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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포항테크노파크            ☎ 054)223-2241
·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835

문 의 처

·  방문 접수신청방법

·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 지원
 - 고용조건부 기술 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운영
 - 기업경영애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 미래신산업 인재양성과정 교육
 - 지역기업 인식개선 순회 설명회
 - 철강 전후방산업 및 차세대 배터리 산업 취업박람회

지원내용

·  지역내 청년실업자 및 신성장 기업지원대상

지역의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고용관련 
비영리법인(단체)과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 제안하여 고용노동부가 선정·지원
하는 일자리창출 지원

·  (재)이찬 경북직업전문학교 ☎ 054)272-2828
·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478

문 의 처

·  방문접수신청방법

·  자투리시간 거래소 구인 수요가 많은 직종 관련 전문자격증 취득 및 훈련 
지원으로 취업연계

 ※ 2020년 과정 : 오토캐드, 전산회계 및 OA, 한식·양식조리사

지원내용

·  만18세 ~ 만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지원대상

자투리시간 거래소 전문 인력풀 양성으로 구인구직자 미스매치 해소 및 맞춤형 
인력 지원

1
포항시 

자투리시간거래소 연계직업훈련 청년

2
포항시 

미래신산업 및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일자리 생태계 조성 청년



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12 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478문 의 처

·  훈련기관 선정 공고 → 경북도 승인 → 훈련생 모집신청방법

· 교육생에게 훈련비 및 교통비 지급
· 3개 과목(간호조무사, 전산회계, 요양보호사)
 ※ 과정별 교육기간 상이

지원내용

·  실업자, 제대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지원대상

지역실업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확충 및  
고용촉진 훈련

3
포항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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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일자리종합센터 ☎ 054)280-3275
·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833

문 의 처

·  구인 : 사전 참가신청, 구직 : 당일 참가면접
 ※구비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신청방법

· 일시 : 2020. 9월경
· 장소 : 만인당
· 주최 : 포항시, 포항고용복지+센터
· 후원 : 대학교, 취업관련 유관기관 등 
· 참석인원 : 3,000명 정도
· 행사내용
 - 구인·구직자 현장면접 및 분야별 채용정보 제공
 - 취업지원 사업 및 청년정책 홍보
 -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과 진로 컨설팅

지원내용

·  만19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및 구인기업지원대상

일자리박람회를 통한 다양한 고용정보의 제공 및 폭넓은 취업기회 제공으로 
·지역 기업체의 필요 인재에 대한 적시 채용 및 배치로 미스매치해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분위기 조성 

4
포항시 

일자리박람회 개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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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상공회의소 ☎ 054)274-2233
·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834

문 의 처

·  운영기관 전화신청방법

· 지역 미취업자 대상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취업캠프
 - 전공 맞춤 취업준비 전략, 입사서류 작성방법, 모의면접 등

· 전공에 맞는 취업대상 지역 기업방문
 - 기업 현장 체험, 방문 기업 CEO 또는 인사담당자 특강

지원내용

·  지역 내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등 청년구직자지원대상

도 및 시 지역 취업지원기관이 연계하여 지역 기업과 청년구직자의 구인· 
구직활동지원을 통한 청년층 맞춤형 취업지원

6
포항시 

1사-1청년 더 채용 릴레이운동 청년

·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835문 의 처

· 전화 또는 방문신청방법

· 전국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훈련 경비 지원 
 - 훈련교육비, 재료비 등 기타 운영비

지원내용

전국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에 대한 훈련 경비 지원으로 기능인력의 우수인재 
발굴

·  전국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지원대상

5
포항시 

전국 기능경기대회 훈련 지원 청년



15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  포항대학교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https://pohang.workcenter.kr)

·  포항대학교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방문

신청방법

·  포항대학교 경북형대학일자리센터 ☎ 054)245-1308
·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834

문 의 처

· 취·창업 서비스 One-Stop으로 제공
·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맞춤형 진로지도
· 정부 청년일자리 정책 정보 및 참여지원
·  모의면접, 직업심리검사, 자기소개서 작성, 취업캠프 등 다양한 취·창업 및 

진로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대학생 & 졸업생, 우리지역 미취업 청년층지원대상

대학생 등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도록 도와주고, 대학과 정부의 
다양한 취·창업 및 진로지원 서비스 안내

7
포항시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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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들의 사회참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정책에 대하여 제안
하고 취업·창업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

·  포항청춘센터   ☎ 054)252-2833,  Fax 054)242-2833문 의 처

·  www.pohang.go.kr/youthph/신청방법

· 스터디, 동아리 등 청년활동 목적의 대관신청 가능(대관료 무료)
· 운영프로그램
 - 청년일자리지원 : 기업채용설명회, 청년취업캠프, 청년창업캠프
 - 청년정책활동지원 : 청년정책참여단 운영, 포항시 청년위원회
 - 청년 성장 지원 : 청년스쿨, 청춘특강, 4차산업혁명시대 맞춤 교육
 - 청년활동홍보지원 : 청년기자단 운영
· 운영시간 : 평일 10:00~21:00 /토 10:00~18:00 / 공휴일 휴관

지원내용

·  포항시 거주 청년(만15세~만39세)지원대상

9
포항시 

청춘센터 운영 청년

·  흥해공업고등학교 ☎ 054)614-0882
·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 054)612-8053
·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834

문 의 처

·  방문 신청신청방법

· 도제학교 현장학습 실시에 따른 교통비 지원
 -  기업체 현장실습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의 교통비 지원(버스임차료, 개별 이동에 따른 교통 
실비 등 지급)

지원내용

·  교육부 지정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흥해공업고등학교,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지원대상

특성화고 학생들의 이론·실습 병행 학습으로 졸업 후 취업을 연결하고，도내 
중소기업은 우수한 기술·기능 인력 확보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제학교 
현장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교통비를 지원

8
포항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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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포항시 

대학일자리센터 청년

대학생 등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도록 도와주고, 대학과 정부의 
다양한 취·창업 및 진로지원서비스 안내

· 취·창업 서비스 One-Stop으로 제공
·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맞춤형 진로지도
· 정부 청년일자리 정책 정보 및 참여지원
·  모의면접, 직업심리검사, 자기소개서 작성, 취업캠프 등 다양한 취·창업 및 

진로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대학생 & 졸업생, 우리지역 미취업 청년층지원대상

·  한동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http://handong.workcenter.kr)
· 한동대학교 방문 상담

신청방법

·  한동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 054)260-1893
·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834

문 의 처

11
경상북도

대학생 해외인턴 사업 청년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 기업과 연계한 대학생 해외인턴 파견 및 지역 인재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해외 청년일자리 발굴 유도

·  경상북도 소재 2~4년제 대학교 재학·휴학·졸업생(졸업 후 1년 이내)
·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구사 가능한 자
·  기업체 요구 인턴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기업체 내부기준)

지원대상

· 해외 취업처 확보 및 해외취업 지원자 모집 선발/설명회 
·  해외현지 적응교육(어학 등) 및 컨설팅 지원
·  해외 취업처 추천 또는 알선 지원

지원내용

·  해당 대학 신청신청방법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일자리종합센터   ☎ 054)470-8592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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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문 의 처

·  온라인(www.youthcenter.go.kr) 및 모바일 App신청방법

·  정책정보 :  일자리·금융·주거 등 청년 관련 중앙·지자체 정책 정보 제공, 
맞춤형 정책 정보검색 기능 제공

·  공간정보 : 전국 청년공간(고용센터, 자치단체, 민간) 정보 제공
·  온라인 상담 : 웹페이지 내의 채팅(카카오톡)을 통해 정책안내

지원내용

청년정책, 전국 청년 공간정보, 정책비교 안내 및 구인정보 제공

13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온라인청년센터 고객상담센터  ☎ 1811-9876, 카카오톡 상담

문 의 처

·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로 신청(웹, 모바일 가능)신청방법

· (월 50만원 × 6개월간 지원) + (취업상담, 구직관련 프로그램 참여지원)
·  지원 중 취업 시 지원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50만원) 

지급
 * 지원방식 :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매월 포인트로 지급, 유효기간 최대 2개월)

지원내용

·   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② 만18세 ~ 만34세 청년 중,  
③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생애 1회)

 *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시 미취업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

지원대상

만34세 이하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활동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 지원

12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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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잡플러스 고객센터   ☎ 1577-9977문 의 처

·  worldjob.or.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정착지원금 신청신청방법

구분 연수기간 1인 지원액 구직자 본인부담금

장기 600시간이상 800만원 정부지원금의 20% 이하
(지원우선국 10%이하)단기 200시간이상 580만원

대학 대학에서 운영 800~580만원 없음

트랙Ⅱ 1,000시간 및 10개월이상 1,350만원 정부지원금의 10%

지원내용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해외취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외기업이 원하는 어학, 직무능력, 생활, 문화 등 취업까지 
맞춤형으로 지원

·  만15세 ~ 만34세 이하, 미취업자지원대상

15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연수과정(K-Move스쿨) 청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문 의 처

·  청년취업아카데미(myjobacademy.kr)신청방법

기업·사업주단체·대학·훈련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우수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육과정 제공 및 협약기업 취업 연계

· 청년들의 원하는 직무분야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무료 제공
 - 협약대학에 일부 학점인정, 연수과정 수료 후 협약기업 등으로 취업연계

지원내용

·  대학재학생 및 대학졸업예정자

구분 단기과정 (현장맞춤인재양성) 장기과정 (융합인재양성) 창작과정

대상
참여과정 분야의

전공 및 전공수준의
졸업(예정)자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졸업(예정)자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교육시수 300시간 이내 500시간 내외 200시간~500시간

