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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대상

•재직 경험이 없는 청년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지원 내용

•대학과 기업이 함께 학생선발 및 채용약정
•1년 기본교육 후 2년간 학업과 일 병행
•1학년 : 학습 필요경비 정부지원
(최대 400만 원/학기)
•2~3학년 : 산업체 50% 이상 지원
담당 기관

•(경북)경일대학교 www.kiu.ac.kr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지원 대상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공대생 4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취업대상자)

지원 내용

지원 내용

•농식품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인턴 선발, 기업 매칭
•2~3개월, 주 30시간 이내의 인턴기회 지원
•실습기간 동안 보고서 제출 시, 참여인턴(팀)에게
월 104만 원 지원
•창업·기업경영 실무 교육, 참여 인턴 통합 워크숍
•인턴 우수 수료자 대상 선진국 해외연수 기회 제공
•사전협의 한 대학교 재학생에 한해 학점 취득 지원
담당 기관

•(사)벤처기업협회 마케팅본부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 담당자

지원 내용

•해외건설현장 근로자 지원
•6~12개월(청년 최대 24개월), 현장훈련비 월 50만 원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해외건설협회 kor.i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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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생의 현장실무역량강화 및 중소·벤처
기업의 취업활성화
•산업인턴 교육수당 지급(150만 원/월, 4개월 간)
•수료시 전공학점 15학점 제공(학교 내부기준에
따름)
담당 기관

WFK(World Friends Korea)
봉사단 코디네이터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
지원 대상

•신입생 또는 기존 전일제 대학원생, 사업단에
참여한 교수의 지도 학생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
이면서 대학(원)의 전일제 등록 석·박사(통합)
과정생
지원 내용

•미개척 생물분류군의 석·박사 양성
•연구참여 학생에게 인건비 120만 원 정액 지급
담당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02-6009-3392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www.nibr.go.kr
032-590-7000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자원봉사관리자 일자리 제공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만 19~60세(근무기간 중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코이카 월드프렌즈 봉사단원의 원활한 복무활동
지원
•급여, 주거비, 의료비, 휴가비 및 해외근로자종합
보험 지원

•만 19세 이상(단,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지원
직무의 경우 만 19~34세)
•학사 이상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지원 내용

•KOICA 해외사무소에 파견, 사업관리 및 지식
관리 수행
•항공료, 현지 정착비, 가족수당, 주거비 등 지원

담당 기관

•KOICA 개발협력인재양성팀

생물자원전문인력 양성사업1

02-6331-7082

지원 대상

•기업 : 해외공사 계약체결 후 시공 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현장을 보유한 기업
•근로자 : 아래 요건 해당 시 우선선발 가산점 부여
-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과정 수료자, 국가유공자 자녀, 취업취약계층,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지역 중소·중견기업
R&D 인턴 지원사업

031-777-2821

담당 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www.koica.go.kr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관련 자격증 소지 및 교육이수자
지원 내용

•전국 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예비 자원봉사관리자로서 지역자원봉사센터
근무 가능
담당 기관

•행정안전부 www.mois.go.kr
•일모아시스템 www.ilmoa.go.kr
•지역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1588-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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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다자협력전문가

ODA*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

해외산림인턴사업

(Agrifood Frontier Leader
Organization, AFLO)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지원 대상

•만 20세 이상
•파견 국제기구 자격 기준
•영어 구사능력 있는 사람
지원 내용

•국제개발협력에 열의를 가진 전문인력 파견
•파견 전 : 국내교육수당, 파견준비금, 출국 항공료 등
•파견 후 : 체재비, 생활환경개선비, 인건비 등
담당 기관

공적개발원조

지원 대상

•만 19~34세
(남자의 경우, 군 만기 제대 시 만 36세까지)
지원 내용

•ODA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글로벌 인재 역량 강화 교육
•175만 원/월 급여 제공

•한국국제협력단(KOICA) www.koica.go.kr
- 한국국제협력단 CS센터 코이카봉사단 모집
상담파트 1588-0434

•한국국제협력단(KOICA) www.koica.go.kr
1588-0434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지원 대상

•만 18~40세 미만 미취업자
지원 내용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 제공
•법인에 인건비 보조, 청년에게 실무 경험 및 경력
제공
•농업법인에 인건비 월 50% 지원
담당 기관

•농업교육포털 www.agriedu.net
고객센터 1811-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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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관

지원 대상

•만 19~60세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지원 내용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인건비 지원
•지역 주민 생활체육 지도 및 프로그램 기획
•근무장소 : 시·군·구 체육회
담당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대한체육회 www.sports.or.kr
•전국 시·군·구 생활체육회 홈페이지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

지원 대상

•만 19~34세
•산림관련 대학(원)·전문대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자
지원 내용

지원 내용

•국제기구 산림협력사업 인턴 참여
•항공료, 파견 준비비, 체재비(급여성) 지원
담당 기관

•산림청 www.forest.go.kr
- 한국임업진흥원 www.kofpi.or.kr

우수 정보화마을
청년지도자 양성
지원 대상

•해외 신흥시장 파견, 현지 개척 활동
•3~6개월 파견, 체험형 인턴
•항공료, 체재비(180만 원/월), 숙박비 지급
담당 기관

•AFLO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aflo20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www.at.or.kr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박물관·미술관
인턴사원 지원사업
지원 대상

•사업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 해당 시·군 거주자
지원 내용

•정보화마을 행사 참여 및 리모델링 사업 관리
감독 등
•뉴 스마트 빌리지 사업 위탁, 마을소득 창출사업
발굴·추진 등
•월 급여 200만 원 정도 지급
담당 기관

•정보통신과

지원 대상

•만 34세 이하
•파견대상국 언어 전공자

•만 18~39세
•도내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24개관
지원 내용

•인턴 1명당 도비 1,257,000원 지원
•인턴사원 근무기간 3~10월
•인턴사원 근무 주 5일제 1일 8시간
•급여 1,796,000원
담당 기관

054-880-2974

•문화산업과

054-88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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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도내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및 결혼이민자, 새터민
등 취업취약계층
지원 내용

•총 600만 원(기업 300만 원, 인턴 300만 원)
•기업 : 인턴 1명당 월 150만 원 × 2개월(인턴기간)
•인턴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0개월간 300만 원을
2회 분할지급(5월, 12월차 지급)
담당 기관

•청년정책관실

054-880-2763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의 정규직 업무수행
(월지급액 : 230만 원)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
복지시설 중 예산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
•선발주체 : 사회복지시설에서 공개채용
담당 기관

사업내용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고용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
•회계, 마케팅 등 분야별 실무 및 소양 교육 실시
•청년 멘토링 및 참여기업 컨설팅 등 전담매니저
운영
담당 기관

•지역과소셜비즈 청년일자리담당자
053-956-5002
•사회적경제과 054-880-2619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지원 내용

지원 내용

•도내기업에서 10개월간 근무
•급여 220만 원/월 지급
•근로활동(주4일, 32시간) + 사회공헌활동(주1일,
8시간)
•인건비, 4대 보험료 지원
담당 기관

054-880-3316

동해안 청년
디딤돌 일자리사업
지원 대상

•도내 대학생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청년들이 수협에 근무하며 인턴경험 및 어촌체험
기회 습득
•지원 : 직무체험 인건비 도, 수협(5 : 5) 지급
※ 인건비 4,000만 원(10명×2개월×200만 원)
•분야 : 수협금융보조, 가판장, 수협제조업 자회사
등 근무
담당 기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054-470-8592
•청년정책관실 054-880-2756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동해안정책과 054-880-7613

관광 청년인턴제 지원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

•만 39세 이하
•국내 관광관련 대학·특성화고 전공자 또는 주소를
경북에 둔 고등·대학생(휴학생, 졸업생 포함)
지원 내용

•농업법인 신규 채용 청년 인건비 등 지원
•농업법인 : 청년 1인당 월 200만 원 기준 90%
인건비 지원(24개월)
•청년 : 안정적인 채용을 위한 정착지원비 지원

•농업정책과

•서울시 거주 청년 중 도내 중소기업 근무 희망자
※경북도-서울시 협력사업

지원 대상

•농업법인 : 1차 생산 중심의 법인으로, 2·3차
융복합 사업 영위하는 법인
•청년 : 만 18~39세 농업경영체 미등록 청년

담당 기관

054-880-3736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지원 대상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채용된 만 39세 이하 청년

지원 대상

•도내 거주 만19~39세 청년 중 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과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인턴 2개월 근무 후 채용연장 시 추가 지원
(최대 6개월, 예산범위 내)
•주 5일 근무 원칙, 4대 사회보험(건강, 국민연금,
고용, 산재) 가입
•인건비의 70% 지원

지원 대상

•도내 소재 2~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
졸업생(졸업 후 1년 이내) 및 고졸 이상 30세
미만 청년
지원내용

