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센 터 운영기관명 대표전화

서울

스탭스(주) 02-2178-8000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784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02-2230-2122

(주)메이크인 02-2291-7070

(사)여성중앙회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070-4048-6869

인크루트알바콜(주) 02-2186-9150

서초

(주)제니엘 02-580-0108

(사)국제직업능력개발교류협회 02-575-0531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02-6929-0011

서울
강남

(주)프로뱅크 02-3471-3214

(주)유니에스 02-6011-1471

(주)티이에스 02-566-3064

(주)인덱스루트코리아 02-552-5560

서울
동부

(주)블루안컨설팅 02-556-6026

(주)대신기술능력개발원 02-471-5555

에이치알엠코리아(주) 02-745-4900

잡모아 천호점(주) 02-471-0020

서울
서부

(사)한국평생교육협회 02-6378-010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02-3153-2791

㈜제이엠커리어서울서부 02-2038-7979

(주)유니에스서부센터 02-538-5562

서울
남부

(주)잡모아 02-2645-6565

(주)국제기획컨설팅 070-4801-3864

(주)제이앤비컨설팅 02-2098-1045

(주)제이엠커리어 02-703-9900

서울
북부

(주)커리어넷 서울북부지사 02-2006-6130

인크루트알바콜(주)
서울북부지사

02-2186-9150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 02-3399-7606

(사)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지부

02-6959-5570

서울
관악

(사)벤처기업협회 02-6331-7040

(주)잡모아 관악지사 02-838-8860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02-876-8219

케이잡스(주)구로지사 070-7719-5591

인천

(사)인천경영자총협회 032-428-7111

(주)제니엘 인천지점 032-237-1010

(주)휴먼잡트러스트 032-822-1825

(주)채움에이치알디 032-822-7073

인천
북부

(주)제니엘 인천북부 032-281-1438

(주)휴먼잡트러스트 서구지점 032-569-5422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 032-710-1985

(주)잡모아 인천서부지점 032-563-2226

부천

(재)부천산업진흥재단 070-7094-5469

(주)미래고용정보 031-984-9001

(주)잡모아 부천지점 032-327-8666

케이잡스(주)부천지사 070-7719-5591

의정부

스탭스(주)의정부센터 031-879-5161

(주)명은커리어 양주센터 031-928-5890

(사)한국고용복지센터 031-837-5400

고양

(주)명은커리어 031-926-3790

고양상공회의소 031-969-5817

파주상공회의소
031-8071-
4240~4

수원

경기경영자총협회 031-8014-5483

수원상공회의소 031-244-3454

용인상공회의소 031-336-2528

화성상공회의소 031-350-7900

(주)코리아잡스원 031-286-0392

(주)명은커리어수원센터 031-548-0190

성남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9660

(주)제니엘 성남센터 031-717-2950

성남상공회의소 031-781-7904

광주하남상공회의소 031-761-9090

㈜잡모아 성남지점 02-2607-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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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안양과천상공회의소 031-447-9171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안양 031-468-9815

(주)잡모아 안양 031-469-8887

(주)휴먼잡트러스트 광명 02-2689-7720

안산

안산상공회의소 031-410-3030

시흥상공회의소 031-501-5700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031-312-2121

사회적협동조합내일로 
안산센터

031-475-1982

평택

안성상공회의소 031-676-4411

오산상공회의소 031-373-7441

(주)조인스잡 031-647-6995

(주)코리아잡스원 031-656-9550

평택상공회의소 031-654-6409

춘천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춘천)

033-256-8828

강릉 강릉상공회의소
033-643-
4411~3

원주

원주상공회의소 033-743-2991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원주)

033-813-0013

부산

(주)잡서울부산본부 051-804-0683

부산상공회의소 051-990-7011

(주)커리어넷부산지사 02-2006-6130

(주)제니엘부산지점 051-714-2666

주식회사 잡플랜컨설팅 051-927-9940

(주)에듀인잡컨설팅 051-636-8739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051-861-8831

