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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 훈련 절 차별 주 요 변 경 사항

○ 훈련과정인정
구분

기 존(’16년)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신 설)

훈련기관 요건
전직훈련과정

훈련주체가 자체훈련일 경우에만

인정요건

인정가능

개 정(’17년)

페이지

훈련기관 인증평가 등급이 “인증유예” 및

33p,

평가 미참여 기관이 아닐 것

38p

훈련주체가 위탁훈련인 경우도 인정가능

43p

개 정(’17년)

페이지

○ 변경인정 및 변경신고
구분

기 존(’16년)

통합심사과정 훈련교·강사 변경인정 시 변경
변경인정 및

(신 설)

변경신고

예정훈련강사의 점수가 기존 강사풀에 등록된
최저점수의 강사 보다 10점 이상 낮지 않거나,

59p

80점 이상일 경우만 변경인정 가능

○ 훈련과정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분

기 존(’16년)

개 정(’17년)

페이지

자체훈련의 집체, 현장훈련에 한하여, 최종 변경

훈련과정 유효기간

(신 설)

연장신청 요건

인정내용과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과정유효

60p

기간 신청 및 승인 가능

○ 실시신고 및 수료보고
구분

출결관리 방법

기 존(’16년)
- 상시승인과정 : 수기출석부
- 통합심사과정 : 지문인식 및 QR코드

개 정(’17년)
- 위탁훈련 : 지문인식 또는 QR코드
- 자체훈련과정 : 수기출석부 또는 지문인식

또는 QR코드

페이지
48p,
6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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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비용지원신청
구분

기 존(’16년)

개 정(’17년)

페이지

∙ 자체훈련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업주가 신청서 및
훈련비용지원
신청방법

훈련에 참여한 사업주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으로
비용지원신청

증빙서류 첨부하여 공단으로 훈련비용지원
신청

84p

∙ 자체+위탁훈련, 위탁훈련
훈련기관이 공단으로 훈련비용 지원 신청
및 수령
∙ 기 승인 훈련과정 유효기한 내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에
따른 훈련비용

(신 설)

차등지원

103p

∙ 자체, 위탁훈련(동일산식 및 요율 적용)

자체훈련단가 × 훈련시간 × 조정계수 ×

CS직종별단가 × 훈련시간 ×

사업장규모별 지원요율*

사업장 규모별 지원요율*

* 사업장 규모별 지원요율

* 사업장 규모별 지원요율

우선지원대상기업 : 120%,

우선지원대상기업 : 100%

대규모기업 : 80%

1,000인 미만 대규모기업 : 60%

1,000인 이상 대규모기업 : 50%

1,000인 이상 대규모기업 : 50%

집체훈련 지원금

7p,

∙ 위탁훈련 :
NCS직종별단가 × 훈련시간 ×

사업장 규모별 지원요율*
* 사업장 규모별 지원요율
5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 100%
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90%
1,000인 미만 대규모기업 : 60%
1,000인 이상 대규모기업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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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유효기한 내 훈련실시는 가능하나
훈련비 50% 차등지원

∙ 자체훈련 :

계산식

인증평가 결과가 “인증유예”로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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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p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미리 맛보는 Q&A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예) OO건설의 사업주 김OO 사장이 소속근로자 최OO의 직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해 ‘건축설계
심화 과정’이라는 훈련에 참여시키는 경우, 이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Q1 사업주 훈련은 사업주가 받는 훈련인가요?
○ 사업주 훈련은 사업주가 받는 훈련이 아닙니다.
- 사업주는 훈련을 실시하는 주체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이므로 사업주는

훈련에 참여하실 수는 없습니다.
○ 사업주 훈련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이 있습니다.
- 재직근로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으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이고,
- 채용예정자란 사업장에서 고용하려는 사람이고
- 구직자란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Q2 재직근로자는 모두 사업주 훈련에 참여할 수가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구직등록자라면 누구든지 사업주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훈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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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나요?
○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자체훈련)뿐만 아니라,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실시
하는 훈련(=위탁훈련)도 가능합니다.
-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

행하는 훈련이고,
- 위탁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

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의 훈련방법은 동일하며, 수행주체의 차이가 있으나 지원되는 지원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Q4 훈련위탁은 외부훈련기관 아무 곳에나 해도 되나요?
○ 사업주 훈련에서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등이
있습니다.
○ 또한 위탁훈련 실시를 위해서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훈련기관 인증평가” 등급을 반드시 보유하
셔야 합니다.
○ 위 훈련기관들을 제외하고는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4페이지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Q5 사업주훈련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위탁훈련 과정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직업능력지식포털(www.hrd.go.kr) 홈페이지 기업지원과정 메뉴를 통하여 훈련유형별, 지역별
훈련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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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실시할 수 있는 훈련과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훈련과정으로 가능한 직종으로는 기계장비, 전기전자, 건설건축, 정보통신, 사무관리, 서비스,
의료, 금융, 화학섬유 등 총 24개 분야의 227개 직종이 있습니다.
○ 사업주 훈련과정은 훈련대상의 직무능력향상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 아래의 과정들은 사업주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이나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부동산․주식 투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사내대학, 기술대학, 계약학과 등은 제외)
-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훈련 과정
-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과정

Q7 훈련은 반드시 특정장소에 모여서(=집체) 실시하여야 하나요?
○ 반드시 집체훈련으로 실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의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 집체훈련이
아닌 원격훈련 또는 혼합훈련 등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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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훈련의 종류(구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 사업주훈련의 경우 2015년부터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구분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의
주체에 따라 상시심사와 통합심사로 구분됩니다.
< 심사 주체에 따른 구분 >

○ 상시심사 과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심사하는 과정으로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자체, 자체+위탁,

위탁훈련(기업맞춤형, 채용예정자), 외국인 취업교육 훈련과정, 계약학과 과정 등을 말함
○ 통합심사 과정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으로 사업주훈련 위탁과정, 훈련기

관이 실시하는 자체+위탁훈련을 말함
☞ 또한, 각각의 훈련과정은 훈련을 실시하는 주체, 훈련 대상자, 훈련의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
분할 수 있습니다.
< 훈련주체에 따른 구분 >

○ 자체훈련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과정
○ 위탁훈련 : 사업주가 훈련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는 실시하는 훈련
< 훈련대상에 따른 구분 >

○ 양성훈련 :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
하는 훈련
○ 향상훈련 :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수
준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전직훈련 : 근로자 등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
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훈련방법에 따른 구분 >

○ 집체훈련 :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인정받은)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는 제외)
에서 훈련생을 모아놓고 실시하는 훈련
○ 현장훈련 : 근로자가 사업장의 실제 근무장소(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동일한 환경에서 상사
또는 선배(직·반장 등)로부터 직무와 관련되는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는 훈련
○ 인터넷(스마트)원격훈련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 우편원격훈련 :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 혼합훈련 :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
(단, 인터넷원격훈련과 우편원격훈련은 혼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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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채용예정자와 취득예정자가 어떻게 다른가요?
○ 채용예정자는 사업장에서 채용하려는 사람으로서, 훈련개시일 기준으로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지
도 않고, 고용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데 훈련실시 전에 채용약정이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훈련종료 후 해당 훈련생을 채용하여야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취득예정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훈련개시일 기준으로 재직근로자이지만 고용보험취
득이 훈련개시일 기준으로 되지 않아 고용보험취득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훈련기간이 4/1∼4/5인 훈련과정의 경우,
- 채용예정자 : 훈련개시일인 4/1현재, 해당사업장에 재직 중이지도 않고 고용보험도 미가입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훈련종료일인 4/5 이후 해당사업장으로 채용 및 고용보험 취득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
- 취득예정자 : 훈련개시일인 4/1현재,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재직 중이지만,
4/1 또는 그 전으로 고용보험 취득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
(4/1이후 가입되면 지원불가)

Q10 훈련을 하면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 훈련방법과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은 각각 상이합니다.
< 훈련종류별 지원금 >
지원금

훈련비

숙식비

훈련수당

임금의 일부

집체훈련

O

O

O

O

현장훈련

O

O

O

×

O

×

×

×

훈련방법

원격훈련
(인터넷/우편/스마트)

* 지원금은 지원금 종류별 각각의 지급요건에 충족할 경우 지원
○ 또한, 훈련비의 산식 및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집체, 현장훈련】: 표준훈련비(직종별기준단가(중소기업 특화과정의 경우 별도책정단가)×훈련시간)×
훈련인원×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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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규모별 지원 비율 >
기업구분

훈련구분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향상, 양성훈련 등

100%

향상, 양성훈련

60%

비정규직대상훈련/전직훈련

70%

상시근로자

향상, 양성훈련

50%

1,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비정규직대상훈련/전직훈련

70%

대규모기업

○ 집체훈련과 현장훈련을 제외한 원격훈련의 훈련비는 훈련과정별 심사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금이 결정됩니다.
【원격훈련지원금】: 등급별 지원금액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기업규모별 지원율
훈련과정 심사 등급

인터넷

스마트

우 편

A

5,600

11,000

3,600

B

3,800

7,400

2,800

C

2,700

5,400

1,980

* 위 금액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0%, 대규모기업은 80%, 1,000인 이상 기업은 50%의 비율로
지원(외국어과정은 기업규모비율의 50%)
○ 혼합훈련은 각각의 훈련방법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 위의 훈련비 이외에 훈련수당, 숙식비, 임금의 일부가 요건에 충족될 경우 지원됩니다.
< 훈련수당 >
-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
수당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
< 임금의 일부 >
- 유급휴가훈련으로 과정을 인정받은 경우, 훈련생에게 지급된 임금을 한도로『시간급최저임금×훈
련시간×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0%)』지원
- 비정규직 대상으로 근무시간이내에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생에게 지급된 임금을 한도로 『시간
급최저임금×훈련시간×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0%)』지원
< 숙식비 >
- 1일 평균 5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식비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식비는 1일
3,3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원까지 지원(1개월 330,000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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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지원금은 훈련만 하면 제한없이 계속하여 받을 수 있나요?
○ 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주가 납부한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
료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를 한도로 지원됩니다.
- 위의 금액이 지원한도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 다만,｢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지원․융자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

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개산보험료의 240%에 해당하
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 채용예정자, 구직자 대상 훈련과 유급휴가훈련에서 지원되는 임금의 일부는 한도적용에서 제외됩
니다.
○ 다른 사업주(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타사근로자)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고용보험
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12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무엇인가요?
○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을 정하고 있
는데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근거 : 고
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산업분류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상시사용근로자 수

비고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00명 이하

업종의 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200명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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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업무절차(프로세스)를 알고 싶어요
○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
됩니다.
- 과정인정신청 : 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 : 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 : 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 : 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 : 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 HRD-Net 회원가입 및 회원유형별 처리가능 업무
프로세스

회원가입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훈련기관 회원으로 HRD-Net 회원가입·승인

온라인 비용신청(HRD-Net)

기업 회원으로 HRD-Net 회원가입

오프라인 비용신청

비용신청서 작성 후 관할 공단 지부·지사에 신청

*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는 훈련이 실시되는 장소를 관할하는 공단 지부·지사에, 사업장의 비용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부․지사, 훈련기관의 비용신청은 훈련실시 장소를 관할하는 공
단 지부․지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1644-8100)

○ 자체훈련이란 위의 4단계 절차를 모두 사업주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위탁훈련이란 과정
인정, 실시신고, 수료보고는 위탁훈련기관이, 비용신청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훈련주체별 업무프로세스 수행기관( O : 수행, - : 미수행 ) >
훈련구분

수행기관

과정인정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자체훈련

사업장

O

O

O

O

훈련기관

O

O

O

O

사업장

-

-

-

O

위탁훈련

Q14 HRD-Net 이란 무엇인가요?
○ HRD-Net이란 직업능력개발관련 훈련기관 ‧ 훈련과정 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직업능력개발 관련 행정업무를 신속 ‧ 정확하게 처리 및 이력관리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대표
직업능력지식포털 사이트입니다.
○ HRD-Net은 http://www.hrd.go.kr을 주소창에 입력하시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hrd’
또는 ‘hrd net’만 입력하시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 HRD-Net을 통해 과정인정신청부터 비용신청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등 자세한 사항은 HRD-Net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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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관할구역별 공단 지부‧지사는 어떻게 되나요?
☏ (국번없이) 1644-8100
시도

관할구역
동대문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서초구 ‧ 용산구 ‧ 은평구 ‧ 종로
구 ‧ 중구

서울

강남구 ‧ 강동구 ‧ 강북구 ‧ 광진구 ‧ 노원구 ‧ 도봉구 ‧ 성동구 ‧
성북구 ‧ 송파구 ‧ 중랑구
강서구 ‧ 관악구 ‧ 구로구 ‧ 금천구 ‧ 동작구 ‧ 양천구 ‧ 영등포구
강서구 ‧ 남구 ‧ 동구 ‧ 부산진구 ‧ 북구 ‧ 사상구 ‧ 사하구 ‧ 서구 ‧

부산

중구 ‧ 연제구 ‧ 영도구

공단 지부 ‧ 지사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사
서울남부지사
부산지역본부

금정구 ‧ 기장군 ‧ 동래구 ‧ 수영구 ‧ 해운대구

부산남부지사

대구

대구광역시 전지역

대구지역본부

인천

인천광역시 전지역

중부지역본부

광주

광주광역시 전지역

광주지역본부

대전

대전광역시 전지역

대전지역본부

울산

울산광역시 전지역

울산지사

세종

세종시 전지역

대전지역본부

김포시 ‧ 부천시

중부지역본부

과천시 ‧ 광명시 ‧ 군포시 ‧ 수원시 ‧ 시흥시 ‧ 안산시 ‧ 안양시 ‧
용인시 ‧ 의왕시 ‧ 화성시
안성시 ‧ 오산시 ‧ 평택시

경기지사
안성일학습지원센터

경기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
부시 ‧ 파주시 ‧ 포천시
광주시 ‧ 성남시 ‧ 양평군 ‧ 여주군 ‧ 이천시 ‧ 하남시

강원

강원지사

양구군 ‧ 원주시 ‧ 인제군 ‧ 춘천시 ‧ 홍천군 ‧ 화천군 ‧ 횡성군

강원지사

강릉시 ‧ 고성군 ‧ 동해시 ‧ 삼척시 ‧ 속초시 ‧ 양양군 ‧ 영월군 ‧
정선군 ‧ 태백시 ‧ 평창군

충청북도 전지역
계룡시 ‧ 공주시 ‧ 금산군 ‧ 논산시

충남

경기동부지사

가평군

철원군
충북

경기북부지사

보령시 ‧ 서천군 ‧ 부여군 ‧ 홍성군 ‧ 청양군 ‧ 서산시 ‧ 태안군 ‧
천안시 ‧ 아산시 ‧ 예산군 ‧ 당진군

강원동부지사
경기북부지사
충북지사
대전지역본부
충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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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번없이) 1644-8100
시도

관할구역
전라북도 전지역(고창군 ‧ 군산시 ‧ 부안군 제외)

공단 지부 ‧ 지사
전북지사

전북
고창군 ‧ 군산시 ‧ 부안군

군산일학습지원센터

곡성군 ‧ 구례군 ‧ 나주시 ‧ 담양군 ‧ 영광군 ‧ 장성군 ‧ 함평군 ‧ 화순군
전남

여수시 ‧ 순천시 ‧ 광양시 ‧ 보성군 ‧ 고흥군
강진군 ‧ 목포시 ‧ 무안군 ‧ 신안군 ‧ 영암군 ‧ 완도군 ‧ 장흥군 ‧ 진도군‧
해남군
경산시 ‧ 고령군 ‧ 군위군 ‧ 성주군 ‧ 영천시 ‧ 청도군 ‧ 칠곡군(중리국가
산업단지 제외)
문경시 ‧ 봉화군 ‧ 상주시 ‧ 안동시 ‧ 영양군 ‧ 영주시 ‧ 예천군 ‧ 의성군 ‧

경북

청송군
구미시 ‧ 김천시 ‧ 칠곡군(중리국가산업단지만 해당)

경남

전남지사
전남서부지사

대구지역본부

경북지사
구미일학습지원센터

경주시 ‧ 영덕군 ‧ 울릉군 ‧ 울진군 ‧ 포항시

경북동부지사

김해시 ‧ 밀양시 ‧ 양산시

부산지역본부

거제시 ‧ 고성군 ‧ 의령군 ‧ 창녕군 ‧ 창원시 ‧ 통영시 ‧ 함안군
거창군 ‧ 남해군 ‧ 사천시 ‧ 산청군 ‧ 진주시 ‧ 하동군 ‧ 함양군 ‧ 합천군

제주

광주지역본부

제주도 전지역

경남지사
진주일학습지원센터
제주지사

Q16 유관기관 대표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수행기관

주요 수행업무

연락처

- HRD-Net 사용인증,
- 지정 훈련 시설 인·지정

전국 고용센터

- HRD-Net 회원가입 승인

☏ 1350

- 훈련과정 지도‧점검
- 행정처분, 부정수급액 반환․징수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12

- HRD-Net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1577-7114

- 위탁훈련(상시심사 제외) 과정 심사
- 원격훈련과정심사

☏ 1644-5113

- 훈련기관(위탁훈련기관) 평가
- 기업규모 결정(대규모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보험료 부과(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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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075

Q17 훈련과정에 대한 변경인정, 변경신고는 무엇인가요?
○ 최초 인정받은 훈련과정 항목 중 일부가 변경될 경우 관할 지부․지사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구체
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인정 불가 사항
① 훈련내용
② 훈련방법

변경인정 대상

변경신고 대상

①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 소재지(관할 지부․지 ①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 소재지(관할 지부․지
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의 변경이 없는 경우)

② 인정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② 훈련장소(소재지 관할 지부․지사의 변경이
명 또는 대표자 성명)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명칭변경

없고 최초 인정받은 시설면적 이상의 장소
로 변경하는 경우)

④ 훈련장소(소재지 관할 지부․지사의 변경이 ③ 훈련교재의 변경(훈련내용의 변경 없이 단
있는 경우)

순 발행연도, 통계치 등이 변경된 경우)

* 통합심사과정은 최초 승인 받은 시설면적 이 ④ 훈련장비의 변경(최초 인정받은 장비사양

상의 장소만 변경 가능

이상의 것으로 변경)

⑤ 훈련교재의 변경(훈련내용의 변경없이절판 ⑤ 훈련교·강사(과정전체가 아닌 실시 중인 회
등의 사유로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경우)
⑥ 훈련 시설·장비의 변경

차에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가능기간은 15일 이내로 한정

⑦ 훈련교·강사의 변경(원격훈련의 경우 사전 ⑥ 훈련시간표 변경(훈련기간, 훈련시간에 변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 또는 승인 받은

동없는 일정 변경)

교·강사 풀로 한정)
⑧ 훈련일정(훈련시간 변동 없는 기간 변경인
경우)
⑨ 상시과정의 정원 변경(통합심사과정은 변경
불가)

* 변경인정,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공단 지부․지사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Q19 훈련기관 회원과 기업회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훈련기관 회원
- 사업주 자체 훈련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위탁훈련을 진행하는 훈련기관에서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등을 진행하기 위해 HRD-Net에 가입하는 회원입니다.
○ 기업회원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온라인 비용신청 진행시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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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출결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자체훈련, 상시과정으로 승인된 자체+위탁훈련
- 수기출석부 또는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시한 별도의 출결관리 시스

템(QR코드)으로 해야 합니다.
○ 위탁훈련
-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시한 별도의 출결관리 시스템(QR코드)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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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주 직 업 능력 개 발훈 련 사업 개 요

1. 제도의 의의 및 법적 근거

가. 제도의 의의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
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따라 소요되는 훈련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
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
○ 재원 :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조성)
나.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5호)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6-36호)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 감독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12호)
○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4호)
○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65호)
2. 일반 개요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
○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직무수행능력’이라 함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 기술 ‧ 태도 등을 의미
- 취미활동 ‧ 오락 ‧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순한 정보교류활동인 세미나‧심포지엄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볼 수 없음
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주체 및 대상
○ 훈련실시주체 - 사업주(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 훈련실시대상 - 15세 이상의 근로자(재직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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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대한 혜택 및 지원 강화
1) 우선지원대상기업

①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산업분류

상시사용근로자 수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500명 이하

비고

광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300명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업종의 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200명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② 상시근로자 수에 의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의
한 중소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
③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규모 기업으로 변경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
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
* 단, 유예기간은 자동으로 유예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기업의 별도 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예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 위 ①,②,③에 해당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

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
지된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하지 않음
2) 우선지원대상기업 적용시점

○ 훈련비용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훈련시작 일을 기준으로 적용
3)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확인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매년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등을 토
대로 결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확인 및 이의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부·지사에 문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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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주 직 업 능력 개 발훈 련 의 종 류

◈ 훈련주체에 따라 : 자체훈련, 위탁훈련
◈ 훈련대상(내용)에 따라 :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 훈련방법에 따라 :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

1. 훈련주체에 따른 구분

가. 자체훈련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훈련
나. 위탁훈련 : 사업주가 훈련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
2. 훈련대상에 따른 구분

가. 양성훈련 :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나. 향상훈련 : 근로자 등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다. 전직훈련 : 근로자 등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3. 훈련방법에 따른 구분

가. 집체훈련
○ 훈련전용시설 등 훈련을 실시하기 적합한(인정받은) 시설에서 훈련생을 모아놓고 실시
하는 훈련(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는 제외)
- 훈련전용시설은 생산시설과 독립된 시설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만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의미
- 훈련장소 뿐만 아니라 훈련실시를 위하여 제공된 시설이나 장비를 포괄하는 개념

○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더라도 생산시설이나 근무 장소에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집체훈련으로 인정되지 않음

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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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훈련
○ 근로자가 사업장의 실제 근무 장소(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동일한 환경에서 상사
또는 선배(직·반장 등)로부터 직무와 관련되는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는 훈련
다. 인터넷원격훈련 / 스마트훈련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라. 우편원격훈련
○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
지는 훈련
마. 혼합훈련
○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중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
(단, 인터넷원격훈련과 우편원격훈련은 혼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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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업 주 직 업 능력 개 발훈 련 수행 기 관

수행기관

주요 수행업무

연락처

- 훈련과정인정

한국산업인력공단

- 실시신고 접수 및 수료자 확정

☏ 1644-8100

- 비용신청서 접수 및 지원
- 훈련과정 모니터링
- HRD-Net 사용인증,
- 지정 훈련 시설 인·지정

전국 고용센터

- HRD-Net 회원가입 승인

☏ 1350

- 훈련과정 지도‧점검
- 행정처분, 부정수급액 반환․징수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 HRD-Net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1577-7114

- 위탁훈련(상시심사 제외) 과정 심사
- 원격훈련과정심사

☏ 1644-5113

- 훈련기관(위탁훈련기관) 평가
- 기업규모 결정(대규모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보험료 부과(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1588-0075

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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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주 직업 능 력개 발 훈련 관 할구 역

☏ 사업주훈련 전담 고객센터 1644-8100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 지사

관할구역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사

동대문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서초구 ‧ 용산구 ‧ 은평구 ‧ 종로구 ‧ 중구
서울

서울남부지사

강남구 ‧ 강동구 ‧ 강북구 ‧ 광진구 ‧ 노원구 ‧ 도봉구 ‧ 성동구 ‧ 성북구 ‧ 송파구 ‧ 중랑구
강서구 ‧ 관악구 ‧ 구로구 ‧ 금천구 ‧ 동작구 ‧ 양천구 ‧ 영등포구

강원

양구군 ‧ 원주시 ‧ 인제군 ‧ 춘천시 ‧ 홍천군 ‧ 화천군 ‧ 횡성군

경기

가평군

강원

강릉시 ‧ 고성군 ‧ 동해시 ‧ 삼척시 ‧ 속초시 ‧ 양양군 ‧ 영월군 ‧ 정선군 ‧ 태백시 ‧ 평창군

부산

강서구 ‧ 남구 ‧ 동구 ‧ 부산진구 ‧ 북구 ‧ 사상구 ‧ 사하구 ‧ 서구 ‧ 중구 ‧ 연제구 ‧ 영도구

경남

김해시 ‧ 밀양시 ‧ 양산시

부산남부지사

부산

금정구 ‧ 기장군 ‧ 동래구 ‧ 수영구 ‧ 해운대구

경남지사

경남

거제시 ‧ 고성군 ‧ 의령군 ‧ 창녕군 ‧ 창원시 ‧ 통영시 ‧ 함안군

진주일학습지원센터

경남

거창군 ‧ 남해군 ‧ 사천시 ‧ 산청군 ‧ 진주시 ‧ 하동군 ‧ 함양군 ‧ 합천군

울산지사

울산

울산광역시 전지역

대구

대구광역시 전지역

경북

경산시 ‧ 고령군 ‧ 군위군 ‧ 성주군 ‧ 영천시 ‧ 청도군 ‧ 칠곡군(중리국가산업단지 제외)

경북지사

경북

문경시 ‧ 봉화군 ‧ 상주시 ‧ 안동시 ‧ 영양군 ‧ 영주시 ‧ 예천군 ‧ 의성군 ‧ 청송군

구미일학습지원센터

경북

구미시 ‧ 김천시 ‧ 칠곡군(중리국가산업단지만 해당)

경북동부지사

경북

경주시 ‧ 영덕군 ‧ 울릉군 ‧ 울진군 ‧ 포항시

인천

인천광역시 전지역

경기

김포시 ‧ 부천시

경기지사

경기

과천시 ‧ 광명시 ‧ 군포시 ‧ 수원시 ‧ 시흥시 ‧ 안산시 ‧ 안양시 ‧ 용인시 ‧ 의왕시 ‧ 화성시

안성일학습지원센터

경기

안성시 ‧ 오산시 ‧ 평택시

경기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강원

철원군

경기

광주시 ‧ 성남시 ‧ 양평군 ‧ 여주군 ‧ 이천시 ‧ 하남시

광주

광주광역시 전지역

전남

곡성군 ‧ 구례군 ‧ 나주시 ‧ 담양군 ‧ 영광군 ‧ 장성군 ‧ 함평군 ‧ 화순군

전북지사

전북

전라북도 전지역(고창군 ‧ 군산시 ‧ 부안군 제외)

군산일학습지원센터

전북

고창군 ‧ 군산시 ‧ 부안군

전남지사

전남

여수시 ‧ 순천시 ‧ 광양시 ‧ 보성군 ‧ 고흥군

전남서부지사

전남

강진군 ‧ 목포시 ‧ 무안군 ‧ 신안군 ‧ 영암군 ‧ 완도군 ‧ 장흥군 ‧ 진도군 ‧ 해남군

대전

대전광역시 전지역

세종

세종시 전지역

충남

계룡시 ‧ 공주시 ‧ 금산군 ‧ 논산시

충북지사

충북

충청북도 전지역

충남지사

충남

보령시 ‧ 서천군 ‧ 부여군 ‧ 홍성군 ‧ 청양군 ‧ 서산시 ‧ 태안군 ‧ 천안시 ‧ 아산시 ‧ 예산군 ‧ 당진군

제주지사

제주

제주도 전지역

강원지사
강원동부지사
부산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경기북부지사
경기동부지사
광주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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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 절차(상시인정과정기준)

※ 온라인(HRD-Net)으로 신청 및 등록한 서류는 오프라인(우편,팩스,방문 등)으로 이중 제출하지 않음
업무단계

수행사항

등록(첨부)서류

∙ 신청기간

【1】
훈련과정
인정신청

① 시간표

유의사항
∙ 직무관련성 판단이 가능하도록

- 위탁 : 훈련개시 7일 전까지

② 훈련강사 자격증빙 서류

전산에 등록된 사업장 및

- 자체 : 훈련개시 5일 전까지

③ 훈련시설 증빙서류

훈련과정 상세 정보, 실시계

(채용예정자 과정 및 NCS적용과정은

(신규 훈련실시기관에 한함)

