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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 2. 28.(금) 배포

보도일 2020. 2. 28.(금) 11:00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

담  당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이지은 교육연구사 최윤미 (☎044-203-6234)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과장 오응석 사무관 윤현아 (☎044-203-6412)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부단장 최흥윤 사무관 김진아 (☎044-203-706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과장 김우중 서기관 오성일 (☎044-202-358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과장 성창현 사무관 김동현 (☎044-202-3375)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과장 이현옥 사무관 강나래 (☎044-202-7477)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과장 최준하 사무관 김송이 (☎044-202-7497)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과장 양철수 사무관 이준호 (☎02-2100-6365)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과장 장석준 사무관 위성개 (☎02-2100-6250)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함께 협력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학 

연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 기간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ㅇ 4개 부처가 휴원 또는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고자 적극 협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국민이 힘을 모으는 이때,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을 중심

으로 범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교육부 >

□ 우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부모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유치원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6일까지 1주일간 긴급

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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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긴급돌봄을 위한 학부모 수요조사(2월24일부터 26일) 실시 결과*,

전국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유아 71,353명, 초등학생 48,656명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붙임 참조>

* 신청현황 : (유치원) 5,612원, 71,353명(11.6%) / 616,293명

(초등학교) 4,150교, 48,656명(1.8%) / 2,721,484명

(특수학교) 74교, 395명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긴급돌봄 운영을 위해 운영지침 

및 매뉴얼을 현장에 제공하며, 학교는 교직원 대응체계 구축, 시설과

환경에 대한 소독 및 방역, 마스크 및 소독제 등 위생용품 비치,

비상연락망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ㅇ 먼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가장 최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돌봄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위해 매일 2회(등교 및 출근시 필수)

발열상태 등 건강을 확인‧점검하며, 위생수칙교육(손씻기, 기침예절)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ㅇ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학교 시설 및 긴급돌봄 제공 공간에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고, 돌봄교실에 소독제 및 마스크 등 위생

용품을 비치하며, 긴급돌봄 전담인력(학생돌봄), 지원인력(돌봄인력 관리,

학부모연락, 방역‧소독 등), 책임인력(현장 총괄)으로 비상대응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 긴급돌봄은 학교장 책임 하에 모든 교직원이 함께 협력하여 참여

하며, 운영시간은 기존 일과 시간에 준해서 17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돌봄교실은 감염증 특성을 고려하여 학급당 최소 인원

으로 구성하되, 10명 내외로 배치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ㅇ 특히,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의 적응을 돕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을 배치하여 

더욱 세심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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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학교별로 마련된 긴급돌봄이 안전하게 운영되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

▸(기본원칙) 유아와 초등학생, 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이 담보

되는 환경에서 긴급돌봄 제공(등‧하교시 학부모(대리인) 동행 및 학교 내 안전확보)

▸(운영시간)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지역여건 및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

▸(학급구성) 감염증 특성(비말감염)을 고려하여 최소인원으로 분산 배치

(학급당 10명 내외 권장)

▸(담당인력) 학교 모든 교직원이 긴급돌봄 비상대응체계를 구성‧협력

▸(안전관리) 방역, 소독 실시, 마스크 및 손소독제 우선 지원(학교 비치용과  

별도로 확보), 학생, 교직원 대상 감염병 관련 지도 및 교육 실시

< 보건복지부 >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 기타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 등 마을돌봄기관이 휴원하더라도 학

부모의 긴급한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정상근무 또는 당번제 등을 통해 긴급보육·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

□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을 

방지 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게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ㅇ 긴급보육은 통상의 보육시간(~19:30)까지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긴급

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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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 긴급보육 미실시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4·45조), 시행규칙(별표 9)에 따라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

-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급·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ㅇ 참고로 모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시에도 외부인 출입제한,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 등 감염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

□ 고용노동부는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하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ㅇ 최근 2년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했던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의 사업주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는 이메일 등을 발송할 계획이다.

- 또한 최근 5년간 모성보호급여를 수급한 근로자에게도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자 

메세지를 긴급 발송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지원금을 한시적

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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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시 5만원, 주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최대 1년 520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

ㅇ 특히, 긴급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참여신청을 신속하게 심사·승인*하고,

지원대상**과 재택근무 증빙요건***도 완화하여 적용한다.