•항공료 및 실손보험료, 비자수수료(일부) 지원
•오리엔테이션 교육 및 비자 발급 준비 지원 등
담당 기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92
- 외교통상과 054-880-2722

담당 기관

•(사)경상북도관광협회 운영부 054-745-0750
•관광정책과 054-880-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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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 활동지원금

지원 대상

•만 18~34세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내용

•50만 원/월 최대 6개월 지급(구직활동지원)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현금 50만 원 지급
담당 기관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지원 대상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1일(5시간)~5일(40시간) 연수프로그램 참가
(참가비 무료)
•청년이 희망하는 산업분야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
담당 기관

•워크넷 - 일경험 www.work.go.kr/experi
•고용부 고객지원센터 국번없이 1350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항공분야 취업 지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취업 지원(내일이룸학교)
지원 대상

•만 15~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 사회진출 및 자립 지원
•진로지도, 심리상담, 학위 취득 지원
•훈련비 전액 지원과 자립장려금(최대 30만 원/월)
지급
•적응훈련 무료제공, 기숙사 제공
담당 기관

WFK-과학 기술지원단

지원 대상

•해당 분야 학사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영어 또는 현지어 업무수행 가능한 자
지원 내용

•국내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해외진출 지원
•항공료, 현지생활비, 정착 지원금, 어학훈련비 등
지원
담당 기관

•꿈드림 내일이룸학교
www.kdream.or.kr/user/sub05_3_1.asp
•한국생산성본부 2020년 내일이룸학교 모집 공고
http://www.kpc.or.kr/Customer/NoticeView.asp?seq=
54480

•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042-869-6114

KF(Korea Foundation)
글로벌 챌린저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대상

•만 15~34세 미취업자
지원 내용

•항공일자리에 대한 취업컨설팅, 채용정보, 취업
가이드 등 정보제공
•항공 전·현직 전문가(멘토)가 상담 진행
•5개 공항(부산·대구·광주·청주·제주)의 기업
채용정보, 주요 직무분야 정보 제공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44-201-4183
•한국항공협회 취업지원센터 02-2669-8700
•항공일자리 포털 www.air-work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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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18~19세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고교 재학, 고졸 예정
지원 내용

•직업교육 이수 후 중소기업 취업하는 고3학생에게
취업연계 장려금(400만 원) 지급
담당 기관

•교육부 www.moe.go.kr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1599-2000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만 40세 미만
•관련 학·석사학위 소지자 및 대학원생
•영어 능통자
지원 내용

•해외 주요 정책연구소 등에서 연수생 활동
•항공료, 해외여행자보험, 체재비 지원
담당 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 www.kf.or.kr
064-804-1000

•만 34세 이하 청년
•합산소득 6분위 이하
•해외 취업자
지원 내용

•청년들의 해외진출 수요 반영
•‘월드잡플러스’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최대 800만 원 정착지원금 지원(국가별 상이)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www.moel.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월드잡플러스 www.worldjob.or.kr
1577-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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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알선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외국기업과 국내 구직희망자 매칭
•해외 일자리 정보 제공
•해외 취업 알선 및 1:1 채용(화상) 면접 지원
•해외취업 상담 및 일자리 알선, 근로계약 및 출국
지원
담당 기관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지원 대상

•이공계 석사 이상
•경력단절 또는 미취업 중인 여성
지원 내용

•경력단절 여성과학인 복귀 지원
•여성과학인 채용 및 연구개발 참여 지원
•정부제공 지원금 2,000만 원/연 이상
•지원기간 최대 3년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www.moel.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월드잡플러스 www.worldjob.or.kr
1577-9997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정책사업실
R&D경력복귀지원팀 02-6411-1011

해외인턴사업

CAP+(청년직업지도) 프로그램

Hi(고졸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

청년장병 진로/취업지원
강화
지원 대상

•만 15~34세
•고졸 예정 및 고교 졸업

•만 15~34세
•현역병 및 단기복무 군인

지원 내용

지원 내용

•고졸학력 청년층의 직장 생활 적응 지원
•10~15명의 소그룹으로 구성
•1회 4일간 하루 6시간씩 진행
담당 기관

•군 복무 중 진로설계 교육
•청년장병 취업 사관학교
•군 관련 취업가이드 및 채용정보제공
담당 기관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운영기관 : 전국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Hi(고졸자취업지원) 프로그램
www.work.go.kr/empSpt/empSptPgm/hi/
intro.do

•국방부 www.mnd.go.kr
- 국방부전직교육 031-760-9370

벤처기업 공동채용 지원

1社-1청년 더 채용 지원사업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지원 대상

•만 15~34세청년
•국내(전문)대학생 또는 일부 졸업생
•취업취약계층 우대
지원 내용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기회 제공
•글로벌현장학습, 한미대학생연수 프로그램
※ 세부사항 홈페이지 참조
담당 기관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1599-2000
-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
- 국립국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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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15~34세 청년구직자, 대학생
지원 내용

•청년 직업진로 선택지원
•취업서류, 면접 등 구직기술 프로그램 제공
•10~15명의 소그룹으로 구성
•1회 4일간 하루 6시간씩 진행
담당 기관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운영기관 : 전국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워크넷 www.work.go.kr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대학졸업예정자 및 특성화고 졸업자(예정자 포함)
지원 내용

•중소기업 채용 일련 과정 지원
담당 기관
•벤처취업전문포탈 www.v-job.or.kr
•오프라인 : 벤처기업협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02-6331-7041
042-369-9701

•대학교·특성화고 학생 등 청년 미취업자
지원 내용

•기업인 단체 - 학교 간 채용연계를 통한 청년 맞춤
형 취업지원
- 취업특강, 취업캠프, 소규모 맞춤형 채용박람회
개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인·구직활동 사업 발굴
및 지원
- 구인 : 구인홍보, 구인정보 제공
- 구직 : 직무적성 검사, 면접지원
담당 기관

•청년정책관실

054-880-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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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지원 대상

•도내 소재 대학교(전문대) 학생 등 청년미취업자
지원 내용

•기업탐방 프로그램 : 기업-청년 맞춤형 탐방,
중소·중견기업 바로알기 특강
•취업연계 프로그램 : 지역인재유출방지 멘토링
및 특강, 지역취업정보 제공
•지역특화 프로그램 : 청년여성 취업멘토링 및
북부권 균형 취업역량강화 지원프로그램, 경북
희망이음 프로젝트 추진
담당 기관

•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강소기업육성팀
053-819-3043
•청년정책관실 054-880-2759

청년연구인력 지원사업

지역 연구마을
유망 벤처기업 청년인재 매칭
지원 대상

•만 20~39세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지역 연구마을 등 4차 산업 관련 중소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과 우수 청년인재 매칭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일 경험 제공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기여
•목표 인원 : 15명
담당 기관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054-279-8481
•과학기술정책과 054-880-2422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직업 심리검사

(희망사다리장학금II 유형)
지원 대상

•전 연령
•재직경력 3년 이상인 고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중 대학 재학 중인 자(일부 전문학사 취득자 지원
가능)
지원 내용

•학기당 등록금 전액 지원(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는 등록금의 50% 지원)
•매 학기 9,000명 지원

지원 대상

•만 12~55세
지원 내용

•온·오프라인 심리검사 후 전문 상담사에게 결과
해석 상담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등의 조사를 통해 적합한
직업 예측
담당 기관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콜센터 1599-2000

•온라인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www.work.go.kr/consltJobCarpa/jobPsyExam/
jobPsyExamIntro.do
•오프라인 :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

담당 기관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만 23~39세
•이공계 졸업 전문학사 이상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만 18~69세
•학력 무관(단, 고교재학생은 졸업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대학(원) 재학생은 마지막 학기 중 참여
가능)

•지역 R&D 수요기업과 이공계 출신 청년들을 사전
에 매칭하여 기업 맞춤형 연구인력으로 집중양성
•수당지급(1,875,000원/월), 연구분야 캐리어 개발
기회 제공, 사업기획 및 R&D, 장비교육 등 이수
담당 기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기업협력본부 일자리창업
지원센터 054-479-2058
•일자리경제노동과 054-88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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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단계 : 상담, 진단, 경로결정
•2단계 : 직업훈련, 일경험 등 직업능력증진
•3단계 : 취업알선
담당 기관

•청년취업성공패키지 www.work.go.kr/pkg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만 18~19세
•고교 재학, 고졸 예정
지원 내용

•현장실습 참여학생 지원 : 20만 원(1일 1만 원×
20일)
•전담노무사제 지정
•3학년 2학기 현장실습 과목 선택
담당 기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털 하이파이브
www.hifive.go.kr / 1544-1253
•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 카톡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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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석·박사) 사업
지원 대상