훈련개시 2주 전까지)

④ 기업맞춤형, 채용예정자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우 개설요청확인서 제출

획서 등 과정개요를 구체적
으로 입력

⑤ 협력관계 증명서류
(기업맞춤형훈련에서
1:多 훈련 시)

∙ 신고기간

① 채용약정서

-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채용예정자훈련의 경우)

- 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

- 컨소시엄훈련은 제출 불요

훈련개시일 전일 오후 6시까지

훈련생의 1:1 매칭 방식이
아닌 1:多 방식의 표준약정
서로 대체 가능

- 기업대학의 경우 훈련개시 후

② 교대근무조 확인서류

30일 이내

【2】
실시신고
및
훈련실시

∙ 채용약정서는 기업과

∙ 확정자 변경신고의 경우
훈련생 추가, 삭제 가능

∙ 확정자 변경신고 : 훈련개시 기준

③ 재수강 사유서(동일인 동일

- 2일 이하 : 개시 전까지

과정 3회 이상 반복수강시)

- 실제 변동사항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

- 3일 이상 10일 미만 : 개시일
- 10일 이상 30일 미만 :

④ 출석입력요청대장

개시 2일 이내
- 30일 이상 180일 이하 :

개시 7일 이내
- 180일 초과 : 개시 후 14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고

【3】
수료자
보고
및
확정

∙ 신고기간
훈련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원격훈련은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보고

∙ 전산에 필요한 항목을 정확히 ∙ 출석부는 훈련기관(사업장)
입력 요망
- 출석부 사본 제출 불요

자체 보존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존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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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훈련 종료 후
- 훈련시작 이후 매 3개월간의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사업장에서 위탁훈련비용

신청 시
① 훈련비용지원신청서
(HRD-Net으로 신청 시

전산으로 갈음)
② 훈련비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금융기관 계좌이체내역
- 현금영수증 등

② 훈련수당 지급대장
(또는 계좌이체 내역)

【4】
훈련비용
신청

③ 숙식비 지급대장
(또는 계좌이체 내역)

④ 임금대장(비정규직 대상 훈련
또는 유급휴가훈련의 경우)
⑤ 유급휴가확인(명령)서
(유금휴가훈련시)
2) 훈련기관에서 훈련비용 신청

시 훈련비, 식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 불요
① 숙박비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금융기관 계좌이체내역
- 숙박비지급대장
- 현금영수증 등

26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매뉴얼 개정안(2017.8)

∙ 계산서, 훈련수당 지급대장,
숙식비 지급대장, 임금대장
등은 사업장 자체 보존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존철저

훈련 과 정 인 정 기본 요 건

1

◇ 빠르게 알아보는 훈련과정 인정신청
Q1. 신청방법은? A1. 온라인(전용프로그램)으로 해당항목 기입
* www.hrd.go.kr에서 전용프로그램 설치 후 신청 가능

Q2. 제출서류는? A2. 시간표, 강사증빙서류, 시설증빙서류(신규의 경우만)
* 단 NCS적용 과정 및 채용예정자과정(별도 심의 필요과정)은 훈련실시 2주 전까지 신청

Q3. 신청기한은? A3. 자체훈련은 훈련시작 5일 전까지, 위탁훈련은 훈련시작 7일 전까지
Q4. 공단의 처리기간은? A4. 접수한 날로부터 자체훈련은 5일 이내에, 위탁훈련은 7일 이내에 처리
Q5. 인정받은 과정의 유효기간은? A5. 인정일로부터 1년(기업맞춤형은 1회에 한함)
관련 근거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 ∼ 제7조

1. 과정인정 신청자(훈련주체의 적합여부)

가. 자체훈련 : 사업주
○ 사업주가 직접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행정처리 등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주가 외부강사를 위촉하더라도,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
행하면 자체훈련에 해당
- 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훈련계획에 자문을 받

거나, 훈련 프로그램 개발 또는 제공 등을 받을 수는 있음
나. 위탁훈련 : 훈련기관
○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은 직접 훈련을 운영하여야 하므로, 운영업무를 다른 훈련
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은 불가
- 또한, 하나의 훈련과정을 2개 이상의 훈련기관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없음

TIP
< 업무프로세스에 따른 신청처 >

∙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확정자변경신고, 수료자보고 : 훈련실시장소 관할 지부·지사
∙ 사업장의 훈련비용 지원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부·지사
∙ 훈련기관의 훈련비용 지원 신청 : 훈련실시장소 관할 지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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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생(훈련대상의 적합여부)

가. 직업능력지식포털(HRD-Net) 상 훈련생 구분
- 구직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
- 채용예정자 : 사업장에서 채용하려는 사람으로서, 훈련개시일 시점에서 고용보험을 취득

하지 아니하며, 훈련종료 후 취득이 예정된 자
- 전직/이직예정자 : 3년 이내에 전직/이직 및 퇴직이 예정된 자
- 자사근로자 : 비용부담 사업주의 소속근로자 중 고용보험 취득자
- 타사근로자 : 비용부담 사업주가 아닌, 다른 사업주 소속근로자 중 고용보험 취득자
- 일용근로자 :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
- 취득예정자 : 비용부담 사업주 소속근로자이나, 훈련개시일 시점에서 아직 고용보험을 취

득하지 아니하여 향후 취득이 예정된 자
- 고용유지훈련 : 고용유지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
- 적용제외근로자 : 사업주 소속근로자 중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의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

하는 통산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1주에 12시간 이하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

나. 훈련대상 : 사업주(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자사 및 타사), 채용예정자, 구직자
1) 타사근로자

○ 훈련생이 타사근로자라 하더라도 피보험자일 경우, 훈련내용이 사업관련성과 무관하더
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훈련과정 참여인원 전원이 타사훈련생이더라도 실시가능)
- 타사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별도로 증빙할 필요 없음

○ 타사근로자 훈련은 자체훈련, 위탁훈련 모두 가능(단, 채용예정자과정은 타사근로자
실시 불가)
-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훈련(또는 위탁훈련)을 실시할 때, 일부 타사근
로자를 포함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타사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추
가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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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직자

○ 구직자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한 사람으로 사업자 등록이 된 자나 취
업중인 자라도 구직등록이 가능함
○ 단,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또는 취업중일 경우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양성훈련의 경우 자체훈련으로만 실시 가능(위탁훈련 실시 불가)

3) 채용예정자

○ 채용예정자는 훈련 전 채용약정을 맺어야 하며, 훈련기간(훈련개시일 부터 종료일까
지) 동안은 비용부담 사업주에게 채용되지 않고, 훈련종료 후 해당 사업주에게 채용이
되어야 함(훈련실시신고 시 채용약정서 제출)
- 훈련종료 후 사업주는 훈련생을 채용하여야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단, 훈련생이 취업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용약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채용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TIP
< 채용예정자 훈련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 훈련개시일 이전에 채용된 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사업주가 ‘무료강좌’ 광고 등을 통해 채용이 예정되지 않은 훈련생을 상시적으로 모집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을 모집한 이후 사업주에게 채용을 알선하는 경우
∙ 훈련기관에서 다수의 사업장과 불특정하게 훈련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채용예정자를 채용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 >

∙ 사업주의 경영상 이유(생산량 감소 등 경영악화로 인한 신규채용 곤란, 사업계획 변경, 채용계획을
변경할 경영상 사유 발생)로 인한 미채용
∙ 채용예정자(훈련생)측의 사유(훈련생의 채용거부, 훈련생의 훈련성과 미흡, 훈련생의 과도한 근로
조건 요구 등)
< 채용예정자의 채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자
는 훈련생 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함
∙ 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체훈련으로 채용 : 훈련생 고용보험 가입확인 + 훈련생에 지급한 급여 대장(또는 계좌이체 내역)
- 위탁훈련으로 채용 : 훈련생 고용보험 가입확인 + 재직 증명서 또는 훈련생에 지급한 급여 대장
(또는 계좌이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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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채용예정자와 취득예정자의 비교 >
구 분

채용예정자

취득예정자

훈련구분

양성훈련

향상훈련

훈련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여부

×

×

훈련개시일 기준 해당사업장에 재직여부

×

O

채용약정서 제출여부

O

×

비용한도적용

×

O

* 취득예정자는 재직자로서 고용보험 취득이 예정되어 있지만, 훈련개시일 당시 전산에 반영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만 선택되어야 함(외국인 취업교육은 제외
* 채용예정자는 양성훈련의 대상이고 취득예정자는 자사근로자(또는 타사근로자)의 일종으로 향상

훈련 대상에 해당

예시 : 채용예정자 훈련 종료후 사업주가 훈련생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였다면?

* 사업주가 훈련생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였다면 훈련비용이 지급되지 않음
*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근로자로, 장기채용 확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채용예정자 과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일용직근로자는 훈련기간동안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양성이 아닌 향상훈련으로 실시하여야 함

4) 외국인 취업 교육(외국인고용허가제 대상 훈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의 훈련대상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점이 해당
근로자의 입국일이므로 향상교육에 해당
- 입국교육 시 훈련실시신고 외국인근로자는 ‘적용제외근로자’ 또는 ‘취득예정자’로 입력
(채용예정자가 아님)

○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향상훈련에 해당 됨
- ‘고용보험임의가입자’이기 때문에 훈련생 구분은 고용보험 미가입시 ‘적용제외근로자’

로 고용보험 가입 시 ‘자사근로자’ 또는 ‘타사근로자’로 입력(채용예정자, 취득예정자
가 아님)
* 고용보험 미가입자일 경우 실시신고 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 불법체류자는 교육훈련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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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대표자 일지라도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인정해 준 경우(일종의 월급형
대표자) 훈련참여 및 비용지원 가능
- ‘고용보험 임의가입자영업자’는 사업주훈련 참여 불가
* 임의가입자 :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

○ 근로자성 대표자가 훈련 참여할 경우 해당 훈련생의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성임을 인
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실시신고 시 제출)
다. 훈련대상 특례
○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할 경우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가 아닌 경우라도 가능
- ‘건설근로자’라 함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을 소지하고 있거나 고용보
험에 가입된 건설회사 사업주로부터 ‘건설근로자’ 확인을 받은 근로자를 말함
○ 상기 특례조항에 의해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훈
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훈련으로 실시할 경우에만 비용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
며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은 불가
- 단,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소속근로자(협력회사 소속근로자 등 포함),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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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적용제외근로자 >

‣｢고용보험법｣제10조 [적용제외 근로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
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

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 [적용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
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
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10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11.1.>
1.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
(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
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
진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업무매뉴얼
별정우체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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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사업주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적용제외근로자

① 65세 이후에 고용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고용보험 가입 시 참여가능)
②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또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③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채용예정자 과정참여는 불가)
④ 외국인근로자 중 체류자격에 따라 일부 고용보험에 적용이 되는 근로자

3. 과정 심사․인정기관

가. 상시심사 과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 자체훈련, 원격훈련, 기업맞춤형과정, 외국인취업교육과정, 계약학과, 체용예정자 과정,
사업주가 실시하는 자체+위탁훈련
나. 통합심사 과정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위탁훈련(채용예정자과정, 기업맞춤형과정, 계약학과, 외국인취업교육과정 제외), 재난
예방 과정, 훈련기관이 실시하는 자체+위탁훈련

TIP
< 훈련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장소에서 실시되는 경우 처리기관 >

∙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 소재지 관할 공단 지부 ‧ 지사
∙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라 함은 훈련시간 또는 훈련인원이 더 많이 실시되는 장소를 말함
< 원격훈련 및 원격훈련이 포함된 혼합훈련의 경우 처리기관 >

∙ 원격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장소(훈련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부 ‧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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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 시 심사 과 정(공 단 심사 과 정)

1. 상시심사 대상 훈련과정

가. 자체 훈련과정 및 자체+위탁 훈련과정
○ 사업주가 직접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 관리 등을 수행하는 자체 훈련과정 일체
○ 사업주가 직접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자체훈련’과정에 계열사* 사업장이 훈련
을 위탁하는 자체+위탁훈련과정
* 같은 그룹사 소속의 법인사업체임이 확인 될 경우에 한함

-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운영하는 자체+위탁 훈련과정은 통합심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대상임

TIP
< 기업의 연수원 등이 실시하는 훈련 과정의 인정 >

∙ 사업주 등이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설치한 훈련기관(기업연수원 등)이 실시하
는 훈련의 경우, 자체+위탁훈련으로 상시과정인정 가능
∙ 단, 위탁하는 사업장이 훈련기관의 계열사인 경우에만 자체+위탁 상시과정으로 승인가능하며,
자체인원이 0명이라도 훈련 실시가 가능하나,
∙ 계열사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사업장의 훈련 참여는 승인 불가(이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
업으로 하는 자가 실시하는 훈련으로 보아, 실시신고 반려 처리)
∙ 실시신고 시 계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참여사업장의 자격 확인

나. 위탁훈련과정
1) 채용예정자 훈련과정

○ 제출서류 : 훈련과정 개설요청 확인서 및 채용약정서를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채용약정
서는 실시신고 및 확정자 변경신고 시 제출)
*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은 채용약정한 자에 한해 채용약정을 한 기업에만 비용지원

2) 기업맞춤형 훈련과정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훈련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훈련기관에 위탁하
는 훈련과정
- 훈련목적,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위탁
* 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인증유예’를 받은 기관은 훈련과정인정 승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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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훈련과정 개설요청 확인서 및 협력관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훈련기관 인증평가등급 3년 이상인증기관은 협력관계증빙 없이 1:多
훈련실시 가능)
* 기업맞춤형 훈련은 기본적으로 과정인정 시 1회만 훈련실시 가능하나, 훈련대상이 훈련정원(60명)
을 초과할 경우 과정개설요청확인서에 실시 회차 기재하여 해당 회차까지 허용

TIP
< 협력관계 증빙서류 예시 >

∙ (협력사) 업무계약서 등 협력업체 협약서
∙ (계열사) 계열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
∙ (지주회사 · 자회사) 지분보유내역 등
∙ (하 · 도급 회사) 하 · 도급 계약서
∙ (법령에 의한 협력관계) 관련 법 조항
∙ 기업 간 거래내역 등 기타 협력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업무관계가 아닌, 단순 공동훈련을 위한 협력관계는 인정 불가

○ 기업맞춤형 훈련과정은 훈련을 위탁한 당해 기업 또는 협력관계에 있음을 증명한 기업 중
과정인정 시에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만 비용지원
* 우수 훈련기관(3, 5년 인증기관 등)은 비협력기업 기업맞춤형 훈련 실시 허용(사업장간 협력 관계가
없어도 다수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 공통된 직무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훈련)

TIP
< 기업맞춤형훈련의 적용 >

∙ 기업의 요청에 의해 훈련기관과 기업이 1대 1로 매칭 될 경우, 공단에서 상시로 위탁훈련 과정인정
승인 가능(요청하는 사업장간의 협력관계가 인정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다수의 사업장 참여 가
능)
ex) 1:1 기업맞춤형 : 현대중공○의 요청으로 생산성 본○에서 맞춤형 교육 실시
1:다(多) 기업맞춤형 : 현대중공○과 하도급 업체의 요청으로 생산성 본○에서 맞춤형 교육 실

시
* 협력사, 계열사, 지주회사·자회사,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 등

< 회차 증회가 가능한 기업맞춤형 과정 >

∙ 훈련기관이 과정커리큘럼 및 사업주가 동일할 경우 훈련과정개설요청확인서에 명시된 기간 또는
회차 내에서 다회 실시신고 가능
ex) A훈련기관이 ‘빅데이터과정’에 대하여 B사와 100명 대상으로 6개월간 총 3회 기업맞춤형 개

설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 기간 및 회차에 대하여 실시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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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시심사과정 중 NCS 적용 훈련과정
①
과정인정신청

⇒

②
형식요건 확인

③
⇒

심의위원회 개최

⇒

(내용전문가로 구성)

④
인정

① 훈련기관이 NCS 기반으로 과정인정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 NCS 훈련과정 편성비율은 40% 이상으로 적용

② 인정 프로세스
- 형식적으로 NCS 기본구성* 여부 담당자 확인
* NCS분류 및 편성비율, NCS능력단위수준과 NCS능력단위(요소) 주 훈련수준의 일치여부 등 확인
ex) 기본정보의 NCS편성비율과 훈련과정내용의 NCS시간 비중의 일치 여부
(기본정보에 70% 이상인 경우 훈련과정내용의 NCS시간비중이 그 이상인지 확인)

③ NCS 내용구성 적합여부 내용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④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과정인정 및 불인정 통보

TIP
< NCS 적용과정 범위 >

∙ 모든 훈련과정(보육교사과정 포함)에 대하여 NCS 적용과정으로만 신청 및 승인가능

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훈련과정
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학과 훈련과정
2. 과정인정 신청기한 및 처리기간

가. 신청기한
○ 자체훈련은 훈련시작 5일 전까지, 위탁훈련은 훈련시작 7일 전까지 신청
- 훈련개시일이 기산일이고, 이 기산일을 역산하여 기간말일이 되는 날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이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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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NCS적용 과정 및 채용예정자과정(별도 심의 필요과정)은 훈련실시 2주 전까지 신청,
- 신청기한 이후, 인정 신청한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반려 처분될 수 있음

나. 처리기간
○ 접수 후 처리기간 내 인정 또는 불인정, 반려 처리(자체훈련 5일 이내, 위탁훈련 : 7일 이내)
-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토요일, 일요일 불산입, 6일 이상인 경우 일요일 불산입
예 시 : 훈 련 개 시 일 이 2017년 1월 27일 인 경 우
* 자체훈련은 : 1월 20일까지 인정신청,
일

* 위탁훈련은 : 1월 19일까지 인정신청

월

화

수

목

금

토

18

19

20

21

22

23

7일 전(위탁)

5일 전(자체)
6일 전(위탁)

4일 전(자체)
5일 전(위탁)

3일 전(자체)
4일 전(위탁)

불산입(자체)
3일 전(위탁)

24

25

26

27

불산입

2일 전

1일 전

훈련개시일

3. 과정인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시간표, 훈련강사 증빙서류, 훈련시설 증빙서류(신규 훈련기관에 한함) 등 업로드
* http://www.hrd.go.kr -> 고객센터 -> 통합프로그램설치 -> 전용프로그램에서 신청

4. 훈련과정 인정내용

가.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 · 소재지와 인정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나. 훈련과정의 명칭 · 훈련내용 · 훈련기간 · 훈련시간 · 훈련방법 및 훈련장소
○ 훈련내용 : 훈련이 실시되는 내용
○ 훈련기간 : 훈련이 실시되는 날의 합계
○ 훈련시간 : 훈련이 실시되는 시간의 합계
예시 :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계산
* 1월3일 2시간, 1월4일 5시간, 1월6일 4시간, 1월9일 6시간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총 훈련기간은 4일이며 훈련시간은 17시간이 됨

○ 훈련방법 : 훈련실시 방법으로 집체, 현장, 원격(인터넷/스마트/우편), 혼합훈련
○ 훈련장소 : 집체, 현장 또는 혼합훈련이 실시되는 물리적 장소로 강의실 등 구체적 장소
를 의미(건물명이나 주소가 아님)
Ⅱ.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 절차(상시인정과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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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정일자 : 공단 지부․지사에서 인정을 통보한 날

5. 과정인정 유효기간 : 인정일로부터 1년

○ 인정일은 공단 지부 ‧ 지사에서 과정인정을 통보한 날(결재일이나 인정신청일이 아님)
○ 유효기간 내에 훈련이 시작될 경우 훈련실시신고 가능
- 유효기간 내에 훈련이 종료될 필요는 없음
* 단, 기업맞춤형과정은 과정개설요청확인서 상 요청한 회차 수 및 기간에 한함

6. 과정인정 기본요건
가) 훈련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시설․기관에서
나)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과정으로서
다) 훈련강사자격이 있는 자가 가르치는 훈련이어야 함(과목당 최대 3명까지 강사풀에 등록하여
인정가능)
※ 이외에 훈련방법별로 요구하는 별도의 인정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가. 훈련시설 및 기관요건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 관리를 위하여 훈련과정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직업능
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을 제한
1) 훈련기관인증평가등급 보유 기관(위탁훈련기관만 해당)

○ 인정평가 기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위탁훈련 실적보유기관 인증평가는 연 1회, 신규 기관은 연 2회 실시
* 세부내용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ksqa.or.kr)에서 확인
2) 훈련기관 및 시설 지정기관

○ 지정직업훈련시설 : 관할 고용센터
○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직업교육학원 : 관할 교육지원청
3)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

○ 등록 또는 신고 되지 않은 훈련과정 운영 시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 가능
○ 학원 교습과정을 추가·변경하려면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여야 함(｢학원의설립·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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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에 관한법률｣제6조)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교습비 등으로 확인

○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추가(수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에
신고한 후 교육과정 운영 가능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교육과정편성표 등으로 확인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여부 판단

○ 해당 기관 설립의 근거법령에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함
* 등록증, 신고필증, 법인 정관 등으로 확인

○ 명문 규정이라 함은 해당 기관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을 설립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 설립을 위해 필요한 절차(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등
록 등)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 아울러 해당 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거나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실
시를 위해 설립되었다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함을 의미
○ ‘교육훈련’, ‘능력개발훈련’ 등의 용어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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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설치 근거

예시

∙ 공공직업훈련시설
-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가·지방자치단체(협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단체(승인)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 근로복지공단
시설로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고
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설치한 시설
∙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훈련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 · 설치된 직업전문학 - 직업전문학교 등
교 · 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
법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
교육학원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시설

｢평생교육법｣제20조∼제27조
- 사내대학 및 원격대학형태
- 인가 ․ 등록 ․ 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제21조, 제22조)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제20조)
- 원격평생교육시설(제22조)
-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제23조)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제24조)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제26조)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제27조)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제25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 학원법에 의해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학원
* 일반적인 초·중등생을 위한 학교교과
교습학원은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3호
- 사업주단체는 사업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또는
사업주의 출연으로 설립된 단체를 의미
- 사업주단체는 소속회원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탁훈련이 가능하나 실업자 또는 회원사가
아닌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평생교육시설 등의 훈련기관으로 인가 받아야 함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학원법｣, ｢평생교육법｣
이외의 다른 법률(입법부에서 제정된 법률)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 (재)건설기술교육원(건설기술관리법
제6조)
- 한국발명진흥회(발명진흥법 제53조)
- 한국전파진흥원(전파법 제66조)
- 한국표준협회(산업표준화법 제34조)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3)
- 전자거래진흥원(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
(전자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13조))
- 한국생산성본부(산업발전법 제 27조)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3)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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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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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인화원
STX 아카데미
한국금융연수원
협회, 공제조합 등

나. 해당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
1) 직무수행능력이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말하며 훈련의 교과

내용이 직무능력향상과 관련성이 있어야 함
○ 훈련과정명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 훈련과정의 편성내용에 맞는 직종이 올바르게 선택되었는지?
○ 훈련대상자의 수준이 고려된 훈련내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2) 훈련과정 인정 제외 대상

○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이나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
는 과정
○ 직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부동산, 주
식 투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정규 교육과정
- 사내대학, 기업대학, 계약학과 등은 제외

○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 부
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훈련과정
○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과정
○ 그 밖에 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과정
3) 외국어과정

○ 외국어과정의 경우,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훈련과정인정 가능
- 단, 현장훈련 및 우편원격훈련은 불인정되고, 지원금은 기업규모별 산정한 지원금의
50% 지원

○ 외국어 능력평가 시험 응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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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훈련 교·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가르칠 것
○ 훈련방법에 따라 교·강사 자격기준이 달라지며 훈련과정에 부합하는 교·강사(또는 교·강사
Pool)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
훈련종류

집체훈련

현장훈련

∙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있는 자

∙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일 것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서 해당
가르칠 수
있는 자

∙ 해당 훈련과정 관련분야의

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

원격훈련

해당 근무현장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집체훈련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가 가르칠 것

- 발급주체가 국가인 국가자격

예시)국가기술자격, 기타 법령에 의한
전문자격 등(단, 국가 공인
민간자격은 제외)
∙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교육훈련 담당경력 : 전공 분야는 불문(관계없음)이며 졸업증명서 사본,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등
자격

제출

증명

∙ 연구경력 : 해당 연구기관의 설립 근거를 해당 법률에서 확인한 이후 경력증명서 사본 등 제출

방법

∙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사본 제출
∙ 실무경력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등 제출(실무경력내용이 기재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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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전직훈련의 인정요건 >

∙ 훈련방법 : 집체훈련, 현장훈련, 혼합훈련(집체+현장)
∙ 훈련주체 : 자체훈련, 위탁훈련(훈련기관 인증평가 등급보유 기관일 것)
∙ 훈련대상 : 퇴직예정일 3년 이내이며, 고용보험 상시가입근로자일 것(실시신고 시 별도의 증빙 필
요 없음)
∙ 훈련내용 : 훈련생의 전직을 위한 훈련으로 직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기능 등과 같은 직무관련 교
육 및 생애재설계,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부동산·주식 투자 등 직무와 무관한 내용도
실시가능(단, 훈련생이 3년 이내 퇴직하지 않을 경우는 전직훈련이 아닌 향상훈련이 되
므로, 직무와 무관한 내용을 훈련하였을 경우 훈련비 전액 환수대상임)
∙ 이외 실시절차 및 내용은 향상훈련과 동일
< 유급휴가훈련의 인정요건 >

∙ 유급휴가훈련은 과정인정단계가 아닌 실시신고 단계에서 유급휴가훈련으로 승인
∙ HRD-Net에서 실시신고 시 유급휴가훈련여부를 선택하여 실시신고
∙ 유급휴가훈련으로 실시신고 하지 않은 훈련은 유급휴가훈련 요건을 갖추더라도 임금의 일부 지
원 불가
* 유급휴가훈련 요건 :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소속근로자에게 연속하여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80시간 이상의 위탁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상시근
로자 150인 미만 사업장은 연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 이상 훈련에 참
여)
< 구직자 훈련 실시 가능 기관 >

∙ 반드시 자체훈련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임대, 임차 불가)이며, 직업능력개발훈련업을 주된 사업으
로 하는 사업장이 아닐 것(단, 기업이 설립한 연수원은 훈련기관 구분이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가 아니더라도 실시 가능)
∙ 이외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은 구직자 훈련이 아닌, 실업자 훈련으로 보아 통합심사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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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통합 심 사 과 정 (직업 능 력심 사 평가 원 심사 과 정)

< 과정심사 수행기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 문의 : 1644-5113, KSQA 홈페이지(www.ksqa.or.kr)
* 홈페이지 : www.ksqa.or.kr -> 고객센터 -> Q&A

1. 신청대상 훈련과정

○ 위탁 집체훈련과정
* 위탁훈련 중 채용예정자 과정, 계약학과, 외국인취업교육, 기업맞춤형 훈련 제외
2. 신청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으로서 근로자 직업능력개
발법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에 의해 평가받은 기관
○ 신청기관은 신청과정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요구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3. 업무 진행 절차

○ 심사신청 업무 절차
①
POOL 관리
(등록/수정)

②
기본정보
입력

③
훈련과정
신청서 입력

④
운영계획서
입력

⑤
훈련비산출
내역서 입력

⑥
심사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에 문의(☎ 1644-5113)

○ 업무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

①
적합판정

처리기관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44

②
변경인정신청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매뉴얼 개정안(2017.8)

③
훈련실시관리

공단
지부·지사

④
출결관리

⑤
비용관리

TIP
< 훈련과정 인정내용을 위반한 사례 >

∙ 훈련내용 ‧ 훈련기간 ‧ 훈련시간 ‧ 훈련방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
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 인정취소 및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인정제한
< 예시 : 인정내용 위반 사례 >
§ 인정받은 훈련내용을 위반한 경우

