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 만들기
2014년 생애주기별
일하는 여성 지원정책 안내서

일도 가정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당신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을
만드세요!
임신 9개월 예비엄마 김지혜씨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로 아이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1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온 이정혜 씨는
일과가정의 행복한 균형을
만들어 갑니다.

사업주 권영민씨는
육아휴직 중인 박예림씨를
대체하는 직원을 채용하여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동섭씨는 설치비용을
무상지원받아 근로자를 위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였습니다.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 정부가 지원합니다.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만들기
엄마의 마음을 지원합니다
가족의 행복한 시간을 지원합니다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육아에 필요한 어린이집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여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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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에 있습니다. 그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선진국의 문턱은
쉽게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지만 유독 여성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일하는
여성의 삶의 모습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수한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키우고
있지만, 출산·육아의 부담으로 힘겨워 하다가
결국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의 경쟁력은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와 감성을 얼마나 편리하고 세심하게
만족시켜주는 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흐름을 볼 때 유연하고 섬세한
여성의 창의적 능력과 감수성을 여하히 활용하느냐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여성들이 일과 가정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맘껏 펼쳐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문턱을 훌쩍 뛰어넘어 저만큼
앞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사업주가 많은 여성을 거리낌 없이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갖추고, 여성의 몫으로만
여겨졌던 육아를 남성과 사회가 함께 부담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었던 여성들이
당당히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안내서는 여성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일과 가정을 조화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망라하여 알기 쉽게 풀이한 것입니다. 사회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여성부터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육아로 인해 일과 가정사이에서 힘들하고 있는 여성, 그리고 일터를
떠나있지만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에 이르기까지 일하는 여성들이 고민했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일하는 여성의 애로사항을 찾아가서 듣고, 가슴으로 고민하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 함께 보다 나은 정책대안들을 찾아내어 꼼꼼하게 시행해나갈 것입니다. 경력단절
없이 여성들이 맘껏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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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
출산지원 엄마의 마음을 지원합니다

01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 단, 임신 초기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 부여

●●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구 분

지급기간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다태아 120일)

최대 405만원(다태아 최대 540만원)

대규모기업

30일(다태아 45일)

최대 135만원(다태아 최대 202.5만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
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분(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교부받아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30일 단위로 신청가능), 대규모기업은 휴가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가능
※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기간 중 사업주가 통상임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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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①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 출산
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1.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에서 내려받으세요.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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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유산·사산휴가(급여) 제도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휴가가 보장되며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의 경우에만 해당 되며, 근로자는 임신주수,
자연유산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유산·사산휴가기간에 대한 급여는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지급되고, 급여신청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달라집니다.＊
임신기간

휴가기간

11주 이내

유산·사산 날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 15주 이내

유산·사산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 21주 이내

유산·사산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 27주 이내

유산·사산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사산 날부터 90일까지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일수가 단축됩니다.

알아두세요!
임신 중 태아검진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태아검진 등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 임신 7개월까지는 매 2월에 1회, 임신 8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매 1월에 1회,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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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아내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5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 사용 시기 및 사용 방법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 사용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월력상 일수로 계산함

●● 사용권의 소멸
- 출산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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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강화한
개선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지원내용
- 임신·출산 관련 진료 후 진료비 결재 가능한 e-바우처(고운맘카드) 제공
- 임신 여성 한명 당 50만원 (다태아의 경우 70만원) 지원
* 1일 사용한도 제한 없음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6300

12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만들기

근로자 지원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0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액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해 출산희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전문의의 난임 진단을 받은 가정의 현재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2014년 2인 가족 기준 월소득 5,755천원)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금액기준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를 구분하여 최대 6회까지 지원
•신선배아 : 1회당 180만원 상한 (3회까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00만원 범위 내

•동결배아 : 1회당 60만원 상한 (3회까지 지원)
- (인공수정) 1회 당 50만원 상한(3회까지 지원)

●● 신청방법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 시작 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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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
출산지원 엄마의 마음을 지원합니다

0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가구 소득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단,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다음 예외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예외기준 적용이 가능하므로 관할 시군구
에 문의											
(예외 지원대상자)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후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 단태아 2주(12일), 쌍생아 3주(18일), 삼태아 이상·중증 장애인 산모 4주(24일)

●● 신청방법
- 이용자(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산모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신청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가급적 출산 후 20일 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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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엄마의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07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비정규직 재고용)

임신 중 또는 출산전후휴가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임신 중 또는 출산전후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 재고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임신·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합니다.