•이학·공학 계열 석박사 졸업(학위취득 후 5년 이내)
지원 내용

•최대 9개월간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에게 실무
경험 기회 제공
•정부출연연구소 등 과제 인턴 참여
•과제 참여 시 인건비 등 지급
담당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koita.or.kr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지원팀
02-3460-9156

K-Move 스쿨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물류전문인력 양성1
(물류기능인력 양성사업)

지원 대상

•만 34세 이하
•이학·공학 계열 대졸(전문대졸 포함)
지원 내용

•대졸 미취업자에게 기업현장 연수 등 직업 교육
기회 제공
•최대 6개월
(전문연수 4개월 + 기업연수 2개월) 연수
담당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koita.or.kr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지원팀
02-3460-9122

청년 해외진출 멘토링

지원 대상

•협약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고교생 및 전문대생 대상, 물류 분야 전문 지식
교육
담당 기관

•한국통합물류협회 070-7090-6655
•부산경상대학교 항공해운 무역과
02-850-1000
•장안대학교 물류경영과 031-299-3000
•영종국제물류고 032-746-4400
•인천세무고 032-428-4523
•한국항만물류고 061-797-0304

생물자원전문인력 양성사업2
(생물다양성협약대응전문인력양성사업)

지원 대상

•만 34세 이하
(단, 30% 범위 내에서 연령 초과 참여 가능)
지원 내용

•해외일자리 발굴, 어학+직무 교육
•프로그램별 참여 비용 지원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www.moel.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월드잡플러스 www.worldjob.or.kr
문의 1577-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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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15~34세
지원 내용

•‘월드잡플러스’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한인 기업 등 인적 네트워크 연계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www.moel.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월드잡플러스 www.worldjob.or.kr
문의 1577-9997

지원 대상

•법학·경상·생물학계열 박사 후 연구원(학위
취득 후 3년 이내)
•박사과정 전일제 대학원생(외국인 제외)
지원 내용

•연구비 지급(전공·학위별 상이)
담당 기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www.nibr.go.kr
문의전화 032-590-7000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 대상

•성과기반 고급인력과정 : 인천대, 중앙대, 순천대·
전남대 컨소시엄, 한국해양대
•맞춤형 실무교육과정 : 동명대·한국해사문제
연구소·한국해양진흥공사 컨소시엄
•산학연계 인턴십과정 : 성결대, 중앙대, 한국항공대,
군산대, 한국해양대, 동서대
지원 내용

•현장 수요 중심 교육, 인턴십
•인턴십 지원금 50만 원 지급
•사전교육(150시간) 학점 인정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www.sports.or.kr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051-797-4800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원 대상

•일반계고 재학생 중 취업희망자
지원 내용

•직업능력 개발훈련
•훈련비용 전액 무료
•출석 80% 이상 시 장려금 지급
담당 기관

•HRD-NET(고용노동부 직업능력지식포털)
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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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성공 패키지

지원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식품분야 진출 희망 청년 역량강화, 네트워크
형성, 현장교육 지원
•교통비, 교육비, 숙박비 지원
담당 기관

•농식품부 식품외식기획부 www.mafra.go.kr
061-931-0715, 0716

물산업 프로젝트매니저
(PM) 양성사업
지원 대상

•만 19~32세
•공학계열 대학재학/대학졸업 예정(전문대학 포함)
지원 내용

•물 관련 프로젝트 수주 및 개발 고급기술자(PM)
육성
•교육훈련지원금 지급(236,000원/월, 5개월)
•지방거주자인 경우 월 40만 원 지급
•집합교육, 현장실습, 취업지원 등

지원 대상

•대졸/졸업예정자
지원 내용

•스마트시티 산업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참여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비 및 여비 지원
•스마트시티 분야별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담당 기관

•6개 대학 및 해당학과
- 부산대(도시공학과,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전공 통신
시스템연구실,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정보보
호 및 지능형 IoT 연구실) /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 서울시립대
스마트시티학과 / 성균관대 미래도시융합공학과 / 연세대(도시
공학과, 산업공학과, 전기전자공학부, 컴퓨터과학과) / 한국과

지원 대상

•만 18~40세 미만
지원 내용

•전문성을 갖춘 우수 관광전문인력 양성
•교육비 일부 지원
•공공기관 및 주요 협회 교육프로그램 제공
•관광인력 취업지원
담당 기관

빅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지원 대상

•만 34세 이하
•대학졸업예정자 및 대학졸업자
지원 내용

•빅데이터 교육 및 취업 지원
•빅데이터 교육 전액 지원
•데이터 전문 자격 취득 지원
담당 기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산업지원실
www.kdata.or.kr 02-3708-5391

•한국상하수도협회 www.kwwa.or.kr
02-3156-7777

•관광일자리센터 02-6441-3150~5
•한국관광공사 033-738-3712
-한국관광공사 관광전문인력포털
academy.visitkorea.or.kr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 양성1(2년제 학위과정)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 양성2(직업훈련과정)

담당 기관

스마트시티 혁신인재 육성

관광전문인력 양성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미취업자
•고교생은 3학년, 대학생은 마지막 학기 중 참여
가능
지원 내용

•기계, 동력, 전자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훈련비 전액과 월 최대 116,000원의 훈련 장려금
지원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HRD-NET(고용노동부 직업능력지식포털)
www.hrd.go.kr
•고용복지플러스센터 www.workplus.go.kr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고교 졸업(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지원 내용

•ICT 분야 시공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산업전문학사 학위과정(주간 2년)
•저렴한 등록금, 기숙사 지원, 장학금 등
담당 기관

•ICT 폴리텍대학 학사기획처 입학취업팀
www.ict.ac.kr 031-760-3336, 3384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고교 졸업/대학 졸업
지원 내용

•정보통신 기술 전반 직업 훈련 지원
•교육비, 훈련수당(20만 원/월) 지원
담당 기관

•ICT 폴리텍대학 학사기획처 일학습공동훈련센터
www.ict.ac.kr 031-760-3377~9

학기술원 건설 및 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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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인력 양성 채용

지원 대상

•고졸 이상 •항공정비사 자격증 소지자
•토익 600점 이상
지원 내용

•항공정비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교육 및 취업지원
담당 기관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지원 내용

•민간훈련과정 무상 지원
•스마트제조, 빅데이터, 정보보안 등
•훈련장려금 월 최대 316,000원 지원
담당 기관

allA(청년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대상

•만 15~34세
지원 내용

•장기 미취업자 취업지원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지속적인 취업 상담
담당 기관

•한국에어택항공직업전문학교
www.airkorea.ac.kr
B737기종 및 직업능력문의 02-2662-9797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www.asea.ac.kr
02-2662-7370, 02-714-9708, 706-0438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 www.kstcac.or.kr
02-6049-4071

•HRD-NET(고용노동부 직업능력지식포털)
www.hrd.go.kr
- 훈련생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부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운영기관: 전국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대표전화 1350
- 안내사이트: 워크넷 alla(청년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취업 아카데미

청년 취업역량 프로그램

일학습병행제

지원 대상

•만 34세 이하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지원 내용

•산업현장 수요 교육 제공
•소속대학 학점인정
•프로그램 수료 후 협약기업 등으로 취업 지원
담당 기관

•HRD-NET(고용노동부 직업능력지식포털)
www.hrd.go.kr
•오프라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해당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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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15~34세
지원 내용

•구직기술 강화, 참여식 집단상담 프로그램
•청년취업역량프로그램 구성
담당 기관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운영기관: 전국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대표전화 1350
- 워크넷 청년취업역량 프로그램
www.work.go.kr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미취업 청년
•1년이내 신규 입사자
지원 내용

•학습근로자로 채용 및 교육과정 이수
•기업에서 임금 지급, 현장경험 습득
담당 기관

•직업훈련포털 www.hrd.go.kr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 대상

•초대졸 또는 4년제대학 졸업(예정)자
지원 내용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생에게 인당 체재비 지급(월 75만 원×3개월)
•현장실무 교육 이행한 자에게 환경부 장관 명의
수료증 수여
담당 기관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www.kcma.or.kr
문의 02-3019-6603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지원 대상

•석·박사 학위 과정생
지원 내용

•미래 유망산업·신산업 분야 고급 전문인력 양성
•연구비, 경비 등 장학금 지원
•현장실습 및 인턴십 기회 지원
담당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044-203-422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혁신팀
02-6009-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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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군복무 중인 장병
지원 내용

•군 복무 중 자격증 및 학점취득 지원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50% 지원
•자기개발비 최대 10만 원 지원
담당 기관

•나라사랑포털 www.narasarang.or.kr
- 각군 홈페이지 내부망

미래에너지산업
창의·융합 인재 육성사업
지원 대상

•현재 학사· 석사·박사 재학 중인 학생
지원 내용

•에너지 R&D 전문인력 육성
•학생인건비, R&D 연구비 지원
담당 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www.ketep.re.kr
02-3469-8400, 8441~844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WFK-KOICA UNV
대학생봉사단
지원 대상

