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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클럽하우스의 현재와 미래 

Kato Daisuke, Takahashi Rie (일본 클럽하우스 연합) 

 

Easy Clubhouse 이야기 

Hsieh Chiajung, Lee Chunpiao (Easy Clubhouse, 대만) 

 

나의 회복이야기 

Li Janet (Phoenix Clubhouse, 홍콩) 

 

나도 잘 할 수 있구나 

Luo Yeuhong (Heart Wing Clubhouse, 중국) 

 

한국에서 클럽하우스 직원으로 일하는 것 

유숙 소장 (송국클럽하우스) 

 

Just do it 

하OO (송국클럽하우스) 

 

 

 

- 외국클럽하우스의 발표 원고는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외국원고 번역에 있어서의 부족한 점이 많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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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지클럽하우스의노력
회원교제와사회에서만난친구

회원이춘표

직원 사가용

회원활동 : 
춘표와이지클럽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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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ieh Chiajung, Lee Chunpiao (Easy Clubhouse, 대만) 

 

회원활동 – 춘표의일과

회원활동 – 춘표의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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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ieh Chiajung, Lee Chunpiao (Easy Clubhouse, 대만) 

 

 

회원활동- 요리를통해 긍정적인경험

2010년다과를나누며회원과함께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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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ieh Chiajung, Lee Chunpiao (Easy Clubhouse, 대만) 

 

입원한회원면회

내가사회에서하고싶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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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표가오래된옷을새옷으로바꾸는중

준표의재무계획

춘표가아이들을
데리고법정에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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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ieh Chiajung, Lee Chunpiao (Easy Clubhouse, 대만) 

 

춘표집에불이나서, 다함께
현장에서정리돕는중

2012예술전
많은사람들과교류해서
매우즐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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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ieh Chiajung, Lee Chunpiao (Easy Clubhouse, 대만) 

 

 

사회에서친구사귀기:
2012 사회풍인예술전

사회에서친구사귀기: 2012/8/21~9/12 
두번째풍인예술전



Easy Clubhouse 이야기 /  

Hsieh Chiajung, Lee Chunpiao (Easy Clubhouse, 대만) 

 

예술전: 8/21 기자회 ‘풍’ 벽

예술전: 탈옥



 Easy Clubhouse 이야기 /  

Hsieh Chiajung, Lee Chunpiao (Easy Clubhouse, 대만)  

 

예술전: 신체-개인발표, 정신장애인자기발표

예술전: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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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ieh Chiajung, Lee Chunpiao (Easy Clubhouse, 대만)  

 

예술전: 예술관전경

예술전: 생활풍경전시



Easy Clubhouse 이야기 /  

Hsieh Chiajung, Lee Chunpiao (Easy Clubhouse, 대만)  

 

예술전: 사짂설명중

예술전: 가족의기억과감정



Easy Clubhouse 이야기 /  

Hsieh Chiajung, Lee Chunpiao (Easy Clubhouse, 대만)  

 

예술전: 가족의기억과감정

예술전: 정신장애인의설명



Easy Clubhouse 이야기 /  

Hsieh Chiajung, Lee Chunpiao (Easy Clubhouse, 대만)  

 

예술전: 정신장애인

예술전: 본인이직접설명



 

Easy Clubhouse 이야기 /  

Hsieh Chiajung, Lee Chunpiao (Easy Clubhouse, 대만)  

 

예술전: 8/25 음악발표회

예술전: 전시풍경



Easy Clubhouse 이야기 /  

Hsieh Chiajung, Lee Chunpiao (Easy Clubhouse, 대만)  

 

 

예술전:  많은사람들의관람

감사합니다.



