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에게 일할 기회! 

기업에는 인재 채용의 기회! 

청년일자리대책이 돕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시행시기

문의처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18. 3. 15~ ’21. 12. 31)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

•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 및 벤처기업·문화콘텐츠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사행산업, 유흥업, 베팅업 등 일부업종 제외
•공공기관, 정부출연·출자기관, 인건비 정부지원기업 제외

• 요건 

❶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❷ 전년말보다 근로자 수 증가 
 * 30인 미만 : 1명 이상 고용, 30~99인 : 2명 이상 고용, 100인 이상 : 3명 이상 고용 

• 수준 

청년 신규채용 1인당 年 900만원*, 3년간 지원
 *  고용위기지역(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500만원 

추가(1인당 年 1,400만원) 지원

(단위: 만원)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30인 미만 900 1,800 2,700 3,600

30~99인 - 1,800 2,700 3,600

100인 이상 - - 2,700 3,600

지원 내용

(신규채용자 12개월 근무 기준)

온 라 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오프라인 | 고용센터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 이후

* ’18.3.15일 취업한 청년부터 제도개선사항 적용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중소 · 중견기업에게

3년간 2,700만원을 드립니다

1.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시행시기

문의처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만15세 이상 29세 이하) 정규직 수가 증가한 기업

*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
*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최대 年1,600만원 세액공제

❶ 공제기간 | 중소·중견기업 3년, 대기업 2년
❷ 공제금액 | 기업 규모별로 年 300~1,600만원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나누기, 청년 신규채용 규모 등이 우수한 기업

구분 
(단위: 만원)

중소기업(3년간) 중견기업
(3년간)

대기업
(2년간)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2,100) 770(2,310) 450(1,350) -

일반기업 청년
정규직

1,000(3,000) 1,100(3,300) 700(2,100) 300(600)

청년친화기업* 1,500(4,500) 1,600(4,800) 1,200(3,600) 800(1,600)

지원 내용

사업체가 세무서에 법인·소득세 신고시 신청

* 법인세 : 익년 3월, 소득세 : 익년 5월

’18년~’21년 기간 동안 적용(세제 개편안 국회통과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6)
•국세청 콜센터(126)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에게 

최대 年1,600만원 세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2. 청년고용 증대세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시행시기

문의처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3년간 3,000만원 자산형성 가능 
•청년 | 3년간 600만원 적립 (월 16.5만원 × 36개월)
•기업 | 3년간 1,050만원 지원 받아, 600만원을 청년에게 적립

•정부 | 3년간 1,800만원 적립 (3년간 7회 분할적립)

※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선택시 2년간 1,600만원 자산형성 가능 

    - 청년 300만원 + 기업 400만원 + 정부 900만원 

소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본인납입 600 매월 16.5 × 36개월=594≒600

기업적립 600 50 50 75 100 100 100 125

정부지원 1,800 150 175 225 250 325 325 350

적립 구조

(단위 : 만원)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 참여 

신청 → 승인(고용센터) →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plan.or.kr)에 청약 신청

*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청년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생애최초 취업(’18.3.15 ~’21.12.31)한 청년

(취업일 기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청소년 유해업소,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등 제외
(단,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해당 기업 등은 5인 미만 가능)

중소 · 중견기업 신규 취업청년에게 3년간 

3,000만원 목돈 마련 기회를 드립니다

3.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협약하여 신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취업(재직자 포함)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

지원내용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100% 감면(年 150만원 한도)

* ’17.12.31. 이전 취업자는 ’18.1.1. 이후 과세기간분에 대해 적용(’17년까지는 3년간 70% 감면)

신청방법 원천징수의무자(소속 기업 경리담당)에 감면 신청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 명단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연말정산시 반영

시행시기 ’18년~’21년 기간동안 적용(세제 개편안 국회 통과시)

문의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7)
국세청 콜센터(126)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 드립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면제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생애최초로 취업(’18.3.15∼’21.12.31)하거나 창업 지원을 

받은 年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

*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융자·보증지원을 받은 자
*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 

시행시기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 이후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신청방법 5개 시중은행에 신청

1599-0800 1599-1771 1599-8000

1566-2566 1588-2100

지원내용 전월세보증금 3,500만원까지 1.2% 융자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차계약 후 신청 가능  

    대출한도  ❶ 보증금 3,500만원 이하는 보증금의 100%까지 대출

          ❷ 보증금 3,500~5,000만원은 3,500만원 대출

     기간   기본 2년, 1회 연장하여 최장 4년 이용가능

     상환   만기일시상환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전월세보증금

3,500만원을 최저금리로 융자해 드립니다

5.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시행시기

문의처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5년 근속 시 3,000만원 자산형성 가능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 (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 (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 (3년간 7회 분할적립)

온 라 인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오프라인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기업은행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1588-6259)

소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60
개월

본인납입 720 매월 12 × 60개월 = 720

기업납입 1,200 매월 20 × 60개월 =1,200

정부지원 1,080 120 120 150 150 180 180 180 -

적립 구조

(단위 : 만원)

 청년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
* 이미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도 전환 가입가능

기업

중소·중견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6개 업종 제외

※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협약하여 신청

중소 · 중견기업 재직청년도 5년간 

3,000만원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6.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반 내일채움공제
재직기간·연령 제한 없음

중소·중견기업과 재직근로자가 정부지원 없이 공동으로 5년간 적립시 근로자가 2,000만원 이상 수령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

❶ 일반 시·군·구 소재 산업단지 전체

❷  서울특별시, 광역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 소재 산업단지 중에서 

도심지와의 거리, 버스 운행횟수, 지하철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산업단지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를 
통해 추후(추경 통과 이후) 공지 예정

月 10만원씩 ’21년말까지 지급

* 버스·지하철·택시요금, 자가용 주유비 등으로 사용 가능한 교통비 카드 지급

신청방법 온·오프라인 신청 → 승인·통보(산단공) → 카드사에 카드발급 신청

온 라 인 | 별도 전산망 구축 예정(추경 통과후 공지 예정)

오프라인 |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자체(시·군·구)

* 한국산업단지공단(국가산단), 지자체, 산업단지관리공단(일반산단·농공단지) 등

※  카드사 신청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

시행시기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 이후

한국산업단지공단 콜센터(070-8895-7000)

※ 카드사 선정시 별도 콜센터 운영 예정

산단 중소기업 재직청년에게

월 10만원 교통카드를 드립니다

7.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청년 교통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