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4위 규모의 전북지역 지역화폐 발행은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이다.

▫ 전국 4위 지역화폐 발행은 지역경제 선순환의 토대인가 거품인가?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역화폐 13.3조 원을 발행했고, 전북은 1조 원 발행(익산참여연

대 정보공개 통계 1.17조 발행) 경기도, 부산, 인천 다음인 4번째로 많은 액수다. 지난 5

년 동안 전북 자치단체 2.64조 원 발행에는 군산 1.5조(고용위기지역 지원), 익산시 2,500

억, 남원시 2,200억, 전주시 1,700억 등 14개 자치단체에서 모두 발행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2.64조 발행비용으로 할인지원금 3,040억과 일반운영비 400억 등 3,440

억이 소요되었다. 이 발행비용은 정부 지원 56%, 전라북도 지원 4%, 나머지 40%를 자치

단체서 부담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제대책으로 정부의 한시적 지원정책에 힘입어 

발행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앞으로 정부 지원감소에도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 발행액 확대 중심의 정책운영과 정책능력 부재에 따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발행액 확대에 정책중심이 모아져있다. 사업규모에 따른 전담인

력 배치, 정책검증을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성과를 검증 할 전문용역,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 추진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발행액 확대를 위한 가입자 확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와 군산시는 지역화폐 부서가 운영 중이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전담직원이 없어 

타 업무와 함께 보는 상황이며, 지역화폐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으로 정책검토와 

자문을 받고 있는 곳은 전주시가 유일하다. 또한 정책방향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

인할 수 있는 전문용역도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역화폐 예산에는 운영비를 제외하

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사업 예산이 없는 상황이다.

▫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

 먼저, 지역화폐 정책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는 정책운영의 출발점이다.

 발행액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낳고 있는지, 가맹점 규모, 업종, 지역별 매출 규모 등의 

실질적 데이터 확보를 통해서 정교하고 필요한 정책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 정책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의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



 둘째,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공무원이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책을 수정 보완 할 수 없다. 전문가의 지원을 받

을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과 정책보완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전담인력 배치와 이를 지원하는 전라북도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담인력 배치로 행정 처리와 함께 시민참여와 확보와 정책검증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일사업으로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사업의 전담인력 배치

는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공동체적 소비를 실천하는 교육 및 실천운동을 조직하는 정책사업이 필요하다.

 경제적 인센티브의 한계를 극복하는 가치적 동의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문

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한시적 정부지원이 끝나기 전에 공동체적 소비에 동의한 시민기반

을 확보하는 사업운영이 필요하다.

 다섯째, 과도한 대행업체 수수료 조정과 지역 환원을 논의해야 한다.

 익산시가 지역화폐 대행업체 계약단계에는 연간 최대 발행액을 200억 규모로 설정하고 

발행액의 1.2%(2-3억 수준)로 계약했다. 하지만, 계약 첫해인 2020년 발행액이 1,800억을 

넘어 13.2억을 수수료를 지불했다. 과도한 계약 조정과 지역 환원 방안을 찾아야한다.

 여섯째, 정책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정책발행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현금성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다. 정책발행 

지원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과 함께, 개별 불만이 표출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적 

합의를 통해서 정책발행의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

 일곱째, 전라북도의 정책지원과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화폐 정책연구는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에 따

른 자치단체간의 갈등요인은 광역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조사를 통해서 

전라북도가 지역화폐에 대한 재정지원 4% 말고는 정책적인 지원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전라북도 자치단체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황

 1) 최근 3년 동안 전국 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황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1) 제정으로 정부의 지원과 자치단체의 역할 규정

◽ 2020년 9월 기준 전국 243곳 지자체 중 228곳(93.8%)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중이다.