∙ 관리자 대상 “리더쉽 과정”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후 “홍보전략”에 대해 훈련을 실시
§ 인정받은 훈련기간을 위반한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A”사가 2일 16시간 과정을 인정받은 후 실제 1일 16시간 과정으로 훈련
을 실시
§ 인정받은 훈련시간을 위반한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B”사가 2일 16시간 과정을 인정받은 후 실제 2일 14시간 과정으로 훈련
을 실시
§ 인정받은 훈련방법을 위반한 경우

∙ 집체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후 인터넷으로 훈련을 실시
<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 >

∙ 훈련기관의 소재지 ‧ 훈련장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인정취소 및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
의 인정제한
∙ 변경 인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초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
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반사항에 따라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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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방 법에 따 른 과 정 인정 요 건

2

1. 집체훈련

가. 훈련기간 및 시간
○ 훈련기간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 16시간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상 과정은 1일 이상이고, 훈련시간 8시간 이상

○ 1일 훈련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는 초과 가능
* 기준근로시간외 훈련을 진행할 경우 “시간외훈련동의서” 작성하고 자체 보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9조제4항)

TIP
< 1일 훈련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도 되는 경우 >

∙ 훈련과정의 특성상 연계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1일 훈련시간을 8시간 초과편성 하여야 훈련목적
등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 계약학과, 기업대학 등 장기적으로 진행하면서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훈련과정에서 기업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 훈련으로 인한 생산조업 차질을 최소화 하거나 사전예방 등

○ 훈련기간이 장기간에 거쳐 실시되는 훈련(예 : 매주 1시간 훈련을 4개월에 거쳐 실시)의
경우 훈련의 목적, 내용 등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훈련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는 훈련과정 인정대상으로 볼 수 있음
- 동일한 훈련대상이라 하더라도 훈련의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동일한 훈련과

정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비용지원의 대상이 되는 훈련기간 및 시간은 훈련의 내용과 목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훈련기간 및 시간만을 의미
-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오리엔테이션, 입소식, 수료식 등은 인정 훈련시간에서 제외
- 단,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시험)에 소요된 시간의 경우 평가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훈

련성과 평가와 관련이 있는 경우 훈련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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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훈련실시 장소
○ 과정심사 시 훈련생 수, 훈련방법, 정원 등을 고려하여 확보된 교육장(강의실 등)이 적정
한지를 공단 지부·지사에서 판단하여 승인
TIP
< 훈련실시장소 >

∙ 자체훈련으로 집체훈련을 하는 경우, 훈련실시 장소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음
- 사업주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뿐 아니라, 콘도나 호텔 등을 임시로 임차하는 경우도 가능

∙ 위탁훈련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초 지정받은 시설에서만 훈련실시가능
- 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한하여 특정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일시 ‧ 간헐적으로 지정시설 이

외의 장소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
- 이 경우라도 연중 상시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 시설지정을 받아야 함)

∙ 기타 법령에 의해 설립된 훈련기관이 근거법령상 다른 제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와 교육생의 편의
를 위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의 시설이 갖춰진 곳을 확보하고 해당법령에서 정한 내
용에 맞게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

다. 훈련 교·강사(아래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충족될 것)
○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일 것

○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자격증은 발급주체가 국가인 국가자격을 말함(국가공인민간자격 등은 제외)

○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1년 이상인 자
TIP
< 외국어 훈련과정의 강사 경력 인정 사례 >

∙ 외국어과정의 경우 강의경력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외국어과정이 아닌 경우, 강의경력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다 전문성이 확보되는 경우라
면 강의경력을 실무경력으로 인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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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훈련정원
○ 학급당 정원은 최대 60명 이내일 것
○ 학급당 정원의 예외
- 학급당 정원의 제한을 두는 것은 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으로｢근로자직업능력 개

발법 시행령｣제22조제1항제1호다목의 단서에서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그 훈련
을 수강하는 것이 승진·승급·전보 등 인사관리를 할 때 우대되고 있는 경우 또는 훈련과
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마. 훈련생 출결관리(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10조)
1) 자체훈련과정

○ 훈련생이 기명날인하는 출석부 또는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또는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출결관리시스템(QR코드 등)을 통해 출결관리 하여야함
2) 위탁훈련과정

○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지문인식출결관리시스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
는 시스템(QR 코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여야 함
- 수기출석부 사용 불가
- 단말기 고장, 시스템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출석입력요청대장에 출결상황을 기

재하여야 함
바. 기 타
○ 해당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인력 등은 훈련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
- “실무로 배우는 파워 포인트” 과정의 경우 파워 포인트를 배우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장

비(컴퓨터 등) 및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어야 훈련과정 인정 가능
○ 집체훈련은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훈련생을 모아놓고 훈련 교·강사가 실시
하는 훈련으로 동영상을 통한 강의가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집체훈련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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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훈련

가. 훈련주체
○ 사업주가 직접 실시(자체훈련) 해야만 가능(위탁훈련은 실시불가)
-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가능

나. 훈련대상
○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모두 가능
○ 현장훈련 실시 전에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해당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의 훈련목적, 훈련내용 등과 관련성이 있어야 함
- 이 경우 집체훈련 또는 원격훈련 실시기관과 현장훈련 실시기관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집체훈련 또는 원격훈련이 위탁훈련기관에 의해 실시된 후, 현장훈련은 사업주가 자체

훈련으로 실시 가능
다. 이론편성비율
○ 훈련내용 중 이론편성비율은 전체훈련시간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함
라. 훈련기간 및 시간
○ 훈련기간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 16시간 이상일 것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은 1일 이상이고, 8시간 이상일 것

○ 또한 훈련시간은 현장훈련 이전에 실시한 집체훈련 또는 원격훈련 과정시간의 100분의
400미만(최대 600시간)이어야 함

TIP
< 현장훈련 인정 예외 : 현장훈련 이전 집체 또는 원격훈련을 수료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채용예정자 및 재직기간 1년 이내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0시간 이내의 현
장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신규 생산 설비의 도입, 업무 전환, 장기 현장훈련이 필요한 직무 특성 등의 사유로 한국산업인력
공단 지부 ‧ 지사의 인정을 받은 경우
☞ 위 두가지 경우에는
∙ 훈련내용 중 이론편성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이어도 가능
∙ 훈련생이 현장훈련 이전에 관련있는 집체 또는 원격훈련을 수료한 경우, 훈련시간이 이전에 실시
한 집체 또는 원격훈련 과정시간의 100분의 400 이상이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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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훈련장소
○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와 동일한 환경이어야 함
-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훈련은 현장훈련으로 볼 수 없음(다만 근로자의

근무와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 현장훈련으로 인정 가능)
-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훈련일지라도 근무와 완전히 분리

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훈련으로 볼 수 없음
바. 외국어과정
○ 현장훈련은 외국어 훈련과정 실시 불가

3. 인터넷원격훈련/스마트훈련

가. 훈련주체
○ 자체훈련, 위탁훈련 모두 가능
나. 사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 운영될 것
○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과정인정 신청 전에, 반드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사전
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적합심사를 받은 과정일지라도, 과정인정 신청 시 다른 인

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불인정 될 수 있음
○ 원격훈련과정의 적합여부는 직무수행능력 향상과의 직접적 관련성, 훈련분량의 적절성,
원격훈련과정으로서의 적합 여부, 훈련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훈련평가방법‧내용의 적
정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
○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심사된 훈련과정 등에 대해서는 훈련시장에서의 공급 정도, 훈련내
용 ‧ 방법의 적정성 수준 등에 따라 등급을 부여
○ 적합심사를 받은 훈련과정은 심사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짐
- 단, 훈련실적 등이 우수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1년 범위에서 효력기간 연장 가능
- 심사, 등급 부여, 효력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기준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별도로

정함
○ 원격훈련과정의 실시는 사전심사 효력기간 이내에서만 가능(훈련개시일이 효력기간에
포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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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 사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강사를 둘 것
- 교·강사 변경 시 사전심사에서 적합 받은 교·강사 풀에서 변경하되, 풀 외에서 변경 시에

는 사전심사를 다시 신청할 것
* 사전심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과정인정을 신청하기 이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
력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컨텐츠 심사

○ 아래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훈련교사를 둘 것
- 해당 훈련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 해당 훈련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3년 이상)
- 해당 훈련 관련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라. 훈련시간(분량)
○ 8시간 이상일 것
- 단, 스마트훈련은 집체훈련을 포함할 경우 원격훈련분량은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20

이상(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어어야 함
마. 훈련성과 평가 및 관리
○ 훈련의 성과에 대해서는 진행단계 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할 것
○ 사전심사에서 적합 받은 과정의 평가(평가문항, 평가시간 등)로 시행할 것
- 평가는 시험, 과제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것
- 평가는 평가항목, 평가세부내역, 평가방법, 평가에 대한 채점기준 등이 명기되어 있을 것
- 평가는 문제은행 방식(3배수 이상 확보)으로 출제하고, 과제의 성격에 맞춰 적절한 출제

유형을 사용할 것
- 평가(시험)는 적정한 문항수로 구성할 것
- 평가항목이 부실하여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 훈련과정에는 학습목표, 학습계획, 적합한 교수, 학습활동, 학습평가 및 진도관리 등이
웹(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 : 부록 참조)에 제시될 것
○ 제출된 과제물은 첨삭을 실시하여 훈련생에게 통보할 것
-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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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훈련시설 및 운영인력(위탁훈련에 한함)
○ 훈련시설
-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운영인력
- 훈련생 관리시스템 관리자 1명 이상 갖출 것
- 경리‧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문서수발‧교재 발송요원 등 훈련기관 소속 근

로자가 상시 4명 이상(대표자 및 교사 제외) 확보되어 있을 것
☞ 이 경우 상시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사. 훈련생관리시스템(LMS), 전산시스템을 갖출 것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1 : 원격훈련의 인정요건 참조
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심사의뢰를 한 신청자(훈련기관)만이 훈련과정 인정신청 가능
○ 임차한 훈련과정이라도 임차인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사전심사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4. 우편원격훈련

가. 사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 운영될 것
○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과정인정 신청 전에, 반드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사전
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적합심사를 받은 과정일지라도, 과정인정 신청 시 다른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불인정 될 수 있음
○ 원격훈련과정의 적합여부는 근로자직무수행능력 향상과의 직접적 관련성, 훈련분량의
적절성, 원격훈련과정으로서의 적합 여부, 훈련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훈련평가방법‧내
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심사된 훈련과정 등에 대해서는 훈련시장에서의 공급 정도, 훈련내
용‧방법의 적정성 수준 등에 따라 등급을 부여
○ 적합심사를 받은 훈련과정 등은 심사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짐
- 단, 훈련실적 등이 우수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1년 범위에서 효력기간 연장 가능
- 심사, 등급 부여, 효력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기준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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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 사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강사를 둘 것
- 교·강사 변경 시 사전심사에서 적합된 교·강사 풀에서 변경하되, 풀 외에서 변경 시에는

사전심사를 신청할 것
○ 아래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훈련교사를 둘 것
- 해당 훈련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 해당 훈련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3년 이상)
- 해당 훈련 관련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다. 훈련기간
○ 2개월(32시간) 이상일 것
- 훈련기간이라 함은 훈련시작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를 의미하고, 훈련기간은 한국기술

교육대학교의 심사에서 결정
- 훈련주체(자체/위탁), 기업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와 관계없이 훈련기간은
2개월(32시간) 이상이어야 함

라. 훈련성과 평가 및 관리
○ 교재를 중심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생에 대한 학습지도, 학습평가 및 진도관리
가 웹으로 이루어질 것
- 교재에는 학습목표 및 학습계획 등이 제시되고, 학습목표 및 내용에 적합한 교수 및 학

습활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 다만, 교재 이외의 보조교재 및 인터넷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음

○ 월 1회 이상 훈련의 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평가 이외에 주1회 이상
학습과제 등 진행단계 평가를 실시할 것
- 월은 3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역(曆)에 의한 1개월을 의미
- 평가횟수는 훈련기간에 의해 정해짐(훈련과정 분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님)

○ 평가는 시험, 과제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것
- 훈련생이 2개 이상의 교재 중 1개 이상을 선택하도록 구성된 훈련과정의 경우 평가내용

은 동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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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는 평가항목, 평가세부내역, 평가방법, 평가에 대한 채점기준 등이 명기되어 있을 것
- 평가는 문제은행 방식(3배수 이상 확보)으로 출제하고, 과제의 성격에 맞춰 적절한 출제

유형을 사용할 것
- 평가(시험)는 적정한 문항수로 구성할 것
- 평가항목이 부실하여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 제출된 과제물은 첨삭을 실시하여 훈련생에게 통보할 것
-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마. 훈련시설 및 운영인력(위탁훈련에 한함)
○ 훈련시설
-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운영인력
- 훈련생 관리시스템 관리자 1명 이상 갖출 것
- 경리‧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문서수발‧교재 발송요원 등 훈련기관 소속 근

로자가 상시 4명 이상(대표자 및 교사 제외) 확보되어 있을 것
* 이 경우 상시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바. 훈련생관리시스템(LMS), 전산시스템을 갖출 것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1 : 원격훈련의 인정요건 참조
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심사의뢰를 한 신청자(훈련기관)만이 훈련과정 인정신청 가능
○ 임차한 훈련과정이라도 임차인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사전심사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아. 외국어과정
○ 우편원격훈련은 외국어과정 실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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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혼합훈련

가. 훈련방법이 상이한 2개 이상의 훈련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훈련
○ 집체+현장, 집체+원격, 원격+현장, 집체+원격+현장 모두 가능
- 단, 인터넷원격훈련+우편원격훈련은 불가

나. 훈련방법별 인정요건을 각각 갖출 것
○ 원격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격훈련분량은 전체 훈련시간(분량)의 100분의 20 이상
(소수점 아래 첫째자리에서 올림)이어야하며, 우편원격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훈련

분량은 2개월(32시간)이상이어야 함
○ 현장훈련이 포함된 과정의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성 있는 집체 또는 원격훈련의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무방
- 현장훈련이 포함된 혼합훈련이 아닌 현장훈련 단독의 과정은 사전 집체 또는 원격훈련

을 수료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함
○ 또한, 사전에 관련성 있는 훈련을 수료한 경우라도 현장훈련의 훈련시간이 사전에 수료
한 훈련시간의 100분의 400 미만일 필요 없음
- 현장훈련이 포함된 혼합훈련이 아닌 현장훈련 단독의 과정은 사전 집체 또는 원격훈련

시간의 100분의 400 미만으로 편성하여야 함
○ 혼합훈련의 순서는 관계없으므로, 현장훈련을 먼저 실시한 다음 집체 또는 원격훈련을
실시하여도 됨
다. 혼합훈련은 훈련유형이 다른 훈련과정 간에 훈련 실시기간이 서로 겹치지 않아야 함
라. 서로 다른 훈련유형간, 훈련목표‧훈련내용‧훈련평가 등이 서로 연계되어야 함
마. 훈련기관

○ 혼합훈련 과정에 포함된 개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함
예 시 : 집 체 훈 련 +원 격 훈 련 의 혼 합 훈 련
* 집체훈련 및 원격훈련을 모두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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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양식(훈련기관에 맞게 수정 가능)

기업 맞춤형 훈련과정 개설요청 확인서
○ 사업장명(사업장관리번호) :
○ 훈련기관명 :
○ 훈련과정명 :
<훈련 기본계획>
훈련목적

훈련내용
훈련일정/
훈련횟수
총 참여
훈련생수

본 사업주는 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ooo 훈련기관에 위 훈련과정을
위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참여기업

201 .

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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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

(인)

변 경 인정 신 청 및 변 경신 고

3

1. 변경인정 신청

○ 훈련과정 인정 내용 중 훈련내용 및 훈련방법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변경예정일 5일전까지(자체훈련 4일전) 훈련실시장소를 관할하는 지부·지사에 변경인정

신청
- 훈련내용 및 훈련방법이 변경된 경우는 동일한 훈련과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새롭게 훈련

과정을 인정받아야 함
TIP
< 훈련내용의 변경이 아닌 경우와 변경인 경우 예시 >

∙ 집체훈련의 경우 훈련교재가 훈련내용을 결정하는 중요사항이나 훈련교재 변경이 반드시 훈련내용
의 변경으로 볼 수는 없음
- 예: CAD 교육시 교재를 A출판사의 교재에서 B출판사의 교재로 변경하더라도 훈련내용이 변

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격훈련의 경우 콘텐츠(또는 교재)가 변경될 경우 새롭게 과정인정을 받거나 변경심사(신고)를
받아야 함

○ 훈련실시 장소 변경 중 지부·지사 관할이 변경된 경우 해당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지부·지
사에 변경인정 신청

2. 변경신고

○ 훈련교사, 훈련일정 및 학급 수, 관할 지부·지사에 변경이 없는 시설․기관의 소재지 등의
변경
-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공단 지부·지사에 변경신고

TIP
∙ 변경인정 신청 및 변경사항 신고는 전산상 신청·신고 후, 유선으로 관할 공단 지부지사에
통보·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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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과정 변경인정 신청과 변경사항 신고 구분>
변경인정 불가 사항
① 훈련내용
② 훈련방법

변경인정 대상

변경신고 대상

①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 소재지(관할 지부․지 ①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 소재지(관할 지부․지
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의 변경이 없는 경우)

② 인정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② 훈련장소(소재지 관할 지부․지사의 변경이
또는 대표자 성명)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명칭변경

없고 최초 인정받은 시설면적 이상의 장소
로 변경하는 경우)

④ 훈련장소(소재지 관할 지부․지사의 변경이 ③ 훈련교재의 변경(훈련내용의 변경 없이 단순
있는 경우)

발행연도, 통계치 등이 변경된 경우)

* 통합심사과정은 최초 승인 받은 시설면적 이 ④ 훈련장비의 변경(최초 인정받은 장비사양 이

상의 장소만 변경 가능

상의 것으로 변경)

⑤ 훈련교재의 변경(훈련내용의 변경없이절판 ⑤ 훈련교·강사(과정전체가 아닌 실시 중인 회
등의 사유로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경우)
⑥ 훈련 시설·장비의 변경

차에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가능기간은 15일 이내로 한정

⑦ 훈련교·강사의 변경(원격훈련의 경우 사전심 ⑥ 훈련시간표 변경(훈련기간, 훈련시간에 변동
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 또는 승인 받은 교·

없는 일정 변경)

강사 풀로 한정)
⑧ 훈련일정(훈련시간 변동 없는 기간 변경인
경우)
⑨ 상시과정의 정원 변경(통합심사과정은 변경
불가)

* 변경인정,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공단 지부․지사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 동일 건물 내에서 강의실 변경은 별도 신고 없이 가능
* 공단이 심사한 과정(상시과정)에 한하여 학급 수 및 학급당 정원변경 가능

TIP
< 일정변경 예시 >

∙ ① 인정받은 총 훈련일 및 훈련시간의 변동이 없는 일정변경
- 인정받은 2일 16시간의 훈련시간 내에서, 과정인정 시의 일정인 7.1∼7.2을 7.2∼7.3로

변경하여 실시하는 경우 : 별도의 변경신고 없이, 훈련실시신고를 7.2∼7.3으로 함
∙ ② 인정받은 총 훈련일 및 훈련시간의 변동이 없는 일정변경
- 인정받은 2일 16시간의 훈련시간 내에서 1일째의 마지막 1시간과 2일째의 첫 1시간을 맞바

꾸는 경우 :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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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강사 변경 전 반드시 변경인정신청에서 강사 관리 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훈련교강사 변경인정 기준 : 변경인정 전 해당과목 최하점수 교강사보다 10점 이상 낮지
않을 것. 다만, 변경예정 교강사가 8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할 경우 기존 교강사 점수와
관계없이 변경 인정
* (예시) 기존 교강사 보유점수 94점, 변경예정 교강사 보유점수 83점일 경우 기존강사 대비 10점
이상 낮지만, 80점 이상이므로 변경인정 가능

○ 점수에 관계없이 변경예정 교강사는 기본요건*은 충족해야 함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해당되는 경우(기본점수 40점)
※ 다만, 변경인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훈련 운영이 중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
관서 및 인력공단 지사에서 자체적으로 변경여부 판단하고 담당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변경인
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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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훈련 과 정 유 효 기간 연 장신 청

1. 연장신청 대상

○ 자체훈련 중 집체, 현장훈련에 한함(자체 원격훈련과정 및 위탁훈련은 대상에서 제외)
- 기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장신청(만료일 이후에는 연장 승인

불가)
2. 연장요건

○ 과정승인내용(최종 변경인정 승인 내용)과 변동 없이 동일한 경우(훈련내용, 훈련방법,
시간, 교‧강사, 교재, 시설, 장소, 관할지부지사 등의 과정인정요건) 별도의 서류제출 및
확인 없이 연장 가능
3. 연장기간

○ 유효기간 연장 승인 시 과정인정 승인과 동일한 효력발생하며, 승인일로부터 1년간 유효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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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훈련 실 시신 고 및 확 정 자 변 경 신고

◇ 빠르게 알아보는 훈련과정 실시신고
Q1. 신청방법은? A1. 온라인(HRD-Net)으로 훈련생 명단 등록 및 비용입력
Q2. 제출서류는? A2. 시간표, 채용약정서(채용예정자 훈련일 경우) 등
Q3. 신고기한은? A3. 훈련개시 전일까지
- 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과정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에 시작하는 경우, 훈련개시일

전일(공휴일이 아닌 날) 오후 6시까지
-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의 경우 훈련개시 후 30일 이내
Q4. 확정자 변경신고는 언제? A4. 훈련개시 기준으로
- 2일 이하 : 훈련개시 전까지
- 3일 이상 10일 미만 : 훈련개시일까지
- 10일 이상 30일 미만 : 훈련개시 후 2일 이내
- 30일 이상 180일 이하 : 훈련개시 후 7일 이내
- 180일 초과 : 훈련개시 후 14일 이내

1. 실시신고자(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자)

○ 자체훈련 : 사업주
○ 위탁훈련 : 훈련기관
2. 실시신고 처리기관

○ 훈련과정 인정을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3. 실시신고 기한

○ 훈련개시 전일까지
○ 훈련기간이 2일 이하인 과정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에 시작되는 경우
- 2일 이하인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훈련개시일 직전의 공휴일이 아닌 날의 오후
6시까지 신고

○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훈련개시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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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시신고방법

1) 훈련기관 회원계정으로 로그인하여온라인 신고

○ 실시신고 절차
① 훈련기간 입력(실시관리 - 실시기간관리)
- 훈련실시 기간입력 시 우선지원기업 근로자대상 한정 여부 및 유급휴가훈련여부 등 선

택하여 입력
② 훈련시간표 입력(실시관리 - 시간표관리) 및 시간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③ 훈련생 등록(실시관리–훈련생등록)
- 훈련생의 구분(자사근로자, 타사근로자, 채용예정자, 취득예정자, 구직자 등을 선택)입력
- 주민등록번호, 비용수급(훈련실시)사업장 등록, 정규직/비정규직, 교대제여부(훈련을

위하여 새로 교대제를 편성하거나, 추가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등 훈련생
정보 입력
* 비용수급(훈련실시)사업장은 훈련생의 훈련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장으로 비용지원을 받을 사업장임
* 일반적으로 소속사업장과 훈련실시 사업장은 동일하고, 타사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양자가 상이
할 수 있음(타사 근로자 훈련생의 원 소속사업장은 훈련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비용지원도 받지
않음)

- 훈련생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입력(훈련 모니터링을 위함)
- 식비 및 기숙사비 사용 여부 등을 입력

④ 유급휴가 훈련 여부 선택
- 위탁훈련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 지원가능
*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소속근로자에게 연속하여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80시간 이상의 위탁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사업
장은 연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 이상 훈련에 참여)
* 실시신고 시 180시간 미만의 훈련의 경우 훈련대상을 “우선지원대상한정”으로 선택해야만 유급
휴가훈련 실시 가능

⑤ 훈련비용 등록(실시관리–훈련생등록)
- 1인당 지원금 계산버튼 클릭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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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직업능력지식포털(HRD-Net) 상 훈련생 구분 >

∙ 구직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

∙ 채용예정자 : 사업장에서 채용하려는 사람으로서, 훈련개시일 시점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아
니하며, 훈련종료 후 취득이 예정된 자
∙ 전직/이직예정자 : 3년 이내에 전직/이직 및 퇴직이 예정된 자
∙ 자사근로자 : 비용부담 사업주의 소속근로자 중 고용보험 취득자
∙ 타사근로자 : 비용부담 사업주가 아닌, 다른 사업주 소속근로자 중 고용보험 취득자
∙ 일용근로자 :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
∙ 취득예정자 : 비용부담 사업주 소속근로자이나, 훈련개시일 시점에서 아직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향후 취득이 예정된 자
∙ 고용유지훈련 : 고용유지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
∙ 적용제외근로자 : 사업주 소속근로자 중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의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산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1주에 12시간 이하 근
로자)
∙파견 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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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숙식비 입력 기준 >

∙ 숙식비 입력 기준(평균훈련시간(총 훈련시간/훈련실시일수) 5시간 이상의 경우)
- 식비한도 : 1일 3,300원,
- 숙식비한도 : 1일 14,000원
- 1개월 한도는 330,000원 이며, 1개월 이상 훈련과정에 주5일 이상 연속하여 실시하고 휴일에

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말 숙식비 지원가능
- 월력기준 1개월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평일) 훈련을 실시하고, 주말에도 기숙사를

운영하였을 경우에만 해당 월의 주말 숙식비 지원가능하며, 마지막 1개월 미만의 훈련에 대해서는
훈련을 실시하고 숙식을 제공한 날만 숙식비 지원
ex) 3.5개월 훈련과정에 2개월은 평일 전체 훈련을 실시하고 주말에도 기숙사를 운영하였고, 1

개월은 평일 중 2일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미인정과정으로 훈련실시) 주말 기숙사를 제공하
였으며, 마지막 0.5개월은 평일 전체 훈련을 실시하고 주말 기숙사를 제공하였을 경우 숙식비
지원금의 산정은?
☞ 평일 전체 훈련을 실시한 2개월은 주말 숙식비를 포함하여 각 330,000원을 한도로 지급하며, 평
일 중 2일을 실시하지 않은 1개월과 마지막 0.5개월은 훈련을 실시하고 숙식을 제공한 날만 숙
식비 지원(주말 숙식비를 포함하지 않아도 33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숙식비 지원한도
330,000원 적용)
< 훈련수당 입력 기준 >

∙ 1개월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월평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훈련수당 지급
가능
- 수당한도 : 1개월 200,000원
- 월평균 120시간 이상 산정방법
ex) 훈련기간 : 2017.6.15. ∼ 2017.7.30. 훈련시간 150시간 과정

→ 월력기준 2017.6.15. ∼ 2017.7.14. 까지 1개월로 산정
→ 2017.7.15. ∼ 2017.7.30. 까지는 일할하여 계산 = 16/31(7월의 일수) = 0.51
따라서 위 훈련과정은 1.51개월 150시간 과정에 해당함
* 150/1.51 = 월평균 99.3시간이므로 수당지급에서 제외 1
* 1.51개월 과정은 181.2시간 이상이어야 월 평균 120시간 이상에 해당됨
- 훈련수당 산정방법
ex) 훈련기간 : 2017.6.15. ∼ 2017.7.30. 훈련시간 190시간 과정

→ 2017.6.15. ∼ 2017.7.14. 까지 1개월로 산정하여 20만원 지원
→ 2017.7.15. ∼ 2017.7.30. 까지는 훈련기간으로 일할 하여 지원
16(훈련기간)/31(종료하는 월의 일수)*20만원(월한도) ≒ 10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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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필요 제출서류 업로드(제출서류 하단 표 참조)

< 제출필요 서류 >
제출서류

비고

시간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HRD-Net 상 일자별 훈련시간 등록 및 파일 업로드

채용예정자 훈련의 경우 제출필수,

채용약정서

컨소시엄 훈련은 채용약정서 제출 불요

교대근무조 확인서

훈련을 위하여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기존의 교대조를 늘려 실시

(근무 일정을 첨부한 공문 등)

(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과정에 한함

재수강 사유서

동일과정 3회 이상 반복수강시 제출

TIP
< 서류보존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3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원받는 자와 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는 비용지원 ‧융자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보존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보존의무 서류 >

∙ 훈련생 출석부
∙ 훈련 관련 회계장부
∙ (위탁훈련의 경우) 위탁계약서
∙ 계산서 등 훈련비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 (임금을 지원받은 경우) 임금 지급대장
∙ (훈련수당을 지원받은 경우) 훈련수당 지급대장
∙ (숙박비를 지원받은 경우) 숙박비 지급대장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지문인식출결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훈련에 한함)
∙ 시간외훈련동의서(근무시간 이외에 훈련을 실시한 경우)
* 위 서류들은 훈련기관(사업장)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시 확인하고 필요 시 공단 또는 지방고용관

서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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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출결방법 및 장소 등록
- 출결방법 선택 및 훈련실시장소의 등록

⑧ 실시신고 버튼 클릭하여 실시신고
○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 과정을 3회 이상 반복수강하는 경우 재수강 사유서를 첨부해야
함(기존 미수료 과정의 수료를 위한 반복수강은 인정하나, 2회 이상 수료한 경우 반복수
강 제한)
Q&A
Q. 훈련실시신고 및 훈련실시를 위해 훈련생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저촉되지 아니한지?

