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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안내(공연관련 업체)

작성일 2021.09.24 11:19 등록자 이수연 조회수 769

 목포시 공연 관련 업체 민생안정금 지원 서식 및 참고… 203 hit/ 320.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포시 공연관련업체 민생안정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지역기준: 신청일 기준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인 업체

-업종기준: 국세청 업종분류코드상 주업종이 아래 코드에 해당되는 업체
921401(공연기획업), 921402(무용 및 음악단체), 921403(연극단체) 
921405(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21406(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21407(기타 공연단체), 921901(공연시설 운영업)

-개업일기준 : '20. 12. 31.까지 개업한 업체

-매출액기준 : 연간 매출액 10억 이하 소기업으로 개업시기별 매출액 대비 매출규모가 감소한 업체(참고3)

2. 지원내용 : 업체당 100만원 / 2021. 10. 22.일 한 지급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변동가능

3. 신청기간 : 2021. 10. 8.(금)까지 접수

4. 신청방법 : (방문) 목포시청 3층 문화예술과 (우편)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3층 문화예술과 이수연 앞
*우편 신청 시 기한내 도착분에 한하여 제출인정 

5. 제출서류 
①  코로나19 긴급 민생 지원(공연 관련 업체) 신청서(서식1)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 1부.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공고일 이후 발급/발급방법(참고1)).
④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실증 포함)
⑤  법인(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⑥  증빙서류
-주업종 코드 확인서(참고2)
- '19년, '20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월별 매출액 증빙자료
⑦  대리신청,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서식3) 1부.

6. 지원 제외대상
- 시군에서 지급한 공연 관련 업체 재난지원금 수령 업체
- 지원금 신청일 기준 휴‧폐업한 업체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행정명령 위반(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 문 의 처 
- 공연관련업체 민생안정지원금 관련 : 목포시 문화예술과(☎ 061-270-8992)

붙임 : 목포시 공연 관련 업체 민생안정금 지원 서식 및 참고사항

목록

열린행정 > 시정소식 > 공지사항공지사항

(http://www.mokpo.go.kr)

/www/open_administration
/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
/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notice
/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84941/551175/%EB%AA%A9%ED%8F%AC%EC%8B%9C %EA%B3%B5%EC%97%B0 %EA%B4%80%EB%A0%A8 %EC%97%85%EC%B2%B4 %EB%AF%BC%EC%83%9D%EC%95%88%EC%A0%95%EA%B8%88 %EC%A7%80%EC%9B%90 %EC%84%9C%EC%8B%9D %EB%B0%8F %EC%B0%B8%EA%B3%A0%EC%82%AC%ED%95%AD.hwp?pkey=WNu4pGFtf
/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84941/551175/%EB%AA%A9%ED%8F%AC%EC%8B%9C %EA%B3%B5%EC%97%B0 %EA%B4%80%EB%A0%A8 %EC%97%85%EC%B2%B4 %EB%AF%BC%EC%83%9D%EC%95%88%EC%A0%95%EA%B8%88 %EC%A7%80%EC%9B%90 %EC%84%9C%EC%8B%9D %EB%B0%8F %EC%B0%B8%EA%B3%A0%EC%82%AC%ED%95%AD.hwp?pkey=WNu4pGFtf
/Viewer/551175
/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notice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http://www.mokpo.go.kr)




	목차
	공지사항
	코로나19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안내(공연관련 업체)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