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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HS 요구사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적  방문  확인(Electronic 
Visit Verification, EVV)을  위해  Time4Care™  모바일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EVV란 무엇인가요? 
EVV는 의뢰인에게 제공되는 특정 가정 내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었는지  전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연방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DSHS는 개인 서비스 제공자가 귀하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PPL의 Time4Care™ 앱을 사용합니다. 

EVV 기술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해 서비스 제공자가 일하는 
각 돌봄 세션의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및 위치를 기록합니다. EVV는 
의뢰인이 일관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줍니다. 

EVV는 왜 사용하나요? 
국회에서 통과된 21세기 치료법(The 21st Century Cures Act)에  
따라  주(State)에서는  전자적  방문  확인(EVV)을  사용해  주가 
비용을  지급하는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의뢰인에게  제대로 
제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모든 가정 및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HCBS)에 
적용됩니다. 

DSHS에서 소비자 중심 고용주(Consumer-Directed 
Employer)로 전환할 때 EVV를 사용해야 하나요?
예 .  DSHS는  계속  개인  돌봄  서비스를  소비자  중심  고용주로 
전환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전환 작업이 완료되면 CDE도 역시 EVV 
기술 요구사항을 갖게 될 것입니다. DSHS는 IPOne과 함께 EVV를 
구현하여 연방 시간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주에서 규정 미준수에 
따른 상당한 재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Time4Care™ 앱을 사용해야 하나요? 
개인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Time4Care™ 앱을 사용해 비용을 
지급받을 근로 시간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Time4Care™ 앱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서
비스 제공자는 Time4Care™ 앱을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제공자와 의뢰인에게는 동반 거주 
예외(Live-In Exemption)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 제공자는 
Time4Care™ 앱을 사용해 시간을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계속 IPOne 포털에서 근로시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Time4Care™ 앱에는 어떤 정보가 저장되나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각 개인 돌봄 세션에 대해 전자적으로 
저장됩니다.

수행한 서비스 유형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서비스 날짜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

서비스를 시작하고 종료한 시간과 장소

작동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Time4Care™ 앱은 시계를 사용해 서비스 제공자의 각 근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기록합니다. 이 앱은 GPS를 사용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입력할 때에 한해 서비스 제공자의 위치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이나 기타 다른 
시간에는 위치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Time4Care™ 앱 사용 시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EVV를 통해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EVV는 의뢰인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간 동안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줍니다.

EVV를 통해 근로 시간 동안 서비스 제공자는 더 책임감 있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 높아질수록 일관된 
돌보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 서비스 제공자가 얻게 되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간편한 시간 입력 – 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바로 시간을 
입력합니다.

시간 절약 – 컴퓨터나 팩스기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시간과 서비스 세부 내용을 빠르게 기록합니다.

오류 감소 – Time4Care™ 앱을 사용하면 입력 사항에 문제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실시간으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