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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외상에 의해 뇌손상
을 입은 사람의 보호 및 옹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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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C 에 연락하는 방법

주 내 무료 전화
1-800-776-5746 (음성) 
1-800-719-5798 (TTY)

자료를 다운받으시거나 무료 주
간 전자 뉴스레터를 받아 보시거
나 저희의 사례들을 읽어 보시려
면, www.disabilityrightsca.org 또는 
www.disabilityrightsca.org/espanol 

을 방문하십시오.

Facebook 이나 Twitter,

또는Youtube 를 통해 
@ DisabilityRightsCA 
를 검색하여 저희를 

찾아주십시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501(c)(3)단체는 다양한 단체로서
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단체의 전체 목록을 보
시려면, 다음의 사이트를 방문하

십시오: http://www.
disabilityrightsca.org/Documents/
ListofGrantsAndContracts.html

PATBI 프로그램

정신적 외상에 의한 뇌손상 (TBI, 
Traumatic Brain Injury) 를 가진 사
람은, 그들이 원하고 최소한의 제
약을 받는 환경에서 살고, 일하
며, 서비스와 지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TBI 를 가진 사람에게는 사실을 
알려서,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며, 학대

나 방임, 착취당함으로 부터 보호
해야 합니다.

PATBI 프로그램은 불만에 대한 조
사를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그것이 침해되었을 때 어
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Steve Stodgrass가 작성한 “Abstract 2”
는 CC BY 4.0에 의거하여 허가됩니다

Steenbergs가 작성한“Concentrating 
on sandcastles”은 CC BY 4.0에 의하

여 허가되었습니다.



Bill Strain에 의한 “Leonard Cohen”
은 CC BY 4.0에 의해서 허가되었습

니다

정신적 외상에 의해 뇌손
상을 입은 사람 (PATBI)  
을 위한 보호 및 옹호 프
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이 프로그램은 정신적 외상에 의해 뇌
손상을 입은 사람에게, 정보 제공, 추
천, 봉사활동, 훈련, 자기 옹호 지원, 
개인 또는 체제적 옹호를 통해 옹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정신적 외
상에 의한 뇌손상을 입은 사람이 합당
한 서비스와 지역 공동체 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
시면,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에 연락하십
시오: 

   • 정신적 외상에 의한 뇌손상을 입
은 사람의 권리에 관한 정보

   • 귀하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대
리인 소개 

   • TBI를 가진 사람, 그들의 친구나 
가족의 자기 옹호에 관한 특정 
지원

   • TBI 와 관련한 메디칼(Medi-Cal) 
권리에 대한 정보

   • TBI와 관련된 학교 문제

   • 고용 차별과 해고에 관한 문제 
지원

   • 시설에서의 문제 지원

   • 정신건강 시설에서의 서비스 지
원 

   • 수취인 문제에 도움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는 장애
인과 파트너쉽을 이루어 일하는 
비영리 단체로, 그들의 인간적, 
법적, 그리고 서비스 권리를 보호
하고 옹호합니다.

PATBI 프로그램은 또한 다음
과 같은 경우에 정신적 외상에 
의해 뇌손상을 입은 사람을 대
변합니다:

   • 회의

   • 협상 세션

   • 행정 및 기타 절차

귀하가 정신적 외상에 의한 뇌손
상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고 있다
고 생각되신다면, 다음으로 연락
하십시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주 내 무료 전화
1-800-776-5746 (음성) 
1-800-719-5798 (T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