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언어, 큰 인쇄, 점자 혹은 본인이 원하는 다른 형식으로 
이 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PTCProject.Info@dhsoha.state.
or.us 로 연락하십시오. 노인 지역 대리점 (AAA) 혹은 노인 및 장
애인 (APD) 사무소에 전화할 수도 있으며 준비 코치와 말하도
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릴레이전화(청각장애인용)를 저희
는 받을 수 있고 711로 다이얼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변경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이 전단지의 
자주 묻는 질문을 읽어보거나 PTC.Oregon.gov 에 들어가 보세요. 

제공자 시간 포착

소개 
오리엔테이션
새로운 제공자 시간 포착 전자  
시간엄수 시스템에 대한 소개 
오리엔테이션이 지금 유효합니다 

• 종이 증빙서를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개인 관리 
담당자와 

•  종이 증빙서를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종사자 혹은 개인 관리 
담당자를 고용하는 소비자 혹은 
소비자 고용주.

오레곤 복지부 
노인 및 장애인 
PTC 프로젝트 
500 Summer St NE, E-02  
Salem OR 97301-1073

이 오리엔테이션은 
다음을 위한 것 입니다: 

MSC 2646A (05/2021) Korean 
PTC 오리엔테이션 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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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션은 동일한 정보를 다룹니다.  
다른 작업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다른 
날과 시간에 제공됩니다. 

www.carewellseiu503.org  
에서 그리고 PTC.Oregon.gov 에서 
오리엔테이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PTCProject.Info@dhsoha.state.or.us 
로 연락을 주십시오.   

좀 더 자세한 학습 기회는 2021년 8월 
13일을 시작으로 제공자와 소비자에게 
유효하게 될 것 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참여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새로운 전자 시간엄수 시스템을 사용할 
방법을 배우기 위해 추천됩니다.

케어웰(Carewell) 새로운 
작업자 및 보수교육과 동일한 
오리엔테이션입니까? 
아니오. OR PTC DCI 오리엔테이션은 케어웰
(Carewell) 새로운 작업자 및 보수 교육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현재 종이 증비서 
절차에 대한 변경을 설명할 것 입니다. 

등록 정보를 분실했습니다;  
여전히 가입할 수 있습니까? 
네! 동일한 등록 링크를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그 링크로부터 직접 
가입할 수 있게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어떤 언어로 
제공됩니까? 
줌 비디오회의 세션은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및 베트남어로 실시간 통역과 함께 
영어로 제공될 것 입니다. 영어자막과 
미식 수화는 선택된 세션에 제공될 것 
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의 전자 
사본은 중국어 번체, 아랍어, 한국어, 
소말리아어, 페르시아어, 루마니아어, 
라오어, 네팔어 및 크메르어 (캄보디아어)
로도 유효합니다. 

이 서류의 대체양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PTCProject.Info@dhsoha.state.or.us. 
의 PTC사업팀으로 이메일을 보내어 다른 
언어들, 큰글자 인쇄, 점자 혹은 선호하는 
방식으로 이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전 8:30부터 오전 10:30분 
오전 11:30부터 오후 1:30  
오후 2:30부터 오후 4:30  
오후 5:30부터 오후 7:30

2021년 6월 15일부터 2021년 6월 21
일까지 다음 시간 중의 하나:

오리엔테이션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 엡을 다운로드하고 새로운 개정을 설정하는 방법 
• 시스템을 탐색하는 방법
• OR PTC DCI의 모든 옵션을 이용하여 시간을 
입력시키는 방법: 
 - OR PTC DCI 모바일 엡 
 - OR PTC DCI 지상 통신선 
 - OR PTC DCI fob 
 - OR PTC DCI 웹 포털 

• 마일리지를 포함한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
• 미래의 학습 기회에 대하여: 

 - 언제 발생할지와  
 - 등록하는 방법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기 전에 OR 
PTC DCI에 대하여 어떻게 좀 더 
배워볼 수 있을까요?
•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세요 PTC.Oregon.gov 
• 유튜브(YouTube) 재생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팅ODHS 제공자 시간 포착 
녹음과 매월 정보비디오를 찾아보기 위하여 
검색하세요.

참석할 수 없다면 나중에 녹음된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네. www.carewellseiu503.org 와 PTC.Oregon.
gov 에 녹음이 준비되어 있을 것 입니다. 

다음의 하루에 대화형의 
원격 세션을 위한 
연수팀에 참석하세요: 

답변된 
오리엔테이션 
질문:

새로운 전자 시간엄수 시스템은 
OR PTC DCI라고 불립니다. 

  
오레곤 제공자 시간 포착 직접 
돌봄 혁신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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