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특별지원 

개     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기한 휴원 중인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를 위해 일부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직장어린이집 운영 특별지원방안 마련

내     용

① 지자체의 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긴급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실 소요비용 한도 내 

중복지원 

② 보육교사 등이 가족돌봄휴가 등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유급고용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도 

인건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 

③ 사업주 신청에 따라 최대 3개월분의 인건비와 3분기 중소기업 운영비를 조기 지급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또는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시설 중 

코로나19로 인한 운영난으로 특별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사업주단체 포함) 

● ’20년 3월 ~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추후 별도 안내)

 ※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휴원명령 개시일 : ’20년 2월 28일 

● 2020년 5월 20일(수) ~ (종료 기간은 추후 안내)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중소기업 운영비 조기 지급은 6월까지 신청 

● 관할 소재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직장어린이집 운영 특별지원 신청서 제출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기간

신청방법



센터 주소 관할지역

서울
서울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8 근로복지공단 311호

☎ 02) 2670-0411~27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255, 5층

☎ 051) 320-8182~8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19층

☎ 042) 870-9111~7

대전, 세종, 광주, 충남, 

충북, 전남, 전북

www.kcomwel.or.kr/escac

지원내용

지원절차

신청접수 및 안내 

지원금 처리 
(공단)

① 제출서류 확인 후 신청

자격 확인 

② 고용보험시스템 처리  

(지원지급액 결정) 

지원금 지급 
(공단→사업장)

① 고용보험시스템 지급  

완료

② 사업장에 통보

지원금 정산 
(사업장→공단)

① (조기지급의 경우)  

정산 내역 제출

② 제출서류 확인 후 추가 

지급 및 상계 처리

지원금 신청 접수 
(사업장→공단)

① 지원금 신청서 제출

② 고용보험시스템  

민원접수 등록

1 2 3 4

▶ ▶ ▶

구분 지자체 긴급지원금 중복지원 인건비 지원요건 완화 지원금 조기 지급 

대상

지자체에서 코로나19관련 인건비 

또는 운영비 명목의 긴급지원금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가족돌봄휴가 등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월 유급

고용일수가 20일 미만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직장어린이집 

사업장 휴업 또는 보육아동 입소 

유예·취소 등으로 어린이집 수입이 

감소하는 등 운영이 어려워 지원금을 

조기에 지급 받으려는 직장어린이집 

지원

내용
인건비 / 중소기업 운영비 인건비 인건비 /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금액

· 인건비 : 1인당 월6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120만원) 한도

· 중소기업 운영비 : 월 200만원~520만원

비고

지자체 및 고용보험기금 지원금의 

총합이 실제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이상인 경우, 실제 지출한 인건비, 

운영비 한도로 지원

유급고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인건비 : 6~8월분(3개월분)

· 중소기업 운영비 : 3분기(7~9월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