•만 18~29세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휴학·졸업예정자
지원 내용

•UN 현지기구 파견 청년들에게 국제무대 경험 제공
•파견지원: 항공료, 보험료, 신체검사비, 비자
발급비 등
•현지지원: 현지 정착비(파견 후 1회), 생활비
(약 $1,000/월) 등
담당 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www.koica.go.kr
- 한국국제협력단 CS센터 코이카봉사단 모집상담
파트 1588-0434

WFK-청년봉사단

WFK-청년봉사단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The Pacific Asia Society, PAS)

지원 대상

•대학생(대학생 기준, 졸업 학기자 제외)
지원 내용

•해외 봉사로 나눔과 배려 봉사정신 함양
•파견 기간: 팀별 2주 내외
담당 기관

•사업 주관기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해외Ⅱ팀
02-2252-1996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www.kuc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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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학 재학생
지원 내용

•해외봉사 참여 기회 제공
•파견기간 : 3주 내외
•활동내용 :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교류 등
•학생과 대학이 참가비 각각 50%씩 지불
담당 기관

•태평양아시아협회 사무국 www.pas.or.kr
02-563-4123~4

WFK-KOICA NGO봉사단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개발도상국 파견, 해외 진출 역량 제고
•항공료, 현지 정착비, 현지어 교육비, 생활비 등
지원
담당 기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www.ngokcoc.or.kr
•한국국제협력단(KOICA) www.koica.go.kr
상담센터 1588-0434

WFK-ICT봉사단
(Korea ICT Volunteersk, KIV)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
•ICT·이공계 전공자(50% 이상 구성)
지원 내용

•개도국에 파견하여 봉사 및 ICT 교육 수행
•활동 경비 : 1팀 4주 활동 기준 약 4,000만 원
•이동 경비 : 왕복항공료, 국내 이동비 등 실비 지급
•전 세계 대상 긴급의료 서비스 가입
담당 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글로벌협력본부 글로벌협력
사업팀 www.nia.or.kr 02-6191-2030/2025

WFK-한방봉사단(KOMSTA)

지원 대상

•일반봉사자의 경우 제한 없음
지원 내용

•의료혜택이 열악한 곳에 의료봉사활동
•(파견기간)1주 또는 2개월
•(한의사)의료봉사활동, (일반봉사자)사무보조,
의약품 관리 등
•항공료, 체재비, 주거비 등 지원
담당 기관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
www.komsta.org / 02-2659-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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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K - 해외봉사단
(청년 중기봉사단)

WFK - 일반봉사단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만 19~39세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대학원생 가능)
지원 내용

•봉사활동 및 파견국 이해를 통한 대학생 역량 강화
•국내교육수당, 출국준비금, 항공료, 현지 생활경비
등 지원
담당 기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사업본부 해외사업 1팀
www.kucss.or.kr 02-2252-1996

•만 19세 이상(단, 남자는 군필이거나 면제)
지원 내용

•2년 동안 개도국에 파견
•공공행정, 교육, 농림수산, 보건, 산업에너지 5개
분야 30여 개 직종에서 활동
•국내교육수당, 출국준비금, 항공료, 현지 생활
경비 등 지원
담당 기관

•KOICA 봉사단 kov.koica.go.kr
상담센터 1588-0434

청년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 대상

•경북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자, 도내 주소지
둔 청년 등
지원 내용

•중소 수출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청년무역 전문
인력 양성
- 교육 과정 : 사전 온라인 교육, 무역실무교육, 글로벌
무역현장탐방
- 운영 방법 : 道(운영비)·한국무역협회(과정운영) 간 협업
- 교육 내용 : 무역실무, 무역계약, 무역 비즈니스 영어,
무역 운송 및 통관 등, 해외무역 현장탐방, 무역 관련
자격증 취득, 맞춤형 취업컨설팅 등
담당 기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지원 대상

•12개 고교(교육부·고용노동부 지정 도제학교)
지원 내용

•국비·교육청 : 운영비, 시설장비비, 현장훈련비,
교사수당 등 지원
•도·시군 : 현장학습에 따른 교통비 지원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독일·스위스의 도제
식 현장교육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한
제도로 학교와 기업에서 2년(2~3학년) 동안
NCS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기업 맞춤형 교육
을 통해 전문기술인력 양성
담당 기관

•청년정책관실

054-880-2762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60-4026
•청년정책관실 054-880-2759

해외취업 아카데미

지원 대상

•만 34세 이하 청년
지원 내용

•해외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이력서 작성법, 영문 인터뷰, 모의 면접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www.moel.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월드잡플러스 www.worldjob.or.kr
1577-9997

KOICA 해외사무소/재외공간
영프로페셔널
지원 대상

•만19~34세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
지원 내용

•공적개발원조(ODA)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프로그램과 경제적 지원
담당 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www.koica.go.kr
1588-0434

대경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HuStar)
지원 대상

•경북·대구 지역 대학생 및 졸업생
지원 내용

•지역 인재 대상 미래 신산업과 연계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후 지역기업
취업까지 연계·지원
•혁신대학 → 학부 3~4학년과정으로 기업 맞춤형
커리큘럼 구성·운영
•혁신 아카데미 → 졸업생 대상 실무중심 교육
(5개월)+기업인턴 근무 연계(3개월)
※ 월 교육 80% 이수 시 100만 원 지급
담당 기관

•Hustar(휴스타) www.hustar.org
•경북테크노파크 휴스타추진팀 053-803-6892
•과학기술정책과 054-880-2432
30 중앙정부·경상북도 청년지원사업 핸드북

어떤 도움이 필요해? 31

32 중앙정부·경상북도 청년지원사업 핸드북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 대상

•만 18~40세 미만
지원 내용

•창농을 위한 토지 지원 및 경영 개선 지원
•독립경영 월 80만 원~100만 원 지급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
종합상담 1899-9097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지원 대상

•만 18~40세 미만
•2년 이상 영농 종사자(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지원 내용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자율형 사업 공모, 기술
교육 및 컨설팅
•최대 5,000만 원(1인당)의 지원금 제공
•시장조사, 마케팅, 재무관리, 경영, 고객관리 등
컨설팅
•창업, 전문기술(가공), 제품개발 등 사업 특성 맞춤
교육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한민국 창업리그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사업개시일 3년 미만
지원 내용

•최대 1억 원, 연 2%금리(고정금리) 융자 지원
•시설 자금 또는 운전자금 사용 가능
•창업자 멘토링 지원

•예비창업자(팀) 및 7년 이내 초기 창업자(팀)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사업 선정 또는 수혜 내역이
없는 자
지원 내용

•사업 아이템 사업화 경진대회(총 상금 15억 8천만 원)
•본선 진출자(팀) 후속연계사업 제공
담당 기관

담당 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www.kosmes.or.kr

•창업리그 :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학생리그 : 교육부 www.moe.go.kr
•국방리그 : 국방부 www.mnd.go.kr

재도전 성공패키지

글로벌액셀러레이팅

담당 기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스마트 벤처 캠퍼스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지원 내용

•앱/웹, 콘텐츠, SW분야 청년 창업자에게 자금
(최대 1억 원)과 프로그램 지원
담당 기관

•중소기업벤처부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벤처부 지식서비스창업과
042-481-8909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부 042-480-4396~7
www.kise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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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 대표자
지원 내용

• 청년창업자 발굴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 전과정 지원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055-751-9837
•K-startup 창업성공패키지
www.k-startup.go.kr/homepage/business
Manage/businessManageFunction.do?mid=14
49&sid=103&itemSeq=1005
•청년창업사관학교 start.kosmes.or.kr

(본글로벌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지원 내용

•예비 : 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및 훈련
•선정 평가를 통해 4,000~6,000만 원 차등 지원
•후속/연계 지원 : 5개월간 2,000만 원 내외 지원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창업진흥원 창업문화재도전부 www.kised.or.kr

042-480-4435~7

•해외 진출계획이 있는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 내용

•국내 유망 창업 기업 발굴, 해외 진출 지원
•액셀러레이팅(4~6주): 국가별 현지 사업화 교육
•정부지원금(2,000만 원)
담당 기관
•정책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042-481-4386, 4462
•프로그램 문의 : 창업진흥원 TIPS글로벌사업부

www.kised.or.kr
02-3440-7303, 7308, 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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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사회적 기업 창업 연계아이디어 보유자
지원 내용

•사회적 기업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업
•100~2,000만 원 상당의 상금 제공
•사업모델 구체화 지원
담당 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ocialenterprise.or.kr