나의 회복이야기 / Li Janet (Phoenix Clubhouse, 홍콩) 

 

Janet的復完道路 (Janet’s Road of Recovery) 

Li Janet, Phoenix Clubhouse 

 

各位朋友你哋好！我係卓越之友的會員Janet。好高興有機會參加亞洲會所會議，我想同大家分

享一下我的經歷、會所怎樣幫了我及後我怎樣面對歧視。 

記得在十七歲發病，當時我就讀中四，不能集中精神，跟不上學業，還有自殺的念頭，因而入醫

院接受治療，病程一直反覆，加上工作和學業也不太如意，通常一個人在家中，無所事事，終日胡

思亂想。後來醫生介紹我在2003年加入「卓越之友」成為會員，轉變了我的人生。我在會所找到朋

友及工作，可以重新適應群體生活，融入社會，我曾經參加過會所的過渡就業，有機會在Morgan 

Stanley and Paul Hastings大公司內任職文書的工作，透過過渡就業令我有機會在辦公室裡工作，

及能夠維持一份較長的工作，起初職員與我一同返工，教導我直至我能夠獨立處理工作為止，給了

我很大的支持。我現時每天往返會所，而我覺得最喜歡的是可以自由參與及與職員肩並肩擔任會所

工作，每當有困難時也有人幫助，例如：統計會員出席記錄，設計Poster, 更新資料，當工作能完

成時，漸漸信心也增強了。 

  我曾多次負責會所大型活動的司儀，亦為啟導課程做介紹員，幫助中國會所的發展。我於晚間活

動時教導其他會員繪畫，透過參與會所的不同活動，與會員建立真摯的友誼，大家一同參與工作及

玩耍，病中彼此關懷慰問，一起成長。如果我遇到不愉快的事，我可以與會員互訴心聲，互相關懷

和諒解，也可以找職員協助。在病愈後，又再努力向前，重投社會，重拾個人價值和目標。會所也

有協助我善用社區資源，如:聯絡社會福利處申請交通津貼，在教育方面，會所鼓勵我持續進修，

例如: 學上網，電腦班，英文班，普通話班，八段錦，急救班，等……有些是證書課程。這些課程

很適合我，也對我未來事業發展都有好大的幫助，增加競爭力，也與時並進，會所的進修閣擺放了

進修課程資料。會所也有餘閒及健康活動，我最近參加了茶藝，氣氛輕鬆，能達到活在當下的減壓

效果，享受人生。另外我也參加詠春班，在一次的公開比賽中還取得銀獎。                                                                                               

我有兩次比較難忘的經歷，第一次是在戴麟趾康復中心(卓越之友的所在地)搬遷後的開幕禮，以

卓越之友會員身份公開演講，我分享了參與會所經歷，在場有很多記者、醫護人員，區議員及嘉

賓。第二次是接受友心情網上電台的訪問，我和EVA(當時的主管)一起介紹卓越之友的服務，我亦

分享了卓越之友陪我走過心靈路上每一個難關。我認為最有意義的是因為這兩次的經歷，令我由

經常害怕被別人歧視的看法，慢慢改變了，放開心中的介蒂。中國人有一句說話是「好事不出門，



壞事傳千里」，我們通常不會把不好的事情讓別人知道，甚至現在很多親戚也不知道自己是精神病

康復者，更何況要公開以康復者的身份演講。後來，我一步步地明白原來當别人知道後也不是一

回事，因為我已康復了，我之前害怕我出鏡後會被很多人認出，他們會排斥我，但原來跟本沒有

發生。事實上，先要自己不要歧視自己，要對自己有信心，康復者的生活跟常人一樣沒有分別。

應以正確的生活態度來克服對自己歧視，没有歧視的世界，會變得和諧團結。當我成功演出後，

我有份滿足感，家人也覺光榮。會所在十月初舉辦了一個遊船河給會員及家屬參與，我協助教育

會員及家屬認識何謂精神病，鼓勵他們接納精神病，讓他們明白康復者的需要及改善溝通，能以

我的經歷去幫助別人是十分有意義的。以前家人很擔心我，經常提醒我各樣生活細節，當我還像

個小朋友，現在他們增加了對我的信心，讓我有機會獨立，雖然我還要吃藥及看醫生，我現在懂

得在情緒反覆的時候令自己放鬆及開心，用事實證明我的能力，精神病是可以康復的。我好希望

全世界都以愛心去支持精神病患者，不再有歧視。我覺得參與會所，生命變得有意義，能參與會

所的各類活動及就業，是難得的機會。會所是為精神病康復者而設的，它使我没有因為病而放棄

了人生的意義，令我更珍措生命的每一分每一秒，我身邊有家人及朋友支持我，生活上有工作、

學習、娛樂及運動，過著豐盛的人生。最後我衷心祝各位身體健康，生活愉快！多謝! 

