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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일상회복지원금 20만 원 이달 24일부터 지급



 >  > 열린시정 여수소식 여수핫뉴스

여수시, 일상회복지원금 20만 원 이달 24일부터 지급
2022.01.07 조회수 2,004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담당자 박종석 연락처 061-659-3248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즉시 선불카드 또는 여수사랑상품권 수령 가능

여수시가 일상회복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키로 한 가운데, 지난 5일 시의회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

에 힘입어 오는 24일부터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에 돌입한다. 

시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0시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로 28

만2천명에게 지급되며 569억 원이 소요된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즉시 선불카드 또는 여수사랑상품권을 수

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의 경우 사용 전 농협카드 홈페이지, 영업점, 고객센터 등에 카드등록을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며, 신청 첫 주인 24일부터 28일까지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가족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가능하며,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 형

제‧자매 등이 대리 신청하여 일괄 수령이 가능하다. 단 동거인은 따로 신청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지역경제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여수지역 내에서 7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몇 차례의 위기가 있었지만, 긴급 이동 멈춤과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민들 덕분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

력을 되찾고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원금 미수령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금 미수령 신청’을 받아 코로나19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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