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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방문 확인전자 방문 확인(ELECTRONIC VISIT 
VERIFICATION, EVV)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자주 묻는 질문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자주 묻는 질문(FAQ) 

전자 방문 확인전자 방문 확인(EVV)이란이란? 
EVV란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고객에서 제공된 홈케어 
서비스에 대한 특정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서비스 제공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DSHS는 개인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작 및 종료 시각,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 수령 등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PPL의 Time4Care™ 앱을 솔루션으로 
선정했습니다. 

왜왜 EVV를 를 사용해야 하나요사용해야 하나요? 
의회에서 통과된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에 따라 
이제 주 정부는 전자 방문 확인(EVV) 시스템을 사용해 주 정부가 
비용을 부담한 서비스가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서 
제공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모든 가정 및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 서비스 제공자인 귀하는 
이제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고객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가고용주가 DSHS에서 고객 지정 고용주에서 고객 지정 고용주(Consumer-
Directed Employer, CDE)로 변경로 변경되어도되어도 EVV를 를 
사용해야 하나요사용해야 하나요?
네. DSHS는 아직 개인 케어 서비스를 고객 지정 고용주로 전환 
중입니다. 이 전환 과정이 완료되면 CDE 또한 EVV 사용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DSHS는 규정 미준수로 주 정부에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IPOne과 협력하여 
연방정부의 기한에 맞게 EVV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고객과 함께 거주 중인 개인 서비스 제공자도  함께 거주 중인 개인 서비스 제공자도 
Time4Care™ 앱을 사용해야 하나요앱을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객과 같이 집에 거주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동반 거주 
예외조항(Live-In Exemption)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Time4Care™ 
앱을 통해 근무 시간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계속 IPOne 포털에서 근무 시간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EVV는 는 어떻게 사용어떻게 사용하나요하나요?
개인 서비스 제공자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Time4Care™ 
앱을 사용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작 및 완료 시간을 입력하면 
앱이 필요한 EVV 구성 정보를 기록합니다. Time4Care™ 앱은 
Apple™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Stor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앱은 앱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나요하나요? 
Time4Care™는 시계를 사용해 서비스 제공자의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록하며, GPS를 바탕으로 시작 및 종료 시각의 서비스 
제공자 위치도 기록합니다. 근무 시간 중에는 서비스 제공자 위치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Time4Care™ 앱은 앱은 어떤 정보를 기록어떤 정보를 기록하나요하나요?
퍼스널 케어 세션별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전자적으로 기록됩니다.

제공된 서비스 유형

서비스를 받은 사람

서비스 제공 날짜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

서비스가 시작 및 종료된 장소와 시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앱이 작동앱이 작동하나요하나요? 
이 앱은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서비스 제공자가 입력한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록하며, 인터넷에 연결되면 오프라인 상태에서 기록된 
정보가 자동으로 업로드됩니다.

