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ne 사용자 계정 생성 방법
U

IPOne은 시스템 내에 데이터가 저장된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는 안전한 웹사이트입니다.
승인을 받은 사용자만 본인의 역할에 따라 제한적으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용자명과 패스워드가 있어야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www.ipone.org로 가셔서 BetterOnlineIPOne 웹 포털의 Login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3TU

U3T

Sign Up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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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New User Registration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드롭다운 메뉴 옵션에서
Washington을 선택하십시오.

Program 드롭다운 메뉴와 역할 드롭다운 메뉴가 본인의 Role에 맞는 Provider를
표시하면 IPOne을 선택하십시오. Next를 클릭하십시오.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셔서 본인 확인을
해주십시오. 필수 입력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 ProviderOne ID (귀하의 Welcome
Packet에 있습니다),
• 귀하의 Last Name(성), 및
• 귀하의 Social Security
Number(사회보장번호).

사용자명과 패스워드를
설정하시면, 귀하께
제공되는 모든 IPOne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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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이나 선 없이 SSN을
입력하십시오. 예: 123456789

귀하의 User Information(사용자 정보)를 작성하십시오:
U

U

사용자명과 패스워드를
변경하셔야 하는 경우에 이
질문들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을 한층 강화합니다.
귀하의 등록 정보는 귀하
본인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First Name 및 Last Name – 귀하의 이름과 성을 입력하십시오.
U

•

U

U

Username – 쉽게 기억하실 수 있는 ID를 선택하십시오. 예: 귀하 이름의 첫 글자와 성의 첫
글자, 좋아하는 숫자를 조합하여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사용자명이 이미
존재한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다른 사용자명을 선택하십시오.
U

U

•

Email Address – 이메일로 IPOne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U

U

•

•

U

Password – 패스워드를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는 8글자 이상이어야 하며 숫자, 알파벳,
특수문자( @#$.+_* )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대문자와 소문자가 각각 한 글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U

U

Confirm Password – 패스워드를 다시 입력하셔서 확인해주십시오.
U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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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tes – 필수 입력란은 아닙니다.
U

U

Security Questions – 드롭다운 메뉴에서 세 가지 보안 질문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필드에 각 질문에 맞는 답변을 입력하십시오 (이 답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U

U

*귀하의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Submit 버튼을 누르십시오. IPOne을 이용하기 위한
등록 정보를 성공적으로 구성했다는 안내가 제공됩니다. 귀하의 사용자명과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시면 바로 IPOne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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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간표 제출 방법
U

축하합니다, 귀하께서는 온라인 시간표를 제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IPOne을 이용하여 온라인 시간표 (e-timesheet)를 제출하시면 시간표가 정확함을
확인하고, 귀하께서 보고하신 시간에 대한 급여가 제때
지급됩니다.
귀하께서는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또는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IPOne 포털에 로그온하실
수 있습니다 .

E-Timesheets 입력
U

•

생성하신 사용자명과 패스워드로 IPOne에 로그인하십시오. 아래 단계에 따라 ETimesheet를 작성하십시오.

•

Timesheets 탭을 클릭하십시오.

•

Create Timesheet를 클릭하여 새로운 시간표를 입력하십시오.

•

일을 하시는 곳이 여러 곳이면, 귀하께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모든 클라이언트
목록이 표시됩니다. 시간표를 제출하고자 하시는 클라이언트를 선택하십시오.

•

근무하신 시간을 제출하시려는 클라이언트의 Create Timesheet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여러 클라이언트에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모든 클라이언트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

달력 그림을 클릭하시고 제출할 근무 시간의 첫 날짜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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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이 이렇게
팝업으로

표시됩니다

•

시작일을 선택하시면 전체 급여 기간을 입력하도록 빈 시간표가 표시됩니다.

이 단계에서 날짜를
잘못 선택하셨다면,
여기서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날짜를
다시 선택하여 올바른
날짜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제공하신 서비스를 선택하십시오.
이 급여 기간 동안 한 가지 서비스만 제공하셨다면, 페이지 상단 Service
드롭다운 메뉴에서 Select a common service라고 표시된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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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십시오. 사례 관리자가 승인한 서비스 코드와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서비스 코드와 함께 시간표의 모든 날짜를 미리
생성합니다.
o 이 기간 동안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신다면, 각 라인/근무일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십시오.
페이지 상단의 서비스
드롭다운 옵션을
이용하시면 전체 시간표에
선택하신 서비스가
표시됩니다.

