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Q&A (근로자 대상)
（ 2020 년 3 월 6 일 현재 ）

1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와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의 대응
질문 1) 열이나 기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2 노동기준법의 휴업수당, 연차 유급휴가
질문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회사를 쉬는 경우 휴업수당은 지급됩니까?
질문 2)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지급됩니까?
질문 3) 발열 등이 있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취득하고 회사를 쉴 수 있습니까?
질문 4) 파트타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유기 계약 근로자도 휴업수당의 지급 및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대상이 됩니까?
문 5) 노동기준법의 휴업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등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까?

3 감염 방지를 위한 유연한 근무 형태 (재택근무(telework), 시차 출퇴근)
질문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질문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시차 출퇴근을 활용하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4 기타 (보육원이 임시휴원이 된 경우, 초등학교 등의 임시휴업으로 인한 보호자의 휴가
취득 지원, 사용자가 휴업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질문 1) 아이를 맡기고 있던 보육원이 임시휴원이 되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질문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초등학교, 특별지원학교 등의 임시휴업 시,
회사에 근무하는 분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취득할 경우,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질문 3) 발열 등의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 회사를 쉬고 싶습니다만, 사용자가 휴업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질문 4) 질문 2 의 초등학교 등의 임시휴업으로 인한 보호자의 휴가 취득 지원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까?

(참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프리랜서를 포함한 사업자
분들에게는 중소기업청에서 자금 융통 지원(대출·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URL：https://www.meti.go.jp/covid-19/index.html

1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와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의 대응

질문 1) 열이나 기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 1) 발열 등의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 회사를 쉬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쉬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감염 확대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소중한 행동입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분에 대한 대응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Q&A (일반인 대상)
질문 28 "열이나 기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dengue_fever_qa_00001.ht
ml#Q28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방지하려면
https://www.mhlw.go.jp/content/10900000/000599643.pdf

2 월 1 일자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정감염증으로 정해짐에 따라,
근로자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감염증법에 의거하여
도도부현 지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취업 제한이나 입원 권고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염증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로부터 입원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입원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시에 도도부현 지사로부터 취업
제한이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취업하지 마십시오.
또 감염증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로부터 취업 제한이나 입원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정보 공유를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노동기준법의 휴업수당, 연차 유급휴가
<감염되어 휴업하는 경우>
질문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회사를 쉬는 경우 휴업수당은 지급됩니까?
답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며,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하는 취업 제한으로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휴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피용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라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각
보험자로부터 상병 수당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요양을 위해 근무에 취할 수 없게 된 날부터 기산하여 3 일을
경과한 날부터 최근 12 개월의 평균 표준 보수 일액의 3 분의 2 에 대하여 상병
수당금에 의해 보상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고 있는 보험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발열 등이 있는 분의 자발적 휴업>
질문 2)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지급됩니까?

답 2) 회사를 쉬도록 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가 확실치 않은
시점에서,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쉬게 되는 경우 휴업수당
지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에 임의로 설정되는 유급 병가
제도가 있으면 사업장의 취업 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하시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와 병가 처리>
질문 3) 발열 등이 있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취득하고 회사를 쉴 수 있습니까?
답 3)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구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유를 불문하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장에서 임의로 설정된 병가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취업 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하시고 이를 취득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자 등의 적용에 대해>
질문 4) 파트타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유기 계약 근로자도 휴업수당의 지급 및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대상이 됩니까?
답 4) 노동기준법상 근로자이면 파트타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유기 계약 근로자 등
다양한 근무 형태로 일하시는 분을 포함하여 휴업수당의 지급 및 연차 유급휴가
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노사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휴가를 취득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 주도록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준법의 적용>
문 5) 노동기준법의 휴업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등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까?
답 5) 노동기준법의 적용 여부에는 외국인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도
노동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노동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동시에, 연차 유급휴가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3 감염 방지를 위한 유연한 근무 형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telework)의 활용>
질문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 1) 회사에서 재택근무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도의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회사의 취업 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하고 회사측과 의논해
주십시오.
또, 후생노동성에서는 재택근무 관련 정보를 일원화한 “재택근무 종합 포털
사이트”를 마련하여 재택근무에 관한 상담 창구, 재택근무에 관한 Q&A 등 재택근무

도입·활용을 위한 각종 정보를 게재하고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재택근무 종합 포털 사이트
https://telework.mhlw.go.jp/

<시차 통근의 활용>
질문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시차 출퇴근을 활용하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 2)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합의에 따라 시업, 종업 시간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시차 출퇴근 내용에 대해 노사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업, 종업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제도로 플렉스 타임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1 일 근로 시간대를 반드시 근무해야 할 시간대(코어 타임)와 그 시간대
안에 있다면 언제 출근 또는 퇴근해도 좋은 시간대(플렉시블 타임)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또한, 코어 타임은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부를
플렉시블 타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플렉스 타임제의 상세한 내용과 도입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URL 을 참조하십시오.
플렉스 타임제의 알기 쉬운 해설 및 도입 가이드
https://www.mhlw.go.jp/content/000476042.pdf

4 기타 (보육원이 임시휴원이 되었을 경우, 초등학교 등의 임시휴업으로

인한 보호자의 휴가 취득 지원, 사용자가 휴업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육>
질문 1) 아이를 맡기고 있던 보육원이 임시휴원이 되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 1) 아동의 감염 방지의 관점 및 지역에서의 감염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근무처와
협의하여 일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로 대응하거나 휴가 취득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료직 등의 사회적 요청이 강한 직업 등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으로, 자녀의
보육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에 의한 보육의 활용 등의 가능성에 대해
시구정촌과 상담하십시오.

<초등학교 등의 임시휴업으로 인한 보호자의 휴가 취득 지원>
질문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초등학교, 특별지원학교 등의 임시휴업 시,
회사에 근무하는 분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취득할 경우,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답 2) 임시휴업한 초등학교나 특별지원학교, 유치원, 탁아소, 인정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직원(정규·비정규을

불문하고)에게

유급휴가(법정

연차

유급휴가 제외)를 취득하게 한 회사에 대해 휴가 기간 동안 지불한 임금 전액을
보조(1 일 8,330 엔 상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속하게 검토를 진행하여
재차 알려드립니다.

자세히 보기→https://www.mhlw.go.jp/stf/newpage_09869.html

전단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초등학교 휴업 등 대응 보조금"
https://www.mhlw.go.jp/content/000604068.pdf

또한 자녀의 임시 돌보기 시설 등을 찾으시는 분에게는 각 시정촌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정촌의 어린이·육아 지원 담당 부국에
문의하십시오.

전단지 “어린이의 임시 돌보기 시설 등을 찾으시는 분에게"
https://www.mhlw.go.jp/content/000604069.pdf

<사용자가 휴업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질문 3) 발열 등의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 회사를 쉬고 싶습니다만, 사용자가 휴업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 3) 발열 등의 감기 증상이 있을 때는 회사를 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사회 전체의 이해가 필요하며, 직원 분들이 쉬기 좋은 환경 정비가
중요하므로 기업에 대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했을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목적이

발열 등의 감기 증상의 요양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배려를 할 것(이른바 ‘안전 배려 의무’)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노사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
질문 4) 질문 2 의 초등학교 등의 임시휴업으로 인한 보호자의 휴가 취득 지원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까?
답 4)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근로자라면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