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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MINISTRATION 

 예외 조항 규정 결정 통지서 
 Notice of Exception to Rule Decision 

      
수신: 수혜자/의뢰인 이름 및 주소 수혜자/의뢰인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WAC에 예외 조항 규정(Exception to Rule: ETR)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청사항을 설명해주십시오. 
      
 

 ETR는 개시되지 않았음. 

 ETR가 거부되었음. 

 다음에 대한 ETR이 승인되었음.         
 서비스/금액  

 시작일:       종료일
: 

       

 
 

ETR을 개시되지 않은 또는 거부된 이유: 
 WAC 388-440-0001(1)(b) 

 귀하의 상황이 대부분의 경우와 별 다르지 않음. 
 WAC 388-440-0001(1)(b) 

 귀하의 요청은 연방법 또는 주법률의 어떤 조항과 상반됨.  (거부 조치 증명을 위한 WAC 용어를 인용해 주십시오). 
       

사례/자원 매니저 서명 날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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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의뢰인 불평 절차 
 

A. 수혜자/의뢰인 또는 대리인은 WAC 388-02 규정에 의거해 심의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지만 WAC 388-825-120(3)(d) 
 규정에 따라 예외 조항 규정(ETR)이 초기에 거부되는 경우는 항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B. ETR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례/자원 매니저에게 전화해 알리십시오. 
 
C. 또한 사례/자원 매니저 책임자에게 이의사항을 제기할 권리도 있습니다. 

• 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DDA(CRM 이름) 담당자”에게 보냅니다. 
• DDA 사례/자원 매니저의 책임자 이름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D. DDA 책임자는 이의제기서 접수 후 이의사항에 대한 ETR 결정을 검토하여 10일 내에 판결문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E. 책임자의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 지역의 DDA 지구 관리자(Regional Administrator)에게 항소장을 보내실 권리가 
 있습니다. 
 
F. DDA 지구 관리자 또는 피지명인은 귀하의 항소장을 검토하여 항소장 접수 후 10일 이내에 판결문을 우송해 드릴 
 것입니다.  이 통지서는 해당 이의제기 절차를 종결합니다.. 
 
 
 

무차별 대우 진술문 
 

모든 프로그램 및 활동에 인종, 피부색, 종교, 신념, 국적, 성별, 나이, 혼인여부, 장애 또는 베트남전 참전 여부 또는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아무도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아니됩니다. 
 

Instructions for Notice of ETR Decision 

 

1. Follow notification requirements per Policy 5.02. 

2. Enter the date of the ETR decision at the top of the form. 

3. Enter the relevant WAC citation for the requested exception along with a brief description of the request.   

4. Check the box that is appropriate for the disposition of the request. 

5. If an ETR is not initiated or denied then check the appropriate reason. 

6. If the ETR is approved, document the service type and amount in the space provided next to the approved box. 

7. Enter any relevant text from the WAC that supports denial because the request contradicts federal law or state 
 statute. 

 Example:  WAC 388-825-375(b):  The department will deny payment of services to the natural/step/adoptive parent of 
 a minor client age seventeen or young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