじめまして。クラブハウス ピゕステーションゆうのメンバー乾香苗、スタッフの佐野雅実です

。「メンバーとスタッフの関係性」について報告をします。 

はじめに、クラブハウス ピゕステーションゆうのメンバースタッフの概要をお伝えします。 8 月

１日時点では登録メンバーが28人。７月の一日平均利用者数は7.7人。常勤のスタッフが2.5人です。

小規模なクラブハウスだと思います。 

 

メンバーとスタッフの関係性について話し合う中で、「メンバーとスタッフの関係って何なのか？」

「ゆうでの人間関係がゆう以外でも影響を与えているのではないか？どういった影響があったのか？」

など、他のメンバーの意見や経験を聞きたいと考えました。また、発表の準備を進める過程でゆうの

現状を知り、メンバーとスタッフの関係性を深めたいと考えました。 

 

クラブハウス内での人間関係についてゕクテゖブメンバーに５問のゕンケートを取りました。個々

の意見を十分にくみ取れるように自由記載にしました。18人から回答がありました。質問は、①メン

バーはどんな存在ですか？どんな関係ですか？②スタッフはどんな存在ですか？どんな関係ですか？

③メンバーとスタッフで、違いはありますか？どんな違いですか？④メンバー同士やメンバーとスタ

ッフとの関係について意識していることがあれば教えてください。⑤ゆうに来てから、人間関係（家

族や友人、その他）で変化はありましたか？どんな変化がありましたか？ 

①の回答では、「メンバーとスタッフは仲間」「対等」「理解してもらえる人」「同じ病気をもっ

た仲間」「友達」などの意見がありました。②の回答では、「相談相手」「友達」「仲間」「メンバ

ーをサポートする人」「店員」「上司」などの意見がありました。③の回答では、「スタッフには責

任」「スタッフは仕事、メンバーは助け合い」「偉い人」などの意見がありました。④の回答では、

未回答が１人でした。意識としては、 「 傷つけないように心がけています。 」 意識してない人は、

「メンバーとスタッフで助け合っている」などの意見がありました。⑤の回答では、変化があった人



が17人で未回答が１人でした。「人を信じること。助け合う精神がついた」「家族の接する態度が温

かくなった。新しい友人ができた。」という意見がありました。 

 

 ゕンケート結果についてミーテゖングで話し合いました。①②③は色々な回答があり、「ゕンケー

トを取る前から思っていたが、やはりみんな考えていることが違うと思った。」「クラブハウスモデ

ルや基準とは異なる意見もあり、残念に思った。」「これから基準やクラブハウスモデルについて学

ぶ機会を作っていきたい。」などの意見がありました。④の回答ではメンバーとスタッフで関わりを

意識して変えている人もいましたが、多くは、メンバーとスタッフの関わりではなく、人間関係を築

く上で大切にしているマナー（人を傷つけないように思いやりをもって接している）を意識している

という意見がありました。⑤の回答では、ほぼ全員が何らかの良い変化があり、ゆうでの人間関係が

ゆう以外の人間関係に影響をしているといえ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意見がありました。 

ゕンケート全体を通して「回答が難しかった。普段言葉で表していないことを表現するのは難しい

。」「いろんな意見、未回答も含めて自分の意見として出せる。自分の意見が認められるというのは

ゆうの良さ」「色々な意見があり、一つにすることは難しいのでは？」などの意見がありました。 

 

今回の発表を通して、ゕンケート結果からゆうの現状を知りました。現状を踏まえて私たちがメン

バーとスタッフの関係性を深めるために「クラブハウス ピゕステーションゆう」がクラブハウスを

目指し、その柱に基準があることを私たちは伝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ゕンケートにはメンバーとスタッフの関係性について「仲間」というキーワードが多くありました

。各ユニットの活動やゕウトリーチ、TEなどクラブハウスの活動にはメンバーとスタッフの共同が

あります。ゆうの全員がクラブハウスや基準を充分理解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ですが、ゆうの活動を

通して「仲間」というキーワードが出てきたことを嬉しく思いました。あまり基準を知らない人も含

め基準を学ぶ過程で、なぜゆうが基準を大切にしたいと思っているのか？を話し合うことがメンバー

とスタッフの関係性を振り返るのに重要だと思います。 

基準は今、『デリーゆう』という日報に毎日１つずつ基準の英文・日本語訳を記載しています。

『デリーゆう』を作成する人や関心を持っている人以外は目にする機会が少ないのかもしれません。

また、壁に基準を張り出していますが、落ち着いて読むには適している場所ではありません。 

まず、ミーテゖングに基準を取り入れて読んでみることから始めようと思います。基準を身近に感

じることでゆうの人間関係や活動が変化していくと思います。その変化もメンバースタッフで話し合

い、関係を深める機会に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最後に、ゕンケートをみんなにお願いする時に、 「 意見を出し合って対立するかもしれないが、

‚ゆう‛という絆を深めたい」と決意をして臨みました。「給料をもらっている健常者と薬を飲んで



いる治療を受けている当事者という違いはある。しかし、ゆうのなかでは同じ目的を共にする仲間で

あると思う。」「スタッフとメンバーで共通しているのが‚クラブハウスを盛りたてよう。維持しよ

う‛という思い」という意見がありました。これらの答えを参考に同じ悩みをもった人たちが集まり、

‚仲間‛‚友達‛というキーワードを忘れずに、これからもさらに人間関係を深めていきたいと思い

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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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직원의 관계성 

 

Inui Kanae, Sano Masami (Peer Station Yu, Japan) 

 

 

처음 뵙겠습니다. 클럽하우스 피어스테이션 유 회원 카와 카나에, 직원 사노 마사미입니다. 

「회원과 직원의 관계성」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클럽하우스 피어스테이션 유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 현재 등록 회원이 28

명, 7월 하루 평균 이용회원수는 7.7명, 상근직원 2.5명입니다. 소규모의 클럽하우스입니다. 

회원과 직원의 관계성에 대해 토론하는 중 「회원과 직원의 관계란 무엇인가?」 「유에서의 인

간 관계가 유 이외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등 다른 회원의 

의견이나 경험을 듣고 싶었습니다. 또, 발표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유의 현황을 알고 회원과 직원

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클럽하우스에서의 인간 관계에 대해 활동회원에게 5문항의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개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 낼 수 있도록 자유 기재로 했습니다. 18명의 회원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내용은 , ①회원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②직원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관계

입니까? ③회원과 직원의 차이는 있습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④회원과 회원, 회원과 직원과의 관

계에 대해 의식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적어 주세요. ⑤ 유에 와서 인간 관계(가족이나 친구, 기타) 

변화는 있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의 답변으로는 「회원과 직원은 동료」,「대등」,「이해 받을 수 있는 사람」, 「같은 병을 가

진 동료」, 「친구」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②의 답변으로는 「상담 상대」, 「친구」, 「동

료」, 「회원을 도와주는 사람」, 「점원」, 「상사」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③의 답변으로는 

「직원에게는 책임」, 「직원은 일, 멤버는 서로 도와줌」, 「훌륭한 사람」등의 의견이 있었습니

다. ④의 답변으로는 미회답이 1명이었습니다. 의식은 「상처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습니다.」의

식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회원과 직원이 서로 돕고 있다」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⑤의 답변

으로는 변화가 있던 사람이 17명이며 미회답이 1명이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 서로 돕는 마음

이 생겼다.」, 「가족이 대하는 태도가 따뜻해졌다.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



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①②③은 다양한 답변이 있어 「설문지조사를 하기 전

부터 생각했지만 역시 모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클럽하우스 모델이나 기

준과 다른 의견도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앞으로 스탠다드와 클럽하우스모델에 대해 배

울 기회를 만들어 가고 싶다.」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④의 답변에서는 회원과 직원이 관계를 

의식해 바꾸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대게 회원은 회원과 직원의 관계보다 인간 관계를 쌓

아 올리는데 있어서 소중한 예의범절(상처 주지 않게 배려)을 의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⑤의 답변에서는 거의 전원이 어떠한 좋은 변화가 있었고, 유에서의 인간 관계가 유 이외의 인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설문지조사 전체를 보면 「답하기 어려웠다. 평상시 말로 표현하지 않은 것을 표현하고자 하니 

어렵다.」, 「여러 가지 의견, 미회답도 포함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이 반영

된다는 것은 좋은 점」, 「다양한 의견이 있어 한 의견으로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닌지?」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하여 설문 조사 결과로부터 유의 현황을 알았습니다. 현황을 근거로 하여 우리

가 회원과 직원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클럽하우스 피어스테이션 유」가 클럽 하우스를 목

표로 그 중점에는 스탠다드가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설문에는 회원과 직원의 관계성에 대해 「동료」라는 단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활동이

나 아웃리치, TE 등 클럽 하우스의 활동에는 회원과 직원이 함께 합니다. 유 모두가 클럽하우스 

스탠다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의 활동을 통해 「동료」라는 단어가 나온 것을 기

쁘게생각합니다. 스탠다드를 잘 모르는 사람도 포함해 스탠다드를 배우는 과정에서 왜 유가 스탠

다드를 소중히 하고자 하는 가를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회원과 직원의 관계성을 되돌아 보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탠다드는 지금 「데일리 유」라는 뉴스레터일보 매일 1개씩 스탠다드 항목을 영문・일본어 

번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유」를 작성하는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 이외에는 볼 기회

가 적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벽에 스탠다드를 게시하고 있지만 꼼꼼히 읽기에는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선, 회의 때 스탠다드를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스탠다드를 좀 더 친

숙히 느끼게 하는 것에서 유의 인간관계나 활동이 변화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변화도 직원

과 회원이 서로 의논하여 관계를 깊게 할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회원에게 부탁할 때 「의견이 달라 서로 대립할지도 모르지만"유"의 

회원으로서 유대가 깊어지길 바란다」란 결의를 해 임했습니다. 「급여를 받고 있는 정상인과 약

을 먹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 당사자라고 하는 차이는 있다. 그러나, 유에서는 같은 목적으로 일을 

같이 하는 동료이다라고 생각한다.」, 「직원과 회원이 같은 점은"클럽하우스를 발전시키자. 유지



하자"라는 생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참고로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동료","친구"라는 단어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한층 더 인간관계를 깊게 해 가고 싶습니다. 