시간표 내에서 드롭다운
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시면 각 라인에
다른 서비스 유형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를 제공하신 첫 날에 라인을 맞추십시오. 선택하신 서비스 코드의 목록
작성 작업이 필요하다면 서비스 옆에 있는 Tasks 버튼을 클릭할 수 있을 것이고
있어야 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하실 작업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이
근무에서 수행하신 작업을 체크하십시오. 완료 후 OK를 클릭하십시오.

•

Tasks 버튼이 회색으로 표시되어 클릭할 수 없다면 작업을 체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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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rs Worked아래의 드롭다운 메뉴를 이용하여 시간 및 15분 단위로 작업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2시간 15분을 일하셨다면 첫 번째 드롭다운
메뉴에서 2시간을 선택하신 다음 두 번째 드롭다운 메뉴에서 15분을
선택하십시오.
o 참고: 각 라인의 서비스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 공통 서비스를
선택하셨다면, 근무를 하지 않은 날에는 0시간을 입력하십시오.

•

여러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신 날이 있다면, Add a Service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날짜에 이미 생성하신 라인 아래에 다른 라인이 표시됩니다. 두
번째 행에 다른 서비스를 입력하시고 각 서비스별로 근무 시간을 분리하셨는지
확인하십시오.

1 라인

2 라인

•

급여 기간 중 여러 날에 걸쳐 같은 시각에 같은 일을 하셨다면, IPOne에서 복사 및
붙여넣기를 이용하여 E-Timesheet를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o 시간표에 라인 하나를 입력하시고 Copy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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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같은 시간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셨던 근무 날짜를 찾으신 다음
Paste(붙여넣기)를 클릭하십시오. 이 예시에서는 토요일 라인을 복사하여
월요일에 붙여넣었습니다.

교통비
U

개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신 날에 교통수단도 함께 제공하셨다면 시간표에 마일리지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

Additional Service 필드를 클릭하고 마일리지 서비스(S0215-U1)를
선택하십시오.

•

Miles 필드에 제공하신 교통수단의 이동 거리를 입력하십시오. 참고: 개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셨던 날의 마일리지 보상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커뮤니티나 메디케이드 교통 서비스로 클라이언트의 평가된 요구를 충족할 수 없고
웨이버 서비스에, 또는 웨이버 서비스 사이에 교통수단을 제공하셨다면 시간표에
마일리지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

앞에서 설명한 단계에 따라 e-Timesheet를 작성하시고 서비스 드롭다운 메뉴에서
S0215-U2를 선택하십시오.

다음 Miles 필드에 제공하신 교통수단의 이동 거리를 입력하십시오.
E-Timesheets 제출
U

시간표를 모두 작성하셨다면 화면 하단의 Next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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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POne이 시간표에 오류가 있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간표를 바로
수정하고 다시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급여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합니다.
시간표에 오류가 있다면 페이지 상단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오류가 확인된 라인의
옆에도 표시됩니다.

오류가 수정되면 화면 하단의 “Next”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오류 수정에 문제가 있다면
IPOne 콜센터(Call Center)로 문의해주십시오.
시간표가 모두 정확하다면 IPOne은 Confirm Timesheet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확인 페이지에서 다음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Edit(편집) – 시간표를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다시 Create Timesheet(시간표 생성)
페이지로 연결해드립니다.

•

Save My Work(작업 저장) – 급여 처리를 위해 시간표를 제출하실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입력하신 정보를 저장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 이용하십시오.
나중에 저장된 시간표를 찾으시려면 TimeSheet Search(시간표 검색)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Submit(제출) – 시간표를 제출하여 급여 처리를 받습니다. 주: 제출하시려면 위의
설명에 동의하시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시간표가 완성되기 전에는 제출을
클릭하지 마십시오. 제출된 시간표는 다시 편집하실 수 없습니다.

•

Print Timesheet(시간표 인쇄) – 본인 보관을 위해 시간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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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it를 클릭하시고 e-timesheet가 성공적으로 제출되면 IPOne의 수령 확인이
표시됩니다.

