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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에 대한 우리의 헌신
보건사회부(DSHS) 발달장애국(DDA)은 귀하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DDA 고객이시라면 지원이나 서비스 변경 시 그 변경의 
의미와 이의제기 권리에 대해 상담해줄 수 있는 
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없다면, DSHS가 
구해드립니다.

DSHS는 귀하의 서비스 또는 수혜 자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귀하 및 귀하의 대리인에게 
행동계획통지서(Planned Action Notices, PANs)를 
보냅니다. 이 통지서를 통해서 귀하에게 앞으로 제공될 
서비스,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서비스 또는 수혜 자격 변동에 관한 결정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의회 권리에 대한 정보는 귀하의 PAN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수혜 자격은 담당 사례 자원 관리자가 실시한 
평가 결과에 의해 결정됩니다. 때때로 특정 서비스 수혜 
자격은 소득에 기반해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서비스 이용 범위는 재정 지원 또는 등록 한도에 의해 
제안될 수 있습니다. 모든 DDA 서비스에 대한 참여는 
자발적입니다.

인종, 피부색, 신념, 종교, 출신 국가, 성적 지향성, 
연령, 성별, 감각이나 정신, 신체적 장애의 존재, 
장애인의 훈련견이나 안내견 이용, 참전 용사 
상태로 인해 (고용이나 서비스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DSHS의 방침입니다.발달장애국(Developmental  

Disabilities Administration)

아동 및  
가정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 로드맵

이미 자격을 갖춘 경우 어떻게 
DDA를 신청하거나 서비스를 
요청하나요?
온라인,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십시오.

온라인 방문: 

dshs.wa.gov/dda/service-and-information-request

우리의 위치를 찾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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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중 하나의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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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티 전화



아동 및 가정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 로드맵          

커뮤니티 퍼스트 초이스
– 신체수발 및 교대 간호
– 기술 습득 교육
– 생활보조 기술
– 개인 응급 대응
– 간병인 관리 훈련

가정 및 지역 사회 기반 웨이버
– 지역사회 이주 서비스
– 간호사 파견
– 일시적 위탁 서비스
– 구조 및 차량 개조 서비스
– 장비 및 필수품
– 특수 의복
– 상담 및 행동 지원 

– 간호
– 지역사회 참여   

– 거주 서비스

– 작업 요법, 물리 치료 또는 의사소통 치료  
 등 치료 서비스
– 위기 예방, 개입 및 안정화 서비스
– 정신질환 서비스
– 개인 중심 계획
– 의뢰인에게 지원되는 양육
– 동료 멘토링
– 고용 지원
– 지역 사회 접근

0-3세
조기 개입 서비스(Early 
Intervention Services)로 
신체적, 인지적, 사회-
감정적, 소통 및 적응 
발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족 건강 
핫라인 800-322-2588로 
전화하십시오.

3세
아이들이 지역 학교 시스템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담당 교육구가 
귀 자녀의 프리스쿨 특수 교육 서비스 
수혜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귀 
자녀의 세 번째 생일 전에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IEP(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개별 교육 
프로그램)를 통해 개발될 것입니다.

14-21세
귀하의 학교는 고용 전 전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기 홍보, 사회적, 독립적 삶의 
기술을 구축합니다. 직업과 중등 
과정 후의 교육을 알아봅니다. 
업무 기반 학습 경험을 갖춥니다.

18세
보충적 보안 수입 (SSI)을 
신청하세요.

20세
수혜자격을 재심합니다. 
정보 요청에 응답합니다.

직업

19세 이상
직업재활부(Divis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를 통해 중등 과정 후의 
교육, 직업 교육, 경력 개발 및/또는 직업 
조사 지원을 받습니다. DDA는 업무에 
장기적으로 고용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동 및 성인은 DSHS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수혜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DDA에 문의하십시오.

4~10세
DDA에서 귀 자녀의 자격이 
만료되었음을 알려주면 수혜 자격을 
재신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