 

 

 

 

 

 

 

 

 

 

 

 

 

 

 

 

 

 

 

 

 

 

 

 

 

 



C4. 클럽하우스 간 연계 / Yoichiro Ozawa (Clubhouse Habataki, 일본) 

 

日本クラブハウス連合に参加する意義（メンバーとして） 

 

Yoichiro Ozawa (Clubhouse Habataki) 

 

 

 私は、成長し、自信をつけ、社会に役立つ自分になるため、日本クラブハウス連合に参加していま

す。 

 どういう過程で成長し、自信をつけるのかというと、ちょっと自分では難しいと感じる事に挑戦し、

成し遂げて達成感を味わいます。自分では難しいと感じたことが出来るようになるので、その部分で

成長ですし、達成した感は自信がつきます。 

私は以前、自分では難しいと思ったクラブハウス主催の納涼会の司会に挑戦し、成し遂げて、達成

感を味わい、成長すると共に自信がつきました。 

 今回のこの発表も、私にとっては、挑戦です。この発表を成功で終わらせ、達成感を味わいたいで

す。社会に役立つ自分への駒を一歩進めることになるし、達成感を味わってのビールはおいしいに決

まっ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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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클럽하우스 간 연계 / Yoichiro Ozawa (Clubhouse Habataki, 일본) 

 

일본 클럽하우스 연합에 참가하는 의의 (멤버로서) 

 

Yoichiro Ozawa (Clubhouse Habataki) 

 

 

저는 성장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일본클럽하우스 연

합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성장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약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느껴지는 일에 도전하고 성공하여 성취감을 맛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려울 것이라고 느꼈

던 일을 해낼 수 있게 되었기에 그 부분만큼은 성장할 것이고 달성했다는 것에서   자신감을 얻

을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도 자신에게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 클럽하우스가 주최한 여름축제 때 사회에 

도전해 성공했습니다. 그때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을 맛보았고 성장함과 동시에 자신이 붙었습니

다.  

이번 이 발표도 저에게는 도전입니다. 발표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성취감을 맛보고 싶습니다. 사

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 나 자신을 채찍질해 가며 한걸음 더 전진합니다. 이것을 성취해 냈을 때 

마시는 맥주 한 잔은 꿀맛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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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클럽하우스 간 연계 / Yoshiaki Goto, Takahiro Kobayashi (Yuusen, 일본) 

 

ネットワークについて 

～クラブハウスゆうせんでの活動の視点から～ 

 

Takahiro Kobayashi, Yoshiaki Goto (Clubhouse Yuusen) 

 

 

１． つながりを求めて・・・ 

日本のクラブハウスは、現在６ヵ所あり、どのクラブハウスも小規模で活動している。その中

でも私たち「クラブハウスゆうせん」は2005年に立ち上がってから今年で７年目になり、日々メ

ンバー・スタッフでさまざまな活動を考えながら取り組んできた。2010年にあったスタッフの総

入替、団体として法人格（NPO法人）を取ったこと、日本の新法（障害者自立支援法）に基づい

た事業形態に移行し、始めたこともあり、目の前の課題に日々メンバー・スタッフで向き合って

きた。 

そのような中、日本のクラブハウス５ヶ所が連携しネットワークを作り、情報交換や悩みの共

有、広報啓発の活動をしていこうという話が持ちあがり、５ヶ所のクラブハウスが私たちのクラ

ブハウス「クラブハウスゆうせん」で集まることになった。それまで、ゆうせんは過去の体制か

らあまり他のクラブハウスと交流が持てておらず、さらにスタッフの総入替によりクラブハウス

についての知識が弱かった。また、自分たちのクラブハウスを運営していく事で忙しく、他クラ

ブハウスと連携するという発想がなかった。そのため、各クラブハウスから皆さんがゆうせんに

集まってたくさんの方と交流が出来た事は新鮮で、大変有意義だったのを記憶している。今回、

日本のネットワークが成り立つ過程における「クラブハウスゆうせん」としての活動への想いを

論じる。 

 

２． 活動していくことでの変化 ～メンバーの立場から～ 

（JCCの代表者になろうと思ったきっかけ） 

   NCDT研修後のクラブハウス関係者が集まる会合でJCC設立の大きな柱であるACC日本開催を

皆で話し合っている時のことである。その時、「日頃の活動以外にそんな事をやっていけるのか」

という発言をしてしまった。その後、冷静になって考えてみると、自分の言ったことはその場に

参加している人の気持ちを考えていない発言ではないかと不安になってきた。しかし、その発言

をしたのにも関わらず、参加者は丁寧に自分の発言を取り扱ってくれた。そのことが自分の中に

何らかの変化をもたらした。それ以降、ゆうせんの中でNCDTの報告会やJCCの設立に向けて関

わったり、意見したりしていく中で、いつの間にかその変化が影響して代表者になるという行動



に繋がっていった。 

（JCCに参加してみての想い） 

①今まで他の福祉施設も見学した事がなかったのに、他のクラブハウスを見る事が出来た 

②他のクラブハウスの方たちと交流できた 

③こちらから積極的には話しかけられなかったが、向こうから話しかけてくれた 

④今まで休日である土曜日・日曜日は家で過ごす生活であったが、日帰りだけでなく宿泊で東

京や奈良に行ったりしている。今では東京に行くのも少し慣れてきた 

    このような経験が出来たことはとても嬉しいことである。専門的な話をしている時はついてい

くのが精いっぱいで意見がいいにくいことも多い。それでも自分が出来そうなことは少しでもや

っていこうと思って参加している。年に２・３回集まる代表者会議は２日間という短期間のスケ

ジュールで集まるので、特にそう思う。しかし普段の自分を知っている人の前と普段の自分を知

らない人の前では意識が違うため、取り組めるという事もある。「ゆうせん」という場所からさ

らに広い世界に出ていく事ができ、そこでやれている事が自信に繋がっている。 

 

（大切にしている事） 

   最初にJCCの代表者会議に参加した時に、話をしている人がほとんど各クラブハウスのスタッ

フだった。メンバーからの発言はなく、おとなしくしている感じであり、「それは違うのでは？」

と感じた。難しい話が多いこともあり、スタッフに頼っている部分もあると思うが、一緒に作り

上げていくものだという認識をしているので、その意識を持って参加している。私としては、

「これらの会議はスタッフだけの会議ではなく、メンバーの発言もあっていい。メンバーでも役

に立つという事を見せたい。」という思いで取り組んでいる。 

   JCCの雰囲気として、自分が普段クラブハウスで話しているような雰囲気でいられる。自分の

意見の方向や見方、角度が違っていても、丁寧に取り上げて話し合ってくれる。JCCの代表者に

入るきっかけとなった、「最初に失言をしたのに受け入れてくれた」経験から、そういった発言

でも受け入れてくれるかもと思えたし、そういう人たちと一緒に話し合えている。JCCの代表者

として、ゆうせんで新しく代表者になった人たちに「自分でも出来るのだから君たちにも出来る」

という姿を見せたいという思いから、以前よりも積極的に発言している。 

 

（不安な事として） 

  JCCという組織が出来て２年も経っていない中で、ゕジゕ会議という大きな国際会議を取り仕切

っていけるか不安な点がある。しかし、各クラブハウスのスタッフ・メンバーと話し合いながら進

め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る。 

 

 



