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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마당 공지사항

코로나 19 예술인 긴급 재난 복지 지원금 사업
2021.10.06 조회수 2621 등록자서예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내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 긴급 재난 복지 지원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9. 27.(월) ~ 10. 15.(금) 09:00 ~ 18:00

2. 신청서 제출 : 나주시청 문화예술과 방문 및 우편 신청

- 주소 : (우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문화예술과

※ 우편 신청 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우편 접수 시점 X)

3.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

- (주소요건) 나주시에 주소를 둔 예술인

- (자격요건) 9. 16.까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기간내에 있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내에 있는 예술인

4. 지원제외

- 9.16.까지 예술활동증명이 미등록 또는 유효기간 만료된 예술인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초과자 또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지원 가능하며,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중위소득 120%내라도 지원 제외

5.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 서식 참고

6. 지원내용 : 예술인 1인당 50만원 지원

7. 지급시기 : 10월 중(지급 후 개별통보)

8. 문의처

- 신청서 제출 관련 : 나주시청 문화예술과(☎ 061-339-4622)

- 예술활동증명 관련 : (재)전남문화재단(☎ 061-280-5826~7)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서식 1부.

3. 건강보혐료 소득판정기준표 1부.

4.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1부. 끝.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코로나19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공고(202109).hwp (2270 hit/ 16.5 KB)

미리보기

2021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신청서식(예술인).hwp (2266 hit/ 19.0 KB)

미리보기

2021년건강보험료소득판정기준표.xlsx (2275 hit/ 27.4 KB)
미리보기

(참고)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pdf (2363 hit/ 4.66 M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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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ju.go.kr)

http://www.naju.go.kr/atec/information
http://www.naju.go.kr/atec/information/notice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pkey=MvWv3bXaq&file_type=all&idx=75285&file=127594%257C127595%257C127596%257C127597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75285/127594/%25EC%25BD%2594%25EB%25A1%259C%25EB%2582%259819%20%25EC%2598%2588%25EC%2588%25A0%25EC%259D%25B8%20%25EA%25B8%25B4%25EA%25B8%2589%20%25EB%25B3%25B5%25EC%25A7%2580%20%25EC%25A7%2580%25EC%259B%2590%20%25EA%25B3%25B5%25EA%25B3%25A0%2528202109%2529.hwp?pkey=MvWv3bXaq
http://www.naju.go.kr/Viewer/127594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75285/127595/2021%25EC%25A0%2584%25EB%259D%25BC%25EB%2582%25A8%25EB%258F%2584%20%25EC%2598%2588%25EC%2588%25A0%25EC%259D%25B8%20%25EA%25B8%25B4%25EA%25B8%2589%20%25EB%25B3%25B5%25EC%25A7%2580%20%25EC%25A7%2580%25EC%259B%2590%20%25EC%258B%25A0%25EC%25B2%25AD%25EC%2584%259C%25EC%258B%259D%2528%25EC%2598%2588%25EC%2588%25A0%25EC%259D%25B8%2529.hwp?pkey=MvWv3bXaq
http://www.naju.go.kr/Viewer/127595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75285/127596/2021%25EB%2585%2584%25EA%25B1%25B4%25EA%25B0%2595%25EB%25B3%25B4%25ED%2597%2598%25EB%25A3%258C%25EC%2586%258C%25EB%2593%259D%25ED%258C%2590%25EC%25A0%2595%25EA%25B8%25B0%25EC%25A4%2580%25ED%2591%259C.xlsx?pkey=MvWv3bXaq
http://www.naju.go.kr/Viewer/127596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75285/127597/%2528%25EC%25B0%25B8%25EA%25B3%25A0%2529%25EC%2598%2588%25EC%2588%25A0%25ED%2599%259C%25EB%258F%2599%25EC%25A6%259D%25EB%25AA%2585%20%25EC%258B%25A0%25EC%25B2%25AD%25EB%25B0%25A9%25EB%25B2%2595.pdf?pkey=MvWv3bXaq
http://www.naju.go.kr/Viewer/127597
http://www.naju.go.kr/atec/information/notice


이전글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다음글

전라남도 전통김치의 특색을 담은 남도김치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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