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샵 A

A1. 클럽하우스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Kato Daisuke, Matsuba Masayo (Peer Station Yu, 일본)
Unematsu Yumi, Kamiyama Tadakatsu (Simple Life, 일본)
Yano Akinori (You-Me-Heartful, 일본)
양OO, 안OO (참살이 사회복귀시설)

A2. 교육
조OO, 정OO (태화해뜨는샘)
최희철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3. 운영위원의 역할
김미정 의원 (오산시, 늘푸름 운영위원)
Teratani Takako, Ito Keiko (Sun Marina, 운영위원, 일본)

A4. ICCD의 인증 과정과 그 의의
Jack Yatsko (ICCD)

A5. 클럽하우스에서의 리더쉽
신OO (브솔시냇가)
정OO, 차OO (태화샘솟는집)
Yoshida Satoshi (Clubhouse Habataki, 일본)

- 외국클럽하우스의 발표 원고는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외국원고 번역에 있어서의 부족핚 점이 많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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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분과회
「클럽하우스를 목표로 하는 그룹으로의 연구법」

동료와 같이 배우는 것의 의의
～일본판NCDT 및 FOLLOW 사업에서～

Clubhouse Peer Station Yu
( Nara / Japan)
Daisuke Kato / Masayo Matsuba
1

최근 일본 CH의 상황
2006년이후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사업체계 가운데 어떻게 클럽하우스 모델을
실천해야 하는지 불투명

5개의 클럽하우스간의 연계, 협력체계를 정리하는 것이 곤란

클럽하우스모델에 관한 정보발신, 실천보고, 강연회등을 할 수 없다

CH모델에 관한 홍보
활동의 정체

CH모델의 인지와
존재감의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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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① 장애인자립지원법 가운데 클럽하우스모델을
실천하는 의미와 필요성을 공유함
② 일본의 5개소의 클럽하우스간의 연계와
협력체계를 강화

③ 클럽하우스모델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모임의 연락을 중시
④ 클럽하우스모델에 관한 이해와 계발을 도모하기
위한 연수회를 기획한다.
3

（１）클럽하우스모델을 배우기 위한
연수회

ICCD
New Clubhouse Development Training（NCDT）

일본에서 실시를 검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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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미국판NCDT시찰
2010년10월 St. Louis, Missouri에서 NCDT개최
「피어 스테이션 유우 」
회원 1명. 직원1명 시찰

5

（２）일본판NCD의 실시
2011년 1월 일본판 NCDT를 실시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클럽하우스를 목표하는
5개의 그룹과 기존의
5개의CH에 의한 합동연수

ICCD와 태화샘솟는집의
협력

【목적】
① 클럽하우스 설립을 목표하고 있는 그룹에 대하여 CH모델의 기본적인
내용과 설립 시 중요한 포인트를 배운다
① 기존의 5곳의 클럽하우스의 회원. 직원이 평상시 실천을 회고하는
것과 관계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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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일본판NCDT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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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일본판NCDT참가자의 감상
회원과 직원이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움
클럽하우스가 회원의 회복에 도움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머리로 생각한 것과 상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클럽하우스 설립까지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잡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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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follow-up사업
• 일본판NCDT에 참가한 5개 그룹의 연수 후의
상황과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서 followup사업으로 2가지를 실시

① follow-up방문
② follow-up연수회
9

（３） follow-up방문
일본판NCDT에 팜가한 5개 그룹에 대해서 5개
클럽하우스의 회원과 직원이 분담해서 방문

연수 후의 변화, 새롭게 개시한 활동, 직면한 과제
등에 대해서 의견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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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follow-up연수회
2012년１월 follow-up연수회를 실시

일본판NCDT후(1년후）의 활동을 확인하고, 5개
그룹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리, 확인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클럽하우스모델의 실정과
실천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의
3개 클럽하우스로부터 협력요청

①
②
③

태화샘솟는집
생명의 터
해피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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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follow-up연수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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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follow-up연수회참가자의
감상
같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곤란한 상황에 있어도 궁리해가면서 먼저
성장한 한국의 클럽하우스 실천을 알 수
있어서 자신감을 얻었다
한국 상황과 활동을 들음으로 평상시
활동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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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① 일본에서NCDT나 follow-up연수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일본의 클럽하우스에게는 큰 달성감과
약간의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었다.
② 일본의５개 클럽하우스와 클럽하우스를 목표하는
그룹과의 관계가 구축되어 쌍방의 거리가 줄어들었다

③ 클럽하우스의 국제성과 클럽하우스모델의 의의를
재확인하는 것이 가능했다
④ 일본의 클럽하우스발전을 위해서 한국의 클럽하우스나
14
ICCD와의 연계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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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⑤ 클럽하우스모델에 관한 연수회나 학습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의 중요성과 강사를 일본 클럽하우스
관계자로 구성해 가도록 한다
⑥ 클럽하우스모델에 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클럽하우스 모델에 관한 정보나 설명자료를 충실화 해
나간다
⑦ 매력적인 클럽하우스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비젼과 목표가 중요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공유와
확인하는 것이 중요
⑧ 클럽하우스는 가까운 곳 그리고 전세계에 동료가 있으며
같이 배우며 생각하며 협력 해 주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15
않도록 한다
)

1

마지막으로
・Never Give Up
・Never Stop Meeting
・Never Stop Doing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의논한다
・항상 행동한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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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クラブハウスモデルの理解と普及に向けた基礎的研修会』（２０１１年）と
『前回のフォローアップ研修会』（２０１２年）に参加して
シンプルライフ 植松有美

「シンプルライフ」は、『クラブハウスモデルの理解と普及に向けた基礎的研修会』（２０１１年）
と
『前回のフォローアップ研修会』（２０１２年）に参加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クラブハウスモデルの理解と普及に向けた基礎的研修会』（２０１１年）では、「シンプルライフ」
としてのビジョンを明確にすることが大切と強く思わされました。また、経済的基盤を築くために、
様々なところとコンタクトを取って連携していくことが必要であることも教えられました。
この研修の後、「シンプルライフ」ではハウスミーティングで「シンプルライフ」のビジョンについ
て話し合いました。その時には、
・ 相互支援を基盤として、一人ひとりが自分らしくリカバリーしていく。
・ 一人ひとりが主体となって、（グループ）を作り上げていく。
・

「独りぼっちじゃない」と思える場にしていく。

ということが挙げられました。
また、ニュースレターの発行や「シンプルライフ」を紹介するパワーポイントの作成及びパンフレ
ット作成等を通し、地域や関係機関等に「シンプルライフ」の存在をアピールしていきました。 経 済
的基盤を築く為に、スポンサーとなってくれそうな企業への働きかけは出来ていませんが、区や助成
団体への働き掛けは強化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
『前回のフォローアップ研修会』（２０１２年）では、『クラブハウス』とは何か、メンバーとスタッ
フのパートナーシップとは・・・？ということを深く考えさせられました。私としては、『クラブハ
ウス』という形や組織を作るためにメンバーやスタッフが居るのでは無く、メンバーの為に『クラブハ
ウス』があるのだということを再確認致しました。スタッフはメンバーの回復の過程を共に歩ませて
もらいながら、その中でスタッフの役割を果たしていく。その過程でスタッフも成長させて頂いてい
るのだと強く思わされました。
また、「シンプルライフ」の存続のためには、どうしても経済的基盤が必要であることを改めて実
感致しました。
この研修の後も、ハウスミーティングで話し合いを重ね、現時点では以下のような「シンプルライ
フ」の短中長期目標を掲げて取り組んで行こうとしています。

総合目標
○ 障害の有無に関わらず、人間としての尊厳の回復をめざす。
○ 一人一人が自分らしい生き方を発見し、人生を再構築していく。（リカバリー）
○ 共生社会（「We are not alone」）の構築。
中長期目標（５～１０年後）
○ 就労を希望している方々への支援の充実
＊ 過渡的雇用先の創設・・・PC 講師との協働
＊ 就労移行支援事業所との連携強化
○

経済的基盤が確保出来れば、世界クラブハウス会議・３週間研修などに参加。

○ 一人暮らしが困難な方々への住居（永住型）の創設
＊ ケアホーム
＊ シェアハウス

等

短期目標（１～３年後）
○ 早くて 2014 年度に地域活動支援事業Ⅲ型の認可を得て、経済的基盤を確保し、常勤スタッ
フを雇う。（未定）
○ クラブハウス研修に参加してクラブハウスに関する理解を深める。
○ ユニット活動を魅力あるものに展開していき、主体的に活動できるようにする。
○ ハウスミーティング・自助グループミーティングを重視し、自分の発言や行動に責任を持つ
と共に、お互いを尊重し、助け合えるコミュニティーを築いていく。
○ アウトリーチの推進・・・しばらく来ていない方への手紙などの発送。必要であれば訪問。
○ ニュースレターなどの発送や広報を通し、地域で孤立している方々のニーズの発掘と支援。
○ カフェサービスやバザー等の実施により、地域住民との交流を図る。
○ 他のクラブハウスや関係機関との連携及び交流の推進
以上です。
最後に、日本クラブハウス連合及びＩＣＣＤの皆様のご支援と御協力があって、ここまで「シ
ンプルライフ」の活動を続けて来れましたことを、心から感謝申しあげ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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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하우스모델의 이해와 보급을 위한 기초연수회』(2011년) 과
『 Follow up 연구회』 (2012년) 에 참가해서
Uematsu Yumi, Simple Life

「심플라이프」는 『클럽하우스모델의 이해와 보급을 위한 기초 연수회』(2011년) 과 『Follow up
연구회 』 (2012년) 에 참가하였습니다. 『 클럽하우스모델의 이해와 보급을 위한 기초 연수회 』
(2011년)에서는 「심플라이프」의 비전을 명확히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예
산확보를 위해 여러 곳들과 연계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연수 후에 『심
플라이프』에서는 하우스 미팅에서 『심플라이프』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때
에는 ・상호 지원을 기반으로 한 개개인이 자신답게 회복해 간다.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 (그룹)을 만들어 나간다.
・『혼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기관으로 만들어 나간다.
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또, 뉴스레터의 발행이나 『심플라이프』를 소개하는 파워포인트의 작
성 및 리플릿 작성 등을 통해서 지역과 관계기관 등에 「심플라이프」의 존재를 홍보해 왔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후원자가 되어 줄 만한 기업을 찾는 활동은 아직 못하고 있지만 구나 조성단체
에 대한 활동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Follow up 연구회』 (2012년) 에서는 『클럽하우스』란 무엇인가? 회원과 직원의 관계는? 이라
는 점을 뜻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써는 『클럽하우스』라는 형태나 조직을 만들기 위해
회원과 직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을 위해서 『클럽하우스』가 존재한다 점을 다시 확인
하였습니다. 직원은 회원의 회복과정을 같이 하면서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그 과정에서 직
원도 성장하게 된다는 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또, 『심플라이프』의 존속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에산확보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했습니다.
이 연수 후에도 하우스 미팅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현시점에서는 이하와 같은 『심플라이프』의
단·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종합목표
○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회복을 목표로 한다.
○ 개개인이 자신다운 삶의 방법을 발견하여 인생을 재 구축 해 나간다.
○ 공생사회 （「We are not alone」） 의 구축
중장기 목표 (5~10년 후)
○ 취업을 희망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충실한 지원
* 과도적취업장 개발 … PC강사와의 협력
* 취업이행지원 사업장과의 연계 강화
○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세계클럽하우스회의・3주훈련 등에 참가

○ 독립생활이 곤란한 분들에게 주거(영주형) 창설
* 케어홈
* 쉐어하우스 등
단기목표 (1~3년 후)
○ 빠르면 2014년도에 지역활동지원사업Ⅲ형의 인가를 얻고 예산을 확보해, 상근 직원을 고용한
다 (미정)
○ 클럽하우스연수에 참가해서 클럽하우스에 관한 이해를 높인다.
○ 부서활동을 매력적으로 전개해 나가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 하우스 미팅, 자조그룹 미팅을 중요시 하여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에 책임을
갖게 함과 동시에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도울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간 다.
○ 아웃리치의 추진… 오랫동안 출근하지 않는 분들에게 편지 등의 발송. 필요하면 방문
○ 뉴스레터 등의 발송이나 홍보를 통해서 지역에서 고립되어 생활하는 분들의 욕 구발굴과 지원
○ 카페나 바자 등을 하여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도모한다.
○ 다른 클럽하우스와 관계기관과의 연계 및 교류 추진
마지막으로, 일본클럽하우스연합 및 ICCD 여러분의 지원과 협력이 있어서 『심플라이프』의 활동
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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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matsu Yumi, Kamiyama Tadakatsu (Simple Life, 일본)

아시아컨퍼런스에 참가하게 된 계기
Kamiyama Tadakatsu, Simple Life

여러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쿄도 네리마구에서 클럽하우스 방식에
따라 자조그룹활동을 하고 있는 심플라이프 회원 카미야마 타다카츠라고 합니다. 잘 부탁 드립니
다. 지금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번 아시아 클럽하우스 회의에 참가하려고 생각하게 된 계
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 드리려 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약 6년 반이라는 꽤 짧은 기간이었지만 회사원으로서 일반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1월에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악화되고, 직장에서 가벼운 괴롭힘을 당
한 것이 계기로 개인의 사정에 의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 지인인 교회 목사
님의 소개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클럽하우스 심플라이프라는 곳을 알아 활동 내용에 공감을
하여 체험 참가를 거쳐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009년 4월경의 일 입니다. 그 이후 약 3년간
은 이 심플라이프의 활동에 매주 금요일, 한 주에 한번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도 다양
한 외부의 연수가 진행되어 이미 구와 시의 인가를 받아 클럽하우스로써 활동하고 있는 산마리나
를 비롯해서 5개의 클럽하우스 분들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실제로 짧은 기간이지만 그 5
개의 클럽하우스 분들과 연수를 통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서 저희와 같은 클럽하우스방식
의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이외에도 많이 있고 결코 지역 안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
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좋은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에게 있어서 기억에 남는 교류라고 하면 역시 클럽하우스 하바타키의 여름축제와 송년
회에 매번 초대 해 주신 것이 무척 인상에 남아있습니다. 2009년의 여름축제 때에는 서투르지만
제가 기타로 Mr. Chilrden의 곡을 쳤습니다. 그 때에 클럽하우스 하바타키 멤버로 계신 노세씨가
어쿠스틱 기타와 마이크를 준비해주신 따뜻한 배려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
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2011년 연말에는 클럽하우스 스트라이드의 송년회에도 참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원래 저
는 시부야의 거리를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젊은이들의 거리에 클럽하우스가 있는 것은 상당
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클럽하우스의 이념은 어떤 거리에서든 바뀌지 않고 자리 잡혀 있는
것이라는 확신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에는 벚꽃 구경을 스트라이드와 같이 가서
거기에서도 재미있는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드렸던 바로 대체로 추측할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이번 아시아
클럽하우스 회의에 참가하려고 생각한 계기는 역시 또 다른 교류와 새로운 만남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약 3년간 심플라이프의 클럽하우스 방식의 그룹에 회원으로
서 있었던 경험을 통해 강하게 느낀 것은 자신들이 평소에 살고 있는 지역 안에도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 곤란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나 조직이나
복지단체나 클럽하우스와 같은 그룹이 있어서 그런 쌍방향의 협력체제 안에서 we are not alone
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내는 대로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을 이념상에서도 실제 경험 상으로도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 있어서 이 3년간의 수확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욱 자신들
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조금 시야를 넓혀서 이웃의 구,시,읍,면이나 근처의 도나 또는 이웃
나라의 클럽하우스의 실정이나 문제점을 같이 공유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미 2회에 걸쳐서 연수를 진행해왔습니다. 클럽하우스 모델의 이해와 보급을 향한 기초적 연수회
와 클럽하우스의 이해와 보급을 향한 팔로업 연수에서 배운 것도 이번 아시아 클럽하우스 회의의
참가 동기에 강력한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이 문장을 제가 읽고 있을 무렵에는 무사히 한국의 땅
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가능했다는 증거겠지만 개인적인 이유로는 저는 사실 한국의 K-pop 아이
돌인 Kara의 팬이기 때문에 이 그룹의 조국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스피치를 할 기회가 생
긴 것은 각별한 기쁨이며 감개무량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상으로 제 스피치로 대신하겠습니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클럽하우스 심플라이프를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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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o Akinori (You-Me-Heartful, 일본)