특징
전공자 및 전공자수준의  
현장맞춤형 심화과정

IT, SW등의 이공계
타전공과 융합과정

신작업, 미래직업 창출
(팀프로젝트+교육+현장탐방)

지원대상

14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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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문 의 처

·  월드잡플러스(www.woldjob.or.kr) → 구직 → 해외취업상담 → 방문상담 클릭신청방법

·  국가별 해외취업, 찾아가는 설명회, 국가별 진출전략 설명회 개최 등 해외    
취업 준비를 위한 정보제공

·  매월 영어·일본어권 이력서 작성법, 면접스킬 등을 배울 수 있는 아카데미에 
무료 참여 지원

·  상시 채용관을 운영하여 해외기업과의 면접,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

지원내용

서울, 부산 두 곳에 해외취업센터를 운영하여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상담, 교육 등 지원

17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센터 청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문 의 처

·  워크넷 일경험 홈페이지(www.work.go.kr/experi) 및 운영기관 등을 통해 신청 신청방법

· 연수기간 : 1일 5시간 이상 ~ 5일 이내 (과정당 30 ~ 50명 내외)
· 연수기업 : 참여청년 1인당 1일 평균 13.5만원 내외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2일 이하 과정 10만원, 3일 이상 과정 17만원
· 청     년 : 무료로 프로그램 참여(식대포함)
· 프로그램 :  미래 유망산업 종류·전망 및 취업전략 등 특강, 신성장 유망 산업 

분야 기업체험, CEO 특강, 성공사례 탐구, 청년고용정책 안내 등

지원내용

·  만15세 ~ 만34세, 미취업 청년(고교, 대학교 재학생 가능)지원대상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세계 및 산업현장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중소·강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노동시장으로의 조기입직 유도  

16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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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고용노동부

월드잡플러스 청년

월드잡플러스(www.woldjob.or.kr)는 해외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한 눈에 찾을 
수 있는 해외진출통합정보사이트로, 해외일자리 및 국가별 진출정보 찾기,  
진출 경력관리, K-Move스쿨, 교육부 인턴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 신청 가능

· 해외 K-Move센터 등에서 발굴한 해외일자리 찾기, 구인공고 직접지원
· 해외취업, 인턴, 창업, 봉사 등 각종 진출관련 행사 정보, 공지사항 등 검색
· 비자정보, 해외구인기업 소개 영상 및 선배취업자 동영상 등 현지 정보 제공
· 영문·일문이력서 무료 첨삭
· K-Move스쿨, 정착지원금, 교육부 WEST 등 정부 지원사업 신청
· 경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해외 진출경력 관리 지원

지원내용

·  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플러스   ☎ 1577-9997문 의 처

19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사관 육성사업 청년

특성화고(2년) - 전문대(2~3년) 연계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전문 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

·  생산기반기술(기계, 자동차, 정보통신 등),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료시스템, 
메카트로닉스) 등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운영 사업단

지원대상

·  참여 사업단(특성화고 + 전문대) 학생 활동 지원비, 실습 재료비, 운영비 등 
지원

분야 지원내용(예시)

학교 학생 활동 지원비, 연수비, 실습재료비, 훈련지원금, 운영비 등

학생 직업교육, 졸업 후 협약기업 취업

기업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전문인력 확보

지원내용

·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   ☎ 054)288-7343∼6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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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대학(전문대·일반대)을 연계, 맞춤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을  
통해 중소 기업 인력 애로 해소 및 청년취업 촉진

·  맞춤교육, 현장실습, 프로젝트 등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대학별 2억원 내외 / 매년 성과평가로 차년도 여부 결정

구 분 주 요 내 용

산학
맞춤교육

중소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중심의 맞춤 교육으로 전공수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로 100시간 내외 시행

현장실습
기업현장 이해 제고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협약기업에서 현장 기술연수
(4주 이상) 후 취업연계 지원 

1팀 -
1프로젝트

‘기업-교수-학생’이 팀이 되어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료조사, 아이디어  
발굴 등 공동 프로젝트 수행 (1∼3개월) 

지원내용

·  유형 : 단체형(대학-협·단체) , 중소기업형(대학-중소기업), 복합형
 -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 맞춤 교육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 대학은 산학맞춤 기술인력 공급, 중소기업은 기술인력 채용

신청유형

·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   ☎ 054)288-7343∼6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 인재양성팀 ☎ 055)751-9875/9828

문 의 처

·   중소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우수한 산학협력 역량을 
갖춘 전문대학

지원대상

20
중소벤처기업부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 사업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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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분야의 현장수요를 반영한 전문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의
체제개편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  ☎ 054)288-7343∼6문 의 처

·  해당 학교에서 전담기관에 신청신청방법

·  교수학습자료 개발, 프로젝트형 수업, 진로지도 프로그램, 학생 및 교원연수 
등을 Module 별로 지원

· 중소기업 채용 확약‘취업 맞춤반’운영
·  기업체 CEO, 해당분야 기능장 등 외부 전문강사 및 산학 겸임교사 채용  

연계지원
·  산업체 현장체험, 실습 등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등

지원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지원대상

2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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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교학처 ☎ 054)288-2200
·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산학협력처  ☎ 054)288-2237

문 의 처

·  홈페이지 (http://www.kopo.ac.kr/pohang)신청방법

우수한 청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창업분위기를 조성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  철저한 소그룹별 지도, 입학부터 취업까지 논스톱 관리

·  현장실무중심 교육진행과 취업, 인성교육 연중 실시

·  기업과 연계한 맞춤 훈련실시 및 취업알선 및 수료 후 사후지도

·  1인 2개 이상 자격증 취득 독려

국비무료교육 훈련비, 실습비, 실습복, 교재 등

훈련수당지급 훈련수당 20만원, 교통비 5만원(월 출석률 80%이상)

기 숙 사 2인 1실 최신 기숙사 무료제공

식비무료 기숙사생 3식, 통학생 중식

통학버스 남구, 북구 2대 무료운행

국가기술자격 출석률 70%이상 시점 필기면제, 실기만 응시(검정수수료지원)

지원내용

·  학력 및 성별 제한없음
·  만15세 이상, 교육훈련에 지장없는 실업자 누구나

지원대상

22
한국폴리텍대학

국비실업자 직업교육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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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포항시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 중장년

·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 ☎ 054)278-4410~2
·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 ☎ 054)270-3014

문 의 처

·  온라인(www.ph-woman.or.kr) 또는 전화·방문상담신청방법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직원교육 훈련

 -  공동주택 경리실무과정, 한식마스터기능사, 실버케어복지실무자,  

웹컨텐츠디자이너, 항만무역사무원, 스킨뷰티숍 취·창업마스터

·  포항시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 소프트웨어코딩교육전문가, 중소기업 사무행정 마스터, 보험행정사무원

·  포항시 평생학습 내일&내일 지원사업

 -  모든 과정 중 취업대비교육 및 직무소양교육 포함, 수료 후 관련 분야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  장애인활동보조사 교육

지원내용

·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지원대상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와 잠재인력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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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  ☎ 054)278-4410~2
·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 ☎ 054)270-3014

문 의 처

·  홈페이지 (www.ph-woman.or.kr)신청방법

·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 1:1 맞춤형 취업 상담·알선

· 직업교육훈련 : 유망분야의 도전 직종 및 전문과정 교육 훈련

· 취업희망플러스 집단상담 :  성공취업을 위한 준비 프로그램, 적성·성향 파악, 

취업 노하우 습득, 집중취업알선(매월2회/월~금 

09:30~13:30)

· 새일여성인턴제 :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 및 취업자에게 최대 300만원 

채용장려금 지급

· 사후관리사업 :  근로자 고용유지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사후관리, 기업체 

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내용

구직희망여성의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지원센터

·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지원대상

24
포항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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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유형별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재직자/구직자)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장년에 진입하는 일정시점에서 본인의 생애경력을 점검하고, 인생 후반부에 

대한 계획 수립과 경력관리, 능력개발 활동 지원

 - (퇴직예정자) 전직스쿨프로그램

     기업 내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 후 취업, 창업 등 향후 진로를 계획 

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지원

 - (퇴직자) 재도약프로그램 :  경력목표에 따라 재취업·창업·귀농귀촌·

은퇴  

· 기업서비스 제공

 -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우수한 중장년 인재 추천, 유효 경력 직원  

채용 기업의 채용 대행 및 감원 인력 재취업 서비스

지원내용

·  개인 : 만40세 이상 재취업희망자 및 재직근로자

· 기업 :  중장년 채용을 희망하거나 근로자 생애경력설계를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대상

·  경북동부경영자협회  ☎ 054)278-5140~1, Fax 054)278-5147문 의 처

· 일하고자 하는 중장년층 대상 인생 후반기 활력있는 삶을 영위하고 사회·
경제적 안정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원활한 전직 및 재취업·창업 등을 지원

·기업에는 노동 유연성 증대 및 경력직원 알선을 통한 인력 채용을 지원

25
고용노동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운영 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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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한국폴리텍대학

중장년 직업교육 중장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사회  
양극화 해소와 직업교육으로 새로운 인생 이모작의 디딤돌 역할을 하며, 베이비
부머의 대량 은퇴에 따른 노동력 부족, 숙련기술 단절 등 성장동력 약화 우려 
해소를 위해 중·장년층에 특화된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 및  
제조업 숙련 공백을 완화 시키는 교육

