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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포사랑상품권의 구매취소는 어떻게? 256

판매 당일에 한하여 구매한 금융기관에서 구매자 본인만 취소 요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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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10 상품권 카드로 구매가능 한가요? 511

카드로 구매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은 계좌 이체를 통하여 구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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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바, 사업자등록이 안된 곳은 가맹점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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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신청 후 사업자가 변경 및 폐업했거나, 해지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186

사업자 주소, 명칭,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가맹점 변경 신청’해야 함. 폐업 및 가맹점 해지의 경우‘가맹점 해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7 가맹점주 목포사랑상품권 환전 기간과 방식은? 364

가맹점주께서 금융기관에 환전 신청하시면, 당일을 포함한 3일 이내 사업자가 제출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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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위임장을 통한 대리 구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에 내방해야 구매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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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환전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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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은행에 통장이 있는 경우 기존 통장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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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은행에 통장이 있는 경우 기존 통장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3 상품권 구매 후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412

상품권의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경우에만 현금으로 잔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품권 환전 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나요? 374

현금과 동일합니다. 가맹점에서 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경우에만 국세청으로 통보되며, 환전내역이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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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위변조의 경우 가맹점에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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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에서 상품권 수납 시 바코드 훼손여부 등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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