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하세요!
매월 SSPS 송장에 첨부해드린 Individual
ProviderOn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2015년 가을 웰컴 패킷에 동봉된 양식을
반송하세요.
Individual ProviderOne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는 완벽한 교육 :
1. 온라인
2. 인쇄물
3. 직접 대면 (대부분의 경우)

워싱턴 주는 다음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여 Individual ProviderOne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Public
Consulting Group, Public Partnerships
LLC(PPL)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지급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2개 국어 사용 가능 콜센터
현지인 직원.

이메일: IPcommunications@hca.wa.gov

• 타임시트를 처리하고, 급여액을
발송하고, W2를 우편으로 보낼 운영
센터(Operations Center)

곧 개시 예정

2015년 학습 내용이 2016년 급여 지급
방식 전환의 매끄러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웹사이트: www.IPOne.org

Individual ProviderOne 콜센터에 전화해서
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용
시작일 전 60일간 콜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방식이
바뀝니다
Individual ProviderOne에
대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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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개시 예정…

• Individual ProviderOne이 지금까지의
사회서비스결제시스템(SSPS)을
대신하게 됩니다
• 2016년 초부터 Individual ProviderOne을
이용하시게 됩니다
사용자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수단을 사용하여 타임시트를 제출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 타임시트를 팩스로 제출
• 타임시트를 우편으로 제출*
• 은행 계좌 입금, 직불 카드 결제 또는
종이 수표를 통해 지급
사용자가 다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월별 송장 수령
• 전화 인터뷰 형식의 근로 시간 보고
*타임시트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타임시트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다면 가까운
팩스를 이용하세요!
이 정보는 SEIU Healthcare 775NW를
대표하는 서비스 제공자 참고용입니다

Individual ProviderOne이 도입되면 지금까지의 급여 지급 방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지금까지는 한달치 급여를 1회 결제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초부터 한 달에 2회
결제 방식으로 바뀝니다—한달치 급여를 반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받게 됩니다.
아래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귀하는 현재 한달에 한 번 급여를 지급받고 계십니다.
조치

1월 송장을 받습니다.

1월 근로 시간을 보고합니다.

SSPS 시스템이 급여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은행 계좌로 입금
합니다.

기간
1월 24일
1월 31일
2월 1일

(또는 다음 영업일)

Individual ProviderOne으로 바뀌면 한 달에 두 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조치

1월 1-15일 기간의 근로 시간을 보고합니다.

Individual ProviderOne이 1월 1-15일 기간의 근로 시간에 대한
급여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은행 계좌로 입금합니다.
1월 16-31일 기간의 근로 시간을 보고합니다.

기간

1월 16일
2월 1일
2월 1일

Individual ProviderOne이 1월 16-31일 기간의 근로 시간에 대한 2월 16일
(또는 다음 영업일)
급여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은행 계좌로 입금합니다.
*타임시트를 마감시한 이후에 제출하시면 지급이 2주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