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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ㆍ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비 지원

 장난감은행 운영

 셋째자녀 복지보험료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검사비 지원

 어린이집 방역비ㆍ아동간식비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및 

  저소득층 환자 의료비 지원

 동지역 정부어린이집 지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

 사천꿈날개 사업 지원

 청소년어울림한마당 지원

 항공과학영재교실 지원

 사천영재교육원 캠프 운영 지원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운영 지원

 행복플러스 가족캠프 지원

 문화공동체 체험활동 지원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경남도교육청 공모사업)

 진학·진로설명회 및 내고장 학교 보내기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및 학교 도서구입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거점형 

  영어체험교실(초등) 운영 지원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

 초등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중ㆍ고교 방과 후 학교 지원 및 중ㆍ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명문대 배출학교 역량강화 지원

 명문고 육성 및 특성화고 운영 지원

 논·구술 특강 지원(인문계고)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사업

 사천시 일자리센터운영

 항공기기체제작 인력양성사업

 대학생 여름 아르바이트

 경남형 뉴딜 일자리사업

 경남스타트업, 장인, 청년부흥 프로젝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4-H회 과제 교육 지원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학교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홀로사는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

 노인교실·사천시니어클럽 운영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관리 안심솔루션 사업

 한의약으로 중풍·치매 없는 백세 건강마을 만들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사업

 노인여가시설 부식비 등 지원사업

 무료경로식당 운영

 식사배달서비스 지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어르신 한마음 체육대회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치매환자 배회감지기(GPS)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엽산제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임산부 산전 건강검진 지원

 가임여성 풍진검진사업

 임신축하용품 지원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첫째자녀부터 출산지원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천시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아기탄생 축하메시지 운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두자녀 이상 경남아이 다누리 카드 지원

 셋째아 이상 복지보험료 지원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

 유축기 대여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영유아

청ㆍ장년

노년

아동ㆍ청소년

임신·출산

사천시 인구정책 종합안내

사천시는 출산부터 노년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