 

 

 

 

 

 

 

 

 

 

 

 

 



나의 회복이야기 / Li Janet (Phoenix Clubhouse, 홍콩) 

 

Janet의 회복의길 

 

Li Janet, Phoenix Clubhouse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포닉스 클럽하우스의 회원 Janet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클럽하

우스 컴퍼런스에 참가하게 되서 너무도 기쁩니다. 저는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

께 클럽하우스가 어떻게 저를 도와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의 차별에 대해서 직면

하는지에 대한 저의경험에 나눠볼까 합니다.  

열일곱 살 때 저는 병에 걸렸고, 그때당시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에 대해 집중조차 할 수 없었고, 학업을 따라가지도 못했으며, 결국 자살까지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됐습니다. 결국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치료를 시작했지만, 병의 경과

는 계속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적 이였습니다. 일과 학업은 뜻대로 안되고, 집에는 종

일 혼자만 남아있고, 결국 홀로남아 허튼 생각만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2003년의 어느 

날, 한 의사선생님의 소개를 통해 포닉스 클럽하우스의 한 회원으로 되어, 저의 삶이 달

라지게 됐습니다. 저는 클럽하우스를 통해 친구와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또다시 단체생

활에 적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클럽하우스의 과도적 취업을 통해, 

Morgan Stanley and Paul Hastings이라는 회사에서 문서 작업하는 일을 맡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시작 할 때는 한직원분께서 같이 출퇴근하며 제가 혼자서 일을 해

낼 수 있을 때까지 엄청난 도움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다른 직원들과 서로도 와가며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회원출석기

록 통계하는 일, 포스터 설계하는 일, 데이터 및 자료를 업데이트 하는 일인데, 이런 일

들을 해내면서 저의 자신감은 더욱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클럽하우스에서 열리는 대형 활동에서 여러 번 사회를 맡아보았고, 계발과정에서 

소개인으로 중국에 있는 클럽하우스 발전에 대해 기여를 했습니다. 클럽하우스 저녁활동

을 통해 다른 회원들에게 미술지도를 할 수 있었고, 이 같은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클

럽하우스 회원들길이랑 일도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기 도하면서, 서로 우리들의 병을 치

유해나갔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서로 얘기를 통해 풀고, 직원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이 낫고나 서는,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클럽하우스에서 도와

줬습니다. 사회복리처에 교통이용 보조금 신청 등이나, 아니면 각종자격증을 따는데 도

움을 줬고 저 한태 잘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의 삶에 대

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클럽하우스 활동 중 취미 등 건강 활동도 있는데, 그중

에서 저는 다도(茶藝)를 통해 기분도 전환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또 영춘권을 배우면서 

대회에 나가 은메달도 땄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 있었던 일중 제 기억에 가장 남는 두가지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포닉

스 클럽하우스가 새로 이전을 하고 클럽하우스 개막식에서, 클럽하우스 회원을 대표하는 



자로서, 기자들과 지역의원, 그리고 의료인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와 클럽하우스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송사에서 요청을 받아, 저와 

EVA(당시 당무자)와함께 방송을 통해 포닉스 클럽하우스 소개와 경험들을 얘기할 수 있

었습니다. 제 기억에 가장깊이 남아있는 이유는, 월래 저는 저의 병에 관한 얘기나 다른 

얘기들을 안 좋게 여기며,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친척들도 모르는 사실인데, 

이런 기회를 통해 저에 관한 사실을 남에게 얘기하면 부끄럽거나 남들에게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더 이상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방송을 통해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저를 배척하고 차별당한다고 두려워했었지만, 그런 차별들은 처음부터 없었고, 중요한 