作業所からクラブハウスへ、企業からクラブハウスへ
株式会社ユーミーはーとふる
代表取締役

矢野彰教

1. 作業所からクラブハウスへ？
1995 年 4 月精神障害者のための居場所、仲間つくりの場所、余暇活動の場所などを目的にポトピ
第 2 作業所が始まりました。自助グループ作りを目的に毎週 1 回 2 時間のメンバー会議を継続しまし
た。そこでメンバー間の問題を解決したり、行事やプログラムをスタッフと協働で企画したり非常に
意味のある会議です。
プログラムは絵画、習字、茶道、華道、音楽活動、俳句、食事作り、コンピューター講座、英会話
教室など充実し、ボランテゖゕの講師たちに支えられています。
仕事はポステゖングで、市の広報誌（地域の自治会と契約）と民間のタウン誌です。またここ 3 年
は住宅管理会社「ユーミーらいふグループ」のゕパート、マンションの清掃作業にメンバーを派遣し
ました。
このようにポトピ第 2 作業所のやってきたことはクラブハウスにかなり近いことが分かると思いま
す。
私は比較的早い時期にクラブハウスの存在やその理念を知りました。その頃から漠然とした夢です
が、いつか世界クラブハウス連盟（ICCD）に加わりたいと思っていました。
2. 「クラブハウスの理解と普及に向けた基礎的研修会」に参加して
2011 年 1 月、日本クラブハウス連合設立準備会が企画した「クラブハウスの理解と普及に向けた
基礎的研修会」に参加しました。
研修の目的はクラブハウスの普及にありますが、参加する側としては ICCD の仲間になるための第一
歩となる研修でした。私にとってクラブハウスが漠然とした単なる夢から、実際に現実化するための、
実現に向けての第一歩になりました。また日本では数少ない 5 か所のクラブハウスの方々と一緒に研
修ができたことは夢であり奇跡であり幸せでありました。
研修内容は ICCD 認定のクラブハウスを立ち上げるまでの道筋を学び、実際に計画を作るものでし
た。終了後も計画がどの程度進んだかを報告する宿題がありましたが、現実は全く進まず、現実がい
かに厳しいかを認識しました。
2012 年 1 月の「クラブハウス連合設立準備会（フォローゕップ研修会」にも参加しました。
お隣の国、韓国で実際にクラブハウスを実践している「ハッピーラフ」「ラフネスト」「テフ
ゔ」の皆さんから、お話を伺うことができました。
「ハッピーラフ」は後援者 150 名がいて、政党、大学、教会など幅広く関係を作りクラブハウスの
普及に大変成果をあげています。また「ラフネスト」は比較的小さい規模ですが肩肘を張らずやっ
ているところに好感を持てました。
日本の 5 か所のクラブハウスからそれぞれ紹介があり、どこでも運営に苦労されていて、困難な状

況下、心あるパオニゕたちの実践によって、数こそ少ないが日本のクラブハウスは存在しているの
だと理解しました。
3. 作業所の限界「補助金頼みの限界」から民間企業の社会貢献事業へ
ICCD 認定クラブハウスが立ち上げられるかどうかは、海外研修の費用を捻出できるかどうかに懸
かっていると思います。
日本では補助金を基に障害福祉施設を運営しているところがほとんどですが、主な収入は補助金、
寄付金、会員会費です。そこから海外研修費を捻出するためには、行政をはじめ会員皆さまの同意を
得ることが必要で、実際は非常に難しいことです。
さて私が今、第 3 の道として期待するのは民間企業の社会貢献事業です。海外研修の費用の捻出、
障害者雇用、クラブハウス運営費助成など企業の支援はかかせません。

4. 企業の社会貢献事業
日本では欧米に比較して、企業の障害福祉への参画が遅れていましたが、障害者を雇用する企業が
増えてきました。厚生労働省の「平成 23 年度障害者雇用状況の集計結果」によると、2011 年 6 月 1
日現在、雇用されている障害者数は 36 万 6199 人で、過去最高でした。2001 年 3 月からユニクロ
（若者層に安く、センスのよい衣服を提供し、日本やゕジゕ各地に幅広く店舗を出して展開している
日本の企業です）では「1 店舗 1 人」の障害者雇用を目指す取り組みを開始し、2009 年には法定雇
用率 8.04%を達成しています。このように障害者雇用の分野ですが、企業の社会貢献が進み始めまし
た。
5. 作業所と企業が協同で始めた精神障害者のための雇用事業の例
2009 年 11 月より、左記の住宅管理会社「ユーミーらいふグループ」とポトピ第 2 作業所と協同で
精神障害者のための雇用事業を始めました
ゕパート、マンションの庭、玄関、廊下など共有部分の清掃作業です。清掃担当職員2人と5,6人のメ
ンバーとの協働作業です。会社は最低賃金以上の給与をメンバーに保障しました。この会社は社会貢
献を目的に、赤字を覚悟でこの事業を始めました。
作業所はコンサルタントという名目でメンバーの健康面や仕事のシフトなどを管理し、メンバーを
現場へ送り出しました。メンバーそれぞれの可能な日数参加しました。
6. 企業が国の指定を受け障害者就労支援事業を開始
さてこの会社が 2011 年 11 月障害者のための雇用を目的とした株式会社「ユーミーハートフル」を
設立し、2012 年 1 月より障害者自立支援法の就労継続事業Ａ型の制度の指定を受け再出発しました。
2012 年 1 月、私と一緒に作業所から 9 人のメンバーが移動しました。8 月現在のメンバー数は 19
人です。仕事は清掃作業とテゖッシュ配りです。テゖッシュ配りはグループ会社の宣伝が入っている
テゖッシュをカエルの着ぐるみを着た人とヘルプ役の人で通行人に配ります。場所は乗降客の多い 4
駅です。目標は毎日４駅に 1,000 個のテゖッシュ配りをすることです。また 9 月から室内作業を取り
入れます。
企業が国の制度を利用してどこまで精神障害者の雇用事業をやれるかというのがこの会社のミッシ
ョンです。比較的早い時期に 50 人規模の雇用を創り出す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7. 企業がクラブハウスとグループホーム設立を目指す
さて近い将来、精神障害者の雇用が 50 人規模になる過程で生まれるニーズが 2 つあります。住ま
いの問題と、仕事以外でメンバーが集える場所を創ることです。この 2 つを株式会社ユーミーハート
フルの第 2 期（2012 年 9 月～2013 年 8 月）の事業計画に載せました。グループホーム建設とクラブ
ハウス事業です。誰でも気楽に立ち寄れる場所としてクラブハウスを考えています。現時点ではクラ
ブハウスができるかどうか、まだ海のものとも山のものとも分かりませんが、計画に入れました。計
画は実現するためのものです。企業がクラブハウスやグループホームに関わるということは非常に意
味があることです。

8. 補足：クラブハウスに対する期待
日本の精神保健福祉政策問題点
① 多様性や個人を尊重しない日本の社会風土
2005 年障害者自立支援法が成立して以来、作業所制度が崩壊しました。1970 年代以降約 30 年間、作
業所が障害者の人権を尊重して、多様性のある活動を全国的に展開してきました。
しかし新制度では日中活動の場への補助金は、お金を稼げるところが優先されているために、居場所、
仲間活動、ＱＯＬのニーズに応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な事業所が少なくなりました。
② 大規模精神病院が存続する社会・変革ができない社会
欧米が 1960 年～70 年以降大規模精神病院を解体して地域精神保健福祉医療へ移行する時代に日本で
は精神病院を増やし存続し続けて現在に至ります。
このような問題点を抱える日本の精神保健福祉医療だからこそ、クラブハウスの存在意義は大きい
のです。メンバー一人一人を尊重する ICCD の理念と実践とその歴史は私たちの希望です。この運
動に私たち一企業が社会貢献の一環としてお役に立ちたいと考え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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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클럽하우스로, 기업에서 클럽하우스로

Yano Akinori, You-Me- Heartful

1. 작업장에서 클럽하우스로
1995년 4월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간,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장소, 여가활동의 장소 등을 목적으로
포토피 제2작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조모임형성을 목적으로 매주 1회 2시간씩 회원회의를 가
져왔습니다. 거기서 회원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사와 프로그램을 직원과 협력해서 기획하는 등
대단히 의미 있는 회의 입니다.
프로그램은 회화, 서예, 다도, 꽃꽂이, 음악활동, 일본고유의 단시, 요리, 컴퓨터 강좌, 영어회화교
실 등 충실하고, 자원봉사자 강사들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된 일은 포스팅으로
시의 광고지(지역의 자치회와 계약)와 민간의 타운지입니다. 또한 최근 3년은 주택관리회사 [유미
라이프그룹]의 아파트, 맨션 등의 청소업으로 회원들을 파견했습니다.이처럼 포토피 제2작업장이
해온 일은 클럽하우스와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클럽하우스
의 존재와 그 이념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막연한 꿈이지만 언젠가 세계클럽하우스연맹(ICCD)에
참가하고 싶었습니다.

2. [클럽하우스의 이념과 보급에 맞춘 기초 연수회]에 참가해서
2011년 1월, 일본 클럽하우스 연합설립 준비회가 기획한 [클럽하우스의 이념과 보급에 맞춘 기초
연수회]에 참가했습니다. 연수의 목적은 클럽하우스 보급이었지만, 참가한 입장으로는 ICCD의 일
원이 되는 첫 걸음이 되는 연수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클럽하우스가 막연한 꿈에서 실제로
현실화 할 수 있는 실현을 향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5개 클럽하우스들과 함께
연수를 한 것이 꿈이면서 기적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연수내용은 ICCD인정의 클럽하우스를 시작하
기까지의 절차를 배우고 실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 등이었습니다. 종료 후에도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가를 보고하는 과제가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현실이 얼마나 냉
정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2012년 1월의 [클럽하우스연합 설립준비회 (팔로우연수회)]에도 참가했습니다. 이웃 나라, 한국에
실제로 클럽하우스를 실천하고 있는 해피라이프, 생명의 터, 태화샘솟는집과 교류하였습니다. 해
피라이프는 후원자 150명이 있고, 정당, 대학, 교회 등 폭넓게 관계를 만들어서 클럽하우스의 보

급에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터는 비교적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겸손하게
현재 하고 있는 점 등에 호감을 가졌습니다. 일본에는 5개의 클럽하우스에서 각자 소개하고, 어디
든 운영에 고생하고 있으며, 곤란한 상황아래에 열정있는 분들의 실천에 의해 적은 수이기는 하
지만 일본의 클럽하우스가 존재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3. 작업장의 한계[보조금의존의 한계] 에서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사업으로 ICCD인정 클럽하우스의
설립가능여부는 해외연수의 비용을 조달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보조금을
기본으로 장애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주된 수입은 보조금, 기부금, 회원회비입
니다. 거기서 해외연수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로부터 회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실제로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제3의 길로 기대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사업입니다. 해외연수의 비용의
지원, 장애인고용, 클럽하우스운영비 조성 등 기업의 지원은 빠뜨릴 수 없습니다.

4.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일본은 미국과 비교해서, 기업의 장애복지 참가가 늦어지고 있지만,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늘
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의 [평성23년도 장애인고용상태의 집계결과]에 따르면, 2011년 6월1일 현
재, 고용된 장애인수는 36만 6199명으로 과거 최고였습니다. 2001년 3월부터 유니크로(젊은 층에
싸고 센스가 좋은 옷을 제공하고, 일본과 아시아 각지에 폭넓게 점포를 내어 사업을 전개하고 있
는 일본의 기업입니다) 에서는 [1점포 1인]의 장애인고용을 목표로 개시하고, 2009년에는 법정 고
용률 8.04%를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고용 분야이지만, 기업의 사회공헌이 시작되었습니다.

5 작업장과 기업이 협동으로 시작하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고용사업의 예
2009년11월부터, 죄측에 표기된 주택관리회사[유미라이프그룹]은 포토피 제2작업장과 협동으로 정
신장애인을 위한 고용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맨션의 정원, 현관, 복도 등 공유부분의 청소
작업입니다. 청소 담당직원2명과 5,6명의 회원과의 협동작업입니다. 회사는 최저임금이상의 급여
를 회원에게 보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적자를 각오하고 이러한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사업소는 컨설턴트라는 명목으로 회원의 건강, 근무일 등을 관리하고 회원을 현장에 내
보냅니다. 회원들은 각자가 가능한 날에 참가합니다.

6. 기업이 나라의 지정을 받아 장애인취업지원사업을 개시 ,이 회사가 2011년 11월 장애인를 위한
고용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유미하토풀] 을 설립하고, 2012년 1월부터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취
업지속사업A형의 제도의 지정을 받아 재출발했습니다.
2012년 1월, 저와 함께 작업장에서 9명의 회원이 이동했습니다. 8월현재의 회원의 수는 19명입니

다. 일은 청소작업과 선전용휴지배부입니다. 선전용휴지배부는 그룹 회사의 광고가 들어있는 휴지
를 개구리 인형 옷을 입은 사람과 헬퍼 역할을 하는 사람과 함께 통행인에게 배부합니다. 현장은
승객이 많은 4개역입니다. 목표는 매일 4개역에 1000개의 휴지배부를 하는 겁니다. 또한 9월부터
는 실내작업도 합니다. 기업이 나라의 제도를 이용해서 어디까지 정신장애인의 고용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 회사의 미션입니다. 비교적 빠른 시기에 50명규모의 고용을 창출하는게 목적입
니다.