* 월 1회 심사위원회 개최→ 지방고용관서의 장이 판단하여 수시로 심사·승인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

*** 그룹웨어, 지문인식 등 전자·기계적 방식만 허용 → 재태근무에 한해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 시작·종료 시간을 증빙하는 방식도 허용

ㅇ 사업주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소관 고용센터에 사

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고,

-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www.worklife.kr)

누리집에서 살펴볼 수 있다.

ㅇ 한편,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예산 확보도 추진한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 운영 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유연근무조치를 시행한 기업에 가점(10점

/1000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기업이 수립·실시한 근무혁신의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정기 근로감독 면제, 대출금리 우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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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

□ 여성가족부는 우선 개학연기 기간 예상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ㅇ 먼저, 아이돌보미와 이용자를 연계해주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진자 방문 이력 등으로 폐쇄되더라도 재택근무를 통해 서비스

연계 업무 등을 지속 수행하도록 하고,

ㅇ 수요 증가 대비 공급 인력 확충을 위해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아이돌보미도 아동학대 예방 등 필수 교육 이수 후 바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한편 서비스 이용 이전에 정부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먼저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공지하고 서비스 이용 신청자

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서비스 안전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ㅇ 확진자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한 아이돌보미 

및 이용가정(2차 접촉자)까지 서비스 제공 중지 등의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ㅇ 아울러 아이돌보미 대상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을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각 기관별 사업

예산 중 기관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향후에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그 밖에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을 개선하여 가족친화 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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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기업 및 공공기관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사용한 경우 

인증 심사시 가점(5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 가족친화인증제 : 근로자의 자녀 출산,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 제도 모범 운영 기업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한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등의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

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이용을 요청하는 청소년(초4~중3)에게는 

학습지도, 급식지원 등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ㅇ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화, 온라인,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4개 부처는 향후 부처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하고 빈틈없는 촘촘한 돌봄 지원으로

긴급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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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수요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2020학년도 유‧초등 신입생 및 재학생

◦ (조사기간) ’20. 2. 24 ～ 2. 26 (3일간) ※ 운영기간 : ’20. 3. 2 ～ 3. 6  (5일간)   

□ 조사 결과 

  유치원

◦ (신청) 5,612원, 총 71,353명 신청

◦ (지역별) 서울 지역에 신청 유아가 많으며, 대구, 경북, 울산 순

으로 신청자 수가 적게 나타남

순 시도 유치원 유아수
참여 현황 참여 비율 (%)

유치원 유아수 유치원 유아

전체 8,473 616,293 5,612 71,353 66.2 11.6

1 서울 790 75,454 729 15,138 92.3 20.1
2 부산 385 41,265 275 1,809 71.4 4.4
3 대구 341 36,168 181 918 53.1 2.5
4 인천 394 38,802 325 4,702 82.5 12.1
5 광주 284 23,296 221 3,636 77.8 15.6
6 대전 253 22,301 193 2,564 76.3 11.5
7 울산 194 16,554 141 593 72.7 3.6
8 세종 60 6,830 46 669 76.7 9.8
9 경기 2,147 170,692 1,506 24,677 49.2 14.5
10 강원 360 15,799 159 1,501 44.2 9.5
11 충북 315 16,230 146 1,096 46.3 6.8
12 충남 522 25,694 481 2,409 92.1 9.4
13 전북 490 21,126 268 3,374 54.7 16.0
14 전남 495 17,933 281 2,855 56.8 15.9
15 경북 647 33,908 199 1,123 30.8 3.3
16 경남 674 47,795 373 3,368 55.7 7.0
17 제주 122 6,446 88 921 72.1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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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 (신청) 4,150교, 총 48,656명 신청

◦ (지역별) 서울, 경기 지역 신청 학생이 많고, 대구, 경북, 광주

지역 신청자 수가 적게 나타남

순 시도 초등학교 학생수
참여 현황 참여 비율 (%)

