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임메디 | [사업주] 근로계약서 발급하기



김한미

0

한미병원

근로계약서 작성 전, 5인 이상/미만 사업장 여부를 설정해주세요.

직원 수에 따라 관련 규정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업장 설정은 필수입니다.



김한미

0
서명 대기

한미병원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안내를 확인하고, STEP별 동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동의 완료 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김직원

이직원

홍직원

[계약 관리]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직원을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을
[계약 완료]에서는 계약 완료된 직원 현황 및 근로계약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우리병원 직원들의 계약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직원

이직원

홍직원

계약 종료일

60일 전부터

“갱신필요”

표시가 됩니다.



한미병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직원 정보를 선택 후, 직원의 근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작성 시, 참고하세요!]

1. 직원

- 생년월일 정보를 통해, 선택한

직원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2. 근로계약기간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일을

하기로 한 기간을 설정해주세요.

- 기간제의 경우, ‘근로종료일’

입력 필수

근무장소는

자동으로

병원명으로

설정됩니다.



한미병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직원 정보를 선택 후, 직원의 근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작성 시, 참고하세요!]

3. 근로일 및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일 OFF시, 휴일로 설정됩니다.

②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③ 휴게시간 설정

④ 주휴일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주휴일 선택 필수 (*통상 일요일)

근로시간 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휴게시간
30분 이상
부여 필수

1시간 이상
부여 필수

※ 1일 기준

아임메디에서는

근로시간 설정 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자동 계산합니다.



[작성 시, 참고하세요!]

4. 임금설정

※ 시급은 “기간제“ 中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전용 기능입니다. (기본급과 연장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할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계약서에 입력한

임금 내역은

“임금명세서”

작성 시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정규직

기간제

월급

월급

시급
주15시간 미만

주15시간 이상

2022년 9,160원

2021년 8,720원

직원의 임금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연차유급휴가 및 계약일을 지정하고, 최종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연차유급휴가 및 계약일을 지정하고, 최종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작성 시, 참고하세요!]

5. 연차유급휴가

- 앞서 설정한 5인 이상/미만 사업장

여부가 자동 표기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부

여가 의무로, 유급휴가 관련 내용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일

- 근로개시일 또는 근로개시일 이전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해당 정보는 근로계약서에 노출됩

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입력하신 모든 항목에 대한 검토 완료 후,
계약서 하단에 서명을 진행해주세요. (도장버튼 클릭!)

한미병원

한미병원

김직원

한미

김한미

김직원

① 계약서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도장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장버튼 클릭!)

② 사용하고자 하는 도장을 새로 만들거나, 이미지를 업로드해주세요.

이후 원하는 도장을 선택하고, 사용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계약서 전송 시점 선택]

① 추후 전송

- 직원에게 계약서를 나중에 전송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계약서는 저장되며, 원하는 시점에 계약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등록 완료* 상태

② 전송

- 직원에게 계약서를 바로 전송하여 서명을 요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계약 내용이 맞는지 최종 확인하고, 서명을 완료해주세요. 
이후 직원에게 전송 시점 및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김한미

김직원



직원에게 발송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예시입니다.

김직원 <abc@hanmi.co.kr>

김직원

김직원

김직원



임금명세서 작성 페이지

김직원

[참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직원의 경우, 
“임금명세서” 작성 시 근로계약 내용(근로제공일수, 근로시간)이 연동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과 월 연장 근로시간은 (1주) 월요일~일요일, (월) 당월 1일~당월 말일까지 기준으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계산된 시간입니다. 실제 근무 시간과 동일하지 않는 경우 수정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