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금신청방법 

⦁ 첨부로 추가 발송해야 하는 구비서류

⦁ 지원금신청 시 유의사항 

*횟차별_공제적립/지원금액을 참고하세요

 

- 시기별로 첨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신청서에 회사직인을 날인 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이메일제출 가능/  

   원본제출가능/팩스접수불가) 

- 하단의 제출처 직인은 운영기관인 용인상공회의소가 작성하는 곳으로, 절대 기입/날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기업명의통장사본 (1회차만)

- 임금지급증빙자료 (근로계약서, 해당기간의 급여대장, 입금내역) - 모든서류 원본대조필 및 회사직인 날인 필수

 *임금증빙자료는 신청서 내 지급대상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월별 증빙이 필요합니다.

ex.) 2019.3.15. 입사자→급여산정기간이 매월 1일~말일 인 경우

    1차 지원금신청: 대상기간 2019.3.15. ~ 2019.4.14. → 3월,4월의 급여대장 및 입금증 필요

    2차 지원금신청: 대상기간 2019.4.15. ~ 2019.9.14. → 4월,5월,6월,7월,8월,9월의 급여대장 및 입금증 필요
                                                      (만 5개월이나 걸쳐있는 모든달의 증빙필요)

- 첨부서류 중 급여대장(명세서)에 반드시 원본대조필과 사업주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2018.8 시달사항)

- 첨부서류 중 급여이체내역은 발/수신인, 이체일시, 이체금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2018.8 시달사항)

- “지원금적기신청”한번에 1~2차를 신청하는 등 몰아서 신청하는 경우 반려처리가 되니, 적기에 1차씩 신청바랍

니다.(2018.8 시달사항)

<2019년 2년형> 2018.06.01이후 청약신청자    (만원)

적립방법
지원 주기 소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청약승인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1page 공제적립(기업가상계좌적립) 400 45 70 95 95 95

채용유지지원금신청서 기업지급(기업실통장입금) 100 20 20 20 20 20

2page

취업지원금신청서

취업지원금(청년가상계좌적립) 900 75 150 225 225 225

청년부담금 300만원 300 매월 125,000원, 24개월 간 납입 (300만원)

<2019년 3년형> 2018.06.01.이후 신청3년형사업가입자  (만원)

적립방법

지원 주기 소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청약승인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1page 공제적립(기업가상계좌적립) 600 50 50 75 100 100 100 125

채용유지지원금신청서 기업지급(기업실통장입금) 150 20 20 20 20 20 25 25

2page 취업지원금(청년가상계좌적립) 1,800 150 175 225 250 325 325 350

취업지원금신청서 청년부담금 300만원 600 매월 165,000원, 36개월 간 납입 (594만원≒600만원)



첨부1. 지원금신청 시 제출 서류 【2년형-총 5회 신청】

※ 위 그림은 예시 이므로 모든 회차분을 다 기입했지만, 실제 지원금 신청 시 1명의 청년 당 1회분에 한
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한 번에 몰아서 신청 불가능 함



첨부1. 지원금신청 시 제출 서류 【3년형-총 7회 신청】

   ※ 위 그림은 예시 이므로 모든 회차분을 다 기입했지만, 실제 지원금 신청 시 1명의 청년 당 1회분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한 번에 몰아서 신청 불가능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