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업

창업기업

사업을 확장중인 중소기업 B의 사례 (예시)
기업 현황

▪기업구분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10년차 중소기업(청년친화기업)

▪고용상황 직원 150명 ▶ `18년 청년 신규채용 10명 ▪매출 `17년 300억원 ▪소재 충북 오송산단
지원 Story | 고용창출 유망 기업에 인건비･세제･자금 등 집중 지원

▪기업상황 의료용 소모품 신제품을 개발하고 설비확대 등 사업확장 추진

▪정부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고용증대세제 지원 + 정책자금 융자 25억원 제공 등
		
기업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

연

5.8억원
혜택

기업 : 연 3.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연 0.9억원, 세제 연 1.6억원, 이자환급 연 0.5억원
직원 : 연 2.8억원 신규 취업자 10명×연 972만원, 기존 청년재직자 40명×연 462만원

청년 1명을 신규로 채용할 때마다

주요 혜택

인력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3년간 2,700만원(연 900만원)

※ (30인 미만) 1명 채용 시부터, (30~99인) 2명 이상 채용 시부터, (100인 이상) 3명 이상 채용 시부터 지원

기업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135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함께하기,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콜센터 (1357)

기술혁신형 창업 오픈바우처, TIPS,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창업기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국세청 콜센터 (126)

정부 지원제도 설명
구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세제 : 청년고용증대세제 3년간 최대 4,800만원(연 1,600만원)

※ 기본 1,000만원 + 비수도권 100만원(+10%) + 청년친화기업 500만원
※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시

성장 중인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 모태펀드 투자 최대 30억원(일자리 매칭펀드)
신성장기반자금 최대 50억원 + 이자환급 0.2%p(1인 고용 시마다)

창업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청년)고용증대세제, 중소기업 취업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등

기술창업기업 A의 사례 (예시)
기업 현황

▪기업구분 SW 개발업을 영위하는 청년창업기업(CEO 31세, `18. 6월 창업)
▪고용상황 `18년 청년 신규채용 4명 ▪매출 없음 ▪소재 인천

지원 Story | 오픈바우처 등을 통한 기술창업기업 사업안착 지원

▪기업상황 SW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A는 `18년 2월 졸업 후 창업준비를 시작했으나,
		
자본금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음
▪정부지원 ‘오픈바우처’로 1억원 초기자본금을 마련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여, 우수 개발인력 4명 채용 성공

연

1.8억원
혜택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구분

※ (30인 미만) 1명 채용 시부터, (30~99인) 2명 이상 채용 시부터, (100인 이상) 3명 이상 채용 시부터 지원

기업

세제 : 근로소득세 90% 감면 ▶ 5년간 210만원(연 평균 42만원, 연봉 2,500만원 기준)
교통 : 산업단지 교통비 4년간 210만원(`18. 30만원, `19. 이후 60만원)
주거 : 전월세 저리융자 3,500만원 ▶ 4년간 280만원(연 70만원, 신규 취업자)

모르면 손해보는 기업유형별 일자리 지원정책

창업 : 기술혁신형 창업 오픈바우처 최대 1억원
TIPS 10억원 + POST-TIPS 20억원

자금 : 모태펀드 투자 15억원(창업초기 펀드 평균 투자금액)
창업기업자금 최대 50억원 + 이자환급 0.2%p(1인 고용 시마다)

직원

관계부처 합동

기술창업에 나선 창업자는

세제 : 청년 창업기업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은
직원

청년 1명을 신규로 채용할 때마다

주요 혜택

인력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3년간 2,700만원(연 900만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 지원

목돈마련 : 신규 취업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간 3,000만원(정부지원 연 800만원)
		
기존 재직자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간 3,000만원(정부지원 연 360만원)

직원 : 연 0.4억원 신규 취업자 4명×연 912만원

정부 지원제도 설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콜센터 070-8895-7000)

산업단지 청년재직자 교통비 지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공동주택
임차 지원, 산업단지 리모델링 등

기업 : 연 1.4억원 오픈바우처 연 1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연 0.4억원