●● 지원수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240만원(6개월 간 여성근로자 1인당 월 40
만원씩) 지급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540만원(첫 6개월 간 여성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이후 6개월간 월 60만원씩) 지급

●● 지원조건
- 사업의 규모·업종과는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지원신청
- 해당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분기단위로 신청하거나
일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3호 서식) 1부
2. 최초의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이 끝난 후 계속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초의
파견계약서와 파견기간이 끝난 후의 계속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
3. 월별 임금대장 사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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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육아휴직 (급여) 제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할 수 있는 제도로, 월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액 :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입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이렇게!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교부받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제출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 서식)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휴직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
에서 내려 받으세요.

참고하세요! 이럴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육아휴직기간 중에 회사를 퇴사·이직한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
- 육아휴직 급여를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 대하여는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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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09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만 6세 미만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를 포함한 만 6세 미만 모든 영유아

●● 지원내용
- 건강검진 7회와 구강검진 3회(3차/5차/6차) 비용지원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과 발달 평가 및 상담
구분

주기

검진내용

검진 유효기간

1차

4개월

건강검진

검진일 기준 생후 4∼6개월

2차

9개월

건강검진

검진일 기준 생후 9∼12개월

3차

18개월

건강검진(구강검진)

검진일 기준 생후 18∼24개월(생후 18∼29개월)

4차

30개월

건강검진

검진일 기준 생후 30∼36개월

5차

42개월

건강검진(구강검진)

검진일 기준 생후 42∼48개월(생후 42∼53개월)

6차

54개월

건강검진(구강검진)

검진일 기준 생후 54∼60개월(생후 54∼65개월)

7차

66개월

건강검진

검진일 기준 생후 66∼71개월

●● 신청방법
-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인근 의료기관(보건소)에서 검진

●● 문의사항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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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제도

일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합니다.
육아기 근로자들이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가능하며 최대기간은 1년입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간에 서면으로 정하되, 임금, 연차휴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적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사업주는 연장 근무를 요구할 수 없음.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할
경우 주 12시간 이내로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육아휴직과 동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육아휴직 급여액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 육아휴직 급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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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 육아휴직 급여가 50만원,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 : 12.5만원
※ 50만원 × (40-30)/40 = 12.5만원

- 육아휴직 급여가 100만원,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단축 : 62.5만원
※ 100만원 × (40-15)/40 = 62.5만원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비교
구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

급여

월 통상임금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금

장려금

육아휴직등 부여 장려금 지급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거부시

5백만원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보호규정

•불리한 처우 및 해고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종료 후 원직복귀(5백만원 이하 벌금)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

•불리한 처우, 근로조건 저하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종료 후 원직복귀(5백만원 이하 벌금)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
•근로조건 서면규정(5백만원 이하 과태료)
•연장근로 제한(1천만원 이하 벌금)

기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분할 사용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회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한번에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방식 : ① 육아휴직 / 육아휴직,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③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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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제도

●●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급여)신청은 이렇게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교부받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제출서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 서식)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연장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에서 내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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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11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고액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의 부담으로 치료 포기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등 포함)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kg미만
* 선천성이상아: 선청성이상(질병코드 Q)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 지원내용
- 미숙아 출생시 체중별 의료비 지원금액
출생 시 체중

2.5kg미만∼2.0kg
2.5Kg이상 37주 미만

2.0kg미만∼1.5kg

1.5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선천성이상아 : 500만원

●● 신청방법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문의사항
주소지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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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아학비 지원

저출산 문제 해결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아에게(소득수준 무관)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전계층(소득수준 무관)

●● 지원내용
- 유아학비(국·공립유치원 월 6만원, 사립유치원 월 22만원), 보육료(어린이집 월 22만원)

