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기업 일자리허브’가 안내하는 2020 인력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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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청년을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기업에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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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및 연구개발 참여를 위한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지원

[지원내용] (석사) 2,100만원 (박사) 2,300만원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출산·육아·시간선택제·병가·산재 등의 사유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인력 추천 및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출산육아기) 1인당 월 60만원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인건비 80%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50%

신진 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
신진 여성 연구개발인력을 채용한 중소·벤처기업에 해당인력의 
인건비 및 연구역량 교육훈련 지원

[지원내용] 인력당 750만원 (6개월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과학기술 R&D 분야 3개월 이상 출산·육아휴직(예정)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자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학·석사) 1인당 최대 2,100만원 

(박사) 1인당 최대 2,300만원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고용과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모든 기업에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연 1,080만원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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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인턴제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 지원 (기업 240만원 / 인턴 60만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주에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모든 기업에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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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인력 지원제도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경험이 풍부한 디자인 인력 채용 연계 및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책임) 월 200만원 (선임) 월 175만원

(주임) 월 140만원  (신입) 월 115만원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1인당 분기 27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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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취업지원
농업법인 신규인력 유입 촉진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청년을 수습 채용한 일정기준 이상의 농업법인에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월 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600만원까지 지원

일자리 전문

매니저의 일감-인력 

1:1매칭 서비스

디자인•홍보•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의

인력 추천 및 자문 서비스

업무용 소프트웨어 제공

MS 오피스, Adobe, 
Auto CAD 등

구인 활동에 

필요한 각종 교육 및  

역량개발 지원

IBK 기업은행 연계

여성기업 

특별금리 우대

지금 바로 여성기업 일자리허브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아래의 모든 혜택은 전부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상담문의 | 02-369-0963  |   www.iljarihub.or.kr   ※자세한 내용은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사이트에서 확인바랍니다.

여성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