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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MINISTRATION (DDA) 

 연령별 수혜자격 및  
 증거 유형 
 Eligible Conditions With Age and Type of Evidence 

모든 장애 상태는 18세 이전에 시작된 것이어야 하며 무기한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WAC 388-823에 따라 적응 
기능에 상당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연령별 수혜자격 

건강상태 0 ~ 3세 4 ~ 9세 10 ~ 17세 18세 이상 

발달지연 X X   

지적 장애(ID)  X X X 

뇌성(소아)마비  X X X 

간질  X X X 

자폐증  X X X 

기타 신경성 장애 또는 지적 장애와 유사한 기타 상태  X X X 

 

실질적 제한성이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진 검사 

인지 검사 적응성 평가 

• 스탠퍼드-비네(Stanford-Binet) 방식  
• 웩슬러 지능척도(WISC) 
• 변별 능력 척도(DAS) 
• 카우프만 아동지능검사(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K-ABC) 
• Das-Naglieri 인지 평가 시스템(Cognitive 

Assessment System, CAS) 
• 우드콕 존슨 인지 능력 검사(Woodcock Johnson 

Test of Cognitive Abilities, WJ) 
• 레이놀즈 지적 평가 척도, 2번째 에디션(Reynolds 

Intellectual Assessment Scales, 2nd Edition, RIAS 2) 
 

 
청각 장애가 있거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나, 말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시험으로 귀하의 FSIQ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라이터검사(Leiter International Performance Scale-

Revised)  
(Leiter-R) 

• 웩슬러 지능척도동작성 검사(WISC, WAIS, WNV) 
• 포괄적인 비언어적 지능 검사(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  
C-TONI) 

• 카우프만 아동지능검사(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K-ABC) 비언어적 척도 지수 

• 바인랜드 적응 행동 척도(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 VABS) 

• 독립적 행동 척도(Scales of Independent Behavior-
Revised, SIB-R) 

• 의뢰인 및 기관 계획을 위한 목록(ICAP) 

• 적응 행동 평가 시스템(AB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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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제한성이 있다는 진단, 진단한 의료진, 및 필수 증거 

진단 진단한 의료진 실질적 제한성 

발달지연 해당 없음 발달지연 

지적 장애  
유면허 정신분석의 또는 공인 학교 
정신분석의 

적응성 기능 평가에서 표준 점수 ≤69 
심리 평가에서 FSIQ ≤69 또는 
스탠퍼드-비네 IV 방식에서 FSIQ ≤67 

뇌성(소아)마비, 또는  

사지마비, 반신불수, 또는 양측마비를 
일으키는 유사한 뇌 손상 

유면허 의사 

3세 전에 발병 다음 항목들 중 2가지 
에서 직접적인 신체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증거: 대소변, 목욕, 식사, 
옷입기, 이동 또는 의사소통 

간질, 발작장애 신경과 전문의 
발작은 통제할 수 없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입니다 적응성 기능 평가에서 
표준 점수 ≤69 

자폐증, 자폐 장애(DSM-IV-TR-
299.00), 

자폐 스펙트럼 장애(DSM-5) 

위원회 인증 신경과 전문의, 위원회 
인증 정신과 의사, 유면허 정신과의사, 
위원회 인증 행동 발달 소아과 의사, 
자폐 센터, 발달 센터 또는 전문가 
조직 관련 면허가 있는 의사나 ARNP 

5세 전 발병 증거, 적응성 기능 
평가에서 표준 점수 ≤69, DSM-5 
진단의 경우, FSIQ ≤84(또는 자폐로 
인해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서면 
진술) 

기타 신경성 장애 또는 지적 장애와 
유사한 기타 상태 

유면허 의사 

적응성 기능 평가에서 표준 점수 ≤69 
FSIQ ≤77 또는 스탠퍼드-비네 
방식에서 FSIQ ≤75, 또는 20세 
미만인 경우 Broad Reading & Broad 
Math(광범위 읽기 및 광범위 수학) 
점수가 둘 다 ≤69이면 이 점수로 FSIQ 
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