３． 活動に参加してみて ～スタッフの立場から～ 

JCCが2010年６月に正式に設立するにあたり、各クラブハウスから２名代表者を選出して、そ

の代表者を中心に活動を進めていく事になった。他のクラブハウスと交流して良かった点は以下

である。 

①他のクラブハウス、事業所の方と同じ夢・希忚を持つことが出来る事 

②１つのクラブハウスだけでは出来ない規模の活動が出来る事 

③クラブハウス内で起こっている悩みを他のクラブハウスの人と共有できる事 

このようにJCCが設立して、代表者として参加するようになってから少なからず体感出来てい

る。例えば、①については、JCCを設立する事が決定してから各クラブハウスの代表者で話し合

う事も増え、今後の目標や夢、希忚も共有する事が出来るようになった。それは②にもあるよう

に、1つのクラブハウスが持っている目標だけに限らず、JCCの充実、第3回ACCにおいての日本

語分科会開催、2014年ACC日本開催等、１クラブハウスから一歩外に大きく出た目標に挑戦して

いける事はとても良い刺激になり、日本のクラブハウスの成長に繋がっていくと考える。③につ

いては、クラブハウス毎で持っている悩みを「他のクラブハウスはどのようにやっているのか？」

と言う悩みを共有していく事で、自分たちだけで考えるよりも解決策が見えやすくなるという効

果が考えられる。しかし、この部分はいつもJCCの活動の合間に共有していて、これをメンで

行う事は出来ていないため、JCCとしての課題にも繋がるのではと考える。 

代表者の任期が２年ある中の１年半が過ぎ、私たちがJCCの内容が少しずつ解り、目的を意識

し始めてきた。しかしそれと同時に多くの課題を抱えるようになってきた。 

先ず最初に問題となった点は、クラブハウス内での通常業務をしながらの代表者としての仕事

を兼務していくことの大変さだった。毎日の日課に加え、毎月１回、skypeを利用した会議、そ

れ以外にも休日に行われる年２、３回の代表者会議（輪番で各クラブハウスがホストになり会場

を提供）、私たちが主催する研修等がある。その多忙な中で行う代表者としての活動は大変なも

のだった。 

そして、その日常を送る中でのゆうせん内における情報共有の難しさも問題となり、以下のよ

うな事が考えられた。 

①メンバー自身に直接関係していない事柄が多く興味を持ちにくい 

②内容が細かい上に、情報量が多い 

③十分に共有する時間が無い 

このような現状からゆうせんに所属している人全員のへ情報提供、ゆうせん内での密な議論が

出来ないまま次の議題へ進んでいると感じる。そのため、代表者としてゆうせんの意向を伝えた

くても伝えられず、一部の人だけの意見で伝えている現状がある。また、情報を共有している人

とできていない人とでは情報理解の差が生まれてしまい、理解の差だけでなく気持ちの面の差も

生ま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 

このような情報共有の課題は他のクラブハウス間でも起こっている。共通認識を持てていない



部分があり、意見がまとまらない事もある。そして、ほとんどのskypeでの会議が３回線以上の

通信をするため顔を見ることができず音声のみの話し合いを行っており、時に聴き取りづらく、

思うようにいかない時もある。 

JCCの活動は、忙しくさまざまな準備が多過ぎるため、それに追われてしまい、本来のネット

ワーク・連携の目的でもある各クラブハウスの課題の整理が出来ていないのではないか。もっと

日常的な問題や課題の共有を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考える。それは、上記の①②にもあるように

「多くの方が興味を持ちにくい」「内容が細かく、情報量が多い」ことから情報共有がしにくい

のは、研修の準備や会議の内容が多いからではないだろうか。もっと身近な悩み、日常的な活動

の中での問題であれば、メンバーが自分にも関係していると身近に感じ、情報共有がしやすいと

考える。クラブハウスの事を身近に感じる事が出来るベースができれば、JCCの活動についても

共有しやすくなり、代表者だけでなく多くの方が興味を持って参加する事ができると思われる。

そして、メンバー後藤さんの想いにもあるように、外に出て外部の方と交流する事を考えたこと

がなかった人が、JCCに興味を持ち関わることによって、外部に「発言していこう」と思えるよ

うに変化していった。このような参加するメンバーへの影響・効果を期待して求めていくことが、

JCCの本来の姿ではないか。 

国内カンフゔレンスを開催する、2014年ACC日本開催を目指す等、今取り組んでいる課題はさ

まざまあるが、そのような中でもクラブハウス毎で起こる日常的な活動の問題共有を実践してい

く事で、1人でも多くのメンバー・スタッフがJCCの活動を身近に感じられるようになって欲し

いと考えている。 

クラブハウスゆうせんの代表者としての立場からJCCに参加して見てきたこと、感じたこと、

経験したことを報告した。それをもとにしたJCCへの問題提起でもあり、私たち代表者としての

課題である。そして、この課題をJCC全体としてどう捉えていくか、時間をかけて考えていこう

と思う。 

                                                      

 

 

 

 

 

 

 

 

 

 



C4. 클럽하우스 간 연계 / Yoshiaki Goto, Takahiro Kobayashi (Yuusen, 일본) 

 

네트워크에 대해서 

-클럽하우스 유센에서의 활동시점에서- 

 

Takahiro Kobayashi, Yoshiaki Goto (Clubhouse Yuusen) 

 

 

1. 교류의 필요성 

일본의 클럽하우스는 현재 6곳이 있는데, 어느 클럽하우스나 소규모로 활동하고 있다. 그 중에

서도 우리 ‚클럽하우스 유센‛은 2005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7년째가 되는데, 회원과 직원들이 

매일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2010년에 있었던 전 직원 교체, 법인승격(NPO법인)

획득, 일본의 신법(장애인자립지원법)에 기반 한 사업형태로 이행하기 시작하여 회원 및 직원들이 

당장 눈앞의 과제에 직면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클럽하우스 5곳이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보교환과 고민공유, 정보

개발 활동을 해 나가자고는 이야기가 나와서, 5곳의 클럽하우스가 클럽하우스 유센에서 첫모임을 

가졌다. 이제까지 유센은 그다지 다른 클럽하우스와 교류가 없었고, 더욱이 전직원들의 교체로 인

하여 클럽하우스에 대한 지식은 적었다. 또한 클럽하우스를 운영하는 일로 바빠서 다른 클럽하우

스와 교류하고자 하는 발상이 없었다. 이 때문에 각 클럽하우스에서 유센으로 모여 교류할 수 있

었던 것은 신선하고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번 일본 네트워크가 성립되는 과정에 있어 

‚클럽하우스 유센‛으로서 활동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2. 활동 가운데에서의 변화 - 회원의 입장에서 

(JCC의 대표가 되고자 생각했던 계기) 

NCDT연수 후 클럽하우스 관계자가 모이는 모임에서 JCC설립의 기둥인 ACC일본개최에 대해 

모두 함께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 때 ‚요즘에 하는 활동 이외에 ACC일본개최를 할 수 있을

까?‛라는 말을 했었다. 그 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말한 것은 그 모임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은 발언이지 않았나 불안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을 했음에도 불

구하고 참가자들은 정중하게 나의 의견을 받아주었다. 이 점이 내 안에서 뭔가의 변화를 가져왔

다. 그 후 유센에서 NCDT의 보고회와 JCC의 설립을 위해 같이 일하기도 하는 가운데 어느새 그 

변화의 영향으로 대표자 되겠다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JCC에 참가한 후의 생각) 

①지금까지 다른 복지시설도 견학해 본 적이 없었지만, 다른 클럽하우스를 볼 수 있었다.  

②다른 클럽하우스 분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③적극적으로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는데, 상대편이 말을 걸어주었다.  

④지금까지 휴일이었던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서 지내며 생활했으나 당일치기뿐만 아니라 숙박

하면서 도쿄와 나라에 갔다. 지금은 도쿄에 가는 것도 좀 익숙해졌다.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기쁘다.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적이 많았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이라고 하자고 생각해서 참가하고 있다. 1년에 2,3회 모이는 대표자 회의는 2일간이라는 단기간의 

스케줄로 모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평상시 알고 있는 분 앞에서와 평소 잘 

알지 못하는 분 앞에서는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을 진행시킬 수 있었던 적도 있었다. ‚유센‛

이라는 장소에서 더욱 넓은 세계로 나가는 것이 가능했고 거기에서 했던 것이 자신감으로 연결되

었다.  

 

(중요한 것) 

처음으로 JCC대표자회의에 참가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각 클럽하우스의 

직원이었다. 회원들의 발언은 없고 가라앉은 분위기가 있어서 ‚이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느꼈

다. 어려운 이야기가 많고, 직원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으나,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식하면서 참가하고 있다. 나로서는 ‚회의는 직원만의 회의가 

아니라, 회원의 발언도 있어도 좋다. 회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생

각하며 일하고 있다.  

JCC의 분위기는 내가 평상시 클럽하우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로 있을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의 방향이나 견해, 각도가 다르더라도 예의를 갖춰 제안 해 준다. JCC대표자로 들어

가는 계기가 된, ‚처음에 실언했는데 받아들여 주었다‛고 하는 경험에서 이런 발언도 받아들여 

주는구나라고 생각했고, 또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하고 있다. JCC대표자로서 유센에서 새

롭게 대표자가 된 사람들에게 ‚나도 하니까. 당신들도 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싶은 생

각에서 이전 보다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불안한 것은) 

JCC라는 조직이 생기고 2년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아시아컨퍼런스라는 커다란 국제회의를 개

최할 수 있을지 불안한 점이 있다. 그러나 각 클럽하우스의 회원과 직원이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  

 



3. 활동에 참가해 보고 - 직원의 입장에서 

JCC 가 2010년 6월에 정식으로 설립함에 있어, 각 클럽하우스에서 2명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를 중심으로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다른 클럽 하우스와 교류하여 좋았던 점은 다음과 

같다. 