7. 기업이 클럽하우스와 그룹 홈 설립을 겨냥함.
어쨌든, 가까운 미래. 정신장애인의 고용이 50명규모로 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필요성이 2가지 있
습니다. 사는 곳과 일 이외에서 회원이 모이는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주식회사 유
니하토풀 제2기(2012년 9월~2013년 8월)의 사업계획서에 올렸습니다. 그룹 홈 건설과 클럽하우스
사업입니다. 누구든지 편하게 들릴 수 있는 장소로 클럽하우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는 클럽하우스가 될 수 있는지 어떤지, 또는 밥이
될지 죽이 될지 모르지만 설계에 넣었습니다. 설계는 실현하기 위한 것 입니다. 기업이 클럽하우
스나 그룹 홈 사업을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8. 보충: 클럽하우스에 대한 기대
일본의 정신보건복지정책의 문제점
① 다양성과개인을존중하지않는일본의사회풍습
2005년 장애인자립지원법이 성립한 이후, 작업장 제도가 붕괴했습니다. 1970년대이후 약 30년간,
작업장이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신제도
로는 일상활동의 장소로의 보조금은, 돈을 모으는 것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거처, 동료간의 활동,
QOL의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장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② 대규모정신병원이존속하는사회. 변화하지 못하는 사회
미국이 1960년~70년이후 대규모정신병원을 해체하고 지역정신보건복지의료에 이행하는 시대에 일
본은 정신병원을 늘려서 존속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일본의
정신보건복지의료이기에 클럽하우스의 존재의식은 큽니다. 회원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는 ICCD의
이념과 실천과 그 역사는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이 운동이 우리들 한 기업이 사회공헌의 일환으
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A1. 클럽하우스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핛 것인가? /
양OO, 안OO (참살이 사회복귀시설)

클럽하우스에 대한 느낌....
참살이 사회복귀시설 양OO

처음 클럽하우스라는 말을 듣고 태화 샘 솟는 집에 클럽하우스 오리엔테이션 훈련에 올라갔을 때
에는 어떤 곳인지 어떻게 운영 되는지 알지 못했다.
참살이 외에는 다른 시설은 처음 방문이라서 약간은 당황도 되었다.
그곳에 올라갔을 때에 처음 맞이하는 것은 문 한쪽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관장님의 문도 없는 관
장실 이라는 곳이었다. 그리고 안내하는 것도 회원이 주로하고 직원이 보조를 해주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약간의 규모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안내를 받고 강의에 들어갔다. 강의의 첫 내용은 클럽하우스의 역사에 대해서였다. 1940년대에 미
국에서 시작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서 클럽하우스 스탠다드에 대해서 들었다. 스탠다드가 무
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클럽하우스의 규범 같은 것인듯 했다. 스탠다드의 특이한 점은 우리는 강
의와 레크레이션과 같은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을 받는데 프로그램 없이 그냥 일을 정하고 맡은
일을 하면 끝나는 것이었다. 즉 일 중심의 일과를 보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취업에도 여러 분류의
일이 있는 것도 특이했다.
임시취업 일시취업 지지취업 독립취업 등이 있었다. 각각의 취업형태는 기간의 길고 짧음과 회원
이 직접 아니면 소개받아서 하는 것에 따라서 달랐다.
각 부서가 나누어 져서 체험 할 기회도 가졌는데 회원과 직원 간에 관계가 평등 한 듯 했다. 회
원과 직원 모두 맡은 일을 하는 것이었다. 호칭도 모두 평등하게 부르는 듯 했다. 그리고 오래 동
안 나오지 않은 회원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회원과 같이 일의 참여를 권하
여 다른 회원과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인상 적이었다.
또 직원 채용 시 회원도 참여해서 직원을 뽑는다는 말을 들었다. 클럽하우스 오리엔테이션을 들
으면서 우리보다 좋은 점도 있고 약간은 안 좋은 부분도 있는 듯했다. 먼저 일 위주의 일과를 보
내려면 일 할 곳이 많이 창출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규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여러 군데의 작업장(일자리)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부족 한 것 같다.
여러 종류의 일을 경험 하면서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일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의문이다.

평생 일(직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었으면 한다.
클럽하우스 모델로 갈려면 우리 시설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차근차근 클럽하우스의 모델로
의 적용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다른 기관이나 다른 나라의 클럽하우스와 교제가 되어서 더욱 시
야가 넓어지고 발전된 참살이가 되었으면 한다.
글솜씨가 그리 좋지 않아 두서없이 적은 것 같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A1. 클럽하우스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핛 것인가? /
양OO, 안OO (참살이 사회복귀시설)

사회복귀시설에서 클럽하우스 모델로의 변화하기
참살이 사회복귀시설 안 OO

우리 기관은 지난 시간 동안 낮병원을 시작으로 참살이사회복귀시설로 인가를 받고 정신장애인들
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왔다. 사회복귀시설을 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정신장애인에
게 차별 없이 함께하면서 그들의 발전 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가져왔다.
현재 우리 참살이 사회복귀시설은 회원 정원 20명이 등록되어 있고 직원이 4명(비상근 1명 포함)
이 근무를 하고 있다. 더 많은 회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며 이는 공간의 부족한 이유이기도 하
다. 우리는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면서 좀 더 회원들에게 더 자유롭고 더 적극적이며 더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를 생각해 보았다. 그러면서 참살이 사회복귀시설의 비젼을 만들었고 그 비
젼은 ‘우리는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여 사랑으로 베푸는 세상을 만든다’이다. 이렇듯 우리는 우
리가 회원을 변화시키는게 아닌 우리도 회원과 함께 변화되고 회원과 함께 성장하는 시설을 만들
고 싶었다. 그러던 중 클럽하우스를 알게 되었으며 지난 2년 동안 클럽하우스에 대해 회의를 하
고 클럽하우스 모델을 실천하는 기관 송국클럽하우스와 태화 샘 솟는 집을 방문하여 체험하기도
하였다.
처음 클럽하우스 모델을 체험하기 위해 부산에 있는 송국클럽하우스를 방문하였다.
클럽하우스를 방문해서 본 회원들 또한 사회복귀시설처럼 밝은 모습의 회원들이었다. 그들 역시
아침인사를 나누며 환영해 주었고 잠시 후 모임이 진행 되었다. 우리 기관과 달라 보이지 않았지
만 잠시 후 크게 다른 점들을 알았다.
먼저 사무실에서 쓰는 호칭부터 달랐다. 참살이에서는 직원은 선생님으로 불리웠지만 송국클럽하
우스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다. 직원에게도 000씨로 불렀으며 이는 직원과 회원이 함께 쓰는 호칭
이었다. 나이가 드신 회원분에게는 000선생님으로 불리우게 되어있었다. 이러한 호칭은 직원과 회
원이 상하관계가 아닌 예의를 갖춘 모습으로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상호간의 예의였
다. 낯선 호칭이었지만 클럽하우스의 모델 중 기본이 되는 것이기에 익숙해지기 노력을 하였다.
또, 참살이는 직원 사무실이 칸막이 안에 따로 설치 되어 있었지만 송국클럽하우스는 칸막이가
없었으며 직원들의 책상은 회원과 함께 위치 해 있었다. 이는 모든 업무를 회원에게 다 보여주며
숨길게 없이 함께 한다는 걸 보여 주는 것 같았다.

오픈 된 상황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쓸데 없는 고민이었다. 잠시
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부서회의에 참여하고 각각의 역할을 나누며 함께 시작하는 모습들에 조
금 놀라웠다.
참살이에서는 아침모임을 직원이 시작하여 각자의 안부를 말하고 듣는 시간이었는데 송국클럽하
우스에서는 회원이 직접 진행하고 회원이 역할을 나누며 그들이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직접
선택하고 실시하는 모습을 보고 참살이 사회복귀시설에서도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현재 실시하고 있다. 회원들이 직접 한다는 건 그 만큼의 역할이 자신이 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
과 동시에 서로 협력하면 더 잘하고 더 적응하고 더 만족감을 갖는 방식이 되기도 하였다.
송국에서의 클럽하우스 모델은 따라 가고 싶은 모델이 되기 충분했다.
두 번째 방문은 서울에 있는 태화샘솟는집이었다. 이미 한차례의 클럽하우스 방문 경험이 있었기
에 이곳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긴장감은 없었다. 호칭 문제며 직원 사무실이며 크게 다른 점은
없었다. 그러나 관장님의 책상이 입구에 있다는 것에 대해 조금 놀라웠다. 한국에서 권위 있는 사
람이라면 누구든 개인 사무실을 갖고 있으며 거기 안에서 접견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
러나 태화 샘솟는 집 관장님은 기관 입구에 자신만의 공간을 열어 놓은 채 회원들을 맞이 해 주
는 모습에 더 배워나가야 할 것들이 많았다. 이곳 태화샘솟는집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클럽하우
스 모델을 실천하고 있었으며 규모 또한 가장 크며 회원 수 역시 가장 많은 기관이었다. 이곳에
서의 회원들도 각자의 역할을 나누었고 서로 도와가며 직원과 함께 일하는 모습들을 보며 더욱
클럽하우스 모델을 도입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두 클럽하우스 기관을 방문하고 하루 일과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는 회원들이 자발적인 모
습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았고 각자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수행하는 것들을 보았다. 이렇게 사회
복귀시설이나 클럽하우스의 목적은 재활 훈련을 통해 분명히 회원들을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었고 각 기관에서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실행하고 있었다.
2012년 참살이에서는 직원과 회원이 태화 샘 솟는 집에서 2주간의 훈련을 받았다.
2주 동안 머물면서 작성한 action plan을 토대로 참살이에서는 조금씩 실천하고 있다. 먼저 환영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참살이 입구에 설치할 게시판을 구상하고 있다. 이 역시 회원과 직
원이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칸막이 안에 있던 사무실을 면
담실로 사용하고 직원들의 책상은 회원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작업도 할 예정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클럽하우스에서는 회원이 임금을 받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반해 사회
복귀시설에서는 보호작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의 욕구를 갖게하고 돈을 벌면서 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다. 만일 참살이 사회복귀시설이 클럽하우스 모델을 이어가
게 된다면 보호작업의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취업의 욕구를 갖게하기 위하여 취업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취업장 개발이라는 큰 숙제가 있다.
앞으로 우리는 언제나 처럼 회원을 존중하고 회원들의 입장에서 회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연

구하고 개발하여 그들이 지금의 모습보다 더 활발하고 의욕이 넘치는 그런 클럽하우스가 되길 지
향한다. 우리의 목표가 이렇듯 회원들이 직접 논의하여 여러 사항들을 끌어 내고 결정하여 스스
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과 사회생활을 클럽하우스를 통해 배워 가는 것이 우리
가 함께 해 나가야 할 일들이며 참살이 사회복귀시설이 클럽하우스의 모델을 도입하고 싶은 이유
이기도 하고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A2. 교육 / 조OO, 정OO (태화해뜨는샘)

학

업

태화해뜨는샘 조OO

1. 학업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내용

돛을 올리다
해뜨는샘에서 학업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30명이 이용하는 작은 시설임에도 불구하
고 10명의 회원이 학업에 욕구를 보였기 때문이다. 설사 회원들이 종결한다고 해도 해뜨는샘은
교육열이 높은 강남에 있기 때문에 인근 병원과 강남구정신보건센터에도 분명히 학업에 큰 관심
을 갖고 있는 회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분명 그래야만 했다..

역풍
태화복지재단에 학업지원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출하고 후원금을 받아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그
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불과 4개월. 이제 3년간 회원들에게 학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한국
상황에 맞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동안 무려 6명
의 회원들이 여러 이유로 기관을 떠났다.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학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이 효과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홍보지를
만들어 서울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 해뜨는샘 인근에 있는 정신병원에 발송했다.
프로그램 진행보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회원을 모집하는게 더 어렵다. 30인 시설에서 학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일까? 하긴 청소년 시설이 아니고서야 30인 시설에서
10명이 고등교육에 욕구를 보이는 건 현실적이지 않지...

힘차게 노를 젓다
여기 저기 홍보지를 보냈는데 모집된 회원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실망하고 주저앉을 수 없다.
이 논문 저 논문 찾아보고 외국 학업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고등교육 입학을 준비하는 회원
과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회원으로 구분해서 서비스를 지원했다. 고등교육을 준비하는 회원들과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교사를 연결하고 워크샵으로 대학교를 방문하고 자조모임, 캠프를 진행했다.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얘기하고 해뜨는샘에서는 현장
지원 도우미와 개인교사를 연계하고 자조모임과 캠프를 진행했다. 회원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만 이용했다. 하지만 적은 인원이 모일지라도 프로그램은 진행했다.

거센 폭풍
해뜨는샘의 학업지원 프로그램은 태화복지재단의 지원금을 받아 진행했다. 그러하기에 꼭 프로그
램을 개발해야 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회원들은 많은 서비스
중에 하나, 둘만 이용한다.
교육청과 대학교는 각 기관대로 정신장애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능응시 원서를 낸 회원은 교
육청에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주치의 소견서도 있었는데... 정신질환을
이유로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너무 많은 사람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시험특별관리대
상자 신청을 할 거라는 설명을 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런 저런 노력 끝에 겨우 시험특별관리
대상자로 선정이 됐지만 운이었다. 다음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대학 입학 시에도 정신장애인에게 문이 열려 있는 학교는 많지 않다. 장애인특별전형의 유형 중
정신장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정신질환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비정신질환자와 경쟁
해서 입학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학에 입학 한 이후에도 넘어야 할 고개가 많다. 교수진에게 장애를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나 당사자와 가족이 정신질환자라는 낙인감 때문에 거부한다. 유명 대학을 나온 회원분도 한
국사회의 편견 때문에 되도록 장애를 공개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을 한다. 대학에 장애학생 지
원센터가 많이 생겼으나 장애인증이 있는 학생에게만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효과적인 학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도대체 정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법, 제도, 서비스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
어떤 길로 가야하며 무엇을 해야 할까? 고등교육 ‘입학-졸업-취업’으로 이어지는 3단계를 3년
안에 달성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걸까? 3년 안에 세 가지 모두 달성해야 하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
로 어려운 걸까?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정신장애인의 학업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늦게
시작한 우리가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웠나? 너무 많은 걸 갖고 가려는 건
아닐까?

키를 돌리다
처음 시작할 때는 늘 선험연구나 보고서를 참고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 구조화-실행수정’ 단계를 거쳐 하나의 프로그램이 탄생(?) 하게 된다. 태화해뜨는샘은 태화복지재단의 지원
금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프로그램 개발에 큰 부담이 있었고 이는 회원을 중
심으로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고 기관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이러니를 만들었다.
정신장애인의 학업지원은 그 목표부터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일단 우리가 이제야 정신장애인
의 학업에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은 정신장애인
의 학업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미이고 정신장애인이 고등교육권에 입학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의미이다. 회원의 욕구가 입학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다면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제 막 학업에 대한 욕구와 서비스가 모색되는 시점에서는 회원들의 목표는 입학, 졸
업을 하거나 학업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서 취직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 가
족과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실망했던 자신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그로 인해 자존감을 회
복하는 것이 회원들의 목표일 수 있다. 교육과 취업은 분명 연결되야 하지만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다. 회원이 많지 않은 기관에서 정신장애인의 학업을 위해 서비스를 꼭 구조화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태화해뜨는샘에서 진행한 학업지원 프로그램 안내서가 있다. 이를 보라. 이중에서 각
기관에서 회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야 할 게 있다. ‘입학-졸업-취업’이라는 과정
을 거치는데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장애를 공개하는 길이다. 학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
원받을 수 있지만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 또 하나는 장애를 공개하지 않는 길이다. 편견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학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한다. 그 어누 누구도 어떤 길을 가

라고 권유할 수 없는 문제이다. 많이 고민하고 결정하길 바란다. 너무 암담한가?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던지 당신 곁에서 당신을 응원하는 클럽하우스 식구
들이 있는 점이다. 꼭 기억해서 혼자 말고 클럽하우스와 함께 이 여정을 함께 했으면 한다.