·  학력 및 성별 제한없음
·  연령 :  만45세 ~ 만62세 실업자, 전직예정자, 영세자영업자*,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실업자 누구나
 * 영세자영업자 : 연매출 1억5천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지원대상

구 분 내      용

국비무료교육 훈련비, 실습비, 실습복, 교재 등

훈련수당지급 훈련수당 20만원, 교통비 5만원(매월 출석률 80%이상인자)

식비무료 기숙사생 : 3식, 통학생 : 중식

통학버스 남구, 북구 2대 무료 운행

취업알선 취업 및 수료 후 사후지도

지원내용

·  온라인(http://www.kopo.ac.kr/pohang), 전화, 방문신청방법

·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교학처 ☎ 054)288-2200
·  한국폴리텍대학 희망플러스센터  ☎ 054)288-2242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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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창출하여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정신적 안정감을 부여하는데 목적을 둔 무료취업 알선기관

·  전화, 방문을 통한 구인, 구직 접수(www.phywca.or.kr)신청방법

· 포항 YWCA  ☎ 054)274-4445문 의 처

·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 취업희망자에게 전문 직업 상담을 통해 취업알선
 - 전문교육을 수료한 유능한 구직자를 원하는 구인업체에 알선

·  구인·구직 상담
 - 상담시간 : 월 ~ 금 / 09:00~17:00
 - 상담방법 : 전화, 방문을 통한 구인, 구직 접수
 - 상담절차 :  센터방문 → 구직표작성 및 취업상담 → 취업알선 및 동행면접 

→ 취업 후 사후관리
 - 구비서류 : 구직-이력서 / 구인-사업자등록증

·  교육훈련
 -  만 50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개인에게 전문 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연계
 -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아이돌보미·살림돌보미·가정관리사·간병인 

양성과정, 보수교육 및 단기소양교육 등

지원내용

·  구직 : 만50세 이상 취업의욕을 가진 개인
·  구인 : 장년인력(만50세 이상) 채용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장 및 기업체

지원대상

27
포항YWCA

고령자 인재은행 중장년



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30 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실습 위주의 교육과 고부가가치 기술을 교육하여 숙련된 건설 기능공을 양성
하여 전문건설협의회를 통한 취업알선으로 취업률 제고 및 베이비부머세대의 
재취업 기회 제공

·  포스텍 산학협력단 ☎ 054)279-9286
·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835

문 의 처

·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POOL을 활용한 취업알선 및 인건비 지원
· 직무역량강화교육 및 소양 교육 후 R&D 기관 취업 매칭
· Full 타임 및 Part 타임으로 인재 활용 폭 확대

지원내용

육아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직접 일자리 지원

·  경력단절여성으로, 결혼·출산·육아 등 자녀가 있는 지역여성지원대상

29
포항시 

당당한 워킹맘-秀su경단 전체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포항지부 ☎ 054)283-2221  
·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477

문 의 처

· 용접 기술의 이론 및 실습
 - 교육기간 : 상반기 3월 ~ 6월 / 하반기 9월 ~ 11월 
 - 교육인원 : 반기별 40명
 - 교육장소 :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포항시 남구 호동 628번지)

지원내용

·  고숙련 희망자, 재취업 희망자지원대상

28
포항시 

건설기능인력 양성 지원사업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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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포항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전체

만19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위해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종합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  만19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지원대상

·  신규 구직자 및 기업 실직·퇴직(예정)근로자 대상 1:1 무료 취업지원 프로
그램 제공

·  취업관련 특강, 면접 등 취업지원 집합교육 프로그램 제공
·  단계별서비스
 -  (1단계) 집중상담 → (2단계) 직업, 가치관검사 → (3단계) 성격유형검사 

→ (4단계) 구인기업별 이력서클리닉 → (5단계) 취업알선, 동행면접

지원내용

·  온라인 : 취업지원서비스 신청서 작성 (http://www.gjwork.net/main/index.php)
·  오프라인 : 포항취업지원센터(포항시 남구 중흥로 142 3층)

신청방법

·  포항시 취업지원센터   ☎ 054)280-5510
·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478

문 의 처

31
포항시 

자투리시간거래소 운영 전체

주부, 청년, 노인층 등 자투리시간을 일자리로 활용이 가능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기업, 농촌지역, 식당 등에 매칭시키는 구인·구직 연계 시스템

·  주부, 청년, 노인층 등 자투리시간 활용 가능 구직자지원대상

·  온라인 :  구직자 및 구인자가 근로 가능한 시간, 원하는 업무, 보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반영된 인력풀 데이터로 실시간 매칭

· 오프라인 : 오프라인 접수 및 상담 가능 *토일휴무

일자리 수요자 일자리 공급자

청년, 여성, 중장년, 노년
(직업학교,  

평생학습원 연계교육)
→ (온라인시스템) ← 공공분야, 기업체,  

식당, 편의점, 농업인

지원내용

·  포항시 통합로그인센터(jaturi.pohang.go.kr)신청방법

·  자투리시간거래소  ☎ 054)273-1919, 275-1918문 의 처

J
A
T

U 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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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동부경영자협회        ☎ 054)278-5140~1 
·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성공패키지팀  ☎ 054)280-3222 / 3137

문 의 처

·  전화, 방문신청신청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진단·경로설정 직업능력증진 집중 취업알선

· 진로상담
· 직업심리검사
·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수립
· 집단상담프로그램

▶  참여수당  
최대 20만원 지급

· 직업훈련
· 창업지원 프로그램
· 직업능력 개발훈련

▶  훈련비 최대 200만원 
훈련참여수당 최대  
40만원/월 (6개월)

· 이력서·자소서 클리닉
· 맞춤취업알선
· 채용정보 제공
· 동행면접

▶  참여수당 최대 6만원, 
월 1회 2만원  
(최대 6만원)

지원내용

·  청 년 층 : 만18세 ~ 만34세 미만 미취업자 중 구직의사가 있으신 분
·  중장년층 :  만35세 ~ 만69세 이하 미취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건강보험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

지원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 기간내 ‘참여수당’을 지급
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32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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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문 의 처

·  고용센터 방문 전 HRD-Net(www.hrd.go.kr)에서 희망 직종의 훈련과정 검색,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훈련상담 

신청방법

·    고용센터 상담 결과 직업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훈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비 전액을 지원  * 훈련장려금 : 월 최대 316천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지급,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부지급

지원내용

·   15세 이상, 학력무관, 미취업자, 사업기간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

지원대상

국가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ㆍ기능 인력 양성ㆍ공급 및 실업문제 해소

34
고용노동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전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문 의 처

·  국민내일배움카드 : 고용센터나 HRD-Net
·  장기훈련과정 → 고용센터, 단기훈련과정 → HRD-Net(hrd.go.kr)

신청방법

· 유효기간 : 5년(5년 후 재발급 가능)
·  지원금액 : 300~500만원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 저소득층에게는 500만원 지원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1회 전액 지원

지원내용

·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
 *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재학생 등은 제외

지원대상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자(일정 소득 이하) 등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능력개발 

33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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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넷(www.work.go.kr) 구직신청 및 등록  
→ 경북일자리종합센터(www.gbjob.kr) 신청

신청방법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470-8584,  Fax 054)470-8569
· 경상북도 일자리청년정책관 ☎ 054)880-2647

문 의 처

·  경북 소재 기업의 채용 면접시 1회당 3만원 지급
 *  1인당 3회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미취업 구직자(워크넷에 구직등록된 구직자)로 경북도내 소재 기업의 채용 
면접에 참가한 청년, 여성, 중장년 등 모든 계층

 * 제외기업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사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영업직 채용기업 등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기업

지원대상

취업 준비생 및 미취업 구직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준비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접비 지원으로 취업  
활성화

35
경상북도

구직자 면접비 지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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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 :  「고용보험법」상‘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지역내 구인발생 기업

· 구직자 :  지역내 취업희망 구직자로써 지원대상 기업의 최종 면접단계 구직자 

지원대상

· 구직 희망자를 위한 지원
 - 취업 알선, 구직자 동행면접 지원

·  구인기업을 위한 지원
 - 기업 맞춤형 고용알선, 일자리 정보 취업포털 연계·확산 사업
 - 구인기업 내방면접 지원 등

·  구인·구직자를 위한 매칭지원
 - 일자리 잡(Job)는 날 행사 개최, 찾아가는 취업상담지원 등

·  구직자 잡(job) 클리닉(교육, 컨설팅) 및 면접 이미지 컨설팅 지원

·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차량 운영 등 현장 위주 상담 및 진로 코칭 강화

지원내용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일자리종합센터   ☎ 054)470-8581 문 의 처

구인·구직 상담, 취업지원, 사후관리에 이르는 취업 전 과정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근로자들의 꿈과 행복을 키우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36
경상북도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전체



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36 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포항센터 ☎ 054)231-4363, Fax 054)231-4364문 의 처

·  방문 상담신청방법

구 분 훈련생 1인당 지급기준

폐업
단계

사업정리
컨설팅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재기교육
만 69세 이하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으로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 기간이 60일 이상
인 경우

구 분 훈련생 1인당 지급기준

폐업
이후
단계

취업성공
패키지

취업의사가 있는 연 매출액 1.5억원 미만의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전직
장려수당

·폐업예정자 : 1,000천원
   - 폐업신고 완료 및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40%)
   - 취업완료(60%)
·기폐업자 : 1,000천원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40%)
   - 취업완료(60%)

지원내용

·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기폐업한 소상공인 (만18세 ~ 
만69세 이하)

