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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2006년에 이어 2012년 아시아 클럽하우스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클럽하우스를 대표하여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바쁜 시간 중에서도 컨퍼런스를 준비하여 주신 각국 클럽하우스의 회원들과 

직원들, 그리고 후원자를 비롯하여 클럽하우스 문화를 지지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정신보건 환경이 많이 변화하는 와중에도 클럽하우스는 그 존재를 

유지하면서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원동력은 지역 클럽하우스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회원과 직원의 재능이 자석이 되어 서로 

끌어당기고 융화되면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듣기의 중심에 있고, 작게 생각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독점 

한다.’고 합니다. 이번 아시아 클럽하우스 컨퍼런스를 통하여 모든 참가자들이 

아시아 각국 클럽하우스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듣기의 중심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과거에도 클럽하우스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온 것처럼, 이번 아시아 컨퍼런스도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미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문  용  훈

 태화샘솟는집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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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아시아 
클럽하우스 
컨퍼런스

일정표

09:00 ~10:30  제2주제 발표

11:00 ~12:30 워크샵 A1~A5

12:30 ~14:00   점심식사

14:00 ~15:30   워크샵 B1~B6

15:30 ~17:00   자유시간

15:50 ~16:40   국가별 대표자 회의

17:00 ~20:00   환송 만찬

09:00 ~10:30  워크샵 C1~C5

11:00 ~11:45 제3주제 발표

11:45 ~12:00 폐회식

12:30 ~14:00 접수

14:00 ~15:00 개회식

15:30 ~17:00 제1주제 발표

17:30 ~18:30 저녁식사

18:30 ~19:30 환영회

11/01
THU

11/02
FRI

10/31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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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제

사회

발표	01

발표	02

발표	03

개회사

환영사

축사

소개

축하공연

개회식  14:00 ~15:00   I   아트홀봄

제1주제 발표  15:30~17:00   I   아트홀봄

문용훈 관장, 김창모 (태화샘솟는집)

사회자

이선균 운영위원장 (태화샘솟는집)

노웅래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참가 클럽하우스 소개

소프라노 강현수, 피아니스트 정자영

La Campanella : Paganini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3악장을 Liszt가 피아노곡으로 편곡

O Mio Babbino Caro : Giacomo Puccini의 오페라 <Gianni Schicchi> 중

꽃구름 속에 : 이흥렬 작곡, 박두진 작사 한국가곡

아시아에서의 클럽하우스

김수영 시설장 (서대문해벗누리)

아시아 클럽하우스의 현황

배은미 부장, 이인희 (태화샘솟는집)

아시아 정신보건 환경에서 클럽하우스의 역할

황태연 기관장 (용인정신병원 세계보건기구 협력기관)

아시아의 클럽하우스를 위한 ICCD 전략

Jack Yatsko, Chief Operating Officer 

(International Center for Clubhous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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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저녁식사  17:30~18:30   I   식당 그린테라스 (3층)

환영회  18:30~19:30   I   국제회의장

식사는 한식으로 준비됩니다.

국제회의장에서 다과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모든 참가자들을 

환영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영회에는 접수 시 기념품으로 제공한 미니후레쉬를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공연

한국얀센&존슨앤존슨과 태화샘솟는집

태화샘솟는집의 후원자이며 자원봉사자인 한국얀센&존슨앤존슨과 

함께 컨퍼런스 참여자를 환영하는 밴드연주를 합니다. 

환영회는   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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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사회

발표	01

발표	02

발표	03

발표	04

발표	05

발표	06

제2주제 발표  9:00~10:30   I   아트홀봄

클럽하우스에서의 어려움과 극복

서현희 원장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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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진수 (송국클럽하우스)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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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사회

A2

사회

A3

사회

발표

발표

발표

워크샵 A   11:00~12:30   I   시청각실, 아트컬리지 4층

클럽하우스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시청각실

Mori Takanori (Stride Clubhouse, 일본)

 Goto Yoshiaki (Yuusen, 일본)

Kato Daisuke, Matsuba Masayo (Peer Station Yu, 일본) 

Uematsu Yumi, Kamiyama Tadakatsu (Simple Life, 일본)

Yano Akinori (You-Me-Heartful, 일본) 

양경모, 안진홍 (참살이 사회복귀시설)

교육  ▶ 아트컬리지 2

김준호, 홍수민 (태화해뜨는샘)

