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지표11

직원권익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점

기관이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 확인방법

충족요건

①직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면담
▪ 직원이 대표자(설치‧운영자)와 필수항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지 직원과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 필수항목 :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형태, 임금
- 직원이 근로계약 체결 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을 숙지하고 매월 보수(임금)명세서
를 제공 받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면담) 직원면담 Q & A (예시)
Q : 근로계약은 체결하셨나요?
A:예
Q : 근로계약 내용 중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A :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생각납니다
Q : 매월 임금명세서는 받고 있나요?
A : 예. 매월 25일에 받고 있습니다.

충족요건

[일반관리-근로계약] 메뉴를 등록한다. (권장 사항)

충족요건

[일반관리-임금지급] 메뉴를 등록한다. (권장 사항)

평가기준

②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록
▪ 확인사항 : 고충처리지침, 고충처리대장, 고충처리함

▣ 확인방법

▪ 고충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고충처리지침에 따라 운영하는지를 확인한다.
- 확인사항 : 고충처리지침, 고충처리대장, 고충처리함 등

충족요건

(기록) [사무국장-고충처리지침] 메뉴를 기관의 사정에 맞게 수정한 다음 저장한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고충처리지침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도 됨)

충족요건

(기록) [사무국장-직원고충처리] 메뉴를 등록한다.

충족요건

고충처리함을 비치한다.

평가기준

③직원은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면담

▣ 확인방법
충족요건

▪ 직원이 고충처리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지 직원과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면담) 직원면담 Q & A (예시)
Q : 직원이 의견이나 고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 고충처리함에 의견이나 고충을 적어 넣으면 원장남이 별도로 불러 상담한 다음 조치해 줍
니다.

평가기준

④운영위원회 회의에 시설 종사자의 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참여시켜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
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기록

▣ 확인방법

▪ 시설 종사자의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 직원의
고충, 권익향상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에 연 1회 이상 반영하는지를 확인
한다.
- 시설 종사자의 대표로 기관 대표자가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회의는 기준 ④을 충족
하지 않음
- 복수의 시설에 공동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시설 종사자의 대표로 위촉된 위원은 복
수의 시설별 종사자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 회의에 개진하고 그 결과를 시설별 기관운영
에 연 1회 이상 반영하였는지를 회의록 등을 통해 확인함
※ (예시)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경우

충족요건

(기록) 안건을 직원고충, 권익향상 의견수렴으로 [사무국장-운영위원회회의] 메뉴를 반기별
1회 이상 등록한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기관의 대표가 위원이 되어서는 안 됨)

충족요건

(기록) 안건이 직원고충, 권익향상 의견수렴인 [사무국장-운영위원회회의결과반영] 메뉴를
연 1회 이상 등록한다.

▣ 지표적용기간 : 2019.1월 ~ 2021년 평가일
▪ 평가기준ⓛ,④와 기준②번의 고충처리절차의 확인사항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