●● 신청방법
- 유치원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온라인 신청 → 					
농협에서 아이즐거운 카드 발급 → 유치원에서 카드 인증 후 지원
- 어린이집: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뒤 어린이집 이용료 결재

●● 문의사항
- 유아교육지원포털(http://childschool.mest.go.kr),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044-203-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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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13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보육료)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양육수당)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시설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아동(장애아는 만12세 이하) 全 계층(소득수준 무관)
- (양육수당) 가정양육 만0~5세 아동 全 계층(소득수준 무관)

●● 지원내용
- (보육료)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 ~ 5세

지원액(월)

394천원

347천원

286천원

220천원

- (양육수당)
구분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 취학 전

지원액(월)

20만원

15만원

10만원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아동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

●● 문의사항
- 주소지 관할 보육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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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이 돌봄 지원

취업부모를 둔 만 12세 이하 자녀를 위해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취업부모 등의 만 3개월 ∼ 24개월 이하 아동에게 이유식, 위생안전
관리 등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부모 가정, 장애인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 (영아종일제 돌봄) 만1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부모 등

●● 지원내용
-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연 480이내)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
(교) 등 돌봄 제공
•미취학 아동 연 480시간, 방과 후 나홀로 초등학생 연 720시간 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지원
- (영아종일제

돌봄) 시설 보육이 어려운 만1세 이하(24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유식, 위생관리 등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주민센터에 신청 → 소득판정 후 정부지원 대상자 유형 결정 통지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 선입금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 가구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신청

●● 문의사항
- 1577-2514(아이돌봄 지원사업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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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육아휴직등 부여)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으로 표현)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등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20만원(대규모기업은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지원신청
-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를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
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하되, 육아휴직등이 끝나고 6개월 후부터는 한꺼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3호 서식) 1부
2. 근로자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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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인 경우에는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다만, 신규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지원신청
-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를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
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3호 서식) 1부
2.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인사 발령 문서 등)
3.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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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무상지원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을 무상 지원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전환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을 통하여 직장어립이집의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합니다.

●●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사업주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대표 사업주)

●● 지원내용 및 수준
-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전환비 및 교재교구비를 영아·장애아시설 설치 여부 등에 따라 소요
비용의 60~90%까지 차등지원
•시설전환비 : 최고 3억원(공동형 최고 6억원,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최고 6억원, 산단형의 경우 최고
15억원)
•교재교구비 : 최고 5천만원(교체비용은 3년마다 1회 최고 3천만원 지원)
※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또는 시설임차비를 융자받은 경우도 시설전환비와 교재교구비 병행지원가능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복지부(팀),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 제출서류
1. 투자계획서(소정양식) 1부
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시설전환, 시설건립의 경우)
3. 건축 등기사항 증명서 1부(시설전환의 경우)
4.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1부(시설건립의 경우)
5.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
6.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1부(교재교구의 경우에 한함)
7. 대표사업부 선정동의서 1부(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의 경우에 한함)
8. 건축물 관리대장 1부

http://www.moel.go.kr

29

사업주 지원
직장어린이집 지원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8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융자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육아에 필요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을 융자로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지역에서 설치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사업주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대표 사업주)

●● 지원내용 및 수준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시설건립
비, 매입비, 임차비, 개·보수비, 전환비 등을 저리로 융자
•융자한도 : 최고 7억원(실제 소요되는 비용 범위 내)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대출금리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연 1.0%, 대기업 연 2.0%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복지부(팀),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 제출서류
1. 투자계획서(소정양식) 1부
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3.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1부(시설건립의 경우에 한함)
4.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에 한함)
5.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에 한함)
6.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1부(시설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함)
7.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소정양식) 1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의 경우에 한함)
8. 건축물 관리대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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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에게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 지원대상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일 것
2.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일 것
3.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을 것
4.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
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의 경우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것

●● 지원내용 및 수준
-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금액 :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시설의 장 및 취사부 1인당 월
8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단, 보육교사 등이 지급받은 임금이 월 지원금액 미만인 경우에
는 그 지급받은 금액)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금액 : 어린이집 규모별로 월 120~520만원(보육시설 아동이 19인
이하 120만원, 20인~39인 이하 200만원, 40인∼59인 이하 280만원 , 60인∼79인 이하 360만원, 80인
∼99인 이하 440만원, 100인 이상 520만원)