Time4Care™ 사용 안내서사용 안내서가 마련되어 있나요가 마련되어 있나요? 
네. PPL IPOne 웹사이트(https://www.publicpartnerships.
com/programs/washington/individual-providerone-
ipone/training/#content)에서 교육(Training) 섹션을 클릭하면 
사용 안내 지침 및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꼭 Time4Care™를 사용를 사용해야 하나요해야 하나요? 
네. Time4Care™는 Public Partnerships의 모바일 EVV 앱으로, 
Apple™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Stor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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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4Care™를 사용하면 를 사용하면 어떤 점어떤 점이 좋나요이 좋나요? ? 
편리한 시간 기록 – 근무 시간을 이동 중에도 손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절약 – 컴퓨터나 팩스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바로 
근무 시간 및 정보를 빠르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가서비스 제공자가  iiPhone이나 다른 스마트폰이나 다른 스마트폰을 사용해 을 사용해 
근무 시간을 기록할 수 있나요근무 시간을 기록할 수 있나요? 
네. GPS가 지원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라면 어디든 
Time4Care™ 앱을 설치해 근무 시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 방문 확인(EVV)은 Time4Care™ 앱에서 서비스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록하기 위한 GPS 지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이 필요하며, 
개인 서비스 제공자는 2020년 12월 16일 이후부터 Time4Care™ 
앱을 다운로드해 사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고객의 유선전화를 사용해 전화로 서비스 제공을 확인하는 예외 
사례가 허용될 수는 있습니다. 교육 페이지에서 ‘대화식 음성 응답 
시스템 빠른 참조(IVR Quick Reference)’ 안내를 확인해보십시오. 
EVV 교육 섹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고객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근무 시간 중 고객이 다른 장소로 이동제 근무 시간 중 고객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싶어 하면 하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저와 제 고객은 제 근무 시간이 끝나기 바로 전에 친구나 가족을 
방문하는 일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Time4Care™ 앱에 근무 시작 장소와 종료 장소를 
다르게 해서 시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Time4Care™가 가 방문 실패나 근무 일정방문 실패나 근무 일정에 대한 알림을 에 대한 알림을 
보내주나요보내주나요? 
아니요. 이 앱은 일정과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방문 실패나 근무 
일정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Time4Care™가 가 여러 언어를 지원여러 언어를 지원하나요하나요? 
현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보와 교육 자료는 다른 
언어로도 제공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PPL IPOne 웹사이트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기간에 특정 기간에 근무한 시간만 따로 볼 수 있나요근무한 시간만 따로 볼 수 있나요? 
네. Time4Care™의 급여 기간(Pay Periods) 메뉴를 통해 급여 
기간 중 총 근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me4Care 간편 
안내서(Quick Guide)를 참고하십시오. IPOne 웹 포털에서도 총 
근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을 앱을 커스터마이징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나요할 수 있나요? 
아니요. Time4Care™ 앱의 설정은 DSHS 프로그램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며, 모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동일합니다. 

Time4Care™ 모바일 앱이 사용 가능해진 후에도모바일 앱이 사용 가능해진 후에도 서면으로  서면으로 
근무 시간표를 제출할 수 있나요근무 시간표를 제출할 수 있나요?
2020년 12월 16일 이후부터 급여 지불 시스템은 서면으로 된 근무 
시간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동반 거주 예외조항 적용 대상인 
서비스 제공자는 예외) 

왜 왜 종이로 된 근무 시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건가요종이로 된 근무 시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건가요?
본 FAQ에서 이미 언급한 연방정부 요구 사항에 따라 2020년 12
월 16일 이후부터 DSHS는 개인 서비스 제공자가 근무 시간을 
기록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Time4Care 모바일 앱을 시행합니다. 
Time4Care™ 앱은 매우 사용자 친화적이며, 이번 시스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PPL IPOne 
교육 페이지(https://www.publicpartnerships.com/
programs/washington/individual-providerone-ipone/
training/#content)의 빠른 참조(Quick Reference) 섹션과 
트레이닝 동영상을 참고하면 앱 사용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콜센터에 문의하면 1대1 교육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거주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EVV 준수를 위한 
Time4Care™ 앱을 통해 근무 시간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IPOne 
프로필에 자신이 동반 거주 예외조항(Live-In Exemption, LIE) 
대상자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공자는 EVV 앱(“이하 앱”)
을 사용해 각 근무 시간의 시작 및 종료를 기록하지 않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IPOne을 통해 근무 시간표를 제출하고 각 급여 기간에 
대한 근무 시간을 기록하면 됩니다. LIE의 적용을 받으려면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과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해야만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 서로 다른 집에 거주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객과 함께 거주 중인 사실을 IPOne에 알리는 방법을 잘 
모르실 경우, IPOne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청구하지 못한 아직 청구하지 못한 2020년년  12월월  16일 이전 근무 시간을 일 이전 근무 시간을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반 거주 예외조항 적용 대상인 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IPOne 
포털을 통해 지난 급여 기간에 대한 근무 시간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IPOne 콜센터로 문의하셔도 근무 시간표 제출을 
도와드립니다. 