 - 광역자치단체 중에 제주도, 세종시가 발행하고 있음  

◽ 2018년 0.37조 2019년 3.2조, 2020년 16.87조로 급증

◽ 국비지원 판매 및 발행예산 19.1조, 자치단체 자체 판매액 9.37조

[표 1] 연도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현황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

총 판매액(A=B+C) 0.37조 3.2조 13.3조 19.1조 35.97조

국비 지원규모 판매액(B) 0.1조 2.3조 9.2조 15조 26.6조

지자체 자체발행 판매액(C) 0.27조 0.9조 4.1조 4.1조 9.37조

◽ 행정안전부 21년 1월 13일 보도자료 재구성 

◽ 21년 발행을 위한 국가예산 지원 기준 / 자체발행 예산 총계 없어 20년 예산 준용  

 2) 정부지원을 통한 발행･판매 대폭 확대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0년 5월 1일 제정)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4조(발행실적 등의 제출)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2] 정부지원 내역

연도별 지원내용 지원액 재 원

2018 고용위기지역 10% 할인비용 지원(군산 71억 등) 100억 원 추경 60, 예비비 40억
2019 2.3조 원에 대해 발행액의 4% 지원 884억 원 예비비533, 특교351억

2020

(본예산) 3조 원에 대해 발행액의 4% 지원 1,113억 원 국비712억, 특교 401억
(1차추경) 3조 원에 대해 발행액의 8% 지원 2,400억 원 추경 2,400억 원
(3차추경) 3.6조 원에 대해 발행액의 8% 지원
본예산 잔여분 1.9조 원에 대해 4% 추가 지원

2,400억 원
777억 원

추경 3,177억 원

2021 15조 발행액 8%, 6%, 불교부단체 4%, 3% 지원 1조 522억 원 국비 1조 522억 원
◽ 행정안전부 자료



 3) 2020년 시·도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현황

◽ 경기 2.5조(18.88%), 인천 2.5조(18.77%), 부산 1.2조(9.32%), 전북이 0.9조(7.48%) 네번째 순이고, 대

부분 지역 총 판매액 국비지원 발행규모 초과

◽ 전라북도가 비중이 높은 것은 군산시 4,971억 원 판매 때문이다.

◽ 군산시 4,971억, 포항 4,034억, 화성 2,799억, 안산 2,016억, 청주 1,975억 순

[표 3] 2020년 시･도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

단위: 억원

구 분 국비지원판매액 자체판매액 총 판매액 구성비(%)

합계 92,401 40,515 132,916 100

서울 - 5,484 5,484 4.13

부산 9,004 3,381 12,385 9.32

인천 11,065 13,880 24,945 18.77

광주 6,151 0 6,151 4.63

대전 6,500 1,717 8,217 6.18

울산 3,137 16 3,153 2.37

대구 3,000 193 3,193 2.40

세종 1,746 0 1,746 1.31

경기 16,420 8,680 25,100 18.88

강원 2,879 798 3,677 2.77

충북 3,106 1,511 4,617 3.47

충남 4,118 928 5,046 3.80

전북 8,409 1,527 9,936 7.48

전남 4,151 916 5,067 3.81

경북 7,241 570 7,811 5.88

경남 5,418 904 6,322 4.76

제주 56 10 66 0.05

◽ 행정안전부 21년 1월 13일 보도자료 재구성 



2. 전라북도 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황

 1) 최근 5년 전북 자치단체별 발행액 현황

◽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의 최근 5년 간 발행액은 2조 6,437억 발행,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

화 목적으로 2020년 1조 1,689억, 2021년 9,299억 급격하게 발행액 증가했다.

◽ 군산시 1조 4,910억(56.40%), 익산시 2,504억(9.47%), 남원시 2,194억(8.30%) 전주시 1,862억

(7.04%), 군 지역은 고창군 745억(2.82%), 장수군 513억(1.94%), 무주군 511억(1.93%) 순이고, 진안군 

160억(0.61%)으로 가장 적게 발행했다.

◽ 2000년 11월  김제시가 처음 도입하였고, 2020년부터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가 전부 발행했는데, 

재난지원금이 출발점이었다.