 * 취업 또는 재창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대상

기폐업자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및 정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충격을 완화하고 재기지원
 *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 5인 이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체는 10인

이하) 사업자

3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전체



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취업·근속지원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 중심도시 포항

영일만 신항



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39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  경북동부경영자협회   ☎ 054)278-5140~1
·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835

문 의 처

·  직접방문, 우편, E-mail, Fax 신청 신청방법

·  채용비용 지원 협약 기업의 최종 합격전 시행하는 필수 건강검진비용에  
대해 면접 대상자 1명당 발생비용 지원(실비지원 원칙)

지원내용

·  기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지역내 구인 
   발생 기업

·  구직자 :  지역내 취업희망 구직자로써 지원대상 기업의 최종 면접단계 구직자 

지원대상

포항지역 주요업종인 철강업, 조선업 관련 신규 인력 채용 시 부담비용 완화를 
위한 필수비용 지원

39
포항시 

중소기업 신규채용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청년

·  경북동부경영자협회 ☎ 054)278-5140~1
·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835

문 의 처

·  기업 : 사업자등록증 제출하여 자격 조회 후 참여
·  인턴 :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운영기관 방문 신청

신청방법

· 기업 : 인턴기간동안 만근할 경우 인턴 1명당 월 150만원씩 2개월
· 인턴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0개월간 300만원을 2회 분할지급

지원내용

·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인턴 약정 체결 시 임금 월 175만원이상 지급 사업장
 - 기업 신청일 3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 사실 없는 사업장
·  인턴 : 미취업 청년 및 결혼여성이민자, 새터민 등  

지원대상

청년 및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정규직 
으로의 취업을 돕고,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통한 일자리창출 도모

38
포항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지원 청년



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40 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3923문 의 처

· 기업 및 청년 모집, 선발신청방법

· 청년고용 사회적경제기업 인건비 지원
 - 월 최대 180만원, 기업부담 10만원
· 청년 지역 정착지원금 35만원 지원
 - 주택임차료 30만원, 생활자금 5만원
· 회계, 마케팅 등 분야별 직무교육 실시

지원내용

·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  청년 : 공고일 기준 만18세 ~ 만39세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 일자리 매칭을 통해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청년 일자리창출, 지역내 문제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41
포항시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사  ☎ 054)612-2969
·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477

문 의 처

·  사업시행 공고 참조신청방법

· 신규취업 청년근로자 : 임금격차해소 지원금 
 - 월 50만원/1년이내(최대600만원)
· 근로자 채용 중소기업 : 근로환경개선 인센티브 200~1,000만원/년

지원내용

·  신규취업 청년근로자 및 청년 채용 중소기업지원대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 지원을 통하여 신규 취업을 유도하고,  
근무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조건 지원

40
포항시 

일자리공감페이(pay) 지원사업 청년



41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470-8581
·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834

문 의 처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e-mail 접수가능(www.gepa.kr)신청방법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 1,060만원 + 이자)
 - 청   년 3,600천원(매월 15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7,000천원(분기별 175만원 총 4회 적립)

지원내용

·  중소기업 취업자로 미혼 청년근로자(만18세 ~ 만39세)지원대상

미혼청년 근로자가 결혼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정착과 
결혼 유도, 출산율 제고 등 사회적 문제를 극복

43
포항시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청년

·  경북동부경영자협회      ☎ 054)278-5140~1 
·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835

문 의 처

·  직접방문, 우편, E-mail, Fax 신청 신청방법

·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원
 - 복지수당카드 50만원, 포항사랑상품권 50만원

지원내용

·  포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만15 ~ 만35세) 근로자
 -  포항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입사

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

지원대상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에게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에 활용 가능한 
복지수당을 지원하여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복지 환경 향상

42
포항시 

포항형 청년복지수당카드 지원 청년



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42 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  관내 소재 중소기업지원대상

· 관내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 공동주택(기업내 기숙사 제외)
· 기숙사 지원 근로자는 5년 미만 근로자
 - 선정된 근로자는 관내 기숙사로 전입신고시 지원함
 -  기업당 기숙사 이용 근로자 20%는 입사 6개월 미만의 신규 채용자 임차료

(월세)의 80%이내 지원(1인당 월 30만원)
 -  계약은 사업주명의(기업명의)로 하며, 임대차 계약(월세)을 체결하여 기숙사 

제공시 20%는 사업주 부담

지원조건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054)612-2969
·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 054)270-2186

문 의 처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임대 기숙사 월임차료 
지원

45
포항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청년

·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사  ☎ 054)288-7343~6
·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 054)270-2183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  → 기업 지원신청방법

·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월 최소 340천원(기업납입분 240천원/1인당, 청년 
재직자 100천원) 중 기업부담금 100천원 지원

·  적립방식 : 매월 기업·근로자 월정액 납입
 ※ 5년 만기시 재직근로자에게 일시금 지급(2천만원 이상)

지원내용

근로자에게는 장기재직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생산성 제고의 효과를 제공

·  관내 소재 상시고용인원 5인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지원대상

44
포항시 

포항형 내일채움공제 지원 청년



43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  온라인(www.gbjob.kr)신청방법

·  직접방문(사업계획 검토 후 선정)신청방법

·  포항시 농촌지원과      ☎ 054)274-3944 문 의 처

·  전동가위, 농산물운반 컨베이어, 친환경 해충포획기, 병해충 무인 방제기 등 
생력화 장비 지원

·  1인 4백만원

지원내용

·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지원대상

청년 농업인들에게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여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한 노동력 
절감과 조기 영농정착 유도

47
포항시 

청년농업인 기반조성 장비지원 청년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470-8559
·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 054)270-2183

문 의 처

· 업체당 청년채용 1명에 월 2백만원씩 2년간 지원지원내용

·  관내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대학창업보육센터, 포항테크노파크, 포스텍,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이면서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 및 지속적인  
고용이 가능한 업체

지원대상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유입 및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46
포항시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 사업 청년



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44 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  농업회사법인 ㈜하이청도시새댁  ☎ 054)249-0041
·  포항시 농업정책과              ☎ 054)270-2666

문 의 처

·  법인 :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선정
·  청년 :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참여기업에 신청 후 기업과 매칭

신청방법

· 청년채용 인건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지원내용

·  농업회사법인에서 근로하고자 하는 18세 ~39세 이하 청년지원대상

청년들의 취농 지원을 통한 농산업분야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영농정착  
동기 부여

49
포항시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청년

·  포항시 농촌지원과    ☎ 054)274-3944문 의 처

· 직접방문신청방법

· 지역농업 여건과 교육목표, 농업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지원내용

· 만44세 이하 청년농업인지원대상

단순 생산기술을 벗어나 가공, 체험, 관광, 마케팅 등 다방면의 교육을 통한  
차세대 농업리더로 육성

48
포항시 

청년농업인 아카데미 청년



45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  포항시 기술보급과     ☎ 054)270-3988문 의 처

·  방문접수신청방법

· 영농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차량구입 제외)
 - 창농 교육·컨설팅, 상품화 개발·마케팅 비용, 영농자재 구입 등

지원내용

·  만18세 ~ 만39세 이하 청년 임업인
·  신청일 현재 포항시 1년 이상 거주자

지원대상

51
포항시 

청년임업인 육성 지원 청년

유능한 청년 창업임업인 발굴·육성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임업 구현

·  신청공모·발표심사신청방법

·  포항시 농촌지원과   ☎ 054)274-3944문 의 처

·  생산비, 노동력 절감 및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산·유통 보관시설 
등 지원

·  농특산물을 원료로 경쟁력 있는 가공제품을 생산 + 가공 + 체험 + 판매  
연계 추진

지원내용

·  만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지원대상

농촌인력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젊은 농업인의 성공모델 구축으로 
유능한 인력의 농촌 유입 유도

50
포항시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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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일자리종합센터   ☎ 054)470-8586문 의 처

·  온라인( www.gbjob.kr)신청방법

· 신규채용 건강검진비 실비지급(5만원)지원내용

·  경북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도내 거주 청년근로자(만15~39세)지원대상

중소기업 신규채용 청년근로자의 건강검진비용 실비 지급으로 입사 후 준비
비용 절감과 입사 전 구직유도, 입사 후 복지지원 등 장기근속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53
경상북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채용검진비 지원 청년

·  포항시 수산진흥과   ☎ 054)270-2734문 의 처

·  지원사업 공모 → 서면 및 대면평가 후 선발신청방법

· 매월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금 지원
· 사용용도 : 어가경영비(식료품 구입 등), 어업기자재 구입비 등
· 영어경력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 적용
 - 1년차 100만원/월, 2년차 90만원/월, 3년차 80만원/월

지원내용

·  만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 어업인지원대상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 
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정착으로 어촌 활성화 도모

52
포항시 

청년 어촌정착 지원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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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 054)280-3000, Fax 0505-130-3005문 의 처

·  우편,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ei.go.kr)신청방법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월 75만원)을 3년간 지원

구 분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30 ~ 99인 x 900만원 1,800만원 1,800만원

100인 이상 x x 900만원 1,800만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내용

·   청년(만15세 ~ 만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주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지원대상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기간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55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청년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470-8597문 의 처

·  경북청년근로자행복카드(www.gbjob.kr)신청방법

· 도내 중소기업 신입사원 복지포인트 100만원 지급지원내용

· 경북 청년근로자(만15세 ~ 만39세)
 * 연봉 30백만원 미만 청년

지원대상

중소기업 근로자의 건강관리, 여가활용(문화레저), 자기계발 등 복지지원과  
청년근로자의 복지향상으로 근로의욕 및 애사심 고취로 중소기업 청년의  
조기정착 등 안정적 생활 지원