부산경영자총협회 051-647-0441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051-807-7944

부산
동부

퍼스트인잡㈜ 051-914-2488

㈜커리어다움 051-582-8633

㈜잡스토리 수영지점 051-714-1239

(주)인덱스루트코리아 051-364-5563

(주)두원아이앤씨 051-329-7887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051-326-7600

부산벤처기업협회 051-343-0170

창원

(사)경남경영자총협회 055-263-0282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055-283-2360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 055-261-5513

창원상공회의소 055-210-3093

울산

(주)위더스 052-261-9282

(주)좋은일자리 052-263-3500

(사)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052-277-9984

김해

양산상공회의소 055-386-4001

(주)경남취업지원센터 
김해지사

055-723-2042

퍼스트인잡(주)김해지점 051-914-2488

진주
진주상공회의소 055-753-0412

(주)제이엠커리어진주지사 055-794-1012

통영 사단법인한국커리어경남지사 055-990-8219

대구

(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
연합회

053-742-1775

경산상공회의소 053-811-3031

(주)미래일자리센터 053-243-1005

디앤워크(주) 대구지점 053-261-7730

(주)제이엠커리어 대구지사 053-710-1263

대구
서부

칠곡상공회의소 054-974-0850

(주)브레인풀 053-627-3400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구경북지회

053-745-4703

대구경영자총협회 053-572-3434

(재)대구테크노파크
계명대학교센터

053-580-5508

포항
경북동부경영자협회 054-278-5140

포항상공회의소 054-274-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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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070-8895-7714

구미상공회의소 054-454-6601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054-475-9290

김천상공회의소 054-433-2680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054-456-9494

(주)지에스씨넷 054-456-1470

(사)경북경영자총협회 054-461-5524

(주)일로이룸구미취업지원센터 053-350-1088

영주
상주상공회의소 054-533-5841

(주)지에스씨넷 영주지사 054-632-1949

안동 (주)지에스씨넷 안동지사 054-843-1949

광주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062-613-5992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광주전남지회

062-363-1330

국제커리어센터 062-415-7900

광주경영자총협회 062-654-3425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제주내일

064-756-5425

전주

전주상공회의소 063-280-1150

전북경영자총협회 063-282-3393

베스트인전북지사 063-229-2308

(주)제이비커리어 063-272-8219

익산 (주)에스넷익산지사 063-723-4084

군산
군산상공회의소 063-453-8601

(주)휴먼제이앤씨 군산지사 063-451-7521

목포

목포상공회의소 061-242-8581

(재)전남인력개발원 
부설 목포취업지원센터

061-800-6664

순천
광양상공회의소 061-793-0012

전남경영자총협회 061-741-8108

여수 여수상공회의소
061-641-
4001~4

대전

대전상공회의소 042-480-3042

(사)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042-861-2200

(사)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042-256-7051

(주)제이엠커리어 대전지사 042-223-0135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042-867-9700

청주

(사)충북경영자총협회 043-271-9805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043-230-9781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043-235-2884

(주)지에스씨넷 043-264-1949

청주상공회의소 043-229-2724

천안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천안지부

041-553-1193

충남북부상공회의소 041-559-5700

당진상공회의소 041-357-2500

(주)한국커리어잡스 041-556-2829

인지어스(유) 천안지사 041-903-0360

충주 충주상공회의소 043-843-7003

제천 제천단양상공회의소 043-642-3114

음성 음성상공회의소 043-873-9911

보령

사단법인 온터두레회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041-935-9663

(주)제이엠커리어 홍성지사 041-406-7018

서산 서산상공회의소 041-663-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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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총 169개소)

자산형성 사업 비교5

기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시행시기 ’16년 7월 ’18년 6월 ’18년 6월 ’14년 8월

가입요건
(청년)

신규취업청년
(15~34세, 고용
보험 1년 이하)

