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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20만 원 지급” 발표



 >  > 열린시정 여수소식 여수핫뉴스

권오봉 여수시장,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20만 원 지급” 발표
2021.12.27 조회수 1,938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담당자 김대건 연락처 061-659-3236

27일 영상 브리핑…“경제활력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방역에 적극 동참 당부”

27일 0시 기준 282천명 569억 원 추산…내년 1월 20일 전후 지급 예정

권오봉 여수시장이 27일 오후 시청 영상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25일부터 시작한 ‘긴급 이동멈춤’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

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우리 시는 임인년 새해를 맞아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면서, “일

상회복지원금은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여수시 일상회복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시민 1인당 20만 원으로 28만 2천명, 약 569억 원 규모다. 

2021년 12월 27일 0시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등록을 한 다문화 가족이 대상이다. 

지급 시점은 추경안 편성, 카드발행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0일 전후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불카드 및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카드 사용기간은 6개월로 제한한다. 

권 시장은 “이번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으로 방역에 적극 동참하면서 경제활력 회복의 계기를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강

조했다. 

이어 “모든 시민이 백신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내년 1월 후반부

터 공급되면 코로나 확산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면 일상회복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지

고 힘내시기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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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27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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