●● 신청방법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신청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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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알아두세요!
직장보육지원센터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내실화와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지원
- 직장보육정보지 발간 및 배포
- 직장어린이집 특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직장어린이집 운영모델 개발 및 운영상담
- 직장어린이집 인력관리 및 지원
- 제도개선을 위한 각종 세미나 실시
- 직장어린이집 사업주 설치 및 상담지원, 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사업
- 전국적인 직장어린이집 네트워크 구축으로 보육 서비스 연계지원
<직장보육지원센터 : www.escac.or.kr>
(서울)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무로 2길 8번지(☎ 02-3667-0585∼7)
(부산)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255번지(☎ 051-328-5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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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
취업지원 엄마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20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최장 1년 기간 내에서 단계별·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 촉진 및
빈곤탈출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취업성공패키지Ⅰ)

기초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자, 북탈주민, 위기청소년, 출소예정자,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 (취업성공패키지Ⅱ)

•(청년층) 최종학교 졸업 학기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18~34세의 미취업자(고졸 비진학 미취
업자는 졸업 직후 참여 가능)
•(중장년층) 35∼64세의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①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미취업자,
②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③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실직
상태에 있는 자, ④연간매출액 8천~1억5천만원의 영세자영업자(소득무관)

●● 지원내용
- (참여수당) 참여자가 1단계 수료 시 실비 10∼25만원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 2단계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간 중 최대 6개월 간 월 최대 40만원 지원
- (훈련비 지원)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비 지원 (최대 200∼300만원)
- (취업성공수당) 취업 시 최대 100만원의‘취업성공수당’지급(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만 해당)
*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주당 30시간 이상 일자리로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 (이행급여특례 적용) 패키지에 참여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으로 탈수급한 경우 2년간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 지원

●● 신청방법
-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www.work.go.kr/pkg)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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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내일배움카드제

직업훈련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정부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해서 일정금액(200만원
한도)을 지원해 줍니다.
개인별 훈련이력 정보를 통합관리 하여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구직자 중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자

●● 지원과정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적합훈련과정”
※ 훈련과정 세부정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을 통해 검색 가능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1인당 200만원까지 실훈련비 지원
※ 단, 신중한 훈련선택 및 성실한 수강을 위해 총 훈련비의 50∼70%를 정부가 지원하고, 30∼50%는 본인부담(미용, 요리
등 일부 서비스 직종은 40%)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 등은 훈련비 자부담

- 훈련장려금 116천원 지원

●● 신청방법
-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 및 취업·훈련상담 후 계좌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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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
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지원서비스
- (직업상담)

구직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개인별·생애주기별 1:1 맞춤형 취업상담과 생애설계, 자신감
향상, 이미지메이킹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직업교육훈련)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기업 맞춤형 과정, 전문기술 과정 등 구직자의 직업경력 및 능력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예) 친환경급식전문가, 문화체험지도사, 영어놀이지도사, 온라인쇼핑몰창업교육 등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 정책가이드 - 양성평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교육훈련
안내에서 세부 프로그램 조회)
- (여성인턴제)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일여성
인턴제 운영과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자립 지원과 지역사회 내 일자리 연계를 위한 결혼이민여성인턴제
운영
* 6월 이내, 월 최대50만원 한도(1인 총300만원 한도), 인턴기업 및 인턴자 지원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경력단절여성들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가사 및 자
녀양육 부담 완화, 여성친화적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정적 직장생활과 지속적인 구직활동지원

●● 문의처
-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한 기관(154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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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자원봉사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 자원봉사센터(246개 센터 : 시도 17개,
시군구 229개)에 교육과 DB 구축을 담당하는 전문인력(2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자원봉사 교육 및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담당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자(취업취약계층 우대)
•교육 코디 : 사회복지 관련 분야 및 교육학 전공자,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
이 있는 자
•DB 코디 : 전산관련 분야 전공자, 전산관련 업무 6개월 이상 경력자 등