[표 4] 전북 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현황
단위 : 백만

자치단체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 계

금액 비율(%)

전주시       27,244 158,955 186,199 7.04

군산시   91,000 400,000 500,000 500,000 1,491,000 56.40

익산시       182,892 67,477 250,370 9.47

정읍시     5,000 25,730 20,022 50,752 1.92

남원시     12,000 132,413 75,000 219,413 8.30

김제시 1,500 1,565 3,285 61,602 26,527 94,479 3.57

완주군   2,000 3,000 25,000 5,300 35,300 1.34

진안군     1,000 10,000 5,000 16,000 0.61

무주군     4,000 34,761 12,387 51,148 1.93

장수군 500 1,000 2,800 37,000 10,000 51,300 1.94

임실군 1,000 500 1,300 25,000 10,000 37,800 1.43

순창군     3,000 25,000 15,000 43,000 1.63

고창군     8,000 50,253 16,270 74,524 2.82

부안군     2,500 31,970 8,000 42,470 1.61

합 계 3,000 96,065 445,885 1,168,865 929,940 2,643,755 100.00

◽ 정보공개청구 자료 재구성 / 2021년 현재 발행액



 2) 최근 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종류

◽ 2조 6,438억 발행액을 발행 종류로 구분하면 종이형 1조 7,103억(64.69%), 모바일형 2억(0.01%), 카

드형 9,333억(35.30%) 발행하고 있다.

◽ 종이형 발행 비율과 금액을 보면

 - 비율로 장수군과 진안군 100%, 임실군 94.71%, 순창군 91.86%, 부안군 91.76%로 군지역 비율 높다.

 - 금액으로 군산시 1조 1,330억, 남원시 1,970억, 김제시 789억, 장수군 513억 순이다. 

◽ 모바일형 발행은 임실군 2억(0.53%) 유일하다.

◽ 카드형 발행 비율과 금액을 보면

 - 비율로 익산시와 전주시 100%, 정읍시 90.15%, 고창군 43.90%, 군산시 24.01% 순이다.

 - 금액으로 군산시 3,580억, 익산시 2,503억, 전주시 1,862억, 정읍시 457억, 고창군 327억 순이다.

[표 5] 전북 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종류 현황
단위 : 백만, %

자치단체 발행액
종이형 모바일형 카드형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전주시 186,199   -  186,199 100

군산시 1,491,000 1,133,000 75.99 358,000 24.01

익산시 250,365     250,365 100

정읍시 50,752 5,000 9.85 45,752 90.15

남원시 219,413 197,000 89.79 22,413 10.21

김제시 94,479 78,915 83.53   15,564 16.47

완주군 35,300 32,000 90.65   3,300 9.35

진안군 16,000 16,000 100.00     

무주군 51,148 41,000 80.16   10,148 19.84

장수군 51,300 51,300 100.00     

임실군 37,800 35,800 94.71 200 0.53 1,800 4.76

순창군 43,000 39,500 91.86 3,500 8.14

고창군 74,524 41,805 56.10   32,719 43.90

부안군 42,470 38,970 91.76   3,500 8.24

계 2,643,750 1,710,290 64.69 200 0.01 933,260 35.30

▫ 정보공개청구 자료 재구성



 3) 최근 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형태

◽ 지역사랑상품권은 크게 일반발행2)과 정책발행3)으로 구분하는데,

◽ 일반발행 2조 4,848억(93.99%) 원이며, 전주시 100%, 군산시 99.84%, 부안군 99.80% 발행했다.

◽ 정책발행 1,570억(5.94%) 원이며, 비율로는 고창군 45.91%, 진안군 31.25%, 임실군 30.42%, 완주군  

   26.96%순, 금액으로는 고창군 342억, 김제시 240억, 익산시 214억, 남원시 142억, 임실군 115억 순

이다.

[표 6] 전북 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형태 현황
단위 : 백만, %

자치단체 발행액
일반 발행 정책 발행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전주시 186,199 186,199 100