시간표 템플릿 생성하기 및 사용하기
U

변경되는 경우가 적은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근무를 하신다면 시간표 템플릿을
생성하셔서 E-Timesheet를 빠르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IPOne이 정기
근무를 하시는 IP께서 e-timesheet를 제출하는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도록 만든
옵션입니다.
•

Create Timesheet 페이지에서 시간표를 입력하지 마시고 Manage Templates을
클릭하십시오.

•

Create New Template(새로운 템플릿 생성)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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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클라이언트 중 시간표 템플릿을 구성하고자 하시는 분을 선택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이름 옆의 Create Timesheet Template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

Submit Timesheet Template(시간표 템플릿 제출) 페이지에서 해당 고용주의 정기
일정 근무시간을 입력하십시오.

•

페이지 하단의 Template Name을 입력하셔서 템플릿에 이름을 붙여 etimesheet를 제출하실 때마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십시오.

•

정기 근무 일정 세부 사항을 입력하신 다음 Next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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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rm Timesheet Temple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입력하신 정보를 검토하신
후, 정보가 정확하다면 Submit을 클릭하십시오. 이 템플릿은 앞으로 etimesheet를 입력하기 위한 템플릿이 됩니다.

•

근무 시간을 제출하실 때 시간표 템플릿을 계속 사용하십시오. 새로운 기간의
시간표를 만드실 때 각 날짜를 입력하는 대신, 간단하게 e-timesheet 상단의 Load
Template 드롭다운 메뉴에서 템플릿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제공하신 시간과 서비스가 변경되었다면 템플릿을 불러오신 다음 시간표를 쉽게
변경하실 수 있으며 준비가 되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How to Claim Paid Time Off (PTO)(PTO 청구 방법)
U

•

생성하신 사용자명과 패스워드로 IPOne에 로그인하십시오.

•

PTO Hours 링크를 클릭하여 청구하고자 하시는 PTO 시간을 보시고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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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표시된 화면에서:
o 청구 가능한 PTO 시간을 검토하십시오.
o 드롭다운 메뉴 화살표를 이용하여 청구하고자 하시는 PTO 시간과 분을
보시고 선택하십시오. 분은 15분 단위로 표시됩니다.
o Save(저장)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PTO 시간은 다음 급여일에 지급됩니다.
•

화면 아래 부분에서는 다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o 방금 제출하신 PTO 시간 요약 보기 및 이용 가능한 남은 PTO 시간 보기
o 지금까지 제출하신 연간 총 PTO 시간 요약
o History버튼을 클릭하시면 PTO 시간 청구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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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을 이용한 시간표 제출
U

스마트폰에서 IPOne App(앱)으로 더 쉽게 급여를 받으세요! 모바일 앱은 시간표
제출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업데이트, 급여 보기, 승인 정보 보기를
하시려면 컴퓨터나 태블릿 브라우저에서 IPOne에 로그인하세요.
•

다음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에 가셔서 IPOne PPL을 다운로드하세요
Apple iOs 폰:

Android 폰:

Windows 폰:

•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 IPOne PPL을 입력하시고 이렇게 생긴 아이콘의 앱을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

앱이 다운로드되면 바로 Login(로그인) 화면에 연결됩니다. (컴퓨터나 태블릿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IPOne 온라인으로 등록할 때 생성한본인의
Username(사용자명)과 Password(패스워드)를 입력하십시오. 참고: 모바일
페이지 1 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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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려면 서비스 제공자 포털에 온라인으로 등록하시고
앱에 로그인하기 위한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만드셔야 합니다.

•

다음 화면을 통해 Enter Time in a Timesheet (시간표에 시간 입력하기) 또는
Take Paid Time Off(유급 휴무 이용하기)의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표에 시간을 입력하시려면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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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서비스를 제공하신 클라이언트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여러 명의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셨다면 시간을 입력하실 클라이언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왼쪽과 오른쪽 화살표로 월을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근무하신 급여 기간 옆에
있는 Add Timesheet를 선택하십시오.

이 화살표로
9월의 이전
달을
선택합니다

이 화살표로
9월의 이후
달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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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하신 날 옆에 있는 Add Entry를 선택하십시오.

•

Service Type을 선택하십시오.

•

Hours와 Minutes를 선택하여 근무하신 시간을 입력하십시오. 첫 번째 드롭다운
메뉴에서 시간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 드롭다운 메뉴에서 분을 선택하십시오. 분은
15분 단위로 구분됩니다. 15분 단위에 맞게 반올림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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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al care services(개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셨다면 클라이언트께
제공하신 Tasks를 입력하시도록 안내됩니다. 해당 날짜에 제공하신 모든 작업을
한 번의 입력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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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날짜에 신청하실 수 있는 Mileage(마일리지)가 있다면 아래 방향 마일리지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아래와 같이 입력하십시오.

