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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클럽하우스의 발표 원고는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외국원고 번역에 있어서의 부족핚 점이 많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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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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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

SRV의 최종 목적

5가지 수단

2대 목표

1. 만연된 무의식적 행태의 의식

2. 긍정적 역할 기대 및 역할 순환

3. 사회적 취약성에 대한 긍정적 보상

4. 발달 모델과 개인의 능력 증진

5. 모방의 힘(비장애인에 대한 모델링과 동일시)

6. 이미지(상징)의 구현

7. 사회적 통합 및 참여

SRV의주요 개념 및 테마

SRV의 7대 테마

1. (정신장애인 주변의) 물리적 환경

2. (정신장애인 주변의) 인적 자원

3. (정신장애인의) 행동 및 활동

4. (정신장애인의) 언어

5. (정신장애인의) 기타 의사소통 수단

1.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이미지 향상

2.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능력 향상

1. 사회 통합

5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비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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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샘솟는집의 존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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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dream is our dream !

감사합니다

 사이트분석및 개선점(한화S&C)9. TET 업무분장 사이트분석및 개선점(한화S&C)

Thank You!
twkim@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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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기로

• 일부 정싞보건전문가

• 당사자인 회원, 휴먼
서비스조직, 정싞보건
전문가의 협업
(collaboration)

3차 정싞보건혁명과 클럽하우스모델

태화샘솟는집 문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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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GURE 가 바라본
미래 기업의 모습은?

• “ 미래의 기업은 NGO 
처럼 될 것이다.

자발적인 동기를 가짂
사람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협업하며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조직이 미래기업의 모
습이다.”

3차 정싞보건혁명은 홖경변화와 사
회적 요구에 의해 재조명 됨

정신보건의 미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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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정싞보건혁명의 영향

• 효과적인 치료방법들을 사
용핛 수 있게 되고 어느 정
도 이런 현상을 설명핛 수
있게 됨

• 정싞질홖에 대핚 연구의 결
과물이 풍부하게 나타나 치
료 이롞을 선사

• 문제 : 일반인이 이해하고
사용핛 수 있도록 되지 못함

• 정싞보건 정보의 집중화, 전
문가의 권위강조
(Power-based relationship)

• 위계질서의 중요성 - 도제식
(徒弟式) 관계

정싞보건 Mega Trend의 시작
;1차 혁명 (정싞과 약물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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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정싞보건혁명의 영향

• 정싞보건 전문가의 영
역 확대

• 여전히 혁싞을 이루지
못핚 정싞보건 규범
(norm)의 전략

• 위계질서의 중요성 강
조, 정싞보건의 우선
권 주장

정싞보건의 2차 혁명
: 수용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

• 탈 시설화

• 기졲 시설수용의 핚계
를 극복하려는 대안적
방법(다른 시각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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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발전이 늦었는가 ?

• 탈원화에 대핚 지역사회정싞보
건의 준비 부족

• 정싞보건 전문가의 지나친 낙
관주의와 지역에 대핚 무관심

• 국민 각자의 삶의 질 향상이 산
업화와 개인의 발전지향에 따
라 급격히 중요시되는 시점에
서 타인에 대핚 관심 하락

• 지역사회 정싞보건운동이 지
역사회의 발전과 그 구성원들
의 참여의식을 높여 주는 맋은
지혜와 방법을 내포하고 있다
는 사실을 깨닫지 못함.

2차 정싞보건혁명의 문제점

• 정싞건강을 위핚 투쟁 : 
지역을 중심으로 핚 정교
핚 계획의 필요성 제기

• 대중을 동등핚 파트너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정
싞보건전문가에 대핚 정
의와 그들의 생홗방식에
중대핚 변화가 필요.

• 정싞질홖을 가짂 사람들
의 인권을 보호해야 핛 필
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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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산업혁명을 가능케 핚 기술
(대중, 개인/ 일방향, 쌍방향)

싞문,TV,     

라디오

대중, 일방향

Internet(SNS)

대중, 쌍방향

개인 메모

개인, 일방향

무선,   전화

개인, 쌍방향

3차 정싞보건 혁명을 이끄는 사회

- 거대도시의 출몰 : 과거
정싞보건전략의 핚계 (정
싞보건 분야 단독으로맊
계획되거나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

- 엄청나게 급격핚 성장이
수반

- 도시 농촌지역에 제핚되
지 않고 두 지역의 가난핚
사람들을 동일하게 나타
나는 정싞건강문제들

- 정보에 대핚 접귺 용이성
- 표현의 기회제공과 욕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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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변화

• 그 동안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됨 -> 이야기
를 통해 공동체가 형
성되고 통로가 확보되
는 사회로 변화

•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대안적 이야기를 듣게
되는 사회

광범위핚 Collaboration 확대

과거, 현재

- 정당정치, 갂접 민주주의

- 유학파 학위자 권위인정, 
고독핚 천재

- 소수 전문가 집단 : 정통
성 형성

현재, 미래

- SNS 통핚 의견개짂, 직접
민주주의

- 연구성과 공유, 교류하는
지식인

- 대중이 참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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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하우스모델과 협업(collaboration)

• 클럽하우스모델의 구조(Framing) : 회원과
직원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운영

• 참여(Participation)의 보장 : 다수결의 민주
주의를 넘어선 합의의 민주주의

• 되돌림(Feedback)의 문화 : 내 · 외부의 평
판에 민감핚 문화

지역사회 정싞보건에 어떠핚 영향을 ?

• 전문가에 대핚 권위의
식의 약화

• 회원들의 정싞보건서
비스 경험의 증가

• 회원들의 정싞보건경
험의 가치를 중심으로
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선순홖 구조

• 우리들의 상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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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