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국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ministration)

수혜 자격,  
지원 및  
서비스  

안내          

연락처:
온라인 방문:  
dshs.wa.gov/dda/service-and-information-request

오피스 찾기:  
dshs.wa.gov/DDA/dda/ find-an-office를 방문하십시오.

저희에게 전화주십시오.

청각 장애가 있거나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워싱턴원격통신중계서비스(Washington 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 전화번호 
7-1-1 또는 1-800-833-6388(TTY)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종, 피부색, 신념, 종교, 출신 국가, 성적 지향성, 연령, 성별, 감각이나 
정신, 신체적 장애의 존재, 맹인안내견이나 장애인보조동물을 이용하는 
상태, 또는 퇴역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취업이나 서비스에서) 어느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DSHS의 방침입니다.

우리의 사명
사람들에게 각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주는 협업 관계를 육성하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가치
모든 개인의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얻은 존중
각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 중심 계획
필요하고 바람직한 지원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지하기 위한 DDA와 의뢰인, 가족과 
서비스제공업체 간의 파트너십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들이 노동력의 일부가 
되도록 권한을 주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여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참여

우리의 비전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참여하도록 지원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들이 최대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개별화합니다
개인과 가정의 요구 및 장점을 기준으로 지원 
계획을 구축합니다
개인, 가족, 지역 서비스 제공업체, 지역사회 
정부 파트너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우리의 
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참여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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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전화

Chelan, Douglas, Ferry, 
Grant, Lincoln, Okanogan, 

Pend Oreille, Spokane, 
Stevens

Adams, Asotin, Benton, 
Columbia, Franklin, 

Garfield, Grant, Kittitas, 
Klickitat, Walla Walla, 

Whitman, Yakima 

Island, San Juan, Skagit, 
Snohomish, Whatcom

 
King

Kitsap, Pierce

Clallam, Clark, Cowlitz, 
Grays Harbor, Jefferson, 

Lewis, Mason, Pacific, 
Skamania, Thurston, 

Wahkiakum

(800) 319-7116

(866) 715-3646

(800) 567-5582

(800) 974-4428

(800) 735-6740

(888) 707-1202

https://www.dshs.wa.gov/dda/service-and-information-request
https://www.dshs.wa.gov/DDA/dda/find-an-office


DDA 수혜자격
귀하 또는 귀 자녀가 아래 중 하나의 상태인 
경우에 발달장애국(DDA) 수혜 자격을 
신청하세요.

DDA의 수혜 자격이 되려면 다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워싱턴주 주민이어야 합니다
• 18세 이전에 자격 해당이 되는 발달  

장애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큰 제약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DDA 수혜 자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dshs.wa.gov/dda/consumers-and-families/
eligibility에서 확인하세요.

DDA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1가지  
발달지체

3가지  
이상의  
발달지체

지적 장애

뇌성(소아)마비

간질

자폐증

기타 신경성  
장애 또는 지적 
장애와 유사한 
기타 상태

18세
이상

연령별 수혜 자격 0-3
세

4-9
세

10-17
세

DDA 서비스에 대한 
참여는 자발적입니다. 
DDA는 각 개인이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등 개인의 가치, 
자긍심, 품위를 촉진하는 공공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정부 및 연방정부 
자금을 이용하여 이용자격이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원은 제한적이어서 필요한 서비스를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접근은 다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격 요건 만족
•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평가
• 서비스에 대해 이용 가능한 재정 지원

DDA 수혜 자격을 신청하는 방법과 이미  

DDA 수혜자인 경우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책자의 번호 중 하나로 전화하시거나  

www.dshs.wa.gov/dda/service-and-

information-request를 방문하십시오.

제공자는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답변:  사례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자격을 갖춘 제공자의 목록을 제공하거나 
귀하의 지역에서 자격을 갖춘 제공자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검색 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DDA는 위기 또는 긴급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귀하가 DDA 수혜 자격을 신청하는 중인 
경우 DDA는 귀하의 신청을 심사하는 동안 
정보 참조 및 일부 서비스 접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이미 DDA 수혜 자격이 
있다면 사례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3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이용할 수 있나요?

조기 교육부(Department of Early Learning) 

및 지역 주 기관과 협력하여 영유아를 
위한 조기 지원(Early Support for Infants and 

Toddlers)의 일부로 조기 개입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가족 건강 핫라인(Family 

Health Hotline)(800) 322-2588로 전화하거나 

Parenthelp123.org.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사례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더 자세한 정보는 DDA 웹사이트
(www.dshs.wa.gov/dda) 

에서 확인하세요

• 3세 이하 자녀는 조기 개입
• 신체수발 및 교대 간호
• 일시적 위탁 서비스
• 기술 습득 교육
• 생활보조 기술
• 개인 응급 대응
• 간병인 관리 훈련
• 지역사회 이주 서비스
• 간호사 파견
• 고용 지원
• 지역 사회 접근
• 집과 자동차 개조
• 장비 및 필수품
• 특수 의복
• 상담 및 행동 지원 

• 간호
• 지역사회 참여
• 거주 서비스

• 위기 예방, 개입  
및 안정화 서비스

• 개인 중심 계획

• 의뢰인에게  
지원되는양육

• 동료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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