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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4CareTM 앱 다운로드 

Android 또는 iOS 기기에서 앱스토어로 이동합니다.

Search(검색)를 탭합니다.

검색 상자에 다음 입력: Time4Care. 

Time4Care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앱 아이콘을 탭해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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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4CARE™ EVV 모바일 앱 
빠른  안내서

앱 다운로드

로그인 또는 가입

IPOne Portal 사용자 
계정이 있는 경우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로 앱에 
로그인하면 됩니다.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앱 
로그인 페이지에서
Sign up(가입)을 탭해 
만들 수 있습니다.

메뉴 및 기능
Hours(시간) - 일일 입력 사항을 
관리하고 본인의 시간을 추가합니다.

Pay Periods(급여 기간) - 급여 
기간별로 그룹화된 모든 입력 사항을 
봅니다.

Notifications(알림) - 중요한 
메시지를 봅니다.

Saved Entries(저장 항목) - 
오프라인일 때 기록한 입력 사항을 
봅니다.

More(기타) - About Us(소개), 
Contact Us(연락처), Touch ID, 
Log Out(로그아웃)에 액세스합니다.

중요 포인트  

서비스 제공자는 실시간으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기록합니다.

더 이상 근무시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치 정보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입력 
시에만 저장됩니다.

방문 동안을 비롯한 다른 시간 등에는 위치 
정보를 추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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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자 | 본인의 시작 시간 기록 

01
Hours(시간) 화면에서 
Add Time(시간 추가)을 탭합니다.

해당 근무 시간 동안 상대하는 
의뢰인을 선택합니다.

02
이 개인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 유형을 클릭합니다.

03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다른 옵션: 
시간을 직접 입력합니다. 

*위치  정보는  표시되거나  저장되지  
않음
Start Time(시작 시간)을 탭해 
방문을 실시간으로 기록합니다.

*위치  정보가  저장됩니다 .

04
방문을 마치면 End 
Time(종료 시간)을 
탭합니다.

05
방문 정보를 검토한 후 
Submit(제출)을 탭합니다.

06
입력 사항이 급여 기간에 
제출되고 Hours(시간) 
화면에 표시됩니다. 입력 
사항을 탭해 편집하거나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표를 보려면 Pay 
Periods(급여 기간)로 
이동합니다.

* 근로시간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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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능
Notifications(알림)
기본 메뉴의 
Notifications(알림)를 
탭해 알림을 볼 수 
있습니다.

More(기타)
More(기타)... 화면의 
Touch ID를 탭해 
Touch ID 로그인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Touch ID를 사용하면 
지문을 사용해 
안전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

기본 메뉴의 More 
(기타)...를 탭해 추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려면 각 항목을 
탭하십시오.

서비스 제공자 | 급여 기간
다른 멤버의 시간 입력 사항을 
보려면 이름 옆의 화살표를 
탭합니다.

달력 날짜 옆의 오른쪽 화살표 
또는 왼쪽 화살표를 탭해 
다른 급여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력 사항을 탭해 보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지원 문의
Time4Care 사용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선호하는 언어에 따라 다음 번호로 콜센터에 전화해주십시오. 
아랍어: 1-844-885-6915

캄보디아어: 1-844-240-1524

광둥어: 1-844-240-1525

영어: 1-844-240-1526

한국어: 1-844-240-1527

라오스어: 1-844-240-1528

북경어: 1-844-240-1529

러시아어: 1-844-240-1530

소말리아어: 1-844-240-1531

스페인어: 1-844-240-1532

타갈로그어: 1-844-240-1535

우크라이나어: 1-844-240-1533

베트남어: 1-844-240-1534

청각 장애 또는 난청이 있는 경우(TTY): TTY 1-800-360-5899

Touch 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