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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For청년통장
DREAM FOR A YOUTH BANKBOOK

인천 중소·중견기업 재직청년을 위한
공고 및 접수
공고 및 접수처 http://dream.incheon.kr
접수기간 2020년

5월 12일 10시
~ 6월 2일 18시까지

중복 불가 장려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드림For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모집

고용노동부

제출서류

청년내일채움공제

❶ 드림통장 참여신청서

중소벤처기업부

❷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 등 장려금
및 목돈마련 사업 중복 불가

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주소 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군경력 포함)

- 이외 운영기관에서 중복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❹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드림

for

청년

통장

❺ 재직증명서
❻ 근로계약서(임금산정내역 포함, 2020년도 현재 기준)
❼ 드림통장 기업동의서

문 의

❽ 기업정보활용동의서
❾ 사업자등록증

홈페이지

dream.incheon.kr

❿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증빙서류

연 락 처

인천테크노파크 취업지원센터

(공장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등)

⓫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❶ ~ ❷, ❼ ~ ❽번 서류는 제공서식으로 작성
※ ❸ ~ ❺번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본이어야 함
※ ❼ ~ ⓫번 서류는 기업에서 동의 받아 제출
※ 취약계층 등 가점을 원하는 경우 관련서류 별도 첨부

032-725-3075, 6

사업 참여자 모집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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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 For 청년통장

DREAM FOR A YOUTH BANKBOOK

드림 FOR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모집

인천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지원내용
■  지
 원인원

: 400명 내외 선정

■  지
 원내용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달 10만원을 저축(360만원)

추진내용
사업공고

추진주체
dream.incheon.kr
(인천시·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금(640만원)을 포함하여 약
1,000만원까지 목돈마련 적립을 지원
구분

적립내용
분기 50만원, 8회
납입(최초2년)

인천시

분기 60만원, 4회
납입(잔여1년)
월 10만원,
36회 납입

근로자

저축액

접수 (2020. 5. 12 ~ 6. 2)

dream.incheon.kr

지원대상자 평가

제출서류 정량적 평가

지원대상자 확정 및 선정 공고
(6월 22일)

dream.incheon.kr

신청자 오리엔테이션
(6월 말 ~ 7월 초)

인천테크노파크

통장개설(7월 초)

신한은행 연계

모니터링
(근속여부, 개인부담금 적립 등)

인천테크노파크

적립금 지급(분기별)

인천테크노파크

사후관리(3년간)

인천테크노파크

적립총액

640만원
1,000만원
(+이자)
360만원

공고월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근로자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동일기업 2년 이상)에 근무 중인 정규직 재직 근로자

추진일정

■  인천

※ 지식서비스산업 : 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세한 지원범위 홈페이지 참조
(예.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비디오물 제작업, 연구개발업 등)
■  인천 거주 만 39세 이하(주민등록상 1980년 5월생까지)

청년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자
■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자
■  계약연봉 기준 2,800만원 이하인 자(근로계약서 기준)

※ 기본급·정기상여금 포함, 시간외수당·교통비·식비 등 미포함
■  1석5조

인천청년사랑 프로젝트,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장려금사업 등 중복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업
지원 종료일 이후 신청가능

■  인천 거주기간, 근속기간 등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

지원제외 대상
■  채
 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
 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중
 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

■  드
 림청년통장과

유사한 재정일자리사업 수혜자 및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장려금 수혜자

■  정
 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대학원
등 일학습 병행은 가능
■  선
 정 후 오리엔테이션(OT)에 불참하는 자

DREAM FOR
A YOUTH BANKB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