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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목포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목포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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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목포사랑상품권 모바일 설치 및 구매방법 안내

2023. 2. 1.(수)부터 출시예정인 목포사랑상품권 모바일 설치 및 구매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구매가능 예정일 : 2023. 2. 1
. (수) 부터 - 구매가능 금액 월 30만원, 6%할인 , 실결제금액 28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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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하반기 목포사랑 상품권 구입 문의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지역경제과 상품권 담당자 입니다. 목포시내 49개소 판매대행점에서 판매중인 목포사랑 상품권의 상반기 물량이 시민여러
분의 성원으로 전액 완판되었습니다. (지류형상품권) 추후 목포사랑상품권 출시를 계획중이며, 추석전후로 재판매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이와 별
도로 2020. 7. 1일자로 목포사랑카드형 상품권이 출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한번 발급으로 반영구적(체크카드)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부정유
통이 없고 , 쓰기 편리한 카드형상품권은 출시기념으로 8. 31까지 10% 특별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예산에 따라 할인율 변동가능, 예산소
진 시 종료 카드형 상품권 발급 및 구매방법은 광주은행으로 문의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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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가맹점 업종별 현황(2019.9.10.)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업종별 현황입니다. ※ 2019. 9.9.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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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가맹점 업종별 현황(2019.9.4.)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업종별 현황입니다. ※ 2019. 9.3.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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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 발행개요 ○ 발행가액 : 3종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할 인 률 : 평시 6%, 명절 기간 10% ○ 구매한도 : 1
인당 70만원(연간 400만원) 법인 반기별 1,000만원 □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업소) ○ 가입대상 : 음식·숙박업, 주유소, 약국, 학원 등 목포에 사업
자등록이 되어 있는 대부분 사업장 ○ 지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신청장소 : 동행정복지센터, 시청 지역경제과 ○ 의무사항 - 환전청구 : 판
매대행점(은행)에 환전청구 농협,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47개 지점) - 신분증, 가맹점지정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지참 - 현금영수 :

상품권안내 자주묻는질문(Q&A) 상품권 이용규약 판매대행점조회

사용가맹점조회

일자리·경제 > 목포사랑상품권 > 목포사랑상품권 > 공지사항공지사항

공지사항

(http://www.mokpo.go.kr)

/www/industry_economy
/www/industry_economy/voucher
/www/industry_economy/voucher/voucher
/www/industry_economy/voucher/voucher/notice
/www/industry_economy/voucher/voucher/voucher_info
/www/industry_economy/voucher/voucher/voucher_qna
/www/industry_economy/voucher/voucher/voucher_rule
/www/industry_economy/voucher/voucher/voucher_bank
/www/industry_economy/voucher/voucher/voucher_shop
/www/industry_economy/voucher/voucher/notice
/www/industry_economy/voucher/voucher/notice?idx=511592&mode=view
/www/industry_economy/voucher/voucher/notice?idx=511592&mode=view
/www/industry_economy/voucher/voucher/notice?idx=507725&mode=view
/www/industry_economy/voucher/voucher/notice?idx=507725&mode=view
/www/industry_economy/voucher/voucher/notice?idx=467102&mode=view
/www/industry_economy/voucher/voucher/notice?idx=467102&mode=view
/www/industry_economy/voucher/voucher/notice?idx=452252&mode=view
/www/industry_economy/voucher/voucher/notice?idx=452252&mode=view
/www/industry_economy/voucher/voucher/notice?idx=451842&mode=view
/www/industry_economy/voucher/voucher/notice?idx=451842&mode=view
/www/industry_economy/voucher/voucher/notice?idx=449732&mode=view
/www/industry_economy/voucher/voucher/notice?idx=449732&mode=view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지 않고 현금영수 처리 - 잔액반환 : 권면금액 70% 이상 사용하고 잔액 요구시 현금지급

1

제목   검색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http://www.mokpo.go.kr)




	목차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