A.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하여 훈련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이용하여 훈련실시신고 및 훈련비용을 신청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은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훈

련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
당하여 해당 법률에 저촉되지 않음

5. 확정자 변경신고

○ 신고기한
훈련일수

실시신고
기한

2일 이하

3일 이상 10일미만
(3일∼9일)
10일 이상 30일미만
(10일∼29일)

확정자 변경신고
(훈련생 등록/삭제)

* 훈련시작일 시작시간 전

* 훈련시작일
전일까지

* 훈련시작일
* 훈련시작일로부터 2일 이내
(훈련시작일 + 1일)

30일 이상 180일 이하

* 훈련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훈련시작일 + 6일)

180일 초과

* 훈련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훈련시작일 +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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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과정
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에 시작
하는 경우, 훈련개시일 전일
(공휴일이 아닌 날) 오후 6시
까지

○ 확정자 변경신고는 실시신고 접수 이후 훈련생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절차이며, 훈련생 변
경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자 변경신고를 해야 함
- 확정자 변경신고의 훈련생 추가·삭제 및 비용계산의 프로세스는 실시신고와 동일함
- 10일 이상 이고 40시간 이상인 과정은 관할 지부·지사에서 실시신고 접수 승인 후 확정자

변경신고 가능(10일 미만 이거나, 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실시신고 자동 접수)
6. 훈련실시신고 내용이 아닌 사항에 대한 지원 여부

○ 훈련실시신고서에 따라 신고 사항(확정 훈련생 명단, 유급휴가 여부, 합숙여부, 식사제공
여부 등)에 대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요건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7. 타 훈련과의 합반 가능 여부

○ 계좌제 훈련, 근로자직무능력향상훈련, 컨소시엄훈련 등 타 훈련과의 합반은 가능하나 사
업주훈련간의 합반은 불가(통합과정과 합반 시 해당과정에 사업주훈련 참여인원이 없어
야 함)
- 단, 이 경우 전체 인원은 정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원 또한 60명 이내여야 함(집

체 ‧ 현장훈련)
8. 지원 외 훈련생 수 입력

○ 지원 외 훈련생이란 해당 훈련 전 과정을 수강하면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훈련생을 의미
예시 : 다른 훈련과의 합반
* 컨소시엄 등 다른 훈련과의 합반 등의 경우, 사업주 훈련생이 아닌 다른 훈련 수강생은 지원
외 훈련생으로 봄

- 표준훈련비 : 훈련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9. 훈련 청강

○ 지원 외 훈련생은 해당 과정의 일부만을 청강하는 참여자와는 구분되는 개념
- 청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훈련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며 지도‧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시 청강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승인
받은 정원이내의 인원으로, 실시신고 시 지원 외 훈련생 수로 입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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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훈련 중복 참여

○ 연간 수강 훈련과정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음
- 단, 같은 기간 내 여러과정을 수강하거나, 동일 과정에 대한 수강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재수강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도‧점검 및 현장모니터링 강화

11. 출결관리 방법

○ 자체훈련 : 수기출석부 또는 지문인식시스템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시한 출결관리시
스템(QR코드 등)을 통한 출결관리
○ 위탁훈련 : 지문인식시스템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시한 출결관리시스템(QR코드 등)을
통한 출결관리

TIP
< QR코드 출결관리 운영 절차>

상세내용은 HRD-Net 공지사항의 QR코드 출결관리 매뉴얼참조
∙ 훈련기관
훈련실시신고

QR코드 관리

QR코드 인식
출결 장소 등록

QR코드 출력
출결 장소 변경

출석입력요청
(출석입력 승인)

수강결과 보고

※ 출석입력요청 가능 사유
- 스마트폰이 없는 훈련생, 훈련 당일 미 소지 훈련생, 스마트폰 분실 또는 고장, HRD-Net

장애 등은 HRD-Net에 출석입력요청으로 출결관리(출석입력요청대장* 작성 후 업로드)
∙ 훈련생
모바일
앱(app)
설치 및 실행

로그인

출결 대상
훈련과정
선택

훈련실시장소에
비치된(출력된)
QR-Code 스캔

출결정보
전송
(완료)

※ 훈련생은 사전에 www.hrd.go.kr에서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후 스마트폰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에서 ｢고용노동부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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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1) 10일 미만 또는 40시간 미만 훈련

출

석

부

※ 훈련시간 09: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1일 훈련시간 7시간, 총 훈련시간 21시간일 경우의 예시)

훈련기관명 : HRDKOREA 훈련과정명 : 출석부예시 훈련기간 : 2017. 3. 27.～ 2017. 3. 29.
번
호

날 짜
기관장
결 재

확인(교사)
훈련생

3월 27일

3월 28일

3월 29일

산인공

산인공

산인공
시작
강사일
1100
강사일

종료
강사삼

소
정
출
석
시
간

지각한

21 17

조퇴양

조퇴양

1600
강사삼

21 19

외출해

외출해

외출해

21 19

시작
강사일
1100
강사일

종료
강사일

시작
강사이

종료
강사이

지각한

지각한

지각한

결석인

결석인

1400
강사일
외출해

조퇴양
외출해

1

지각한

2

결석인

3

조퇴양

조퇴양

4

외출해

외출해
외출

1500∼1530

실
제
출
석
시
간

21

결

지

조

외
최 종
확 인
(훈련생)

석

각

퇴

출
지각한

4

7

14

조퇴양

2

외출해

2

【작성 및 확인요령】
① 결석자 : 시작시간 이후 미출석자는 시작 서명란에 ×표시(공란방지)하고, 종료까지 미출석시 종료란에 ×표시(훈
련종료일 결석의 경우 최종확인 서명 기재하지 않음)
② 지각자 : ×표시된 시작 서명란에 실제 출석시간과 해당시간 교사의 서명 기재
③ 조퇴자 : 종료 서명란에 ×표시 및 조퇴시간을 기재하고 해당시간 교사의 서명 기재
④ 외출자 : 외출시작 시 서명란에 외출표시 및 외출시간을 기재하고 복귀하여 복귀시간 기재
⑤ 우측의 굵은 상자 안은 훈련종료일에만 작성하며, 10일 미만 또는 40시간 미만의 훈련의 경우 출석, 결석, 지각,
조퇴, 외출 등을 시간단위로 기재함

2) 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 훈련

출

석

부

※ 훈련시간 14:00 ∼ 18:00(1일 훈련시간 4시간, 총 훈련시간 40시간, 예시이전은 전원이 전체 출석한 경우의 예시)

훈련기관명 : HRDKOREA 훈련과정명 : 출석부예시 훈련기간 : 2017. 3. 11.～ 2017. 3. 20.
번
호

날 짜
기관장
결 재

확인(교사)
훈련생

3월 27일

3월 28일

3월 29일

산인공

산인공

산인공

시작
강사일
1500
강사일

종료
강사일

1600
강사일
외출해

1

지각한

2

결석인

3

조퇴양

조퇴양

4

외출해

외출해
외출

지각한

1500∼1530

시작
강사이
1500
강사일
결석인

종료
강사이

시작
강사일
1500
강사일

종료
강사삼

조퇴양

조퇴양

조퇴양

외출해

외출해
외출

1600
강사삼
외출해

외출해

지각한

지각한

결석인

1500∼1530

소
정
출
석
일

실 결 지 조 외
제
최 종
출
확 인
석
(훈련생)
일 석 각 퇴 출

10

9

1

10

8

2

10

8

2

10 10

지각한

조퇴양
2

외출해

【작성 및 확인요령】
① 결석자 : 시작시간 이후 미출석자는 시작 서명란에 ×표시(공란방지)하고, 종료까지 미출석시 종료란에 ×표시(훈
련종료일 결석의 경우 최종확인 서명 기재하지 않음)
② 지각자 : ×표시된 시작 서명란에 실제 출석시간과 해당시간 교사의 서명 기재
③ 조퇴자 : 종료 서명란에 ×표시 및 조퇴시간을 기재하고 해당시간 교사의 서명 기재
④ 외출자 : 외출시작 시 서명란에 외출표시 및 외출시간을 기재하고 복귀하여 복귀시간 기재
※ 총훈련시간의 50%이상 미참여 시 결석으로 처리하며, 지각, 조퇴, 외출 3회에 결석 1번으로 산정
⑤ 우측의 굵은 상자 안은 훈련종료일에만 작성하며, 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 훈련의 경우 출석, 결석, 지각, 조퇴,
외출 등을 일단위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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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별지 제4호서식]

재수강 사유서
훈련기간
(시작/종료일)

훈련과정명
소속사업장
성명

생년월일

재수강 횟수

이전 훈련기간
(시작/종료일)

∼
∼
∼

재수강 사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수강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작성자(사업주)

월

일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 재수강 사유룰 구체적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인 사업주가 직접 작성합니다.
※ 사유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훈련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
단 관할 분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수강 사유를 충실히 기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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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운영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

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직업능력
개발정보망(HRD-Net)에 수집ㆍ이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훈련비용 지원,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제도 실적․성과 평가, 모니터링(훈련 수강 안내)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필수)/지문(선택)/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서 수집. 계속 관리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

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 보
호법｣에 따라 훈련생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

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훈련생은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ㆍ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 3.의 내용에 따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운영을 위해 개인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신청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Ⅱ.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 절차(상시인정과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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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출석부 [별지 제6호서식]

출

석

부

훈련기관명 :
훈련과정명 :
훈련기간 : 20 . . .～ 20
날 짜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소 실 결 지 조
번 기관장
정제
결 재
출출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석석
호 확 인
일일석각 퇴
(교 사)

7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매뉴얼 개정안(2017.8)

. . .
최 종
확 인
(훈련생)

(뒤 쪽)
◀

기 재 요 령▶

<출석부 기재요령(원칙)>

1. 훈련생은 매일 훈련 시작시와 종료시 각각 해당란에 직접 자필 서명합니다.
2. 교사나 훈련책임자는 매일 첫시간 및 마지막시간에 출석확인하고 서명(첫 시간 확인란 앞

쪽, 마지막시간은 확인란 뒤쪽)하되 결석(부재중인 경우 포함)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표
시하며, 지각자, 조퇴자에 대하여 지각, 조퇴를 명기하고 하단에는 그 시간을 4자리숫자로
표시하며 담당교사가 서명합니다.

예)

지각 × 0930

3. 훈련책임자(훈련기관장)는 매일 수업종료 후 최종 확인 결재합니다.
4. 오 ․ 탈자 정정은 적색펜을 사용하여 두줄을 긋고 정정하고 정정한 곳 옆에 정정자가 기명

하고 서명합니다.
5. 중도탈락자는 제적일로부터 적색펜으로 두줄을 긋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 절차(상시인정과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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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별지 제7호서식]

(앞쪽)

출석 입력 요청 대장

(○○○○훈련기관)
①훈련과정명
③훈 련 시 간

②훈 련 기 간
④대장관리자

⑩입실시간 ⑪퇴실시간 ⑫훈련생 ⑬관리자
⑤연번 ⑥발생일 ⑦입력일 ⑧훈련생
성 명 ⑨사 유 (외출시간) (귀원시간) 서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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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양식(훈련기관에 맞게 수정 가능)

채용약정서
○ 훈련과정명 :
○ 훈련실시기간 : . . . ∼ . . .
○ 채용예정 사업주
- 업체명(대표자) :
- 소재지 :

○ 훈련실시기관 :
동 과정 수료 후 상기 사업장에 취업할 예정이며, 사업주로부터 근로조건
(급여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함.

○ 훈련생 명단
연번

성명

위 훈련생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명
(자필작성)

과정( . . . ∼ . . .) 수료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채용할

예정이며 훈련생에게 채용 후 근로조건(급여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음
을 확인합니다.
2012.

기업명

.

.

대표

(인)

- 채용약정서는 위와 같이 기업과 훈련생의 ‘1:1’ 매칭 방식이 아닌 ‘1:多’ 방식의 표준약정서로 작성 가능

Ⅱ.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 절차(상시인정과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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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양식(훈련기관에 맞게 수정 가능)

숙식비 지급 숙식제공 대장
훈련과정명 :
훈련기간 :
(

사업주 :
숙식비 총계 :
식비

연번

(1인당)

식비

숙박비

지급일수
(식사 제공일수)

(1인당)

)

.

.

.

∼

숙박비
지급일수

.

.

.

훈련생 확인

훈련생 성명

(자필서명)

(숙박제공일수)

1
2
3
4
5

상기와 같이 훈련생에게 훈련기간 동안 식비․기숙사비를 제공(숙식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

년 월일
) 대표 (인)

훈련수당 지급대장
사업주 :
숙식비 총계 :
연번

훈련과정명 :

훈련기간 :

훈련수당

훈련생 성명

(1인당)

.

.

.

∼

훈련생 확인
(자필서명)

1
2
3
4
5

상기와 같이 훈련생에게 훈련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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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샘플양식(훈련기관에 맞게 수정 가능)

근로시간외 훈련 동의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2015.○.○∼○.○)을 수강함에 있어
일일 근로시간외 발생하는 추가 교육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교육기간 중 일일 근로시간외 발생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잔업시간으

로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2. 따라서 교육기간 중 별도의 수당을 책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3. 교육기간 중 피교육생과 사업주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

201 . ○. ○

교육생:

(서명 또는 인)

Ⅱ.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 절차(상시인정과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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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양식(훈련기관에 맞게 수정 가능)

유급휴가명령(확인)서

연번

소속

성명

생년월일

비고

상기자에 대해 ○○○에서 주관하는 ○○○(유급휴가)과정 교육
참석을 위한 유급휴가를 명함.
휴가기간 : 201 .

. .

∼ 201 .

.

사 업 장 명 직인
(

78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매뉴얼 개정안(2017.8)

. (

)

박 일)

◀

기 재 요 령

▶

(뒤 쪽)

1. 이 대장은 지문 미인식 및 미등록, 시스템장애 등으로 출결을 체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합니다.
2. 대장 작성은 훈련기관 전담관리자가 하며 훈련생은 사유발생일 당일에 훈련이 종료된 이후 관리

자가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고 훈련생이 자필로 성명을 정자로 기재합니다.
1) ⑥란의 발생일자는 관리대장 작성사유 발생 해당일자를 기재합니다.
2) ⑧란의 훈련생 성명은 관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3) ⑩란의 입실시간은 관리대장 작성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의 입실(외출)시간을 기재합니다.
4) ⑪란의 퇴실시간은 관리대장 작성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의 퇴실(귀원)시간을 기재합니다.
5) ⑨란의 사유는 ‘지문미인식’, 등 관리대장 작성사유를 기재합니다.
6) ⑫란의 훈련생 서명은 직권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이 본인의 이름을 자필로 정자로 기재합니다.
7) ⑬란의 관리자 서명은 관리자가 자필로 확인 서명합니다. (대장관리자가 직접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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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훈련 수 료보 고

◇ 빠르게 알아보는 훈련과정 수료보고
Q1. 신청방법은? A1. 온라인(HRD-Net)으로 훈련생 수료사항 입력
Q2. 제출서류는? A2. 없음
Q3. 신청기한은? A3. 훈련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단, 원격훈련, 기업대학은 30일 이내)

1. 훈련수료보고자(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자)

○ 자체훈련 : 사업주
○ 위탁훈련 : 훈련기관
2. 수료보고 처리기관

○ 훈련과정인정을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3. 신청기한

○ 훈련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원격훈련, 기업대학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 보고방법

○ HRD-Net 훈련기관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보고
- 훈련생별 수료사항 입력
- 출석부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반드시 보관하여야 함(자체훈련에 한함)
5. 훈련방법별 수료요건(규정 11조 참조)

가. 집체훈련‧현장훈련
○ 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받은 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할 것
○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처리

80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매뉴얼 개정안(2017.8)

- 단, 지각‧조퇴 또는 외출로 실 훈련시간이 1일 목표 훈련시간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에는 그 날 훈련은 결석한 것으로 간주(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만 적용)
○ 훈련일수가 10일 미만 또는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80% 이상 출석할 것

나. 인터넷원격훈련 및 스마트훈련
○ 평가성적 60점 이상
○ 학습진도율 80% 이상일 것(1일 학습시간은 8시간 초과불가)
○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별도 수료요건을 충족할 것
다. 우편원격훈련
○ 평가성적 60점 이상
○ 주1회 이상 학습활동을 부여하고, 학습활동 참여율이 80% 이상일 것
○ 훈련 실시자가 수립한 별도 수료요건을 충족할 것
○ 학습활동 참여율 산정
- 학습활동에 참여한 주의 수를 전체 훈련주수로 나눈 값(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에

해당
- 단, 전체훈련 주수는 훈련개시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의 전체 일수를 1주일 단위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말함
예시 : 훈련주수 계산
* 훈련기간이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진행될 때 전체훈련 주수는
⇒ 61일(전체 일수) ÷ 7일 = 8.714... ≒ 8주

라. 혼합훈련 : 훈련별 각각의 수료요건을 충족할 것
○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 미지급
- 단, 수료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지원금은 미지급 되지만 훈련참여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므로 훈련실시자의 판단에 따라 남은 훈련참여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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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주 위탁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이 훈련기간 중 퇴사할 경우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은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훈련생이 사업주 훈련
지원대상에 해당하고 정상적으로 훈련을 수료한 경우 훈련비 지원 가능
- 해당 훈련생이 지원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훈련 중

훈련생이 퇴사하여 고용상의 지위가 변동되더라도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전적으로 부담
하고 훈련생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수료한 경우라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훈련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확인되어야 훈련비 지원

가능
6. 장기과정에 대한 출결관리 특례

○ 훈련일수가 30일(훈련실시일 기준) 이상인 훈련과정의 훈련생이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
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표2의
출석인정일수를 준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처리
* 훈련일수가 30일 미만인 단기과정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결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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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인정일수(｢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별표2 >
구 분

대

상

일수

예비군․민방위훈련, 징병검사, 취업․창업을 위한 시험(자격증․면허증 등,
훈련․시험, 공민권

｢자격기본법｣상 공인 민간자격증이 아닌 경우도 포함한다), 입사시험,

소요일수

기능경기대회 출전, 선거권(기타 공민권) 행사
본인

5일

자녀

1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 산

배우자

5일

질병·입원

본인

결 혼

사 망

휴 가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다만, 1주 5일 및 1일 평균훈련시간이
6시간 이상 과정으로 한정한다.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10이하

월 1일
(적치 또는 분할 사용

가능)

＊위 표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훈련⋅시험, 결혼, 사망, 출산, 휴가)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를 한도
로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동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은 산입하지 아
니한다.
* 출석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질병·입원의 경우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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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훈련 과 정 인 정 주체 및 승인 시 점에 따 른 비 용 신청 방 법

◇ 빠르게 알아보는 훈련비용 지원신청
Q1. 신청방법은? A1. 온라인(HRD-Net)으로 신청 또는 오프라인(우편, 팩스 등) 서류 제출
Q2. 신청할 곳은? A2.
- 사업주가 지원 신청하는 훈련비, 숙식비, 수당, 임금의 일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부·지사 및
고객센터(FAX : 052-210-7080)
- 훈련기관이 지원 신청하는 훈련비, 숙식비 : 훈련장소(실시기준) 소재지 관할 지부·지사
Q3. 제출서류는? A3. 신청서, 계산서 등 비용증빙서류, 임금 ‧ 수당 ‧ 숙식비 ‧ 식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한 증빙서류 등 (단, 훈련주체별 제출서류 상이)
Q4. 신청기한은? A4. 훈련이 종료된 후 또는 매 3개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Q5. 공단의 처리기간은? A5.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단, 접수서류가 이상이 없을시)
Q6. 지원금이 지원되는 계좌는? A6. 사업주 또는 법인(훈련기관) 명의의 계좌

1. 훈련비용의 구성

○ 집체훈련
지원금 종류

주요내용
직종별 기준단가 ×훈련시간×수료인원×사업장 규모별 훈련비 지원율

훈련비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사업주훈련 규정 별표 2’ 참조
- 훈련시간 : 과정인정신청을 통해 인정받은 훈련시간
- 사업장 규모별 훈련비 지원율 : ‘사업주훈련 규정 별표 3’ 참조
* 우선지원대상(100%), 대규모(60%), 1,000인 이상(50%) 기업으로 구분

숙식비

훈련시간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 실시 시 (숙)식을 제공한 경우
- 식비 : 1일 3,300원
- 숙식비 : 1일 14,000원 (월 한도 330,000원)
- 1일 평균 5시간은 특정 일이 아닌 전체 훈련을 기준으로 판단
* 숙식비(14,000원)가 지원되는 경우 해당일의 식비(3,300원)는 별도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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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종류

훈련수당

주요내용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월 20만원 한도)
- 훈련기간(훈련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이 1개월 이상이고 월 평균 120시간은 특정 월이 아닌 전

체 훈련을 기준으로 판단

(유급휴가훈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한 경우
- 훈련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은 × 150%)
구분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사용근로자 150명 미만
임금의 일부

그 외 기업 근로자

유급휴가기간

훈련시간

계속하여 5일 이상

20시간 이상

계속하여 60일 이상

180시간 이상

(비정규직 대상 훈련)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대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 훈련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 120%)과 실제 지급

시간급 중 낮은 금액
- 단,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훈련하는 경우 지원 불가하며, 지급한 임금 중 참여 훈련시간에 해당

되는 금액 초과 불가

○ 원격훈련
지원금 종류

주요내용
원격훈련 기준단가×훈련시간×수료인원×사업장 규모별 훈련비 지원율
- 원격훈련 기준단가

훈련비

훈련과정 심사 등급

인터넷

스마트

우편

A

5,600

11,000

3,600

B

3,800

7,400

2,800

C

2,700

5,400

1,980

- 훈련시간 : 과정인정신청을 통해 인정받은 훈련시간
- 사업장 규모별 훈련비 지원율 : ‘사업주훈련 규정 제13조’ 참조
* 우선지원대상(120%), 대규모(80%), 1,000인 이상(50%) 기업으로 구분

숙식비
훈련수당

해당없음

임금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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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주체에 따른 훈련비용 신청방법
구분

신청 지원금

신청할 곳

○ 자체훈련(집체, 현장, 원격, 혼합)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전체
사업주가
신청하고
수령하는
지원금

지원금
○ 위탁훈련과정 중 아래와 같은 과정의 전체 지원금
- 통합과정 : ’16.7.1 이전 과정인정승인 받은 과정
- 상시과정* : ’17.1.1 이전 과정인정신청 과정
(과정인정신청일 기준)

훈련비,
숙식비,
수당,
임금의 일부

사업장
소재지관할
지부·지사

○ 위 이외의 위탁훈련에 대한 수당 및 임금의 일부
○ 집체 위탁훈련과정 중 아래와 같은 과정
- 통합과정 : ’16.7.1 이후 과정인정승인 받은 과정
- 상시과정* : ’17.1.1 이후 과정인정신청 과정

훈련기관이
신청하고

(과정인정신청일 기준)
* 상시과정 : 기업맞춤형 훈련, 재난예방과정, 자체+위탁훈련,

채용예정자, 계약학과 등 공단의 상시과정인정

수령하는
지원금

신청과정

훈련비,

훈련실시신고

훈련기관이

접수한 관할

제공한 숙식비

지부·지사

- ’17.1월 이전 인정받고 과정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시심사과정

은 기존대로 사업주가 훈련비 지원신청하고, 사업주에 지급
○ 원격 위탁훈련과정
- ’17.1.1 이후 실시되는 훈련과정(훈련시작일 기준)

* 지원금 신청 주체 여부는 고객센터 및 관할지부지사 담당자를 통하여 확인

3. 사업주가 신청하고 수령하는 지원금

가. 훈련비용 신청자
○ 자체훈련, 위탁훈련 : 사업주(비용을 부담한 자)
- 위탁훈련은 위탁훈련 체결자와 훈련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것이 원칙
- 비용부담주체 및 지원대상은 사업주이므로, 근로자가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부담한 경우

추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나. 지원금 신청 관할 지부‧지사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부‧지사
다. 지원금 신청일(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개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
* 훈련비용 신청 소멸시효는 훈련종료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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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원금의 종류
○ 훈련비, 숙식비, 훈련수당, 임금의 일부 중 각각의 지원요건에 충족할 경우 지원
마. 신청방법
○ 온라인(HRD-Net)으로 신청 또는 오프라인(우편, 팩스 등)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지원금별 증빙서류 스캔 첨부
- 오프라인 신청 시 훈련비용지원신청서*와 지원금별 증빙서류 제출
*｢고용보험법시행규칙｣별지 제58호 및 제58호의2 서식

TIP
< 훈련비용 신청 주체 >

∘ 법인 소속 사업장이 참여한 훈련에 대한 사업주 훈련비용 지원신청 주체는, 위탁계약을 일괄적으로
본사에서 체결하고 훈련비용을 부담한 경우 본사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 사업장 단위별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단위별로 훈련비용을 부담한 경우 사업장 단위별로 지원 신
청하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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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별 증빙자료
지원금 종류

증빙서류
아래 ①∼⑥번 항목 중 한가지 제출
① (전자)세금계산서(‘영수함’으로 기재된 것)
②｢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카드매출전표 + 카드 앞면 복사 사본(사업주명 또는 법인명 확인)
④ 금융기관 계좌이체내역(송금자, 수령자가 기재되어어야 함)

훈련비
(자체훈련의 경우 훈련비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 불요)

⑤ 현금영수증(사업주나 법인번호로 발행)
⑥ 청구(세금)계산서 + 훈련기관 발행 수납확인서(또는 입금표, 계좌이체내역)
※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훈련기관 발행 수납확인서(또는 입금표)만 있는 경우
※ 채용예정자 훈련의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임금대장(1개월분) 추가제출
* 훈련종료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하여야 하며, 일용직으로 채용 시 지급불가
* 단, 고용유지를 지속적으로 하지않고 훈련실시만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모니터링 및 지도

점검 대상이 될수 있음
○ 숙식제공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지출 증빙서류
- 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숙식비지급대장 등

숙식비

- 사업주가 숙식을 현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자체공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위탁훈련시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불한 훈련비 지출 증빙서류에 숙식비가 포함되어 숙
식비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불요 (계산서 발행 시 숙식비
제공 명시)