●● 지원시기 :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
●● 사업개요
- 자원봉사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서비스와 자원봉사 관련 정보시스템의 관리를 담당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
•자원봉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자원봉사자 상담 관리, 자원봉사 DB 구축 및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등

●● 사업내용 : 지원기간 : 1년 단위 계약 / 지원수준 : 1인당 월평균 142만원 정도
●● 관련조문 : 자원봉사활동법 제15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 제16조
●● 제출서류
1.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서
2. 주민등록등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4. 자격증 사본(자격증 보유자)
5. 경력증명서(경력 보유자)
6.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

●● 문의처 :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02-2100-2895), 시도 및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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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인건비 지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 다만 정부 또는 자치
단체로부터 임금을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

●● 지원요건
- 정년의 보장(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
- 최저임금 130% 이상 임금 지급
-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 비례의 원칙 적용)
* 최근 6개월 이내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 지원내용
- 임금의 50% 1년간 지원(월 80만원 한도)
* 대규모 기업은 월 60만원 한도

●● 지원절차
-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 세부절차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계획 승인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고용센터 →
사업주) ⇒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사업주) ⇒ 인건비 지원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

●● 문의처
- 전화 : 1350(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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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려는 사업주 (기업의 규모나 공공·민간 부문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컨설팅 내용
- 시간선택제 적합직종 발굴, 직무 재설계 등
-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을 위한 컨설팅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내용도 컨설팅 내용에 포함)

●●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500∼1,000만원, 대규모 기업은 컨설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절차
- 노사발전재단에 신청서 제출

●● 세부절차
- 시간선택제 일자리 컨설팅 실시 계획 제출(사업주 → 노사발전재단) ⇒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노사
발전재단 → 사업주) ⇒ 컨설팅 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사업주-컨설팅 기관) ⇒ 컨설팅 실시 ⇒ 지원금
신청(컨설팅 기관 → 노사발전재단) ⇒ 지원금 지급(노사발전재단 → 컨설팅 기관)

●● 문의처
- 전화 : 02-6021-1204∼13(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8층, 		
nsc@no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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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업주 지원
취업지원 엄마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24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

●● 지원요건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한 우선지원대상기업
(1년 이상 근로계약, 최저임금 130∼300% 지급,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

●● 지원내용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100%를 2년간 지원

●● 지원절차
근로자 채용(사업주단) ⇒ 사회보험료 납부(사업주) ⇒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사업주 → 근로복지공단) ⇒
지원금 지급(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 문의처
전화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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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고용촉진지원금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합니다.

●● 지원내용
- 1년간 최대 860만원(단,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 720만원), 3개월 단위 지원
구분

첫번째 3개월

두번째 3개월

세번째 3개월

네번째 3개월

월 통상임금 110만원 이상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

170만원

170만원

260만원

260만원

월 통상임금 110만원 미만 근로자

144만원

144만원

216만원

216만원

●●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수료자 또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사람 포함)
을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여성가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 대
상에 포함
※ 프로그램 면제 대상인 여성가장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1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 지원신청
- 해당 사업주는 지원대상 구직자 채용 후 3개월 단위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 지원한도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20%를 한도로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30% 한도)
※ 단, 지원가능 최대인원은 30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직전연도 피보험자수가 1~10명 미만인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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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여성고용 환경개선 융자사업

여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여
여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비용을 융자 지원합니다.
※ 여성고용친화시설(관련 장비 포함)이란 : 모유 착유(수유) 시설, 탈의실, 휴게실(임신·출산 여성 등), 수면실, 기숙사, 샤워실,
화장실 등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전용시설

●● 지원대상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여 여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대표사업주

●● 지원내용 및 수준
-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여 여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시설 건립비,
시설 매입비, 시설 임차비, 시설 개·보수비, 시설 전환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
•융자한도 : 최고 7억원(실제 소요되는 비용 범위 내)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대출금리 : 연 1.0%(대규모기업 연 2.0%)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복지부(팀),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 제출서류
1. 투자계획서(소정양식) 1부
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3.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1부(시설건립의 경우에 한함)
4.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에 한함)
5.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에 한함)
6.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1부(시설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함)
7.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소정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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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창업보육실) 운영

