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19-73호]

2019 당진시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충남영상위원회는 당진시의 영화‧드라마 등 영상물 제작비 간접지원을 통해 영상제작 및 영상
관광 활성화를 위한‘2019 당진시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산업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6월 17일

사업기간 : 2019년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 12월 6일(금)

지원내용 : 당진지역 소비금액의 40%까지 환급(연도 내 소급적용가능)
조건

환급지원 적용

최대지원금

당진지역 내 로케이션 2곳 이상

당진지역 소비금액 40% 환급

4천만원

※프로덕션 비용에 한하여 지원금은 도내 소비금액의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환급 적용

대상
- 2019년 당진시에서 촬영된 작품에 한하여, 촬영완료된 작품 소급적용 가능
- 당진시에서 촬영하는 장편영화(다큐멘터리 포함), TV/웹드라마 극장 개봉 또는
방영 계획이 확실한 작품
※제외대상⌌ 지원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자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영상위원회 협약 및 계약에 있어 위반 사실이 있는 자

신청자격
- 영화업 및 드라마 제작업 등 신고를 필한 제작사 대표 또는 프로듀서
- 제작투자 및 배급/편성 계약서 제출 필수(배급/편성 의향서 제출 가능)
※온라인 방영 콘텐츠도 투자‧방영 계약서 또는 확인서 제출 필수

지급방식
- 정산 및 결과보고서(사후정산으로 정산증빙서류 포함) 확인·검토 후 지원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정산서 제출 선착순 지급)

의무사항
- 촬영현장 스틸사진 및 영상소스 비상업적 활용 동의
- 지역 상영회 및 무대인사 또는 지역 언론홍보 진행시 협조

지원절차
- 촬영일정 확정 후 충남영상위원회 홈페이지(cnfc.or.kr) 접수
- 제출서류 업로드(PDF 항목별 각 1개)
상시접수

검토/심사

·신청서(양식), 사업자등록증
·제작기획서, 시나리오
·촬영계획서(형식 무관, 촬영일시 및 세부장소 포함된 자료로 갈음)
·제작투자 및 배급(편성)계약서 1부.
- 서류검토 후 개별연락
- 공인회계정산 의뢰 및 정산서 제출
·정산내역서(양식)

정산

·정산증빙영수증사본
※한국원가관리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통한 회계 진행, 정산비용 제작사
자부담, 충남 업체 진행시 40% 환급적용 가능
※인건비, 간이영수증 불인정
※카드영수증(법인사업자는 법인, 개인사업자는 개인),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세금계산서, 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에 한함.)
- 결과보고
·결과보고서(양식)

결과보고

협약 및 지급

※정산결과보고서, 정산내역서, 정산증빙영수증사본 최종본 제출
·촬영현장 스틸사진(장소별 2장) 및 포스터(2부)
※고해상도 JPGE 파일형태 제출
- 정산 금액을 반영한 협약 진행
- 지원금 지급

지원비 산정기준
- 당진지역 소비 내역으로 인정되는 위원회가 정한 항목만 산출근거로 한다.
1. 숙박비
2. 식비(현장에서 제공되는 음료 및 부식 청구 가능, 주류 결제 불가)
3. 유류비(주유소 및 충전소)
4. 장소/차량 임차비(당진소재 건물 및 당진업체)
5. 세트제작 : 자재비, 철거비, 세트폐기물 처리비(제작사-용역사 계약에 한함.
용역사는 반드시 당진소재 사업자등록을 1년 이상 유지한 업체만 인정)
※모든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시 인정

문의사항
○ 충남영상위원회 로케이션 인센티브 담당자 : jenny6277@ctia.kr / 041-620-6410

2019 당진시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청서
제작사명

대표자명

사업자 구분

법인or개인

대표번호

주소

신청기관

신청자명(직함)

홍길동(제작부장)

인센티브

홍길동(회계팀)

담당자명(직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이메일

제작사 작품경력
작품명

구분

감독

주연배우

장편영화, 드라마

한줄 시놉시스

총 제작비

신청작품

6,900,000천원

순제작비

당진지역

6,000,000천원

200,000천원(예정)

소비액

※소비액의 30% 지원금 요청 가능

총 제작기간

(

및 회 차

[ 2019. .

당진촬영기간

(

및 회 차

[ 2019. .

) 회차
. ~ 2019. . . ]
) 회차
. ~ 2019. . . ]

당진지역

당진시외버스터미널, 서해종합병원(당진시 유곡리)

촬영장소

※최소 2군데 이상

촬영인원

70 명

개봉/방영 계획

2020년 상반기 개봉

- 제작기획서 1부
- 시나리오/대본 1부.

제출서류

- 지역 내 촬영계획서(촬영일시 및 세부장소 포함된 자료)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작투자 및 배급(편성)계약서 1부.

2019 당진시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홍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