훈련수당

○ 금융기관 계좌이체내역(훈련생 성명확인 가능할 것) 또는 훈련수당 지급 대장
○ 유급휴가훈련일 경우 : 유급휴가명령서(확인서), 임금대장(3개월분) 사본
* 임금대장은 훈련기간을 포함한 3개월분에 한함

임금의 일부

* 대체인력사용시 대체인력의 소정근로시간 및 지급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비정규직 훈련 : 일용직 ‧ 기간제 ‧ 단시간 ‧ 파견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의 서류, 임금대장 사본

※ 위의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또는 법인명의로 지불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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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훈련기관이 신청하고 수령하는 지원금

가. 세부유형별 훈련비용 신청방법 (1,2형)
○ 훈련비 : 훈련기관이 신청
1형 : 사업주가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는 방식

- 사업주 :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을 훈련기관에 납부
- 훈련기관 :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
2형 : 사업주가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을 납부 후 환급받는 방식

- 사업주 : 실제훈련비(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를 훈련기관에 납부
- 훈련기관 :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신청·수령 후 사업주에게 환급
예시 : 훈련비가 1인당 10만원의 훈련과정(정부지원금 6만원+자기부담금 4만원)
* <1형>
- 사업주 : 훈련기관에 자기부담금 40,000원 납부
- 훈련기관 : 정부지원금 60,000원을 신청하여 수령
* <2형>
- 사업주 : 훈련기관에 훈련비 100,000원을 납부
- 훈련기관 : 정부지원금 60,000원을 신청하여 수령 후 사업주에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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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식비 : 훈련기관 또는 사업주가 신청
1) 사업주가 (숙)식비를 훈련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가) 1형 : 사업주가 자기부담금만 납부
- 사업주 : 실(숙)식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훈련기관에 납부
- 훈련기관 : 실(숙)식비 중 정부지원금을 신청·수령

나) 2형 : 사업주가 실(숙)식비를 납부
- 사업주 : 실(숙)식비를 훈련기관에 납부
- 훈련기관 : 실(숙)식비 중 정부지원금을 신청·수령 후 사업주에게 환급
예시 : 훈련기간이 3일인 과정의 훈련비용 100,000원 중 식비 21,000원 포함
○ <1형>
- 사업주 : 식비 21,000원 중 지원금(9,900원=3,300*3일)을 제외한 11,100원을 훈련기관에 납부
- 훈련기관 : 지원금 9,900원을 신청하여 수령
○ <2형>
- 사업주 : 식비 21,000원을 훈련기관에 지불
- 훈련기관 : 지원금 9,900원을 신청하여 수령 후 사업주에게 환급

2) 사업주가 (숙)식비를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가) 사업주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지원금 신청 후 수령
예시 : 식비 21,000원을 사업주가 별도 근로자에게 지급
* 사업주가 21,000원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후 정부지원금(9,900원)을 수령

○ 임금의 일부 및 수당 : 사업주가 신청
- 사업주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후 정부지원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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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형별 업무 프로세스
< 유형별 비용지급 체계도 >

1형 : 사업주가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는 방식

○ 사업주 :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을 훈련기관에 납부
○ 훈련기관 :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
【 과정인정 신청 】

훈련기관

【 훈련위탁계약 체결 】

⇔

훈련기관

공단, 심평원

⇔

사업주

□ 사업주 : 교육신청 의뢰
○ 훈련생 및 사업장 기본정보 제공
- 자사근로자, 타사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
- 주민번호, 회사명, 사업장관리번호, 회사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등

□ 훈련기관 : 사업장 기본정보 조회
○ 사업장규모, 고용보험 체납여부, 지급가능액, 지급제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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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계약 체결
○ 계약범위 : 훈련과정명, 계산서 발행, 사업장 정보, 훈련생 정보 등
○ 계약기간 및 인원 : 훈련시작일, 훈련종료일, 훈련인원 등
○ 계약금액 및 지급
- 총 계약금액, 정부지원금, 자비부담금으로 구분
- 미수료자 훈련비 처리에 대한 내용
- 훈련비용 결제 시기 및 방법에 대한 내용

○ 기타 위탁계약에 필요한 사항

【 실시신고 】

훈련기관

⇔

공단

□ 과정별 훈련생 등록
○ 고용형태 : 자사근로자, 타사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채용예정자, 취득예정자 등 구분
○ 인적사항 : 성명, 주민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등

□ 훈련비용 등록 : 정부지원금, 자비부담금 구분
○ 실제훈련비용 : 훈련기관 책정 훈련비, 실(숙)식비
○ 정부지원금 : 훈련비, (숙)식비, 임금의 일부
* 단기체납의 경우 훈련생 등록 가능

□ 첨부파일 업로드
○ 근로계약서(일용직, 기간제, 단시간, 파견직) 등(필요시만)
【 자기부담금 납부 】

훈련기관

⇔

사업주

○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주의 자기부담금 납부
* 자기부담금 납부 시기는 위탁계약서에 따라 훈련기관, 사업주간 자유롭게 결정

【 수료보고 】

훈련기관

⇔

공단

○ 수료자명단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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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비용 신청 】

□ 미수료자 처리

훈련기관

⇔

사업주

○ 미수료자 부분에 대한 훈련비 추가 납부
* 미수료자 훈련비는 훈련기관-사업주간 별도 단가 책정 가능
* 미수료자 훈련비 납부시기는 훈련기관-사업주가 협의하여 결정

□ 정부지원금 신청

훈련기관, 사업장

⇔

공단

○ 훈련기관 : 훈련비, (숙)식비
- 훈련비 :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신청 후 수령
- (숙)식비 :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신청 후 수령

○ 사업주 : (숙)식비, 임금의 일부, 수당
- (숙)식비 : 사업주가 별도로 (숙)식을 제공한 경우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지원금 신청 후 수령
- 임금의 일부 : 사업주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지원금 신청 후 수령
- 훈련수당 :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후 수령

□ 증빙서류 업로드(제출)

훈련기관, 사업장

⇔

공단

○ 훈련기관
- 숙박비 증빙서류 : 숙박비 지급대장 등(훈련비, 식비는 증빙서류 미제출)

○ 사업주
- (숙)식비 증빙서류 : 숙식비 지급대장 등
- 임금의 일부 및 수당 : 유급휴가명령서, 임금대장 사본, 수당지급내역 등

2형 : 사업주가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을 납부 후 환급받는 방식

○ 사업주 : 실제훈련비(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를 훈련기관에 납부
○ 훈련기관 :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신청·수령 후 사업주에게 환급
【 과정인정 신청 】

훈련기관

【 훈련위탁계약 체결 】

⇔

훈련기관

심평원

⇔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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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 교육신청 의뢰
○ 훈련생 및 사업장 기본정보 제공
- 자사근로자, 타사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
- 주민번호, 회사명, 사업장관리번호, 회사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등
- 사업주(또는 담당부서장) 휴대번호, 지원금 입금 계좌번호

□ 훈련기관 : 사업장 기본정보 조회
○ 사업장규모, 고용보험 체납여부, 지급가능액, 지급제한 여부 등

□ 위탁계약 체결
○ 계약범위 : 훈련과정명, 계산서 발행, 사업장 정보, 훈련생 정보 등
○ 계약기간 및 인원 : 훈련시작일, 훈련종료일, 훈련인원 등
○ 계약금액 및 지급
- 총 계약금액, 정부지원금, 자비부담금으로 구분
- 훈련비용 결제 시기 및 방법에 대한 내용

○ 기타 위탁계약에 필요한 사항
【 훈련비용 납부 】

훈련기관

⇔

사업주

○ 사업주 : 위탁계약체결에 따른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납부

【 실시신고 】

훈련기관

⇔

공단

□ 과정별 훈련생 등록 및 사업주 정보 입력
○ 훈련생
- 고용형태 : 자사/타사근로자, (비)정규직, 채용예정자, 취득예정자 등
- 인적사항 : 성명, 주민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등

○ 사업주 휴대번호, 지원금 입금 계좌번호

□ 훈련비용 등록 : 정부지원금, 자비부담금 구분 표시
○ 실제훈련비용 : 훈련기관 책정 훈련비, 실(숙)식비
○ 정부지원금 : 훈련비, (숙)식비, 임금의 일부
* 단기체납의 경우 훈련생 등록 가능

□ 첨부파일 업로드
○ 근로계약서(일용직, 기간제, 단시간, 파견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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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보고 】

훈련기관

⇔

형과 동일”

“1

공단

○ 수료자명단 입력
【 훈련비용 신청 】

훈련기관, 사업장

⇔

공단

□ 정부지원금 신청
○ 훈련기관 : 훈련비, (숙)식비
- 훈련비 :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신청 후 수령
- (숙)식비 :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신청 후 수령

○ 사업주 : (숙)식비, 임금의 일부, 수당
- (숙)식비 : 사업주가 별도로 (숙)식을 제공한 경우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지원

금 신청 후 수령
- 임금의 일부 : 사업주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지원금 신청 후 수령
- 훈련수당 :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후 수령

□ 증빙서류 업로드(제출)
○ 훈련기관
- 숙박비 증빙서류 : 숙박비 지급대장 등(훈련비, 식비는 증빙서류 미제출)

○ 사업주
- (숙)식비 증빙서류 : 숙식비 지급대장 등
- 임금의 일부 및 수당 : 유급휴가명령서, 임금대장 사본, 수당지급내역 등

【 사업주 SMS 발송 】

공단

⇔

사업주

□ 정부지원금 지급 알림 SMS 발송(관련법령 정비 후 발송 예정)
○ 훈련기관에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면 사업주(또는 담당부서장)에게 SMS문자 발송

【 정부지원금 사업주 환급 】

훈련기관

⇔

사업주

○ 훈련기관
- 훈련비 : 정부지원금을 사업주에게 환급
- (숙)식비 : 정부지원금을 사업주에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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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별 증빙자료 (훈련기관이 훈련비 지원신청하는 과정)
구분

유형

비용신청주체

①형
자기부담금만

증빙서류

비용지원신청서,
훈련기관

숙박사용 시

훈련기관에 납부한 경우

증빙서류

훈련비
(숙식비 포함)

②형

훈련기관 신청·수령

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

후 정부지원금을

훈련기관에 납부한 경우

사업주에게 환급

비용지원신청서,
숙박시 증빙서류

※단, 비용신청서는 HRD-net으로만 제출 가능

5. 훈련비용 지원 한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가. 개 념
○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 및 사업주 훈련 실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사업주가 받
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총액의 상한을 제한
나. 지원 한도 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및 사업주훈련 규정 제22조)
○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
산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100분의 100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
- 비용지원 한도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 다만,｢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지원․융자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개산보험료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지원 한도 기준
○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따라서, 대규모(우선지원)기업으로 적용을 받던 사업주가 익년도에 확정 정산 등의 결

과로 우선지원(대규모)기업으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확정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이며,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하는 개산보험료로 볼 수는 없으므로 훈련비용의 지원한
도는 변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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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증가 또는 감액신청을 하여 납부 또는 감액

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 개산보험료 및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훈련비용 지원이 변
경될 수 있음
○ 훈련실시 기간이 2개 년도에 거쳐 실시되는 경우에는 훈련이 실시된 해당연도의 지원한도
내에서만 비용지원 가능
예시 : 훈련비용 지원한도
* 사업주 “갑”의 비용지원한도가 ‘15년 600만원, ’16년 700만원이며, ‘15년은 비용지
원한도를 모두 사용하였고 ’16년의 경우 비용지원한도가 일부 남아있는 경우 사업주
“갑”이 소속 근로자 10명을 대상으로 ‘15. 11. 1 ～’16. 1. 20까지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 ’16. 1. 1 ～ 1. 20까지 실시된 훈련에 대해서만 비용지원이 가능하며 ‘15. 11. 1 ～
‘15. 12. 31까지 실시된 훈련에 대해서는 비용지원 불가

○ 비용지원 한도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주 단위로 정함
예시 : 지원한도액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법인 갑은 본사 이외에 A, B 사업장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본사, A, B
사업장이 각각 고용보험에 가입‘12년도 개산보험료는 본사 30만원, A사업장 100만원, B
사업장 300만원일 경우 지원한도액 계산
- 본사, A, B사업장의 개산보험료를 모두 합친 430만원의 240%인 1,032만원이 지원한도액임
※ 본사, A, B 사업장별로 각각 지원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님

라. 비용지원 한도의 예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항)
○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안
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80%까지 추가 지원(추가지원 대상기업은 개산보
험료×240%(대규모기업 100%) 시 최저연간지원한도(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 양성훈련 지원금 및 유급휴가훈련의 임금의 일부는 지원한도적용에서 제외
6. 소멸 시효 (｢고용보험법｣ 제107조)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의 소멸 시효 : 3년
나. 소멸시효의 기산점
○ 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기산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은 “훈련이 끝난 후나 매 3개월간의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신청하여야 함
○ 훈련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용지원신청을 할 경우,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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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민법｣ 제16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3조)
○ 비용신청(청구)
- 사업주의 지원금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공단 지부‧지사의 지급일 기준

이 아님)
- 따라서 소멸시효 이내에 비용지원 신청이 접수된 경우 처리기한과 관계없이 비용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 중단 이후부터 소멸시효 3년이 새롭게 진행(단, 이전 지원신청이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7. 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제한
(｢고용보험법｣ 제35조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신청할 때 ｢고용보
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고용보험료가 완납될 때까지 정지
- 추후 보험료를 완납할 시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 다만,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이 기간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예시 : 회생절차에 있는 사업장의 훈련비용 지급가능 여부
* 회생절차에 있어 고용보험 징수 유예를 받은 사업주 “갑”이 이전 실시한 훈련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기업이 회생절차에 있어 고용보험 징수 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납부할 고용
보험료의 탕감이 아닌 연체금 징수 면제에 해당하여, 체납상태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체납한 고용보험료를 완납하여야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함

8.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항)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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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명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에 한정됨
예시 : 훈련비용 지급 여부
* 사업주 “갑” 소속 근로자 60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면서 근로자 57명은 정상적으로
수료를 하였으나 근로자 3명의 경우 출석부를 조작하여 수료처리 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신청한 경우
- 출석부를 조작하여 수료처리 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신청한 3명에 대한 훈련비용은
미지급, 정상적으로 수료된 57명에 대한 훈련비용은 지급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3년의 범위
에서 고용노동부의 령으로 정하는 동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
1) 지원금 지급 제한기간 동안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권리 발생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제한

기간 동안 이뤄진 훈련에 대해서는 제한 기간 이후에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근로
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예시 : 지급제한 기간 중 실시한 훈련의 훈련비용
* 사업주 “갑”은 부정수급으로 ’17. 3 .7일자로 지급 제한(’17. 1. 1 – 12. 31) 처분을 받음
- 사업주 “갑”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17. 2. 1부터 2. 6일까지 훈련을 실시하여 지급
제한 처분이 행해지기 이전인 ’17. 2. 25일자로 비용지원신청을 한 경우
- 사업주 “갑”이 실시한 훈련이 지급 제한 기간 동안 이뤄져 있으므로 지급 제한 처분이
발생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훈련비용은 지급되지 않으며 만일 지급 제한 처분 이전에
지급이 이뤄진 경우라면 반환을 명령

2) 지원금 지급 제한기간 이전에 정상적으로 이뤄진 훈련의 경우 지급제한 기간 동안이라

도 지원금 지급
예시 : 지급제한 기간 이전에 실시한 훈련의 훈련비용
* 사업주 “갑”은 부정수급으로 ’17. 3. 7일자로 지급 제한(’17. 1. 1 – 12. 31) 처분을 받음
- 사업주 “갑”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16. 12. 1부터 12. 6일까지 훈련을 실시하여
지급 제한 처분기간인 ’17. 5. 2일자로 비용지원신청을 한 경우
- 사업주 “갑”이 지원금 제한 기간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제한 이전에
정상적으로 훈련이 이뤄졌으므로 지원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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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훈련기간의 일부가 지급제한 기간과 겹치는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9. 훈련 중도포기자에 대한 비용지급(규정 17조4항)

○ 집체훈련, 현장훈련에만 해당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고 아래 요건
에 해당되는 경우 중도 포기 시까지 지원금 일할계산 후 지원
- 양성훈련(채용예정자, 구직자 대상)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생이 12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TIP
< 중도탈락자에 대한 지원금 >

∘ 훈련비 : 1인당 지원금 기준액 × (중도탈락일까지의 참여훈련시간 / 전체훈련시간)
∘ 식비 및 숙식비 : 중도 탈락일까지 출석한 일수 계산 후 지급
∘ 훈련수당 : 20만원 한도내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 × (중도탈락일까지의 훈련일수 / 해당 월의 일
수)
※ 중도탈락자에 대한 일할계산이란 최소 1개월(120시간) 이상의 훈련에 참여한 이후 중도탈락 일
수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지원한 금액임

예시 :’17.3.1∼’17.4.20까지 실시되는 훈련(주말 제외)의 중도탈락자 훈련수당 산정
* 주5일 연속훈련이며, 주말은 실시되지 않는 과정의 훈련생이 3.8일에 중도탈락한 경우
(3월 중도탈락일까지의 훈련일수 : 6일, 3월 해당월의 일수 : 31일)
- 200,000원 × (6일 / 31일) = 38,700원 (38,709.6원, 원단위 절사)

10. 기타 비용지급 관련 사항

가. 훈련실시기관 귀책사유로 인하여 훈련생이 수료하지 못한 경우
○ 훈련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훈련생이 수료하지 못한 경우라도 훈
련비 지원은 불가
나. 훈련실시기관에 ‘훈련비’를 훈련대상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훈련비’(정부지원금이 아님)는 훈련실시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2개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훈련비를 다르게 정하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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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훈련실시 중 퇴사한 경우 비용지원 가능 여부
○ 사업주 위탁/자체 훈련 실시 중 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 원
칙적으로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훈련생이 사업주훈련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정상적으

로 훈련을 수료한 경우 훈련비 지원 가능
- 해당 훈련생이 지원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훈련 중

훈련생이 퇴사하여 고용상의 지위가 변동되더라도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전적으로 부담
하고 훈련생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수료한 경우라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훈련비용을 신청
한 경우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훈련비용을 신청한 경우,
신고 의무자가 훈련비용을 신청한 사업주임을 감안하여 취득신고를 하도록한 후 지원해
야함
- 단, 65세 이상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중 생계 목적으로 계속 3개

월 이상 근무하는 자),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에 따라 일부 고용보험 적용되는 자) 등은
취득신고 후 지원
마. 근로자 개인 법인카드로 훈련비를 지출한 경우 지원 가능 여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훈련을 참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실시한 훈련으로 인정되면 지원가능
- 개인법인카드라도 해당 사실을 공문 등을 통해 사업주가 입증하면 훈련비 지원 가능

바. 채용예정자가 훈련실시 중에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 채용예정자는 훈련개시일 당시에 고용보험취득이 안된 상태이면 되고, 훈련실시 중(훈련
종료일 전)에 고용보험취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훈련실시 중 채용이 되어 고용보험취득한 경우, 채용예정자였던 기간동안의 훈련수

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채용 후 임금을 받는 상태라면 채용 후 훈련종
료일까지의 훈련수당은 지급 불가
- 즉, 채용 후 무급 상태가 아닌 한, 훈련수당은 채용예정자 기간인 동안에만 지급(전산 상

사유기재하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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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업장 인수․합병 등 사업주의 지위가 변동되는 경우
○ 훈련실시 중 포괄적 양도․양수 또는 합병이 이루어지고 소속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고용보
험료(체납 보험료 포함) 등의 승계가 명백한 경우
- 적법하게 훈련이 실시되고, 양수 사업주(합병회사)에게 훈련비용 지원금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양도 사업주(피합병회사)에게 받은 경우에 한하여 양수 사업주에게 비용
지원 가능
아.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비용지급 가능여부
○ 폐업 등에 따른 고용보험관계 소멸이전에 훈련이 종료되고, 비용지급을 위한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용지급이 가능
- 단, 이는 개인 사업장에 한하고, 법인인 사업장인 경우 지원금 신청의 주체가 소멸되기 때

문에 비용지원 신청을 할 수 없음
* 단, 법인 사업장의 경우 소멸결정일이 기금결제일 이후일 경우, 기금결제 당시에는 소멸일이 확정되
지 않은 상태이므로 HRD-Net에 폐업여부가 반영되지 않아 비용지급이 되는 경우 추후 환수 조치

자. 훈련기관 인증평가 등급이 “인증유예”인 훈련기관에서 실시된 훈련
○ 원칙적으로 “인증유예”등급의 훈련기관은 과정인정승인 받을 수 없으나, 기 승인 훈련과
정 운영 중 등급이 “인증유예”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과정유효기간 내에 훈련실시 가능하
며, 이때 산정된 훈련비의 50%로 차등지원
*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신규기관 및 기존기관(훈련실적이 있는 기관)은 “인증유예”등급으로 보며, 해
당기관이 실시한 훈련비도 50% 차등지원 적용(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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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방 법에 따 른 훈 련 비용 지 급요 건

8

< 훈련방법에 따라 지원될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 >
지원금

훈련비

숙식비

훈련수당

임금의 일부

집체훈련

O

O

O

O

현장훈련

O

O

O

×

O

×

×

×

훈련방법

원격훈련
(인터넷/우편/스마트)

* 훈련방법과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은 각각 상이
* 지원금은 지원금 종류별 각각의 지급요건에 충족할 경우 지원

1. 집체훈련

가. 훈련비
1)

산정방법
○ 표준훈련비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사업주 규모별 집체훈련과정
훈련비 지원율
* 단, 위탁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17.2.27 이전 실시한 훈련과정 산정방법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사업주 규모별 집체훈련과정 훈련비 지원율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제2016-47호)

○ ‘훈련시간’이란 과정인정신청을 통해, 인정받은 훈련시간을 의미
○ 훈련인원은 하나의 과정에 참여하는 인원으로 훈련실시신고를 통해 공단에 실시신고 접
수된 인원을 의미
2)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표준훈련비의 100%
-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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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기업 : 표준훈련비의 60%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서,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미만인 기업

○ 1,000인 이상 기업 : 표준훈련비의 50%
-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인 기업

TIP
< 훈련과정의 종류 >

∙ 외국어과정 :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직무관련성과 무관한 과정도 수
강가능(단, 외국어능력평가 등을 위한 과정은 인정불가)
∙ 단기향상 :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 중, 훈련시간이 120시간 미만이거나 훈련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과정(120시간이면서 1개월 이상인 경우는 해당없음)
∙ 장기향상 :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 중,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이면서 훈련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과정
∙ 양성훈련 :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 비정규직대상 훈련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
∙ 전직훈련 : 생애 재설계 등을 목적으로 중장년층 전직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 컨소시엄훈련 : 기업 또는 사업주 단체 등이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
는 훈련
*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및 훈련과정은 별도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

○ 교대제 전환 장려에 따른 훈련비 지원 우대
-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늘려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 이후 교대제

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휴무조에 속하는 근로자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수료
인원에 대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사업주에게는 위탁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분
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지원금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① 교대제 전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휴무조에 속하는 근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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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숙식비(규정 제17조3항)
○ 사업주가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지원
- 식비 : 1일 3,300원 (컨소시엄 훈련의 경우 1일 5,000원)
- 숙식비 : 1일 14,000원 (월 한도 330,000원)
※ 단, 위탁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 숙식비가 지원되는 경우 해당일의 식비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음
예 시 : 숙 식 비 계 산 (단 기 과 정 의 경 우 )
* 1일 평균 5시간 이상의 훈련을 4박5일간 실시한 경우
- (4일 × 14,000원) + (1일 × 3,300원) = 59,300원

○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날에는 숙식비 지원이 불가
- 단,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를 운영하는 경우에 숙식비 월 한도 330,000원 지급 가능
※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할계산 지급

○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숙식비를 현금으로 지원한 경우 해당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을 한
도로 지원 (단, 숙식비 월 한도 330,000원내에서 환급)
○ 위탁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직접 훈련생에게 숙식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제공하거나 수
탁훈련기관에 숙식비 명목으로 훈련비를 지급하고 수탁훈련기관에서 훈련생에게 숙식
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제공하는 형태도 가능함

TIP
< 1일 평균 5시간의 의미 >

∙ 1일 평균 5시간 이상 여부는 특정 일이 아닌 전체 훈련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일의 훈련시간
이 5시간 이상이더라도 전체 훈련과정에서 1일 평균 5시간 미만이라면 전체 훈련에 대해서 숙식
비 지급 불가
- 전 훈련과정의 평균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과정에서, 특정일이 5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숙

식비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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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훈련수당(규정 17조2항)
○ 사업주가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
상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월
20만원까지 지원

TIP
<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 >

∙ 훈련기간(훈련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이 1개월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월평균 12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
* 1개월은 월력에 의함
* 예 : 5월 8일 시작한 훈련은 종료일이 6월 7일 또는 그 이후인 경우 1개월 이상의 훈련에 해

당
∙ 월 평균 120시간 여부는 특정 월이 아닌 전체 훈련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월이 120
시간 이상이더라도 전체 훈련과정이 월 평균 훈련시간이 120시간이 아니라면 전체 훈련에 대
해서 수당 지급 불가
* 120시간이 넘는 특정 월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예 시 : 월 평 균 120시 간 이 상 산 정
① 훈련기간이 10. 7 ∼ 11. 5 이고, 전체 훈련시간이 130시간인 과정
* 훈련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훈련수당 지급과정이 아님
② 훈련기간이 7. 16 ∼ 9. 10 이고, 전체 훈련시간이 200시간인 과정
* 7. 16 ∼ 8. 15까지 1개월
* 8. 16 ∼ 9. 10은 일수가 26일이므로 26/31≒ 0.84로 계산하여
⇒ 이 훈련과정은 개월 수가 1.84에 해당
☞ 따라서 200시간÷1.84개월 ≒ 108.7시간이 되어 월평균 120시간 미만이므로 훈련
수당 지급과정에 해당되지 않음
☞ 위 과정이 훈련수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시간을 221시간 이상(1.84개월
×120시간≒220.8)으로 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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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금의 일부

○ 지급대상 훈련
* 유급휴가 훈련 : 향상 위탁훈련 중 집체훈련만 지원 가능(자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

훈련, 양성훈련은 지원 불가)
* 비정규직 대상 훈련 : 향상훈련 중 집체훈련, 현장훈련만 지원 가능(원격훈련, 혼합훈련, 양성

훈련은 지원 불가)

1) 유급휴가훈련(규정 제17조5항)

○ 사업주가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
력개발훈련
*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유급휴가훈련의 요건
- 대상 :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자영업자 제외)
*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서 상시사용근로자가 150명 이상인 기업근로자는 1년 이상 재직
하고 있어야 함

- 채용예정자, 구직자, 다른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는 대상에

서 제외
-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통상임금 미만 지급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TIP
< 통상임금이란? >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금액(｢근로기준법｣제6조)

○ 유급휴가기간(규정 제17조5항 참조)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상시사용근로자 150명 미만 기업 근로자
: 계속하여 5일 이상

② ①항 이외 기업 근로자(단, 1년 이상 재직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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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여 60일 이상

TIP
< 유급휴가 기간 >

∙ 유급휴가기간이 훈련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훈련일수 및 훈련기간이 반드시 5일 이상,
60일 이상일 필요는 없음
- 또한, 휴가기간 중 공휴일 및 기업자체휴무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무방

∙ 5일과 60일은 일수를 의미하므로, 60일의 경우 월력상 2개월이더라도 60일이 안되는 경우
(예:1.1∼2.28)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훈련시간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상시사용근로자 150명 미만 기업 근로자
: 20시간 이상의 훈련

