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일자리재단 공고 제2020-13호

- 코로나19로 일자리 잃은 청년실직자 울산청년 버팀목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공고
(대상자 확대 및 추가모집)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간제 단기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
기존에 일하던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되었거나 해고된 사회안
전망 밖 실업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울산청년 버팀목
프로젝트」참여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5일

울산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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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모집기간 : 2020. 6. 1.(월) ~ 6. 10.(수)
○ 지원대상 : 시간제 단기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실직 청년
․ (대상자 확대)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도 지원 가능

○ 지원인원 : 167명
○ 지원내용 : 50만원 지급(1회, 울산페이로 지급)
※ 선정 후 취업관련프로그램 이수 등 구직활동 1회 이상 확인 후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울산창업정보센터)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선정 → 지원대상 선정·통보
→ 취업활동(1회이상) 증명 → 지급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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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 (거주지) 2020. 1. 1.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울산 주민등록자(외국인 제외)
※ 선정될 경우 지원금을 받을 때까지 울산주민등록 유지

○ (나
○ (소

이) 만19세~34세(생년월일 1985.05.26.~ 2001.05.25.)
득)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산정방법 붙임1 참고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50% 비교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

(실

소득기준
2,636,000
4,488,000
5,806,000
7,124,000
8,442,000

(단위: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88,344
63,778
150,025
147,928
151,927
195,200
203,127
198,402
237,652
254,909
242,715
286,647
308,952
298,124

직) ‘20. 2. 1. 이후 시간제 단기 일용근로 아르바이트에서 실직
(해고)하고,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

○ (근로기간) 실직(해고) 전 근무지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제외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❶ 2020. 1. 1.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가 아닌 사람
❷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인 자(2020. 3월 또는 4월 보험료 기준)
❸ 신청일 기준 취업자(창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❹ 생계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❺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❻ 사업주(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❼ 공고일 기준 고용부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에 참여중인 자
❽ 2020년 울산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선정자
❾ 그 외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근무연기, 휴직 중인 자 포함)
❿ 지원불가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도박․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⓫ 울산청년 버팀목 프로젝트 기선정자

<중복지원불가> 울산시 고용대응특별사업(특고․프리랜서 사각지대 지원, 저소득 무급
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동시참여불가> 울산청년 “잡(Job) 잇기” 공공일자리 프로젝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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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첨부

① 울산청년 버팀목 프로젝트 신청서 1부(사업주 또는 고용인 서명 반드시 포함)【서식1】

②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서식2】
③ 주민등록등본(본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현주소, 가족구성원 포함) 1부

정부24(www.gov.kr), 동주민센터
-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2020.1. 1. 이전 울산 주민등록이 확인되어야 함
- 발급방법 :

④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미등재된 가족이 있을 경우에 한함) 1부
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20년 3월분 또는 4월분) ※소득확인용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헙공단(www.nhis.or.kr)(로그인→개인민원→자주찾는
민원→보험료 납부확인서)
** 본인이 부양자(세대주, 건보료 직접납부)이면 본인이 직접 발급. 부모형제 아래에
피부양자로 소속되어 있으면 부양자(세대주)가 발급받아야 함.
⑥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발급방법 ⑤번과 동일)
-

⑦ 단기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전 근로계약서, 급여내용을 알 수 있는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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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6. 1.(월) ~ 6. 10.(수)
※ 기간 내 구비서류 모두 제출완료 하여아 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제 출 처 : 울산일자리창업정보센터

(http://www.ulsan.go.kr/job/prop/form)

(울산일자리창업정보센터/일자리정보/일자리지원사업/ 울산청년 버팀목 프로젝트)

※ 위 3번 제출서류 모두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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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및 발표

○ 선 정 : 자격 요건 심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 ⇒ 개별 문자 통보
○ 발표일 : 2020. 6. 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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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지급절차 : 대상자 선정 후 취업관련 프로그램 이수확인서 제출 시 지급
※ 제출방법 및 제출시기는 대상자 선정 후 별도 문자 안내

○ 지급시기 : 6월말(개인별 문자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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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의 사업주 또는 고용인 서명확인이 없거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방문접수는 받지 않으며 반드시 인터넷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 지원금은 울산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휴대폰이 본인명
의가 아닐 경우 대리수령동의서(서식4)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지원을 위한 사업임으로 대상이
아닌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 등과 관련하여 허위 내용 작성 등으로 인한 부정 수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금 반납 및 제재부가금(200%~500%)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울산시 일자리노동과 청년일자리팀(052-229-3641) 또는
울산일자리재단 고용유지개선팀(052-283-7934)

붙임 1

가구소득 세부 산정방식
소득 세부 산정방식

【가구원수 확인】

(부, 모 모두 등본에 없을 경우)

□ 미혼 청년일 경우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원칙) 가구원 수 및 소득 확인 범위 : 부・모・본인의 합계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포함여부 선택(포함 시 가구원수+소득에 모두 추가)
◦(확인)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소득은 2020년 3월 또
는 4월 납입액(부과액)을 통해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본인인 경우)→본인기준으로 발급
(부+모+본인+형제・자매인 경우)→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청년

가구원수

미혼

부, 모, 본인

기혼

본인,배우자, 자녀

가족구성원
모두 등본에 있을 경우
등본에 없을 경우
모두 등본에 있을 경우
등본에 없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
○
○
○

가족관계증명서

×
○
×
○

(배우자, 자녀가 모두 등본에 없을 경우)

□ 기혼 청년일 경우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원칙) 가구원 수 및 소득 확인 범위 : 본인・배우자・자녀의 합계
◦(확인) 가구원 수는 본인기준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소득은 2020년
3월 또는 4월 납입액(부과액)을 통해 확인

【건강보험 확인】

□ 제출서류 :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0년

3월 또는 4월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청년이“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 부양자 명의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청년이“지역 가입자”인 경우
⇒ 실제 납부자 명의의(건강보험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의사항)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는 대상 가구원 모두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상가구원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 해당대상가구원의 의료보험확인
증빙서류(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포함) 제출

※미혼청년→본인+부+모+형제자매(해당시), 기혼청년→배우자+자녀(해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