54
경상북도

경북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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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상공회의소         ☎ 054)274-2233~6
·  경북동부경영자협회       ☎ 054)278-5140
·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 054)280-3045

문 의 처

·  참여 희망 운영기관 문의신청방법

· (청년) [2년형] 1,600만원 + 이자 [3년형] 3,000만원 + 이자

구  분 청  년 기  업 정  부

2년형
(1,600만원)

300만원
(월12.5만원×24개월)

400만원 900만원

3년형
(3,000만원)

600만원
(월16.5만원×24개월)

600만원 1,800만원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청년· 
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만기공제금 지급 

·   (청년) 만15세 ~ 만34세(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 → 최대 39세) 중소·
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 

· (기업) 중소·중견기업

 *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사행업 등 6개 업종 제외

지원대상

56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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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청년

해외취업자의 장기근속, 현지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금 지급

·   ① 만34세 이하, ② 신청자 본인, 부모 및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분위 
소득(‘19년기준 710만원) 이하 가구원, ③ 월드잡(www.worldjob.kr) 사전 
구직등록한 자, ④ 1년 이상의 근로계약, ⑤ 연봉 1,500만원 이상, ⑥ 정식 
취업비자 발급 가능

 ※ 단순노무직 제외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문 의 처

· 지원규모 : 4,400명(선진국 3,000명, 신흥국 1,400명)

지급시점(취업 후) 지원합계 1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

지원우대국 800만원 3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선진국(25개국) 4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지원내용

·  worldjob.or.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정착지원금 신청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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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문 의 처

·  홈페이지(www.hrd.go.kr)에서 참여기업 현황 확인신청방법

· 기업에 맞는 직무분야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제공
 -  참여기업의 훈련과정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전담인력 양성교육

훈련(DJT, OFF-JT)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 일학습병행 훈련
지원금

 - 학습근로자에게 정부·산업계가 인정하는 자격 부여 예정
 - 대학과 연계된 과정은 해당 대학의 규정에 따라 학위 취득 가능
· 참여유형

구분 대상및유형 명칭 주요내용

재
학
생

특성화고
2~3학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교(3일)와 기업(2일)을 오가며 
직업교육+도제훈련→현장성 제고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전문대 중심 고교(2년)+전문대(1년반) 통합운영

전문대 전문대단계 전문대 재학생(졸업반) 대상

4년제대
3~4학년

IPP형
일학습병행제

3~4학년 학생이 학기제(4~6월)방식
일학습병행제 참여

後
학
습

P-Tech
(재직자 과정)

도제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폴리텍 등 과  
연계하여 융합·신기술 중심의 고숙련훈련과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후학습과정

재
직
자

단독기업형
(50인이상)

개별 기업에서 현장훈련(OJT)과 현장외 훈련
(OFF) 실시

공동훈련센터형
(20인이상)

대기업·대학·산업별단체 등이 여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에서 현장외 훈련
(OFaxFax-JT)실시·지원

지원내용

·  신규 입사자(입사 1년 이내), 특성화고 및 대학 재학생 등지원대상

기업이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에서 
가르치고 필요에 따라 학교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론 교육을 보완하여 숙련 
근로자로 양성

58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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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청년· 
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만기공제금 지급 

59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  (청년)  만15세 ~ 만34세 이하(군복무 기간 최대 만 39세까지 추가인정)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

·  (기업) 중소·중견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6개 업종 제외

  * 2020년부터 3년형은「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만 가입이 가능함 

지원대상

·  (청년) [2년형] 1,600만원 + 이자  [3년형] 3,000만원 + 이자

구분 청  년 기  업 정  부

2년형
(1,600만원)

300만원
(월12.5만원×24개월)

400만원 900만원

3년형
(3,000만원)

600만원
(월16.5만원×24개월)

600만원 1,800만원

· (기업) [2년형]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기업기여금’으로 적립)

 [3년형]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기업기여금’으로 적립)

지원내용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국번없이 1357
·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   ☎ 1588-6259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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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교육형  재교육형 동시채용  채용조건형 

대상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

참여기업에 재직경력이  
없어야 함  

(단, 학기개시일 기준 참여
기업에 취업해야 함) 

참여기업에 재직한  
경력이 없어야 함  

(단, 졸업일 기준 참여
기업에 취업해야 함) 

정부
지원금

 준등록금의 65~85%
(전문학사·학사 85%,

  석·박사 65%) 
기준등록금의 100%

기준등록금의 100%
※  참여기업에서 매달  

20만원 이상 연구활동 
지원금 지원

운영
형태

주말·야간 과정 주말·야간 과정 전일제 과정

의무
근무

졸업 후 2년 청  년 졸업 후 2년

지원유형

·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  ☎ 054)288-7343∼6 문 의 처

·  지원기간 : (학생)최대 2년, (대학)운영기간 3년

구 분 재교육형 채용조건형

학 생
등록금 :  전문학사·학사 85%, 석·박사 65%  

(나머지는 학생, 기업 부담)
※ 재교육형 동시채용은 100%

등록금 100%

대 학 학과운영비 학기당 35백만원 지원(평가결과 등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내용

구분 내   용

학 생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
 ※ 재교육형 동시채용, 채용조건은 해당기업에 재직경력이 없어야 함

기 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지원대상

선취업·후진학 기반 구축을 통한 일, 학습 병행 문화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에 
인력유입 촉진 및 인재 양성, 장기재직 유도

6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계약학과사업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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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재직자,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창업자에게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61
국토교통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청년

·   만20세 ~ 만34세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거나 중소기업진흥 
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자

 * 군필자의 경우 만39세까지

지원대상

· 대출한도 :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공급면적85㎡ 이하)에 1억원 
까지 대출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 : 연 1.2%(고정금리)
 *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지원내용

·  5개 시중은행에 신청(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
 *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방문 또는 은행 콜센터 문의

신청방법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  우리은행 ☎ 1599-0800, 국민은행 ☎ 1599-1771,  

신한은행 ☎ 1599-8000, 기업은행 ☎ 1566-2566,  
농협은행 ☎ 1588-2100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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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기업 담당자에게 신청  * 서식 : 국세청(www.nts.go.kr)
· 기업 담당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및 직접 제출
 * 연말정산시 반영

신청방법

·  국세청 콜센터    ☎ 국번없이 126문 의 처

·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90% 감면(年 150만원 한도, 2021.12.31.까지)
 ※‘17년까지는 3년간 70% 감면

지원내용

· 중소기업* 취업(재직자) 청년(만15세 ~ 만34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

지원대상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과 청년층에게 세금 납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함

·  한국산업단지공단 콜센터 ☎ 070-8895-7000문 의 처

·  청년근로자 개인이 온라인 신청(https：//card.kicox.or.kr)신청방법

· 1인당 매월 5만원 지원
· 지원방법 :  버스·지하철·택시요금, 자가용 주유비 등으로 사용 가능한  

카드 발급을 통해 교통비 지원

지원내용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 (만15세 ~ 
만34세)

 *  도심지와의 거리, 버스 운행횟수, 지하철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 여건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산업단지

지원대상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만34세 이하  
청년근로자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 지원

63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6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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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기획재정부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청년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에게 최대 年1,700만원 세금 감면

·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최대 年1,600만원 세액공제
 - 공제기간 : 중소·중견기업 3년, 대기업 2년
 - 공제금액 : 기업 규모별로 年400~1,700만원
 - 공제내역 (단위 : 만원)

구  분
중소기업(3년간) 중견기업

(3년간)
대기업
(2년간)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정규직

일반기업 1,100 1,200 800 400

청년친화기업 1,600 1,700 1,300 900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나누기, 청년 신규채용 규모 등이 우수한 기업

지원내용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만15세 ~ 만29세) 정규직 증가 기업
 *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 / *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지원대상

·  사업체가 세무서에 법인·소득세 신고 시 신청
   * 법인세 : 익년 3월/ 소득세 : 익년 5월

신청방법

·  국세청 콜센터           ☎ 국번없이 126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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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포항시 

포항형 중장년 취업드림 지원사업 중장년

·  만40세 ~ 만64세 중장년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
 * 5인~500명 이하 중소기업 

지원대상

경제인구의 허리인 중장년층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및 경력직 취업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정규직 채용(전환) 지원금 지급 : 1인당 240만원
 - 정규직 채용(전환) → 근로유지 3개월 후 지급

지원내용

·  경북동부경영자협회     ☎ 054)727-2020  
·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477

문 의 처

·  전화 또는 방문신청방법



57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  포항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 054)231-1919
·  포항시니어클럽 ☎ 054)249-9279
·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054)270-2983

문 의 처

구분  재교육형  재교육형 동시채용  채용조건형 

공익
활동

노노케어
독거노인, 조손가정노인, 거동불편노인, 
경증치매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
하여 일상생활의 안정적 지원

- 활동기간 
 : 12개월, 9개월
- 활동시간
 : 월30시간 이상
  (일3시간이내)
- 활동비
 : 월27만원

취약계층지원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 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공공시설봉사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보육)시설, 
지역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정화 등 
지역 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

경륜전수활동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 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시장형
사업단

공동작업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직종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사업단별 근로
계약서상 
정한 시간 
및 급여

제조판매형

서비스제공형

인력
파견형
사업단

관리사무종사자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교육을 수료
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임금 지급