② ①항 이외 기업 근로자
: 180시간 이상의 훈련

○ 지원금액
- 훈련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 150%)
- 단,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중 참여 훈련시간에 해당되는 금액 초과불가
<연도별 시간급 최저임금액>

108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4,580원

4,860원

5,210원

5,580원

6,030원

6,4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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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중 참여 훈련시간에 해당되는 금액 산정방법 >

①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 훈련시간×시급
② 임금을 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 훈련시간×(일급÷1일 소정근로시간 수)
③ 임금을 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 훈련시간×(주급÷1주 소정근로시간 수)
④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 훈련시간×(월급÷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

예시 : 유급휴가훈련 임금의 일부 산정
① 임금 150만원을 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김OO(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
`15년도에 8일간 60시간의 유급휴가훈련에 참여한 경우
- 최저임금액(A) : 60시간 × 5,580원(`15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 150% = 502,200원
- 참여 훈련시간에 지급한 임금액(B) : 60시간×(150만원÷209시간)=430,622원
→ 지원액 : 430,622원 (훈련시간동안 받은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B금액 지원)
② 임금 200만원을 받는 대규모기업 근로자 이OO(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이
`15년도에 65일간 330시간의 유급휴가훈련에 참여한 경우
- 최저임금액(A) : 330시간 × 5,580원(`15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 1,841,400원
- 참여 훈련시간에 지급한 임금액(B) : 330시간×(200만원÷226시간)=2,920,353원
→ 지원액 : 1,841,400원 (훈련시간동안 받은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을 초과시에는 A금액 지원)
※ 단, 위 훈련과정 및 훈련생은 유급휴가훈련요건 ‧ 수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

2)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훈련(규정 제17조1항 참조)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의 경우,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동안의 임금의 일부 지원
- 단,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훈련하는 경우 지원 불가

※ 훈련시간이 일부 근로시간에 포함 된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 훈련시간만 산정하여
임금의 일부 계산해서 지원
○ 지원금액
- 훈련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0%)
- 단,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중 참여 훈련시간에 해당되는 금액 초과불가

TIP
< 기술 ‧ 기능장려를 위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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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기능 ‧ 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 중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
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

2. 현장훈련(규정 제14조)

가. 훈련비, 숙식비, 훈련수당 : 집체훈련과 동일
나. 임금의 일부 : 현장훈련은 임금의 일부가 지원되지 않음

3. 원격훈련(인터넷, 우편, 스마트훈련 : 규정 제13조)

가. 훈련비
○ 산정방법
- 원격훈련 지원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비율
- 단, 위탁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비율 : 우선지원대상기업(120%), 대규모기업(8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50%)

<원격훈련 지원금(제13조 관련)>
(단위 : 원)
훈련과정 심사 등급

인터넷

스마트

우편

A

5,600

11,000

3,600

B

3,800

7,400

2,800

C

2,700

5,400

1,980

예시 : 원격훈련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근로자 김OO이, 훈련시간이 16시간인 재무회계(심사등급:B)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 지원금액
⇒ 3,800원 × 1명 × 16시간 × 120% = 72,960원
* 대규모기업 소속근로자 이OO이, ××훈련기관에서 엑셀실무(심사등급:B) 우편원격훈련과
정(훈련시간 32시간)을 수료한 경우 지원금액
⇒ 2,800원 × 1명 × 32시간 × 80% = 71,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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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과정에 대한 비용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유효기간(인정통보일로부
터 1년) 및 훈련과정 적합심사 유효기간 내에 실시되어야 함(규정 제4조)
- 훈련과정 인정 유효기간 중이라도 해당 훈련과정 실시 시작일에 훈련과정 심사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비용지원 불가
- 훈련기간 중 해당 훈련과정의 심사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훈련시작일 시점의 심사등급

을 적용하여 지원한도 산정
나. 숙식비, 훈련수당, 임금의 일부 : 해당 없음

4. 혼합훈련

○ 개별 훈련과정의 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산정한 지원금을 합한 금액을 지원
5. 훈련비 지원금의 예외(사업주훈련지원 규정 제16조 관련)

○ 외국어과정 지원금은 산정된 훈련비의 100분의 50을 지원
* 외국어 과정의 경우 기초·일반회화일 경우 일반 사무의 기본소양으로 보아 ncs직종코드를 일반사
무로 적용하고, 훈련 내용이 특정분야일 경우에만 해당 ncs직종코드를 적용

○ 고용조정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에 속하는 기업이 실시하는 훈련비는 지원수준
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하여 지원율 등을 별도 지정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 근로자의 재취업
교육과 새로 진출한 업종에 대한 근로자 교육 등을 위해 집체훈련을 실시한 경우 각각의
지원금 요율 상향
* 해당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문서 등으로 확인하여 추가지원
<지원금 예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지원요율(제16조 관련)>
사업주 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

1,000인 미만
대규모기업

1,000인 이상
대규모기업

지원율

100%(상향없음)

60% → 80%

50%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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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사업주훈련 실시했으나, 훈련비용지급 불가한 경우 예시>

① 훈련실시신고 오류
∙ 실시신고 시 훈련대상이 아닌 자를 훈련생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예시) 사업주(임의가입 자영업자 등)이 훈련실시 신고 시 적용제외 근로자 등으로 신고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지원 불가(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 관련)
∙ 훈련실시신고, 확정자 변경신고 등을 기한 내 완료하지 않은 경우 훈련비용 지급 불가
∙ 취득예정자로 실시신고하고, 고용보험 취득하지 않은 경우 등
② 훈련생이 훈련비를 부담한 경우
∙ 훈련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고, 훈련생 본인이 납부한 경우 훈련비용 지급 불가
∙ 훈련비용을 훈련생이 먼저 납부하고, 사업장에서 훈련비를 훈련생에게 재 지급해 준다 하더라도
비용지급 불가
∙ 사업주 및 사업장의 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재한 경우 등
③ 훈련참여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 훈련개시일로부터 비용지원완료 기간 중 폐업한 법인 사업장이 실시한 훈련비용 지급 불가
∙ 훈련수료일 이전 폐업한 개인 사업장이 실시한 훈련비용 지급 불가 등
* 단, 폐업신고 일자 당일에 HRD-Net 및 고용보험정보시스템에 즉시 반영이 되지 않는 문제로 인

해, 해당경우는 사후 발견 시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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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사 업 주 직 업 능 력 개 발 훈 련 지 원 규 정 (’17.2.27)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시행 2017.2.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5호, 2017.2.2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란 ｢고용보험법｣ 제3장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받는 사업주를 말한다.
2. “재직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는 사업에 재직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와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3. “채용예정자”란 ｢고용보험법｣제3장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는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

용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4. “구직자”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자체훈련”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

련을 말한다.
6. “위탁훈련”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
(이하 “수탁훈련기관”이라 한다)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7. “집체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
(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8. “현장훈련”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9. “원격훈련”이란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10.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

을 말한다.
11. “우편원격훈련”이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한다.
12. “스마트훈련”이란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

용하여 원격 등의 방법으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13. “혼합훈련”이란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

련을 말한다.
14.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15.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이란 인터넷원격훈련기관이나 우편원격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훈련생

관리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6. “대체인력”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유급휴

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동안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 수
행을 위해 직무재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새로 채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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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업대학”이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고숙련 수준의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

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또는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학위가 인정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18. “일학습병행제” 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의 역량을 국가
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이나 연계학교 학력 등으로 인정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
19. “외국어 과정”이란 어학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
20. “현장 모니터링”이란 제도개선 또는 부정·부실훈련 방지를 목적으로 훈련기간 중 또는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 한국

산업인력공단이 훈련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관계인 면담, 설문조사, 훈련관련 자료의 조사 및 확인, 실태조사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2장 훈련과정의 인정 등
제3조(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업능
력개발훈련과정(이하 “훈련과정”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분사
무소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훈련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격훈련과정과 원격훈련이 포함된 혼합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훈련과정 적합 여부
심사를 거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사전에 적합 판정을 받은 원격훈련을 포함한 혼합훈련을 자체
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공단은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훈련과정의 적합심사 등) ① 공단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에 대하여 훈련과정 적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훈련과정은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심
사절차,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훈련과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훈련과정을

포함한다)
2. 원격훈련과정 및 원격훈련이 포함된 과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훈련 중 다음 각 호의 훈련과정에 대한 적합 여부 심사는 제1항에 따른다.
1. 사업주(생산물의 완성·판매 등에 있어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주를 포함한다)가 훈련 기본 계획(훈련의 목적·내용·일정

등을 말한다)을 수립하여 위탁하는 맞춤형 훈련과정
2. 채용예정자 훈련과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훈련과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훈련과정 적합 여부 심사는 근로자 직무수행능력 향상과의 직접적 관련성, 훈련분량의 적정
성, 교·강사 적정성, 훈련내용·방법의 적정성, 훈련평가 방법·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 중 원격훈련 및 원격훈련이 포함된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시장에
서의 공급 실태, 훈련내용·방법의 적정성 수준 등에 따라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 중 원격훈련과정은 심사발표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갖는다. 다
만, 유효기간 자동연장 기준을 갖춘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1년 범위에서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등급 부여 및 제6항의 효력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5조(훈련과정 인정 제외 대상) 규칙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은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이나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2.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부동산·주식 투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다만, 생애 재설계 등을 목적으로 전직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직지원 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정규 교육과정.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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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접 개설·운영하는 ｢평생교육법｣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교육
과정
나. ｢고등교육법｣제2조제6호에 따른 기술대학이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교육과정
다.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
능력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서｢대학설립·운
영규정｣별표 1에 따른 계열별 구분 중 소계열 상 이학·공학에 해당하는 전문학사·산업학사·학사과정
4.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5.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훈련 과정
6.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과정
7. 그 밖에 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과정

제6조(훈련과정의 인정요건 등) 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외국어
과정은 집체훈련 또는 인터넷원격훈련으로만 가능하다.
1. 집체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가.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일 것.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단
서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이거나 훈련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원을 초
과할 수 있다.
나. 1일 훈련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공단 분사무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그 밖에 해당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인력 등을 갖출 것
2. 현장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가. 사업주가 직접 실시할 것.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나.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으로 해당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
과정의 훈련목적, 훈련내용 등과 관련성이 있을 것.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채용예정자 및 재직기간이 1년 이내
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0시간 이내의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신규 생산 설비의 도입·업무 전환·장기 현장
훈련이 필요한 직무 특성 등의 사유로 공단 분사무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훈련내용 중 이론편성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채용예정자 및 재직기간이 1년 이
내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0시간 이내의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신규 생산 설비의 도입·업무 전환·장기 현
장 훈련이 필요한 직무 특성 등의 사유로 공단 분사무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훈련시간은 현장훈련 이전에 실시한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 훈련시간의 100분의 400 미만(최대 600시
간 이하)일 것.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채용예정자 및 재직기간이 1년 이내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0시간 이내의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신규 생산 설비의 도입·업무 전환·장기 현장 훈련이 필요한 직무 특성 등의 사유로
공단 분사무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해당 근무현장에서 영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27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르칠 것
3. 인터넷원격훈련 또는 스마트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일 것
나. 훈련과정 분량이 8시간 이상일 것. 다만, 스마트훈련은 집체훈련을 포함할 경우 원격훈련분량은 전체 훈련시간(분
량)의 100분의 20이상(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 한다)이어야 한다.
다. 학습목표, 학습계획, 적합한 교수·학습활동, 학습평가 및 진도관리 등이 웹(훈련생 학습관리 시스템)에 제시될 것
라. 훈련의 성과에 대하여 진행단계 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할 것
마. 공단이 운영하는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출 것
바. 별표 1의 원격훈련 인정요건을 갖출 것
4.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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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재를 중심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생에 대한 학습지도, 학습평가 및 진도관리가 웹(훈련생학습관리시
스템)으로 이루어질 것
다. 나목에 따른 교재에는 학습목표 및 학습계획 등이 제시되고, 학습목표 및 내용에 적합한 교수 및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다만, 교재 이외의 보조교재 및 인터넷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라. 훈련기간이 2개월(32시간) 이상일 것
마. 월 1회 이상 훈련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주 1회 이상 학습과제 등 진행단계 평가를 실시할 것
바.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출 것
사. 별표 1의 원격훈련 인정요건을 갖출 것
5. 혼합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훈련방법(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별로 해당 요건을 갖출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현장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현장훈련과정의 요건 중 나목 및 라목을 제
외한 요건을 갖출 것. 다만, 훈련시간은 병행하여 실시되는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 훈련시간의 100분의
400 미만(최대 600시간 이하)이어야 한다.

다. 원격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격훈련분량은 전체 훈련시간(분량)의 100분의 20이상(소수점 아래 첫째자
리에서 올림한다)일 것. 다만, 우편원격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훈련 분량은 2개월(3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라. 훈련목표, 훈련내용, 훈련평가 등이 서로 연계되어 실시될 것
마. 훈련과정별 훈련 실시기간은 서로 중복되어 운영되지 않을 것
제7조(훈련과정 인정 등의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
2.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시범 훈련과정
3.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
4. 고숙련의 훈련과정
5. 일학습 병행제 인정 훈련과정
6.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적용한 훈련과정
7. 전직지원 훈련과정
8. 제5조제3호다목에 따른 훈련과정

제8조(훈련실시신고 등)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별지2호 훈련실시신고서 서식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실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훈련 개시 후 30일 이내

에 훈련실시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훈련개시일 직전의 공휴일이 아닌 날(다만, 해당일이 토요일인 경우에
는 그 직전의 공휴일이 아닌 날로 한다)의 오후 6시까지 훈련실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실시신고 사항 중 훈련생 명단은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 훈련개시 전
2. 훈련일수가 3일 이상 10일 미만인 경우: 훈련개시일
3. 훈련일수가 10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 훈련 개시 후 2일 이내
4. 훈련일수가 30일 이상 180일 이하인 경우: 훈련 개시 후 7일 이내
5. 훈련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훈련과정: 훈련 개시 후 14일 이내

④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훈련생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을 3회 이상 반복수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수강 사유서｣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훈련과정의 분기별 개설 일정에 관한 정보를 HRD-Net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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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등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9조(훈련과정의 변경인정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다만,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훈련과
정을 인정받은 자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심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인정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소재지와 인정받은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훈련과정의 명칭, 훈련교재, 훈련장소(소재지 관할 공단 분사무소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훈련시설·장비, 교·

강사(다만, 원격훈련의 경우 사전심사에서 적합 받은 교·강사 풀로 한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그 결과를 통지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의 전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훈련교사에 관한 사항(훈련교사가 예비군 훈련, 본인의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임시 훈련교

사를 15일 이내에 대체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훈련실시 장소에 관한 사항(소재지 관할 공단 분사무소 변경이 없고 최초 인정받은 시설면적 이상의 장소로 변경하

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훈련장비에 관한 사항(최초 인정받은 장비사양 이상의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훈련내용의 변경이 없는 훈련교재, 원격훈련 콘텐츠 변경에 관한 사항
5. 훈련기간, 훈련시간의 변경이 없는 훈련시간표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제8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개설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3일 전까지 해당 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하
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호에 따라 기업대학 훈련과정을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시신고를 한 공단 분사무소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고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등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10조(훈련과정의 출결관리) ①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석부,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출결관리시스템을 통해 훈련
생에 대한 출결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처리할 것.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실 훈련시간이 1일 목표 훈

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날 훈련은 결석한 것으로 본다.(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
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한정한다.)
2. 소정훈련일수가 30일 이상인 훈련과정의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선거 등으로 부득이하게 훈련을 받지 못

한 경우에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표 2의 출석인정일수를 준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수탁훈련기관은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또
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훈련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주는 위탁 대상 근로자
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를 거부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수탁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
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에 출결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문인식 장애 등 공단 분사무소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출석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Ⅵ.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1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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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업주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11조(지원금 지급 기준 등) ① 이 규정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위한 훈련생의 수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업
대학 훈련과정은 제7조에 따라 정해진 수료기준에 따른다.
1. 집체훈련과정 및 현장훈련과정

가.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할 것.
나.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2.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및 스마트훈련과정

가. 제6조제3호라목에 따른 평가성적이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일 것. 단, 평가는 공단 분사무소로부터 인정을 받
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기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다만, 1일 학습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3. 우편원격훈련과정

가. 제6조제4호마목에 따른 평가성적이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일 것. 단, 평가는 공단 분사무소로부터 인정을 받
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기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평가 이외에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 1회 이상 학습과제 작성 등 훈련실시기관에서 부
여한 학습활동 참여율이 100분의 80이상 일 것. 이 경우 참여율은 학습활동에 참여한 주의 수를 전체 훈련 주수로 나
눈 값(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전체 훈련 주수는 훈련개시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의 전체 일수를 1주일
단위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을 말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4. 혼합훈련과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해당 훈련방법에 따른 수료기준에 각각 도달하여야 한다.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대체인력의 채용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대체인력의 채용일은 해당 근로자의 훈련 시작일 이전 14일부터 시작일 이후 7일까지 일 것
2. 대체인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

제12조(집체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①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이하 “재직근로자 등” 이라 한
다)을 대상으로 집체훈련을 자체훈련 또는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혼합하여(이하 “자체훈련 등”이라 한다)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훈련시간 및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하 “자체훈련 지원
금 기준 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3의 사업주 규모별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②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집체훈련을 위탁훈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
가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한 심사를 거쳐 책정된 정부지원승인단가에 훈련시간 및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하 “위탁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3에 따른 사업주 규모별 지원
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③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지원율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
2. 은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제6호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제13조(원격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5의 원격훈련 지원금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분의 120
2. 상시근로자 수 1,000인 이상인 기업: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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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100분의 80

제14조(현장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사업주의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5조(혼합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제6조제5호의 혼합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의 지원금을 기준으로 훈련방법별 분량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제16조(훈련비 지원금의 예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인정받
은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과정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지원한다.

③ 제5조제3호다목의 과정에 대한 지원금은 제12조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지급액이 해당 과정 등록금
의 100분의 1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정 등록금의 100분의 1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분의 20)을 지급한다.
④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위탁훈련을 실시한 경우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단서에 따라 훈련기관이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합은 수탁훈련기관이 위탁계약 시에
지급받기로 한 훈련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2조에서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고용
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에 속하는 기업이 실시하는 훈련비는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2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이 근로자의 재취업 교육과 새로 진출한 업종에 대한 근로자 교육 등을 위해 집체훈련을
실시(자체훈련, 위탁훈련,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혼합하여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 각각의 지원금 지급금액
의 80%(우선지원 대상기업 100%, 1,000인 이상 기업은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훈련수당 등의 지원) ①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
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훈련비 외에 인정받은 훈련시간에 ｢최저임금법｣ 제10조제1
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분의 120)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중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업주가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위탁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고 훈
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제12조의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비 외에
식비는 1일 3,3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원(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
고 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월 330,000원 한도)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④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
조에 따른 수료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훈련에 참여한 기간의 지원금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원한다.
1.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가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훈련수당
2. 재직근로자 등이 12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제12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른 훈련비, 제3항에 따른

식비 및 숙식비
⑤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금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소정훈련시간에｢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우선지원 대상기

업은 100분의 150)을 곱하여 얻은 금액. 다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중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
에 해당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대체인력의 채용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에 ｢최

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다만, 사업주가
채용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Ⅵ.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1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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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금은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수당 등
의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훈련 종료 보고 및 지원금 등의 신청) ① 훈련을 실시한 자는 훈련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훈련수료자
보고서 서식에 따라 HRD-Net을 통해 훈련실시신고를 한 공단 분사무소에 수료자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훈
련 및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신청서를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자는 훈련생 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
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신청서에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체인력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부정훈련으로 의심되는 경우 법 제58조에 따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제19조(기술·기능장려를 위한 특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기능·기술 장려를 위하여 근로자
중 생산직 또는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을 말하다.
1. ｢숙련기술장려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2. ｢숙련기술장려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에서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년까지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20조(교대근로를 통한 고용창출 지원 특례)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후단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組)
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한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란 휴무조에 속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사업주에게는 제12조제1
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
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근로자를 늘려 교대제를 실

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휴무조에 속하는 근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21조(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건설회사 사업주
로부터 건설근로자 확인을 받은 근로자 등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
12조제1항부터 제3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22조(최저지원한도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500만원으로 하되, 공단
이사장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비용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달리 정할수 있
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융자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
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개산보험료 240%로 한다.
제4장 훈련기관 평가에 따른 환류
제23조(차등 지원) 영 제49조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의 수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집체훈련과정은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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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원격훈련과정은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액

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53조에 따른 평과결과 중 훈련이수자평가 결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은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지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24조(우수훈련기관 선정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
업주 또는 훈련기관 가운데 인증평가 등급, 훈련실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우수훈련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훈련기관을 매년 1회 이상 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수훈련기관에 대하여 동 규정에 따른 훈련과정 인정과 지원금 수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5조(훈련과정 인정제한) 공단은 법 제53조에 따라 최하위 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에 대해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
른 훈련과정 인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훈련직종별 기준단가 조정
제26조(기준단가 조정 및 고시) ① 공단 이사장은 3년마다 훈련비용 실태조사를 하고 별표 2의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
가 조정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보고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조정을 위한 방안을 반영하여 매
년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를 조정·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비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보험연도에는 물
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고시할 수 있다.
제6장 자료 보존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제27조(자료 보존) 훈련기관은 규칙 제7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융자에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웹을 통한 학습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상의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현장 모니터링 실시) ① 공단은 이 규정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 대하여 제2조제21호에 따른 현장 모
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훈련기관은 출석부, 훈련비용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현장 모니터링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현장 모니터링 실시 결과 훈련기관이 훈련생 모집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재검토기한 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15호, 2017.2.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예방 과정 등에 대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심사 적용례) 재난예방 과정 등에 대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적합
여부 심사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 훈련과정의 적합심사에 관한 사항을 공
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격훈련 과정의 적용례) 제6조제3호마목 및 제6조제3호바목에서 정하고 있는 원격훈련 과정의 인정요건은 이 고
시 시행일 인정하는 과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집체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적용례)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개시한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훈련비 지원금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1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이 개시한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Ⅵ.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17.2.27)

141

【별표 1】
원격훈련의 인정요건(제6조 관련)
1. 원격훈련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
∙ 사전심사 시 적합 받은 교․강사를 둘 것
∙ 교․강사 변경 시 사전심사에서 적합된 교․강사 풀에서 변경하되, 풀 외에서 변

① 원격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경 시에는 사전심사 신청할 것
자체/위탁훈련

∙ 훈련과정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훈련교사로 둘 것
1.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2.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의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초기화면에 훈련생 유의사항이 등재되어 있을 것
∙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대상자,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실시기관 소개, 훈련
진행절차(수강신청, 학습보고서 작성․제출, 평가, 수료기준, 1일 진도제한
정보 제공

등) 등에 관한 안내가 웹상에서 이루어질 것
∙ 훈련목표, 학습평가보고서 양식, 출결관리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것
∙ 모사답안 기준 및 모사답안 발생시 처리기준 등이 훈련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 훈련생 성명, 훈련과정명, 훈련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 신청

수강신청 현황이 웹상에 갖추어져 있을 것
∙ 수강신청 및 변경이 웹상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훈련생
모듈

평가 및 ∙ 시험, 과제 작성 및 평가결과(점수, 첨삭내용 등) 등 평가 관련 자료를 훈련
결과 확인
생이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 훈련생의 개인이력(성명, 소속, 연락번호 등)과 훈련생의 학습이력(수강중인
훈련과정, 수강신청일, 학습진도, 평가일,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수료일 등)
이 훈련생 개인별로 갖출 것
훈련생
∙
동일 ID에 대한 동시접속방지기능을 갖출 것
개인 이력
및 수강 ∙ 훈련생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
이력
∙ 집체훈련(100분의 80 이하)이 포함된 경우 웹상에서 출결 및 훈련생관리가

② 훈련생학습관리
시스템

연동될 것
∙ 훈련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질의 응답 ∙ 훈련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이 웹상으로 가능하도록
(Q&A)
되어 있을 것
훈련과정의 ∙ 훈련생별 수강신청일자, 진도율, 평가별 제출일 등 훈련 진행 상황이 기록되
진행 상황
어 있을 것
∙ 평가(시험)는 훈련생별 무작위로 출제될 수 있도록 할 것
∙ 평가(시험)는 평가시간 제한 및 평가 재응시 제한기능을 갖출 것
관리자
모듈

∙ 훈련참여가 저조한 훈련생들에 대한 학습 독려하는 기능을 갖출 것
과정
운영 등

∙ 사전심사에서 적합 받은 과정으로 운영할 것
∙ 사전심사에서 적합 받은 평가(평가문항, 평가시간 등)로 시행할 것
∙ 훈련생 개인별로 훈련과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기능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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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훈련

교강사
모듈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

모니터링

∙ 훈련현황, 평가결과, 첨삭지도 내용, 훈련생 IP등을 웹에서 언제든지 조회․열
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모사답안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훈련생의 모사답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제2조제16호에 따른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훈련생 관리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갖출 것

교강사
활동 등

∙ 시험 평가 및 과제에 대한 첨삭지도가 웹상에서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
∙ 첨삭지도 일정이 웹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립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따를 것
∙ 안전성과 확장성을 가진 Web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를 갖출 것
※ 임차 및 클라우드 서버를 임차한 경우 계약서를 첨부해야하며, 타 훈련기
자체 훈련
관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대용량의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서버를 갖추고 있을 것
∙ 훈련과정에 대한 제반 정보를 최소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하드
웨어

③ 전산시스템

소프트
웨어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따를 것
∙ 안정성과 확장성을 가진 독립적인 Web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 백업서버
를 갖출 것 (단, 우편원격훈련일 경우 동영상서버 제외 가능)
∙ Web서버와 동영상서버는 분산 병렬 구성, DB서버는 Active-Standby 방식
이나 Active-Active Cluster 방식 등을 이용하여 병렬 구성
- 서버는 독립적으로 구성(타 훈련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하
고, 훈련별 데이터는 독립적으로 수집이 가능하여야 함
∙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정책(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
- 백업방식 및 성능은 1일 단위(백업), 최소 5일치 보관, 3시간(복원) 기준을
충족하도록 구성할 것
∙ 각종 해킹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버를 갖추고 있
을것
위탁 훈련
∙ 보안서버 : 100M 이상의 네트워크 처리 능력을 갖출 것
- 3중 보안(침입방지시스템(IPS) ‧ Web방화벽 구축)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고
DB 암호화 한 경우 정보보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30KVA이고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갖출 것(IDC
에 입주한 경우도 동일 기준 적용)(단,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10KVA이고 30
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갖출 것)
∙ 훈련과정에 대한 제반 정보를 최소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 자료보존
- (훈련데이터) 로그인 이력 및 학습기록 등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송
되는 데이터는 훈련기관 DBMS상에서 원본을 확인 할 있도록 관리
- (웹로그) 학습관리시스템 접속 기록 등 훈련생의 웹 상 활동을 증명 할 수 있
는 운영기록을 보관(압축보관 가능)
∙ 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 ‧ 보안 ‧ 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버
를 사용할 것
∙ 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자체 훈련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 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 ‧ 관리적 보
호조치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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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훈련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
∙ 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 ‧ 보안 ‧ 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버
를 사용할 것
∙ 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위탁 훈련 ∙ 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 ‧ 관리적 보
호조치를 마련할 것
∙ DBMS에 대한 동시접속 권한을 20개 이상 확보할 것
(단,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DBMS에 대한 동시접속 권한을 5개 이상 확보할

것)
자체 훈련

∙ 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 방법을 확보하여야하며,
인터넷전용선 100M 이상을 갖출 것
∙ 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 방법을 확보하여야하며,

네트
워크

인터넷전용선 100M 이상을 갖출 것
위탁 훈련

(단,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경우 최소 50인 이상의 동시사용자를 지원 할

