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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목포음식 명인·명가 지정 신청 공모 공고

작성일 2018.10.11 16:31 등록자 문화관광관리자 조회수 1585

 2018 목포음식 명인명가 공고문.hwp 1131 hit/ 80.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포음식 맛의 경쟁력을 높이고 목포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할 2018 목포음식 명인·명가 지정을 위한 공모를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
랍니다

○ 지정대상 
▸ 목포음식 명인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목포음식을 조리하는 자로서 목포음식 명인·명가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목포시장이 지정
※ 목포음식이란 : 목포의 특징이 살아있는 지역의 향토색 있는 음식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 조례 제2조 제1호)

▸ 목포음식 명가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목포음식 명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명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식품영업 업소로 목포시 음식 명인·명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목포시장이 지정

○ 신청자격
가. 명 인 (2개 항목 중 1개 항목 해당되는 자)
- 일반시민 5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목포시민으로 목포음식을 조리하고 있으면서 각종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자
나. 명 가 (2개 항목 모두 해당되는 자)
- 해당음식 10년 이상 영업사실이 있는 자
- 일반시민 5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일반시민 : 공고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20세 이상 시민

○ 접수기간 : 2018. 10. 11(목) ~ 10. 22(월) (12일간)
○ 접 수 처 : 목포시청 관광과(본관3층)
○ 신청방법 : 방문(휴일접수 불가) 및 등기우편 접수
※ 우편 주소 :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 3층 관광과 (우)58613
※ 우편 접수는 마감일(22일) 소인까지 인정

○ 신청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제출양식 : 목포시 홈페이지 (http://www.mokpo.go.kr)-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조리심사 (붙임 공고문 참조)
○ 문의전화 : 061-270-8218 (목포시청 관광과)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된 2018 목포음식 명인명가 공고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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