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또는 소매  

업체 벤더가  
되어 공동체  

강화하기 

보건사회부의 지역 서비스부에서 

우리는 개인과 가족이 번창하는 데 

필요한 도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소외된 워싱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현금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식량 지원, 일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 그리고 자녀 지원, 

의료 혜택 또는 보육 보조금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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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귀하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부모들은 운전면허, 주택 또는 공공시설, 
서비스 없이는 가족을 효과적으로 돌볼 수 
없고 학교, 병원, 면접 또는 처음 출근하는  
새 직장과 같은 장소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고 많은 자원과 공동체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DSHS로 
정부 또는 소매업체/기업 벤더가 되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정부 기관, 기업 및 소매 업체는 제품, 
서비스 또는 벌금에 대한 허용 가능한 
형태의 대금으로서 워싱턴주의 바우처를 
허용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허용함으로써, 귀하께서는 공동체 
안의 가족들이 가족을 돌보는 동안 성공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쉽고 간단합니다.  
오늘 가입하세요!

벤더란 무엇인가요? 

제품, 서비스 또는 벌금에 대한 대금을 
받으려면 주 전체의 수취인 데스크 (Statewide 
Payee Desk)에 벤더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주 정부로부터 대금  
수령을 승인받을 것입니다. 귀하를 등록할  
때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하거나 수표로  
받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벤더가  
되는 방법 

벤더가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귀하께서는 
종이 양식을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https://des.wa.gov/services/contracting-
purchasing/doing-business-state/receiving-
payment-state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우편으로 보내거나 팩스로 보내십시오.

 

•  정부 기관의 고객들은 https://fortress.wa.gov/ 
ga/webscust/에서 워싱턴의 전자 비즈니스 
솔루션에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기업/소매 업체는 https://fortress.wa.gov/
ga/webs/에서 워싱턴의 전자 비즈니스 
솔루션에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 어떤  
혜택을 주나요? 

정부 또는 소매업체 벤더가 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 사업 증진.
 

• 수금이 어려운 계좌에 대금 수령 가능.
 

• 지역 납세자들을 위한 더 많은 수익.
 

•  가족 번창을 도와줌으로써 공동체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