수 있을 것)
∙ 자체 DNS 등록 및 환경을 구축하고 있을 것
∙ 여러 종류의 교육 훈련용 콘텐츠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의 지원 가능 할 것
∙ HelpDesk 및 사이트 모니터를 갖출 것

기타

∙ 원격훈련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플랫폼은 훈련생모듈, 훈련교사모
듈, 관리자모듈 각각의 전용 모듈을 갖출 것
∙ 사전심사에서 적합 받은 과정의 평가(평가문항, 평가시간 등)로 시행할 것
∙ 평가는 시험, 과제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것
∙ 평가는 평가항목, 평가세부내역, 평가방법, 평가에 대한 채점기준 등이 명기
되어 있을 것
∙ 평가는 문제은행 방식(3배수 이상 확보)으로 출제하고, 과제의 성격에 맞춰

평가
④ 평가 및 수료기준

적절한 출제유형을 사용할 것
∙ 평가는 적정한 문항수로 구성할 것
∙ 평가항목이 부실하여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 제출된 과제물은 첨삭을 실시하여 훈련생에게 통보할 것(훈련생학습관리시
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⑤ 훈련시설 및
운영인력
(위탁훈련에
한정한다)

수료기준

∙ 수료기준이 학습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할 것

훈련시설

∙ 전용면적 66㎡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훈련생 관리시스템 관리자 1명 이상 갖출 것

운영인력

∙ 경리․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문서수발․교재 발송요원 등 훈련
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명 이상(대표자 및 교사 제외) 확보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상시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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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원격훈련의 인정요건(제6조 관련)
1. 원격훈련

① 원격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

자체/위탁훈련

∙ 사전심사 시 적합 받은 교․강사를 둘 것
∙ 교․강사 변경 시 사전심사에서 적합된 교․강사 풀에서 변경하되, 풀 외에서
변경 시에는 사전심사 신청할 것
∙ 훈련과정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훈련교사로 둘 것
1.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2.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의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정보제공

수강신청

∙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초기화면에 훈련생 유의사항이 등재되어 있을 것
∙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대상자,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실시기관 소개, 훈련
진행절차(수강신청, 학습보고서 작성․제출, 평가, 수료기준, 1일 진도제한
등) 등에 관한 안내가 웹상에서 이루어질 것
∙ 훈련목표, 학습평가보고서 양식, 출결관리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것
∙ 모사답안 기준 및 모사답안 발생시 처리기준 등이 훈련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 훈련생 성명, 훈련과정명, 훈련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이 웹상에 갖추어져 있을 것
∙ 수강신청 및 변경이 웹상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훈련생
모듈

평가 및
결과확인

∙ 시험, 과제 작성 및 평가결과(점수, 첨삭내용 등) 등 평가 관련 자료를 훈련
생이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 훈련생의 개인이력(성명, 소속, 연락번호 등)과 훈련생의 학습이력(수강중
인 훈련과정, 수강신청일, 학습진도, 평가일,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수료일
등)이 훈련생 개인별로 갖출 것
훈련생
∙
동일 ID에 대한 동시접속방지기능을 갖출 것
개인 이력
및
∙ 훈련생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
수강이력 ∙ 집체훈련(100분의 80 이하)이 포함된 경우 웹상에서 출결 및 훈련생관리
가 연동될 것
∙ 훈련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② 훈련생학습관리
시스템

질의응답
(Q&A)

∙ 훈련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이 웹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훈련과정의 ∙ 훈련생별 수강신청일자, 진도율, 평가별 제출일 등 훈련진행 상황이 기록되
진행상황
어 있을 것

관리자
모듈

과정운영
등

∙ 평가(시험)는 훈련생별 무작위로 출제될 수 있도록 할 것
∙ 평가(시험)는 평가시간 제한 및 평가 재응시 제한기능을 갖출 것
∙ 훈련참여가 저조한 훈련생들에 대한 학습 독려하는 기능을 갖출 것
∙ 사전심사에서 적합 받은 과정으로 운영할 것
∙ 사전심사에서 적합 받은 평가(평가문항, 평가시간 등)로 시행할 것
∙ 훈련생 개인별로 훈련과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기능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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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1. 원격훈련

교강사
모듈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

모니터링

∙ 훈련현황, 평가결과, 첨삭지도 내용, 훈련생 IP등을 웹에서 언제든지 조회․열
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모사답안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훈련생의 모사답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제2조제16호에 따른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훈련생 관리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갖출 것

교강사
활동 등

∙ 시험 평가 및 과제에 대한 첨삭지도가 웹상에서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
∙ 첨삭지도 일정이 웹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자체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립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따를 것
∙ 안전성과 확장성을 가진 Web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를 갖출 것
※ 임차 및 클라우드 서버를 임차한 경우 계약서를 첨부해야하며, 타 훈련기
관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대용량의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서버를 갖추고 있을 것
∙ 훈련과정에 대한 제반 정보를 최소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따를
것
∙ 안정성과 확장성을 가진 독립적인 Web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 백업서
버를 갖출 것
(단, 우편원격훈련일 경우 동영상서버 제외 가능)
∙ Web서버와 동영상서버는 분산 병렬 구성, DB서버는 Active-Standby 방
식이나 Active-Active Cluster 방식 등을 이용하여 병렬 구성
- 서버는 독립적으로 구성(타 훈련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하고,
훈련별 데이터는 독립적으로 수집이 가능하여야 함
③ 전산시스템

∙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정책(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
- 백업방식 및 성능은 1일 단위(백업), 최소 5일치 보관, 3시간(복원) 기준

하드
웨어

을 충족하도록 구성할 것
위탁훈련

∙ 각종 해킹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버를 갖추고
있을 것
∙ 보안서버 : 100M 이상의 네트워크 처리 능력을 갖출 것
- 3중 보안(침입방지시스템(IPS) ‧ Web방화벽 구축)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고
DB 암호화 한 경우 정보보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30KVA이고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갖출 것
(IDC에 입주한 경우도 동일 기준 적용)
(단,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10KVA이고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
원장치(UPS)를 갖출 것)
∙ 훈련과정에 대한 제반 정보를 최소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 자료보존
- (훈련데이터) 로그인 이력 및 학습기록 등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
송되는 데이터는 훈련기관 DBMS상에서 원본을 확인 할 있도록 관리
- (웹로그) 학습관리시스템 접속 기록 등 훈련생의 웹 상 활동을 증명 할 수

있는 운영기록을 보관(압축보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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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훈련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

자체훈련

∙ 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 ‧ 보안 ‧ 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
버를 사용할 것
∙ 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 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 ‧ 관리적 보
호조치를 마련할 것

소프트
웨어

위탁훈련

∙ 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 ‧ 보안 ‧ 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
버를 사용할 것
∙ 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 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 ‧ 관리적 보
호조치를 마련할 것
∙ DBMS에 대한 동시접속 권한을 20개 이상 확보할 것
(단,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DBMS에 대한 동시접속 권한을 5개 이상 확보할 것)

자체훈련

∙ 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 방법을 확보하여야하며,
인터넷전용선 100M 이상을 갖출 것

네트
워크
위탁훈련

∙ 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 방법을 확보하여야하며,
인터넷전용선 100M 이상을 갖출 것
(단,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경우 최소 50인 이상의 동시사용자를 지원 할
수 있을 것)
∙ 자체 DNS 등록 및 환경을 구축하고 있을 것
∙ 여러 종류의 교육 훈련용 콘텐츠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의 지원 가능 할 것

기타

평가
④ 평가 및 수료기준

∙ HelpDesk 및 사이트 모니터를 갖출 것
∙ 원격훈련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플랫폼은 훈련생모듈, 훈련교사모
듈, 관리자모듈 각각의 전용 모듈을 갖출 것
∙ 사전심사에서 적합 받은 과정의 평가(평가문항, 평가시간 등)로 시행할 것
∙ 평가는 시험, 과제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것
∙ 평가는 평가항목, 평가세부내역, 평가방법, 평가에 대한 채점기준 등이 명기
되어 있을 것
∙ 평가는 문제은행 방식(3배수 이상 확보)으로 출제하고, 과제의 성격에 맞춰
적절한 출제유형을 사용할 것
∙ 평가는 적정한 문항수로 구성할 것
∙ 평가항목이 부실하여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 제출된 과제물은 첨삭을 실시하여 훈련생에게 통보할 것(훈련생학습관리시
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⑤ 훈련시설 및
운영인력
(위탁훈련에
한정한다)

수료기준

∙ 수료기준이 학습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할 것

훈련시설

∙ 전용면적 66㎡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운영인력

∙ 훈련생 관리시스템 관리자 1명 이상 갖출 것
∙ 경리․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문서수발․교재 발송요원 등 훈련
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명 이상(대표자 및 교사 제외) 확보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상시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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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원격훈련의 인정요건(제6조 관련)
1. 원격훈련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

①원격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체/위탁훈련

사람

∙ 사전심사 시 적합 받은 교․강사를 둘 것
∙ 교․강사 변경 시 사전심사에서 적합된 교․강사 풀에서 변경하되, 풀 외에서 변
경 시에는 사전심사 신청할 것
∙ 훈련과정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훈련교사로 둘 것
1.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2.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의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정보제공

수강신청

∙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초기화면에 훈련생 유의사항이 등재되어 있을 것
∙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대상자,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실시기관 소개, 훈련
진행절차(수강신청, 학습보고서 작성․제출, 평가, 수료기준, 1일 진도제한
등) 등에 관한 안내가 웹상에서 이루어질 것
∙ 훈련목표, 학습평가보고서 양식, 출결관리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것
∙ 모사답안 기준 및 모사답안 발생시 처리기준 등이 훈련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 훈련생 성명, 훈련과정명, 훈련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이 웹상에 갖추어져 있을 것
∙ 수강신청 및 변경이 웹상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훈련생

평가 및

모듈

결과확인

∙ 시험, 과제 작성 및 평가결과(점수, 첨삭내용 등) 등 평가 관련 자료를 훈련
생이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 훈련생의 개인이력(성명, 소속, 연락번호 등)과 훈련생의 학습이력(수강중인
훈련과정, 수강신청일, 학습진도, 평가일,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수료일 등)
훈련생
이 훈련생 개인별로 갖출 것
개인 이력 ∙ 동일 ID에 대한 동시접속방지기능을 갖출 것
∙ 훈련생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
및
수강이력 ∙ 집체훈련(100분의 80 이하)이 포함된 경우 웹상에서 출결 및 훈련생관리가
연동될 것
∙ 훈련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②훈련생학습관리
시스템

질의응답
(Q&A)

∙ 훈련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이 웹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훈련과정의 ∙ 훈련생별 수강신청일자, 진도율, 평가별 제출일 등 훈련진행 상황이 기록되
어 있을 것
진행상황
∙ 평가(시험)는 훈련생별 무작위로 출제될 수 있도록 할 것
∙ 평가(시험)는 평가시간 제한 및 평가 재응시 제한기능을 갖출 것
∙ 훈련참여가 저조한 훈련생들에 대한 학습 독려하는 기능을 갖출 것

관리자
모듈

과정
운영 등

∙ 사전심사에서 적합 받은 과정으로 운영할 것
∙ 사전심사에서 적합 받은 평가(평가문항, 평가시간 등)로 시행할 것
∙ 훈련생 개인별로 훈련과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기능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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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훈련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
∙ 훈련현황, 평가결과, 첨삭지도 내용, 훈련생 IP등을 웹에서 언제든지 조회․열
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모니터링

∙ 모사답안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훈련생의 모사답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제2조제16호에 따른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훈련생 관리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갖출 것

교강사

교강사

모듈

활동 등

자체훈련

∙ 시험 평가 및 과제에 대한 첨삭지도가 웹상에서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
∙ 첨삭지도 일정이 웹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립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따를 것
∙ 안전성과 확장성을 가진 Web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를 갖출 것
※ 임차 및 클라우드 서버를 임차한 경우 계약서를 첨부해야하며, 타 훈련기
관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대용량의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서버를 갖추고 있을 것
∙ 훈련과정에 대한 제반 정보를 최소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따를 것
∙ 안정성과 확장성을 가진 독립적인 Web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 백업서
버를 갖출 것
(단, 우편원격훈련일 경우 동영상서버 제외 가능)

∙ Web서버와 동영상서버는 분산 병렬 구성, DB서버는 Active-Standby 방
식이나 Active-Active Cluster 방식 등을 이용하여 병렬 구성
- 서버는 독립적으로 구성(타 훈련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하
고, 훈련별 데이터는 독립적으로 수집이 가능하여야 함
∙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정책(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
③전산시스템

하드

- 백업방식 및 성능은 1일 단위(백업), 최소 5일치 보관, 3시간(복원) 기준

웨어

을 충족하도록 구성할 것

위탁훈련

∙ 각종 해킹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버를 갖추고
있을 것
∙ 보안서버 : 100M 이상의 네트워크 처리 능력을 갖출 것
- 3중 보안(침입방지시스템(IPS) ‧ Web방화벽 구축)중 한 가지 이상을 갖
추고 DB 암호화 한 경우 정보보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30KVA이고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갖출 것
(IDC에 입주한 경우도 동일 기준 적용)
(단,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10KVA이고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

원장치(UPS)를 갖출 것)
∙ 훈련과정에 대한 제반 정보를 최소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 자료보존
- (훈련데이터) 로그인 이력 및 학습기록 등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
송되는 데이터는 훈련기관 DBMS상에서 원본을 확인 할 있도록 관리
- (웹로그) 학습관리시스템 접속 기록 등 훈련생의 웹 상 활동을 증명 할 수

있는 운영기록을 보관(압축보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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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훈련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

자체훈련

∙ 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 ‧ 보안 ‧ 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버
를 사용할 것
∙ 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 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 ‧ 관리적 보
호조치를 마련할 것

위탁훈련

∙ 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 ‧ 보안 ‧ 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버
를 사용할 것
∙ 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 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 ‧ 관리적 보
호조치를 마련할 것
∙ DBMS에 대한 동시접속 권한을 20개 이상 확보할 것
(단,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DBMS에 대한 동시접속 권한을 5개 이상 확보할 것)

자체훈련

∙ 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 방법을 확보하여야하며,
인터넷전용선 100M 이상을 갖출 것

소프트
웨어

네트
워크
위탁훈련

∙ 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 방법을 확보하여야하며,
인터넷전용선 100M 이상을 갖출 것
(단,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경우 최소 50인 이상의 동시사용자를 지원 할
수 있을 것)
∙ 자체 DNS 등록 및 환경을 구축하고 있을 것
∙ 여러 종류의 교육 훈련용 콘텐츠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의 지원 가능 할 것

기타

평가
④평가 및 수료기준

∙ HelpDesk 및 사이트 모니터를 갖출 것
∙ 원격훈련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플랫폼은 훈련생모듈, 훈련교사모듈,
관리자모듈 각각의 전용 모듈을 갖출 것
∙ 사전심사에서 적합 받은 과정의 평가(평가문항, 평가시간 등)로 시행할 것
∙ 평가는 시험, 과제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것
∙ 평가는 평가항목, 평가세부내역, 평가방법, 평가에 대한 채점기준 등이 명기
되어 있을 것
∙ 평가는 문제은행 방식(3배수 이상 확보)으로 출제하고, 과제의 성격에 맞춰
적절한 출제유형을 사용할 것
∙ 평가는 적정한 문항수로 구성할 것
∙ 평가항목이 부실하여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 제출된 과제물은 첨삭을 실시하여 훈련생에게 통보할 것(훈련생학습관리시
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수료기준

∙ 수료기준이 학습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할 것

훈련시설

∙ 전용면적 66㎡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운영인력

∙ 훈련생 관리시스템 관리자 1명 이상 갖출 것
∙ 경리․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문서수발․교재 발송요원 등 훈련
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명 이상(대표자 및 교사 제외) 확보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상시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⑤훈련시설 및
운영인력
(위탁훈련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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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원격훈련의 인정요건(제6조 관련)
1. 원격훈련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

①원격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체/위탁훈련

사람

∙ 사전심사 시 적합 받은 교․강사를 둘 것
∙ 교․강사 변경 시 사전심사에서 적합된 교․강사 풀에서 변경하되, 풀 외에서
변경 시에는 사전심사 신청할 것
∙ 훈련과정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훈련교사로 둘 것
1.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2.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의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정보제공

수강신청

∙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초기화면에 훈련생 유의사항이 등재되어 있을 것
∙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대상자,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실시기관 소개, 훈련
진행절차(수강신청, 학습보고서 작성․제출, 평가, 수료기준, 1일 진도제한
등) 등에 관한 안내가 웹상에서 이루어질 것
∙ 훈련목표, 학습평가보고서 양식, 출결관리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것
∙ 모사답안 기준 및 모사답안 발생시 처리기준 등이 훈련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 훈련생 성명, 훈련과정명, 훈련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이 웹상에 갖추어져 있을 것
∙ 수강신청 및 변경이 웹상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훈련생

평가 및

모듈

결과확인

∙ 시험, 과제 작성 및 평가결과(점수, 첨삭내용 등) 등 평가 관련 자료를 훈련
생이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 훈련생의 개인이력(성명, 소속, 연락번호 등)과 훈련생의 학습이력(수강중
인 훈련과정, 수강신청일, 학습진도, 평가일,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수료일
훈련생
등)이 훈련생 개인별로 갖출 것
개인 이력 ∙ 동일 ID에 대한 동시접속방지기능을 갖출 것
∙ 훈련생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
및
수강이력 ∙ 집체훈련(100분의 80 이하)이 포함된 경우 웹상에서 출결 및 훈련생관리
가 연동될 것
∙ 훈련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②훈련생학습관리
시스템

질의응답
(Q&A)

∙ 훈련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이 웹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훈련과정의 ∙ 훈련생별 수강신청일자, 진도율, 평가별 제출일 등 훈련진행 상황이 기록되
어 있을 것
진행상황
∙ 평가(시험)는 훈련생별 무작위로 출제될 수 있도록 할 것
∙ 평가(시험)는 평가시간 제한 및 평가 재응시 제한기능을 갖출 것
∙ 훈련참여가 저조한 훈련생들에 대한 학습 독려하는 기능을 갖출 것

관리자
모듈

과정
운영 등

∙ 사전심사에서 적합 받은 과정으로 운영할 것
∙ 사전심사에서 적합 받은 평가(평가문항, 평가시간 등)로 시행할 것
∙ 훈련생 개인별로 훈련과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기능을 갖
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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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훈련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
∙ 훈련현황, 평가결과, 첨삭지도 내용, 훈련생 IP등을 웹에서 언제든지 조회․열
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모니터링

∙ 모사답안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훈련생의 모사답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제2조제16호에 따른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훈련생 관리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갖출 것

교강사

교강사

모듈

활동 등

∙ 시험 평가 및 과제에 대한 첨삭지도가 웹상에서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
∙ 첨삭지도 일정이 웹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립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따를
것

자체훈련

∙ 안전성과 확장성을 가진 Web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를 갖출 것
※ 임차 및 클라우드 서버를 임차한 경우 계약서를 첨부해야하며, 타 훈련기
관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대용량의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서버를 갖추고 있을 것
∙ 훈련과정에 대한 제반 정보를 최소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따를 것
∙ 안정성과 확장성을 가진 독립적인 Web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 백업서
버를 갖출 것
(단, 우편원격훈련일 경우 동영상서버 제외 가능)
∙ Web서버와 동영상서버는 분산 병렬 구성, DB서버는 Active-Standby 방
식이나 Active-Active Cluster 방식 등을 이용하여 병렬 구성
- 서버는 독립적으로 구성(타 훈련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하고, 훈련별 데이터는 독립적으로 수집이 가능하여야 함

③전산시스템

∙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정책(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
- 백업방식 및 성능은 1일 단위(백업), 최소 5일치 보관, 3시간(복원) 기준

하드
웨어

을 충족하도록 구성할 것
∙ 각종 해킹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버를 갖추고
위탁훈련

있을 것
∙ 보안서버 : 100M 이상의 네트워크 처리 능력을 갖출 것
- 3중 보안(침입방지시스템(IPS) ‧ Web방화벽 구축)중 한 가지 이상을 갖
추고 DB 암호화 한 경우 정보보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30KVA이고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갖출 것
(IDC에 입주한 경우도 동일 기준 적용)
(단,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10KVA이고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
원장치(UPS)를 갖출 것)
∙ 훈련과정에 대한 제반 정보를 최소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 자료보존
- (훈련데이터) 로그인 이력 및 학습기록 등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
송되는 데이터는 훈련기관 DBMS상에서 원본을 확인 할 있도록 관리
- (웹로그) 학습관리시스템 접속 기록 등 훈련생의 웹 상 활동을 증명 할 수

있는 운영기록을 보관(압축보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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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매뉴얼 개정안(2017.8)

1. 원격훈련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

자체훈련

∙ 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 ‧ 보안 ‧ 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
버를 사용할 것
∙ 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 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 ‧ 관리적 보
호조치를 마련할 것

위탁훈련

∙ 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 ‧ 보안 ‧ 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
버를 사용할 것
∙ 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 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 ‧ 관리적 보
호조치를 마련할 것
∙ DBMS에 대한 동시접속 권한을 20개 이상 확보할 것
(단,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DBMS에 대한 동시접속 권한을 5개 이상 확보할 것)

소프트
웨어

자체훈련

네트
워크
위탁훈련

ㆍ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 방법을 확보하여야하
며, 인터넷전용선 100M 이상을 갖출 것
∙ 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 방법을 확보하여야하며,
인터넷전용선 100M 이상을 갖출 것
(단,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경우 최소 50인 이상의 동시사용자를 지원 할
수 있을 것)
∙ 자체 DNS 등록 및 환경을 구축하고 있을 것
∙ 여러 종류의 교육 훈련용 콘텐츠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의 지원 가능 할 것

기타

평가
④평가 및 수료기준

∙ HelpDesk 및 사이트 모니터를 갖출 것
∙ 원격훈련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플랫폼은 훈련생모듈, 훈련교사모
듈, 관리자모듈 각각의 전용 모듈을 갖출 것
∙ 사전심사에서 적합 받은 과정의 평가(평가문항, 평가시간 등)로 시행할 것
∙ 평가는 시험, 과제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것
∙ 평가는 평가항목, 평가세부내역, 평가방법, 평가에 대한 채점기준 등이 명기
되어 있을 것
∙ 평가는 문제은행 방식(3배수 이상 확보)으로 출제하고, 과제의 성격에 맞춰
적절한 출제유형을 사용할 것
∙ 평가는 적정한 문항수로 구성할 것
∙ 평가항목이 부실하여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 제출된 과제물은 첨삭을 실시하여 훈련생에게 통보할 것(훈련생학습관리시
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수료기준

∙ 수료기준이 학습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할 것

훈련시설

∙ 전용면적 66㎡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운영인력

∙ 훈련생 관리시스템 관리자 1명 이상 갖출 것
∙ 경리․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문서수발․교재 발송요원 등 훈련
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명 이상(대표자 및 교사 제외) 확보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상시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⑤훈련시설 및
운영인력
(위탁훈련에

한정한다)

Ⅵ.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17.2.27)

153

【별표 1】
원격훈련의 인정요건(제6조 관련)
1. 원격훈련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

①원격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체/위탁훈련

사람

∙ 사전심사 시 적합 받은 교․강사를 둘 것
∙ 교․강사 변경 시 사전심사에서 적합된 교․강사 풀에서 변경하되, 풀 외에서
변경 시에는 사전심사 신청할 것
∙ 훈련과정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훈련교사로 둘 것
1.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2.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의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정보제공

수강신청

∙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초기화면에 훈련생 유의사항이 등재되어 있을 것
∙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대상자,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실시기관 소개, 훈련
진행절차(수강신청, 학습보고서 작성․제출, 평가, 수료기준, 1일 진도제한
등) 등에 관한 안내가 웹상에서 이루어질 것
∙ 훈련목표, 학습평가보고서 양식, 출결관리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것
∙ 모사답안 기준 및 모사답안 발생시 처리기준 등이 훈련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 훈련생 성명, 훈련과정명, 훈련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이 웹상에 갖추어져 있을 것
∙ 수강신청 및 변경이 웹상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훈련생

평가 및

모듈

결과확인

∙ 시험, 과제 작성 및 평가결과(점수, 첨삭내용 등) 등 평가 관련 자료를 훈련
생이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 훈련생의 개인이력(성명, 소속, 연락번호 등)과 훈련생의 학습이력(수강중
인 훈련과정, 수강신청일, 학습진도, 평가일,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수료일
훈련생
등)이 훈련생 개인별로 갖출 것
개인 이력 ∙ 동일 ID에 대한 동시접속방지기능을 갖출 것
∙ 훈련생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
및
수강이력 ∙ 집체훈련(100분의 80 이하)이 포함된 경우 웹상에서 출결 및 훈련생관리가
연동될 것
∙ 훈련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②훈련생학습관리
시스템

질의응답
(Q&A)

∙ 훈련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이 웹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훈련과정의 ∙ 훈련생별 수강신청일자, 진도율, 평가별 제출일 등 훈련진행 상황이 기록되
어 있을 것
진행상황
∙ 평가(시험)는 훈련생별 무작위로 출제될 수 있도록 할 것
∙ 평가(시험)는 평가시간 제한 및 평가 재응시 제한기능을 갖출 것
∙ 훈련참여가 저조한 훈련생들에 대한 학습 독려하는 기능을 갖출 것

관리자
모듈

과정운영
등

∙ 사전심사에서 적합 받은 과정으로 운영할 것
∙ 사전심사에서 적합 받은 평가(평가문항, 평가시간 등)로 시행할 것
∙ 훈련생 개인별로 훈련과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기능을 갖
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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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훈련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
∙ 훈련현황, 평가결과, 첨삭지도 내용, 훈련생 IP등을 웹에서 언제든지 조회․열
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모니터링

∙ 모사답안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훈련생의 모사답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제2조제16호에 따른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훈련생 관리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갖출 것

교강사

교강사

∙ 시험 평가 및 과제에 대한 첨삭지도가 웹상에서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

모듈

활동 등

∙ 첨삭지도 일정이 웹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립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따를 것
∙ 안전성과 확장성을 가진 Web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를 갖출 것
※ 임차 및 클라우드 서버를 임차한 경우 계약서를 첨부해야하며, 타 훈련기

자체훈련

관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대용량의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서버를 갖추고 있을 것
∙ 훈련과정에 대한 제반 정보를 최소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따를 것
∙ 안정성과 확장성을 가진 독립적인 Web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 백업서
버를 갖출 것
(단, 우편원격훈련일 경우 동영상서버 제외 가능)
∙ Web서버와 동영상서버는 분산 병렬 구성, DB서버는 Active-Standby 방
식이나 Active-Active Cluster 방식 등을 이용하여 병렬 구성
- 서버는 독립적으로 구성(타 훈련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하고, 훈련별 데이터는 독립적으로 수집이 가능하여야 함

③전산시스템

∙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정책(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
- 백업방식 및 성능은 1일 단위(백업), 최소 5일치 보관, 3시간(복원) 기준

하드
웨어

을 충족하도록 구성할 것

위탁훈련

∙ 각종 해킹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버를 갖추고
있을 것
∙ 보안서버 : 100M 이상의 네트워크 처리 능력을 갖출 것
- 3중 보안(침입방지시스템(IPS) ‧ Web방화벽 구축)중 한 가지 이상을 갖

추고 DB 암호화 한 경우 정보보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30KVA이고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갖출 것
(IDC에 입주한 경우도 동일 기준 적용)
(단,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10KVA이고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

원장치(UPS)를 갖출 것)
∙ 훈련과정에 대한 제반 정보를 최소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 자료보존
- (훈련데이터) 로그인 이력 및 학습기록 등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