동반 거주 예외조항 적용 대상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는 IPOne 
콜센터에 문의해 지난 급여 기간에 대한 근무 시간표 제출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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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서면으로 근무 시간표를 제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서면으로 근무 시간표를 제출하고 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찮을까요?
2020년 12월 16일 이후에는 IPOne 프로필에 고객과 함께 거주 
중인 동반 거주 예외조항 대상자로 표시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자는 
종이로 된 근무 시간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Time4Care 
앱을 통해 고객에 대한 근무 시간을 제출해야 합니다. 

Time4Care™ 앱은 매우 사용자 친화적이며, 이번 시스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PPL IPOne 
교육 페이지(https://www.publicpartnerships.com/
programs/washington/individual-providerone-ipone/
training/#content)의 빠른 참조(Quick Reference) 섹션과 
트레이닝 동영상을 참고하면 앱 사용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콜센터에 문의하면 1대1 교육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을 전화로 기록할 수 있는 대화식 음성 응답(IVR) 시스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0년년 12월 월 16일 이후에 일 이후에 종이로 된 근무 시간표를 종이로 된 근무 시간표를 
제출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0년 12월 16일 이후부터는 종이로 된 근무 시간표의 처리가 
중단됩니다(동반 거주 예외조항 대상 서비스 제공자 제외). 근무 
시간표를 제출해도 프로필에 표시되지 않으며, 자동으로 앱이나 
콜센터 또는 전화를 통해 근무 시간을 기록하라는 안내 전화를 
받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 응답직원이 근무 
시간표를 찾아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스마트폰을 다른 곳에 두고 오거나스마트폰을 다른 곳에 두고 오거나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 
등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등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마트폰을 찾을 수 없거나 배터리가 방전되어 근무 시작 또는 
종료 시간을 기록하지 못한 경우, Time4Care™ 앱이나 IPOne 웹 
포털에서 지난 근무 시간을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수동으로 입력된 
근무 시간은 EVV 위반으로 기록되어 DSHS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근무 시간 도중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방전되었다면 근무 종료를 
기록할 때까지 근무 시간이 계속 이어지므로,  나중에 정확한 근무 
종료 시간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수동 입력 시에는 급여 
지불이 지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근무 시간표 제출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요. EVV 시스템이나 Time4Care™ 앱은 무료입니다. 

Time4Care™의 데이터 사용량은 어느 정도인가요의 데이터 사용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Wi-Fi에 연결하면 요금제 데이터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Wi-Fi 없이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연결한 경우에도 데이터 사용량은 웹 페이지를 
보는 수준 정도로 미미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위치 서비스를 꺼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위치 서비스를 꺼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그래도 그래도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록할 수 있나요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록할 수 있나요? 
위치 서비스가 꺼진 상태에서는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록할 
수 없으며, 입력을 위해 위치 서비스를 활성화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메시지가 표시되면 기기 설정에서 위치 서비스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앱에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도중에는 근무 시간 도중에는 위치 서비스를 꺼두었다가 근무 종료 위치 서비스를 꺼두었다가 근무 종료 
시에 다시 켜도 되나요시에 다시 켜도 되나요? 
네.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록할 때만 위치 서비스를 켜두면 
됩니다. 이 시스템은 EVV 요구 사항에 맞게 서비스 제공자의 근무 
시간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앱에 입력된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나요앱에 입력된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나요? 
네. 우리는 정보 보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러분의 정보는 항상 최고의 통신 보안 표준인 256-bit AES 
알고리듬을 통해 보호됩니다. 또한, 우리는 절대 여러분의 정보를 
제삼자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태블릿에태블릿에 Wi-Fi 기능은 있는데, 이동통신 서비스는 이용할 기능은 있는데, 이동통신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수 없습니다. Time4Care™ 앱을 사용할 수 있나요앱을 사용할 수 있나요? 
태블릿이 GPS 기능이 있으면 Time4Care™ 앱에서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포털을 통해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록할 수 있나요웹 포털을 통해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록할 수 있나요? 
전자 방문 확인(EVV)은 Time4Care™ 앱에서 서비스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록하기 위한 GPS 지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이 필요하며, 
개인 서비스 제공자는 2020년 12월 16일 이후부터 Time4Care™ 
앱을 다운로드해 사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고객의 유선전화를 사용해 전화로 서비스 제공을 확인하는 예외 
사례가 허용될 수는 있습니다. 교육 페이지에서 ‘대화식 음성 응답 
시스템 빠른 참조(IVR Quick Reference)’ 안내를 확인해보십시오. 
EVV 교육 섹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근무 시간은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수동으로 입력된 
근무 시간은 EVV 위반으로 기록되어 DSHS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동 입력 시에는 급여 지불이 지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근무 시간표 제출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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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WA IPOne 웹사이트( https://www.publicpartnerships.com/programs/washington/individual-
providerone-ipone/training/#content)에서 교육(Training) 섹션을 클릭하면 사용 안내 지침 및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침 안내 동영상:  www.publicpartnerships.com

