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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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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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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새로운 고용주

노인 및 장기지원 행정국(Aging and Long-Term 
Support Administration)

발달장애인국

고객 맞춤형 고용주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CDE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십시오 
www.dshs.wa.gov/altsa/cde 

•  가입하여 고객 맞춤형 고용주(Consumer 
Directed Employer) 업데이트를 이메일로 
받아보십시오. 

•  가입하여 월간 웨비나 또는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십시오.

•  최신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IP에게 얼마나  
혜택이 됩니까?

•  근무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더 많은 
옵션(모바일 기기,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전화 통화 또는 가정 내 장치)

•  지불, 교육 및 자격 인정 지원

•  대면 지원

• 지정 서비스 코디네이터

•  인력 성장 및 유지



변경 사항
2021년 민간 회사인 Consumer Direct 
Washington(CDWA)이 워싱턴주 고객 맞춤형 
고용주(CDE)가 될 것입니다. CDWA는  
보건사회부(DSHS)의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를  
돌보는 모든 개인 서비스 제공자(IP)의 고용
주가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이는 DSHS와 계약을 체결한 IP와 IP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변경 사항은 무엇입니까?
•  IP는 CDE의 직원이 될 것이며 더 이상  

DSHS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IP를 대신하여 CDE에게 권한이  
주어집니다.

•  CDE는 IP에게 대금을 지불합니다. 

•  수혜자와 IP는 IP 관련 질문을 CDE에게  
문의합니다.

•  수혜자 책임 금액은 CDE에게 직접  
지불됩니다.

•  수혜자는 CDE 및 IP와 승인 시간 배정을  
협의합니다.

•  CDE의 시스템은 전자 방문 확인(Electronic 
Visit Verification, EVV)을 지원합니다.

•  대금은 격주로 지불됩니다.

•  CDE는 수혜자 및 IP를 위한 문제 해결  
절차를 운영합니다. 

변경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  수혜자가 관리 고용주이며 누가 언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  주간 근무 시간 및 초과 근무 한도
•  사례 관리자가 혜택 수준과 서비스 승인을 

평가합니다
•  DOH 자격 증명, 교육, 신원 조회 요건
•  요금 및 혜택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1.  IPOne에서 우편 주소 및 이메일  

등 개인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
하십시오.

2.  교육 및 신원 조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3.  전자 결제를 받고 있지 않으시다면 
본인 은행 계좌의 전자 이체 (EFT)에 
가입하시거나 ALINE Pay 직불 카
드 수령을 선택하십시오.

4.  CDE 웨비나에 참석하여 최신  
정보를 받아보십시오.

5.  관심을 유지하여 변경사항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