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수요기업 2차 모집 공고

사업 세부내용

비

용

전액 무료지원

신 청 기 간 4월 1일 ~ 4월 30일(금)까지
주 요 내 용 재택근무 컨설팅 기간 : 12주(시범운영 포함)
인사∙노무 영역
▪ 재택근무 운영 규정

IT인프라 영역
▪ IT 인프라 현황조사

[연계사업]정부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적합직무 발굴

▪ 기업 IT역량 진단

-간접노무비 지원

-재택근무 규정 설계

▪ IT 솔루션 제안

-IT인프라 비용 지원

▪ 재택근무 심화(필요시)

-영역별 IT솔루션 pool 제공

-커뮤니케이션

-기업환경 및 고객니즈를

-성과관리체계

반영한 IT솔루션 제안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 K-비대면바우처플랫폼
※컨설팅 참여기업 대상
패스트트랙 운영

주요 기대효과

\

재난상황
기업활동 지속

직원들의
업무생산성 향상

문의 : 한국생산성본부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PMO

지역제한 없는
우수인력 채용

부대비용 절감
(임대료, 소모품비 등)

02) 724-1263, 1251

신청안내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

kpctelework@kpc.or.kr

*사업문의 : 02) 724-1263, 1251

신청 자격 중소∙중견기업(업종 무관)
신청 제한 요건
①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③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④ 2021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장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제출 서류
구분 No.
1

작성
서류

구비
서류

서류명

서류양식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신청서 제1호 서식

비고

∙수행기관 “한국생산성본부”로 기입
∙작성 및 서명∙날인 후 제출

제2호 서식 ∙재택근무 도입 현황, 향후 활용 계획 등 상세 기재

2

컨설팅 수행계획서

3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

4

사업자등록증

-

∙사본 1부

5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

∙근로복지공단 문의 또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6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자료

-

∙최근 3개년(18 ~ 20년)년도 결산 재무제표

7

정부 주관 우수·인증 증빙자료

-

∙해당 기업에 한함(필수 제출 X)

제3호 서식 ∙작성 및 서명∙날인 후 제출

※유의사항
① 제출방식: PDF 파일로 제출(각각의 제출서류를 번호 순대로 파일 생성하여 제출)
② 파일명 기재: 번호, 회사명, 제출서류명을 기재하며, 신청서의 회사명과 동일하게 작성

( 예시) 1. ㈜00산업_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신청서
2. ㈜00산업_컨설팅 수행계획서
✓신청서 작성 시, 컨설팅 수행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 기입

문의 : 한국생산성본부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PMO

02) 724-1263, 1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