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 2019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신청절차   <2019.01. 개정지침 기준>

문의: ☏031-592-3062  / Fax: 031-592-3057 / e-mail : 5923062@naver.com

1. 온라인 청약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plan.or.kr)  ※수행기관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선택 

    - 기업, 청년 모두 온라인 신청 (각각 공인인증서가 필요)

    - 해당 홈페이지에서 재직근로자 상품(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기업체는 기업회원 / 개인은 개인회원 

    가입 → 기업 먼저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온라인 신청” → “청약”→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상품 

선택하여 청약 진행 → “청약 가등록번호”발급 이후 청년이 청약 진행시 “청약 가등록번호” 입력하여 청약 진행

     

    - 청약 가입 메뉴얼(PDF) 파일 참조하여 청약 진행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이 가능 대상인지 심사(수행기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적격여부 심사)

    - 청약시작일은 기업/청년 각각 온라인 청약(서류 업로드) 후 기업/청년 중 각각 1회차 적립부금 납부일 

      기준 늦게 낸 날짜부터 5년으로 진행

    예시) 기업과 청년이 2019년 1월 2일에 온라인 청약을 완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월 14일에 

    기업·청년 청약을 승인, 기업이 1회차 납부금을 1월 15일에 납부, 청년이 1회차 납부금을 1월 25일에 

    납부했을 경우, 해당 청년의 청약기간은 2019.01.25. ~ 2024.01.24.(5년)으로 청약을 진행.

2. 청약 시 필요서류(기업/청년 각각 온라인 청약 도중에 해당 자료 홈페이지에 업로드 필수)

   기업 : ⓵사업자등록 증명원 사본 ⓶국세납세증명서 ⓷법인등기부 등본(법인기업에 한함)  

          ⓸주주명부(법인기업에 한함, 샘플 참고) 

   청년 : ⓵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필수) ⓶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⓷가족관계증명서 ⓸병적증명확인서(군 전역한 해당자에 한함) 

3.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적립방식 

   - 청년 : 온라인 청약 시 자동이체계좌 및 이체일을 지정하여 기간동안 월 부금액을 가상계좌에 적립

     > 월 12만원 납부 × 60개월(5년) = 720만원 적립

   - 기업 : 온라인 청약 시 자동이체계좌 및 이체일, 부금방식을 선택 지정하여 기간동안 월 부금액을 

            가상계좌에 적립

     > 정액방식: 월 20만원 납부 × 60개월(5년) = 1,200만원 적립  

     > 차등방식: 1년차(월 12만원), 2년차(월 15만원), 3년차(월 20만원), 4년차(월 25만원), 5년차(월 28만원) 

                × 60개월(5년) = 1,200만원 적립

  

   - 정부 : 매회차별 수행기관 서류 제출, 청약 온라인 홈페이지 서류 업로드 통해 

            3년간 7회차에 걸쳐 정부지원금 가상계좌에 적립(3년간 총 1,080만원)

적립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적립주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적립금액 120만원 120만원 150만원 150만원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누적금액 120만원 240만원 390만원 540만원 720만원 900만원 1,080만원

 

4. 청약 만기 이후 지원금 수령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 접속 후 → “온라인신청” 메뉴 

→“변경, 해지 및 만기” 메뉴 선택하여 개별 공제금 지급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금 

및 이자 계산 후 청년 본인계좌에 추후에 입금

http://www.sbcplan.or.kr
http://www.sbcpl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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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회차별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내역/회차
정부지원금
(수행기관)

총 1,080만원

중소기업기여금
<정액적립/차등적립식 중 선택1>

총 1,200만원

청년 본인적립금
(청년자동이체)

총 720만원

1회차(청약승인일 기준 
1개월 기업/청년 
모두적립 이후)

120만원

정액적립식
20만원

5년간 적립
(1,200만원)

차등적립식
1년차

(월 12만원)
2년차

(월 15만원)
3년차

(월 20만원)
4년차

(월 25만원)
5년차

(월 28만원)

5년간 적립
(1,200만원)

12만원 
5년간 적립
(720만원)

2회차(청약승인일 기준 
6개월 기업/청년 
모두적립 이후)

120만원

3회차(청약승인일 기준 
12개월 기업/청년 

모두적립 이후)
150만원

4회차(청약승인일 기준 
18개월 기업/청년 

모두적립 이후)
150만원

5회차(청약승인일 기준 
24개월 기업/청년 

모두적립 이후)
180만원

6회차(청약승인일 기준 
30개월 기업/청년 

모두적립 이후)
180만원

7회차(청약승인일 기준 
36개월 기업/청년 

모두적립 이후)
180만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회차별 정부지원금 신청서류

(수행기관에 제출)
1. 국세납세증명서 1부 (매회차별 최신화해서 제출)

https://www.hometax.go.kr/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1부 (매회차별 최신화해서 제출)

http://www.4insure.or.kr/

http://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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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해지환급금 수령시 수급방식

구 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
기업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
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청년
근로자
귀책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
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의 사업자등록

기타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정부지원금 반환

기타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

가피한 사유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귀책사유

시기별 적립된 정부지원금 적립 금액 및 그 기간 이자

적립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적립주기
(계약성립일
이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적립금액 120만원 120만원 150만원 150만원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누적금액 120만원 240만원 390만원 540만원 720만원 900만원 1,080만원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1,080만원 x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그 기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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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샘플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