근로계약서상 
정한
근무시간 
및 급여

공공/전문직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
종사자

생산,제조 
단순노무직

지원내용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자지원대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66
포항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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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   ☎ 054)270-3014문 의 처

·  홈페이지(www.pohang.go.kr) 공고참조신청방법

여성들의 생애주기(결혼, 출산, 육아)에 맞춘 여성일자리인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여성들에게는 일·가정 양립과 여성 재취업의 기회,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통한 서민가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근무시간 : 월~금, 9시~18시 중 4시간, 주5일(20시간) / 11개월
· 근 무 처 : 어린이집
· 분     야 : 급식조리(전담), 위생·환경관리 등

지원내용

·  포항시 거주 여성 중 구직 희망자(만20세 ~ 만60세)지원대상

68
아이행복도우미사업 - 포항시

여성경력단절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중장년

·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   ☎ 054)270-3014문 의 처

·  홈페이지(www.pohang.go.kr) 공고참조신청방법

· 근무시간 : 월~금, 9~18시 중 4시간, 주5일(20시간) / 6개월
· 근 무 처 :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 분     야 : 사무보조, 돌봄·사회복지보조, 주방·환경정비보조 등

지원내용

·  포항시 거주 여성 중 구직 희망자(만20세 ~ 만64세)지원대상

여성들의 생애주기(결혼, 출산, 육아)에 맞춘 여성일자리인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여성들에게는 일·가정 양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인력을 배치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67
참손단사업 - 포항시

여성경력단절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중장년



59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  아래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 정년연장, 정년폐지, 정년에 도달한 자를 재고용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정년 도달 근로자 중 재직 근로자

지원대상

69
고용노동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중장년

만50세 이상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주)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만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대상

·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 월40만~80만원을 1년간 지원

구 분 3개월 지원금액 연간 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240만원 960만원

중견기업 120만원 48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직전 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지원내용

70
고용노동부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중장년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 촉진

·  정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20.1.1)부터 최대 2년

지원내용

·  방문신청신청방법

·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 054)280-3000, Fax 0505-130-3005문 의 처

·  사업주 신청(3개월 단위)신청방법

·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 054)280-3051, 3056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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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상공회의소             ☎ 054)274-2233~6 
·  포항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 054)231-1919

문 의 처

·  신청서 접수신청방법

·  기업지원금 지원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일반형  
월 최대 30만원, 전략직종 월 최대 40만원)

·  채용성과금 지원 : 인턴 종료 후 당해연도 계속근로계약(6개월이상) 체결시,  
1인당 3개월간 월 약정 급여의 50% (일반형 월 최대 30만원, 전략직종형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 시니어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참여자 1인당 총 90만원 지원

지원내용

·  참 여 자 : 만 60세 이상 남녀어르신
·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체 및 다단계판매업체 등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급여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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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중장년



61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 054)288-5119

문 의 처

·  온라인(원칙) :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일자리 안정자금(http://jobfunds.or.kr)
·  오프라인 :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신청방법

· 5인 미만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 이상 1인당 월 최대 9만원 
 ※ 단시간 노동자 근로시간 비례 지급

지원금액

·  (원칙)30인 미만 고용 사업장
·  (예외)공동주택 경비·청소,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
 *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인 노동자(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제외 : 과세소득 3억 이상 고소득 사업주, 재정지원 사업주, 특수관계인

지원대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73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전체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일자리종합센터  ☎ 054)470-8594
·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478

문 의 처

·  우편, 방문접수신청방법

· 고용실적에 따른 근로환경개선 차등지원(20~60백만원)
 (고용지수 산식) 청년채용인원*(1점) + 중장년채용인원*(0.5점)
 (지원금액) 3점 이상 ~  4점 이내 : 20백만원(단, 50인 이하 소규모 기업)
 - 5점 이상~9점 이내 : 30백만원 - 10점 이상~14점 이내 : 40백만원
 - 15점 이상~19점 이내 : 50백만원 - 20점 이상 : 60백만원 
 (근로환경개선)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 개선사업

지원내용

·  신규 고용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지원대상

중소·강소기업 중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의 근로환경개선 지원과 
기업체 근로자 사기진작으로 지역 인재들의 역외 유출방지와 지속적인 고용
창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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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전체



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62 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 054)280-3051, 3056문 의 처

·  사업주가 신청(심사 후 승인)신청방법

·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월 60만~70만원 지원 

 (1년 범위 내 3개월 단위 지급)

구 분 1개월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우선지원 대상
중견기업

70만원
(간접노무비 10만원 포함)

840만원

대규모기업 60만원 7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3명)

지원내용

·  시간선택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

지원대상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며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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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전체



63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 054)280-3000, Fax 0505-130-3005문 의 처

·  사업주가 신청신청방법

· 근로자 1인당 1년 범위 내 지원

구 분 1개월 단위 연간총액

임금감소 보전금 모든 기업 최대 40만원 48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36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0만원 240만원

※  임신을 사유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시간 관계없이 월 40만원 한도 지원

지원내용

·  (임금감소액 보전금) 모든 사업주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대체인력 인건비) 모든 사업주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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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전체



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64 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 054)280-3000, Fax 0505-130-3005문 의 처

·  사업주가 신청(심사 후 승인)신청방법

· 임금증가액 :  전환 근로자 1인당 임금 상승분의 80%(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

· 간접노무비 : 임금 수준과 상관없이 1인당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

지원내용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  사업주가 아래 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 6개월 이상 상시적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지원대상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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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 전체



65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

·  모든 사업주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I유형 참여 

등)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는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대상

·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월 30만~60만원 지원(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급)

구 분 6개월 지원금액 연간 총액

우선지원 대상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지원내용

·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 054)280-3000, Fax 0505-130-3005문 의 처

·  사업주가 신청(6개월 단위 지급)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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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 전체



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66 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 054)280-3000, Fax 0505-130-3005문 의 처

·  사업주 신청 (심사, 승인)신청방법

· 활용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1년 범위 내 지급)

기준
연간총액 1주당 지급액

주3회 이상 주1~2회 주3회 이상 주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선택근무제는 활용 횟수 산정없이 활용 근로자 1인당 1주에 10만원 지원

지원내용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시차
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 
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근로조건 : 소정근로시간이 주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지원대상

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 등의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제도를 활용하게한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와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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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지원 전체



67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 054)280-3000, Fax 0505-130-3005문 의 처

·  사업주 신청신청방법

지원내용

구 분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육아
휴직 
등 

부여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육아휴직 부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인 경우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10만원을  1년간 지원

대체
인력

지원금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
한 사업주

· 지원기간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 + 인수인계기간 2개월

· 지원수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 기간은 월12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지원

지원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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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전체



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68 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 054)280-3070문 의 처

·  사업주 신청(1개월 단위)신청방법

휴업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2/3(대규모기업 1/2) 지원. 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휴직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 2/3(대규모기업 1/2) 지원. 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보험연도의 기간 중 180일까지 지원(휴업:휴직 동시 실시하는 경우 1일로 봄)

지원내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휴업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이 20/100이 
초과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계속고용 의무 준수
*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소속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지원대상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실직 예방

80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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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동부지사 직업능력개발팀 ☎ 054)230-3200문 의 처

·  HRD-NET(www.hrd.go.kr)온라인 또는 팩스신청방법

· 지원한도 :  훈련 지원금은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지원

· 훈련종류 :  위탁훈련, 자체훈련, 집체훈련, 현장훈련, 인터넷원격훈련, 혼합
훈련

· 훈련종류별 지원금

훈련방법 훈련비 훈련수당 임금의 일부 숙식비

집체훈련 ○ ○ ○ ○

현장훈련 ○ ○ Ｘ ○

원격훈련
(인터넷/원격)

○ Ｘ Ｘ Ｘ

· 표준훈련비(직종별기준단가×훈련시간×훈련인원)×지원비율

기업구분
지원율

자체훈련 위탁훈련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 90%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60% 60%

1,000인 이상 50% 40%

지원내용

·  실시주체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실시대상 : 만15세 이상 근로자(사업주는 훈련대상 비해당)

지원대상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81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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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줄이기로 기존 일자리에 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  교대제 도입, 실 근로시간 단축, 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지원대상

· (신규채용 인건비)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40~100만원, 1~3년 지원
·  (인력감소분 보전)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할 경우 월  

최대 40만원, 1~3년 지원 
 * 사업주 보전임금의 80% 한도
 *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버스업종 20명)

지원내용

·  주 근로시간 단축제 : 비공모형
·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일자리 순환제 : 공모형

신청방법

·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 054)280-3000, Fax 0505-130-3005문 의 처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E-9비자)의 고용을 지원(업무대행)

83
중소벤처기업부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사업 전체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지원대상

· 고용기간 : 최대 4년 10개월 (3년+1년10개월) 
 ※ 성실근로자 제도 및 특별한국어 시험 제도를 통해 재입국 근로 가능
·  대상국가 :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태국, 몽골, 중국,  
라오스 (총 16개국)

· 업무대행 내용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취업교육 등
 ☞ 뿌리산업(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지원내용

·  우편, 팩스 또는 방문신청(wwww.kbiz.or.kr)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524-2110문 의 처

82
근로시간 단축 - 고용노동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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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상담센터   ☎ 1355

문 의 처

·  온라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오프라인 : 방문，우편，팩스

신청방법

·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
 - 신규지원자 : 1~4인 90%, 5~9인 80%
 - 기지원자 : 30% 지원

지원내용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  단,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이상인자, 근로소득 연 2,838만원 이상, 
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 연 2,100만원 이상인자 제외