031-697-7711~9

대학창업펀드 조성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대학(원)생 및 5년 이내 졸업자
•대표이사 또는 임원(지분 50% 이상 보유)
•창업한지 7년 이내 기업
지원 내용

•대학 내 창업기업에 투자
•선정된 대학창업펀드 최대 10년 간(투자 5년,
회수 5년) 운영
담당 기관
•미래과학기술지주㈜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1년 미만
지원 내용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양성 지원
•창업 자금 지원(창업팀별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멘토링, 창업공간, 교육 지원
담당 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

031-697-7700

042-349-3104

•39세 이하 예비청년창업가 또는 창업 1년 이내인 자
•아이디어, 기술력, 사업성이 우수한 아이템 보유
청년창업가
지원 내용

•1인당 1,500만 원 지원(창업활동비 12, 교육 등 3)
•창업공간, 상품화제작, 시장개척, 홍보 등 창업
활동비
•창업컨설팅, 창업교육, 마케팅, 판로지원 등 간접
지원
•시제품 제작,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
담당 기관

•청년정책관실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초기창업패키지

초기창업 패키지사업

054-880-2764

청·장년+ 창업캠퍼스

(구.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원 대상

•전 연령 예비창업자
(단, 39세 이하인 경우 평가 시 가점 우대)
지원 내용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최대 2,000만 원 융자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콜센터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지원실
042-363-7842, 7812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톡톡 https://idea.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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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 사업화 지원 : 제조 및 지식 서비스 분야 창업
3년 미만 기업
- 성장지원 프로그램 : 각 주관기관 별 프로그램
운영 요건에 따라 상이
지원 내용

•사업화 : 최대 1억 원 자금 지원
•프로그램 :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담당 기관
•K-스타트업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초기(예비창업~3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창업기업 사업화자금 지원(1개 기업당 7,000만 원
내외(최대 1억 원))
•창업기업 시제품 제작, 지재권 등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
담당 기관

•청년정책관실

•도내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

054-880-2764

•기술경력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숙련 중·
장년과 청년의 아이디어를 매칭해 기술창업 사업화
지원
•제조업 관련 숙련 인력과 청년간의 매칭으로
새로운 창업생태계 조성
담당 기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054-470-2624
•청년정책관실 054-880-2764

www.k-startup.go.kr/homepage/business
Manage/businessManageFunction.do?mid=305
32&sid=416&itemSeq=299469
- K-스타트업 고객상담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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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창업성장지원

경북형 사회적경제
취업창업학교 운영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지원 대상

•협동조합 창업 준비 중인 3인 이상 예비 창업팀
•경상북도에 주 사무소를 두고 협동조합 창업 준비
중인 예비 창업팀(창업팀 구성원의 주소지는 지역
무관)
•만 39세 이하 청년 50% 이상 구성 시 우대
지원 내용

•경상북도 우수 협동조합 창업지원 공모전 개최
•우수 협동조합 선정 및 창업지원금·멘토링 지원
- 15개팀 선정(청년협동조합 8개팀 내외)
담당 기관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
054-880-2613

•만 39세 이하 청년
•청년일자리 매칭 및 창업사업비 지원은 경북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하여 지원
지원 내용

•경북형 사회적경체 취창업학교 운영(10개팀 이내
선발)
- 사회적경제 기초 및 전문 현장실습을 통한 창업팀
선발, 선발팀 창업비 지원(팀별 1,000만 원 이내)
•취업·창업 희망자 대상 심화(창업 실무, 취업컨
설팅) 교육
- 사회적경제 창업부터 법인 설립 및 사후 지속적
관리,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와 연계, 수요에
근거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담당 기관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사업

경북형 청년창업 크라우드펀딩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만 19~23세(도내 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
지원 내용

•농업계고 졸업생 조기 영농정착을 위한 창업비용
지원
담당 기관

•농축산유통국 농식품유통과

054-880-2614

054-880-3336

지원 내용

•청년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운영
•청년창업가 20개사 지원(교육, 컨설팅, 코칭,
홍보, 마케팅, 투자유치 등)
•창업커뮤니티 공동운영 및 공공, 민간자원 간
네트워크 구축
•청년창업자(팀) 당 최소 1,200만 원 지원
•시제품 제작 최대 3,000만 원 지원
담당 기관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054-820-7418
•청년정책관실 054-880-2764

청년농부 육성 지원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가
•경북도 내 소재 청년 창업기업 또는 도내 주소지를
둔 예비창업가
•지원사업 기간 내 제품의 상용화 및 상품화가
가능한 청년창업가
지원 내용

•크라우드펀딩 교육 및 상세페이지 등록 지원
•펀딩 성공기업에 한하여 사업화 자금 지원
담당 기관

•청년정책관실 청년일자리팀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 우수 청년창업가 20개사
-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

054-880-2764

•만 18~39세
•예비농업인 및 경영체 등록 3년 이내 농업인
지원 내용

•청년 농업인 창업비용 및 사업활동비 지원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체험·관광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창업 관련 교육·컨설팅, 상품화 개발비, 영농
자재 구입 등
•교통비, 주택임차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경비
•지원 단가 : 1,000만 원/인(3년간 지원)
담당 기관

경북 청년CEO 심화육성 지원
지원 대상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인 자 등
•시군 청년예비창업 수료자 중 우수 청년창업가
50명, 기존사업을 휴·폐업하고 재도전을 준비
중인 재창업자 10명
지원 내용

•창업공간, 상품화제작, 시장개척, 홍보 등 창업
활동비
•시제품 제작, 마케팅,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 지원
•창업컨설팅, 창업교육, 마케팅, 판로지원등간접지원
•각 기업당 창업활동비 1,200만 원 지원
담당 기관

•(재)경북테크노파크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
053-819-3073
•청년정책관실 054-880-2761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지원 대상

•전국 만 39세 이하 청년
지원 내용

•도시청년의 지역정착 아이디어(창업, 창직 등)
사업화 지원
•창업자금 및 정착비(최대 2년, 연 3,000만 원/인)
지원
담당 기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행복경제지원센터
gbstay.gepa.kr 054-995-9941
•청년정책관실, 23개 시군 일자리부서
054-880-2761

•농업정책과 054-880-3316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gbfood.or.kr 054-65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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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

청년커플 창업지원

고속도로 청년휴게소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청년창업, 푸드트럭)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도내 사업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창업에 따른 창업지원금 지원
- 마을자원 실태조사, 창업 직무교육 및 창업
준비를 위한 연계활동
•창업사업비(1,500만 원/인, 최대 3,000만 원/팀),
교육·컨설팅 지원 등
담당 기관

•청년정책관실

•전국 만 39세 이하 청년커플(부부)

054-880-2759

청년 시범마을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

•타지역 청년(만 15~45세) + 의성군 주민
•청년이 팀장 역할 수행, 팀원 1/2 이상 청년 구성
필수
지원 내용

•창업사업화(5,000만 원/팀) 지원
담당 기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미래전략기획단
054-470-8527
•아이여성행복국 인구정책과
054-880-4517

40 중앙정부·경상북도 청년지원사업 핸드북

•청년커플의 지역정착 아이디어(창업, 창직 등)
사업화 지원
•창업자금 및 정착비(최대 2년, 연 6,000만 원/팀)
지원
담당 기관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만 15~34세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만 20~39세 미만
지원 내용

•새로운 휴게문화 창출과 청년 창업자 발굴
•1년간 선정된 휴게소에서 영업 가능
•도로공사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한 홍보 지원
담당 기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행복경제지원센터
www.gepa.kr 054-995-9944
•청년정책관실 054-880-2762

•한국도로공사 www.ex.co.kr
- 공모내역 안내 및 신청서 배부
* 공사소개 > 홍보센터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한국도로공사 054-811-2334

경북 청년CEO 재도약 지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도내 39세 이하 청년 재창업 기업(예비재창업 포함)
* 공고일 기준 재창업 준비자 또는 재창업 3년 미만
지원 내용

•스타트업 지원, 맞춤형 성장전략 수립
•실패원인 분석 및 비즈니스 모델 재정립 등 실무
교육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컨설팅 등
담당 기관

•경북테크노파크(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
053-819-3071
•청년정책관실 054-880-276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2114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국세청 상담전화 126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내 희망상가 제공
•만19~39세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창업3년 미만)
지원 내용

지원 내용

•보험료 부담 경감 및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월 고용보험료 30~50%, 최대 3년(36개월)간 지원

•감정평가 금액의 50% 수준 임대 계약 체결
•최장 6년간 임대차 기간 보장
담당 기관

담당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

www.semas.or.kr

담당 기관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기준보수 1~2등급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지원 내용

•사업 초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042-363-7838, 7867
국번없이 1357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기획처 임대상가사업부

www.lh.or.kr

1600-1004

•LH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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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 일자리사업 및
창업기업 일자리사업
지원 대상