조상우, 정보라 (태화해뜨는샘)

최희철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운영위원의 역할  ▶ 아트컬리지 3

배은미 (태화샘솟는집)

김미정 의원 (오산시, 늘푸름 운영위원)

Teratani Takako, Ito Keiko (Sun Marina 운영위원, 일본)

김재신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태화샘솟는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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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사회

A5

사회

발표

발표

ICCD의 인증 과정과 그 의의  ▶ 아트컬리지 4

노영은, 박유선 (태화샘솟는집)

Jack Yatsko (ICCD)

Hsieh Chia Jung, Lee Chun Piao (Easy Clubhouse, 대만)

클럽하우스에서의 리더쉽  ▶ 아트컬리지 5

윤원종 (브솔시냇가)

신만철 (브솔시냇가)

정영록, 차진경 (태화샘솟는집)

Yoshida Satoshi (Clubhouse Habataki, 일본)

점심식사  12:30~14:00   I   식당 그린테라스 (3층)

식사는 한식으로 준비됩니다.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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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사회

B2

사회

B3

사회

발표

발표

발표

워크샵 B   14:00~15:30   I   시청각실, 아트컬리지 4층

취업을 위한 클럽하우스의 다양한 노력 

안진석 (서대문해벗누리)

김설영, 박은주 (서대문해벗누리)

문상숙 (브솔시냇가) 

김주학 장장 (농협하나로클럽, 태화샘솟는집 고용주)

지역사회에서 클럽하우스 모델의  

경쟁력과 역할  ▶ 아트컬리지 2

채혜란 (송국클럽하우스)

여진, 안석범 (새벗클럽하우스)

채혜란, 윤제웅 (송국클럽하우스)

김문근 교수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회원들의 자발성은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 아트컬리지 3

Kawase Hiroshi (Clubhouse Habataki, 일본)

Mori Takanori, Miwa Yoshiaki (Stride Clubhouse, 일본) 

Miwa Shuichi, Kawamura Kana (Yuusen, 일본)

Kawamura Tamotsu, Takei Narutaka (ForUs, 일본)

박주영, 정본희, 전안태 (생명의터)

▶ 시청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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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사회

B6

발표

B4

사회

발표

일 중심의 일과  ▶ 아트컬리지 4

김종현, 김현정 (해피투게더)

차태영, 김동준 (송국클럽하우스)

Luo Yuehong (Heart Wing Clubhouse, 중국)

강민정, 박지영 (해피투게더)

혼자 사는 회원을 위한 지원  ▶ 아트컬리지 5

김미경 (늘푸름)

조혜림, 전영옥, 장주현 (베네스트 비콘)

이주홍, 김광후 (늘푸름)

Yumiko Naruse, Yumiko Endo, Michiko Shimoda 

(Sun Marina, 일본)

태화샘솟는집 방문

1층 안내데스크에서 사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에서 13시 45분에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컨퍼런스 기간 중 샘솟는집 방문이 한번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가급적 방문기회가 적은 외국클럽하우스에 양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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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회의  15:50~16:40   I   아트컬리지 2

국가별 대표자가 모여 차기 컨퍼런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각 국가별로 2인씩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01

공연	02

공연	03

환송만찬  17:00~20:00   I   국제회의장

축하공연, 각국 클럽하우스 장기자랑 등의 시간을 갖습니다.

탭퍼스

국내 최초의 탭댄스 전문 공연팀으로 장르와 형식에 관계없이 작품을 

소화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퍼니밴드

금관 퍼포먼스 브라스 앙상블 그룹으로 클래식 음악과 금관악기를 

재미있는 퍼포먼스와 함께 일반 대중들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가 클럽하우스의 장기자랑

각 클럽하우스 회원과 직원의 다양한 재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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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사회

C2

사회

C3

사회

발표	

발표	

발표	

워크샵 C   9:00~10:30   I   시청각실, 아트컬리지 4층

홍보 및 후원 개발  ▶시청각실

김영중, 김명중 (태화샘솟는집)

김한울, 김영곤 (위니스)

김지희, 김충일 (태화샘솟는집)

이봉원 본부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신규 클럽하우스 개소 경험  ▶ 아트컬리지 2

김준수 (비타민)

서현희 (비타민)

조영선, 김남철 (해피라이프)

Ozaki Makoto (Clubhouse Wanath, 일본)

