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이룸통장
이란?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가자가 3년간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칭지원금을 더 저축해 주는
통장입니다.
● 이룸통장의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금액

비고

본인저축액(선택)①

10만원

15만원

20만원

본인 저축액은 가입 당시 선택

매칭지원금②

15만원

15만원

15만원

매칭지원금은 서울시 지원

월 적립금(①+②)

25만원

30만원

35만원

만기 적립금(3년)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1,260만원+이자

매월 적립 시(총 36회)

● 3년 뒤 만기 적립금은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준비비(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등)와 미래자산용도

(결혼준비자금, 신탁 등)로 사용 가능합니다.
● 다음 1~3호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이룸통장
신청자격은?

1. 공고일(2019. 4. 1.) 기준 현재 서울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해당 출생일: 1984. 4. 2.이후 출생자 ~ 2004. 4. 1.이전 출생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의 중증장애인
- 장애 1·2등급 및 뇌병변·시각·발달·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 상이 등급 3급 이상

3.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 선발인원 ㅣ 총 1,000명

이룸통장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ㅣ 2019. 4. 1.(월) ~ 4. 26.(금) 9시 ~ 18시 (26일간), 근무시간 내
● 신청장소 ㅣ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본인 접수 원칙이나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제출서류 ㅣ 서울시 (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⑤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제출)
※ 본인(대리접수자) 신분증 필수 지참

● 신청제외대상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③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청년통장’ 참여자 및 수혜가구
(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2019년 신규 및 중복신청 불가)

④ 서울시 및 타 지자체·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고용노동부 공제사업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가구 (2019년 신규 및 중복신청 불가)
● 결과확인 ㅣ 2019년 7월(예정) 중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문 의 처 ㅣ 120 다산콜재단,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이룸통장 신청 시
자주하는 질문
Q1

Q&A

주민등록 주소지는 경기도인데, 실제 살고 있는 건 서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이룸통장은 서울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서울시 청년통장, 꿈나래통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룸통장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플러스, 청년통장, 꿈나래통장)에 참여한 경험(졸업 가구·중도해지 가구)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Q3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여러 명이더라도 단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왜 제출하나요?
- 두 개의 동의서는 참가자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본 서류를 제출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Q5

이룸통장 만기 적립금을 받으면 다른 소득보장제도의 지원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요?
- 이룸통장 만기 수령 시, 소득액으로 인정될 경우 다른 소득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6

신청 연령 요건은 통장 만기 때까지 충족돼야 하나요?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1984. 4. 2.이후 출생 ~ 2004. 4. 1.이전 출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거동이 불편해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어렵습니다. 대리인 접수가 가능한가요?
- 참가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거동 불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Q8

본인은 별도가구(전세 등)이며, 부모님은 자가주택에 거주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해야 하나요?
- 본인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에 명시된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9

신청한 후 언제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나요?
- 2019년

7월 초(예정) 합격자의 연락처로 문자 안내할 예정이며,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 후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120 다산콜재단 또는 자치구, 동주민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