A2. 교육 / 조OO, 정OO (태화해뜨는샘)

학

업
태화해뜨는샘 정OO

안녕하세요. 저는 ‘정OO’라고 합니다. 2012년부터 해뜨는샘에서 공부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되서 떨리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전달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지만 성에 안차시더라도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라는 명확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수능에 도전했지만 혼자 공
부하다보니 아침에 ‘오늘만 10시까지 자자’ 하여 며칠이 지나도 10시에 일어나 규칙적으로 공
부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어렵사리 수능을 보고난 뒤엔 내 점수에 어느 대학에 지원해야 하는
지 대학박람회를 다녀와도 도통 모르겠어서 결국 지원한 대학에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지
고 난 뒤에야 제 점수를 가지고도 갈수 있는 대학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수능공부를 시작하려 했지만 어느 학원을 수강해야 되는지 어느 선생님이 잘 가르
치시는지 또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이 재발을 했고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뒤로 다시 수능에 도전할 생
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던 중 송파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사가 해뜨는샘에 학업지원프로그램
이 있다고 하며 해뜨는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해뜨는샘을 만났고 해뜨는샘에서 저
는 전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를 손꼽으라면 사회복지대학원
강의 청강입니다. 지금에야 좋은 경험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와 비슷한 또래였는데, 저는 제 또래들과 있을 때 긴장이 됩니
다. 그래서 환청도 들리기 시작하고 눈동자가 올라가서 안정제를 복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증상이
안 좋아지니 청강이 두려워지기도

했고 포기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수업에 초대한 김경희씨의 배려와 지지 덕에 포
기하지 않고 끝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해뜨는샘에 처음 왔을 때 수능을 다시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수능을 다시 보려고 했을 때 재발한 경험도 있었고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생
각이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클럽하우스에서 생활하다보니 같이 일하는 직원들처럼 저도

그런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학원 학생들처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그러다보니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학업에 대한 욕구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어렵사리 결심
을 하고 직원에게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니 학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해뜨는샘에서 영어회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연결해 줘서 개인과외를 받았습니다. 학업을 다시 시작하니
학업에만 몰두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뜨는샘 직원들은 학업에만 몰두하지 말고
해뜨는샘 활동도 함께 하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솔직히 학업에만 몰두해도 부족할 판에 업무도
하는 건 불합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직원의 지속적인 권유로 학업과 부서 활동을 병행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지금 만약 내 욕심대로 학업만 했다면 힘들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업무를 통
해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한다는 걸 처음엔 몰랐기 때문입니
다. 공부를 하면서 힘들면 언제든지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제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원 봉사자 분들도 계셔서 공부를 하면서도 너무 든든합니다. 하지만 체력
적으로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업무를 하는 것을 좋아함에도 불구하
고 피곤해서 업무를 조금만 맡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부족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교
육과정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정보를 얻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변에 친구들도 다 대학
에 들어갔고 해뜨는샘에도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이 저 한명이기 때문에 정보에 너무 어둡습니다.
입시정보를 알고 싶고 수능에 최적화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학업지원이 아직 그렇게까
지 해주기는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서비스에 만족
합니다. 지금 해주시는 서비스들만 해도 저는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학업지원은 저에게 징검다리입니다. 저에게는 사회복지사라는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을 가는 것이 좋은데 그 대학에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기 때
문입니다. 그 징검다리가 없어서 꿈을 이루고 싶지만 헤매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A2. 교육 / 최희철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현장과 클럽하우스의 지원교육
최희철(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클럽하우스에서 지원교육의 필요성
지원교육(Supported Education)은 사춘기 후반 내지 청년 초기에 발병하여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
거나 도중하차한 정신장애인 회원들이 정상적인 고등교육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을 하도
록 돕는 프로그램이다(Pratt et al., 2007). 공식적인 시작은 1984년 보스턴 대학의 정신사회재활센
터에 의해 고등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청년기 정신장애인 회원들의 교육적 욕구에 부응하고자 시
범프로젝트로 시행되었던 것에서 볼 수 있으나, 그 유래는 클럽하우스의 설립 초기에 이미 그 토
대를 갖추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초의 클럽하우스인 뉴욕파운틴하우스(NewYork Fountain House)에서는 1970년대에 존 비어드의
부인인 매리언 비어드(Marian Beard)가 개인 교사로서 회원을 가르친 것에서 처음 시작하여 1985년
에 교육전담 부서(Education Unit)를 만들었고, 대학 입학을 위한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운영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로렐 클럽하우스(Laurel Clubhouse)에서 ‘지원교육'을 발전시켰다.
회원들의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클럽하우스의 중요한 기능이며, 회원들이 교육에
대한 목표를 선택했다면,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클럽하우스는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교육은 하향적 진로의 시발점이 되는 회원의 학업부진과 교육기회의 상실이 없도록 도와
줌으로써 인생진로의 하향 곡선의 시작을 미연에 차단한다는 데에 그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자, 대입합격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젊은 회원들은 실패, 낙인, 차별에 대한 두려움
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직업유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중요성을 말해주
고 있다(Mowbray, Herman & Hazel, 1992). 우리의 클럽하우스 교육프로그램은 정상화와 직업적 성
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와 제도개선에는 아직은 미약하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3년동안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태화해뜨는샘의 지원교육프로그램’
이 하나의 좋은 출발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대학현장에서 학교편의의 필요성
지금까지도 장애인의 대학입학특례제도에서 정신장애 영역은 소외되어 제도권 내 교육의 권리를
가지기에는 많은 제한과 어려움이 있다. 아직까지도 국내의 어느 대학에서도 아직 정신장애인 학생
에게 개방한 대학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고등교

육의 기회확대와 교육복지의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대학평가지침에 정신장애 대학생에 대한 지원
평가기준이 빠져있다는 사실은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문제가 심각함을 말해준다(김정진,
2004).
정신장애 대학생을 위한 학업지원서비스의 도입방안으로는 대학차원의 지원 방안과 대학과 클럽
하우스 기관과의 협력방안 그리고 교육복지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방안들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대학차원의 지원방안들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해 보았다. 물론 단기간 시행될 수도
없고, 풀어야 할 제도적인 난제들도 산적해 있으나, 이는 학교편의(school accommodations)의 일환으로〔표 1〕
과 같은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원의 유형

지원의 내용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과과정 지도, 필요한 교내 자원이나 서비스에

절차 및 제도적
지원

연계해 줄 사람, 학업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등록절차/
수강신청/입학/수강신청 철회 결정 및 절차/휴학 및 복학 절차 등의 도우미,
학자금이나 장학금 지원, 생활비 등 재정적 보조 등
대학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지원에 관한 정보, 컴퓨터 이용 교육,
대인관계기술/학업기술 및 방법에 관한 훈련, 교수에게 편의를요청하거나 질문하는방법
연습, 교내구조및시설배치익히기, 교직원및일반학생에게정신장애에 관한 사전교육,

직업적 학업지원
진로나 교과목 선택을 위해 청강해보기, 학업적 부담 완화, 학업적
강점과 약점 평가, 시험대비 도우미, 과제 수행이나 보고서 작성 도우미,
학업 개인지도, 수업내용 녹음, 시험시간 연장 등
스트레스 관리, 정서 통제방법에 관한 교육, 시험불안 완화 기술훈련,
간접적 학업지원

학업 외 일상생활/시간관리/교과서 및 학용품 구입 도우미, 아침에
깨워 줄 사람 등
필요할 때 정서적 지지와 조언을 제공할 사람, 비장애 동료학생들과
의 친교, 전화나 학교 외부 만남을 통해 지지 및 조언을 제공하는

대인적 지원

사람, 정신장애 학생들 간 정기 모임 및 상호지지, 교수와의 의사소통
및 갈등해소/ 교수에게 장애를 알리고 편의를 요청해 줄
도우미, 필요할 때 교내 어디든지 동반해주는 사람 등
위기시 연락할 사람, 위기 시 대처방법에 관한 교육, 증상관리 및

질병관리
약물조절, 장애관련 상담서비스
직업적 지원

학업을 마친 후 취업 지원, 진로목표 수립을 위한 진로상담

〔표 1〕 대학에서의 정신장애인 대학생을 위한 지원 내용

지원교육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앞으로 정신장애인 지원교육 구축을 위한 클럽하우스에서의 과제를 제시해보면, 첫째, 우리 현실
에 맞는 클럽하우스 차원에서의 학업지원 서비스 지원방안들을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하
여 회원들의 지원교육의 성공 경험담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장학금 유치 또는 연구프로젝트에 관한 특별지원의 모색 등이 필
요하다. 그리하여 학업을 준비하거나 학업의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정신장애인들을 돕기위한 지
역사회 자원을 통한 후원자 개발이나 학업프로젝트에 관한 외부지원금 확보 방안 등을 적극적
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 특수교육법안에 교육대상자로서의 권리에 관한 옹호와 교육의 역할이다. 2007년 국회를 통과
한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에는 정신장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 규정으로만 제시되어 단순하
하여 명시되고 있다.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의 범주안에 들어가므로 기본적인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법령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가족의 장애인 교육에 관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옹호자,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등과의 협력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타 장애영역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신장애 영역은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장애인 교육의 제도적 권리 측면에서 연계와 협력, 그리고 관심이 절실한 형편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기관들과 학계가 공동으로 정신장애인 회원들의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모델 연구가 필요
하다. 이러한 연구들을 지역사회에서의 시범적용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용가능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다
각적인 프로그램 모델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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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름 운영위원의 역할
김미정 의원 (오산시, 늘푸름 운영위원)

1. 현황
1) 사회복귀시설 운영위원회 현황
한국의 정신보건사업 안내서에는 사회복귀시설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내용으로는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조직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운영계획 수립·평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시설거주자
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그 밖에 시설장이 부의하는 내용이다.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수(5~10인 이하)와, 위원의 조직구성으로 시설이용자 대표, 가족대표, 지역
주민, 후원자대표, 관계공무원, 시설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로 구성을 권고하고 있
다.

2) 운영위원회 구성
늘푸름에는 의사결정 기관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와 법인 소속 기관으로 독립된 이
사회가 있다. 법인 이사회에서는 각 기관 시설장 임명승인, 예·결산 승인, 사업 평가 및 계획 보
고, 신규사업 승인, 법인 회계 등 법적 통제력과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다. 클럽을 위한 직접적인
감사 및 지원은 하고 있지 않다.
늘푸름 운영위원회는 2002년부터 매년 4회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운영위원으로는 운영위
원장으로 경기도 도의원, 지자체 시의원, 시설장, 당사자대표, 가족대표, 후원자대표, 지역주민, 정
신과 전문의, 보건소장, 사회복지학 교수로 구성되어있다.

2. 운영위원회 기능
국내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국가보조금으로 대부분 운영된다.
2000년 초반에는 지자체 30%, 도비와 국가 지원율 70%로 지원 되었으나 현재는 지자체 70% 도비
와 국가 지원율 30%로 복지예산 지원 부담율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어지고 있다. 지자체 예
산 자립도에 따라 사업 설치 및 규모, 사업내용이 좌지우지 되다보니 운영위원회 기능이 매우 중
요하다.

늘푸름의 행정구역인 오산시는 20만인구의 작은 도농지역으로 예산 자립도가 그리 넉넉하지 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시설은 늘푸름 주간이용시설. 주거시설2개. 정신요양원, 정신보건센
터 다양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다.
본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시설 2개 중 1개는 5년 동안 법인지원금으로 운영되었다.
지자체에서도 본 기관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지원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지자체 예산 지원이
어려워 보류하였던 안건을 늘푸름 운영위원인 보건소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오산시 시의원의 추경
예산승인으로 금년 8월부터 예산지원이 되었다.
한국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시의원을 운영위원
으로 위촉할 것을 권고한다. 시의원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한다면 선거철을 이용하기를 권
고한다.
많은 기관에서 운영위원회 모임 갖기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다.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유명인사을 위촉했더니 너무 바빠서 성원되기 어렵다는 이야기
이다. 대응책으로 바쁘지 않은 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하나 이것이 해결책은 아니라 생각한다. 위원
으로 위촉하려고하는 예비자 대부분은 지역을 위해 일하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시민 일 것
이다.
그들을 우리 측 대변자로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우리를 이해시켜 우리를 좋아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늘푸름 운영위원회는 향상 회원들과 함께한다. 회원들에게는 사전에 오픈 그룹으로 관심 있는 회
원은 참여하도록 한다. 사업 평가, 계획. 효과, 안건토의, 지역과의 갈등 등 회원들과 함께 보고한
다. 일본의 ‚베델의 집‛ 책을 읽고 나눈 이야기도 운영위원들에게 이야기 해준다. 정신질환에
대한 정신의학지식도 교육한다.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지하고 격려하
고 서로 감동을 나누는 운영위원회 시간을 갖는다. 운영위원의 회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한다면
우리를 좋아하게 하는게 중요하다.
기관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운영위원회에서
는 무엇을 지원하여야 하는지? 기관 미션, 비젼, 핵심가치. 장기계획, 전사적 목표 등을 운영위원
회와 함께 한다면 강력한 클럽하우스 될 것이다.
늘푸름은 3년 전 경영컨설팅에 함께하지는 못하였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는 하였다. 금년 조직
경영 컨설팅에는 동참 의견을 제시하려 한다.
2010년 클럽하우스 인증 과정에 운영위원도 함께 참여하는 기회와 ICCD Faculty Consultants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함으로써 강력한 클럽하우스임을 보여주었으며 인증 획득 시 축하 파티에도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지자체 시의원인 운영위원은 본인 블로그에 늘푸름 사이트를 만들어 우리의 이야기를 전한다. 운
영위원회에 함께하는 회원사진, 동영상, 기념행사사진을 올려 여러사람들과 나누고 있다. 관련손

님들과 커피한잔을 위해 함께 방문한다. 현 오산시 시장도 손님을 늘푸름으로 안내한다. 2006년
아세아 클럽하우스 세미나에서도 전 시장님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하여 발표도 하였다. 시장 방문
시 회원들의 다리건설 필요성의 요구을 귀담아 들어 튼실한 다리도 놓아주었다.
이런 결실들은 회원들과 함께하는 클럽하우스의 운영방식이 그들을 우리에게로 이끄는 마력이 된
것이다. 운영위원에게 기관 미션, 비젼, 장기계획에 함께 참여하기를 권고한다.
가족대표 운영위원은 상가번영회장을 역임하면서 과도기적 취업장을 제공하였다. 건물청소업무와
PC방의 카운터업무였다. 또한 오산시 정신보건 심의 위원회 임원으로 참여하여 정신요양원, 정신
병원에서 장기 입원하는 당사자·가족에게 늘푸름을 알린다.
늘푸름은 지역사회인식개선을 목적으로 문화 사업을 6년째 진행하고 있다. 바자회 ·음악회·영
화제이다. 그 중 음악회 전체 진행을 운영위원장의 인맥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내빈으로 지자체
정책관련자도 초빙하여 클럽하우스를 알렸다. 그 때 참여했던 내빈 중 한 분이 현재 오산시장 신
분으로 늘푸름에 온다. 또한 위원으로 소속된 국제봉사단체 로터리에서 회원과 직원이 필요한 신
규 책자 몇 백 권을 후원하도록 소개하여 주었다. 다른 위원은 가족 행사에 들어온 축의금을 늘
푸름에 후원금으로 전달되도록 다리역할도 하였다. 운영위원의 인맥을 활용한 행사를 진행하기를
제안한다.

3. 제 언
역할 수행사례에 언급되지 않은 이야기도 많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아닌 시작이다. 운
영위원은 계속해서 늘푸름과 함께 성장해 갈 것이다.

1) 운영위원 구성원으로서의 회원
운영위원 구성원인 회원은 참석자, 보고자로의 역할을 주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는 안
건 제안자로서 회원대표 운영위원의 역할이 강화되어질 필요가 있다.