•

근무하신 날의 모든 Entry(입력사항)이 표시되고, 이 화면에서 검토를 하시거나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Cancel(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메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해당 날짜의 입력하신 사항이 정확하다면 Add Entry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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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급여 기간이 근무일을 모두 입력하셨고 시간표를 제출하실 준비가 되었다면
Submit Timesheet를 클릭하십시오. 모든 서비스일을 입력하신 후에 시간표를
제출하십시오.

•

시간표를 제출하시면 즉시 확인을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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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에서 PTO 청구하기
U

•

IPOne 앱에 로그인하십시오.

•

첫 화면에서 Take Paid Time Off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신청일과 이용 가능한 PTO 시간이 오렌지 색으로 표시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IPOne의 PTO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PTO 시간을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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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다운 화살표를 선택하시고 Hours(시간) 및 Minutes(분)을 입력하신 다음
Set을 클릭하십시오.

•

시간과 분이 표시되며 Submit을 클릭하여 PTO 시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PTO 신청이 확인되었다는 안내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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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시간표 제출 방법
U

IPOne에서는 클라이언트별 시간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급여를 청구할 준비가
되었으나 시간표를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IPOne Call Center (콜센터)로
문의해주십시오. 이 매뉴얼 마지막 페이지의 “Who to Contact(담당자)”를 참고하십시오.
시간표를 송부하시기 전에 본 교육의 다음 단원을 확인해주십시오: “How to Avoid
Making a Mistake on My Paper Timesheet(종이 시간표 작성 시 실수를 방지하기)”를
이용하여 오류가 있는 시간표를 제출할 위험을 줄이십시오.
알림: IPOne에 가시면 e-timesheet (온라인 시간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의 1 -5번 항목이 미리 작성됩니다. 입력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주십시오.
U

1

Jones, Fred

3

1 2 3 4 5 6 7 8 9 10 11

5

2

Smith, John

4

1 2 3 4 5 6 7 8 9

T 1 0 1 9

Client Name: 귀하께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클라이언트의 이름 (성, 이름)

1
U

U

예: Jones, Fred (이미 기입되어 있어야 함)
U

Provider Name: 귀하의 이름 -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IP (성, 이름)

2
종이 시간표에는 5가지
입력란이 이미 모두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IPOne Call Center
(콜센터)에 연락하여
인적사항이 작성된
시간표를 받으십시오.

U

U

U

예: Smith, John (이미 기업되어 있어야 함)
U

U

Client ID: 클라이언트의 메디케이드 번호

3
U

U

예:

4
U

(이미 기입되어 있어야 함)

Provider ID: 귀하의 IPOne Provider ID
U

예:

5

(이미 기입되어 있어야 함)

Service Code: 귀하께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시도록
승인된 서비스 유형 코드
U

U

예:

(이미 기입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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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6 - 13 항목은 귀하께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U

6

2 0 1 5

0 6

x

7

9
8

2 5

x

x

Timesheet For: 두 자리 숫자로 귀하께서 근무하신 월을 입력하시고 네 자리 숫자로
연도를 입력하십시오.

6
U

U

예: 6월 =

0

6

2015 =

2

0

Pay Period: 한 번의 수표 발행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해당 월의 1번째 지급 기간 또는 2번째 지급 기간 상자에
체크하십시오. (급여 지급 일정 확인: Link )

7
U

U

예시의 날짜는 25일이므로 이
칸을 비워둡니다.

예:

01 – 15일

X 16 - 31일

1

5
예시: John은
25일의 근무
시간을
제출합니다;
따라서 16-31
상자에
해당합니다.

Day: 이 급여 기간 중에 근무하신 날을 두 자리 숫자로 입력합니다. 같은 급여 기간 중에
속한다면 다른 날짜도 같은 시간표에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8
U

U

예: 25 =

2

9

5

Task Legend & Tasks: 작업 범례는 귀하께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시도록 승인된
활동을 하이라이트로 표시합니다. 시간표 상의 각 근무일에 수행하신 작업 코드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U

U

예:

예시: Fred는 이 날
도움을 받아 15분간
걸었습니다. 그 후에
John은 Fred를 태우고 5
마일 이동하여 안과 의사
진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작업
일

2

1

5

2

X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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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1

0 0 1
12a

12b

11

0 0 5

x

1 5

0 0 0 5
13

Hours & Minutes: 시간 상자에는 작업에 따라 완료된 근무 시간을 두 자리 숫자로
입력하고 수행 작업의 15분 단위 분 상자를 체크하십시오.