보통은 유선전화를 통해 근무 시간을 기록하지만, 낮에 병원 보통은 유선전화를 통해 근무 시간을 기록하지만, 낮에 병원 
등을 방문해야 해서 나갔을 때만 앱으로 근무 시간을 기록할 등을 방문해야 해서 나갔을 때만 앱으로 근무 시간을 기록할 
수 있나요수 있나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 다양한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제공자는 근무 중 장소가 변경되어도 
Time4Care™ 앱을 사용해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EVV 기록을 위해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건 되도록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기기에 앱을 설치하면 유선전화를 통해 근무 
시간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근무 시작 시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자가 근무 시작 시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거나, 근무 시간 중 여러 개의 제공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거나, 근무 시간 중 여러 개의 
서비스 코드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코드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Time4Care™ 앱에 근무 시작 시간을 기록할 때는 개인 케어 서비스
(Personal Care Services - T1019) 등의 서비스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승인된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 전에 미리 고객과 상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 중 개인 케이서 서비스(Personal Care Services - T1019)와 
임시 케어 서비스(Respite Care Services - T1005) 등 서로 다른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경우, 하나의 서비스를 종료할 때 
근무 종료를 기록하고 다시 해당 서비스 코드로 다시 근무 시작을 
기록해야 합니다. 

다른 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다른 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하나요? 
서비스 제공자는 한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고객은 한 명이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서비스 제공자가 Time4Care™ 앱에 
각자의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정된 근무 시간이 예정된 근무 시간이 10:00AM~4:00PM인데 인데 9:50AM에 에 
근무 시작을 기록하고근무 시작을 기록하고 4:10PM에 근무 종료를 기록하면 에 근무 종료를 기록하면 
어떻게 되나요어떻게 되나요?? 
Time4Care™ 앱에 실제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근무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러한 근무 일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객 
및/또는 고객의 케이스 매니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적으로 예정된 근무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Time4Care™ 
앱은 서비스 제공자의 근무 시간을 분 단위로 기록하여 실제 근무 
시간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승인된 근무 시간, DSHS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급여를 처리합니다. 

Time4Care™ 앱에서 예정된 근무 시간보다 초과하여 기록된 
시간은 실제 근무 시간과 함께 서비스 제공자에게 승인된 전체 
근무 시간에 차감 반영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예정된 근무 시간이 10:00AM부터 4:00PM까지 6시간이지만, 
Time4Care™ 앱에서 4:10PM에 근무 종료를 기록했다면 승인된 총 
근무 시간에서 6시간 10분이 차감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근무 시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승인된 근무 시간 또는 근무 주 
제한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