군산시 1,491,000 1,488,550 99.84 2,450 0.16

익산시 250,365 228,978 91.46 21,387 8.54

정읍시 50,752 45,000 88.67 5,752 11.33

남원시 219,413 205,190 93.52 14,223 6.48

김제시 94,479 70,414 74.53 24,065 25.47

완주군 35,300 25,784 73.04 9,516 26.96

진안군 16,000 11,000 68.75 5,000 31.25

무주군 51,148 41,366 80.88 9,782 19.12

장수군 51,300 41,505 80.91 9,795 19.09

임실군 37,800 24,300 64.29 11,500 30.42

순창군 43,000 33,791 78.58 9,209 21.42

고창군 74,524 40,307 54.09 34,216 45.91

부안군 42,470 42,384 99.80 86 0.20

계 2,643,750 2,484,768 93.99 156,982 5.94

▫ 정보공개청구 자료 재구성

2) 일반발행은 소비자가 원하는 금액을 충전하거나 구입하는 방식이고,
3) 정책발행은 정부나 지자체가 소비 진작이나 복지 등을 위해 지급하는 방식(자치단체는 조례 규정)
   대표적인 정책발행은 농민수당, 아동수당 등 자치단체 지원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정책 발행



 4) 정책발행 내역 세부 현황 분석

◽ 수당은 농민수당, 어민수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등 지원

◽ 지원금은 청년창업농, 전입지원, 재난지원금, 영농정착지원 금 등

◽ 기타는 소상공인카드수수료, 공무원 복지 포인트 지급 대표적

◽ 근로활동에 대한 임금 성격인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정책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표 7] 전북 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발행 세부 현황
단위 : 백만

자치단체 발행액 수당 지원금 기타 비고

전주시

군산시 2,450     2,450
· 수당 청년수당, 어민수당
· 지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광고물수거보상지원
· 기타 출산축하금, 관광스탬프 / 세부금액 구분 안됨

익산시 21,387 4,056 14,230 3,101
· 수당 농민수당, 종사자처우개선 행복수당, 귀농인농업장려수당
· 지원 소비촉진지원, 한시생활, 정부재난지원, 이사비지원
· 기타 소상공인카드수수료, 복지포인트 등

정읍시 5,752 5,592 136 25
· 수당 농민수당 
· 지원 전북형 청년창업농지원,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 기타 신고포상금, 친절택시 선정, 우수공무원 선정

남원시 14,223 6,000 8,000 223 · 수당 농민수당  지원 재난지원금  기타 복지포인트

김제시 24,065 6,220 17,490 355
· 수당  농민수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 지원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재난지원, 노인일자리 등 
· 기타  페이백 이벤트, 포상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완주군 9,516 5,405 1,269 2,842
· 수당 – 농민수당 
 지원 - 전입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 기타 - 복지포인트, 직원공제, 포상 탄소포인트, 결혼축하금

진안군 5,000 3,800 1,200   - 수당 농민수당, 지원 한시적생계비 지원

무주군 9,782 2,890 6,892   
· 수당 - 농민수당
· 지원 - 재난기본소득, 한시생활, 노인일자리 민생지원, 재난지원

장수군 9,795       · 전입지원,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직원 복지포인트

임실군 11,500 6,400 3,000 2,100 · 수당 - 농민수당 · 지원 - 재난지원금 · 기타 - 수급자 및 복지

순창군 9,209       · 내역 비공개

고창군 34,216   33,920 296
· 지원 - 프리랜서, 재난지원, 운수종사자, 한시생활비 지원 등
· 기타 - 포상, 복지포인트, 군민참여정책아이디어, 우수공무원

부안군 86 - 86 - · 지원 - 전입지원

156,982 40,363 86,223 11,391 

▫ 정보공개청구 자료 재구성

 



3. 최근 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예산 현황

 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운영예산 현황

◽ 최근 5년 지역사랑상품권 2조 6,438억 발행을 위해 총 3,439억 운영예산4)(국도비와 자체예산) 편성

◽ 총 3,439억 운영예산 중에 할인보전금 2,822억(82.06%) 페이백 222억(6.46%), 운영비 395억         

  (11.49%) 집행되었다. 이중에 국비 1,584억, 도비 101억, 시군비 1,135억 예산 소요 된다.

◽ 페이백 222억은 익산시 217억, 김제 3억, 순창 1.4억, 무주군 0.8억으로 4개 자치단체만 운영했고, 

21년 현재 기준으로는 익산시만 운영하고 있다.

◽ 운영비 395억은 종이형 제작비, 운영수수료, 홍보비 등 관리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코로나19에 대한 재정정책으로 운영되어 21년 현재 할인율은 10% 동일하다.

