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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2022.08.16 조회수 4,370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담당자 문지윤 연락처 061-659-4089

국토교통부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가능!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만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

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 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2.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계산 : 복지로 (bokjiro.go.kr), 마이홈포컬 (www.myhome.go.kr)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2. 8. 22. (월) 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소득 · 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주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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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개요.hwp  (1810 hit/ 18.0 KB) 미리보기

청년월세지원_리플렛.pdf  (1410 hit/ 2.99 MB) 미리보기

청년월세지원_포스터.pdf  (1265 hit/ 1.48 MB)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선원 협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추가모집공고안
다음글

여수시 OK예약시스템(체육시설) 예약 중지 안내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ybscript.io/common/file_download?pkey=pk9GW7Uyp&file_type=all&idx=492296&file=249568%7C249569%7C249570
/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92296/249568/%EC%B2%AD%EB%85%84%EC%9B%94%EC%84%B8 %ED%95%9C%EC%8B%9C %ED%8A%B9%EB%B3%84%EC%A7%80%EC%9B%90 %EC%82%AC%EC%97%85 %EA%B0%9C%EC%9A%94.hwp?pkey=pk9GW7Uyp
http://doc.yeosu.go.kr/viewer.php?url=https%3A%2F%2Fwww.yeosu.go.kr%2Fybscript.io%2Fcommon%2Ffile_download%2F492296%2F249568%2F1660613990.hwp&fn=f&rs=/view/&dcKey=6cfa99c27cbaa22709613e3c491a0e51
/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92296/249569/%EC%B2%AD%EB%85%84%EC%9B%94%EC%84%B8%EC%A7%80%EC%9B%90_%EB%A6%AC%ED%94%8C%EB%A0%9B.pdf?pkey=pk9GW7Uyp
http://doc.yeosu.go.kr/viewer.php?url=https%3A%2F%2Fwww.yeosu.go.kr%2Fybscript.io%2Fcommon%2Ffile_download%2F492296%2F249569%2F1660613990.pdf&fn=f&rs=/view/&dcKey=6cfa99c27cbaa22709613e3c491a0e51
/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92296/249570/%EC%B2%AD%EB%85%84%EC%9B%94%EC%84%B8%EC%A7%80%EC%9B%90_%ED%8F%AC%EC%8A%A4%ED%84%B0.pdf?pkey=pk9GW7Uyp
http://doc.yeosu.go.kr/viewer.php?url=https%3A%2F%2Fwww.yeosu.go.kr%2Fybscript.io%2Fcommon%2Ffile_download%2F492296%2F249570%2F1660613990_1.pdf&fn=f&rs=/view/&dcKey=6cfa99c27cbaa22709613e3c491a0e51
/www/govt/news/notice
/www/govt/news/notice?mode=view&idx=492297
/www/govt/news/notice?mode=view&idx=492294



	목차
	공지사항
	청년월세 특별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