2) 운영위원들의 선진 클럽하우스경험의 기회제공
그동안 늘푸름은 운영위원이 클럽하우스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클럽하
우스 문화를 전하기 위해 회원과 직원이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동영상을 상영하여 부서활동의 모
습을 전하고, 선진기관의 클럽하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ICCD인증의 의미설명과 Faculty
Team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이에 아시아컨퍼런스, 클럽하우스 3주 훈련, 타 클럽하우스방문과 같이 클럽하우스를 경험 할 수
있는 행사나 교육, 기관방문 등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3) 법인 이사회 위원으로 운영위원 참여
독립된 이사회에서는 산하기관은 사업보고 및 예산승인 등 보고의 기능으로 이사회에 참여한다.
이에, 늘푸름을 세세한 부분까지 이해하고 있는 운영위원이 이사회 위원으로 활동한다며, 실제적
으로 클럽하우스를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A3. 운영위원의 역핛 / Teratani Takako, Ito Keiko (Sun Marina 운영위원, 일본)

地域社会における共生の実現に向けて
JHC板橋会 サン・マリーナ諮問委員
板橋区更生保護女性会財務部長
前板橋区保護司会地域活動部長
伊藤恵子
私たちの社会は、2011（平成23）年「国民だれもが、基本的人権を享有するかけがえのない個人と
して、相互に人格と個性を尊重しあい共生する社会の実現」を理念とした「改正障害者基本法」を制
定。障がいを「障害および社会的障壁により継続的に、日常生活や社会生活に相当な制限を受ける状
態」として定義しました。さらに、翌年2012（平成24）年6月には、制度の谷間にある難病等を追加
して障害者の範囲を見直し、障害者の日常生活及び社会生活を総合的に支援する法律「障害者総合支
援法」を制定しました。
社会の構成員だれもが、学び合い、支え合う責任を分かち持ち共に生きるまちづくりの仲間（peer
ピゕ）になって、相互支援体制を築くことが大切です。だれもが、障害の状態を自分のことのように
感じ受け止め、共生の実現に向けて共にする活動には、住民一人ひとりのつながり（絆）を基本とし
たものです。
1992（平成4）年に開設されたクラブハウス「サン・マリーナ」は、東京都板橋区の単独事業の自
助活動を基盤とした総合的地域生活支援システムです。 ‚ひとりぽっちにならない、させない‛の
合言葉は、孤立や排除ではなく同じ地域に暮らす住民として支え合う責任を分かち持つ仲間（peerピ
ゕ）としての社会貢献を表明するものと云えます。
1994（平成6）には、世界クラブハウス開発センターの設置による諮問委員会を含む世界共通の運
営規約が規定されました。諮問委員会は、クラブハウスが地域全体の参加を基本とする地域を基盤に
した活動の象徴ともいえるもので、メンバーおよびマネージャーと共に支え合う責任を分かち持つ存
在です。メンバーの支援をはじめ、運営や法制度化を含めクラブハウスの権利擁護活動の推進を支援
する立場が期待されるものです。現在のサン・マリーナ諮問委員会構成は、共に生きる社会の実現に
向けて、精神保健医療福祉（元東京都精神保健専門官）・教育（淑徳短期大学法学教授）・産業2
（東京都及び板橋区商店会女性部長、建設会社社長）・司法（板橋区更生保護女性会）・子育て（幼
稚園園長及び更生保護女性会）、権利擁護（元板橋区議及び成年後見専門家）など多分野領域のパー
トナーシップを基本にしています。
2011年に木浦市丁鐘得市長はじめ市議団がサン・マリーナに来訪され、「報恩不忘 施恵無念」の
色紙の贈呈を戴きました。翌年の木浦市・板橋区との国際交流では、前板橋区福祉部長と諮問委員長
をはじめ前理事長寺谷と副理事長宗像が共生時代と地域福祉のシンポジュウムに参加しました。今秋
は、木浦市の共生の園の創設者で名誉市民田内千鶴子100周年記念祭に、お招きを戴きました。
ゕジゕクラブハウス会議における諮問員報告を共生と地域福祉をテーマに共に歩んだJHC板橋の道
程を振り返り、お話し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JHC板橋と私
JHC板橋会は1983（昭和58）年に、保健所デケゕOB会と地域精神保健福祉研究会（P.P会）が母

体となって開設された民間の非営利組織として出発。13年後の1996（平成8）年12月に社会福祉法人
設立、間もなく30周年を迎えます。私は、1990（平成2）年に在宅高齢者の給食サービスに取り組む4
か所目の作業所「JHC秋桜」の開設を契機に精神保健ボランテゖゕとして参加して今日に至っていま
す。
JHC秋桜の開設の2年前(1988年)には、ニューヨークのクラブハウス「フゔウンテンハウス」研修部
長のR.プロプスト氏の「日本にもクラブハウスを！」の全国講演による全国各地の反響があたたかい
風になっていたように思います。
精神障害者が地域福祉の担い手になって日中の一人暮らしのお年寄りに宅配給食する地域生活支援
事業は、当時としては画期的なことでした。開設記念式では、ゕメリカのコンシューマーの講演があ
りましたが、人間にある可能性への信頼を改めて学ぶことになりました。それは、「精神障害の当事
者の経験を活かす地域福祉の挑戦は、想定外の効果がある」こと、「当事者には、市民や専門家への
教育活動が期待される」ことという障害者自身の経験という自己学習に基づく学びでした。記念講演
に協力下さった文化事業協会のシャリー・ｓｔ・ジャン女史は「当事者の力を信じられるかどうかで
ある」と私たちに問いかけた感動のひと時でありました。作業所での調理、宅配を共にする日々に、
ご近所から‚お世話様‛と声がかけられ、一寸した庭の手入れや部屋で骨折して倒れている人に肩を
抱いて受診するなど「思いやりのある頼りにし合える普通の人」だという実感が得られました。一人
暮らしを始めたばかりで不安なメンバーに、自宅に招いて一夜を共にすること、街で出会ったメンバ
ーさんと喫茶のひと時を楽しんだこともごく当り前なこととして経験をしました。
JHC大山の「大山クリーンサービス」、JHC志村の地域での一人暮らしを支援する「志村企画」
（現、コットンハウス志村）、JHC赤塚の洋菓子製造と小中高生のケーキづくり教室などの「喫茶マ
ンド」に続くJHC秋桜の給食宅配と地域交流「ぴあはうす秋桜」など当事者が担い手になった地域
生活支援の実績が板橋区の精神障害者の地域生活支援事業としての制度化に実を結びました。
折からの「日本にもクラブハウスを！」の温かい風を背に受けた5か所目の作業所JHCいずみ開設で
は、フゔウンテンハウスのコンシューマースタッフを講師にした2日間研修が企画されました。最前
席で一緒になって講義を受けた板橋区の行政責任者の謝辞で「当事者活動の幕開け」だとクラブハウ
スへの期待をお話しして下さいました。当事者と家族、住民が手を取り合って計画した「カルチャー
講座」、ボランテゖゕの大手出版社編集長と企画した当事者の視点に立つ情報誌｢ピゕメンタルヘル
ス｣発行では、JHCは住民と共に育てる「心の樹」だと激励を下さいました。

どのような関わり方で今日まで来たかをお話いたします。
子育ても一段落ホッとする間もなく心を揺さぶる事が入って参りました。教育員会所属の青少年委
員をしていた時、ちょうど５０歳になった頃保護司という大役でした。右も左も何も見当付かずに歩
みだしました。２～３例は意外と軽く、これなら大丈夫と思いましたが、今思い出しても身震いする
ような、大変な内容の少年を担当いたしました。その時いつもスタッフのご意見、ゕドバスを頂き
対応して来た事を想い出します。又、義母の病気、とにかくわがままな母で、自分の思うようにいか
なければ食事を取らずに仮病で寝込み、本当の栄養失調に度々なりました。そのような事がダブルパ
ンチに私を襲って来ました。そんな時YWCAとJHC板橋の「心の健康を考える」という講座が眼に、
背中を押さえるようにうけました。JHCを知るきっかけでした。偶然にも作業所のお世話をしてくだ
さっていた方とお話をする機会が有り、研修をさせて頂き勉強に成り、一歩足を踏みいれたと思いま
す。
１例、元調理師さんは頭を自分で包丁を使い虎狩りの丸坊主にして来ました。その上私の膝の上で
鼻水をたらしながら、寂しいと１時間くらい泣いていた事もありました。私の子どもにもしないこと
を自然にして上げていました。

２例、夜中の来訪者も、その時は家が近くに有りましたので、何度も帰る様に説得しましたが興奮
状態でした。主人の同意を得、一緒に話を聞き夜明けを迎えました。興奮状態はおさまらず、近くの
コンビニエンスストゕーで８万円くらいの買物を、その時はスタッフに連絡、病院の入院の手続きを
完璧すぎる程の素早さでして頂きました。優しさ、機敏な対応に眼を見張る思いでした。自力の弱さ
を痛感しこの方々についていこうと感じました。メンバー、スタッフのお力を頂きまして、今の私が
有ることは間違いないと信じております。

日本初のクラブハウス誕生1992
－人間に共通した障壁（偏見・自己決定の侵害・隔離）の解消
1990（平成2）年のJHC秋桜の開設を契機とした板橋区の精神障害者の地域生活支援の制度化は、J
HC板橋の将来構想について板橋区との協議を必要としました。５か所目の作業所として当事者主体
の地域生活支援事業活動「JHCいずみ」の開設を以って「地域交流と地域貢献の基盤づくり」とする
こと。その上でのクラブハウスの開設を可能とすることの共通認識を得られ、クラブハウスの友愛訪
問活動の活用を期待した居住支援（グループホーム）を開設、相互支援システムの確立を確認した上
で、社会福祉法人設立の協定を結びました。
早速に、ニューヨークのフゔウンテンハウスにおける職員研修に職員（現副理事長：宗像利幸）と
運営者（前理事長：寺谷隆子）を派遣し、開設に備えました。
1992（平成4）年に、石塚輝雄区長の「東京砂漠を板橋から追放する」宣言
を背に、日本初のクラブハウスが板橋に誕生しました。開設記念講演でフゔウンテンハウス研修部長
R.プロプスト氏の「歓迎され安心して所属し意味ある活動ができることは人間の基本的欲求です。偏
見・自己決定侵害・隔離の３つの障壁の解消に向けて権利擁護活動に共に努力しよう！」と友情のメ
ッセジは
20年を迎えるサン・マリーナを支え続けてきました。
さらに、1996（平成8）年 韓国「テゖフゔ・フゔウンテンハウス」10周年記念では初代館長キム
・ジュンジン女史の「クラブハウスに国境はない」とサン・マリーナの誕生を歓迎して下さいました。

だれもの願い「市民として生きる」
障害者基本法の理念や定義は、「市民として生きる」ことを誰もの共通の願いとしたものであると
理解します。「存在を脅かされ、尊厳を冒されずに創造的な生き方をする」ための、排除や孤立しな
い社会的包摂（ｿｰｼｬﾙｲﾝｸﾙｰｼﾞｮﾝ）を目指すものです。地域や家庭、職場、学校などの相互交流という
つながりの中で、地域社会における共生の実現に向けた共助・連帯を基本とするものです。
「ごくあたりまえな生活」を築こうと、仲間や近隣の人びと、専門家など多様な支え手による相互
支援体制を開発する過程を共にすることが大切です。共にする活動は、障害者自らの視点と経験を重
視し、本人主導でさまざまな支援者と結びつき、お互いが学び合うような相互支援を開発し、障害者
自らも構成要素として位置づけることで生み出される。
例えば、2001年3月の障害者ケゕマネジメントの普及に関する報告によると、「同じ体験をした者
が相談・支援にあたることが効果的であるとの視点に立ち連携する」、2003年5月の精神保健福祉改
革に向けた今後の方向では、「普及啓発、気軽な相談機関や仲間・生きがいづくり、ピゕサポートや
クラブハウスの支援」が提言されています。

障害のある人の直面する課題に挑戦する姿は、排除や孤立しない全員参加の支援体制と地域づくり
を共通の願いとした「市民として生きる権利のモデル」として学び理解することが出来ることを経験
しました。

国の指針「こころのバリゕフリー宣言」2004（平成16）年
クラブハウスの生活支援システム構築は、社会の構成員だれもが、学び支え合う責任を分かち持ち、
あらゆる活動に参加・参画して、地域社会における共生の実現を目標とするものです。社会的障壁の
解消を共通の課題とした「その人らしく生きるために、その人の持つ潜在能力（capability）の実現
を保障する自由の必要性」経済学賞受賞者（Sen、Amartya）を意味するものと云えます。
厚生労働省では、精神疾患を正しく理解し新しい一歩を踏み出すための指針「こころのバリゕフリ
ー宣言」（2004（平成16）年）を打ち出しています。

潜在能力と自由の保障の意味するところは、さまざまなタプの生活を肯定的に理解して受容し、
出会いの場を共に創り、地域社会における共生の実現に向けた過程を共にすることであると理解でき
ます。よりよい健康状態を保ち、幸せを実感し安心して暮らすために求め必要とする、理解促進と社
会の支援に共に取り組む仲間になることです。生活のしづらさに挑戦する人に、領域や職種を越えて
連携する総合的かつ包括的な生活支援システムとしてのクラブハウスが期待に応えようとしているの
です。諮問委員には、こうしたクラブハウスの運営及び活動をこころのバリゕフリー宣言の指針を基
本として、板橋の地域力として育て発展させる社会的使命があると考えます。

学び支え合う責任を分かちもつパートナーシップ
東日本大震災から過ごした今日までの日々は、自分たちに出来ることは何か
を考え、学び支え合う責任を分かちもとうと、全国各地の共助・連帯を身近にしてきました。
諮問委員が大切にする、学び支え合う対等な相互関係は、共感し共有して共に行動する相互信頼の
つながりを築く、友好的で信頼し合い共に行動して頼りにし合うパートナーシップを基盤にしたもの
です。クラブハウスには、世界共通のユニット活動がありますが、クラブハウスの計画・決定、運営、
支援の担い手など三層の参加が自らの選択・決定に基づく役割分担は、だれもの学び合い、支え合う
責任を分かち持つ姿を身近にすることが出来ます。年間 12,000 件を超えるランチユニット、27,000
件を超える友愛訪問・居住支援活動。過渡的雇用等就労支援においては、ジョブコーチ支援を準備し
年間 1,500 件を超えています。教育・研修ユニットでは、自助グループリーダー育成をはじめ、日常
生活や社会生活上の対処行動など 6,000 件など成果を上げています。
精神障害者自らも、自分らしく生きるというさまざまなタプの生活を築く過程で、経験という自
己学習で蓄えた生活力を他者の支援に活かして貢献する、地域力を築くパートナーなのです。さらに、
フォーラムの開催では、地域全体の参加を基本としてクラブハウスの活動を評価し合い、将来を方向
付ける希望を分かち持つ機会として理解促進と社会の支援への享有が果たされていることが評価でき
ます。
こうしたサン・マリーナの運営および活動を直接的かつ間接的に支援する諮問員の貢献は、商店街
のｽﾏｲﾙﾏｰｹｯﾄをはじめ区民行事への役割を担い、教育機関のピゕカウンセリング講座や学内店舗など
クラブハウスとつながりを築き発展させてもいます。何よりも、20 年にわたって板橋区独自の精神
障害者の総合的かつ積極的な地域生活支援の地域基地として継続し発展している現実に評価をみるこ
とができます。また、厚労省等の視察に同席し意見交換では、ゕジゕクラブハウス会議への色紙を戴
きましたが、クラブハウスの国の制度化への期待をこめた役割を自覚できます。
2006 年に国連で採択された障害者の権利条約 19 条「自立した生活及び地域社会へのンクルージ

ョン」では、「すべての障害者が他の者と平等の選択の機会をもって地域社会で生活する権利を認め
る」ことを謳っている。障害者も普通の市民として生活すること、相互支援というパートナーシップ
への期待を表している。地域や家庭、職場、学校などあらゆる生活場面において、‚ひとりぽっちに
ならない、させない‛、つながりを再構築する相互エンパワメントの地域福祉実践と云えるでしょう。
クラブハウスの地域全体の参加を基本とした相互支援の位置付けは、排除や孤立ではない‚自分た
ちの‛と呼べる社会への変革をも求めた、共助・連帯の総合的かつ積極的な生活支援システムを築く
地域福祉確立にあると云えます。
多領域にわたる諮問委員によるクラブハウス支援が、板橋区基本構想「生涯を通じて安心して生きら
れる保健と福祉のまちづくり」への社会貢献であることを実感しています。