송되는 데이터는 훈련기관 DBMS상에서 원본을 확인 할 있도록 관리
- (웹로그) 학습관리시스템 접속 기록 등 훈련생의 웹 상 활동을 증명 할 수

있는 운영기록을 보관(압축보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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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훈련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

자체훈련

∙ 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 ‧ 보안 ‧ 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
버를 사용할 것
∙ 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 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 ‧ 관리적 보
호조치를 마련할 것

위탁훈련

∙ 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 ‧ 보안 ‧ 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
버를 사용할 것
∙ 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 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 ‧ 관리적 보
호조치를 마련할 것
∙ DBMS에 대한 동시접속 권한을 20개 이상 확보할 것
(단,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DBMS에 대한 동시접속 권한을 5개 이상 확보할 것)

자체훈련

∙ 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 방법을 확보하여야하며,
인터넷전용선 100M 이상을 갖출 것

소프트
웨어

네트
워크
위탁훈련

∙ 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 방법을 확보하여야하며,
인터넷전용선 100M 이상을 갖출 것
(단,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경우 최소 50인 이상의 동시사용자를 지원 할
수 있을 것)
∙ 자체 DNS 등록 및 환경을 구축하고 있을 것
∙ 여러 종류의 교육 훈련용 콘텐츠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의 지원 가능 할 것

기타

∙ HelpDesk 및 사이트 모니터를 갖출 것
∙ 원격훈련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플랫폼은 훈련생모듈, 훈련교사모
듈, 관리자모듈 각각의 전용 모듈을 갖출 것
∙ 사전심사에서 적합 받은 과정의 평가(평가문항, 평가시간 등)로 시행할 것

평가
④평가 및 수료기준

∙ 평가는 시험, 과제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것
∙ 평가는 평가항목, 평가세부내역, 평가방법, 평가에 대한 채점기준 등이 명기
되어 있을 것
∙ 평가는 문제은행 방식(3배수 이상 확보)으로 출제하고, 과제의 성격에 맞춰
적절한 출제유형을 사용할 것
∙ 평가는 적정한 문항수로 구성할 것
∙ 평가항목이 부실하여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 제출된 과제물은 첨삭을 실시하여 훈련생에게 통보할 것(훈련생학습관리시
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수료기준

∙ 수료기준이 학습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할 것

훈련시설

∙ 전용면적 66㎡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운영인력

∙ 훈련생 관리시스템 관리자 1명 이상 갖출 것
∙ 경리 ․ 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문서수발 ․ 교재 발송요원 등 훈
련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명 이상(대표자 및 교사 제외) 확보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상시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⑤훈련시설 및
운영인력
(위탁훈련에

한정한다)

156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매뉴얼 개정안(2017.8)

【별표 2】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제12조제1항 관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
대분류
01.사업관리

자체훈련
기준단가

위탁훈련
기준단가

01.프로젝트관리

5,579

5,579

01.경영기획

7,404

7,404

02.홍보·광고

7,080

7,080

03.마케팅

6,684

6,684

01.총무

6,982

6,982

02.인사·조직

8,508

8,508

03.일반사무

5,579

5,579

01.재무

6,956

6,956

02.회계

6,419

6,419

01.생산관리

6,010

6,010

02.품질관리

7,161

7,161

03.유통관리

6,313

6,313

01.금융영업

6,331

6,331

02.금융상품개발

5,880

5,880

03.신용분석

6,467

6,467

04.자산운용

5,886

5,886

05.금융영업지원

5,418

5,418

06.증권·외환

6,620

6,620

01.보험상품개발

7,436

7,436

02.보험영업·계약

6,913

6,913

03.손해사정

6,258

6,258

01.학교교육

6,070

6,070

01.평생교육

6,083

6,083

02.평생교육운영

6,427

6,427

01.직업교육

6,585

6,585

02.이러닝

6,506

6,506

중분류
01.사업관리

01.기획사무

02.총무·인사
02.경영·회계·사무

(단위: 원)

소분류

03.재무·회계

4.생산·품질관리

01.금융
03.금융·보험

02.보험

01.학교교육

04.교육·자연 ·

02.평생교육

사회과학
03.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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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
대분류

자체훈련
기준단가

위탁훈련
기준단가

01.법무

6,688

6,688

02.지식재산관리

6,655

6,655

01.소방

6,136

6,136

02.방재

6,150

6,150

01.의료기술지원

4,009

4,009

02.보건지원

5,543

5,543

03.약무

4,009

4,009

01.임상의학

6,962

6,962

02.간호

5,775

5,775

03.기초의학

6,166

6,166

04.임상지원

5,953

5,953

01.사회복지정책

6,173

6,173

02.사회복지서비스

6,618

6,618

03.직업상담서비스

6,411

6,411

04.보육

6,102

6,102

05.청소년지도

6,419

6,419

01.문화예술경영

6,440

6,440

02.실용예술

6,679

6,679

03.공연예술

6,454

6,454

04.문화재관리

6,190

6,190

01.디자인

5,263

5,263

01.문화콘텐츠기획

6,997

6,997

02.문화콘텐츠제작

6,181

6,181

03.문화콘텐츠유통·서비스

6,829

6,829

04.영상제작

5,421

5,421

01.자동차운전·운송

8,144

8,144

01.철도운전운영

6,403

6,403

02.철도시설유지보수

6,385

6,385

01.선박운항

8,147

8,147

02.검수·검량

6,698

6,698

01.항공기조종운송

7,117

7,117

02.항공운항

7,117

7,117

중분류

소분류

01.법률
05.법률·경찰·소방·

교도·국방
02.소방방재

01.보건

06.보건·의료
02.의료

07.사회복지·종교

01.사회복지

01.문화·예술

08.문화·예술·디자인·

방송

02.디자인

03.문화콘텐츠

01.자동차운전·운송
02.철도운전·운송
09.운전·운송
03.선박운전·운송

04.항공운전·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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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
대분류

자체훈련
기준단가

위탁훈련
기준단가

01.일반·해외영업

7,389

7,389

01.부동산컨설팅

6,959

6,959

02.부동산관리

6,066

6,066

03.부동산중개

5,796

5,796

04.감정평가

6,462

6,462

01.e-비지니스

6,904

6,904

02.일반판매

6,767

6,767

01.경비·경호

5,839

5,839

01.청소

6,433

6,433

02.세탁

6,278

6,278

01.이·미용서비스

6,253

6,253

01.결혼서비스

6,440

6,440

02.장례서비스

5,903

5,903

01.여행서비스

6,302

6,302

02.숙박서비스

7,882

7,882

03.컨벤션

6,221

6,221

04.관광레저서비스

5,850

5,850

01.스포츠용품

6,443

6,443

02.스포츠시설

6,343

6,343

03.스포츠경기·지도

6,299

6,299

04.스포츠마케팅

6,358

6,358

05.레크리에이션

6,420

6,420

01.음식조리

7,567

7,567

02.식음료서비스

7,696

7,696

01.건설시공전관리

7,210

7,210

02.건설시공관리

7,203

7,203

03.건설시공후관리

7,346

7,346

01.토목설계·감리

7,529

7,529

02.토목시공

7,587

7,587

03.측량·지리정보개발

6,781

6,781

중분류
01.영업

소분류

02.부동산
10.영업판매

03.판매
01.경비
11.경비·청소
02.청소·세탁
01.이·미용
02.결혼·장례

03.관광·레저
12.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04.스포츠

13.음식서비스

01.식음료조리·서비스

01.건설공사관리
14.건설
02.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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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
대분류

자체훈련
기준단가

위탁훈련
기준단가

01.건축설계·감리

6,276

6,276

02.건축시공

5,845

5,845

03.건축설비설계·시공

5,821

5,821

01.산업·환경설비설계·감리

6,093

6,093

02.산업·환경설비시공

5,441

5,441

01.조경

6,760

6,760

01.국토·도시계획

6,381

6,381

02.교통계획·설계

6,381

6,381

01.토공기계운전

7,252

7,252

02.기초공건설기계운전

7,155

7,155

03.콘크리트공기계운전

7,155

7,155

04.적재기계운전

7,155

7,155

05.양중기계운전

7,325

7,325

06.건설기계정비

7,330

7,330

01.해양환경조사

6,536

6,536

02.해양환경관리

6,536

6,536

03.해양플랜트설치·운용

6,536

6,536

04.해양자원개발·관리

7,321

7,321

01.설계기획

6,218

6,218

02.기계설계

5,438

5,438

01.절삭가공

5,673

5,673

02.특수가공

6,057

6,057

03.금형

5,506

5,506

01.기계조립

5,702

5,702

02.기계생산관리

5,641

5,641

01.기계품질관리

5,850

5,850

01.기계장비설치·정비

6,874

6,874

02.냉동공조설비

7,434

7,434

01·자동차설계

4,471

4,471

02.자동차제작

5,495

5,495

03.자동차정비

5,391

5,391

04.자동차정비관리

5,495

5,495

중분류

03.건축

소분류

04.산업환경설비
05.조경
06.도시·교통

07.건설기계운전·정비

08.해양자원

01.기계설계

02.기계가공

03.기계조립·관리
15.기계

04.기계품질관리
05.기계장치설치

06.자동차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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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
대분류

자체훈련
기준단가

위탁훈련
기준단가

01.철도차량설계·제작

6,223

6,223

02.철도차량유지보수

5,736

5,736

01.선박설계

5,543

5,543

02.선체건조

5,916

5,916

03.선체의장생산

5,318

5,318

04.선박품질관리

4,685

4,685

05.선박생산관리

4,618

4,618

06.시운전

4,605

4,605

07.선박정비

5,250

5,250

01.항공기설계

7,231

7,231

02.항공기제작

7,115

7,115

03.항공기정비

6,560

6,560

04.항공장비관리

7,400

7,400

01.금속엔지니어링

5,788

5,788

02.금속재료제조

5,788

5,788

03.금속가공

6,223

6,223

04.표면처리

6,544

6,544

05.용접

7,097

7,097

01.파인세라믹제조

6,114

6,114

02.전통세라믹제조

6,114

6,114

01.화학물질관리

5,914

5,914

02.화학공정관리

5,382

5,382

01.석유·천연가스제조

7,000

7,000

02.기초유기화학물제조

5,784

5,784

03.기초무기화학물제조

6,184

6,184

01.생리활성화제품제조

6,752

6,752

02.기능성정밀화학제품제조

7,000

7,000

03.바이오의약품제조

7,000

7,000

04.바이오화학제품제조

7,000

7,000

01.플라스틱제품제조

7,000

7,000

중분류

소분류

07.철도차량제작

08.조선

09.항공기제작

01.금속재료
16.재료

02.요업재료

01.화학물질·화학공정관리

02.석유·기초화학물제조
17.화학

03.정밀화학제품제조

04.플라스틱제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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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
대분류

자체훈련
기준단가

위탁훈련
기준단가

01.섬유생산

6,015

6,015

02.섬유가공

6,024

6,024

03.섬유생산관리

6,015

6,015

01.패션제품기획

6,335

6,335

02.패션제품생산

5,765

5,765

03.패션제품유통

6,492

6,492

04.신발개발·생산

7,812

7,812

01.발전설비설계

8,997

8,997

02.발전설비운영

5,696

5,696

03.송배전설비

8,966

8,966

04.지능형전력망설비

5,540

5,540

05.전기기기제작

5,437

5,437

06.전기설비설계·감리

5,566

5,566

07.전기공사

6,250

6,250

08.전기자동제어

5,858

5,858

09.전기철도

6,418

6,418

10.철도신호제어

5,934

5,934

01.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7,541

7,541

02.전자부품기획·생산

5,194

5,194

03.전자제품고객지원

7,298

7,298

01.가전기기개발

5,200

5,200

02.산업용전자기기개발

5,091

5,091

03.정보통신기기개발

5,054

5,054

04.전자응용기기개발

5,635

5,635

05.전자부품개발

6,473

6,473

06.반도체개발

5,333

5,333

07.디스플레이개발

5,768

5,768

08.로봇개발

5,744

5,744

09.의료장비제조

5,570

5,570

중분류

01.섬유제조

18.섬유·의복

소분류

02.패션

01.전기

19.전기·전자

02.전자기기일반

03.전자기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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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

자체훈련
기준단가

위탁훈련
기준단가

01.정보기술전략·계획

7,324

7,324

02.정보기술개발

6,574

6,574

03.정보기술운영

6,577

6,577

04.정보기술관리

6,577

6,577

05.정보기술영업

5,718

5,718

01.유선통신구축

5,888

5,888

02.무선통신구축(이동통신포함)

5,590

5,590

03.통신서비스

5,995

5,995

01.방송제작기술

5,756

5,756

02.방송플랫폼기술

9,607

9,607

03.방송서비스

6,383

6,383

01.식품가공

9,825

9,825

02.식품저장

5,608

5,608

03.식품유통

6,420

6,420

01.제과·제빵

6,609

6,609

01.출판

5,968

5,968

02.인쇄

5,959

5,959

01.공예

7,971

7,971

02.귀금속·보석

7,813

7,813

01.수질관리

8,497

8,497

02.대기관리

8,758

8,758

03.폐기물관리

8,789

8,789

04.소음진동관리

8,960

8,960

05.토양관리

8,971

8,971

02.환경보건

01.환경보건관리

9,123

9,123

03.자연환경

01.생태복원·관리

7,385

7,385

01.환경경영

8,437

8,437

02.환경평가

8,472

8,472

01.광산조사·탐사

9,912

9,912

02.광물·석유자원개발·생산

9,266

9,266

대분류

중분류

01.정보기술

20.정보통신
02.통신기술

03.방송기술

01.식품가공

소분류

21.식품가공
02.제과·제빵
01.인쇄·출판
22.인쇄·목재·가구·

공예
02.공예

01.산업환경

23.환경·에너지·안전

04.환경서비스

05.에너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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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
대분류

자체훈련
기준단가

위탁훈련
기준단가

03.광산환경관리

6,176

6,176

04.광산보안

5,644

5,644

05.신재생에너지생산

6,832

6,832

01.산업안전관리

5,353

5,353

02.산업보건관리

7,889

7,889

03.비파괴검사

5,641

5,641

01.작물재배

6,992

6,992

02.종자생산·유통

7,676

7,676

03.농촌개발

8,587

8,587

01.축산자원개발

5,464

5,464

02.사육관리

5,891

5,891

01.산림자원조성

7,100

7,100

02.산림관리

8,715

8,715

03.임산물생산·가공

8,748

8,748

01.어업

6,222

6,222

02.양식

5,022

5,022

03.수산자원관리

5,022

5,022

04.어촌개발

8,255

8,255

중분류

06.산업안전

01.농업

소분류

02.축산

24.농림어업
03.임업

04.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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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사업주 규모별 집체훈련과정 훈련비 지원율(제12조제2항 관련)
사업주 규모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율

100%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60%

50%

【별표 4】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금의 예외(제12조제3항 관련)
구분

자체훈련

위탁훈련

지원금 기준 금액의

지원금 기준 금액의

100분의 70

100분의 70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
은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

【별표 5】
원격훈련 지원금(제13조 관련)
(단위 : 원)

훈련과정 심사 등급

인터넷

스마트

우편

A

5,600

11,000

3,600

B

3,800

7,400

2,800

C

2,700

5,400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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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앞면)

훈련실시계획서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 현황

명 칭

훈련기관코드

대표자

소재지
형 태

전화번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사업주․사업주단체등의 시설 □ 기타

□ 평생교육시설

□ 학원

2. 훈련과정 인정 신청내용

가. 훈련개요
훈련과정명

훈련직종코드

관 리 자

전화
훈련방법

한국고용직업분류

훈련주체

□ 집체

□ 현장

□ 자체

□ 우편

□ 인터넷

□ 위탁

□ 스마트 □ 혼합

학급정원

훈련일수

국가기간전략산

(학급수)

(시간)

업직종여부

집체

□예
□ 아니오

현장

○기업 맞춤형

○집체+현장

○채용예정자

우편

○현장+인터넷 ○현장+우편

○기타

인터넷

○집체+우편 ○집체+인터넷

□ 자체+위탁

스마트

○집체+현장+인터넷

※ 혼합훈련은 해당

○집체+현장+우편

훈련종류에각각기재
나. 훈련내용
훈련목적

주요 훈련내용

훈 련 대 상 요건

관련 자격증

(훈련생선발요건)

훈련생 출결관리 방법

※ 훈련대상 한정 여부

※ 훈련일정 포함

(대상범위)

다. 훈련실시장소(집체․현장․혼합훈련만 기재, 원격훈련은 제외)
명 칭

소재지

※ 강의실 및 실습실 장소 :

전화번호

강의실 및
실습실 장소

훈련일시

강의실 면적(㎡)

비고

호실 기재(동일건물 내에서 강의실 자율변경은 별도 신고 없이 가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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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라. 훈련시설·장비·소프트웨어 등(해당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것 중 주요 시설․장비만 기재)
시설 및 장비명

보유수량

단위

해당과목 명

마. 훈련교사
성명

생년월일

담당과목

학력

전공

자격요건
해당항목

근무형태

※ 근무형태는 채용(정규직/시간제), 위촉으로 구분
※ 자격요건 해당여부는 집체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7조, 원격훈련은 [별표 1]의 해당 항목을
기재
3. 원격훈련과정 주요 내용(원격훈련 및 원격훈련을 포함한 혼합훈련만 기재)

가. 심사 승인받은 우편훈련과정 및 인터넷훈련과정(스마트훈련과정) 요약정보
1) 우편

과정코드

과정등급

교재정보
훈련분량 훈련
(개월) 대상 교재명 자체/ 발행
구입 년도

과정명

가격

교․강사
요건

승인일자

2) 인터넷(또는 스마트)

과정코드

과정등급

과정명

훈련
분량
(시간)

승인받은
기관

훈련대상

교․강사
요건

승인일자

나. 훈련과정 상세 일정
차시

학습방법
(혼합훈련만 집체/
원격 구분 기재)

주요 진행 내용

훈련장소
(혼합훈련만 기재)

다. 진도관리 방법(우편훈련)
라. 훈련수료기준
항목

진도율

시험

과제

기타

평가일정

평가내용

채점기준

비고

수료기준
마. 평가내용 및 채점기준
평가방법

바. 위탁 사업장(기업맞춤형에 한함) ※ 위탁사업장은 모두 기재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훈련위탁 요청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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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별지 제2호서식] <개정>
(앞쪽)

훈련실시신고서
②훈련기관

①훈련기관명

인증평가등급

③훈련과정명
⑤훈련방법

④인정일자
 집체  현장 혼합
원격(우편 인터넷 스마트)

⑦훈련실시기간

～

 자체+위탁

⑧훈련일수

일

시간

⑩한국고용직업분류

⑨NCS직종코드

(KECO)코드

⑪정원/학급 수

⑫유급휴가훈련 여부

/

⑬실시인원

 전체인원:

⑭합숙여부
16 일정
◯

 자체  위탁

⑥훈련주체

명(비용지원대상:

 합숙 비합숙
1 7 교시
◯

 해당 비해당

명, 지원 외 인원:

⑮식사 제공 여부

18 훈련교과
◯

19 시간
◯

명)

 제공 비제공
20 강사명
◯

21 강의실
◯

22 훈련생 명단(비용지원 대상)
◯

실 훈련비용
성명

주민

소속

등록

사업장

번호

명

훈련
훈련생

실시

훈련

구분1)

사업장

유형2)

명

휴대
전화/
E-mail

임금
훈련비

식비

기숙사비

또는
훈련
수당

210㎜×297㎜[백상지 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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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작성방법
①훈련기관명, ②훈련기관평가등급은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기재합니다.
③훈련과정명과 ④인정일자는 산업인력공단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통지서에 있는 훈련과정과 인정날짜를 기재
합니다.
⑦훈련실시기간은 훈련시작일과 훈련종료일을 기재합니다.
⑧훈련일수는 훈련실시기간 중 실제로 훈련을 실시하는 일수와 총 시간을 기재합니다.
⑨NCS직종코드는 2015.9.11.공고한 훈련기준 중 해당하는 직종코드를 기재합니다.(www.ncs.go.kr-자료실 참고)
* HRD-Net 실시신고 입력 화면에서 자동 검색 가능

⑩한국고용직업분류(KECO)코드를 기재합니다.(www.hrd.go.kr-자료실 참조)
* HRD-Net 실시신고 입력 화면에서 자동 검색 가능

⑪정원/학급수는 인정받은 정원과 학급 수를 기재합니다.
⑬실시인원은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전체 인원을 기재합니다.
16 ∼◯
21 에는 각각의 훈련 운영상황을 기재합니다.(훈련기간이 길 경우 별지 작성 첨부 가능)
◯
22 훈련생 명단은 “⑬실시인원”의 인원 중 비용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명단을 기재합니다.
◯

(훈련생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가능)
* “훈련생 구분” 란에는 예시에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 1.피보험자, 2.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 3.타사근로자, 4.채용예정자, 5.구직자, 6.전직예정 근로자
** “훈련유형” 란에는 예시에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 1.유급휴가훈련해당(대체인력포함), 2.기능․기술장려, 3.교대제전환 해당, 4.건설일용근로자, 5.비정규직,
6.컨소시엄훈련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부 서 )
한국산업인력공단

신 고 인
신

고

▶

접 수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ㆍ지사)
▼
검 토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ㆍ지사)
▼
결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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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별지 제3호서식] <개정>
(앞쪽)

훈련수료자 보고서

②훈련기관
인증평가등급
④인정일자

①훈련기관명
③훈련과정명
집체  현장 혼합
원격(우편 인터넷 스마트)
⑦훈련실시기간
～
⑤훈련방법

⑬실시인원
⑭합숙여부

/


전체인원:


합숙





⑧훈련일수
⑩한국고용직업분류
(KECO)코드
⑫유급휴가훈련 여부

⑨NCS직종코드
⑪정원/학급 수

자체  위탁
 자체+위탁
일 시간

⑥훈련주체



명(비용지원대상:
비합숙



명, 지원 외 인원:

⑮식사 제공 여부



해당



비해당

명)
제공



비제공

◯16 훈련생 명단(훈련실시 신고 된 인원 중 수료자)

성명

주민 소속 훈련생 훈련
휴대
실시 훈련2) 전화/
등록 사업장 구분1) 사업장
유형 E-mail
번호 명
명

실 훈련비용
임금,
훈련비 식비 기숙사
훈련수
비
당

210㎜×297㎜[백상지 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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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작성방법
①훈련기관명, ②훈련기관평가등급은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기재합니다.
③훈련과정명과 ④인정일자는 산업인력공단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통지서에 있는 훈련과정과 인정날짜를 기재
합니다.
⑦훈련실시기간은 훈련시작일과 훈련종료일을 기재합니다.
⑧훈련일수는 훈련실시기간 중 실제로 훈련을 실시하는 일수와 총 시간을 기재합니다.
⑨NCS직종코드는 2015.9.11.공고한 훈련기준 중 해당하는 직종코드를 기재합니다.(www.ncs.go.kr-자료실 참고)
* HRD-Net 실시신고 입력 화면에서 자동 검색 가능

⑩한국고용직업분류(KECO)코드를 기재합니다.(www.hrd.go.kr-자료실 참조)
* HRD-Net 실시신고 입력 화면에서 자동 검색 가능

⑪정원/학급수는 인정받은 정원과 학급 수를 기재합니다.
⑬실시인원은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전체 인원을 기재합니다.
16 훈련생 명단은 “⑬실시인원”의 인원 중 비용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명단을 기재합니다.
◯

(훈련생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가능)
* “훈련생 구분” 란에는 예시에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 1.피보험자, 2.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 3.타사근로자, 4.채용예정자, 5.구직자, 6.전직예정 근로자
** “훈련유형” 란에는 예시에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 1.유급휴가훈련해당(대체인력포함), 2.기능․기술장려, 3.교대제전환 해당, 4.건설일용근로자, 5.비정규직,
6.컨소시엄훈련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부 서 )
한국산업인력공단

신 고 인
신

고

▶

접 수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ㆍ지사)
▼
검 토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ㆍ지사)
▼
결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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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별지 제4호서식]

재수강 사유서
훈련기간
(시작/종료일)

훈련과정명

소속사업장
성명

생년월일

재수강 횟수

이전 훈련기간
(시작/종료일)

∼
∼
∼

재수강 사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수강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작성자(사업주)

월

일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 재수강 사유룰 구체적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인 사업주가 직접 작성합니다.
※ 사유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훈련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
단 관할 분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수강 사유를 충실히 기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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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운영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

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직업능력
개발정보망(HRD-Net)에 수집ㆍ이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훈련비용 지원,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 실적․성과 평가, 모니터링(훈련 수강 안내)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필수)/지문(선택)/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서 수집. 계속 관리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

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 보
호법｣에 따라 훈련생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

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훈련생은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ㆍ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 3.의 내용에 따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운영을 위해 개인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신청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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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출석부 [별지 제6호서식]

출
훈련기관명 :
날 짜
번
호

174

석

훈련과정명 :
월일

월일

월일

월일

부
훈련기간 : 20

월일

월일

월일

.

. ～ 20

.

지

.

소

실

기관장

정

제

최 종

결 재
확 인

출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석

출
석

(훈련생)

(교 사)

일

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매뉴얼 개정안(2017.8)

결

.

조
확 인

석

각

퇴

.

◀

기 재 요 령

▶

(뒤 쪽)

<출석부 기재요령(원칙)>
1. 훈련생은 매일 훈련 시작시와 종료시 각각 해당란에 직접 자필 서명합니다.
2. 교사나 훈련책임자는 매일 첫시간 및 마지막시간에 출석확인하고 서명(첫 시간 확인란 앞쪽, 마지

막시간은 확인란 뒤쪽)하되 결석(부재중인 경우 포함)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표시하며, 지각자,
조퇴자에 대하여 지각, 조퇴를 명기하고 하단에는 그 시간을 4자리숫자로 표시하며 담당교사가
서명합니다.

예)

지각 × 0930

3. 훈련책임자(훈련기관장)는 매일 수업종료 후 최종 확인 결재합니다.
4. 오․탈자 정정은 적색펜을 사용하여 두줄을 긋고 정정하고 정정한 곳 옆에 정정자가 기명하고 서명

합니다.
5. 중도탈락자는 제적일로부터 적색펜으로 두줄을 긋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Ⅵ.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17.2.27)

175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별지 제7호서식]

(앞쪽)

출석 입력 요청 대장

(○○○○훈련기관)
①훈련과정명

②훈 련 기 간

③훈 련 시 간

④대장관리자

⑤연번 ⑥발생일 ⑦입력일

⑧훈련생
성 명

⑨사 유

⑩입실시간 ⑪퇴실시간 ⑫훈련생 ⑬관리자
(외출시간) (귀원시간) 서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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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재 요 령

▶

(뒤 쪽)

1. 이 대장은 지문 미인식 및 미등록, 시스템장애 등으로 출결을 체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합니다.
2. 대장 작성은 훈련기관 전담관리자가 하며 훈련생은 사유발생일 당일에 훈련이 종료된 이후

관리자가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고 훈련생이 자필로 성명을 정자로 기재합니다.
1) ⑥란의 발생일자는 관리대장 작성사유 발생 해당일자를 기재합니다.
2) ⑧란의 훈련생 성명은 관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3) ⑩란의 입실시간은 관리대장 작성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의 입실(외출)시간을 기재합니다.
4) ⑪란의 퇴실시간은 관리대장 작성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의 퇴실(귀원)시간을 기재합니다.
5) ⑨란의 사유는 ‘지문미인식’ 등 관리대장 작성사유를 기재합니다.
6) ⑫란의 훈련생 서명은 직권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이 본인의 이름을 자필로 정자로 기재합니다.
7) ⑬란의 관리자 서명은 관리자가 자필로 확인 서명합니다. (대장관리자가 직접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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