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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BSS 프로그램의 목적
PABSS 프로그램의 목적은 보충 보장 소득(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및 사회보장 장애 보험(SSDI,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수혜자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 재활 및 기타 고용 서비스를 받는 것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PABSS 프로그램은 수혜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하거나
회복하는데 필요한 옹호 및 기타 서비스 또한 제공해야합니다.

PABSS 프로그램 우선 순위
1. 수혜자의 근로 복귀 노력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 고용주 또는
기타 단체가 장애를 가진 수혜자에게 제공한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서비스에 대한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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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사회 보장 수혜자에게 노동 인센티브와 고용에 관한 정보 및
소개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하거나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 유형 및 지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며, 특히 고용티켓과 자활 사업 프로그램(Ticket to
Work and Self-Sufficiency Program) 하에 있는 취업 네트워크(EN,
Employment Networks)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지원이
있습니다.
3. 장애인 수혜자에 대한 근로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4. 수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 및 법정대리 서비스가
필요하게 될 때 장애인 수혜자를 대신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사회보장국(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업무-관련
프로그램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장애인 수혜자의 분쟁을
지원합니다.
6. 정부 기관, EN 및 기타 서비스 제공 업체 및 옹호 단체에 정보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7. 장애인 수혜자에게 직업 재활 서비스, 고용 서비스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의 결점을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옹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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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PABSS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까?
PABSS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14 세 이상 65 세 미만의 개인
2. 현재 SSI, SSDI 또는 동시 수혜자 (현금 수령을 받아야 함)
3. 과거 장애로 인해 SSI / SSDI 현금 혜택 수혜
4. 현재 메디캘 및/또는 메디캐어 파트 D 를 포함한 1619B 또는
메디캐어 수혜
5. 사안은 취업/근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SSA 는 다음 출판물의기술적 정확성만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식
SSA 문서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는 다양한 출처에서 자금을 지원 받으며 기금

모금자 전체 목록은 http://www.disabilityrightsca.org/
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