[표 8] 최근 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예산 현황

단위 : 백만, %

자치단체
할인보전금 페이백 운영비

합 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282,195 82.06 22,204 6.46  39,501 11.49 343,900

전주시 26,229 95.19   1,326 4.81 27,555

군산시 145,700 86.28   23,178 13.72 168,878

익산시 29,528 54.92 21,685 40.33 2,550 4.74 53,763

정읍시 6,403 91.29 - 1.00 611 8.71 7,014

남원시 17,352 83.98   3,311 16.02 20,663

김제시 28,433 93.84 302 1,563 5.16 30,298

완주군 1,947 81.43   444 18.57 2,391

진안군 1,051 73.19   385 26.81 1,436

무주군 4,979 75.50 81 1.23 1,535 23.28 6,595

장수군 4,136　 92.49 336 7.51 4,472

임실군 2,589 73.03   956 26.97 3,545

순창군 2,740 72.58 136 3.60 899 23.81 3,775

고창군 5,200 68.73   2,366 31.27 7,566

부안군 5,908 99.31   41 0.69 5,949

◽ 정보공개청구 자료 재구성

4) 운영예산에는 할인보전금(지역사랑상품권 구입 지원금), 페이백(지역사랑상품권 소비 촉진 지원금), 운
영비(종이형 발행비, 시스템 운영 수수료, 홍보비 등 관리비용)으로 구성 된다.



 2)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예산 내역

◽ 할인보전금 2,822억은 국비 1,585억(56.15), 도비 101억(3.59%), 자체예산 1,136억(40.25%)로 구성

◽ 국비예산 평균 비율 56.15% 보다 높은 곳은 임실군 86.56%, 진안군 77.93%, 고창군 77.69%, 남원시 

73.37%, 부안군 73.26%, 완주군 72.21% 순으로 군지역의 국비지원 비중이 높음

  - 국비는 2019년, 2020년 특별교부세로 지원 함.

◽ 도비예산 평균비율 3.59%인데 고창군 13.08%, 완주군 11.30%, 정읍시 10.93%, 순창군 8.87% 순이다.

  - 도비지원은 2020년부터 지원되었고, 2021년에는 최대 5억으로 정액 지원 함.

◽ 자체예산 평균비율 40.25%인데 김제시 69.97%, 전주시 65.54%, 익산시 47.46%, 무주군 40.71% 순

  - 자체예산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는 국도비 지원사업 외에 추가사업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국비특별지원으로 자체예산 비율이 낮다.

[표 9] 최근 5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예산 내역

단위 : 백만, %

자치단체
국비 도비 자체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158,463 56.15 10,139 3.59 113,593 40.25 282,195

전주시 8,088 30.84 950 3.62 17,191 65.54 26,229

군산시 94,700 65.00 2,000 1.37 49,000 33.63 145,700

익산시 14,613 49.49 900 3.05 14,015 47.46 29,528

정읍시 4,443 69.39 700 10.93 1,260 19.68 6,403

남원시 12,732 73.37 1,400 8.07 3,220 18.56 17,352

김제시 6,239 21.94 2,300 8.09 19,894 69.97 28,433

완주군 1,406 72.21 220 11.30 321 16.49 1,947

진안군 819 77.93 28 2.66 204 19.41 1,051

무주군 2,872 57.68 80 1.61 2,027 40.71 4,979

장수군 0 0.00 0 0.00 4,136 100.00 4,136

임실군 2,241 86.56 118 4.56 230 8.88 2,589

순창군 1,942 70.88 243 8.87 555 20.26 2,740

고창군 4,040 77.69 680 13.08 480 9.23 5,200

부안군 4,328 73.26 520 8.80 1,060 17.94 5,908 

◽ 정보공개청구 자료 재구성
◽ 장수군은 할인보전금에 대한 세부내역 공개하지 않아, 자체예산으로 구분 함



 3)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비 예산 내역

◽ 전북 14개 자치단체 운영비5) 395억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및 판매대행사 수수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 한국조폐공사 7개 자치단체와 계약(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 나이스정보통신 4개 자치단체와 계약(김제시, 무주군, 고창군, 부안군)

 - 전주시는 전북은행, 익산시는 ㈜KT와 계약 했다.