参考資料
「障害者総合支援法」
地域社会における共生の実現に向けて 新たな障害保健福祉施策を講ずるための関係法律の整
備に関する法律の概要（24年6月20日成立・6月27日公布）
Ⅰ．主旨：障がい者制度改革推進本部等における検討を踏まえて、地域社会における共生の実
現に向けて、障害福祉サービスの充実等障害者の日常生活及び社会生活を総合的に支援するた
め、新たな障害保健福祉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Ⅰ．主旨：障がい者制度改革推進本部等における検討を踏まえて、地域社会における共生の実
現に向けて、障害福祉サービスの充実等障害者の日常生活及び社会生活を総合的に支援するた
め、新たな障害保健福祉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Ⅱ．概要
１．題名
「障害者自立支援法」を「障害者の日常生活及び社会生活を総合的に支援するための法律（障
害者総合支援法）」とする。
２．基本理念
法に基づく日常生活・社会生活の支援が、共生社会を実現するため、社会参加の機会の確保及
び地域社会における共生、社会的障壁の 除去に資するよう、総合的かつ計画的に行われるこ
とを法律の基本 理念として新たに掲げる。
３．障害者の範囲（障害児の範囲も同様に対応。）
「制度の谷間」を埋めるべく、障害者の範囲に難病等を加える。
４．障害支援区分の創設
「障害程度区分」について、障害の多様な特性その他の心身の状態に応じて必要とされる標準
的な支援の度合いを総合的に示す「障害 支援区分」に改める。
※ 障害支援区分の認定が知的障害者・精神障害者の特性に応じて行われるよう、区分の制定
に当たっては適切な配慮等を行う。

５．障害者に対する支援
① 重度訪問介護の対象拡大（重度の肢体不自由者等であって常時 介護を要する障害者として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ものとする）
② 共同生活介護（ケゕホーム）の共同生活援助（グループホーム）への一元化
③ 地域移行支援の対象拡大(地域における生活に移行するため重点的な支援を必要とする者で
あって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ものを加える）
④ 地域生活支援事業の追加（障害者に対する理解を深めるための 研修や啓発を行う事業、意
思疎通支援を行う者を養成する事業等）
６．サービス基盤の計画的整備
① 障害福祉サービス等の提供体制の確保に係る目標に関する事項及び地域生活支援事業の実
施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の障害福祉 計画の策定
② 基本指針・障害福祉計画に関する定期的な検証と見直しを法定化
③ 市町村は障害福祉計画を作成するに当たって、障害者等のニーズ把握等を行うことを努力
義務化
④ 自立支援協議会の名称について、地域の実情に応じて定められるよう弾力化するととも
に、当事者や家族の参画を明確化
Ⅲ施行期日－平成25年4月1日（４．および５．①～③は平成26年4月１日）
Ⅳ．検討規定（障害者施策を段階的に講じるため、法の施行後3年を目途に、以下について検
討）
① 常時介護を要する障害者等に対する支援、障害者等の移動の支援、障害者の就労の支援そ
の他の障害福祉サービスの在り方
② 障害支援区分の認定を含めた支給決定の在り方
③ 障害者の意思決定支援の在り方、障害福祉サービスの利用の観点からの成年後見制度の利
用促進の在り方
④ 手話通訳等を行う者の派遣その他の聴覚、言語機能、音声機能その他の障害のため意思疎
通を図ることに支障がある障害者等に対する 支援の在り方
⑤ 精神障害者及び高齢の障害者に対する支援の在り方
※上記の検討に当たっては、障害者やその家族その他の関係者の意見を反映させる措置を講ず
る。

A3. 운영위원의 역핛 / Teratani Takako, Ito Keiko (Sun Marina 운영위원, 일본)

지역사회의 공생의 실현을 향해
JHC이타바시회 선마리나 자문위원
이타바시구 갱생보호여성회 재무부장
전이타바시구 보호사회 지역활동부장 이토 케이코

우리 사회는 2011년「국민 누구나가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는 둘도 없는 개인으로서 상호 인격
과 개성을 존중하며 공생하는 사회의 실현」을 이념으로 한「개정 장애인기본법」을 제정, 장애
를「장애 및 사회적 장벽에 의해 계속적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
로 정의했다. 더욱이 다음 해인 2012년 6월에는 제도권 밖에 있는 난치병 등을 추가해 장애인의
범위를 재조명 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장애인종합지원
법 」을 제정했다.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배우고 의지하며 책임을 나누어 가지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 만들
기의 일원이 되어 상호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누구라도 장애상태를 자신의 일처럼
느끼며 받아들여 공생 실현을 위해 함께 활동하기 위해서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동반자 관계
를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다.
1992년에 개설된 클럽하우스「선마리나」는 동경 이타바시구의 단독사업의 자조활동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지역생활지원 시스템이다.
‚홀로 되지 않고, 두지 않기‛라는 말은 고립이나 배제가 아닌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으
로서 서로 의지하는 책임을 나누어 가지는 동료로서의 사회공헌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
다.
1994년에는 세계 클럽하우스 개발센터 설치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세계 공동의 운영규약
이 규정되었다. 자문위원회는 클럽하우스가 지역 전체의 참가를 기본으로 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활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회원 및 매니저와 함께 도우며 의지하는 책임을 나누어
갖는 존재이다. 회원의 지원을 시작으로 운영이나 법 제도화를 포함하는 클럽하우스의 권리옹호
활동의 추진을 지원하는 입장이 기대된다. 현재, 선마리나 자문위원회 구성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의 실현을 지향하며 정신보건의료복지(전동경정신보건전문관）・교육（숙덕단기대학 법학교수）
・산업2（동경 및 이타바시구 상점회 여성부장, 건설회사 사장）・사법（이타바시구갱생보호여성
회）・육아（유치원원장 및 갱생보호여성회）, 권리옹호（전 이타바시구의회 및 성년후견인전문
가）등 다양한 분야의 영역에서 파트너십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011년 목포시 정종득 시장과 시의회 의원이 선마리나를 방문해「보은불망 시혜무념」의 문구가
적힌 액자를 증정 받았다. 다음해 목포시・이타바시구사와의 국제 교류에서는 전 이타바시구 복
지부장과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전 이사장 테라타니와 부이사장 무나카타가 심포지엄에 참가했다.
올 가을에는 목포시의 공생원의 창설자인 명예시민 타우치치즈코(田内千鶴子)100주년 기념식에 초
대되었다.
아시아 클럽하우스 회의에 있어서 자문위원 보고를 공생과 지역복지를 테마로 함께 걸어온 JHC
이타바시의 발자취를 뒤돌아 보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한다.

JHC 이타바시와 나
JHC 이타바시회는 1983년에 보건소 데이케어OB회와 지역정신보건복지연구회（P.P회）가 모체
가 되어 개설된 민간비영리조직으로 출발, 13년 후인 1996년 12월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곧
30주년을 맞이한다. 나는 1990년에 재택고령자 급식서비스에 몸 담아 4번째 작업장「JHC코스모스」
설립을 계기로 정신보건 자원봉사자로서 참여 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JHC코스모스의 개설 2년 전(1988년)에는 뉴욕의 클럽하우스「파운틴하우스」연수부장인 R 프로
푸스트씨의「일본에도 클럽하우스를!」이라는 전국 강연이 전국 각지에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고 생각한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꾼이 되어 독거노인에게 도시락배달을 하는 지역생활지
원사업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개설 기념식에서는 미국의 당사자의 강연이 있었는데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배우는 일이 되었다. 그것은「정신장애 당사자의 경험을
살려 지역 사회의 도전은 상상 외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장애인 자신의 경험에서 자기 학습
에 기반 한 배움이었다. 기념 강연에 협력해 주신 문화사업협회의 셜리・ｓｔ・존 여사는「당사
자의 힘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되물었던 것이 감동의 순간이
었다. 작업장에서 조리하고 배달을 함께하는 날들, 이웃으로부터 ‚감사하다‛고 인사들을 때, 방
에서 넘어져 쓰러져있는 분을 어깨를 부축해 진찰하게 하는 등「인정 있고 힘이 되어 주는 보통
의 사람」이라는 실감을 얻었다. 막 혼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불안한 회원에게 자택에 초대해
하루 밤을 같이 지내는 일, 길에서 만난 회원과 차라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지극히 당연
한 일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JHC오오야마의「오오야마클린서비스」, JHC시무라의 지역에서 독립생활을 지원하는「시무라기
획」(현、코튼하우스시무라）、JHC아카츠카의 양과자제조와 초중고생들의 케잌 만들기 교실 등
「카페마인드」에 계속되는 JHC코스모스 도시락배달과 지역교류「피어하우스 코스모스」등 당사
자가 일꾼이 된 지역생활지원의 실적이 이타바시구의 정신장애인의 지역생활지원사업으로서의 제
도화에 결실을 맺었다. 마침내 시작된「일본에도 클럽하우스를!」의 따듯한 바람을 맞이한 5번째
작업장 JHC이즈미 개설에는 파운틴하우스 컨슈머스텝을 강사 초빙하여 2일간의 연수가 기획되었
다. 맨 앞 좌석에서 함께 강의를 들은 이타바시구 행정책임자의 답사에서「당사자 활동의 개막」

이라고 클럽하우스에의 기대를 말해주었다. 당사자와 가족, 주민이 손잡고 계획한「문화 강좌」,
자원봉사자인 큰 대기업 출판사 편집장과 기획 한 당사자의 시점에 서서 본 정보지 ｢피어멘털헬
스｣발행에는 JHC와 주민이 함께 키워가는「마음의 나무」라고 격려해주었다.

어떤 일을 계기로 오늘까지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육아도 일단락되어 좀 여유를 즐기고 있는 가운데 큰 일이 생겼다. 교육원회소속의 청소년 위원
을 하고 있었을 때, 정확히 50세가 되었을 무렵 보호사라고 하는 중임을 맡게 되었다. 오른쪽, 왼
쪽 갈피를 못 잡고 처음으로 일을 했다. 2~3가지 예는 의외로 가볍고, 이 정도이면 괜찮다라고 생
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힘든 사례를 담당했다. 그 때 언제나 직원의 의견과 충고를 받으
며 해 온 일을 생각하곤 한다. 또, 시어머니의 병, 고지식한 시어머니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으면 꾀병을 부리며 밥을 드시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린 적도 있었다. 그러한 일이 한꺼번
에 덮쳤다. 그런 때 YWCA와 JHC이타바시의「마음의 건강을 생각하자」라고 하는 강좌가 눈에
들어와 누가 등을 떠민 것처럼 강좌를 수강했다. 이는 JHC를 아는 계기가 되었다. 우연히도 작업
장을 도와주시던 분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 연수를 받고 공부하게 되어 이렇게 관여하게 되
었다.
첫째 예, 이전 조리사를 했던 분은 부엌칼로 머리를 빡빡 깎은 채 집으로 찾아 왔다. 게다가 나
의 무릎 위에서 콧물을 늘어뜨리면서, 외롭다며 1시간 정도 운적도 있었다. 자식들에게도 하지 않
던 것을 자연스럽게 하였다.
두 번째 예, 한 밤중에 손님이 찾아 온 일이다.(그 때는 집이 근처에 있었으므로) 몇 번이나 돌
아가도록 설득했지만 흥분 상태였다. 남편의 동의를 얻어 밤새도록 함께 이야기를 들어 주었다.
흥분 상태는 안정되지 않고, 가까운 편의점에서 8만엔 정도치 물건을 구입하여 스탭에게 연락하
여 입원을 시킨 적도 있었다. 자신의 약함을 통감해 도움을 준 직원을 배울려고 하였다. 회원, 스
탭의 힘을 받아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틀림없음을 믿고 있다.

일본클럽하우스 탄생1992
－인간에게 공통 된 장벽(편견・자기결정의 침해・격리）의 해소
1990년의 JHC코스모스 개설을 계기로 이타바시구의 정신장애인의 지역생활지원제도화는 JHC이
타바시의 장래구상에 대하여 이타바시구와의 협의를 필요로 했다. ５번째 작업장인 당사자 주체
의 지역생활지원사업활동「JHC이즈미」의 개설로「지역교류와 지역공헌기반만들기」로 할 것. 그
위에 클럽하우스의 개설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통인식을 얻어 클럽하우스의 가정방문의
활용을 기대한 거주지원(그룹홈）을 개설, 상호지원시스템 확립을 확인한 데다 사회복지법인 설립
협정을 맺었다.

조속히 뉴욕의 파운틴하우스에 의한 직원연수에 직원(현부이사장：무나카타토시유키）와 운영자
(전 이사장：테라타니 타카코）를 파견해 개설에 대비했다.
1992년에 이시즈카 히데오 구청장의 「 동경 사막을 이타바시에서 추방한다 」 선언한 배경에 일본
최초의 클럽하우스가 이타바시에 탄생했다. 개설 기념강연에서 파운틴 하우스 연수부장 R. 프로
프스트씨의「환영 받으며 안심하고 소속되어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이다. 편견・자기결정권 침해・격리 라고 하는 ３가지 장벽 해소를 위해 권리옹호 활동에 함께 노
력합시다！」라는 우정의 메시지는 20년을 맞은 선마리나를 지탱해온 것이었다.
더욱이、1996년 한국「태화샘솟는집」10주년 기념에서는 초대관장 김정진 교수의「클럽하우스에
국경은 없다」라고 선마리나 탄생을 환영해 주었다.
모든 이의 바람「시민으로 사는 것」
장애인기본법의 이념과 정의는 「 시민으로 사는 것 」 이라는 것을 누구나의 공통의 바람이라는
것을 이해한다.「존재가치를 위협당하고, 존엄을 침해 당하지 않고 창조적인 삶을 살기」위해서는
배제와 고립하지 않는 사회통합을 지향한다. 지역과 가정, 직장, 학교에서의 상호교류의 관계 속
에서 지역사회에서의 공생의 실현을 위한 공조・연대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생활」 을 구축하려고 하면 동료와 이웃주민들, 전문가와 다양한 지원을 통한
상호지원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을 함께 하는 일이 중요하다. 함께하는 활동은 장애인 당사자의 시
점과 경험이 중요하고 본인 주도로 여러 지원자와의 결속, 서로간의 배우는 것과 같은 상호 지원
을 개발해 장애인 스스로도 구성요소로서 역할을 만들어내야 한다.

예를 들어 2001년 3월 장애인 케어매니지먼트의 보급에 관한 보고에 따르면「동일한 체험을 한
사람이 상담・지원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시점에 입각해 연계한다」, 2003년 5월 정신보
건복지개혁을 위한 이후의 방향에서는「보급개발, 찾아가기 쉬운 상담기관과 동료・삶의 보람 만
들기, 동료 지원과 클럽하우스의 지원」이 제언되어 있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직면하는 과제에 도전하는 자세는 배제와 고립이 없는 전원 참가지원체제
와 지역만들기를 공통의 바람으로 한「시민으로 살아가는 권리 모델」로써 배우고 이해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경험했다.

국가의 지침「마음의 치유선언」2004년
클럽하우스의 생활지원시스템구축은 사회의 구성원 누구나가 배우고 지원받는 책임을 나누어 가
지고 모든 활동에 참가・참여해 지역사회에 있어서 공생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사회적
장벽의 해소를 공통의 과제로 한「그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실현을 보장하는 자유의 필요성 （ capability ） 」(경제학자상수상자(Sen、Amartya ）)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후생성에서는 정신질환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새 출발을 위한 지침
「마음의 장벽 허물기 선언」（2004년）을 내세우고 있다.