①다른 클럽하우스와 같은 꿈·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점 

②하나의 클럽하우스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규모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③클럽하우스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다른 클럽하우스 분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 

이와 같이 JCC 가 설립되고, 대표자로서 참가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많은 것을 체감 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①은, JCC 를 설립하는 것이 결정되고 나서 각 클럽하우스의 대표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일도 늘어나 향후의 목표나 꿈, 희망도 공유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것은 ②에도 있듯이, 

1개의 클럽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목표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JCC 의 충실, 제3회 ACC 에 대한 

일본어분과회 개최, 2014년 ACC 일본 개최 등 , 하나의 클럽하우스로부터 한 걸음 밖으로 나와 

큰 목표에 도전해 나갈 수 있어, 매우 좋은 자극이 되며 일본의 클럽하우스의 성장에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③은, 클럽하우스마다 가지고 있는 과제를「다른 클럽하0우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고민 공유를 해 나가는 일로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해결책이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언제나 JCC 의 활동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를 중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JCC 의 과제에도 관련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된다. 

대표자의 임기가 2년인데 1년 반이 지나 우리가 JCC 의 내용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목적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과제를 떠맡게 되었다. 처음으로 문제가 된 점은, 

클럽하우스에서 통상 업무를 하면서 대표자로서의 일을 겸무해 나가는 것이 부담이었다. 매일의 

일과에 매월 1회, skype 를 이용한 회의, 그 이외에도 휴일에 모이는 연 2, 3회의 대표자 

회의(순번으로 각 클럽하우스가 주최가 되어 장소를 제공), 우리가 주최하는 연수 등이 있다. 

바쁜 가운데 대표자로서의 활동은 매우 부담이었다. 

그리고, 그런 일상을 보내는 가운데서 유센에서의 정보 공유의 어려움도 문제가 되어,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 

①자기와 직접 관계가 없으니 일에 큰 흥미를 가지기 어렵다. 

②내용이 세분화 되어 있으며 정보량이 많다. 

③충분히 공유할 시간이 없다. 

이러한 것에서 유센에 소속되는 전원에게 정보 제공, 유센에서 이에 대한 논의 없이 다음 의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 때문에, 대표자로서 유센의 생각을 전해야 함에도 전할 수 

없었고 일부의 의견을 전하는 일이 있었다. 또,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과 공유하지 않은 

사람과의 정보 이해의 차이가 생겼으며 이해의 차이 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차이가 생기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 공유의 과제는 다른 클럽하우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의견이 결정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skype 회의가 3회선 

이상의 통신을 하기 때문에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음성만으로 실시하고 있어 때론 알아듣기 힘들고 

생각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다. 

JCC 의 활동은 바쁘고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에 쫓겨 본래의 네트워크·제휴의 

목적이기도 한 각 클럽하우스의 과제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일상적인 문제나 

과제의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위의 ①,②에도 있듯이,「많은 분들이 흥미를 

가지기 어렵다」,「내용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정보량이 많다」등에서 정보 공유를 하기 

어려운 것은 연수 준비나 회의 내용이 많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한다. 더 밀접성 있는 고민, 

일상적인 활동 중에서의 문제이면서 회원에게도 관계하고 있으면 이를 친근하게 느껴 정보 

공유가 하기 쉬워 질 것이라 생각한다. 클럽하우스의 일을 친근히 느낄 수 있는 바탕이 생기면 

JCC 의 활동에 대해서도 공유하기 쉬워져, 대표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회원 '고토우'씨와 같이 밖에 나와 외부인과 교류하는 일에 

대해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JCC 에 흥미를 가져 관계를 맺음에 따라 외부에「발언해 가자.」라고 

생각할 수 있게 변화되어 갔다. 참가 회원에게 볼 수 있는 영향·효과를 기대해 가는 것이 

JCC 의 본래의 모습이 아닌가.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2014년 ACC 일본 개최의 목표 등 현재 과제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안에서도 클럽하우스마다 생기는 일상적인 활동의 문제 공유를 실천해 나가는 일로, 보다 많은 

회원과 직원이 JCC 활동을 친근하게 느꼈으면 좋겠다. 

클럽하우스 유센의 대표자로서 JCC 에 참가해 보고 온 것, 느낀 것, 그리고 경험한 것을 말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 JCC 의 문제제기이기도 하며, 대표자로서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과제를 JCC 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 갈지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 한다. 

 

 

 

 

 

 

 

 

 

 



C4. 클럽하우스 간 연계 / 노OO, 김OO (태화샘솟는집) 

 

한국클럽하우스의 네트워크 

-공동의 미래를 찾아가는 과정- 

 

노OO (태화샘솟는집) 

 

 

‚ 네트워크는 공유된(합의된) 목적 및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개인, 조직 및 기관간의 상호 작용의 

결과 및 자원을 공유하는 체계이다.‛  

 

1986년 태화샘솟는집을 시작으로 2012년 현재 한국에는 14곳의 클럽하우스가 있다. 클럽하우스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재활기관으로써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스탠다드에 따라 회원

들의 강점을 개발하고 직원과 회원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일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클럽하우스는 회원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각 지역의 클럽하우스에서 활동하는 직원과 회원은 ‘클럽하우스’라는 공통된 관심사로 ‘우리’

가 된다. 우리가 서로 교류의 폭을 넓히고 클럽하우스 활동을 알리기 위해서는 클럽하우스 연대

활동이 중요한 수단이 된다. 또한 이러한 클럽하우스 연대활동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어주기도 하는 것 같다. 

 

‘2004년 제1회 한국클럽하우스 컨퍼런스를 통한 소통의 문을 열다.’ 

2004년 최초로 한국클럽하우스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당시 삼성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컨퍼런

스에는 7개의 기관에서 약 150여명이 참여하였다. 컨퍼런스를 개최하기 이전에도 기관별로 필요

에 따라 개별적인 접촉은 해왔지만, 최초로 진행된 한국클럽하우스 컨퍼런스는 공식적인 자리에

서 공통된 주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첫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시도는 전국 각지에서 

나름의 노력으로 클럽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원과 직원에게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지로서 서

로를 격려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한 것이다. 한국클럽하우스 컨퍼런스 이후

에도 매년 초 시설장모임을 진행하여 1년 간 함께해야 할 사업을 확인하거나 포럼의 주제를 결정

하였고, 국가 또는 지역의 정신보건관련법의 변화된 내용을 함께 점검하는 등 지역사회 내 정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들도 해왔다. 이는 클럽하우스가 지역사회 내에서 



굳건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뿌리가 되어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2006년 제1회 아시아클럽하우스 컨퍼런스, 더 멀리 더 넓게 나아가기.’  

그리고.. 한국클럽하우스 포럼의 시작. 

이러한 활동들에 박차를 가하여 2006년 아시아 클럽하우스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고, 6개국 

나라, 25개 기관, 국외 53명, 국내250명의 클럽하우스 사람들이 참여하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

었다.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개최한 아시아 클럽하우스 컨퍼런스는 국내클럽하우스와 더불어 아

시아지역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04년부터 ‘ 소모임 ’ 이라는 이름으로 간헐적으로 진행하였던 국내클럽하우스 모임이, 

200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분기마다 직업재활, 주거, 취업, 인권 등 클럽하우스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주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포럼으로 진행되었다. 매 모임마다 각 기관에서 약2-3명의 회

원과 직원이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2007년 말부터는 신규클럽하우스들이 참석하면서 

참석기관이 늘어나고 모임 시간이 짧아 토론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제안이 있었고 이에 

2008년부터는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여 진행하게 되었다. 참석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모임의 

장소도 좀 더 큰 규모의 장소로 변경하고, 진행방식도 워크샵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클럽하우스

포럼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처음에는 전국에 퍼져있는 클럽하우스들이 모이기에 가장 접

근성이 좋은 대전 역사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던 포럼을 2009년부터는 장소를 국한시키지 않고 이

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진행하면서 직원과 회원은 다른 지역에 있는 클럽하우스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직접 방문한 클럽하우스 현장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무수히 

많았고 이는 서로의 클럽하우스가 자극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건강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던 

것 같다.  

 

‘한국클럽하우스 공동주최, 2008년 제2회 한국클럽하우스 컨퍼런스’ 

2004년을 시작으로 4년 만에 제2회로 진행한 컨퍼런스는 ‘공동주최’라는 부분에서 1회만큼 그 

의미가 컸으며, 이는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준비 하는 등 책임을 공유하게 되면서 

연대의식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었다. 제2회 한국클럽하우스 컨퍼런스는 1회 때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총 13개 기관에서 258명이 참석하였고, 증가하고 있는 신규클럽하우스와 

기존 클럽하우스의 운영을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회 때는 각 기관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클럽하우스 온라인 카페(daum)를 이용하여 컨퍼런스 주제, 일정, 시기, 장소 확정에 대해 

공지하고 온라인상에서 컨퍼런스 준비에 필요한 세부 사항 및 개별 클럽하우스의 협조를 요청하

고 의사소통을 진행하였다. 또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로 개별 기관과 의사소통할 수 있

도록 하였고, 개별 기관에서는 컨퍼런스 담당자 1인을 두어 매일 온라인 카페의 공지사항을 확인

하도록 하여 대부분의 업무 요청에 신속하게 처리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온라인 카페 이



용을 통해 개별 기관 전체가 컨퍼런스 진행에 대해 쉽게 공유하고 집중할 수 있었으며, 이렇듯 

제2회 한국클럽하우스 컨퍼런스는 클럽하우스 네트워크에 활발한 가속도를 더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다.  