여성 창업 초기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보육공간과
경영활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창업 2년 이내의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
●● 지원내용
- 창업보육실(입주공간) 제공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 (2년 연장가능) * 입주공간면적 : 33.1㎡ 내외
•입주시설 : 공동 사무기기, 초고속인터넷, 보안장비 제공
- 여성기업 경영지원 제공
•경영, 회계, 법무, 머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산업디자인 개발, 산업지적재산권 및 각종 인득획득 지원
•국내·외 판로지원(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
•중소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지원사업 등 정보제공
•여성기업(인), 유관기관, 지역단체 등 네트워크 형성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2개년 재무제표 (해당자에한함), 신용정보조
회동의서, 대표자이력서, 회사소개서 각 1부
- 신청 : 해당 지역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
•신청서류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wesc.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31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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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도별 담당 부처
생애주기별

임신·출산기

지원대상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지원사업명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

고용노동부

유산·사산휴가(급여)제도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고용노동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제도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고용노동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유아학비 지원
영·유아기

사업주

근로자

전 연령대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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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

교육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아이돌봄 지원

여성가족부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무상지원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융자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제

고용노동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안전행정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촉진 지원금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

고용노동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보육실) 운영

중소기업청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만들기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공공직장어린이집현황
시설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창원 어린이집

경남 창원시 남양동 10

055-266-0291

http://www.escac.or.kr/kids/changwon.html

안산 어린이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05-1

031-491-4210

http://ansan.kidis.co.kr

모아래 어린이집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219-21

02-865-7220

http://moarae.kidis.co.kr

수안들 어린이집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657-3

043-221-0281

http://www.cyworld.com/su

인천 어린이집

인천시 서구 삼곡동 342-5

032-563-1963

http://incheon.kidis.co.kr

천안 어린이집

충남 천안시 쌍용동 949

041-577-4321

http://www.escac.or.kr/kids/cheonan.html

대전 어린이집

대전시 동구 자양동 203-7

042-628-5581

http://www.escac.or.kr/kids/daejeon.html

포항 어린이집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201-1

054-291-1020

http://www.escac.or.kr/kids/pohang.html

대구 어린이집

대구시 서구 중리동 81-3

053-563-5172

http://daegu.kidis.co.kr

동해 어린이집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1051-10

033-535-7455

http://donghae.kidis.co.kr

광양 어린이집

전남 광양시 중동 1360-35

061-791-3350

http://www.escac.or.kr/kids/gwangyang.html

부산 어린이집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516-42

051-311-7204

http://busan.kidis.co.kr

수원 어린이집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54-21

031-254-1865

http://suwon.kidis.co.kr

정읍 어린이집

전북 정읍시 수성동 1028-1

063-538-0251

http://www.escac.or.kr/kids/jeongeup.html

경주 어린이집

경북 경주시 용강동 1322-3

054-746-0774

http://gj.kidis.co.kr

부천 어린이집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46

032-672-1727

http://www.welco4i.or.kr

군포 어린이집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02-11

031-458-2327

http://www.escac.or.kr/kids/gunpo.html

조치원 어린이집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남리 281

041-862-5015

http://www.escac.or.kr/kids/jochiwon.html

울산 어린이집

울산시 북구 혹계동 토지구획지구 4블륵 5-1

052-295-6975

http://www.escac.or.kr/kids/ulsan.html

진해 어린이집

경남 진해시 이동 457

055-544-5556

http://www.escac.or.kr/kids/jinhae.html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48 BL 6~9

032-465-5885

http://namdong.kidis.co.kr

제주 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2동 2145-1

064-723-3020

http://www.escac.or.kr/kids/jeju.html

군산 어린이집

전북 군산시 산북동 3573-2

063-465-1606

http://www.escac.or.kr/kids/kunsan.html

고양 어린이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63

031-979-0234

http://goyang.kidis.co.kr

인천남동 어린이집

공공직장어린이집 입소순위
- 1순위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 3순위 : 아버지가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 2순위 : 어머니가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 4순위 : 기타(조부모가정 등)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 우대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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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고용센터
센터명