10
U

U

15

0

예시: 1 시간 15 분 =

30

45

X

1

Mileage: 아래의 세 상자를 이용하여 청구하신 날 클라이언트를 태우고 주행하신 거리를
입력하십시오.

11
U

U

보기: 5 마일 =

0

0

5

Total Hours: 12a) 위 상자의 모든 시간을 더하여 급여 지급 기간의 총계를 앞의 세
상자에 입력하십시오.

12
U

U

12b) 15분 단위의 분 수를 모두 더하고 다음 두 상자에 총 분 수를
입력하십시오.
:0

예시: 1 시간 15 분 =

13

0

1

1

5

Total Miles: 위 상자의 마일 수를 모두 더하여 급여 지급 기간의 총계를 세 상자에
입력하십시오.
U

U

예시: 5 마일 =

0

0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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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표를 제출하시고
급여를 받으시려면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E-timesheets로 더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시간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육
가이드를 이용하셔서 IPOne에 등록하시고 온라인 제출 방법을 배워보세요!

시간표를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Public Partnerships, LLC
Individual ProviderOne
PO Box 98698
Seattle, WA 98198

시간표를 팩스로 보내시면 빠릅니다! 모든 체크 상자와 숫자를 어두운 색 잉크로
작성하여 팩스 장치가 스캔된 문서를 읽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유급 휴무 (PTO)
•

PTO는 종이 시간표의 이 부분에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종이 시간표에서 시간을
작성하는 것과 방법은 같습니다:

•

예시: 6 시간 15 분 =

15

0

0

6

30

45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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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시간표 작성 시
실수를 방지하기
U

U

종이 시간표를 제출하실 때 아래의 해야 할 사항과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해야 할 사항
U

U

하지 말아야 할 사항
U

U

시간표를 신중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십시오.
시간표를 기계로 판독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십시오. 깔끔하게 작성하셔서
시간표가 판독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입력된 정보에 줄을 그어 지우지 마십시오.
대신 깨끗한 새 시간표를 작성해주십시오.
시간표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면 급여가
늦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필수 입력란을 작성하십시오. 필수
입력란을 모두 작성하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간표에 기재된 팩스 번호 외에 다른 번호로
시간표를 보내시거나 이메일로 시간표를
보내지 마십시오.

클라이언트/고용주마다 각각 따로 시간표를
작성하십시오. 여러 클라이언트/고용주와
함께 일을 하신다면 각각 따로 시간표를
작성하십시오.

연한 색상 잉크나 연필로 시간표를 작성하지
마십시오. 검정색 펜만 사용하십시오.

급여가 제때 지급되도록 시간표를 급여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 제출하십시오.
시간표를 근무하신 달의 16일과 1일에
제출하십시오.
작업을 수행하신 시간의 각 라인 항목에
작업을 체크하십시오. 근무하신 날짜마다
해당 시간에 승인된 작업을 수행하셨음을
체크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기간에 속하는 날짜를
기입하십시오.

빈 칸에 줄을 긋지 마십시오.

종이 시간표를 보내시기 전에 서명을
하십시오.

귀하의 클라이언트 지원 계획에 없는 추가
작업 항목을 기입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클라이언트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승인된
작업만 지정된 작업에 해당합니다.
향후 서비스를 제공할 날짜는 제출하지
마십시오. 급여는 이미 근무하신 내역에
따라서만 지급됩니다. 향후 날짜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간표의 급여 기간이 겹치게 하지 마십시오.
겹치면 시간표가 거부됩니다.

시간표를 작성하시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IPOne Call Center (콜센터) 팀에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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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확인해보세요:
* 급여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시간을 기입하셨나요?
* 근무하신 시간을 정확하게 제출하셨나요?
* 올바른 날짜의 시간을 기록하셨나요?
* 올바른 주행 마일리지를 제출하셨나요?
* 주행 마일리지의 날짜가 정확한가요?
* 수행하신 작업이 맞는지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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