창업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은

목돈마련 :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간 3,000만원(정부지원 연 800만원)
세제 : 근로소득세 90% 감면 ▶ 5년간 210만원(연 평균 42만원, 연봉 2,500만원 기준)

주거 : 전월세 저리융자 3,500만원 ▶ 4년간 280만원(연 70만원, 신규 취업자)

노동시간
단축 기업

고용위기지역* 기업
* (8개 지역) 군산,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거제, 울산 동구, 영암, 목포

노동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 C의 사례 (예시)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D의 사례 (예시)

기업 현황

▪기업구분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노동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청년친화기업)
▪고용상황 직원 320명 ▶ `18년 청년 신규채용 30명 ▪매출 `17년 800억원 ▪소재 경기
지원 Story |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신규 채용 시 기업부담 최소화

▪기업상황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기존 직원 임금은 종전 수준 유지
▪정부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통해 신규채용 지원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존 직원 임금보전
연

28.4억원
혜택

기업 : 연 23.7억원 일자리함께하기 연 17.3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연 1.9억원, 세제 연 4.5억원
직원 : 연 4.7억원

신규 취업자 30명×연 912만원, 기존 청년재직자 50명×연 402만원

정부 지원제도 설명
구분

주요 혜택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청년 1명을 신규로 채용할 때마다

기업 현황

▪기업구분 외식업을 영위하는 7년 차 기업

▪고용상황 직원 20명 ▶ `18년 신규채용 10명(청년 5명, 중장년 5명) ▪소재 경남 통영
지원 Story | 고용위기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기업상황 2호점을 신설하면서 지역 실직자 10명 추가 채용(연봉 2,500만원)

▪정부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일자리창출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
연

2.9억원
혜택

※ (30인 미만) 1명 채용 시부터, (30~99인) 2명 이상 채용 시부터, (100인 이상) 3명 이상 채용 시부터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동시 지원 가능
동시 지원 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년간 일부 지원 ▶ 900만원 × 70% = 630만원

세제 : 청년고용증대세제 3년간 최대 4,500만원(연 1,500만원)

※ 기본 1,000만원 + 청년친화기업 500만원 ※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시

구분

기업

고용위기지역 기업이 청년 1명을 신규로 채용할 때마다

비청년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년간 1,250만원
세제 : 청년 ▶ 청년고용증대세제 3년간 최대 3,300만원(연 1,100만원)

※ 기본 1,000만원 + 비수도권 100만원(+10%) ※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시

비청년 ▶ 고용증대세제 3년간 최대 2,310만원(연 770만원)

▪기업구분 인쇄회로기판 제조 중소기업(CEO 46세, `96년 창업)

▪고용상황 직원 36명 ▶ `18년 청년 신규채용 6명 ▪매출 `17년 510억원 ▪소재 경기 평택산단
지원 Story | 청년친화적 산단 환경조성 및 청년 교통비 등 지원

▪기업상황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주시설이 부족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인력 구인에 애로 발생
▪정부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고용증대세제 등을 통해 신규채용 지원
		
+ 공동주택 임차비‧청년 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연

4.1억원
혜택

구분

직원

직원 : 연 1.9억원 신규 취업 청년 6명×연 902만원, 기존 청년재직자 30명×연 462만원

청년 1명을 신규로 채용할 때마다

주요 혜택

기업 현황

▪기업구분 반도체장비, 전자제품 검사장비 등 제조 중견기업(`02년 창업, 청년친화기업)

▪고용상황 직원 406명(청년 92명) ▶ 청년 신규채용 13명 ▪매출 `17년 1,700억원 ▪소재 서울
지원 Story | 중견기업까지 확대된 청년 고용정책을 적극 활용

▪기업상황 지속적인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인력 확충 필요

▪정부지원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연구인력 신규고용
		
+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지원
연

22.2억원
혜택

기업

※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시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주거 : 직원에게 제공하는 공동주택 임차비를 1년간 360만원(1인마다)
환경 : 리모델링(공용쉼터 조성 등), 혁신성장촉진지구* 신설

