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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이외에도 착한임대인 실천사례가 많습니다. 착한임대인 운동에 참여하시고 희망하시는 분은 게시하여 드립
니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사항은 국세청, 지방세 감면사항은 목포시 세정과(270-3293)으
로 문의바랍니다.

목포시 착한임대인 1호 이호연씨

원산동 "국가대패 목포 중앙점" 상가 건물주가 라인아파트 인근 점포 13곳의 임대료를 10% 인하

2020-03-10

산정동 정주희님

산정로 149 하나빌딩에 입점한 5개 점포의 임대료를 30% 인하

2020-03-10

원산동 오승택님

원산동 진프라자 건물에 입점한 점포 14곳의 임대료를 00% 인하

2020-03-10

용해동 김수월님

포미로 10번길 8에 입점한 점포 3곳의 임대료를 50%인하

2020-03-10

옥암동 이주명님

옥암동 1030-9 수현빌딩 내 6개 점포 임대료 2개월간 50% 인하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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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신종합건설 김용현님

남악로 22-10(목포펠리시티몰)에 입점한 점포 7곳의 임대료를 3개월간 20% 인하

2020-03-12

보해양조(주)

호남로 64번길 37에 입점한 청년빌리지 오쇼잉 등 10곳의 임대료를 3개월간 감면 하고, 일반점포 
3개의 임대료를 30% 인하

2020-03-12

석현동 임동철님

옥암로 182(경현빌딩)에 입점한 점포 22곳의 임대료를 30% 인하

2020-03-12

용해동 최철웅님

포미로 10번길 14에 입점한 점포 임대료를 2달간 감면(무상 임대)

2020-03-12

청호시장 상인회

이귀배님: 청호시장 내 점포 임대료를 30% 인하 장삼석님: 청호시장 내 점포 임대료를 20% 인하 
김성태님: 청호시장 내 점포 임대료를 20% 인하 정종수님: 청호시장 내 점포 임대료를 30% 인하 
곽정자님: 청호시장 내 점포 임대료를 20% 인하

2020-03-12

상동 최미경님

백년대로 227번지 소재 2층 점포에 대해 건물주가 임대료를 3개월간 50% 인하 여행업이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건물주의 마음이 너무 고맙다며 세입자가 전화하여 착한임대인
으로 추천.

2020-03-13

옥암동 이현범님

옥암로 116 소재에 입점한 점포 8곳의 임대료를 2개월간 10% 인하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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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색

박철정님

①  동부시장(산정로 174)내 23곳의 임대료를 2개월간 10% 인하 ②  평화로 51(평화광장 인근) 1, 
2층 점포 임대료를 2개월간 10% 인하

2020-03-13

용해동 박청웅님

삼학로 343번길 6에 입점한 점포 4곳의 임대료를 2개월간 20% 인하

2020-03-15

북항동 여양훈님

북항로 186-1 소재 건물에 입점한 점포 6곳의 임대료를 3개월간 30% 인하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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