마음의 장벽 허물기 선언
～정신질환을 바르게 이해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한 지침
[당신은 절대로 자신이 있습니까? 마음의 건강에?]
１정신질환을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관심」
２무리하지 않고 마음도 몸도「예방」
３느끼고 있습니까?마음의 부조화「지각」
４알고 있습니까? 정신질환에 대한 바른 대응「자기・주위의 인식」
[사회의 지원이 중요, 공생의 사회를 지향하여]
５자신이 마음의 장벽을 만들지 않는다「긍정」
６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수용」
７만남은 이해의 첫걸음「만남」
８서로 의지하는 사회 만들기「참여」

잠재능력과 자유의 보장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 타입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해
만남의 장을 함께 창조하고 지역사회에 있어서 공생의 실현을 목표로 해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
라고 이해한다. 보다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을 실감해 안심하고 지내기 위한 방법을 찾
을 필요로 하는 이해촉진과 사회의 지원에 함께 나아갈 동료가 되는 일이다. 생활을 꾸밈에 도전
하는 사람에게 영역과 직종을 넘어서 제휴하는 종합적이며 동시에 포괄적인 생활지원 시스템으로
클럽하우스가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고 있다. 자문위원에는 이런 클럽하우스 운영 및 활동을 마음
의 장벽 없애기 선언의 지침을 기본으로 해서 이타바시구 지역의 힘으로 키워서 발전시킬 사회적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배워 서로 지지할 책임을 지는 파트너십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보낸 오늘까지의 날들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며 배워 서로 지지할 책임을 지려고 전국 각지의 공조・연대를 친밀하게 하였다.
자문 위원이 소중히 하는, 배워 서로 지지하는 대등한 상호 관계는 공감하고 공유해 같이 행동하
는 상호 신뢰의 연결을 쌓아 올리는 우호적이고 서로 신뢰해 함께 행동해 서로 의지하는 파트너
십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클럽하우스에는 세계 공통의 부서활동이 있지만 클럽하우스의 계획결
정, 운영, 지원 담당자 등 3층의 참가가 스스로의 선택・결정에 근거하는 역할 분담은 누구라도

서로 배워, 서로 지지할 책임을 나누어 가지는 모습을 가까이에 할 수 있다. 연간 12,000건을 넘
는 런치 유닛, 27,000건을 넘는 우애 방문・거주 지원 활동. 과도적 취업 등 취업 지원에 대해서
는 취업지원을 준비해 연간 1,500건을 넘고 있다. 교육・연수 유닛에서는, 자조 그룹리더-육성을
시작해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상의 대처 행동 등 6,000건 등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스스로도, 자신답게 사는 다양한 타입의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이라고 하는 자기
학습의 축척으로 생활력을 다른 사람의 지원에 살려 공헌하는 지역력을 쌓는 파트너이다. 게다가
포럼 개최에서는 지역 전체의 참가를 기본으로서 클럽하우스의 활동을 서로 평가해 장래를 방향
짓는 희망을 나누어 가질 기회로 이해 촉진과 사회의 지원에의 향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선마리나의 운영 및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문위원의 공헌은 상가의 스마일마켓
을 비롯하여 구민행사에서도 역할을 담당해 교육기관의 피어카운셀링 강좌나 교내 매점 등 클럽
하우스와 연결고리를 돈독히 하여 발전시켜 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20년에 걸쳐서 이타바시구의
독자적인 정신장애인 종합적이며 적극적인 지역생활지원의 지역 기지로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
음을 현실적으로 평가 해 볼 수 있다. 또, 후생노동성 등의 시찰에 동석해 의견교환에서는 아시아
클럽하우스 회의에의 인사말을 받았다. 클럽하우스의 제도화에의 기대를 담은 역할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2006년 유엔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조약 19조「자립한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사회통합」에서는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평등한 선택의 기회로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도 보통시민으로서 생활하는 것, 상호지원이라고 하는 파트너십에의
기대를 말하고 있다. 지역이나 가정, 직장, 학교 등 모든 생활면에 있어,"외톨이가 되지 않는, 시
키지 않는", 관계를 재구축하는 상호 엔파워먼트의 지역복지 실천이라 말할 수 있다.
클럽하우스의 지역 전체의 참가를 기본으로 한 상호지원은 배제나 고립이 아닌"자신들의 것"이라
고 부를 수 있는 사회에의 변혁도 요구한 공조・연대의 종합적, 적극적인 생활지원시스템을 구축
하는 지역복지 확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영역에 걸쳐 자문위원에 의한 클럽하우스지원이 이타바시구 기본 구상 「생애를 통해서 안심
하고 살 수 있는 보건과 복지의 마을만들기」에의 사회공헌인 것을 실감하고 있다.

A3. 운영위원의 역핛 / 김재신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태화샘솟는집 운영위원)

태화샘솟는집 운영위원 활동 소감

김재신(태화샘솟는집 운영위원)

저는 현재 공인회계사로서 태화 샘솟는 집의 회계 및 재정 관련 자문 등을 하는 운영위원회 일원
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는 비영리기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제가 하고 있는 업
무의 사회 공헌에 대한 관심이 있어 태화 샘솟는 집 이외에도 여성 관련 단체 혹은 해외개발원조
NGO를 비롯하여 여러 사회복지기관에 이러한 자문 업무 및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컨퍼런
스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소감에 대한 발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주업으
로 하고 있는 분야가 아닌 곳에서의 활동에 대한 발표인지라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름 시간을 두고 몇 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다른 기관과는 다르
게 태화 샘솟는 집이 의미가 있는 곳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신학교 대학원에서 선교학을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이라 할 수
있는 시기를 보내면서 나의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 진지한 인생
의 물음을 던지며 고민하던 차에, 비로소 인생의 최종 목표는 선교뿐임을 깨달으며 이를 위한 준
비로 선교학을 체계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기회를 스스로 갖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
의 욕심어린 욕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었으나, 그 시간을 통해 저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
는 '우물 안 개구리'식의 신앙에서 조금은 넓고 열린 신앙으로 눈이 뜨여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
니다. 세상에 속하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와 신앙에 가치를 두는 세
계관의 변화였습니다.
그러한 변화 중 학업에서 예전에는 관심도 갖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였던 한국 기독교 역사에 관
한 책을 접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 이 땅에 파송되어 온
감리교 선교사들을 통해 특별히 사회 구원적 접근으로 복음과 함께 민생의 아픔을 치유하는 태화
복지 기관의 설립에 관한 역사를 읽으며 그의 정신에 따라 설립된 태화샘솟는 집의 가치 또한 새
롭게 깨닫게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대학원 졸업논문은 <선교적 교회론>이었습니다. 선교학을 공부하며 나름 제가 바라며 소망
하게 된 교회에 대한 소견을 피력한 논문입니다. 이 졸고에서 저는 세상과 고립되는 교회가 아닌,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교회가 바로 이 시대가 요청하는 복음적 교회의 모습이라
고 이야기 하고자 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들에게 복음과 함께 아프고 병든 자
를 치유하며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증거와 함께 소외되

고 병든 자에게 다가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선교여야 한
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이미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많은 교회가 긍정적 모습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모
습으로 내비쳐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 속에서 지역 사회 속에 적극적으로 빛과 소금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요망된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선상에서 태화 샘솟는 집이 세상 가운데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라 함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
동체이기에 태화 샘솟는 집 또한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간 교회 공동체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샘솟는 집을 찾았을 때 다른 기관과 달리 특별하게 다가왔던 사항 중 하나가 회원과
직원간의 분간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동질화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신 질환자라는 다소
내게 있던 편견들을 자연스럽게 무너뜨렸던 것은 직원들의 회원들에 대한 태도에서 결코 사무적
이거나 결코 억압적 분위기가 아닌 함께 어울려 돕는 공동체로서의 다가옴이었습니다.
늘 회원들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1층 제일 앞선 곳에 공개적으로 자
신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던 관장님이나, 식사 준비나 모든 기관에서의 활동에 기능한 회원들을
참여토록 하여 회원으로서가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이 제게는 진실함으로 소
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자녀들과 함께 매주 저희 집 근처에 살고 계신 아저씨 한 분에게 밑반찬을 만들
어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휴우증으로 정신 질환을 얻게 되고 오랫동안의 병원
생활로 가족 관계를 비롯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 하시게 된 분이십니다. 사고 이전에는 방송국
의 카메라 기사로 낮밤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바쁘게 20여년을 직장 생활을 하시던 분이신데,
한 번의 교통사고로 지금은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계시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고로 인
해 육체적 장애를 갖게 된 부분도 그 분을 힘들게 하지만, 그 분을 힘들게 한 것은 무엇보다 자
신도 인정하기 어려운 정신적 질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분들에 대한 지식이 저나 저의
아이들에게 없어 아저씨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너무나도 달라진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한 원망과 좌절 등으로 인한 자살 기도를 비롯 심한 우울증
을 앓고 계셨던 아저씨.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그러한 분들에 대한 이해를 나름 하게 되
었고, 그 분께도 저희 가족의 정기적 방문이 낯섬에서 기다림으로, 잦은 우울증을 다소의 즐거움
으로 바꾸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저씨를 좀 더 빨리 이해하고 그 분께 다가갈 수 있었
던 것은 샘솟는 집을 통해 멀리서나마 그분과 같은 분들을 만나고 그런 분들을 대하는 샘솟는 집
의 직원들의 모습을 통해 나도 모르게 학습된 경험에서였다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제게 회원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저의 샘솟는 집에 대한 활동은 극히 미
비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매주 방문하는 아저씨나 샘솟는 집 회원들의 상당이 세상의 일
반 무리들 속에서 고립되거나, 소외된 이들이라 할 수 있기에 세상과 다리 역할을 이들의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며 그러한 선상에서 샘솟는 집은 매우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샘솟는 집 안
에 있는 많은 부서 활동이 그러하고, 더 나아가 사회 속으로 다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터전
을 마련하는 일터 마련이 그러하다 생각합니다. 미미한 저 또한 운영위원회 일원의 한 사람으로
세상과 회원들간의 다리로써 회원들이 세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중
간 다리로써의 지탱자가 되고 싶다 소망합니다.
샘솟는 집을 비롯하여 나의 업무 영역이 비영리 기관에서 공헌될 수 있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
면서 지금은 인터넷으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이들에 대한 잘
못된 편견을 버리고 함께 어울어져 가는 세상을 좀 더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또 다른
선택인데, 이러한 선택이 회원들과 세상과의 다리 역할을 하는 샘솟는 집처럼 멋진 도구로 또한
사용되는 디딤돌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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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되는 것 :
ICCD 인증과정

謝佳蓉HSIEH, CHIA-JUNG
李春標 LEE, CHUN-PIAO
Easy 클럽하우스, 타이완, 중국
Jack Yatsko, ICCD Chief Operating Officer

목차








왜 인증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인증의 초기 단계
회원, 직원,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
로부터 “공식적인 신뢰”를 획득하는 것
다른 클럽하우스와의 관계를 통해
지원받기
셀프스터디 작성방법
이 과정이 우리 클럽하우스에게 가지는
의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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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증을 받아야 하는가 1









더 좋은 클럽하우스가 되기 위한 성과
주인의식, 역량 강화, 팀워크 고취
동료들과 클럽하우스 최고 운영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훌륭한 클럽하우스라는 상징: Clubhouse Gold Standard
성취감
클럽하우스가 회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도록 격려
클럽하우스를 발전시키고 배움과 책임 강화에 대한
합의를 촉진시킴

3

왜 인증을 받아야 하는가 2







클럽하우스의 장 단점을 인식하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ICCD 페컬티로부터 동료상담 및 교육, 조언을
받기 위해
클럽하우스의 욕구를 확정하고 클럽하우스를
지원하기 위해
클럽하우스예산 및 후원금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련집단에게 클럽하우스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신뢰제공을 위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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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ICCD 클럽하우스회원이 된다
Denise Hast에게 전화한다( 212-5820343)또는 이메일 dhast@iccd.org 로 인증
신청하기
Denise가 인증 신청서를 보낸다
작성한 신청서와 신청비를 ICCD에 보내기
Denise는 인증방문을 위한 자료를 보낸다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
1

인증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클럽하우스 프로파일(Clubhouse Profile
Questionnaire)
인증 셀프스터디 양식
ICCD 다운로드 및 디스커스( Download Discuss):

성공적이고 활기 넘치는 셀프스터디를 위해
전체클럽하우스가 참여하는 방법





인증 전 체크리스트
ICCD 취업가이드라인 및 워크시트
2012 개정판 클럽하우스 스탠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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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클럽하우스에서의 리더쉽 / 신OO (브솔시냇가)

클럽하우스 회원의 리더쉽

브솔시냇가 신OO

1. 리더쉽의 정의
리더쉽이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구성원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다.
클럽하우스 내에서 리더쉽도 마찬가지이다. 클럽하우스의 목표를 위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활동
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서로 관계형성을 통해 성장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것은 클럽하우스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동료들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다.
우리 클럽하우스에 대표적인 리더쉽이 있다. 바로 우리 클럽하우스에 당사자로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윤선생님의 이야기다. 윤선생님은 병원에 입원한 기간에도, 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기
간에도 회원이지만 직원처럼 일을 했다고 한다. 어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직원이다 싶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 다른 회원들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일을 권유하는 사람이 되면서, 돕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윤선생님은 한 기관에 리더로 선
다는 것은 결국 그 회원들에 대해 잘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
내가 생각하는 클럽하우스의 리더는 리더 당사자의 삶이 리더쉽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더 회복
으로 가까워진다. 클럽하우스에서 기관소개를 하고, 장을 보고,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모습을 회
원들이나 타인들이 보고 ‘당신 환자가 맞습니까?’라는 말을 많이 하였다. 그러면 나는 내가 환
자가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더 이상 환자라는 이름에 압도되어 살아가지 않을 수 있었다.
질병은 그냥 질병이고 질병은 관리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감이 붙게 되었다.
자신감이 붙으니까 회원들을 돕고 싶어졌다. 나 혼자만 회복되고 나 혼자만 극복하는 것이 아니
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회복되는 꿈을 꾸게 되었다.
나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회복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해가는 클럽하우스가 되길 원하는 마
음이 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이
것은 클럽하우스를 체험하면서 배운 것이다. 혼자만 회복되어 떠나면 의미가 없다. 회원이 회원을
위로하고 도와줄 때 그 효과는 몇 배로 크고, 값지다. 내가 위로했다고 위로받은 회원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하는 내가 더 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나는 리더쉽을 통해 알게 되었

다.

2. 긍정적인 리더쉽과 부정적인 리더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쉽이었던 모세가 신에게 십계명을 받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
운 새 다른 리더쉽이었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대로 신이 가장 싫어했던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들을 허용해서 신의 노여움을 사서 많은 백성들이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
다. 이것을 볼 때 잘못된 리더쉽은 그 공동체를 산산조각 나게 할 수 있다. 리더쉽이라고 다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클럽하우스 내에서 업무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 같다. 생소한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은 데,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권유해주고,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지해주었을 때 업무에 도전하고 완수해가는 회원들의 모습을 종종 보았다. 그러
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긍정적인 리더쉽은 동료들을 세워주고 동료들의 잘 하는 것을 잘 발견해주
는 것이라고 본다. 동료들을 세워주는 것은 거창하고 특별한 것이 아닌 것 같다. 우리 클럽하우스
에 발음이 어눌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마다 불안감이 커져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아무
일을 못하는 회원이 있다. 그 회원이 클럽하우스에 나오면서 업무를 차근차근 해가며 업무량을
늘려나갔고, 부서장을 하면서 불안감이 엄습할만한 일들을 하나씩 도전하기 시작했다. 비록 일을
하고 난 후 머리가 아파 힘들어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음에 다시 도전할 계획을 세워나
갔고, 지금은 다른 회원들이 기피하는 궂은 일은 자신이 도맡아 하고, 다소 쉬운 업무들은 또 힘
들어하는 회원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 회원은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스
스로 조절해가면서 자기의 삶에 자신이 리더로 서는 경험을 한 것이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회원을 배려하고, 머리가 아파할 때 대신 일을 맡아 해준 부서의 또 다른 리더쉽이 있었
기 때문이다. 결국 리더쉽을 경험한 회원은 또 다른 회원들에게 리더쉽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다.
클럽하우스에 있는 모든 회원이 리더쉽을 경험하고, 리더쉽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치료이고 회복
이고 성장인 것이다.

3. 리더쉽의 역할
1) 아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부정적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 손을 잡아 주는 것!
2) 강점관점으로 회원들을 대하고 보는 것!
3) 함께 같이 하는 것!
4) 꿈을 꾸게 도와주는 것!