주요 혜택

인력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3년간 2,700만원(연 900만원)
기업

※ (30인 미만) 1명 채용 시부터, (30~99인) 2명 이상 채용 시부터, (100인 이상) 3명 이상 채용 시부터 지원

세제 : 청년고용증대세제 3년간 최대 3,600만원(연 1,200만원)

※ 중견기업 기본 700만원 + 청년친화기업 500만원 ※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R&D + 해외마케팅 :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5년간 최대 75억원(연 15억원)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은

목돈마련 : 신규 취업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간 3,000만원(정부지원 연 800만원)
		
기존 재직자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간 3,000만원(정부지원 연 360만원)
세제 : 근로소득세 90% 감면 ▶ 5년간 210만원(연 평균 42만원, 연봉 2,500만원 기준)
교통 : 산업단지 청년재직자 교통비 4년간 210만원(`18. 30만원, `19. 이후 60만원)

월드클래스 300프로젝트 연 15억

신규 취업 청년 13명×연 800만원, 기존 청년재직자 92명×연 360만원

청년 1명을 신규로 채용할 때마다

* 공원과 문화‧편의시설 설치 + 미니공원 + 도시 숲 등

직원

직원 : 연 4.4억원

구분

※ (30인 미만) 1명 채용 시부터, (30~99인) 2명 이상 채용 시부터, (100인 이상) 3명 이상 채용 시부터 지원

세제 : 청년고용증대세제 3년간 최대 3,000만원(연 1,000만원)

기업 : 연 17.8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연 1.2억원, 고용증대세제 연 1.6억원,

정부 지원제도 설명

인력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3년간 2,700만원(연 900만원)

협력업체 :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10억원 + 특례보증 최대 3억원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 최대 7천만원 + 복합 청년몰 조성(저가임대)
목돈마련 : 신규 취업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간 3,000만원(정부지원 연 800만원)
		
기존 재직자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간 3,000만원(정부지원 연 360만원)
세제 : 근로소득세 90% 감면 ▶ 5년간 210만원(연 평균 42만원, 연봉 2,500만원 기준)
주거 : 전월세 저리융자 3,500만원 ▶ 4년간 280만원(연 70만원, 신규 취업자)

기업 : 연 2.2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연 0.5억원, 세제 연 0.6억원, 공동주택 임차비 연 1.1억원

정부 지원제도 설명

※ 기본 700만원 + 비수도권 70만원(+10%) ※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중견기업 F의 사례 (예시)

기업 현황

고용위기지역 내 기업에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은

세제 : 근로소득세 90% 감면 ▶ 5년간 210만원(연 평균 42만원, 연봉 2,500만원 기준)
주거 : 전월세 저리융자 3,500만원 ▶ 4년간 280만원(연 70만원, 신규 취업자)

주요 혜택

※ 기본 900만원 + 고용위기지역 500만원
※ (30인 미만) 1명 채용 시부터, (30~99인) 2명 이상 채용 시부터, (100인 이상) 3명 이상 채용 시부터 지원

인력 : 일자리함께하기 2년간 960만원(연 480만원) ※ 신규채용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지원

직원

직원 : 연 0.7억원 신규 취업 청년 5명×연 912만원, 기존 청년재직자 5명×연 402만원

중견기업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 E의 사례 (예시)

인력 : 청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3년간 4,200만원(연 1,400만원)

노동시간 단축 기업이 기존 재직자 임금을 보전해주면

목돈마련 : 신규 취업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간 3,000만원(정부지원 연 800만원)
		
기존 재직자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간 3,000만원(정부지원 연 360만원)

기업 : 연 2.2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연 0.7억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연 0.6억원, 세제 연 0.9억원

정부 지원제도 설명

인력 : 일자리함께하기 2년간 1,920만원(연 960만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3년간 2,160만원(첫 2년 630만원, 이후 1년 900만원)
기업

산업단지
중소기업

직원

※ 지원내용은 `18년 사업 기준이며, `19년 사업은 재기획 중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은

목돈마련 : 신규 취업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간 3,000만원(정부지원 연 800만원)
		
기존 재직자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간 3,000만원(정부지원 연 360만원)

모르면 손해보는 기업유형별 일자리 지원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