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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BI 프로그램이란 무엇입니까?
PATBI 는 Traumatic Brain Injury (TBI, 외상성 뇌 손상) 커뮤니티의 자각을
일깨우고 포함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봉사, 교육, 및 옹호 지원을 통하여
TBI 를 입은 사람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건강 및 인간 서비스 국)의 연방
기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외상성 뇌 손상을 입은
사람, 관계하고 있는 식구 및 친구들에게 무료입니다.

PATBI 프로그램의 목적
TBI 를 입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 및 친구들은 종종 그들의 권리와 이용
가능한 리소스에 관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PATBI 는 다음 사항들을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간격에 다리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

독립적 생활에 관한 정보, 소개 및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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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정한 소송에서의 대리

-

TBI를 입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 및 친구들에 대한 자기 옹호
훈련

당신의 권리에 관한 포괄적 정보와 서비스:
PATBI 는 TBI 를 입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공공 급부에 대한 당신의 권리

-

교육 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권리

-

당신의 일할 권리

-

커뮤니티에서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건강 관리에 대한 당신의

권리

프로그램 목표:
PATBI 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통하여 TBI 를 입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외상성 뇌 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위한 보조와 권리에 관하여 기관, 관계
그룹, 공공 및 민간 제공자들과 협력하면서, 잠재적 고객들에게 적극적
봉사, 훈련 및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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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I를 입은 사람들, 그들의 가족 및 친구들에게 장애 관련 문제에 관한 정보
및 소개 서비스 제공.
장애 관련 문제를 강조하는 데에 있어서 TBI 를 입은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해 그들에게 조언, 상담, 자기 옹호 및 기술 개발 훈련 제공.
장애 관련 문제에 있어서 TBI 를 입은 사람들과 그들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리 제공.
TBI를 입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 또는 기타 실체에
대한 장애를 기반으로 한 고소의 조사 및 검토.
TBI 서비스 시스템 내의 시스템 문제 확인 및 대처.

PATBI 프로젝트는 어떤 교육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PATBI 는 커뮤니티에 외상성 뇌 손상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증진시킵니다.
TBI 생존자, 그들의 친구 및 가족들에 대한 보조 외에, TBI 프로젝트
직원들은 광범위한 TBI 관련 문제들에 관한 연수 프리젠테이션 및 연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은 TBI 생존자, 그들의 친구 및 가족, 건강
관리 및 서비스 제공자, 커뮤니티 단체 그리고 옹호 그룹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저희 서비스가 필요하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Protection & Advocacy for Traumatic Brain Injury (PATBI)를 통해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건강 및 인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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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기금을 전액 제공받음. 내용은 오로지 저자의 책임이며, 반드시
DHHS 의 공식 견해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is funded by a variety of sources, for a complete
list of funders, go to http://www.disabilityrightsca.org/
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