•사업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도내 청년 및 창업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월 200만 원/명)
•기본소양 교육 및 직업실무 역량 강화 교육 등
직장생활과 업무능력 향상
담당 기관

•경북청년CEO협회/(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일자리사업담당/창업인재양성팀
054-431-0998/054-470-2646
•청년정책관실 054-880-2762

청년창업제품 판로개척지원

지원 대상

•도내 청년창업기업
지원 내용

•온라인 판로개척 : 온라인 판매플랫폼 구축,
온라인 마케팅 교육, TV홈쇼핑 판매지원 등
•오프라인 판로개척 :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 등
담당 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강소기업육성실
www.gepa.kr 054-470-8573
•청년정책관실 054-880-2764

청년창업LAB 운영
지원 대상

•만 18~39세
지원 내용

•청년창업 공간인 청년창업LAB 구축 및 운영
•전문가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등 청년 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담당 기관

•포항대학교/구미전자정보기술원/경북전문대학교
/미정(성주)
- 운영팀/일자리센터/산학협력단

전통시장 청년상인
운영지원 사업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청년몰 및 청년상인 창업지원 입점자 및 재입점자
지원 내용

•시장안착의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내 청년몰
및 청년상인 창업자들에게 공공운영비 지원으로
자립갱신 기반 마련
•전기, 가스,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월 10만 원
지원
담당 기관

•일자리경제실 민생경제과

054-880-2655

054-252-7400, 479-2052, 630-5222
•청년정책관실 054-880-2773

경북 청년CEO몰 사업지원

지원 대상

•39세 이하 청년기업
지원 내용

•청년CEO몰(365MESSE) 운영 지원
•청년CEO 제품 전시·판매 및 온라인 오픈마켓
판매 지원
•도내 청년CEO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킹
활동 지원 등
담당 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강소기업육성실
www.gepa.kr
054-470-8573
•청년정책관실 054-880-2764

•만 18~39세
•실 영농 종사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
지원 내용

•농산물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관련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등
•2억 원 이내 융자 지원(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담당 기관

•농업정책과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만 18~40세 미만
(1980.1.1.이후 출생~2002.12.31. 이전 출생)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
지원 내용

•영농자금, 일반 가계자금 등 정착지원금 지원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2018년 4월부터 지급)
•지원 금액 : 독립경영 1년차(월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80만 원)
담당 기관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팀

054-880-3316

054-880-3323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지원 내용

•신규 어업창업(예정)자에게 영어정착자금 지원
- 어가 경영비, 창업 관련 교육비, 컨설팅 상품화
개발비, 마케팅 비용
- 소모성 기자재 구입, 보험가입 등 영어분야
창업·정착에 필요한 비용
- 1인당 지원규모 : 1년차(월 100만 원), 2년차
(월 90만 원), 3년차(월 80만 원)
담당 기관
•해양레저관광과 해양경관콘텐츠팀

054-880-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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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

청년귀농 장기교육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만 40세 미만 귀농 희망 청년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복합된 자율형
공모사업
- 생산기반 : 신기술 도입, 노동력 절감 등에 필요
한 시설·장비 등
- 가공유통 : 농산물 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가공품 개발 등
- 체험관광 : 농산물 체험·관광을 위한 시설·
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등
- 브랜드육성 :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
디자인 등

•실습 중심의 장기 체류형 교육과정 지원
•지역탐색 및 농촌이해, 품목탐색, 이론, 실습,
마케팅 등
•1,680,000원/인(교육비 자부담 금액)
담당 기관

•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
1899-9097
•농업교육포털 www.agriedu.net

창조경제혁신센터
원스톱서비스존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미만의 초기창업자
지원 내용

•분야별 전문 멘토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 제공
•지역혁신센터별로 운영되는 지원 프로그램 매칭
서비스 제공
•지역혁신센터별 협력기관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제공
담당 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

담당 기관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053-320-0284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외식창업인큐베이팅
(청년키움식당)

지원 대상

•해양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및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내용

•창업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지원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모집공고 www.mof.go.kr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www.kimst.re.kr
- 기업사업화실 02-3460-0311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자
지원 내용

•사업장 운영 기회 제공, 창업 역량 제고
•주방기구 및 비품 지원
•임차료 연 6,000만 원 이내 지원, 자본적 경비는
지원 불가
담당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www.at.or.kr

- 외식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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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주도형 TIPS*과제

경북청년 키친랩 운영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TIPS 프로그램)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 육성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Korea)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사업 개시일 7년 이내 창업 기업 등 요건 충족
지원 내용

•창업팀을 민간주도 선발, 집중 육성
•엔젤투자, 보육, 멘토링, R&D 등 매칭 및 일괄 지원
담당 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home.kban.or.kr

02-3440-7421~91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지원 내용

•창업 및 외식업 이론교육을 수행하는 외식업
창업 아카데미 운영
•메뉴를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공유주방 운영
•제품 판매를 통해 시장검증을 할 수 있는 개별
주방 운영
담당 기관

•(재)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3-819-3070
•청년정책관실 054-880-2773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지원 대상

•메이크인벤터협동조합, 포항공과대학 산학협력단,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 내용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담당 기관

•대구대학교/경일대학교/포항공과대학교/메이크
인벤터조합
053-850-4726/053-600-5877
/054-279-0262/054-858-3110
•청년정책관실 054-880-2773

청년 지역일꾼 육성 프로젝트

지원 대상

•경산지역 취·창업 희망 청년
지원 내용

•청년창업지원 경영실습 멘토링
•기존 카페 공간을 활용, 창업에 필요한 경영실습
체험
•지역기업과 함께하는 청년취업활성화 콘텐츠 개발
담당 기관

•하나HRD센터 취업지원팀/고용환경개선
053-854-0880
•일자리경제노동과 054-880-2648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창업기업 창업역량 맞춤형 교육
•전문가 활용 컨설팅 및 기업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담당 기관

•청년 1인 이상, 마을주민 5~10명 이상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지원 내용

•고소득 작물 생산시설, 농기계, 상품화시설, 가공
시설 지원
담당 기관

•경북테크노파크 첨단소재융합기술연구센터/
경북1인창조기업지원센터 054-339-3345
•청년정책관실 054-880-2759

•농업정책과

경북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지원 대상

•만 18세~39세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이내
•신청일 현재 창농 희망지에 주소를 둔 자
지원 내용

•청년 창농을 위한 권역별 농산업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공동연구, 시제품 개발, 신기술 교육, 마케팅 지원,
세무·회계 등 종합 지원
•도내 4개소(경북대 대구·상주, 안동대, 대구대)
담당 기관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농정지원센터
054-650-1181
•농업정책과 054-88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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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054-880-3316

지원 대상

•멘토 : 관내 신지식농업인, 농어업인대상 수상 등
우수농업인
•멘티 : 만18~39세 청년(예비)농업인
지원 내용

•청년 농업인 교육훈련비 및 선도농가 기술전수비
지원
•지원 단가
- 멘토 : 1일 8시간 기준 3만 원(월 50만 원 한도)
- 멘티 : 1일 8시간 기준 6만 원(월 100만 원 한도)
담당 기관

•농업정책과

054-88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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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아카데미 교육수료자
지원 내용

•창업실습훈련장으로 활용하여 창업훈련추진
- 스마트팜조성 부지매입, 관정굴착 및 기초기반
공사
- 스마트팜 온실신축 및 작목입식
- 청년농업인 시기별 창업실습훈련 추진
담당 기관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팀

반학반어 청년정착 지원 사업

053-320-0281

•만 16~39세
•전국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청년들이학교생활을하면서어촌체험을동시에수행
- 장소 : 경북 동해안 5개 시·군 어촌마을
- 분야 : 먹거리 레시피 발굴, 문화예술창작, 관광
자원발굴 등
•참가자 활동비(여비, 일비 등) 1일기준 10만 원,
재료비 지원
•20명(6개팀 정도) 선발
담당 기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470-0514
•동해안전략산업국 동해안정책과 054-880-7613

웹툰 캠퍼스 운영
지원 대상

•도내 일반인(제한없음)
지원 내용

•웹툰 창작공간, 기업입주시설 제공
•웹툰 전문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경주시 황리단길 (구)황남초등학교에 조성
담당 기관

•www.gculture.or.kr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디지털미디어팀
054-840-7042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산업과 054-880-3150

48 중앙정부·경상북도 청년지원사업 핸드북

청년내일 채움공제

지원 대상

•만 15~34세 중소기업 등의 신규 취업자(정규직)
지원 내용

•2년형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 원+이자 수령
청년은 2년간 총 300만 원 적립,
차액은 정부와 기업 공동 적립
•3년형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 원+이자 수령
청년은 3년간 총 600만 원 적립,
차액은 정부와 기업 공동 적립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워크넷 -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youngtomorrow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청년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중소기업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
청년 취업자
지원 내용