 

‘2010년 인권증진세미나 스마일데이’그리고 그 밖의 활동들..  

2008년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한 이후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적합한 사업을 구상하던 

중 인천해피투게더와 국회의원과 교류를 하게 되었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클럽하우

스에 대해 국회의원이라는 특별성을 활용하여 대중들에게 클럽하우스 운동의 일환으로 클럽하우

스를 전파할 필요성을 찾게 되었다. 이에 국회의원실과 클럽하우스가 연합하여 일반인들이 정신

장애인과 클럽하우스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 행사를 계획하였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 실현의 중심인 ‘클럽하우스’의 올바른 인식을 전달하고, 이를 

통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기회를 마련하며 일반인들이 정신장애인을 지지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짧은 기간 동안 당시 13개의 클럽하우스에게 행사를 설명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온라인 카페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이 역시 활발한 의사소통을 가

능하게 하였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태화샘솟는집은 교육훈련기관으로써 2002년부터 3주훈련을 진행해왔으며 이는 국내클럽하

우스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매년 평균 2회 이상 3주훈련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다른 지역의 클럽하우스, 직원 및 회원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움

직임은 클럽하우스가 단지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각 클럽하우스가 매년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매개가 되어오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국내클럽하우스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의 일

본, 중국, 대만 클럽하우스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네트워크의 영역이 점차 더욱 넓어지게 되

는 것 같기도 하다.  

이 밖에도 각 클럽하우스의 필요에 따라 취업을 중심으로 진행한‘취업트랙’도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 4월에는 클럽하우스 중간리더십 세미나를 통해 클럽하우스의 선임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모임이 진행되었던 바 있다. 이는 클럽하우스만의 독특한 문화 안에서 오

랜 시간 일해 온 직원들이 서로의 역할에 대한 고충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

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기도 하였다. 각자의 클럽하우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고, 클럽하우스 공동의 목표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도 하며 좀 더 끈끈

한 본드(bond)가 생긴 것 같다.  

어떤 특별하거나 심각한 이슈가 없더라도 계속적인 만남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획활

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거나, 각 단위의 활동을 서로 공유하는 것, 특히, 각 클럽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사업을 공개하고 공동으로 진행하며, 성과를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공동의 미래'

를 찾아가는 과정을 유지한다면, 이것이 클럽하우스만의 특별한 네트워크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



각을 하게 된다.  

 

 

 

 

 

 

 

 

 

 

 

 

 

 

 

 

 

 

 

 

 

 

 

 

 

 



C4. 클럽하우스 간 연계 / 노OO, 김OO (태화샘솟는집) 

 

같은 클럽하우스의 방문경험 

 

김OO (태화샘솟는집) 

 

 

안녕하세요. 태화샘솟는집의 김OO회원입니다. 같은 클럽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큼 

설레는 일이 또 있을까 합니다. 

그런 기회는 주로 1년에 한두 번 샘솟는집에서 3주훈련이 있을 때 였습니다. 그때는 훈련 스케쥴

이 있어서 같은 훈련팀으로 참석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기대만큼 많이 또는 깊이 있게 알 수 없고 

‘같은 클럽하우스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크게 받을 기회조차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다른 곳의 클럽하우스를 방문 했을 때 받는 느낌은 매우 달랐습니다. 그 곳에 가기위해 일

정을 짜고 방문하는 동안 스케쥴을 알아보고 옷차림과 신발 안경 등 사소한 것 까지 신경 쓰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긴장도 되고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다른 클럽하우스를 방문한 것은 

일본의 OOOO클럽하우스였습니다. 올해 2월 말경이라 겨울옷도 아닌 봄옷도 아닌 얇은 옷을 무조

건 껴입어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항에서 같이 동행하는 두 클럽하우스를 만나고 일본으로 떠

났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후 반겨주시는 모습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했던 아침인사와 점심 그리고 저녁인사조차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명함을 

건네는 문화가 상당히 발달하여 만나는 분들마다 명함을 주고 받았습니다.   

일본의 클럽하우스를 방문해보니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각자 업무를 맡아 일을 하고 직원과 

회원이 있으며 클럽하우스의 스탠다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클럽하우스 모델을 따르기 때문에 

클럽하우스 모델의 스탠다드를 따라야하는데, 그 스탠다드를 지키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 토의를 하고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는 중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문화적인‘차이’는, 일본은 한국처럼 

직원과 회원 간에 호칭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어보였던 것입니다. 한편 일본 클럽하우스의 고민 

중에는 회원이 일을 하는데 왜 돈을 받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는 것

이 너무 당연했지만 너무 당연해서인지 설명을 하기는 어려워‘헬스클럽’을 비유해서 답변을 했

습니다. 헬스클럽 직원들은 운동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헬스클럽 회원들은 헬스

클럽을 이용하며 트레이너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기 때문에 돈을 낸다고 답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클럽하우스 역시 취업장을 원하며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 등, 대부분의 클

럽하우스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클럽하우스의 다른 회원들과 토론 장소에 책상 배치를 같이 하면서, 일을 하며 맺는 대인관

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았지만 그 일본회

원분과 저는 어느새 마음으로 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일정을 소화해내며 자신감이 생

겼고 미래에 대한 작은 계획을 세우게 되었으며, 계획을 세우면서 작은 욕심도 내보게 됐습니다.  

 

9월에는 광주 해피라이프에 동아리활동에 대한 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ktx표를 장애인과 동반1인

으로 왕복권을 예매하는데, 처음해본다는 직원이 해매며 ktx에 문의전화를 하는 사이에 제가 예매

를 하는 재미를 시작으로 광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열차안에서 일정을 준비하고 이야기도 하고 음악도 들으며 편하게 이동하였습니다. 광주에 도착

하여 참석한 포럼에서는 동아리활동에 대한 발표를 듣고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나누는 시간과 또한 각 클럽하우스의 동아리에 대한 자랑

을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점을 나누는 시간에서는 회원들의 ‘여가생활부족’이라는 

점이 있었는데, 회원들의 여가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에 클럽하우스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여가생활 

익히고 배우면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예배 후, 성

경공부 모임 그리고 그 이후 당구장이나 볼링장, 식사, 카페 등에 갈수 있는데 이런 것을 갑자기 

하면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럽하우스에서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동아리 활동이 도

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여가활동 부족이 단점이라기보다 여가활동을 만

들어주고 이어줄 수 있고 재미를 느끼며 즐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장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즉 

여가생활부족이라는 것은 단점도 될 수 있고 장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을 말하지 못

해 아쉬웠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광주 투어를 하며 멋진 절을 보며 맛있는 차를 마실 수 있어 너

무 좋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광주해피라이프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떡갈비 골목에서 저녁을 맛

있게 먹고 편히 돌아 올수 있었습니다.  

 

같은 클럽하우스 모델을 지켜간다는 것에 매우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고 클럽하우스의 규모가 큰 

것과 클럽하우스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이미 

클럽하우스인증을 받은 곳에서 생활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알지 못했던 행복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돌아오고 난 뒤 용산역에서 문용훈관장님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뜻 깊은 자

리여서 좋았고 또 기회를 달라고............ 다른 클럽하우스를 또 방문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활

기차고 훈훈한 클럽하우스를 위해, 클럽하우스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노력하고 싶고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클럽하우스의 소중한 도움을 받은 한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이상 태화샘솟는집의 김OO 

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5. 회원의 인생계획에 따른 지원 / 조OO, 강OO, 유OO (생명의터) 

 

회원의 인생계획과 지원 

 

조OO, 강OO, 유OO (생명의터) 

 

 

Ⅰ. 인생계획에 대한 고찰  

■ 인생계획이란 무엇일까? 

: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 목표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계획해 나가는 것이다.  

 

■ 인생계획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나의 인생에 대한 설계를 통해 과거의 나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미래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을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 나에게 다가올 변화된 환경들과 역경들에 잘 대응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 인생계획없이 삶을 살았던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버거웠다. 급한 것부터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

에 계획을 세워볼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다.  

: 정신과약을 먹으면서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었다. 나의 어린시절의 꿈을 되새겨볼 시간이나 정신

적인 여유가 없었다. 

 

Ⅱ. 연령대별 인생계획 

◎ 20대의 인생계획 

■ 어떤 계획들이 있었는가? 계획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 계획- 에어로빅강사, 모델, 결혼과 안정된 직장생활, 개인사업, 파일럿, 가수, 박사 등.  