클럽하우스에서의 관계  ▶ 아트컬리지 3

권지혜, 이용정 (태화해뜨는샘)

김경희, 장혜령 (태화해뜨는샘)

이정아, 장원삼 (서대문해벗누리)

Inui Kanae, Sano Masami (Peer Station Yu,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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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

사회

발표

C4

사회

발표

클럽하우스 간 연계  ▶ 아트컬리지 4

Yumiko Naruse (JHC Sun Marina, 일본)

Yoichiro Ozawa (Clubhouse Habataki, 일본)

Yoshiaki Goto, Takahiro Kobayashi (Yuusen, 일본)

노영은, 김석교 (태화샘솟는집)

회원의 인생계획에 따른 지원  ▶ 아트컬리지 5

조은혜 (생명의터)

조은혜, 강태완, 유영배 (생명의터)

이경철, 김민혜 (해피투게더)

조아라 (비타민)

Janet Li, Anita Chan (Phoenix Clubhouse,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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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사회

발표	01

발표	02

제3주제 발표  11:00~11:45   I   아트홀봄

아시아에서 클럽하우스의 희망과 미래

이동훈 관장 (태화해뜨는샘)

클럽하우스 스탠다드와 사회적 역할 강화이론

- Social Role Valorization Theory 

김통원 교수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아시아 클럽하우스의 희망과 미래

Teratani Takako, 전(前) 이사장 (JHC Sun Marina, 일본)

문용훈 관장 (태화샘솟는집)

사회

폐회식 11:45 ~ 12:00   I   아트홀봄

문용훈 관장 (태화샘솟는집)

1514

11/02
FRI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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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부스 
안내

국제회의장에 각 클럽하우스의 홍보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홍보부스 운영시간은 10월 31일 ~ 11월 1일 2시까지입니다. 

각 클럽하우스는 11월 1일 2시까지 홍보물을 철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명의터

태화샘솟는집

해피투게더

새벗클럽하우스

태화해뜨는샘

늘푸름

위니스

해피라이프

Easy Clubhouse

ICCD

비타민

Habataki

Stride

Sun Marina

Yuusen

Peerstation Yu

비콘

Dandelion Clubhouse

브솔시냇가

Heart Wing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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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성플라자  
인근 편의시설

①  빕스 (패밀리 레스토랑) ④  약초마을 (한식음식점)

②  피자헛 (피자) ⑤  던킨도너츠 (도너츠)

③  대방성 (중국음식점) ⑥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수퍼마켓)

1

2

3

6

4

5

신한은행

원효대교 방면

시흥 방면

공군회관

신길초등학교

서울

여성 플라자

대방역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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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Floor

2nd
Floor

피트니스
아트홀 봄

국제회의장

헬스실

여성사전시관

18

서울여성플라자  
내부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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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Floor

4th
Floor

5th
Floor

시청각실

아트컬리지

숙소

옥외정원

숙소

식당 그린테라스

옥외정원

옥외정원

숙소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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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및		협찬

강효영, 고건우, 고딸기, 고진석, 곽경훈, 김경아, 김남식, 김명중, 

김요섭, 김재연, 김지애, 김지희, 문용훈, 문준영, 문준일, 박경나, 

박유선, 박은숙, 박희정, 배영일, 배은미, 석명선, 신배선, 심명옥, 

아현중앙교회,   오준걸, 이경희, 이대수, 이덕영, 이봉원, 이예진, 

이종연, 이주호, 전다예, 정영록, 정철민, 채문현, 최신애, 최영호, 

최주연, GS Caltex, 한국얀센&존슨앤존슨, 동서식품,  

조아뮤지컬컴퍼니, 경진건업(주)

자원봉사자	

강고니, 강준하, 강지용, 고미혜, 곽다빈, 권지연, 김근환, 김다움, 

김미지, 김명후, 김민혁, 김보라, 김성규, 김수연, 김은빈, 김지은, 

김현선, 남지윤, 박가은, 박별이, 박성은, 박수아, 박주희, 박푸름, 

반현정, 손미지, 시민정, 신민선, 심재홍, 양지희, 양진우, 오지은, 

윤다윤, 윤혜연, 이규진, 이소리, 이아진, 이정섭, 이정진, 이철우, 

정미예, 정성희, 정수연, 정지윤, 정진아, 진영주, 최경미, 최현구, 

최혜인, 허정

2012 아시아 클럽하우스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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