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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ㆍ장년 03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 4-H회 과제 교육 지원

대학생 여름 아르바이트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사업

항공기기체제작 인력양성사업

경남형 뉴딜 일자리사업

경남스타트업, 장인, 청년부흥 프로젝트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경남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드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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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인구정책 가이드북38

신청방법  

문      의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대상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5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 모두 사천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거주하는 신혼부부

•사천시에 소재한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금액 1억 5천만 원 이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건축과(☎831-3218)

신청방법  

문      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사회적 경제조직, 선도농가

•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등에 인턴(실무 연수) 

으로 근무 시 월보수 일부 지원(최소 3개월, 최대 6개월간)

•인턴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월보수의 50%, 연간 최대 6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방문신청

농축산과(☎831-3770)

신청방법  

문      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1인당 연간 12백만 원

농업기술센터 방문신청

농축산과(☎831-3770)

신청방법  

문      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지원 금액을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 원, 2년차 월 90만 원, 3년차 월 80만 원 지급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아그릭스(AGRIX) 홈페이지 신청

농축산과(☎831-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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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대학생 
여름 아르바이트

신청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전문대 이상의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행정과(☎831-2567),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문      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청년 4-H회 
과제 교육 지원

사천시 4-H연합회

4-H관련 단체 각종 교육훈련 지원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농축산과(☎831-3770)

신청방법  

문      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사업

진주 소재 대학 재학생

경상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경상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홈페이지) 신청

지역경제과(☎831-3080), 진주경상대학교 일자리센터(☎772-0561~0564)

신청방법  

문      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항공기기체제작 
인력양성사업

만 40세 이하 청년

•교육과정 전액 무료 

•프로필 제작 및 이력서 사진 촬영 무료 

•관련 사업체 취업알선

전화 또는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방문 신청

지역경제과(☎831-3080),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830-3500)

신청방법  

문      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경남형 뉴딜 
일자리사업

만 18세 ~ 만 39세 청년

• 기업 출연기관, 문화·복지시설 지원 

- 인건비(풀타임 월 187만 원/1인, 파트타임 월 93만 원/1인), 10개월 지원 

- 4대보험료(풀타임 월 216천 원/1인, 파트타임 월 107천 원/1인) 지원 

- 교통복지수당: 월 5만 원/1인 

- 주거정착금: 월 30만 원/1인

     ※ 인건비의 10%는 기업에서 부담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에 따라 온라인(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또는 우편 신청(사회보장정보원)

지역경제과(☎831-3082), 경남연구원(☎6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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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인구정책 가이드북40

신청방법  

문      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경남스타트업, 
장인, 청년부흥 
프로젝트

만 18세 ~ 만 39세 청년

• 스타트업(7년 미만 중소기업)/ 장인(10인 미만 제조업) 

- 인건비: 월 200만 원/1인, 2년 지원(인건비 중 10%는 기업 부담) 

- 교통복지수당: 월 10만 원/1인 

- 주거정착금: 월 30만 원/1인 

• 청년부흥(사회적 경제 기업) 

-  인건비: 월 200만 원/1인, 2년 지원(인건비 중 10%는 기업 부담. 

참여 2년차부터 20%)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에 따라 온라인 신청(http://www.gnjobs.kr)

지역경제과(☎831-3082) 

•스타트업: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603-7411)

•장인프로젝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604-0715)

신청방법  

문      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만 18세 ~ 만 39세 청년

• 관내 중소기업에 신규채용된 청년 인건비 지원 

- 인건비: 월 200만 원/1인(인건비 10%는 기업 부담)

시청 홈페이지 공고에 따라 온라인 신청(http://www.bravognjobs.kr)

지역경제과(☎831-3082), 경남연구원(☎603-6614)

문      의  

경남 청년구직
활동수당 지원
사업(드림카드)

지원대상  • 관내 구직활동 중인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 취업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 200만 원을 체크카드와 연계한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 

- 월 50만 원 × 4개월 지원

신청방법  시청 홈페이지 공고에 따라 온라인 신청(http://www.gndreamcard.kr)

지역경제과(☎831-3082), 경남연구원 드림카드 사업팀(1600-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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