초등학교 학생수 초등학교 학생

전체 6,117 2,721,484 4,150 48,656 67.8 1.8

1 서울 573 416,176 541 12,759 94.4 3.1

2 부산 299 154,912 202 1,119 67.6 0.7

3 대구 225 123,955 149 568 66.2 0.5

4 인천 252 159,457 223 3,396 88.5 2.1

5 광주 153 86,719 99 613 64.7 0.7

6 대전 149 81,863 130 1,613 87.2 2.0

7 울산 122 68,133 105 1,053 86.1 1.5

8 세종 48 28,835 43 1,042 89.6 3.6

9 경기 1,291 767,514 1043 12,241 80.8 1.6

10 강원 366 74,049 140 954 38.3 1.3

11 충북 263 85,950 131 763 49.8 0.9

12 충남 420 121,126 215 2,098 51.2 1.7

13 전북 420 95,420 234 1,875 55.7 2.0

14 전남 426 93,524 280 3,255 65.7 3.5

15 경북 491 130,856 174 775 35.4 0.6

16 경남 512 192,033 351 2,927 68.6 1.5

17 제주 107 40,962 90 1,605 84.1 3.9

◦ (학년별) 신청자 중 1~3학년은 44,988명(92.5%), 4~6학년은 3,668명(7.5%)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신청자 수 15,208 20,481 9,299 2,372 864 432 48,656

소계 44,988명(92.5%) 3,668명(7.5%) 4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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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개요 (보건복지부)

구분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목적 돌봄중심, 맞벌이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복지중심, 방과후 돌봄 필요 아동 건전한 육성
아동현황
(‘19년말)

2,968명 111,148명

입소기준
만 6세~12세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소득수준 무관

18세 미만, 중위소득 100% 미만 및 장애아동

우선입소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 등

우선보호(3가지조건만족)아동*, 우선보호특례아동**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특성)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수급자등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 소득․가구특성기준은맞지않으나보호자의 가출․행
방불명․질병․실직 등으로 가정 외 돌봄서비스
가 필요한 아동

프로그램
(필수) 아동지원, 독서지원, 놀이활동, 쉬기
(선택) 기초외국어, 예체능, 과학, 체험활동

(기본) 보호･교육･문화･정서지원･지역사회 영역
(특화) 지역사회 특수성 및 주요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프로그램

운영방식 지자체 직영, 위탁 등 지자체, 법인, 개인 등
시설현황
(‘19년말)

173개소 4,217개소

시설 입지
공공시설(주민센터, 문화센터, 복지관, 도
서관, 보건소 등), 마을회관, 아파트 커뮤
니티센터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인력 기준 관리자 1인, 돌봄교사 1인 (필수)
30명 ~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2인
10~30명 :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1인

~10명 : 시설장 1명
종사자
자격

사회복지사 2급 이상, 교원자격증,
보육교사 2급 등

사회복지사 2급 이상, 교원자격증,
보육교사 1급

2019년
예산

(총예산 : 106억원(국비))
▪센터 설치비 : 최대 50백만원
▪교사 인건비 : 최대 50백만원
▪기자재비 : 최대 20백만원
- 운영비는 지방비 또는 이용자 자부담

(총예산 : 1,731억원)
▪환경개선비(2019년 신규) : 96억원
▪운영비(센터당 월 529만원)
-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센터 관리비,
프로그램비로 사용

2020년
예산

(총예산 : 262억원(국비))
▪센터 설치비 : 최대 50백만원
▪교사 인건비 : 약 50백만원
▪기자재비 : 최대 20백만원
▪운영비 : 월30만원

(총예산 : 1,830억원)
▪환경개선비 : 66억원
▪운영비 : 센터당 월569만원
-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센터 관리비,
프로그램비로 사용

자부담
월 10만원 이내 자부담으로 프로그램

운영 가능
없음

(일반아동에 한해 5만원 범위내 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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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가족돌봄휴가 개요 (고용노동부)

□ 제도 개요

ㅇ (목적) 맞벌이 노동자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 청구(’20.1.1~)

 ㅇ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제2항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

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 주요 내용

 ㅇ (돌봄대상)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ㅇ (휴가기간) 연간 최장 10일(무급휴가),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

ㅇ (신청 방법) 돌봄휴가 사용일, 돌보는 대상(성명·생년월일) 등 가족돌봄

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 사업주에게 제출

ㅇ (사업주)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거나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허용해야 하며, 허용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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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사업목적)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산을 지원하여 경직적·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 조성

< 지원 유형 >

시차
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

□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기준>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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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고용노동부)