소재지

대표전화

센터명

소재지

대표전화

서울고용센터

서울 중구

02-2004-7031

안양고용센터

경기 안양

031-463-0700

서초고용센터

서울 서초

02-580-4900

광명고용센터

경기 광명

02-2680-1500

서울강남고용센터

서울 강남

02-3468-4794

안산고용센터

경기 안산

031-412-6993

서울동부고용센터

서울 송파

02-2142-8924

시흥고용센터

경기 시흥

031-496-1909

서울서부고용센터

서울 마포

02-2077-6000

성남고용센터

경기 성남

031-739-3174

서울남부고용센터

서울 영등포

02-2639-2300

이천고용센터

경기 이천

031-632-9898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울 노원

02-2171-1700

경기광주고용센터

경기 광주

031-769-0168~9

서울관악고용센터

서울 구로

02-3282-9200

춘천고용센터

강원 춘천

033-250-1900

인천고용센터

인천 남동

032-460-4701~4

강릉고용센터

강원 강릉

033-610-1919

인천북부고용센터

인천 계양

032-512-1919~20

속초고용센터

강원 속초

033-630-1919

부천고용센터

부천 원미

032-320-8900

원주고용센터

강원 원주

033-769-0900

김포고용센터

경기 김포

031-999-0900

태백고용센터

강원 태백

033-552-8605

의정부고용센터

경기 의정부

031-828-0812

삼척고용센터

강원 삼척

033-573-9911

구리고용센터

경기 구리

031-560-5815

영월고용센터

강원 영월

033-371-6260

고양고용센터

경기 고양

031-920-3937

부산고용센터

부산 진구

051-860-1919

수원고용센터

경기 수원

031-231-7864

부산동부고용센터

부산 수영

051-760-7103

용인고용센터

경기 용인

031-289-2210

부산북부고용센터

부산 북구

051-330-9900

화성고용센터

경기 화성

031-290-0801

창원고용센터

경남 창원 상남구

055-239-0900

평택고용센터

경기 평택

031-646-1202~3

마산고용센터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055-259-1500

평택고용센터
안성출장센터

경기 안성

031-671-1921~2

울산고용센터

울산 남구

052-22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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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고용센터
센터명

소재지

대표전화

센터명

소재지

대표전화

김해고용센터

경남 김해

055-330-6400

전주고용센터

전북 전주

063-270-9100

김해고용센터
밀양출장센터

정읍고용센터

전북 정읍

063-532-8216

경남 밀양

055-356-8225
남원고용센터

전북 남원

063-631-1919

양산고용센터

경남 양산

055-379-2400

익산고용센터

전북 익산

063-840-6500

진주고용센터

경남 진주

055-753-9090~1

익산고용센터
김제출장센터

전북 김제

063-548-1919

하동고용센터

경남 하동

055-884-8219

군산고용센터

전북 군산

063-450-0600

거창출장센터

경남 거창

055-943-0719

군산고용센터
부안출장센터

전북 부안

063-581-7637

통영고용센터

경남 통영

055-650-1800

목포고용센터

전남 목포

061-280-0500

거제고용센터

경남 거제

055-730-1919

순천고용센터

전남 순천

061-720-9114

대구고용센터

대구 수성

053-667-6000

여수고용센터

전남 여수

061-6500-155

경산고용센터

경북 경산

053-667-6800

대전고용센터

대전 서구

042-480-6000

대구서부고용센터

대구 서구

053-605-6500

공주고용센터

충남 공주

041-851-8501~10

대구강북고용센터

대구 북구

053-606-8000

논산출장센터

충남 논산

041-731-8600

포항고용센터

경북 포항

054-280-3000

세종출장센터

세종시 조치원

041-861-8900

경주고용센터

경북 경주

054-778-2500

청주고용센터

충북 청주

043-230-6700

구미고용센터

경북 구미

054-440-3300

옥천출장센터

충북 옥천

043-731-7414

김천고용센터

경북 김천

054-431-2728

천안고용센터

충남 천안

041-620-7400

영주고용센터

경북 영주

054-639-1122

충주고용센터

충북 충주

043-850-4000

문경고용센터

경북 문경

054-556-8219

제천고용센터

충북 제천

043-652-1919

안동고용센터

경북 안동

054-851-8061

보령고용센터

충남 보령

041-930-6200

광주고용센터

광주 북구

062-609-8500

서산고용센터

충남 서산

041-669-1919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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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역