신규취업청년
(15~34세, 고용
보험 1년 이하)

재직 청년
(15~34세, 6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
(나이, 재직기간 

무관)

가입요건
(기업)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일부 5인 미만)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적립구조

3자 적립

[청년] 2년 300
[정부] 2년 900
[기업] 2년 400

→  2년 만근시

    1,600만원

3자 적립

[청년] 3년 600
[정부] 3년 1,800
[기업] 3년 600

→  3년 만근시 

    3,000만원

3자 적립

[청년] 5년 720
[정부] 3년 1,080
[기업] 5년 1,200

→  5년 만근시 

    3,000만원

2자 적립

핵심인력 : 사업주
=1 : 2 이상
(매월 34만원 이상)

→  5년 평균

    2,500만원

어떤 혜택이 있나요?4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장기 
재직한 해당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항목

월 12만 5천원씩 

300만원 적립

▼
만기공제금(1,600만원+α)

월 16만 5천원씩 

600만원 적립

▼
만기공제금(3,000만원+α)

•실질적인 경력 형성 및 

   핵심인재로 성장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계할수 있으며, 5년형 

  연계시 400만원 추가지원

총 5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4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

총 75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6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우대 및 가점 부여
(상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참조)

2년형

3년형

혜택

청년 기업

국번없이 

1350
(2번→5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문의

청년은 목돈 마련 

기업은 인재 확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은 2년간(또는 3년간)

우수 청년인력확보와 지원금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  기업기여금은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500만원에서 400만원을 적립(기업의 
별도 부담금 없음)

※  기업기여금은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750만원에서 600만원을 적립(기업의 
별도 부담금 없음)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만 15~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

으로 취업한 청년

2년형, 3년형 가입요건 비교

생애최초 취업자
(고용보험 
최초취득)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

고용보험 단기가입
(3개월 이하)은
산정 시 제외

12개월 초과이직자 
중 장기실직자 
가입허용

2년형
○ ○ ○

○
3년형 ×

청년은 2년 만기 시, 1,600만원 + 이자 

본인 적립금

300만원
정부지원금

900만원
기업기여금

400만원

월 12만 5천원
•24개월(매월)
•자동이체

본인 적립금

300만원

월 16만 5천원
•36개월(매월)
•자동이체

본인 적립금

600만원

청년은 3년 만기 시,  3,000만원  + 이자

본인 적립금

600만원
정부지원금

1,800만원
기업기여금

600만원

적립과정은 어떻게 되나요?2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1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3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워크넷 참여신청 : www.work.go.kr/youngtomorrow      |      중소기업진흥공단 : www.sbcplan.or.kr

  *운영기관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격 확인 및 지원금 신청대행 등의 업무를 고용센터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

청년,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기업 → 운영기관 청년, 기업 기업→        →고용센터 고용센터

적립구조 :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을 형성[청년은 매월, 기업과 정부는 2년형은 5회, 3년형은 7회에 걸쳐 적립]

기업기여금

400만원

45만원  1개월

70만원  6개월

95만원12개월

95만원18개월

95만원24개월

기업기여금

600만원

정부지원금

900만원

75만원  1개월

150만원  6개월

225만원12개월

225만원18개월

225만원24개월

정부지원금

1,800만원

150만원  1개월

175만원  6개월

225만원12개월

250만원18개월

325만원24개월

325만원30개월

350만원36개월

50만원  1개월

50만원  6개월

75만원12개월

100만원18개월

100만원24개월

100만원30개월

125만원36개월

워크넷
참여신청

(운영기관* 선택)

청약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정규직 명단 
통보

주기별
 지원금 신청

청년·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

공제부금 관리
만기공제금수령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대행)

운영기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중견기업

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1~5인 미만도 가능

기업

➊ 제외기업 :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비영리기업 등

➋ 청년공제 가입유지율 등이 기준에 미달한 기업

      ※ 기타 구체적인 제한요건은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에 문의

 참여제한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