: 노력- 정보수집, 많은 직장에 지원, 학원수강, 성실하게 직장생활유지 

 

◎ 30대의 인생계획 

■ 어떤 계획들이 있었는가? 계획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 계획 – 행복한 가정생활, 안정된 직장생활, 호탕한 성격, 규칙적인 재활활동 

: 노력 – 규칙적인 약물복용과 재활활동 참여, 직장생활 성실히 유지, 공무원 시험 준비,  

 

◎ 40대의 인생계획 

■ 어떤 계획들이 있는가? 계획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계획 – 독립, 명랑한 성격, 가정주부로서의 역할 감당, 건강관리, 가정의 화목, 규칙적인 재활활

동과 영적인 성숙, 임시취업의 유지, 대학입시 도전 

: 노력 – 공무원 2차 면접 준비, 규칙적인 약물복용과 재활활동 참여, 주부, 부모로서의 역할 감당.  

 

◎ 50대, 60대의 인생계획 

■ 어떤 계획들이 있는가? 계획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 계획 – 생활의 안정과 인정받는 삶, 가족들의 건강, 개인사업, 임시취업 유지, 부부만의 시간  

갖기 

: 노력 – 적극적인 참여, 규칙적인 약물복용과 재활활동 참여, 즐겁게 지내기  

 

◎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계획이 있다면? 

: 계획 – 결혼과 자녀출산, 노후 준비, 공부, 안정된 가정생활과 임시취업 유지, 지혜롭게 자녀  

양육  

마음의 평화로움을 위한 연습, 대학생활 유지, 규칙적인 활동과 약물복용을 통한 건강 회복,  

 

◎ 인생계획을 위한 지원 

■ 가정의 지원 

: 나의 병을 알고, 나의 속도를 이해해주었으면 좋겠고, 중도에 포기했다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

겠다.  

: 지금처럼 남편과 자녀가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주부로서, 부모로서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줬으면 좋겠다. 

 

■ 기관의 지원 

: 지지와 격려 

: 취업, 다양한 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 두렵지만 독립에 대한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나의 역량을 키워주었으면 좋겠다.  

: 포기하지 않도록 교육적,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Ⅲ. 인생계획의 과정에서 생명의터의 의미 

■ 인생계획을 이루어 가기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 규칙적인 약물복용을 통한 건강과 나의 의지와 희망이 필요하다.  

 

■ 인생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생명의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 목표를 향해서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고, 내딛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곳  

: 내가 잃어버리고, 잊고 있었던 희망들을 발견하게 해주어 지금 이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곳  

 

■ 토론을 통해 느낀점이 있다면? 

: 구체적인 인생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 잊고 있었던 나의 꿈들을 기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기쁘다든다. 

: 나의 현실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멋지게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  

: 40대에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고 준비하는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이 됐고, 함께 기쁜 마

음으로 박수쳐주던 회원들의 얼굴이 기억에 남는다. 나도 건강관리 잘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한 단계씩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과거의 나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미래에는 좀 더 발전되고 행복한 모습을 꿈꾸기 위해 인생계

획은 꼭 필요하다. 작고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의 꿈을 이해해주고, 그 꿈들을 다 이루지 못하더라

도 내안에 있는 나의 보석들을 발견케 해주고, 때론 병마로 인해 그 꿈들을 잃어버릴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클럽하우스가 있기에 오늘도 나는 다시 꿈을 꾸며 나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C5. 회원의 인생계획에 따른 지원 / 이OO, 김OO (해피투게더) 

 

회원의 인생계획과 지원 

 

이OO, 김OO (해피투게더) 

 

 

클럽하우스는 회원들이 인생계획(취업, 결혼, 주거 등)을 세우고 계획을 이뤄가는 데 필요한 지역

사회의 자원들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피투게더에서는 아시안클럽하우스 컨

퍼런스 발표를 위한 토론을 통해 회원들과 직원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의 인생설계와 관련하여 주

로 어떤 고민들을 주로 하고 있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 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왜 회원들의 인생계획을 클럽하우스에서 논의해야할까요? 

클럽하우스에서 회원들의 인생계획을 함께 세워야하는 이유를 standard에 명시된 내용에 서 찾아

보면 ‘클럽하우스는 회원들의 자기가치, 목적의식, 신뢰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라

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경험적으로 표현하는 회원들의 실제 생활을 통해 필요성을 파악

할 수 있게 됩니다.  

원만한 관계의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증상, 사회의 편견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회원들은 점차 가

족이나 주변사람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회원들은 오랜 

치료시간에서 익숙해진 수동적인 삶의 방식으로 인해 주도적으로 인생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

가 매우 신선한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

과의 분리(독립)로 인해 회원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준비해야하는 지 혼란을 겪는 상황이 많

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클럽하우스에서는는 정서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많

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일단 클럽하우스를 이용함으로써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경험을 하고 하루

의 대부분을 클럽하우스에서 보내게 되며 일상을 나눌 친구이자 동료가 생기고 약물관리나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게 됩니다. 기존의 기본적인 일상(의식주, 가족)에 관심이 머물러 있던 회원 자신

에게 더 큰 차원(지역사회, 자기개발, 결혼, 취업, 노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며 주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인생에 있어 다양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클럽하우스의 회원들은 어떤 분야의 인생계획에 관심을 두고 준비를 하는가? 

클럽하우스해피투게더의 회원과 직원들의 토론을 통해 아래에 자세히 설명할 4가지 부분(독립, 결

혼, 취업, 노후)을 회원의 인생계획에서 꼭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 독립  

클럽하우스 회원들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오랜 기간 자연스럽게 가족과 멀어져 혼자 살게 되면

서 자의적 또는 타의적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혼자 지내게 되면서 외로움

과 싸우게 됩니다. 운동, 독서와 같은 긍정적인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기도 하지만 게임중

독, 술, 화투, 인터넷과 같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중독물질을 쉽게 노출되고 절제하기가 어렵게 되

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클럽하우스에 출근하려고 노력하게 되면서 중독과 관련된 것들을 

일과시간에는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생겼으니 외로움이 줄어들고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공감 받고 대인관계가 넓어지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독립주거, 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회원들,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2) 결혼 

클럽하우스 해피투게더에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대다수였지만 인생계획으로 설정하기엔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이 매우 많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결혼 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많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부부의 경제력, 치료과정에서 

임신과 양육의 어려움, 스트레스 및 위기상황에서의 대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주변의 편견이었습

니다. 각 상황마다 대처방법을 찾는 것이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겠지만 우선적으로 결혼

할 때 정신장애를 밝히고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립이든 결혼을 계속적

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제력이나 사회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우선

적으로 고려한 이후에 결혼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 취업 

취업은 클럽하우스 회원으로 하여금 사회적 지위와 성취감을 얻게 하고 계획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열정적인 토론이 진행되는 시간 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회원들이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들에는 나의 적성에 맞는 취업분야를 찾는 것이었습

니다. 이를 위해 취업적성검사나 다양한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성을 찾

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기술이 다른 것을 경험하였고 치료를 받기 이전

과 이후의 변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취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적응하기

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많은 수의 회원들은 기초생활수급권과 같은 생활보장제도가 취업이나 



일을 장려하기 보다는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받게 되는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취

업을 선택하여 노력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4) 노후대책 

클럽하우스해피투게더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청년층의 회원들은 장년층의 회

원들을 보면서 나의 인생을 떠올려보며 장년층의 회원들은 노년층의 회원들을 보며 노후를 생각

하게 됩니다. 클럽하우스는 열린 공간이고 때문에 오랜 세월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것인가는 중요한 화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원들은 노후 연금과 같은 

경제적 준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정보나 안내가 부족하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금전적인 부

분을 제도나 가족의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취미활동을 탐색하고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건강을 위해 노력한다거나 교육방송을 통

해 계속적인 배움의 욕구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새로운 취업기술(바리스타)

을 배우기도 합니다. 

 

클럽하우스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야하는 가?? 

1) 독립 

회원들이 독립에서 오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이 생길 때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중의 

하나는 클럽하우스의 가족들이 독립한 회원의 집에 자연스럽게 방문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

니다. 그리고 클럽하우스의 이야기들이 담긴 희망의 문구나 좋은 글과 엽서와 같은 사소하지만 

소중한 관심과 클럽하우스 활동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를 담은 책자들이 힘든 순간 읽으면 

새로운 동기를 가져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글들이 클럽하우스의 이름으로 많이 출판

되고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반인 주거시설, 그

룹홈 등을 클럽하우스의 주도로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거 network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독립된 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족 또는 이웃들이 주거시설이나 독립 지원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

록 하는 교육 등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결혼 

결혼을 하게 되면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관점에서 많이 발생될 것

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클럽하우스에서 부부역할관련 의사소통 교육이나 부부상담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신할 경우 약물과 관련하여 주치의와의 긴밀한 관계와 조절을 

통해 산모와 자녀모두 건강한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할 것입니다. 자녀양육과 관련해서도 

실제 결혼생활과 자녀양육을 하는 부부들을 강사로 초빙하거나 증상의 변화로 일관적인 양육이 

어렵다면 도울 수 있다면 모델링이나 멘토, 임시로 양육을 대체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결혼을 



통해 다양하게 발생되는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 취업 

취업과 관련된 기술을 준비 후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실제 취업경험에서 요구하는 것과 많이 다

른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클럽하우스에서 다양한 취업장을 개발하고 마련하여 

취업장에서 실제 필요한 기술이나 대인관계를 알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취업을 한 회원

들에게 있어서 ‚고향‛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취업 유지에 실패하더라도 

나를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다는 것이 부정적인 편견과 시선에 익

숙했던 우리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클럽하우스가 모여서 

함께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기초생활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취업을 경험하는 것이 회원 자신의 성

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컨퍼런스와 같이 클럽하우스가 회원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회원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노후대책 

클럽하우스에서는 회원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 경험 등을 지금 현재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알고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만약 현재 취업이 우선목표라면 취업

에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학업이 목적이라면 학업과정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기적으로 목적과 목표를 세우기 위한 활동과 토론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

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노후의 경제지원, 주거와 같은 지원들은 클럽하우스끼리 힘

을 모아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힘을 쓸 수 있도록 클럽하우스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

합니다. 

