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근속하면 정부에서 1,080만원을 드립니다!

‘20년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 안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정부·청년재직자·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시 적립금 전액(약 3,000만원)을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적립규모
【정 부】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청 년】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x60개월)
【기 업】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x60개월)
※ 공제금리 : 연 복리(분기별 변동금리, 홈페이지에 금리 게시(‘20년 2분기 : 1.54%))

가입대상
【기 업】중소·중견기업(부동산, 유흥주점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 및 국세 체납 기업 제외)
【근로자】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15세∼34세 청년근로자 (군 복무기간 추가 인정)
※ 가입 제외 대상
* 사업주(대표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인 또는 참여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 F-5, F-6 비자 소지자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및 타 기업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자
*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입 혜택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근로자

• 기업 기여금 전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 정책자금 융자 등 중소기업 정책 지원사업평가 또는 선정 우대
• 근로자를 최소 5년 이상 고용 유지 및 우수인력 유입으로 기술 축적
• 기업 기여금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세액공제 : 당해년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년도 대비 증가액의 50% 中 선택 적용
• 5년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세전) 수령
• 공제금 수령시 기업 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상당 세액 감면
• 핵심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제공
• 25개월 이상 가입 유지 시 상해보험 가입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홈페이지 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접속
1. 기업 회원가입 후 가입 대상 핵심인력도 회원가입
2. 기업 로그인 ⇨ 청약내용입력 ⇨ “청약 가등록번호”생성
3. 핵심인력 로그인 후 “청약 가등록번호”로 로그인 연동 ⇨ 청약내용 확인 ⇨ 청약완료

방문신청

아래 신청기관으로 청약서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제출 (청약서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게시)

구비서류

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가능, 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주명부 (현재일기준)

청년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가입권유자: 조호연 사원(경기북부지부)

신청 및 문의처
신청접수·운영기관

담당자

문의처

신청접수·운영기관

담당자

문의처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유승

031-853-6681

(주)명은커리어 북부지사

이예슬

031-928-5890

경기섬유산업연합회

김태민

031-850-3657

(주)제이엠커리어 의정부지사

홍호형

070-5112-3762

고양상공회의소

손은정

031-901-9197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조혜원

031-259-7260

고양시 기업경제인연합회

이진희

070-7575-4368

한국고용복지센터 의정부점

최한수

070-4488-7781

스텝스(주) 의정부지사

정현선

031-928-7420

케이잡스 부천지사

장미랑

02-797-5657

(주)명은커리어

이채민

031-926-3422

파주상공회의소

김형주

031-8071-4242

※기타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북부지부 조호연(031-920-6738)에게 연락주세요.
경기북부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