•취업 후 5년 간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90% 감면
담당 기관

•국세청 www.nts.go.kr
- 국세청(기업관할 세무서 법인납세과 또는 민원
봉사실 제출, 우편 및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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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정규직) 중인
만 15~34세 청년
지원 내용

•5년 근속 시 3,000만 원 자산 형성
•청년은 5년 간 720만 원 적립, 차액은 정부와
기업 공동 적립
담당 기관

•청년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
1588-6259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국가우수 장학금(이공계)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4년제 이공계 대학 재학생
지원 내용

•과학기술분야 최우수 학생을 발굴, 육성
•등록금, 생활비(최대 250만 원) 지원
담당 기관

•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www.kosaf.go.kr
1599-2290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청년동행카드)
지원 대상

•만 15~34세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무 청년근로자
지원 내용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청년근로자에게
교통비 5만 원/월 지급
•카드사에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청년동행
카드’를 발급
담당 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www.kicox.or.kr
•청년동행카드 card.kicox.or.kr/main/main.do
•오프라인: 한국산업단지공단 1600-0636

‘청춘마이크’사업을 통한
청년문화예술가 지원
지원 대상

•만 19~34세 청년예술가
•1인~5인 구성된 팀
지원 내용

•청년예술가 발굴, 공연활동 지원
•공연 당 지원액(70~210만 원) 지급
•조명, 홍보, 음향 등 장비 지원
담당 기관

•지역문화진흥원‘문화가 있는 날’
- (재) 지역문화진흥원‘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사업 담당자 02-2623-3126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지원 대상

•만 18~34세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가구 청년의 근로소득 공제 확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지원
담당 기관

•관련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기초생활수급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5명 이상의 공동체(법인 또는 단체)
지원 내용

•청년공동체 발굴·확산, 지역 정착·활력 제고
•활동지원(500만 원), 멘토, 네트워킹 등 지원
담당 기관

•행정안전부 www.mois.go.kr
044-205-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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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

관광두레 청년 참여 지원

(마음건강버스 / 마인드링크)
지원 대상

•청년구직자 등
지원 내용

•정신건강 출장 진료서비스 제공
•심리/정신건강 상태 점검 및 검사 무료 제공
담당 기관

•마음건강버스(심리지원버스) 국립정신건강센터
블로그 blog.naver.com/ncmh0301
•마인드링크(마음건강알리미 서포터즈) 블로그
www.mindlink.or.kr(비밀상담실)
062-267-3120

지원 대상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병해충방제단 운영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만 19~34세
지원 내용

•주민 공동체 기반 관광사업체 창업 지원 및 육성
•관광두레 청년 주민사업체(청년두레) 창업지원
•관광두레 청년PD 선발 지원
담당 기관

•관광두레 tourdure.mcst.go.kr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관광두레”검색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02-2669-8461
- 문화체육관광부 044-203-2866

학사학위 취득지원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 반드시 영농대행을 위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지원 내용

•청년농업인 방제단 구성 및 방제지원
•개소당 드론 3~5대 이내 구입 및 5명 이상 방제단
구성
•드론 운용 자격증 취득 교육비, 드론 유지보수 등
제반 비용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소모성 농자재 등 구입 활용

•경북지역 기업 재직자, 경북에 주소지를 둔 타지역
재직자
지원 내용

•운영학과 : 대구대(메카트로닉스, 스마트시스템
공학과), 금오공대(기계융합공학과)
•학생모집 : 사이버 및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취업자 편입학(3학년) 선발
•교육방법 : 전공이론, 실습·현장 교육 병행,
평일 야간 및 주말 출석 학습
•등록금 부담 : 도 50%, 대학 30%, 기업 10%,
개인 10%

담당 기관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053-320-0284

담당 기관

•청년정책관실 054-880-2762
•대구대 grad.daegu.ac.kr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

지원 대상

•전 연령
•전국 대학생(휴학생 포함)
지원 내용

•주요 해안도시 체험, 해양 영토와 주권의식 제고
•우수 활동자(조) 상장 및 상품 제공
•참여기간 : 7박 8일
•참가비 : 10만 원/인
담당 기관

•한국해양재단 koreaoceanfoundation.or.kr
02-741-5278

농업계고 영농정착 지원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도내 농업계고 재학생

•지역주민 및 이주자 등 누구나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지역 농업계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해외연수, 선도농가 멘토링, 영농정착 교육과정
운영비, 현장체험 및 견학 등
담당 기관

•경상북도 교육청 창의인재과
•농축산유통국 농식품유통과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 행복포레스트

054-805-3416
054-880-3336

•청년·여성·청소년이 행복한 숲 조성
- 행복누리관(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창업보육
공간, 복합문화공간 등
- 청년 창업프로그램 운영, 영유아 행복프로그램
운영 등
- 청년농부 스마트팜 창농기반 조성
- 육묘장 4,000㎡, 공동선별장 3,000㎡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예술캠프
지원 대상

•의성군민 또는 청년예술가(만 19~34세, 타 지역
청년 가능)
지원 내용

•청년예술가 창작활동지원, 작품전시회
•주민참여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15개 팀 정도 선발 예정
담당 기관

•인구정책과 이웃사촌시범마을팀
054-880-4517

담당 기관

•인구정책과 이웃사촌시범마을팀
054-88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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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년예술촌 조성

Farm 문화빌리지 조성
(舊문화창작창업촌 설치)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청년예술가(타 지역 청년 가능)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유망 신진예술인 발굴·육성 및 지역문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유휴 시설·공간을 활용한 경북
예술인 전용 창작 공간 제공
•지역예술인 창작역량 강화 및 지역주민, 지역
사회와의 창작–소통–향유 선순환 생태계 구축
•성주군 군수문화예술마을에 조성
담당 기관

•문화예술과

•농업 및 문화·예술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 근로자

•공동작업장 3개소(코워킹, 디자인실 등)
•독립형 프라이빗 작업실 7개소, 시제품 전시·
행사 공간
•개방형 카페형태 쉼터 등 편의 공간
담당 기관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산업과 054-880-3142
•의성군 시범마을조성과 054-830-6625

054-880-3121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15~39세 청년근로자
지원 내용

•1인당 100만 원 복지포인트 제공
- 근속유도를 위한 분할 지급 : 최초 선정시(50만
원) + 3개월 근속시(50만 원)
- 건강관리, 문화여가, 자기계발 등 항목에 사용
담당 기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www.gepa.kr
054-470-8597
•청년정책관실 054-880-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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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도내 청년으로 구성된 모임 또는 단체, 도내 거주자
및 도 소재 대학 재학생 등
지원 내용

•청년단체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청년문화와
소통 활성화
•지역사회와 청년들의 연대를 강화하여 건강한
청년문화 조성
담당 기관

•대구경북연구원 경북청년정책연구센터
070-4227-9896
•청년정책관실 054-880-2774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국가장학금 Ⅰ유형

(희망사다리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생
•직전 학기 최저 이수학점 이수자, 70/100 이상
성적
지원 내용

•중소, 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등 장학금 지원
•등록금 : 전액 지원
•취·창업 지원금 : 200만 원/학기
담당 기관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소득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만 35세 이하(일부 만 45세 이하)
•소득 8구간 이내
•직전학기 최저 이수학점 이수자, 70/100 이상 성적
지원 내용

•등록금 실소요액 대출
•생활비 대출(연 300만 원)

지원 내용

•연 최대 520만 원 차등 지원
담당 기관

담당 기관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1599-2000

국가장학금 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

•비수도권 고교 졸업, ’
20년도 비수도권 대학 입학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신입생
지원 내용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담당 기관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취업연계장학부 1599-2290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학연계지원형)
지원 대상

•대학생, 대학원생
•직전 학기 최저 이수학점 이수자, 70/100 이상
성적
지원 내용

•등록금 실소요액 대출(한도 있음)
•생활비 대출(연 300만 원)
담당 기관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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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 대상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 재학생
지원 내용

•대학 등록금 지원

지원 내용

담당 기관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www.kosaf.go.kr/

•대한민국 국적, 국내 대학 재학, 소득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하는 자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 모든 자녀 지원

1599-2000

•연 최대 520만 원까지 차등 지원
담당 기관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1599-2000

지원 대상

•만 19~34세 이하 청년(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신고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지원 내용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우대금리 적용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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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 대상

•만 19~34세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무주택 (예비)단독세대주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대상
지원 내용

•월세 대출 연 1%대 저금리 상품 제공
담당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지원 대상

•만 15~34세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외벌이 3,500
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8천 8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창업 지원 받는 자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 대상
지원 내용

•전·월세 임차보증금 1.2% 저금리 지원
담당 기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지원 대상

