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al Disabilities
Administration 평가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정보

DDA 평가 소개:

DDA 평가는 평가를 받는 각 개인의 개별적인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DDA 평가는 케이스 관리자가 발달 장애인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서비스 및 지원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 의회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재원 및 자원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모든 개인의 요구사항을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하면, 의회 및
기타 의사 결정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신뢰도가 높고 유용한 정보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DDA 평가는 발달 장애인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DDA 평가를 통해 각 개인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떠한 개별 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동, 취업, 의료, 간병인의 필요성 등의
영역에서도 어떠한 개별 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DDA 평가를 통해 각
개인에게 해당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결정되고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DDA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케이스 관리자가 발달 장애인과 그를 잘 아는 타인 1명 이상과 직접 만납니다. 법적
대리인은 항상 동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평가 인터뷰는 몇 가지 요인에 따라 일반적으로 2-4시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평가는 재평가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Medicaid Personal Care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의 경우에도 평가는 더 오래 걸립니다.

DDA 평가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유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평가를 받습니다. 해당 연도에
개인의 요구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재평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를 받지 않으려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해당 개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DDA 평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평가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DDA로서는 DDA
평가 없이 서비스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DDA 평가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DDA 평가에는 3개의 섹션 또는 모듈이 있습니다.
1. 지원 평가 모듈

지원 평가 모듈에는 16세 이상의 의뢰인을 위한 지원 강도 척도(SIS)가 포함됩니다. SIS
는 장애인의 지원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많은 주에서 사용하는 전국적으로 인정된
도구입니다. SIS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siswebsite.org/index.ww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20가지 질문 세트를 사용하여 지원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지원 평가 모듈에는 간병인 필요성, 행동 문제 및 보호 감독에 대한 평가도
포함됩니다.
2. 서비스 레벨 평가 모듈

서비스 레벨 평가 모듈은 일상생활 및 개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의 내용과 정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모듈에서 제시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케이스
관리자가 해당 개인이 받을 개인 관리 서비스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개별 지원 계획서
개별 지원 계획서(ISP)에는 해당 개인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지원의 내용과 정도가 상세히 기술됩니다. 우선 해당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담당자가 명시됩니다. 또한 주에서 지불하지 않지만
해당 개인이 받는 지원이 무엇인지도 알려줍니다. 이 계획서는 평가 및 계획 세션이
끝난 후 인쇄되어 의뢰인에게 제공됩니다.

DDA 평가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지원 평가 모듈과 서비스 레벨 평가 모듈에서 제시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종합하여 “심각도 점수”가 산출됩니다. 심각도 점수는 평가를 받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해당 개인의 지원 필요성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평가를 통해
산출된 개인의 심각도 점수는 다음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개인 관리
• DDA 가정 및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

• 위탁 서비스
• 개인 및 가족 서비스

• 주거 서비스
• 취업 및 지역 사회 접근
프로그램

DDA 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DDA 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DDA 평가를
바탕으로 한 보건부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권리와 이에 대한 정보는 담당 케이스
관리자가 평가 미팅을 통해 제공할 것입니다.

기타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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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케이스 관리자에게 전화하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 DDA
평가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dshs.wa.gov/ddd/C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