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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특허기술 기반 농아(청각장애)청년 혁신일자리 지원사업 모집공고

2023. 01. 13.(금) 인천지식재산센터장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으로 지역사회 취업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

하여 행정안전부 및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는 『2023년 특허기술 기반 농아(청각장애)청년 혁신일자리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은 아래에 따라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및 개요

- 기업-장애 청년 일자리 매칭(취업연계)‧직무교육과정‧청년인건비‧

재택근무시스템을 지원하여 지역 장애 청년 혁신일자리 창출 및 

관내 기업 ESG 경영지원 도모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3유형, 지역포용형)

2. 지원 대상

○ 참여기업

- (기업구분) ‘23년 내 장애청년 신규채용 예정(완료) 중소‧중견기업

- (채용형태) 파트타임 계약, 재택근무 운영

* 근무시간 및 기간 : 일 4시간 근무, 최소 3개월 이상 근로계약

** 지원사업 종료 이후 계속 채용 등 정규직 채용사항 우대

- (채용직무) 온라인 기반 직무 전문성 활용직무

표1) 채용직무 예시

마케팅(SNS 관리, 홍보물 관리, 카드뉴스 관리 등), 편집디자인보조(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인디자인, 영

상 등), 기타 컴퓨터활용능력 기반 직무수행 인력으로서 온라인 직무 전문성 활용 가능 분야 

○ 참여청년

- (연령기준)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 (고용상태) 미취업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장애유형) 청각장애 또는 기타장애

- (지역요건) 사업 참여 간 인천지역 주민등록 유지

* 청년의 거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타 지역 거주를 제한적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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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① (참여기업‧참여청년) 기업-청년 일자리 매칭 지원

- 사업 참여청년이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선택 후 매칭

* 희망하는 수요에 따라 청년 구직자의 직무범위 및 업무성향 등을 바탕으로

전문기관 차원의 기업추천 병행

- 이후, 사업 참여기업 또한 청년을 선택하여 최종 매칭여부 결정

② (참여청년) 재직자 과정 교육훈련 지원

- 외부 전문 교육기관 위탁과정을 통해 청년의 수요 및 채용직무에 

따라 마케팅, 편집디자인, 사무관리 등 수요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 기업 및 청년 별도 부담금 없음

③ (참여기업) 청년인력 인건비 지원

- 신규채용 장애 청년 인력에 대한 연간 인건비 지원

- 채용인력 1인 기준, 월 110만원, 연간 1,320만원 이내

* 기업부담금(현금) 50% 포함 금액, 정부지원금 기준 최대 월 55만원 지원

**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의 월 기본급을 최소 11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④ (참여기업) 재택근무 시스템 지원

- 장애 청년의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근로사항 모니터링을 위해

기업-청년 간 상호소통이 가능한 재택근무 시스템* 지원 

* 업무지원, 근태관리, 계약관리, 오리엔테이션, 모니터링 기능 관리 시스템

- 채용인력 1인 기준, 월 50만원, 연간 600만원 이내

* 기업부담금(현금) 50% 포함 금액, 정부지원금 기준 월 25만원 지원

** 시스템 이용료 부가세(VAT) 별도 기업부담

표2) 지원내용 요약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청년 인건비
참여청년 인건비 지원(사업장, 최대 1년) 

* 기업부담금 50% 포함

월 110만원,

연간 1,320만원 이내

재택근무 시스템
재택근무 시스템 지원(사업장, 최대 1년)

* 기업부담금 50% 포함

월 50만원,

연간 600만원 이내

일자리 매칭 지원
사업 참여 희망 기업 및 청년 간 

일자리 매칭 실시(수요 및 직무 기반)
-

교육훈련 지원
참여청년 교육훈련 위탁과정 지원(청년)

* 별도 부담금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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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절차

표3) 접수 및 지원절차

참여자 

모집

참여기업 모집

참여청년 모집 →

참여기업 정보공개

*채용직무 및 여건 등 → 기업-청년 일자리 매칭

참여기업 선호도 제출

및 참여청년 채용과정

(1~2월, 주관기관) (1~2월, 주관기관)

선정 

및 지원

청년인건비,

재택근무 시스템 지원 ←

참여자 간담회

참여청년 교육훈련 ←

(2월~, 주관‧수행기관) (2월~, 주관‧수행기관) (1~2월, 주관‧수행기관)

5. 목표 및 접수 기간

- (목표) 청각 및 기타장애 청년 미취업자 25명 취업

- (정기) 2023. 1. 13.(금) ~ 2. 13.(월), 23:59 까지

- (수시) 2023. 2. 14.(화) ~ 예산 소진 시

6. 신청 방법

1) 인천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2.ripc.org/regional/incheon/main.do)

2) 모집공고 → 2023년 특허기술 기반 농아청년 혁신일자리 지원사업

3) 첨부 신청서류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현장 제출

※ 접수된 기업 및 청년은 사업 참여 희망 풀(pool)로 관리하며, 상호 

일자리 매칭이 완료 된 경우 사업요건 적합여부, 우선순위 기준을 

반영하여 선착순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

7. 문의/접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60번길 46, 인천상공회의소 6층

- 인천지식재산센터 이준규 선임연구원 

- ☎ 032-810-2876, E-mail : ljk@incham.net

※ 세부 요건 및 내용 사업안내서 확인 필수

mailto:ljk@incha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