점은 우리들은 이미 클럽하우스를 통해 회복이 되었고, 우리 스스로부터 우리에 대한 차

별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우리들은 사람과 다른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생활태도 등을 통해, '차별'이라는 것은 버려야,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성공적으로 출연을 마치고, 저도 큰 만족을 느꼈고, 가족들도 저를 대견스럽게 여

겼습니다. 클럽하우스가 10월초에 주최한 이벤트어서도, 제가 회원과 회원가족들에게 정

신병에 대한 소개와 설명에 대해서 도움을 줬으며, 정신병을 받아들이는 것을 도와줬습

니다. 제 경험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있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전

에는 가족들이 항상 저에 대해 걱정을 하고, 저를 아기처럼 여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에게 대한 믿음도 늘었으며, 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저는 아직

까지 병원에 다니며 약도 복용해야해야 하지만, 지금은 제 기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 생겼고, 병 또한 이겨낼 수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세상 모두가 관심과 사랑

을 가지며 정신장애인을 위해 지지해주었으면 합니다. 저에게 있어 클럽하우스에 참가하

는 것은 삶에 변화에 대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클럽하우스를 통해 각종 활동에 에 

참가하는 것도 드물지 않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클럽하우스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곳이

며, 클럽하우스를 통해 병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려던 저를 바꾸고. 저의 생명을 더욱 소

중하게 여기도록 도와줬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도 저를 지지하고, 저는 일자리를 얻게 

되었으며, 배움과 취미활동, 운동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푸짐한 삶은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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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an do well! 
 

Luo Yeuhong, Heart Wing Clubhouse 

 

 
Hello to every one of you from the clubhouse all over the world! 

First, I am so grateful and honored to share my stories with you through Asian 

Clubhouse Conference which was prepared devotedly by Taewha Fountain House. 

My name is Ruo You Eh Hong from Hunan Changsha Hot Wing Clubhouse, China. I 

would like to first introduce Dr. Sun She ze, the director of Changsha Mental Hospital. 

Dr. Sun She ze has worked enthusiastically for 20 years in the mental health field and 

has helped a lot for the development of Hot Wing Clubhouse. We are so grateful for 

the continuous support through the sacrifices and efforts that Dr Sun has made for us.  

Hot Wing Clubhouse is the first clubhouse of China, founded in 2007 and certificated 

from ICCD in 2009. Currently, there are 500 people taking part in the clubhouse. While 

we experienced sense of accomplishment and pleasure through the process of 

development, we encountered many difficulties and hardships as well. However, the 

reason why we didn’t give up and marched ourselves on was that we all had the 

conviction in our hearts that we could do better. In my speech,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the story of Achang, especially how he overcame the difficulties and finally 

succeeded in adapting himself to the society.  

In 2000, when Achang was a college freshman, he suffered from schizophrenia. Even 

after being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Achang continuously locked himself in home 

and led a very unstable life with days and nights changed. Although he was lonely and 

desolated, he was afraid of interacting with others. He gave up his studies, grew away 

from his friends, and was always trembling with fear and fright. 

At the end of the year 2007, Achang came to our clubhouse through the help of local 

society service. At first, he always hesitated and even had difficulties in sitting or 

standing still. Whenever he was spoken to, he would turn around and go away without 

a word. For a long time, he spent much time alone, getting along with nobody. Despite 

these circumstances, Achang’s staff in charge didn’t give up and encouraged Achang 

to realize his full potential and possibilities after great patience and endeavors. One day, 

we took out chairs from supply room to prepare for the clubhouse meeting. Quite 

unexpectedly, Achang asked us if there was anything that he could help, such as 

wiping the chairs. And he worked very hard and diligently. 

There was once a chance to talk about each other’s advantages and strengths in 



front of many people. A lot of people talked about Achang’s strengths. The staffs 

praised his diligence when helping them clean the room. Even the clubhouse daily 

newspaper complimented Achang on his good deed. After, Achang wrote his strengths 

and advantages that people told him on the paper and looked at it every morning to 

encourage himself. In that way, he gained confidence and self-esteem. After two 

months, Achang finally made two friends named Chiao Chao and Ta Yang. He stared to 

talk about his own stories with them and started to speak much.  