클럽하우스에서 우리가 꿈꾸는 가장 큰 목표는 회복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하는 경험을 하

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클럽하우스만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인생의 목

표입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작업이지만 클럽하우스를 통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나의 인생계획에 반영할 수 있고 목표의 성취가능성을 예측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클럽하우스 구성원 먼

저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5. 회원의 인생계획에 따른 지원 / 조OO (비타민) 

 

현재 바라 본 나의 인생계획 

 

조OO (비타민) 

 

 

■ 25세(현재) : 성취를 위한 준비시기 

계 획 이유 그리고 실천계획 
클럽하우스의 

지원계획 

직업유지 

직장생활을 통해 대인관계의 능력을 쌓을 수 있고, 많은 것을 배

우게 되어 추후 학교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음. 

- 취업자모임을  

통한 지지체계  

형성 

- 취업장 방문 

출․퇴근시간을 지키기, 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맡은 업

무 성실히 수행하기. 

대학진학  

건강으로 인해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런 

도움으로 몸이 많이 호전 될 수 있었음. 사회복지를 통해서 나 

또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싶음 마음임. 

- 입학정보제공  

- 컴퓨터교육 

- 교양서적 추천 입학관련 정보 얻기, 면접 준비, 컴퓨터 활용법 배우기, 매일 30

분 이상 영어공부하기, 교양서적 읽기. 

건강유지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에 나의 꿈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관리가 중요 함. 

- 약물관리 및 지

속적인 상담 

- 운동법 추천 및 

운동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약물복용 잘하기, 음식 골고루 섭취하기, 주3회 30분 이상 걷기, 

음악감상 및 여가생활 즐기기, 매주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

리기. 

재테크 

계획 

세우기 

저의 계획 중 하나가 독립생활. 독립생활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곡차곡 돈을 모아 독립시기가 되었을 때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듬.  
- 재테크 교육 

- 상담 및 재정관

리 지원 
비타민에서 진행되는 재테크교육 참석하기, 재테크 포토폴리오 

만들기, 월2만원씩 5년간 CMA에 비상금 모으기, 청약저축 월2만

원씩 2년간 불입, 노후자금으로 연금 10만원씩 연금저축. 



■ 26세~29세 : 학업 성취시기  

목 표 이유 그리고 실천계획 
클럽하우스의 

지원계획 

4년 동안 

대학생활 

잘 하기 

4년의 학교생활은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과정임. 

졸업이 목표가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더 좋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함. 

- 수강신청 및 과

제수행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 

- 대인관계에 관련

한 상담 

- 방학 중 자원봉

사 기회 제공 

지각이나 결석은 하지 않기, 적극적으로 수업 참여하기, 과제 성

실히 하기, 단짝친구 사귀기, 하루에 30분 이상 영어공부 하기, 

월2회 이상 독서 후 서평쓰기, 컴퓨터 활용능력 키우기,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하기, 자원봉사하기.  

독립생활 

준비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을 떠나 독립을 해야 할 시기가 있을 텐데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독립 후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사전준비. 

주방업무 및  

장보기를 통한 일

상생활 방법 습득

하도록 지원 
주 1회 요리해보기, 청소·설거지·빨래 등 집안일 주 2~3회 하

기  

연애경험 

해보기 

항상 연애에 대한 로망이 있었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남자친

구를 만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왔음. 현재 건강이 많이 좋

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활 중에는 연애를 꼭 해보고 싶은 마

음임. 

- 성교육 

- 미팅주선 

- 자기관리 남자친구와 월1회 이상 문화생활, 월1회 이상 영화관람하기, 년 

1회 이상은 놀이공원 가기, 그 외 뮤지컬공연 관람 및 

노래방가기. 

 

■ 30세 ~ 31세 : 취업 및 독립생활 시기 

목 표 이유 그리고 실천계획 
클럽하우스의 

지원계획 

사회복지사로  

취업하기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더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음. 
- 취업정보 제공 

- 취업 전 준비서

류 작성 및 모의면

접실시 

사회복지사 및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취업 전 이력서와 자

기소개서도 미리 작성하기, 면접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 사전 

연습하기. 

주거독립 

언젠가는 부모님을 떠나서 살아야 할 시기가 올 텐데 부모님

이 나의 독립생활을 옆에서 지켜봐주고 도와주실 수 있을 시

기에 미리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또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거독립을 통해 많은 것들을 경

- 독립생활 준비 

및 시작과정 함께 

하기 

- 독립에 필요한 



험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됨. 일상생활기술 교육 

및 정보제공 

부모님의 도움으로 전셋집 마련하기, 가계부를 통해 급여 관

리하기, 식사 직접 챙기기, 주1회 이상 대청소하기. 위생관리 

철저히 하기. 

 

■ 32세~ 40세 : 결혼시기 

목 표 이유 그리고 계획 
클럽하우스의 

지원계획 

결혼 

나는 평범한 삶을 꿈꿉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도 낳고, 알콩

달콩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 결혼준비 및 생활

에 대한 정보제공 

- 상담 결혼자금 마련하기, 연애를 통해 배우자 찾기, 외모관리하기 

엄마되기 

특별한 이유는 못 찾겠다. 그냥 되고 싶다. - 산부인과 관련 

정보제공 및 양육

정보제공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경험쌓기, 자년양육관련 서적 읽기 

내집마련 

내 집을 마련해야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꾸미고 가꾸는 일도 큰 즐거움이 될 것임.  

- 취업자모임, 취업

장방문, 업무지원 

- 재정관리 교육 

및 정보제공 
취업상태 유지하기, 지속적으로 저축하기, 계획을 세워 지출하기. 

 

■ 45세 이후 : 노후대비 및 여가를 위한 시기 

목 표 이유 그리고 실천계획 
클럽하우스의 

지원계획 

해외여행 

가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국내에 가까운 곳을 여행 한 경험 밖

에는 없었음. 45세가 되면 경제적, 시간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때 여행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음. 

- 여행지정보제공 

- 여행지도작성 

- 여권 만들기 지

원 
해외여행을 위해 틈틈이 관련 서적 읽기. 여행지 알아보기, 여행

경비 모으기.  

노후준비 

노후에는 건강상태도 나빠지고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도 적어 수

입이 적어질 것임. 따라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

하고 해야 할 것 같음. 

- 재정관리교육 

- 자산관리 도움 



직장생활 유지하기, 노후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두기, 저축 늘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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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所協助會員達成目標的方法 

 

Anita Chan ( Phoenix Clubhouse, Hong Kong) 

 

 