지원대상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
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85
국민연금관리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 전체

·  한국관광공사 전담지원센터   ☎ 1670-1330문 의 처

·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vacation.visitkorea.or.kr)신청방법

·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 조성 후, 정부 추가지원
 [여행경비(40만원) = 근로자(20만원)+기업(10만원)+정부(10만원)]
 * 적립금 사용 : 전용 온라인몰 ‘휴가#’에서 여행 관련 상품 구입

지원내용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 지원

·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    
 * 신청은 기업 단위(개인신청, 기업대표자는 참여 불가)

지원대상

84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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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1397 문 의 처

·  방문 상담(www.ccfs.or.kr) /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신청방법

· 자금지원
 -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 상담, 지원
· 채무조정지원
 -  과중한 채무로 힘든 분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지원,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연계 지원
· 종합상담
 -  1:1신용 재무상태 진단, 노후설계, 재산형성 지원, 창업·운영 컨설팅      

등을 포괄적으로 상담
· 고용·복지연계
 -  지자체, 고용·복지부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 상담·취업안내,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사업별 대상요건 충족자(요건 충족여부는 문의처 연락)지원대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나 영세상공인, 저신용·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 채무조정 등 금융 상담서비스 제공

8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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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 중심도시 포항

철길 숲 & 불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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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린대학교 산학협력단      ☎ 054)260-5031
·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834 

문 의 처

·  지원대상자 공모신청방법

· 창업분야 : 기술창업, 지식창업, 6차산업창업 등
· 시설지원 : 창업공간, 회의실, 공용사무기기 등
· 창업활동비(12백만원) : 상품제작비, 시장개척홍보비 등
 ☞  창업활동비 지급의 효율성과 창업가의 집행 자율성을 강화하되,  

부정사용 등을 위해 보증보험증권제도 도입
· 창업교육, 전문가 컨설팅, 1:1멘토링 제공

지원내용

·  만18세 ~ 만39세 예비 또는 창업 1년이내 창업자지원대상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 등 성장 잠재력을 갖춘 청년창업 대상자를 발굴·
육성하여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창업으로 경제 활성화

·  포항시 청년창업LAB       ☎ 054)252-7400~1
·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833

문 의 처

·  방문접수, 이메일접수(http://www.@pohanglab.kr)신청방법

· 지원분야
 - 생활친화형 창업 : 일상생활과 밀접한 창업(먹거리 등)
 - 사회문제해결형 창업 : 지역사회 문제에서 창업을 통해 해결책 제시
 - 기술기반혁신 창업 :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적 제품 및 핵심 기술보유
·  창업지원금 700만원
·  시설지원 :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공동작업실, 공동교육실, 공유스튜디오 등

지원내용

·  만19세 ~ 만39세 창업청년 또는 사업자 등록기준지를 둔 자
·  창업한지 1년 이후 창업 3년이내 창업자

지원대상

청년창업자 육성을 통한 청년실업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밀착형 
초·중급 생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 공유주방 체험 등  
창업지원 거점공간으로 운영

88
포항시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 청년

87
포항시 

청년창업 LAB 운영 및 지원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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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테크노파크(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 ☎ 053)819-3072
·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833

문 의 처

·  경북테크노파크(www.gbtp.or.kr) 신청방법

· 마을자원 실태조사, 창업 직무교육 및 창업 준비를 위한 연계활동
· 창업을 위한 간접비 연 1,50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지원내용

·  만18세 ~ 만39세 창업 청년(개인 또는 팀 공동창업 청년으로 구성)지원대상

지역의 마을자원을 활용한 청년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창업모델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재생, 6차산업 브랜딩 등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995-9943, Fax 054)995-9950
·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835

문 의 처

·  (재)경상북도 경제진흥원(www.gepa.kr) 신청방법

· 지역자원과 특산품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 기념품 개발·판매
· 미술, 음악, 사진 등 청년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 전시·체험공간, 일반창업, 기타 지역활성화를 위한 모든 분야

지원분야

· 1인기준 3,00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예)2인팀 기준시 6,000만원
· 정착활동비, 사업화자금 지원, 별도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지원

지원내용

·  만15세 ~ 만39세 전국 청년
 - 개인 또는 팀 구성을 통한 신청
 - 포항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청년은 외지청년과 팀 단위로만 참여 가능

지원대상

도시지역에서 참신한 사업아이템을 갖고 경상북도 시골마을에서 창업의향을 
가진 청년에게 정착활동비와 창업자금을 지원

90
포항시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 청년

89
포항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지원사업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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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39세 이하 청년커플(부부)지원대상

· 경상북도의 자원을 활용한 전 분야
 - 지역자원과 특산품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 기념품 개발 판매
 - 미술, 음악, 사진 등 청년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 전시·체험공간, 청년카페, 음식점, 게스트하우스 운영
 - 지역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지원분야

· 사업화 자금 및 정착비(1인 30백만원, 연60백만원/팀, 최대 2년)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지원내용

·  경북청년정주지원센터(www.gbstay.co.kr) 신청방법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995-9944  Fax 054)995-9950문 의 처

경상북도 지방소멸 지역의 인구증가 및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지역 청년 커플의 유입으로 지역발전 및 공동체 회복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044)861-8776
·  포항시 농업정책과           ☎ 054)270-2666

문 의 처

·  온라인 신청(https://uni.agrix.go.kr)신청방법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영농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
 -  청년창업형 영농정착 지원 대상자는 후계농업경영인과 연계해 최대  

3억원/1인 융자지원(연리 2%, 5년거치 10년상환)  

지원내용

·  만18세 ~ 만39세 독립영농(예정자) 3년이하의 청년지원대상

창업자금, 기술·경영교육, 컨설팅, 농지임대 및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는 지원사업

92
경상북도

청년커플 창업지원 사업 청년

91
포항시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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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 02)6011-8650
·  한국공인회계사회    ☎ 02)3149-0387, 0388

문 의 처

·  K-스타트업 (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사업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신청방법

· 세무·회계, 기술보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비) 지원
 -  공급가액의 70%를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지원내용

·  만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자(신청자순)
 * 단, 만40~만49세 중 지식재산권 특허등록증 소지자 가능

지원대상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바우처를 지원하여 기업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사업 안정화

93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 세무회계 기술보호 바우처지원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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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 ☎ 054)288-7343∼6
·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86 대구경북연수원 내 ☎ 053)819-5059/5053

문 의 처

·  K-Startup 홈페이지(https://www.k-startup.go.kr)신청방법

[사업화지원]
· 정부지원금 :  1년간 최대 1억원,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기술정보        

활동비, 지재권 취득, 마케팅비 등
· 창업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공간, 제품개발 장비 등 지원
· 교육·코칭 : 창업교육, 사업화 코칭 및 단계별 진도관리
· 기 술 지 원 : 3차원 측정 및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등
·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독립부스, 통역비, 운송비 등)
·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

[후속연계지원] 
· 사관학교 졸업 후 5년간 연계지원(창업 7년 미만)
· 정책자금, 마케팅·판로 지원, 기술개발, 투자유치 지원 등

지원내용

·  만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지원대상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여, 창업계획수립부터 사업화
까지 창업의 全 단계 일괄 지원을 통해 젊고 혁신적인“청년CEO”로 양성

94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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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창업보육센터 ☎ 054)279-6211문 의 처

·  이메일 접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신청방법

· 경영/기술/세무/법률컨설팅, CEO교육기회 지원
· 기술개발, 기업홍보, 판로지원, 정부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 관련기업 및 지원기관 실무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 세미나실, 교육실 무료사용, 기타 수시상담 및 지원
· 입주부담금 : 보증금 100,000원, 월관리비 30,000원/3.3㎡

지원내용

·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이내 중소·벤처
기업 * 철강/비철 및 부대 관련사업

지원대상

초기창업자(창업 후 3년 이내) 혹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공간, 경영·
기술 컨설팅 및 교육·멘토링 등 기본 보육 지원

95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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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포항테크노파크          ☎ 054)223-2243, Fax 054)223-2220문 의 처

·  입주신청서 제출 → 입주심사 (www.pohangtp.org)신청방법

· 입주기간 : 1년(심사를 통해 추가 1년 연장 가능)
· 1인창업공간 및 사무집기 제공
·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비즈니스공간 지원
· 경영지원 : 세무, 회계법률, 마케팅, 창업 등 전문가 상담 등
· 사업화지원 :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정부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
· 임대관리비 *관리비 전액무료
 - 보 증 금 : 1인실 150천원, 2인일 300천원
 - 월임대료 : 1인실  50천원, 2인실 100천원

지원내용

·  1인창조기업, 예비창업자, 프리랜서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인정

96
포항테크노파크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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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 054)221-3800, 221-6525문 의 처

·  http://ccei.creativekorea.or.kr/pohang신청방법

· 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항상공회의소, 중앙상가 내 창의카페 활용

구 분 지  원  내  용 협조기관

비즈니스
지원단

·홀수 주 월요일 : 포항창조센터
·홀수 주 수요일 : 창의카페 오후 찾아가는 서비스
·짝수 주 수요일 : 포항상의 오후 찾아가는 서비스
·짝수 주 목요일 : 포항창조센터

대구,경북
중기청

경영
멘토링

·홀수 주 화요일 : 포항상의 오후 찾아가는 서비스
·짝수 주 화요일 : 창의카페 오후 찾아가는 서비스

K-ICT

IP컨설팅
·격주 수요일 : 창의카페 오후 찾아가는 서비스
·격주 수요일 : 상공회의소 오후 찾아가는 서비스

특허법인 천지,
경북지식재산센터

지원내용

·  창업지원 희망자지원대상

지역의 창업 허브로서 대학생, 일반인, 예비창업자 등의 경영, 재무, 기술,  
특허 등 제반에 대한 창업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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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 원스톱서비스 운영 전체