□ (목적) ‘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

      * (`19년 실적) 122개 기업 참여 신청, 77개 기업 참여,

45개 우수기업(SS등급:11개, S등급:17개, A등급:17개) 선정

□ (사업내용) 근무혁신 핵심요소인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차등 제공

ㅇ 기업이 Œ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 근무혁신을 실시하면,

Ž 계획의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혜택 부여

□ (평가항목 ‧ 등급)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등을 정량 또는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ㅇ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3개 등급(SS, S, A)으로 구분, 유효기간 3년

      * SS(700점 이상), S(600점 이상 700점 미만), A(500점 이상 600점 미만)

□ ‘20년도 추진계획(안): 100개기업

구  분 추진일정(안) 비  고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운영기관 공모 '20.2월  ‘19년도에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수행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공모
1차: 3월
2차: 6월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참여기업 선정
1차: 3월 말
2차: 6월 말

• 서류심사 및 사전검증

참여기업 근무혁신 실시
1차: 4~6월
2차: 7~9월

• 근무혁신 이행계획에 따른 실천
• 기업별 3개월

현장지원단 운영 4월~10월
• 기초컨설팅, 근무혁신 이행확인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

근무혁신 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
1차: 7월
2차: 10월

• 근무혁신 이행실적평가에 따른 등급부여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기념식 11월 • 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

□ (인센티브) 정기근로감독 면제, 금리우대,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각종 정부지원사업 우대, 현장지원단상담(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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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세부 내용>

구분 인센티브명 지원내용 소관기관

감독, 조사
면제 등

정기 근로감독 3년 면제 고용노동부

컨설팅 참여 일터 혁신 컨설팅 
심사 우대

및 절차 간소화
고용노동부

병역특례 우대 병역지정업체 추천
병역지정업체 추천 심사 시 

가점 1점
병무청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심사 시
가점 5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시설융자금 
지원 사업

지원 우선순위 결정 시 가점 
5점

고용노동부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우선 지원 고용노동부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파트너십 지원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 2점

산업통상자원부

스포츠용품 해외 
인증 획득 지원 사업

지원기업 선정 시
가점 3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기업 해외전시 
지원 사업 선정 우대

정책부합도 3점 부여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상 우대 대출금리 우대

최대 0.5% 대출금리 우대, 
외환, 금융 등 컨설팅 제공

신한은행

500억 원 특별여신 한도 배정,
최대 1%p 대출금리 추가감면,
경영·세무 등 컨설팅 제공

아이비케이
기업은행

기업 홍보

기업정보 
제공 방식 확대

워크넷 테마관 내 홍보
(기업현장탐방기 등)

고용노동부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자율공시 

근무혁신 등급 관련 내용 
포함

금융위원회
*등급별 차등

근무혁신 우수기업 
상징(마크)

등급별 상징(마크) 부여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정부 포상
고용노동행정유공

장관표창
선정 시 우대

(에스에스 등급)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재정 지원
< ‘20년 신설 >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투자비 지원(2천만원 한도, 
등급별 50%, 60%, 80%)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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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여성가족부)

□ (목적)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아이돌보미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 

□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12. 8.17 제정)

□ (체계) 시군구별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서비스제공기관(‘19년 223개소)을

지정하여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연계

□ (실적) 7만 가구를 2.5만명 아이돌보미가 연계되어 돌봄서비스 제공(‘19년 기준)

□ 주요 내용

○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 

제공, 등･하원(교) 동행 등 돌봄 서비스 지원(’07년~)

* 최소 1회 2시간 이상 이용 필요, 연 정부지원시간 720시간 한도

○ (종일제 돌봄)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목욕,

위생･안전관리 등 돌봄 서비스 제공(’10년~)

* 최소 월 60시간 이상 이용 필요, 월 정부지원시간 200시간 한도

○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 ~ 라형)에 따라 차등지원
]

□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대표번호 ☏ 1577-2514

□ 아이돌보미 자격 및 관리

○ 아이돌보미 희망자 중 결격사유(범죄경력조회, 건강검진 등) 조회 및 

면접(양육경험, 인성, 건강 등)을 거쳐 선발

○ 90시간의 교육 이수(양성교육 8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후 활동하며,

매년 보수교육(16시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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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  여성가족부 웹 포스터 (타 부처 긴급돌봄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