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DDA 수혜자가 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

•

필수 양식과 서류를 작성해주십시오. 여기에서 원하시는 언어로 DSHS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및 정보 요청 을 작성하시거나 아래 제시된 정보를
제출하여 패킷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o DDA 자격 요청(14-151)
o 동의(14-012)
o 수혜자 개인 정보 보호 안내(03-387)
o 18세 이상 신청자를 위한 워싱턴주 유권자 등록
o DSHS 양식 14-459 연령 및 증거 유형에 따른 자격 조건 에 설명된 바에 따라
귀하께 발달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과 같은 서류:
• 교육 기록
• 정신과 기록
• 의료 기록
양식 작성 및 서류 파악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십시오.
o 귀하의 지역 내 DDA 사무소 또는 아래의 주 지역 사무소로 문의하십시오.

주거지 카운티

전화

Adams, Asotin, Benton, Chelan, Columbia, Douglas, Ferry, Franklin, Garfield,
Grant, Kittitas, Klickitat, Lincoln, Okanogan, Pend Oreille, Spokane, Stevens,
Walla Walla, Whitman, Yakima

(800) 462-0624

Island, King, San Juan, Skagit, Snohomish, Whatcom

(800) 788-2053

Clallam, Clark, Cowlitz, Grays Harbor, Jefferson, Kitsap, Lewis,
Pacific, Pierce, Skamania, Thurston, Wahkiakum

Mason,

DDA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KO

(800) 248-0949

DDA는 개인 간병, 임시 휴식, 고용, 거주지 지원 등 여러 서비스와 프로그램 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찍 수혜자가 되시면 생애 주기의 다른 단계로 이행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귀하의 간병인이 나중에 귀하를 도와드릴 수 없게 되더라도, 귀하는 이미 수혜자가 되어
절차를 쉽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DDA 수혜자는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다음을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o 가족 정보 제공 뉴스레터
o 발달장애 신탁기금 이용

o
o
o
o

Apple Health를 통한 연례 건강검진 및 추가 치과 서비스
워싱턴주 어류 야생동물 보호국(Washington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을
통한 수수료 감면
워싱턴주 주립공원 통행료 할인
추가 적정 가격 주택 옵션

나의 DDA 자격은 만료되거나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격이 곧 만료되거나 검토가 필요할 경우 통지를 해드릴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의해주십시오.

워싱턴주에서 정의한 발달장애란 무엇입니까?
RCW 71A.10.020(5) 는 발달장애를 지적장애, 뇌성마비, 간질, 자폐증, 기타 지적장애와 유사한
신경 질환이나 기타 질환으로 정의합니다.
장애는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귀하께서 18세가 되기 전에 발생함
• 무기한 계속되었거나 무기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상당한 제약이 발생함

자격 규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격 결정 기준은 Chapter 388-823 WAC에 있습니다.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의 경우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귀하의 다음 생일에 자격이 만료되는 경우
• 이전에 자격이 인정되었으나 자격이 만료된 경우
• 귀하께서 더 이상 워싱턴주 주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격이 종료된 경우
• 이전에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새로운 정보가 준비된 경우

DDA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
•
•

KO

귀하께서 이미 DDA 수혜자가 아니신 경우 필수 양식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귀하께서 DDA 수혜자이며 사례 자원 관리자가 없는 경우, 서비스 의뢰 및 정보
요청서 를 작성하시거나 저희에게 전화해주십시오.
DDA 수혜자가 아니어도 필요하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o

o

KO

아동 - DDA는 아동이 DDA 수혜자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Community First
Choice를 통해 개인 간병을 제공합니다. 발달장애가 없더라도 개인간병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인 - 개인간병이 필요하나 DDA 수혜자가 아니신 분은 노인 및 장기지원
행정국(Aging and Long-Term Support Administration)을 통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