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교육
기관 등록:
회복 교육 기관(REI) 이란 오렌지
카운티 18세 이상 주민으로써
정신질환이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과 같이 사는 이들을 돕기 위한
기관이다. REI 는 개개인의 교육적인
목표에 도달하도록 돕는다. 수료증을
받기 위한 반, 직업교육울 받기 위한
반, 그리고 대학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반으로 준비되어 있다. REI 에
등록된 학생에게 그들이 계속 교육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개인적이고
학구적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회복 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것들:

서부 지역 집중
서비스 부서

회복 Recovery
교육 Education
기관 Institute

401 South Tustin Street
Orange, CA 92866
전화: (714) 244-4322
팩스: (714) 244-4330
ocrei@pacificclinics.org

보다 나은 교육으로
향하는 다리 건설하기

회복 교육 기관은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
정신건강 직업 교육
및 훈련 기관을 위한
기금을 받아 운영한다.

학문적인 충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
실습을 위한 작업장
예비 직업 교육 코스 제공
연장 교육
대학 학점 이수할 수 있는 과정
To find out more about Pacific Clinics and to
make a donation, please visit our website at

www.pacificclinics.org

B
02052317-0115

•
•
•
•
•
•

회복
교육
기관

uilding Bridges to
Higher Education

회복
교육
기관
보다 나은 교육으로
향하는 다리 건설하기

워크샵 및 수업 기회
정신 건강 전문가 증서
정신건강 전문가 증서를 얻기 위해 대학 과정 29학점을 들어야하며 학생들에게 문화적인 상식을
교육하게 되고, 본인 혹은 가족들이 정신건강 관계 직업군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기술을 가르치며, 혜택을
받도록 하고, 성공 사례가 되도록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연장 교육 코스
• 성인 기초 수학 및 영어
• 취업 준비반

• GED 준비반
• 제 2 외국어로의 영어

• 컴퓨터 교육
• 재정 관리 교육

• 정신건강 교육

• 편견에 대한 교육

• 스트레스 관리
• 시간 관리
• 자기 관리 소개

• 리더쉽 기르기
• 동료간 교육 프로그램

• 정신건강 응급처치

• 컴퓨터 수업

직업 준비반
• 건강 회복 계획 세우기

워크샵

회복 교육 기관 (REI)의 사명은 개인 혹은
그 가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에 있다.
교육을 통하여 회복이 되므로 희망과 서로
돕는 인간 관계를 배우게 된다. 교육을
통하여 REI는 학생들의 자아의식을 깨우쳐
자신감을 느끼게 한다. REI 는 지속적으로
회복의 길을 가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다.

Pacific Clinics encourages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articipate in its programs and activities. If you anticipate
needing any type of special accommodations or have
questions about the physical access provided, please contact
the program director/office noted in this brochure in
advance of your participation or visit.

초빙 연사 모임
• SSI/SSDI 고용 인센티브 제도
및 고용 바우처 (Ticket-ToWork) 제도

ocrei@pacificclinics.org

ABOUT US

프로그램의
사명:

• 초급자를 위한 미술반
• 정리 정돈 기술
• 영화 감상

퍼시픽 클리닉 (Pacific Clinics) 은
지체 장애자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만일 교통편 또는 특수한 시설이나
기구가 필요하면 프로그램 책임자
또는 사무실로 미리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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