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영상위원회 공고 제2018-32호]

2018 충남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수정)
충남영상위원회는 영화 및 드라마 등 영상제작자에게 도내 촬영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기 위해 ‘충남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산업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3월 23일
(재) 충남문화산업진흥원
□ 사업기간 : 2018년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도내 소비금액의 30%까지 환급(사업기간 내 소급적용가능)
구분

최대 지급금액

5회차 이상
2~ 4회차 미만

□ 대

- 최대 5,000만원까지 환급
(※ 도내소비액 1억 5,000만원 이상 일 경우, 회차 제한 없음)
- 최대 1,500만원까지 환급

상

○ 충남에서 촬영하는 장편영화, TV드라마, 다큐멘터리, 웹드라마 등 극장 개봉
또는 방영이 확실한 작품(12월 15일까지 정산서 제출 해야함)
○ 배급/편성 계약서 없는 경우, 승인심사 후 선정여부 개별통보
□ 신청자격 : 영화업 및 드라마 제작업 등 신고를 필한 제작사 대표 또는 프로듀서
□ 지급방식 : 정산 및 결과보고서(사후정산으로 정산증빙서류 포함) 확인·검토 후 지원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정산서 제출 선착순 지급)
□ 지원절차
- 도내 촬영 시작 후 충남영상위원회 홈페이지(cnfc.or.kr) 접수
상시접수

- 제출서류(일체 PDF파일로 업로드)
·신청서(소정양식), 제작기획서, 시나리오,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배급 또는 방송편성계약서(해당사항 있는 작품에 한함) 1부.

- 서류검토 후 개별연락
검토/심사

·배급 또는 방송편성 계약서가 없는 경우, 지원여부 심사 후
지원가능여부 통보
- 제출서류
·정산내역서(양식), 정산증빙영수증, 결과보고서(양식) 각 1부.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법인사업자는 법인, 개인사업자는 개인),
현금영수증(지출증비), 계좌이체증에 한한다.)
·공인회계정산서(한국원가관리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통한 회계감사
완료된 정산서, 정산비용 환급대상 항목에 포함 가능) 1부.
·충남도내 촬영 현장 스틸사진 장소별 2장 이상 JPG 파일 제출

정산 및
지급요청

- 진흥원에 지원금 지급 요청 공문 시행

협약 및 지급

- 협약 진행
- 협약에 따른 지원금 지급 완료

□ 지원비 산정기준
○ 충남도내 소비 내역으로 인정되는 진흥원이 정한 항목만 산출근거로 한다.
1. 숙박비
2. 식비(부식비 포함 현장에서 제공되는 음료 및 부식 청구 가능, 주류 결제 불가)
3. 유류비(주유소 및 충전소)
4. 장소/차량 임차비(충남소재 건물 및 충남업체)
5. 세트제작(자재비, 철거비, 세트폐기물 처리비) - 업체
(※ 모든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시 인정, 간이영수증 불인정)
○ 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30%까지 환급가능하다.
□ 문의
○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5층 충남영상위원회 충남 로케이션 인센티브 담당
○ 이메일 : jenny6277@ctia.kr / 전화번호 : 041-620-6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