◽ 수수료율은 임실군 1.5%, 고창군과 무주군 1.3%(NICE정보통신), 익산시 1.1%(KT) 이며, 모바

일 발행은 0.3% 이다.

 - 발행액에 대한 수수료율로 계약한 익산시 1.1%, 전주시 0.48%,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원에 

따라 발행액이 급증함에 따라 수수료율 인하에도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다.

 - 특히, 익산시 2019년 250억 발행액 기준으로 계약,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지원금 20%  

  (할인보전금 10% 소비촉진지원금 10%) 당초계획 보다 폭발적인 1,829억(731%) 발행으로 운

영수수료만 13억 2천만원 지급 함.

 - 발행액 급증에 따른 수수료율 조정에도 익산시만 0.1% 조정에 머물고 있다.

5) 운영비 대행사(운영, 판매)수수료, 종이형 제작비

[표 10] 최근 5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자치단체 운영예산
대행수수료(카드 및 모바일, 지류) 카드발급/판

매환전 비고
수수료 대행업체/기간

전주시 1,326,000
2천5백억 0.48%
초과시 0.24%

전북은행3년
(20.9-22.12)

전북은행

군산시 23,178,400
모바일 0.3-1.7%

(20.7-21.수수료 0.3%)
한국조폐공사 지류 95원

익산시 2,550,000
2천억 이하 1.1%
2천억 이상 1.0%

(주)KT /3년 
(19.11-22.12)

농협/하나 은행0.5%

정읍시 610,946
월 40,700원 

모바일1.9%(0.3%조정) 
한국조폐공사 은행/19개

남원시 3,311,223
지류 95원

카드모바일 0.3%
한국조폐공사 은행 은행0.5%

김제시 1,563,194
6억 계약 

분기별 5천만 지급
NICE정보통신
3년 (20.7-22.)

은행 은행0.5%

완주군 443,840 지점당488,400원(1년) 한국조폐공사 농협/18개 환전0.8%



카드발행액 0.3%

진안군 385,369 판매대행 월 40,700원 한국조폐공사 은행/6개

무주군 1,534,981
3.48억 계약 
수수료 1.3%

NICE정보통신
3년(20.5-22.)

은행/26개

장수군 335,783
대행점 월 40,700원
발행 장당 150원

한국조폐공사 은행/19개 은행0.5%

임실군 955,887
은행수수료 1.5%

(21.3-0.8%에서 인상)
은행/25개

순창군 898,585
대행점 488,400원(1년)
모바일 판매액 0.3%

한국조폐공사 은행/26개
판매0.8%, 
환전0.5%

고창군 2,365,500
4.45억 계약
수수료 1.3%

NICE정보통신
3년(20.2-23.)

은행/27개

부안군 41,312 NICE정보통신 은행 은행0.5%

합 계 39,501,020

▫ 정보공개청구 자료 재구성



4.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운영 현황

 1) 지역사랑상품권 가입자 및 구매 한도 현황

◽ 지역사랑상품권 가입자6) 자치단체 인구 156만명 중에 가입자 49만 2천명 가입률 31.49%이다.

  - 무주군 61.85%, 군산시 53.21%, 김제시 40.25%, 고창군 38.10%, 익산시 34.92% 순이다.

◽ 할인구매한도액은 월 100만원(고창군, 남원시), 월 70만원(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월 50만원(익산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월 30만원(전주시) 순임.

  - 순창군은 월 한도액 50만원인데, 연간 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음

◽ 발행대상 : 만 14세 이상 발행,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19세 이상 발행, 김제시는 지류 19세 이상

[표 11] 전북 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가입 및 운영 현황
단위 : 명, %

자치단체 인구
(2021.3)