Also, he managed to finish many works successfully. Achang had a habit of lowering 

his head. Whenever he bowed his head, his two friends, Chao Chao and Ta ayng would 

advise him to lift his head and would tell him to see himself in the mirror. After 

repetitive advices, Achang finally cured his bad habit and his eyes were glittered with 

confidence. Not only that, he also became more skillful in work. 

As Achang gradually changed positively in the clubhouse, one member of the clubhouse 

offered him a chance to start a food delivery job. Achang responded with little 

conviction as he had not done any job so far and as symptoms of the disease 

continued to appear. He was also uncertain if he could make new companions and was 

doubteful if he could do the job well. However, many staffs and members of clubhouse 

encouraged him and one staff went to the workplace with Achang and his close friend 

and introduced Acahng to the employer. Achang finally regained his confidence and 

managed to interact with his coworkers and to listen to others.  

He also learned how to work with others. After finishing his work, he would help 

others do their work and the coworkers praised him for his considerations. When 

Achang has worked for two months, he found the lost purse of one customer. The 

customer who was touched by Acahng’s sincerity gave a pennant as a gift in 

appreciation. Although the period of adjustment was supposed to be three months 

originally, Achang was employed formally within only two months. Even though he had 

auditory hallucinations and shaking hands as side effects of medication, those things 

didn’t affect his job. Achang managed to complete five reports every month since he 

was a skillful writer. He also actively took an exam for the salesperson position. 

Achang grew a lot and adjusted himself very well to the society.   

Currently, Achang visits clubhouse frequently. Every time he visits, he shows us his 

salary bankbook and says that he is now living well as he has saved much money and 

has opened an installment savings account thanks to the clubhouse. Before, he had to 

depend on his mother for his living, but now his mother can rely on him to sort 

everything out by himself.  

Finally, I want to deliver Achang’s message before ending my speech. He says, ‚I 

was afraid of speaking up because I was worried about my mistakes in front of many 

people. I used to live very simple and repetitive life, going straightly home after 

finishing work. However, as people show interests to me first, I was able to open my 



mind and start to interact with my companions. I could enjoy every recess time and I 

could also do my work more easily. Clubhouse is a mysterious and magical place. Let’

s put our every effort to make the clubhouse bigger and mor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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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잘 할 수 있구나 

 

Luo Yeuhong, Heart Wing Clubhouse 

 

 

세계 각국 클럽하우스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태화샘솟는집에서 심의 기울

여 준비한 ‘아시아 클럽하우스 컴퍼런스’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중국 후난 창사심익클럽하우스에서 온 뤄

유에홍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창사시 정신병원의 선쉐즈장님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선원장님께선 정신위생분야에서 20여 년 동안 힘을 쓰셨으며, 

심의클럽하우스의 발전을 위해 수많은 도움을 주셨고, 노력과 희생을 끊임없이 받쳐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중국의 첫 클럽하우스 으로써, 2007년도에 설립되었으며, 2009년도에서 국제적으로 인정

되었으며, 현제 500여명의 구성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기 

전에 기쁨과 성취감도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 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마음속에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신념

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클럽하우스 회원 중 아촹이 어려움

을 극복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고 싶습니다. 

2000년, 아촹이 대학교 일학년을 다니고 있을 때, 정신분열증은 앓게 되었습니다. 입원하

다가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자기를 집안에 가둬놓고, 낮과 밤이 뒤바뀌게 

됐습니다. 아촹은 외로우면서도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병 때문

에 그는 학업을 잃고, 친구들과 멀어졌으며, 항상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2007년도 연말에 아촹이 지역사회서비스의 도움을 통해 우리 클럽하우스에 오게 되었습

니다. 온지 얼마 안 된 아촹은 머뭇거리며, 얌전히 앉거나 서기도 어려웠습니다. 아촹에

게 말을 걸면, 항상 돌아서고 가버렸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촹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

