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Ⅰ
①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시설보장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Ⅱ
1. 청년층 (만 34세 까지)
①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② 차차상위계층 이하

② 대졸이상 미취업자

③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③ 니트족

④ 북한이탈주민

④ 영세자영업자(연 매출액 8천만원 이상

⑤ 출소(예정)자

1억5천만원 미만)

⑥ 신용회복지원자

2. 중장년층

⑦ 결혼이민자

①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⑧ 위기청소년

②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⑨ 여성가장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⑩ 영세자영업자(8천만원 미만)

- 비자발적 사유 이직자로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월평균 소득
250만원(연 3천만원) 미만인 자

단위기간이180일 미만인 미취업자
-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로서

⑪ 건설일용직

실업급여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⑫ 장애인

미취업자

⑬ FTA 피해근로자

③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④ 영세자영업자(연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청년층 (만 34세 미만) 무조건 취업성공패키지 Ⅱ 해당이 됩니다.
장년층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대상을 구분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Ⅰ

계좌 카드 300만원 (모든 훈련 직종 0%~10% )

취업성공패키지 Ⅱ 계좌 카드 200만원 (모든 훈련 직종 05~50%는 자비부담 있음)
취업성공패키지Ⅰ(대전고용센타 직접 방문) / 취업성공패키지Ⅱ는 (저희 기관에서 안내드림)

◆ 취업성공 패키지 진행 절차

◆ 내일배움 카드 발급 유형
1. 취업성공 패키기 내일배움카드 (가구원수별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입액 산정)
취업성공패키지Ⅰ :

(공지사항 취업성공 패키지 참조)

취업성공패키지 Ⅱ : (공지사항 취업성공 패키지 참조)
만 34세 미만은 건강보험료 상관없이 무조건 취업성공 패지기Ⅱ 유형 해당.
2. 내일배움카드
-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 카드 발급대상이 안되는 신규 및 전직 실업자. (가정주부도
실업자임.)
- 실업급여대상자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중 4개월 미만은 내일배움 계자카드 발급을
받지 마시고 실업급여 끝난후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이 안되면 내일배움 카드로 발급을 받으세요.

◆

취업성공패키지카트 및 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및 계좌카드 한도

1. 취업성공 패기지 : 1 단계 상담선생님을 통하여 직종 선택후 카드 발급
취업성공패키지Ⅰ : 4주 프로그램 후 카드 발급
취업성공패키지 Ⅱ : 4주 +2주 구직활동 후 카드 발급
(집단 상담 프로그램 꼭 참여, 참여시 15만원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Ⅰ : 계좌카드 300만원 /

직업훈련 자비부담 (0%~10%)

직업훈련 받을 때 매월 최대 284000원 지급 + (50000~116000)
※ 취업성공패키지 Ⅱ : 계좌카드 200만원 / 직업훈련 자비부담 (05%~50%)
직업훈련 받을 때 매월 최대 284000원 지급 + (50000~116000)
- 취업성공패키지 Ⅱ는 자비부담이 있지만 훈령수당을 매월 받기 때문에 자비부담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임
2. 내일배움카드
4주 프로그램 참여후 마지막 인터뷰 카드 발급
계좌카드 200만원 / 직업훈련 자비부담 (05%~80%) 직종 및 기관별 자비부담 상이함
훈련참여수당 (50000~116000)원 지급.
실업급여자는 제외 (구직활동 면제)
※ 취업성공 패키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 상한 (원/월)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상한액 >
가구원 수
1 유형
(저소득층)
직장
2 유형
(중장년층) 지역

(단위 :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30,348

51,673

66,847

82,021

97,195

112,369

50,580

86,122

111,412

136,702

161,992

187,282

60,696

103,346

133,694

164,042

194,340

224,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