4. 리더쉽의 한계 그리고 재도전
리더로서 좌절되는 상황도 있다.
나는 무엇을 바라고 원해서 도움을 주고 격려를 주었던 것은 아닌데,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

떤 회원들은 지금 현재의 모습만으로 남아있는 삶도 불행할 것이라고 결단 내리며 포기하는 모습
을 볼 때 마음이 아팠다. 사람은 그리고 세상은 변하기 마련인데, 지금 모습에 좌절하는 것이 나
로 하여금 답답하게 했다. 또 회복의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약을 잘 복용하고, 하루
동안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도 회복으로 성큼 성큼 걸어가는 것인데, 그런 기본적인 기준조
차 지키지 못하는 회원들을 보면 답답했다.
또 리더로 섰을 때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는 책임감이 컸다. 이런
느낌은 나로 하여금 큰 짐이 되기도 했다. 내가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그러나 이러한 중압
감과 힘든 점에도 불구하고 리더쉽을 계속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리더쉽을 발휘할
때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A5. 클럽하우스에서의 리더쉽 / 정OO, 차OO (태화샘솟는집)

정신장애인의 리더십
정신장애인 당사자 강사 양성 프로그램
‘크레센도(Crescendo)’를 중심으로
태화샘솟는집 차 OO, 정 OO

1. 프로그램 소개

1) 실시배경
(1) 의미있는 사회적 역할 획득
정신장애인은 정신질환이 발병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게 되어 사회로 복귀하는데 어
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정신장애인에게 ‘강사’라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갖게 하여 지역사
회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2) 대내외적인 리더쉽 형성
정신장애인이 가진 긍정적인 경험을 강의함으로써 사람들이 가진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첫째, 다른 정신장애인들에게도 적극적인 영향력을 주어 함께 편견을 해소
하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리더쉽을 갖출 수 있다. 둘째, 샘집 내부에서 부서활동이나
부서연계 활동에서 좀 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리더쉽을 갖출 수 있다.

2) 목적
샘집 내에서 타회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리더쉽 함양, 당사자의 긍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당
사자 강사로서의 리더십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하였다.

2. 프로그램 세부내용
1) 진행기간 : 2011년 3월 ~ 2012년 2월
2) 참여대상 : 서울시 사회복귀시설(태화샘솟는집, 태화해뜨는샘) 회원 9명
3) 진행내용

프로그램

시기

목표량

결과

세부내용

3~4월

8명

10명

기관 방문pt, 홈페이지, 공문

4~7월

9회

8회

역량강화, 당사자주의, pt 기술, 결혼, 취업, 인권, 주거 등 실시

7~8월

•

7회

당사자의 이야기를 새롭게 재해석하여 강의 에 접목

실습과정

8~9월

9회

9회

강의안을 토대로 본 기관 이용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습

워크샵

9월

1회

1회

홍보 및
모집
정규강의
말함이 클럽
(Narritive)

- 실습과정 영상을 직원과 회원이 함께 모니터링
- 강의안 완성도 향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대, 서울시
실전과정

연중

8~16회

63회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등에서 실시
1권

2012년
매뉴얼 발간

강의 활동 전반에 대한 매뉴얼과 영상, PPT 자료를 활용한 CD
1권

CD

2월

제작
1장

다큐멘터리
제작

2012년

참여회원들이 사업내용과 삶의 이야기를 토대로 다큐멘터리를
•

1회

1회

1회

2월

제작

2012년
수료식

수료식, 기념품(강의안 액자, 영상 CD) 증정

2월

3.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평 가

평가지표

목표 1. 정신장애인의 역량강화(리더십)

목표 2. 정신장애인 편견 감소

1) 실습 청중 평가 척도

1) 당사자 강사 활동 횟수

2)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척도 사전 사후

2) 청강한 비장애인의 수

변화율

3) 사회적 거리감 사전 사후 변화율

1) 청중 평가 척도지

1), 2) 강의 활동 리스트지

2)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척도지

3) 사회적 거리감 척도지

1) 4.19/5점

1) 33곳 63회(1,331명)

- 강의준비(4.07), 태도(4.17), 강의내용

2) 비장애인의 수 : 432명(목표 300명 대비

(4.3)

144% 달성)

2) 사전 : 2.68/4점

3) 사전 : 3.19/5점 / 사후 : 3.73/5점

사후 : 2.91/4점

변화율 : 0.54점 증가

변화율 : 0.24점 증가

(점수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좁혀져

측정도구

평가결과

있다는 것을 의미)

4. 사업성과와 발전 방안
1) 참여회원들의 샘집 내부 활동에 대한 리더쉽 강화
샘집 내부에서 크레센도 참여회원들이 사업 참여 전과 후과 명확하게 달라졌다. 첫째, 토론 시간
에 의사표현 능력이 향상되었다. 당사자 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라 자신의 의사나 경험 등을 제
시해야 하기 때문에 부서 토론이나 전체회의 등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부서의 기여도가 향상되
었다. 강의활동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자존감이나 역량강화가 높아지면서 다른 회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역할이 증대되었다.
2) 정신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정신보건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대외적인 리더쉽)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직접 체계적인 교육
을 받아서 강의안 작성 후, 강의를 나가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인
정받아 본 사업을 지원한 삼성복지재단에서 우수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고, 서울시정신보건센터,
경기광역정신보건센터 등에서 당사자 강사단을 형성하여 교육에 파견하는 사업, 서울시정신보건
센터와의 인권콘서트 개최 등과 같은 당사자가 리더쉽
을 갖추고 인권 옹호 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3) 당사자 인권강사 교육과정 신설
당사자가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강사의 인프라가 구
축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신력있는 당사자 인권강사에 대한 교육과정
이 신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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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하우스에서의 리더쉽

Yoshida Satoshi, Cluhbouse Habataki

こんにちは、はじめまして。
Hello, I am very pleased to meet you all.
私は日本の東京にあるクラブハウスはばたきのメンバーの吉田諭史といいます。
I am Satoshi Yoshida, a member of Clubhouse Habataki, in Tokyo, Japan.
よろしくお願い致します。
I thank you all for this opportunity to talk about Clubhouse.
クラブハウスはメンバーがリハビリテーションをして回復、目標達成していくのが目的なので、メン
バーが主役なのです。
Clubhouse is aiming at members’ rehabilitation, recovery and fulfillment.
This means that each member is under the spotlight, playing a leading role in the
Clubhouse.
その中で私は「クラブハウスにおけるメンバーのリーダーシップについて」というテーマでお話させ
ていただきます。
So, today, I would like to talk about “ How members play an active role as a Clubhouse
leader”

① ずクラブハウスにおけるリーダーシップとは具体的にどんなことかをお話させていただきま
す。
First of all, let me explain specifically what a leader’s role in the Clubhouse is.
クラブハウスのワークオーダーデイは多種多様な作業が有ります。
There are many varieties of activities of Work Ordered Day in the Clubhouse.
１つ１つの作業の中でその作業を得意とするメンバーがいます。
There are also many talented members in each activity unit.
例えばはばたきのユニット活動で言えば、事務ユニットではパソコンに詳しいメンバーがいます。
In Habataki, there is a member who has good computer skills in the clerical unit.

キッチンユニットでは調理を得意とするメンバーがいます。
In our kitchen unit, there is a member who is good at cooking.
そのメンバーは他のメンバーよりその作業において率先して中心人物となるのです。
This member can take the initiative in doing the activity and become a leader.
他のメンバーにアドバイスできる的確な判断ができます。
He or she will give advice to other members with good judgments,
そしてその場面で、どうすれば効率的かという状況判断ができます。
And this member finds effective ways with correct assessments.
ようするに周りが見えるのです。
In short, this kind of member leaders can see the situation correctly.
そうなればもちろん皆から信頼され、そのメンバーはその作業において皆を引っ張る、そして良きお
手本となります。
Everybody will trust such a person, so this member becomes a good model and a leader in
the activity.
それがクラブハウスにおけるリーダーシップだと思います。
In my opinion, this is the leadership in the clubhouse.
つまり多種多様な作業があるクラブハウスではメンバーは全員あらゆる場面で役割を持ちリーダーシ
ップを発揮できるのです。
That means, with a variety of activities in the Clubhouse, members will be able to have a
role in various situations where each member has an opportunity to take a leadership.
②次にクラブハウスにおけるリーダーシップの必要性についてお話します。
Secondly, I will talk about why leadership is necessary in the clubhouse.
私は、はばたきに入会する前は、調理をしたこともなかったです。パソコンを触ったこともなかった
です。
Before I became a member of Habataki, I had never cooked nor used computers.
しかしユニット活動に参加していく中で、調理でいえばピーマンの肉詰めという得意料理を覚えるこ
とができました。
Now, I am an expert in cooking stuffed green peppers, thanks to the Work Ordered Day.
パソコンでいえば、はばたきで年３～４回発行しているニュースレターをパソコンのワードを使って
作成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
I also enjoy making documents such as our newsletter which is issued 3 or 4 times a year,
using the Word software,
私が成長できたのもその作業で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しているメンバーにアドバイスをもらったり、
そのメンバーに憧れ、私もできるようになりたいという良い刺激を与えられたからだと思います。

I could develop these abilities, because members who took leadership gave me good
suggestions in the unit. I respected them and I was also given a good incentive to try
hard to follow them.
１人１人のメンバーがリーダーシップを取ることでその作業がより円滑になります。
If each member takes a leadership, the activity, or work becomes easier
それだけでなくリーダーシップをとるメンバーが尊敬、信頼され良きお手本となることで、作業で
新たなリーダーシップをとるメンバーの誕生につながります。
Furthermore, members who take a leadership are respected, trusted and become good a role
model. This member inspire other members to take a leadership..
リーダーシップをとるメンバーも自分を肯定できるので大きな自信にもなります。そのためにもメン
バーが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するのは必要不可欠だと思います。
These members gain confident, because, they have positive self affirmations.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members to take a leadership.
③ではクラブハウスにおけるリーダーシップの役割を果たすことでメンバー、クラブハウスがどうな
るかについてお話させていただきます。
Thirdly, I would like to explain good effects of taking a leaderships in the Clubhouse.
私は約２年半、過渡的雇用を利用させてもらっています。
I have been using a TE program for 2 and half years.
はばたきの過渡的雇用の仕事内容はパチンコ屋の事務所の清掃です。
It is cleaning job in an office of the amusement parlor.
私が過渡的雇用という役割の中で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することで、はばたきの皆が過渡的雇用を利
用するとこんなに成長・回復するんだと思ってもらえるように積極的に作業に取り組めるようになり
ました。
I took a leadership in the TE program, so that I can prove TE makes members grow and
recover in Habataki. With this belief, I could work positively.
後輩メンバーの体調に配慮して無理なくアドバイス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I could take care of younger members. For example, when they did not feel well,
I could give an appropriate advice so that they did not have to overwork.
はばたきの代表だという意識を常に持ちその役割をまっとうする責任感が身に付きました。
I always remind myself that I am a representative of Habataki. Doing so, I could gain
sense of responsibility in order to accomplish this role.
結果として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したことで社会性が身に付き、就労につながり、仲間が作れました。
As a result, I have developed leadership skills and social skills, which were effective to
find an employment and also to make friends.

また過渡的雇用先の企業にも病を持っていても働けると知ってもらえたと思います。
Our TE Partner had also good chance to know that people with illness can also work.
少しだけかもしれませんがクラブハウスが有効性がある社会資源だと世の中に知ってもらえたと思い
ます。
Furthermore, people in the society started to understand slowly that Clubhouse is an
effective social resource.
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するメンバーがたくさんいるクラブハウスは回復・目標達成するメンバーも多
いと思います。
In a Clubhouse with many members who take a leadership, many members are going to recover
and accomplish their goals.
そうなることでクラブハウスというリハビリテーションモデルが世界中に注目され広がり続けると思
います。
Thus, Clubhouse as a rehabilitation model will receive attention from all over the world
and continue to develop.
最後に親愛なるクラブハウスコミュニティーの仲間の皆さまへ、病になったのは確かに悲劇です。
Lastly, to dear friends of Clubhouse community, it is certainly a tragedy to become a
disease.
しかし一度どん底に落ちた私たちは、仲間から救いの手を差し伸べてもらったり差し伸べて協力しあ
って這い上がるのみです。
However, we, who experienced this extreme despair, the only thing we can do is to go up
from the bottoms with our fellow friends extending hands each other.
クラブハウスの活動でリーダーシップをとって回復していく過程でそれぞれの夢、目標を持ち叶える
ことが必ずできます。
I am sure that everyone will be able to accomplish goals and achieve dreams in the process
of taking a leadership in the Clubhouse activities.
クラブハウスは、メンバーが主役なのです。以上です。ご清聴、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We members are main cast of the Clubhouse.
This is the end of my speech.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A5. 클럽하우스에서의 리더쉽 / Yoshida Satoshi (Clubhouse Habataki, 일본)

클럽하우스에서의 리더쉽

Yoshida Satoshi, Cluhbouse Habataki

안녕하세요 처음뵙겠습니다. 저는 일본 동경에 있는 클럽하우스 하바타키의 회원 요시다 사토시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클럽하우스는 회원이 재활을 해서 회복과 목표달성을 해나가는 것이 목적이기에 회원이 주체입니
다. 그 중에 저는 ‘클럽하우스 회원의 리더십에 관하여’는 제목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클럽하우스에서 리더십이라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럽하우스의 일중심의 일과에는 다양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업무중에서는 각 업무를 잘하는 회
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바타키의 부서활동에서 말할 것같으면 사무부서에서는 컴퓨터를 잘하
는 회원이 있습니다. 키친부서에서는 요리를 잘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그 회원은 다른회원보다 그
일에 있어서 솔선하며 그 일의 중심인물이 됩니다. 다른 회원에게 조언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라고 하는 상황판단이 가능
합니다. 즉,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모두에게 신뢰받게 되
고 그 회원은 그 업무를 리더하며 좋은 모범이 됩니다. 이러한 것이 클럽하우스에 있어서의 리더
십이라 생각합니다. 즉, 다양한 업무가 있는 클럽하우스에서는 회원 모두가 모든 상황에서 역할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클럽하우스에서의 리더쉽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바타키에 오기
전에는 요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컴퓨터를 만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서활동에 참여
하면서 요리라고 할 것 같으면 피망전(피망에 고기속을 채운)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라면 하바타키에서 연3~4회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워드를 사용해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업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회원에게 조언을 받기도 하고 그 회원
을 동경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좋은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 한 명의 회원이 리더십을 가지므로 업무는 더
원활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리더십을 가진 회원이 존경과 신뢰를 받고 좋은 모범이 되는 것
으로써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다른 회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리더십을 가진 회원도 자신에게 긍
정적인 평가를 하며 자신감도 가지게 됩니다. 이는 회원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클럽하우스에서 리더쉽의 역할을 다하면 회원과 클럽하우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

리겠습니다. 저는 약2년 반동안 과도적취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바타키의 과도적취업의 업무내
용은 빠찡코가게 사무실 청소입니다. 저는 과도적취업 중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하바타키의 모
두에게 ‘과도적취업을 이용하면 이런 성장과 회복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후배 회원의 컨디션에 배려하여 무리 없이 조언해주는 것이 가능했습니
다. 하바타키의 대표라고 하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그 역할을 다하는 책임감이 몸에 베었습니다.
그 결과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사회성이 몸에 붙었고 취업으로 이어지고 또한 동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도적취업장의 기업에게도 병을 가지고 있어도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클럽하우스가 효력이 있는 사회자원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세상에 알
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회원이 많은 클럽하우스는 회복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회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재활모델이 세계에서 주
목 받아 널리 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친애하는 클럽하우스의 동료 여러분 병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비극입니다. 그러
나, 한번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우리들은 동료가 구제의 손길을 내밀어주기도 하고 손을 내밀어
협력하며 서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클럽하우스활동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각자의 꿈과 목표를 품고 이루는 것이 틀림없이 가능합니다.
클럽하우스는 회원이 주체입니다.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