리지 않으며 혼자 지냈습니다. 아촹의 책임자는 엄청난 인내심과 노력 끝에 아촹의 가능

성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하루는, 클럽하우스에서 한 모임참

석을 준비하기 위해, 보관실에 있던 의자를 꺼내왔는데, 누가 같이 의자 닦는 거에 도와

줄 수 있나하니, 아촹이 뜻밖에도 같이 하겠다고 하고, 일도 무척 열심히 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클럽하우스에 있는 여러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상대방의 장점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촹의 장점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클

럽하우스의 직원들도 아촹이 청소하는 일을 열심히 도와주는 모습도 칭찬해주었으며, 클

럽하우스 매일신문에서도 아촹을 칭찬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촹은 남들이 얘기해준 

자기의 장점을 적어났다가, 매일아침 일어나면 쓴 것을 보고, 자기의 자신감도 키워나갔

습니다. 그러면서 두 달쯤 지나 아촹이 클럽하우스에서 샤오차오와 따양 두 친구를 사귀

게 됐습니다. 셋이서 서로 얘기할 때도, 아촹이 자기의견도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아촹의 말도 많아졌으며, 여로가지 일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가끔씩 일을 



맡기면 척척해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는 버릇은 못 고쳤지만, 샤오차오와 따양이 

항상 옆에서 ‚고개들어‛ 라고 얘기해주고, 거울의 비춰줘서 아촹스스로 자기 모습을 

보라고 얘기해줬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가 아촹이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게 되었

고, 아촹이 눈빛에서도 자신감이 넘쳤고, 일도 더욱더 잘하게 됐습니다. 

아촹이 클럽하우스에서 점점 변화하면서, 2009년 11월, 클럽하우스에 있는 다른 한 멤버

가 아촹한태 음식점 배달하는 일을 소개시켜주었습니다. 아촹은 자기가 일도 해본 적이 

없고 아직 병도 다 안 낫은 데다, 증상까지 남아있어, 다른 직장동료들과 친해질 수도 

없고 절대 일을 잘해낼 수 없다고 자신 없어 했었지만. 클럽하우스직원과 회원들이, 아

촹이 힘을 낼 수 있게 용기를 주고, 한 직원과 아촹의 친한 친구랑 함께, 아촹을 대리고 

그 직장을 찾아가서 아촹에 대해서 먼저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촹에게 자신감을 

주고, 아촹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촹도 그 직장동료들과 함께 교류도하고, 다른 사

람의 의견도 들어줄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일도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기 

일을 다 마쳤을 때는, 다른 동료일도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 모습에 동료들이 항상 

아촹을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아촹이 시용기간 2달째 될 때, 한손님의 지갑을 다시 되찾

아다 줬는데, 그 손님이 아촹을 칭찬하기위해 페넌트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월래 아촹의 

시용기간은 삼 개월 이였는데, 두 달 만에 정식고용 됐습니다. 클럽하우스의 도움 끝에, 

아촹은 꾸준히 일을 잘하게 될 수 있었고, 비록 환청도 들리기도 하고, 약복용량도 줄이

지 못했고, 약부작용 때문에 손 떨림도 있지만,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글도 아

주 잘 쓰는데, 매월 점장님에 5편의 보고서를 내라 고해도 잘 제출하며, 영업사원 모집 

시험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자기가 사회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항상 노력합니다.  

지금아촹은 자주 클럽하우스에 들리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아촹은 자기가하는 일에 대해

서 열심히 자랑하고, 매우 즐거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촹이 자주 자기의 통장을 

들고 와서 보여주는데, 자기가 이렇게 대단하다면서, 돈도 많이 모으고 있다고 하고, 예

전에는 어머니한태 기대서 살아야 했지만, 지금은 어머니께서 아촹한태 마음 놓고, 안심 

할 수 있고, 생활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촹이: 예전에는 제가 말하기도 두려

웠고, 남들 앞에서 실수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직장을 처음 다닐 때에는 일끝나면 바로 

집에 가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삶은 살고 그랬는데, 점점 사람들과 교류도 많아지고, 저

한테 많은 관심을 보여줘서, 저도 점점 마음을 열고, 동료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 되고, 

쉬는 시간에는 같이 즐겁게 보내게 됐고, 일도 점점 쉽게 해내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럽하우스는 신비한 곳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클럽하우스가 점점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합시다. 