영일대 & 포스코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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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 중심도시 포항

영일대 & 포스코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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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 054)450-3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포항전담팀   ☎ 054)286-7142~5

문 의 처

·  직접 방문상담신청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직업능력 향상 집중취업알선(동행면접)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1개월)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4천원

(~12개월)

취업 후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12개월근속시)

지원내용

·  만18세 이상 취업희망 장애인
 * 참여제한 :  신청일 현재 취(창)업 중이거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학생 등

지원대상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054)270-2975문 의 처

·  홈페이지(www.pohang.go.kr) 모집공고신청방법

· 일반형일자리(전일/시간제)
 - 읍면동 행정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우체국 우편물 분류 등
·  복지일자리
 -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보조, 휠체어세척, 바리스타, 급식 지원 등 시각 

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 안마사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일반형일자리，복지일자리) 
·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 취득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지원대상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괜찮은 일자리’ 지원

9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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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장애인



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86 포항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 054)450-3003

문 의 처

·  전화 및 방문상담신청방법

구 분 훈련생 1인당 지급기준

훈
련
수
당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 연계 대상 월 28만 4천원)

교 통 비
월 5만원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대상)

식    비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민간기관 훈련생에게 식비 지급을 희망
할 경우 월 6만6천원 

지원내용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만15세 이상의 구직 장애인
  * 중증 및 여성 장애인, 고령 장애인 우선

지원대상

직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지원

1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지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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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어려운 중증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체에서 인턴 근무기회를 제공
하고 직장 적응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인턴참여자 : 고용이 어려운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
 * 특정유형 :  뇌병변, 정신, 장루요루,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증,  

시각장애, 척수손상 및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및 시각장애

·  실시사업체 : 고용보험가입 사업체
 *  다만, 유형 및 향락업, 용역업 등 일부 업종과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체  

등은 참여 제한

지원대상

·  인턴지원금 : 인턴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 경우에 월 약정 임금의 
80% 지원(월 최대 한도 80만원)

·  정규직전환지원금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 유지시 월 65만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비례지급)

지원내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 054)450-3005

문 의 처

·  전화 및 방문상담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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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3924문 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청방법

·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지원, 환경정화, 지방자치단체 역점사업 등 공공 
일자리 제공

 - 근로시간 :  만65세 미만 - 주 30시간 이내  
만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

 -  근로기간 :  상반기 3월~6월(4개월)  
하반기 7월~10월(4개월)

지원내용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
 - 만18세 이상인 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단, 1인 가구는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배제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가족, 공적연금수령자 등

지원대상

생계유지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일할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공공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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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3924문 의 처

·  지역자원활용형, 지역기업연계형, 서민생활지원형, 지역공간개선형 등 공공
일자리

 - 근로시간 :  만65세 미만 - 주 30시간 이내  
만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

 -  근로기간 :  상반기 3월~6월(4개월)  
하반기 7월~10월(4개월)

지원내용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
 - 만18세 이상인 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단, 1인 가구는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배제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가족, 공적연금수령자 등

지원대상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청방법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일자리, 가장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지역 주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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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기회의 제공, 취업알선, 자산형성 지원 등 다양한 자활
지원 프로그램 제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차상위 자활 판정을 받은 자)지원대상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급여조건

게이트웨이
자활사업 참여전 교육과정으로 개인별 역량에 
맞는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교육 진행

일 3시간 이상
급여 : 42,790원, 
실비 : 4,000원

근로유지형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일 5시간 이상
급여 : 23,970원,
실비 : 4,000원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자활역량을 강화하고, 자립능력을  
키우는 과정

일 8시간, 주5일
급여 : 42,790원
실비 : 4,000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일정기간내 창업 및 동종업계 취업이 용이한 
사업단으로 자활근로를 종료하고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일 8시간, 주5일
급여 : 49,440원
실비 : 4,000원

시간제
자활근로

돌봄·간병·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시간제 자활 
근로사업

일 4시간, 주5일
급여 : 시간당 
6,180원,
실비 : 4,000원

청년자립도전
자활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맞춤형 자립
지원’을 통해 스스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맞춘 사업단

만18세 ~ 만39세
일 8시간, 주5일
급여 : 49,440원
실비 : 4,000원

지원내용

·  사회적협동조합 경북포항지역자활센터       ☎ 054)249-0864
·  사회적협동조합 경북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 054)252-4471~2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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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키움통장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내일키움통장 : 현재 근무하는 자활센터

문 의 처

·  방문 상담신청방법

· 희망키움통장 1
 - 대     상 : 근로하는 생계, 의료수급가구 중 저축을 희망하는 자
 - 지원금액 :  월 최소1,000원 ~ 최대 627,000원까지(최대 약2,200만원 

지원)
 - 지급조건 : 탈수급(기초생활수급자격 중지)

· 희망키움통장 2
 - 대     상 :  근로하는 주거, 교육급여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중 저축

을 희망하는 자
 - 지원금액 : 1:1매칭(최대 360만원 지원)
 - 지급조건 : 3년간 4회이상 교육참석 및 성실저축

· 청년희망키움통장 
 - 대     상 :  생계급여를 실제로 지원받는 만15세~39세 청년 중 근로중인 자
 - 지원금액 : 월 최소 1,000원~최대 496,000원(최대 약1,700만원지원)
 - 지급조건 : 탈수급(생계급여 자격 중지)

· 내일키움통장
 - 대     상 :  최근 1개월이상 성실근로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중 저축을 

희망하는 자
 - 지원금액 : 사업유형별 차등지급(최대 약 1,200만원)
 - 지급조건 :  취업, 창업, 탈수급, 대학교 입·복학, 국가자격증 취득 

(운전1, 2종 제외)

지원내용

·  저소득층지원대상

근로하는 저소득층들의 자립·자활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돈지원사업으로 저축한 돈의 최대 6배까지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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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특정취약계층(여성가장, 결혼이민자, 
노숙인 등)구직자에게 단계별로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  경북동부경영자협회   ☎ 054)278-5140~1 
·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성공패키지팀  ☎ 054)280-3222 / 3137

문 의 처

·  전화, 방문신청신청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상담·진단·경로설정 직업능력증진 집중 취업알선

·취업상담(주1회:3회이상)
·직업심리검사(필수)
·특강과 집단상담(선택)
·개인별취업지원계획
   (IAP)수립

▶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지급

· 내일배움카드제  
직업훈련 참여

· 국기훈련, 폴리텍 
기능사, 고용디딤돌 
훈련 등 참여가능

▶  훈련비 최대 300만원 
훈련참여수당 최대  
28.4만원(출석80%)

·구직활동
·집중취업알선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10만원*3개월 
(만35세~64세이하, 
중위소득30~50%)

▶  취업성공수당 지급 
(조건 충족 일자리 
취업시 지급)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및 특정취약계층
 * 특정취약계층 :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노숙인, 결혼 

이민자 등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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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유관기관 안내

기관명 대표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054-280-3000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http://www.work.go.kr/
pohang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 포항시 남구 대이로 23 http://www.kcomwel.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동부지사

054-230-3211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9
http://hrdchrdkorea.or.kr/
hrdc/pohang

포항상공회의소 054-274-2233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8 http://www.pohangcci.or.kr

(사)경북동부경영자협회 054-278-5140 포항시 남구 시청로8 http://www.geea.or.kr

한국폴리텍대학포항캠퍼스 054-288-2200 포항시 남구 호동로 162
http://www.kopo.ac.kr/
pohang

포항공과대학교산학협력단 054-279-3667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http://aif.postech.ac.kr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 054-260-1021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558 http://iacf.handong.edu

포항대학교 산학팀 054-245-1301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덕로60 http://www.pohang.ac.kr

선린대학교 산학협력단 054-260-5031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36번길 30

http://www.sunlin.ac.kr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 054-278-4410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8 http://www.ph-woman.or.kr

포항노인일자리창출
지원센터

054-231-1919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39
평생학습원 506호

http://www.phsjc1919.or.kr

(재)포항테크노파크 054-223-2114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http://www.pohangtp.org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2-2986 구미시 이계북로7 http://www.gepa.kr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69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http://www.gepa.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포항센터

054-231-4363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99 4층 https://www.semas.or.kr

포항시취업지원센터 054-278-5141 포항시 남구 시청로 8경림빌딩 6층

포항시일자리종합센터 054-280-3275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자투리시간거래소 054-273-1919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jaturi.pohang.go.kr

경북일자리종합센터 1544-8819 구미시 이계북로7 http://www.gbjob.kr

포항청춘센터 054-252-2833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길47 www.pohang.go.kr/youthph/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포항전담팀

054-286-7143/5
포항시 북구 중앙로 201
한화생명빌딩 6층

한동직업전문학교 054-277-3118
포항시 북구  희망대로  
659번길82

http://www.hrds.co.kr

(재)이찬경북직업전문학교 054-272-2828 포항시 북구 용당로 66 http://www.kb.co.kr

포항직업전문학교 054-274-0082 포항시 남구 냉천로 58 http://www.pohangi.co.kr

영남직업전문학교 054-282-7733 포항시 남구 문예로 49 http://www.phyn.co.kr

포스코외주파트너사 054-220-4301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37 http://www.p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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