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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ㆍ일자리 04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보조금 지원

공장설립 및 산업(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애로사항 지원

지방 신·증설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천시 일자리센터 운영

공공일자리(공공근로) 사업

공공일자리(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여성 취업지원상담실 운영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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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문      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사천시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며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 자금규모: 60억 원 

- 자금종류: 경영안정자금, 시설현대화자금, 기술개발자금 

- 지원한도: 업체당 5억 원 이내(경영안정자금 3억 원 이내) 

- 이차보전: 2.5%(기본이율) 

- 융자기간: 3년(2년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취급 금융기관:  NH농협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KDB산업은행

시청 방문 신청

우주항공과(☎831-3057)

신청방법  

문      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창업 7년 미만인 제조업종 중소기업

•지원요건: 창업일 이후 신규투자를 통해(완료 후) 신규고용 창출

•지원금액: 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 원(6개월 이내) 지원

•지원한도: 기업체당 10명 이내

시청 방문 신청

우주항공과(☎831-3057)

신청방법  

문      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공장설립 및
산업(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애로사항 지원

개별공장 및 관내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

•산업(농공)단지 기반 시설에 대한 애로사항 접수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

시청 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시 홈페이지-기업애로 상담코너) 신청

산업입지과(☎831-3445, 3455)

기업ㆍ일자리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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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ㆍ

일자리

04 
신청방법  

문      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방 신ㆍ증설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 지원조건 

-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 

 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에 해당할 것 

※  사천시 집중유치업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것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일 것

  -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

• 중소기업의 경우 

- 일반지역: 설비투자 금액의 14% 

- 지원우대지역: 설비투자 금액의 24%

시청 방문 신청 

우주항공과(☎831-3055)

신청방법  

문      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사천시 
일자리센터 운영

•관내 거주하는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관내 소재하는 구인을 원하는 기업이면 어디든

•구인, 구직 매칭 및 직업정보 제공 

•고용정보 통신망 및 시 홈페이지 구인·구직자 관리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동행면접 실시

시청 일자리센터,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읍·동 행정복지센터 

취업지원창구 방문 신청

지역경제과(☎831-3081)

신청방법  

문      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공공일자리
(공공근로) 사업

만 18세 이상의 사천시민 중 가족 합산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

•사업기간: 1월 ~ 12월(상반기 1월~6월, 하반기 7월~12월)

•사업내용: 정보화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등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역경제과(☎831-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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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문      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공공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 2억 원 이하인 자

•사업기간: 2월 ~ 11월(상반기 2월~6월, 하반기 7월~11월)

•사업내용: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관광자원활용사업,  

마을가꾸기사업 등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역경제과(☎831-3081)

신청방법  

문      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여성 취업지원
상담실 운영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을 원하는 여성은 누구나

•직업상담 및 직업진로 지도

•취업연계 및 직장적응 지원

•직업의식 고취 및 능력개발

전화(☎831-2138~9), 

메일(gmldid0912@naver.com, 114juju@naver.com) 또는 

온라인(사천시여성회관 홈페이지 – 취업상담) 신청

여성새로일하기센터(☎831-2138~9)

지원내용  

지원대상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구직: 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

•구인: 노인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

•무료 직업소개 및 상담

•일자리 종류:  경비원, 미화원, 조리원, 운전원, 주유원, 

농어촌인력, 산림작업, 현장인력 등 단순노무

신청방법  전화 또는 시청 방문 신청

문      의  노인장애인과(☎831-2664)

기업ㆍ일자리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