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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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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시작
2022.01.14 조회수 230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박은하 연락처 061-659-3603

이달 17일부터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매 가능

총 150억 원 규모…지류형 80억 원, 카드형(섬섬여수페이) 70억 원

여수시가 이달 17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반기 ‘여수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판매 목표액은 총 150억 원으로 지류형 80억 원 , 카드형(섬섬여수페이) 70억 원이다. 목표액 소진

시 마감된다.

지류형 상품권은 대행운영 금융기관 61개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지류형과 카드형을 합산해 월 50

만원이며, 현금 결제 시에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현행대로 월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2% 할인을 받는다.

상품권은 여수시 관내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국, 전통시장 등 6,900여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사행업소,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가맹점은 여수시 홈페이지나 ‘여수상품권가맹점’ 앱(App), 상품권 뒷면 QR코드를 통해 휴대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섬섬여수페이)은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로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스마트폰 ‘지역상품권

chak(착)’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오프라인으로도 상품권 판매대행 금융기관인 농협 19개소에서 발급‧충전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점 현황은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사용 시 충전액이 우선 소진되며, 충전액 초과나 비 가맹점, 관외에서 사용할 경

우 연결된 체크카드 계좌에서 결제된다. 

가맹점 등록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하거나, 시 홈페이지 ‘여수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접

수할 수 있다(법인 제외).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지역경제과(☎061-659-3603, 3608) 또는 여수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할인 판매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

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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