•만 19~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
•연소득 합산 5,000만 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저리(2.3%~2.7%)로 융자 지원
•연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담당 기관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콜센터 1566-9009
•LH 마이홈 상담센터 및 콜센터 1600-1004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지원 대상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
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지원 내용

•무주택자 저소득층 및 사회 초년생에게 월세비용을
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 영위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콜센터 1566-9009
•LH 마이홈 상담센터 및 콜센터 1600-1004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희망 키움통장Ⅰ,Ⅱ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지원 대상

•만 35세 이하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
지원 내용

•희망키움통장Ⅰ : 본인 저축액 월 5/10만 원,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적립 후 수령
•희망키움통장Ⅱ : 주거안정 월세대출
•매월 최대 40만 원씩 2년간 총 960만 원 한도 대출
•2년 단위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담당 기관

내일키움 통장

지원 대상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
지원 내용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자 목돈 마련 기회 제공
•3년간 적립된 본인저축액 + 내일근로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 이자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국번없이 129
•상품문의 : 하나은행 1599-0079

담당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콜센터 1566-9009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보건복지부 국번없이 129
•상품문의 : 하나은행 1599-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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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대상

•만 24세 이하 한부모
지원 내용

•청소년 한부모 조기 자립 지원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
지원
담당 기관

•여성가족부 02-2100-6000
www.mogef.go.kr
•한부모상담 1644-6621

행복기숙사(사립)

지원 대상

•해당 대학 학생으로 성적, 출신지역, 기숙사 입사
경력 등을 참고하여 선정(소외계층 우선 선발)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장애
학생,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 우선 입주 후 잔여분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입주학생 선발
지원 내용

•사립대학 부지 내 건립하는 기숙사
•해당 대학 학생들 대상, 기숙사비 월 24만 원 이하
(2인실 기준)
담당 기관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www.happydor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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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연합)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재학 중인 대학생
지원 내용

•국가가 부지 제공, 공적자금 활용하여 기숙사 건립
•홍제동대학생연합기숙사,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월 24만 원 이하 기숙사비
담당 기관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www.happydorm.or.kr
•홍제동행복연합기숙사
hongje.happydorm.or.kr/hongje
•부산행복연합기숙사busan.happydorm.or.kr

청년 주거급여 지원 강화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지원 대상

•공공임대 : 만 19~39세, 사회초년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공공지원민간임대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주택
임대 지원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
담당 기관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지원 대상

•3주 이상 훈련에 참여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 실업자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지원 내용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 대부지원
•최대 1,000만 원(월 200만 원 한도)까지 지급
담당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LH콜센터 1600-1004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www.molit.go.kr/pr-housing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블로그
www.apt2you.com

•안내사이트 :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신청사이트 :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

청년 사회적 주택
(청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
지원 내용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임차 :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자가 : 주택개량 강화
담당 기관

•마이홈 www.myhome.go.kr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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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군복무자(미취업자)
지원 내용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보증부대출 등 복무기간 발생 약정이자 면제
담당 기관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상환관리부 1599-2000

지원 대상

•만19~39세
•무주택자
지원 내용

•사회임대주택에 시세 80% 수준 입주, 장기간
거주 가능
•공간 내 취업 프로그램 참여 가능
담당 기관

•마이홈 www.myhome.go.kr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주거복지재단 누리집 031-738-4396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주택 확대
지원 대상

•만 19~39세
•1순위(대학생)
•2순위(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지원 내용

•집주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계약을 통해 확보된
임대 주택 공급
담당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LH콜센터 1600-1004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민간기부형 대학생
연합기숙사
지원 대상

•수도권에 재학 중인 지방출신 대학생
지원 내용

•지원 협약을 맺은 대학 재학생 월 5만 원 주거
장학금 지원
•보증금 15만 원, 기숙사비 월 15만 원 정도
담당 기관

•한국장학재단 학생복지사업부
연합기숙사운영팀 031-920-7206~8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고객센터 1599-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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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금융교육 지원

청년 신용회복 지원

청년희망 키움통장

청년저축 계좌

(대학생 미취업청년지원)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실용 금융강좌를 개설한 대학 재학생
지원 내용

•만 30세 미만 미취업자
지원 내용

•금융 관련 교육 확대,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자료,
금융교육교수 및 특강 무료 지원
•금융 지식 확보 및 금융역량 제고
담당 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www.fss.or.kr/edu/main.jsp
•금감원 콜센터 1322

대학 입학금 부담 완화

•채무감면 및 상환유예 프로그램 운영
•채무감면 : 이자채권 전액, 원금채권은 상각채권에
한하여 최대 70% 범위 내 감면
•상환유예 : 졸업 또는 취업 시까지
담당 기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www.ccfs.or.kr
•서민금융통합 콜센터 1397

대학생 기숙사 확충 지원

지원 대상

•만 15~39세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수급 청년, 사업
참여기간 동안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
지원 내용

•3년 동안 근로·사업소득공제금 10만 원+근로
소득장려금(소득에 따라 상이) 지원(3년 평균
1,569만 원, 최대 2,314만 원 적립)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국번없이 129
•가입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학기숙사 용적률 완화 등 추진)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대학 재학생 및 학부모

•기숙사 수요가 높은 수도권 대학

지원 내용

지원 내용

•2018년부터 4~5년에 걸쳐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담당 기관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각 대학 재무과

044-203-6973

•재학생 기숙사비 절감, 주거복지 실현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교육부 www.moe.go.kr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단,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
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동시 수급 불가
지원 내용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
•최대 36개월 수급 가능
담당 기관

•복지로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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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15~39세
•주거교육 급여 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청년
지원 내용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 지원
•본인 저축액 : 월 10만 원
•정부 지원 :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월 30만 원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국번없이 129
•가입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지원 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LH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아 거주 중인
자(계약 완료 후 2달 이내 거주 예정인 자 포함)
-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지원 내용

•매월 15만 원 상당 임대료 실비 지원
•생활 필수집기 등 물품 지원(50만 원)
담당 기관

•복지로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아동권리보장원 www.ncrc.or.kr
02-6286-0444,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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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 대상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확정)인 자
지원 내용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국가 핵심
인재군을 육성하고 해당 학문분야의 발전 도모
담당 기관

•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www.kosaf.go.kr
1599-2290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지원 내용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담당 기관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학자금대출부 1599-2000

인문 100년 장학금

지원 대상

•전 연령
•대학 재학생
지원 내용

•인문사회계열의 우수인재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로의
성장 도모

경북학숙 지원

청년 임시주거지 조성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도내 대학 입(재)학생(부모 중 1인 주소가 도내인
경산·대구권 대학생)
지원 내용

지원 내용

•학숙(기숙사) 유지관리, 인건비, 학생급식비 등 지원
•특성화 프로그램(영어회화, 취업강좌) 운영
담당 기관

•유입 청년을 위한 임시주거 조성(46세대)
- 빈 여관 리모델링(7), 모듈러주택(18), 컨테이너
하우스(21)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www.kosaf.go.kr
1599-2290

•경북장학회 경북학숙 www.kydel.or.kr
•(재)경북장학회 053-850-9603
•자치행정국 교육정책과 054-880-4563

•인구정책과 이웃사촌시범마을팀
054-880-4516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

청년행복주택 디딤돌사업

담당 기관

지원 대상

•도내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지원 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한 2020년도
이자 지원
담당 기관

•한국장학재단 상환관리부 상환기획팀
www.kosaf.go.kr 053-238-2379
•자치행정국 교육정책과 054-880-4576

지원 대상

담당 기관

지원 대상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신혼부부(혼인기
간 5년 미만이면서 유자녀, 혼인기간 7년 미만이
면서 무자녀)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이면서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 내용

•30호 내외 공동임대주택, 공동보육(육아나눔)
시설 단지 조성, 문화·여가 커뮤니티 시설(개소당
1동)
담당 기관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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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으로 이주한 청년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054-880-3397

•도내 만 19~39세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
- 6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로써 1억 원 이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인 소득 4,000만 원 이하(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전세 보증금 대출(5,000만 원 한도)의 이자 2.9%
(24개월 변동금리) 지원
- 대출기간 : 2년 단위(최대 2회 연장 가능)
담당 기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www.gepa.kr
054-470-8592
•청년정책관실 054-880-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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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만 18~39세 미혼 청년
지원 내용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 예금, 106만
원+이자)
- 청년 360만 원(매월 15만 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700만 원(분기당 175만 원 총 4회 적립)
담당 기관

•12개 시군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팀
www.gepa.kr 054-470-8586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지원 대상

•신청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연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지원금리 : 전세 임차보증금(최대 2억 원)의 이자
(최대 3.0%)
-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지원금리) : 5,000만 원
이하(2.0%), 7,000만 원 이하(1.5%), 9,000만 원
이하(1%)
•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자녀 수에 따라 차등)
담당 기관

•건축디자인과 건축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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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88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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