大家好，我是來自香港卓越之友的陳淑芬，今天我將會談及根據會員人生計劃的支援，內容包括復康

概念，技巧及會員自身的經驗。 

很多國民收入高的國家例如英國、美國、紐西籣，均己接納復元模式為改善精神健康服務國有政策和

既訂原則‧復元並不是指〝回復患病前的狀態〞或〝減輕病徵〞，復元是關于找出人生的目的及意義，

雖然病者有殘障卻可重建自我及擁有重要的角色，會所提供一個治療環境有意義的關係、工作、健康活

動、就業、教育，鼓勵會員充當不同重要的角色。自從2011年美國物料濫用及精神健康及服務管理已確

認國際會所發展中心的會所模式是有实証的，並登記在NREPP，特別在就業復元及生活質素的範圍。 

自從2012年3月，卓越之友使用新的目標進度表，我們一起定立目標，約一至三個月後複檢，目標由

會員訂立，會所引導會員完成目標，並由會員及職員共同簽署，記綠包括目標，行動計劃及結果‧在商

議時我們使用的技巧包括一些輔導方法，例如用心耹聽，角色扮演，個人經驗分享， Solution Focus 

Coaching，Motivational Interviewing, 沙維爾模式和認知行為治療。 

讓我跟你們分享一個會員使用目標進度表的經驗，她的名字是泳琪，她主要在會所的文書部任接待,

有一天她告訴我她感到寂寞，她的社交圏子很小，其他人不願跟她做朋友，她被教堂及會所的人們抗拒，

在會所內她時常與他人衝突，她覺得會員並不如對其她會員般善待她，每次她參加小組就業，她就容易

情緒暴躁，通過人群，乘搭擠迫的交通工具及面對他人時她也感不安，她覺得街上的人都在談論她，因

為她工作較其他會員慢，所以在小組就業她有被拒的感覺，因此在小組就業及會所內她很容易發脾氣，

在商談中，我欣賞她重視友誼及他人反應，她渴望被他人接受，希忚找到工作以求滿足她的母親，此外，

她對自己工作的要求高。 

利用解決方法(Solution Focusing Coaching)的技巧，我們假設泳琪處身一新環境，想像自己渴忚的將

來，‛開始時假定你今天晚上睡覺，奇蹟地你現在所有的困難都己解決，你有很多朋友及能工作快速，

但因為你仍然睡着，所以不知道奇蹟己發生，當你明早醒來時，你感覺有什麼不同？ 你發覺自己有没

有做不同的事？你有否看見其他人做不同的事而告知你有奇蹟已發生？‛ 



她渴望的將來是： 

會員希忚與我做朋友，我感到快樂，我有一個美好的身段及吸引他人的外表，我有一個男朋友，我可

以集中工作及參與小組就業。 

我再問泳琪是否有例外的事，例如美好的事情而没有困難發生。她說： 

 在會所內我有一個朋友，她喜歡跟我談話，她很好並願意聆聽。 

 我患精神病前工作穏定，但現在很受困擾。 

 在會所內如果我集中精神做事，不理會他人的問題，我的心情比較好。 

 如果工作次數比較少，我會較容易應付小組就業。 

我接著邀請泳琪為她的現況評分，由零分至十分，假設最理想的狀況為十分，相反是零分，你覺得

自己現在是多少分？她認為是四分，因她有嘗試與會員混熟，她至少也有一個朋友，她的工作很準確，

還曾協助接待處解決問題。 

她的第一個目標是改善社交。我嘗試引導她去找方法，而不是我們提供方法。她想像她可以做她朋友

做的事。表現和諧、臉帶笑容，與人的話題也是正面的，減少對別人投訴。由她的過往經驗當中，她曾

嘗試在煩燥時作深呼吸或鬆弛運動來處理她的情緒，避免發脾氣。 

她的第二個目標是能有效地應付小組就業，在她的成功經驗中，她發覺如果她減少專注別人，她的情

緒會較好，所以她決定找一些她能集中精神做的工作。此外，為了改善她的工作耐力及處理早上的壓力，

她計劃每天限制早上梳洗的時間不多於一個半小時，再安排晚間梳洗時間，務求早上十一時前回到會所

。 

我們於一個月後檢討，她有嘗試增加笑容，覺得很困難，但當她有笑容時，別人會對她較好。她可以每

星期二於早上十一時前回到會所。 

在那時，她的新目標是想做多些運動來改善健康，選擇了在午膳時間於會所做健身氣功八段錦.。在

過去三個星期，她成功在一偏遠的地方上全日課程，車程需要一小時，能夠九時到達該地方對於她來說

是很大的挑戰。但現在她更有信心可以準時到達。 

總括而言，會所模式是有助復元的，亦是國際上精神服務的趨勢。我們使用目標進度紙及輔導技巧來

幫助會員定立目標，幫助尋找個人的資源及成功經驗來建立信心去面對將來的挑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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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하우스가 회원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 

 

Anita Chan ( Phoenix Clubhouse, Hong Kong)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의 포닉스 클럽하우스에서 온 안티나 찬입니다. 저는 클럽하우스가 회원들

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회복 이론과 기법, 

그리고 회원들의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회복 이론이란 최근에 영국, 미국, 뉴질랜드와 같은 고수입 국가들에서 국가 정책 또는  정신보건

서비스 개혁 시의 주요 이론으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질병이 생기기 전의 기능‛ 또

는 ‚증상의 차도(병이 낫는 정도)‛ 에 대응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한 사람의 장

애에 맞서서 시민권을 다시 획득하고 가치있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

에 관한 것입니다. 클럽하우스는  치료에 적당한 환경과 의미있는 관계, 생산적인 일을 제공합니

다. 뿐만 아니라, 건강, 취업,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ICCD 클럽하우스 모델은 특히 취업, 회복, 그리고 삶의 질 영역에서, 2011년부터 미국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청SAMHSA 에서 NREPP(실행과 프로그램 기반의 국가적 등기소)로서 인정을 받았습니

다. 

포닉스 클럽하우스는 2012년 3월부터 새로운 Goal Tracking Sheet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는 목표에 대해 토론하고 매 1달 또는 3달 마다 그것을 검토합니다. 목표들은 회원들에 의해 직

접 세워지고, 클럽하우스는 그들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줍니다. 우리는 회원들과 직원

들 모두에게 서명된 목표와 실제 계획 그리고 결과까지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가 토론할 당시에 

사용하였던 기법들은 그저 적극적인 경청, 롤모델링, 개인적 경험의 공유 등의 몇몇 상담 기술들

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법위주의 상담, 동기부여, 풍자 모델, 인지적 태도 치료법 등의 다양

한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Goal Tracking Sheet(목표설정종이)을 사용했던 한 회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녀

의 이름은 윙키이고, 그녀는 사무실에서 접수담당자로서 일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

는 저에게 그녀가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인간관계가 너무 좁고, 사람들은 그녀의 



친구가 되고 싶어하지 않으며, 그녀 자신은 교회와 클럽하우스에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있다

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 그녀는 다른 회원들과 자주 다투었고, 회원들이 그녀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매번 그룹 현장 실습을 할 때

면, 그녀는 붐비는 지역에서 걷는 것이, 사람이 많은 복잡한 교통수단을 타는 것이 힘들었고, 다

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불편했으며, 길가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 같았다며 좌

절했습니다. 그녀가 그룹 현장 실습에서 다른 회원들에 비해 비교적 천천히 일을 했기 때문인지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클럽하우스에서, 그리고 현장 실습 

중에 사람들에게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곤 했습니다. 

그녀와의 이야기와 토론을 통해, 저는 그녀가 우정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녀는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취업을 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그녀는 일에 있어서 그녀 

자신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법 위주의 코칭 기법을 통해서, 우리는 윙키가 그녀의 밝은 미래를 상상하도록 

했습니다. ‚당신이 오늘밤 자러 가면, 기적이 일어나서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상상해 보세요. 즉, 당신은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일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는지 모를 거에요. 

당신이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무엇이 다를까요? 기적이 일어났다면  당신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고 있고, 또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까요?‛ 

그녀가 상상하는 미래는 이랬습니다. ‚회원들은 저와 친구가 되고 싶어합니다. 저는 행복하고 예

쁜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있고,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그룹 현장 실습에도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윙키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좋은 일들, 문제가 없는 일들에 대해 물어 봤습니다. 

‚저는 클럽하우스에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녀는 저와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고, 친절하며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많은 것이 저를 괴롭히지만, 정신 질병에 걸리기 전에는 안정적으

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 제가 일에만 집중하고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 저의 기분은 나아집니다.  일이 조금 덜 자주 있다면 그룹 현장 실습에도 더 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윙키가 그녀의 현재 상황을 평가 하도록 했습니다. 0부터 10까지의 점수 중에

서, 10이 최고점 그리고 0 이 최저점이라고 할 때, 윙키는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현재 다른 회원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적어도 1명의 친구가 있고 일도 

정확하게 하고 있으니 4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문제를 고치려고 하고 있었습

니다. 



그녀의 첫번째 목표는 인간관계를 향상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결방

안을 내놓지 않고 그녀가 스스로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친

구가 하는 것, 즉 친절해지고 웃음을 잃지 않으며 긍정적으로 말하고 불평을 줄이는 것을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호흡과 휴식 테크닉을 통해 화를 내지 않도록 그녀가 좌절 할 때마

다 그녀의 감정을 제어하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목표는 일에 관해서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성공적인 경

험을 회상하면서 그녀가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줄인다면 그녀의 컨디션이 더 잘 제어

될 수 있을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그녀가 잘 집중 할 수 있는 몇몇 과제들을 선택하

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그녀의 인내심을 향상시키고 아침의 스트레스를 제어하기 위해, 

그녀는 조금 더 일찍인 11시에 클럽하우스에 도착하고, 아침에 단장하는 시간을 1시간 반으로 줄

이고 오후에 샤워를 하기로 스케줄을 다시 짰습니다. 

우리는 한달 후에 그 동안의 성과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웃을 때 사람들이 그녀를 더 

잘 대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1주에 2일은 11시 전에도 클럽하우스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건강 증진을 위해, 점심시간에 클럽하우스에서 하는 건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더 많은 

스포츠 활동을 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싶어했습니다. 1시간 이상 걸리는, 집에서 꽤 먼 

곳이지만 그녀는 3주동안 성공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아침 일찍인 9시에 도착하는 것은 그녀에

겐 큰 부담이었을 테지만 지금은 그녀는 더욱 자신감을 가졌고 여태까지도 일찍 도착하고 있습니

다.  

결론적으로, 클럽하우스 모델은 정신 보건 영역의 국제적인 트렌드와 더불어 개인의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goal tracking sheet 등의 목표 동기 부여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이 

그들의 목표를 정하고, 그들의 자원과 성공적인 경험을 찾도록 도와주며, 미래의 어려움에 직면했

을 때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