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발달장애관리)

10세 자격 만료 알림
날짜:

고객 이름 및 주소

고객 대리인 이름 및 주소

참조: 10세 자격 만료 알림
귀하의 자녀는 현재 DDA(발달장애관리) 대상자입니다. 자녀의 DDA 자격은 10세가 되면 종료됩니다. DDA 자격을 유지하려면 10세가
되기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의 자격 요건을 재심사합니다.
지적 장애, 뇌성마비, 간질, 자폐증, 기타 신경학적 또는 유사 지적 장애
자격 요건의 재심사를 위한 필수 문서 도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재신청 방법은?
자녀가 10세 생일에 도달하기 최소한 90일 전에 DDA 자격심사(DDA Intake and Eligibility) 담당자에게 재신청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서면 또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보내 드립니다. https://w ww.dshs.wa.gov/dda/consumersand-families/eligibility 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신청 서류를 요청하지 않거나, 자녀가 10세가 되기 최소 6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녀의 DDA 자격은 10세에
만료됩니다. 자녀가 DDA 유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10세가 되면 서비스가 만료됩니다.
DDA 자격 만료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현재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Medicaid, TANF, 푸드스탬프 등의 기타 DSHS
자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10세가 되기 90일 전에 가능한 빨리 신청해 주십시오. 만료일 이전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자녀의 DDA 자격을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0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적절한 문서가 없는 경우 자녀의 DDA 자격 및 DDA 서비스는 10세
생일이 되면 만료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서를 요청하시려면 아래 연락처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름

전화번호

자격 요건에 대한 주 규정 문서(WAC 388-823)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https://w ww.dshs.wa.gov/dda/consumers-and-families/eligibility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Cc:

필수 문서 도표
고객 파일
법적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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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

필수 문서 도표
장애 상태

나이

진단

지적 장애

4세

지적 장애

이상

진단의

기타 기록

의료 먼허를 가진 심리학자, 워싱턴

평균 이하 2개 이상의 표준 편차 및 최근 36개월 내 평균 이하 2개 이상의

인증 학교 심리학자(Washington

표준 편차를 산출한 적응 능력과 전체 측정 IQ 점수가 포함된 전체 심리

Certified School Psychologist) 또는

보고서

미국 심리학자 협회(National Assoc.
of School Psychologists)가 인증한
기타 학교 심리학자
뇌성마비

4세

뇌성마비

이상

사지마비

내과의사

3세 전 및 2개 이상의 항목(용변, 목욕, 식사, 옷 입기, 이동 또는 대화)에서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한 정보

편측마비
양측마비
간질

4세

간질 또는

이상

발작 장애

협회 인증 신경 전문의

의료 기록 및 신경학적 검사 기반의 진단, 내과의사 또는 제어할 수 없고
지속 또는 반복적인 발작 확인, 평균 이하 2개 이상 적응 기능 표준 편차에서
심각한 한계를 보이는 적응 능력 검사 결과

자폐증

4세

자폐증 또는 자폐 장애

의료 면허를 가진 심리학자, 내과의사,

전체 진단 범위를 충족하는 DSM-IV-TR당 총 평가, 3세 이전의 감정 표현,

(DSM-IV-TR당)

이상

DSM-IV-TR의 299.00당

자폐증 센터, 발달 센터, 우수성 센터,

언어, 대화, 상징 또는 상상 놀이의 비정상적인 기능 또는 발달 지연을

또는 협회 인증을 취득한 ARNP 신경

보이는 증거, 평균 이하 2개 이상의 적응 기능 표준 편차에서 심각한 한계를

전문의, 정신과 또는 발달 및 행동

보이는 적응 능력 검사 결과

소아과 전문의
의료 면허를 가진 심리학자, 내과

전체 진단 범위를 충족하는 DSM-IV-TR당 총 평가, 3세 전에 심각성 레벨

DSM-5당(2개 항목의 심각성

의사, 자폐증 센터, 발달 센터, 우수성

측정 2개 항목에서 2개 이상의 심각성 수준을 나타내는 비정상적인 기능

레벨 2 또는 레벨 3 포함)

센터, 또는 협회 인증을 취득한 ARNP

또는 발달 지연을 보이는 증거, 2개 이상의 적응 기능 표준 편차에서 심각한

신경 전문의, 정신과 또는 발달 및

한계를 보이는 적응 능력 검사 결과, 평균 이하 1개 이상의 FSIQ 표준 편차

행동 소아과 전문의

또는 DSM-IV당 자폐 장애 299.00의 전체 범위 충족

내과의사

평균 이하 1.5개 이상의 표준 편차 및 최근 36개월 내 평균 이하 2개 이상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4세

자폐 스펙트럼 장애 299.00

(DSM-5당)

이상

기타 신경학적 또는

4세

지적 장애 및 적응 능력

유사 지적 장애 상태

이상

부족의 원인으로 알려진
신경학적 또는 염색체 이상

Note:

표준 편차를 산출한 적응 능력과 전체 측정 IQ 점수가 포함된 전체 측정 IQ
점수

이 양식은 개괄적인 안내문이며, DDA가 추가 정보 또는 진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자격 요건을 결정하는 첫 번째 단계를 설명합니다. DDA 자격 요건은 WAC
Chapter 388-823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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