 

 

 

 

 

 

 



한국에서 클럽하우스 직원으로 일하는 것 / 유숙 소장 (송국클럽하우스) 

 

한국사회에서 클럽하우스 직원으로 일한다는 것은? 
 

유숙 소장, 송국클럽하우스 

 

 

저는 일반사회의 다른 독특한 문화를 가진 클럽하우스 공동체에서 회원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분야의 일반적인 흐름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많은 교육생을 접하

게 되면 다시 한번 클럽하우스의 문화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2010년 4월 ICCD인증과정을 거치면서 클럽하우스 스텐다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한 아주 긴 시간동안 활발하고 진지하게 직원과 회원들이 토론을 하기 시

작하였습니다. 아주 의미있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비공식적인 것을 포함하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폭넓게 이해되는 우리나라의 관계에 

익숙한 저에게 클럽하우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관계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동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친구와 일을 하는 직장동료는 엄연히 구분을 하고 있는 문

화 속에서 friendship을 포함하는 개념인 Partnership은 많은 부분 결단이 요구되는 개념

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회조직은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써의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Partnership을 강조하는 클럽하우스에서는 전

문가적 위치도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사회에서 이야기하

고 있는 관계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클럽하우스에서의 관계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서는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클럽하우스에서의 관계란 인격적 성숙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한글로 번역한 

스탠다드를 접하면서 영어원문에서 이야기하고자하는 단어이면에 있는 미묘한 차이를 알

아차리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끓임 없는 대화가 필요하였습니다. 서양문화 속에서 탄

생한 클럽하우스는 확실히 그 어느 것 하나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서양에 비해 동양사회는 보다 관료적이라고 합니다. 관공서에 보고해야할 자료를 만드는 

일이 직원의 업무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다 많은 

시간을 직원들이 회원들과 함께 부서업무에 집중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낼 것인가? 

라는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도전 외에도 신규직원에게 스탠다

드가 포함하고 있는 철학적 의미를 어떻게 전달하고 공유할 것인가? 부족한 재원으로 회

원들이 하고 싶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여러 경험을 

통한 자극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성질 급한 한국 사람으로서 회원과 직원이 함께 

만든 성과를 끈기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가? 야근 많은 직원들에게 회원들의 의도와 

소망을 듣기 위해 에너지를 방출하여 소통이 가능하게끔 어떻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

도록 배려할 것인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회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줘야한다는 부

담감을 어떻게 내려놓도록 만들 것인가? 선생님에 대한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 직원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를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직원이 만능이 



아님을 어떻게 전달 할 것인가? 우리나라 행정체계에서 지원하는 것과 클럽하우스문화에

서 추구하는 것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설과 추석명절에는 119대원과 응급실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어진 딸과 아들, 며느리와 사위의 역할을 강요받는 사회에서 

기꺼이 즐겁게 명절행사를 하기 위해 어떻게 회원과 직원의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 야

간서비스가 없는 클럽하우스에서 늦은 시간 걸려오는 회원들의 전화에 어떻게 응답할 것

인가? 지금도 끊임없이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송국클럽하우스는 새로운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08년 클럽하우

스 이전을 하게 되면서 크고 작은 일을 직원과 회원들이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클럽

하우스가 이전할 장소를 물색하고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후원자를 개발하는 일을 하

였습니다. 일주일간 짐을 싸고 트럭으로 나르면서 함께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2009년 4

개월간의 미션빌딩을 통해 송국클럽하우스의 미션과 비젼을 재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송국클럽하우스가 추구하는 7대가치 대해 토론을 통해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

리가 나아가야하는 방향을 정하는 가슴 뛰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인간

관계의 새로운 깊이를 가져다주었고 클럽하우스에 대해 더욱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계기

가 되었습니다.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한 해답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가능성에 대한 집중, 상

대방에 대한 신뢰와 진정한 의미의 배려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직원이 즐

겁게 클럽하우스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클럽하우스 직원 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들이 클

럽하우스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클럽하우스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직원과 회원이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 많은 

일을 함께 함으로써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회원

과 직원과의 관계, 관리자로서 직원과의 관계, 고용주와의 관계, 지역공동체와의 관계도 

클럽하우스 문화 속에서 건강하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시아컨퍼런스에서 한국사회에서 클럽하우스 직원으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이 자리가 클럽하우스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를 바랍니다. 매력적인 여러 클럽하우스에서 오신 많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경청해주셔

서 감사합니다. 

