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안내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노무관리 비용(간접노무비) 및 

인프라 구축비용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의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지원대상

제도활용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제도도입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근로조건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 

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 

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지원요건

지원 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 : 활용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 원 지원 

지급 기간 및 주기 - 실제 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계산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지원대상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 지원지원내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스템 · 시설 · 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신청자격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아래 표의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지원요건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그룹웨어, 원격접속,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클라우드 사용료, 인터넷 통신료 등

직접

지원

*PC, 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이행과 

평가를 거쳐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 문화평가항목

-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노사발전재단 우편 또는 E-mail로 제출 
* 그간 추진현황, 이행계획, 선정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www.nosa.or.kr) 
 재단소식 ▶ 사업공고에서 확인

신청방법

인프라 구축비 지원 근무혁신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비의 50~80%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문의전화 1350

 참고 사이트
부산일생활균형지원센터(www.wlb.or.kr) ▶ 자주 찾는 서비스 ▶ 워라밸 제도 및 정책

 담당지역 : 부산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ㆍ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ㆍ사하구 

 주소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양정동) 부산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과

 대표번호 : 051-860-1923~7, 1931, 2072, 2100

부산청  부산고용복지+센터

 담당지역 : 부산광역시 동래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ㆍ기장군 

 주소 :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4층 기업지원팀

 대표번호 : 051-760-7210~5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담당지역 : 부산광역시 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

 주소 : 부산 북구 화명대로 9(화명동),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대표번호 : 051-330-9951~9955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홍보 이벤트

기업체 근로자 및 일반시민대        상

부산일생활균형지원센터 홈페이지 ▶ 공지사항 ▶ 댓글 등록 참여방법

2020년 9월 1일(화)~9월 18일(금) 접수기간

9월 23일(수)  발  표  일

추첨을 통해 30명 선정 선정대상

배스킨라빈스 기프트콘 1만 원권 발송  상        품

부산일생활균형지원센터 051-330-3492문        의

나에게 필요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이유는? 내        용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카드뉴스 내용 참고 

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 
 (ex.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2.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사업
 (ex. 정보시스템구축비, 컨설팅비용, 클라우드사용료 및 인터넷 통신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