가입자 현황 할인구매한도
비고

가입자수 비율 월별 연간

계 1,563,707 492,434 31.49

전주시 657,064 152,071 23.14 30만 21.4부터 할인구매 한도 조정

군산시 266,959 142,060 53.21 70만

익산시 280,585 97,967 34.92 50만

정읍시 107,710 27,669 25.69 70만 63만 충전시-70만 지급

남원시 100만

김제시 82,079 33,039 40.25 70만 본인명의 카드 3장 발급

완주군 91,127 4,157 4.56 50만

진안군 50만 지류만 발행 / 21.5 카드

무주군 23,940 14,807 61.85 50만

장수군 50만 단체 5% / 지류만 발행

임실군 50만 20년 부터

순창군 50만 500만

고창군 54,243 20,664 38.10 100만 지류50만 카드100만 혼합가능

부안군 50만 법인단체할인구매 불가

◽ 정보공개청구 자료 재구성

◽ 진안군은 군 외 지역 가맹점 가입 가능

 

6) 가입자 확인이 가능한 자치단체의 인구수를 대상으로 집계
 ◽ 진안군, 장수군은 카드발행을 하지 않아 가입자 통계 자체가 불가능 함.
 ◽ 가입자수가 빠진 자치단체 정보 미공개(남원시, 임실군, 부안군, 순창군)



 2)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현황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52,101개인데, 전주시 14,592개, 군산시 10,837개, 익산시 8,016개, 정읍시 

3,531개 순이다.

◽ 가맹점 가입 조례 제한(불법사행사업, 유흥시설, 대형마트, 지역 외 본사 중대형 등이 공통적 대상)

◽ 업종별 분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별 분류기준이라 통일적인 통계는 어렵다.

  - 소매업, 음식점, 서비스, 제조업, 병원 등 실생활에 이용이 많은 업종에 집중되어 있음.

  - 농촌지역은 농업관련업이나, 병원의 가맹점이 많음

  - 익산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은 자료가 미비한 상황 임

[표 12] 전북 자치단체 업종별 등록 현황
단위 : 개소

자치단체 총계 자치단체별 상위등록 현황

전주시 14,592 쇼핑/음식
8,371

교육/교양
1,797

건강/병원
1,067

운동/자동차
1,251

기타 
2,106

군산시 10,837 소매업 4,692 음식업 3,221 서비스2,099 제조업 339 기타 486

익산시 8,016

정읍시 3,531 소매업 1,426 음식점 1,054 서비스 622 제조업 178 기타 251

남원시 3,303 소매업 1,304 음식점 973 서비스 454 교육 73 기타 499

김제시 1,921 도소매 247 소매 183 음식 173 소매업 161 기타 159

완주군 1,888

진안군 578 도소매 278 음식 194 서비스업 63 제조업 29 기타 14

무주군 1,097 한식 271 음식점 42 편의점 38 슈퍼 33 기타 725

장수군 773 음식점업 195 소매업 133 서비스 65 제조업 32 기타 350

임실군 940 음식업 442 소매업 377 주유소 25 서비스업 51 기타 45

순창군 898 소매업 353 음식점 262 서비스 144 제조업 73 보건 66

고창군 2,097

부안군 1,630

▫ 정보공개청구 자료 재구성



 3)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한 위원회 현황

ú 전북 14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는 곳은 전주시만 독자

적인 역할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

 - 익산시는 익산시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ú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위원회로 운영 모니터, 정책검토와 평가, 발전방향

을 제시하기 위한 곳으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ú 자치단체 최대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문적인 정책점검과 대안을 제시하

는 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ú 지속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이 되기 위해 경제적지원에 의한 발행액 확대 보다 지속가능한 지

역경제 선순환의 정책목표에 맞는 실질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을 마련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표 13] 전북 자치단체 업종별 등록 현황
단위 : 개소

내용 전주시 익산시

명칭 전주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 익산사랑상품권 운영협의회

시기 2020.9.28. - 2022.9.27. 구성 2020.12.30. 구성

구성 18명 (당연직 3명, 위촉직 15명)
11명 (당연직 2명, 위촉직 9명)
익산시유통상생발전협의회 기능 대신

기능

상품권 시책 수립 및 시행
사업운영 중 공정을 요 하는 사안 판단
가맹점 등록의 부적합 사유 판단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판매대행점·운영대행사 지도·감독 관
한 사항

운영 5차 운영 실적 없음(대면회의 자제)

▫ 전북 자치단체 정보공개청구 자료 재구성

※ 익산시 별도 위원회를 구성없이, 익산시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역할 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