 

 

 

 

 

 

 

 

 

 

 

 

 

 



Just do it / 하OO (송국클럽하우스) 

 

Just do it 
 

하OO, 송국클럽하우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송국클럽하우스에서 온 하진수입니다. 저는 클

럽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회원

의 입장에서 송국클럽하우스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현재 당사자간사로 활동하면서 느

낀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송국클럽하우스에서 10년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있으면서 인근에 

클럽하우스가 생긴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활동을 하게 되면서 나

는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체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였고, 

점심준비를 하기 위해 장보고 요리를 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만들기 프로그램에도 참

석하였으나, 직원과 회원이 함께하는 외출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청소를 하고 마침모임

을 하며 오늘 하루의 소감을 한마디씩 하면서 클럽하우스에서의 하루일과를 마무리하였

습니다.  

독립을 하고 싶어도 오랜기간 동안 요양원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혼자 요리를 하는지, 

은행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빨래를 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무

엇보다 아파트로 독립을 할 때 도와주었던 많은 직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아파트를 

신청하고 계약하는 일은 나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일이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을 함께 정리해주었고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

었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한 첫날 청소를 하다가 유리창을 깨트렸습니다.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청소를 했습니다. 드디어 독립하였다는 기쁨과 행복감도 잠시였습니다. 

다시 집은 지저분해지기 시작하였고 아파트에 아는 사람이 없어 주말이 무료하기도 하였

습니다. 세탁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주말이면 직원에게 전화하여 세탁기 사용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반찬이 없어 또 직원에게 전화하여 요리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미안하기도 하였고 또 독립생활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당장 세탁기를 사용해야 주중에 미뤄둔 빨래를 할 수 있고 그래야만 다음날 클럽하우스

에 출근할 수 있는데 나의 일방적인 욕구 때문에 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가족과 함께 보

내고 있는 시간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클럽하우스모델

에서 말하는 관계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나의 생각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직원에게 이야기하면서 회원과 직

원과의 관계를 좀더 명확한 개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세탁기로 빨래

를 잘 하고 공과금을 내고, 장을 보고 주말에는 도서관을 찾아갑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고 한 번의 재발위기가 있었지만 직원과의 면담과 가정방문을 통한 실제적인 지원으

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독립주거회원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아파트에서 혼자 살기를 희망



하는 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더 많아

졌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분명 클럽하

우스 활동 혹은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클럽하우스 운영은 회원과 직원이 함

께 결정한 공동의 목표를 하나된 마음으로 진행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것을 제

가 송국클럽하우스를 활동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2009년 사회복귀시설협회에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당사자 리더십 프로그램을 한

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송국클럽하우스 다른 회원들과 함께 리더십교육을 받았습니다. 

세계정신장애인 운동과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에 대한 내용 등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10년 한국정신장애자연합회가 창립되었고 저는 부산권 이사로 선

출되었습니다. 지원되는 사업은 끝이 났지만 아직까지 자조모임을 통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증상에 대처하는 방법, 관련법률, 여가생활 등을 이야기하고 식사를 

함께합니다. 

올해 부산의 다른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과 당사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를 상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회원이 본인의 재활경험과 국가에 바

라는 점을 정리하여 발표하기로 하였고, 부산시 공무원, 시의원, 교수님 등 여러 전문가

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로 하였습니다. 세계의 위인들 중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송국클럽하우스에서 이 일을 대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하는 일이라 쉽지

는 않겠지만, 다함께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와 신념만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도 회원들이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삶의 리더십을 가지고 회복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