기관명

연락처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관악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886-9523~5

부산

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1-610-2011

서울

간호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859-6346~7

부산

부산동래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1-501-8945

서울

구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867-8833

부산

부산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1-464-9883

서울

영등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858-4514~5

부산

해운대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1-702-9196

서울

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802-0185

부산

사상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1-326-7600

서울

북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3399-7639

부산

부산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1-807-7944

서울

노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951-0187

부산

부산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1-240-3561

서울

동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921-2070

대구

대구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3-472-2281

서울

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332-8661

대구

대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3-310-0140

서울

서초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6929-0011

대구

대구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3-285-1331

서울

서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2607-5638

대구

대구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3-766-0308

서울

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389-2115

인천

인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2-440-6528

서울

종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741-1326

인천

인천남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2-881-6060

서울

중랑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3409-1948

인천

인천남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2-469-1251

서울

강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2692-4549

인천

인천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2-577-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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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역

기관명

연락처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강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980-2377

인천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2-511-3161

서울

동작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525-1121

인천

인천남동산단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2-260-3605

서울

중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719-6307

인천

인천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2-450-5998

서울

용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714-9762

광주

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2-511-0001

서울

송파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7430-6070

광주

광주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2-266-8500

서울

강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6929-0002

광주

송원대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2-360-5902

서울

성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942-3117

광주

광주광산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본부)

1577-2919

서울

정릉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909-0434

광주

광주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2-613-7986

서울

성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3395-1500

대전

대전여성새로일하기센터

042-524-4181

서울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2236-9985

대전

충남대여성새로일하기센터

042-821-8004

울산

울산중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2-281-1616

충북

청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043-253-3400

경기

고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912-8555

충북

영동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43-745-7713

경기

부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2-326-3004

충북

충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043-217-9197

경기

성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718-6696

충북

충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043-845-1991

경기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439-2060

충북

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043-645-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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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역

기관명

연락처

지역

기관명

연락처

경기

안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427-3122

충남

보령여성새로일하기센터

041-935-9663

경기

경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8008-8143

충남

천안여성새로일하기센터

041-576-3060

경기

경기북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8008-8080

충남

논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41-736-6244

경기

의정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853-6333

충남

당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

041-360-3230

경기

시흥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313-8219

충남

서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41-660-2707

경기

화성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267-8714

충남

아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41-530-8131

경기

시흥여성새로일하기센터(본부)

031-310-6020

충남

공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041-850-6061

경기

광명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2680-2884

충남

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41-330-1541

경기

평택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8024-7412

충남

부여여성새로일하기센터

041-830-2647

경기

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577-0886

전북

군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3-468-0055

경기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247-3470

전북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3-232-2352

경기

영통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206-1919

전북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3-254-3610

경기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543-7943

전북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3-539-5049

강원

동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3-533-6077

전북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3-633-0860

강원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3-737-4592

전북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3-853-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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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역

기관명

연락처

지역

기관명

연락처

강원

춘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3-243-6474

전북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3-540-1420

강원

강릉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3-643-1148

전남

목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1-283-7535

강원

속초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3-639-2742

전남

여수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1-641-0050

강원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3-670-2370

전남

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1-744-9705

전남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1-797-2781

경남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331-4335

전남

장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1-390-7635

경남

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329-2145

전남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1-333-1060

경남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757-6061

경북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4-456-9494

경남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232-4351

경북

김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4-430-1179

경남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283-3221

경북

포항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4-278-4410

경남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88-3475

경북

칠곡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4-973-7019

경남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634-2064

경북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3-812-0019

경남

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362-9192

경북

경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4-744-1901

제주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4-753-8097

경북

상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4-536-6581

제주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4-762-1400

세종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

044-863-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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