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사랑상품권
착한임대인

소비자매뉴얼



지역사회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통칭하는 말 ( ※ 카드형, 종이형 상품권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1-1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서울사랑상품권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구분

이름 서울사랑상품권 종로사랑상품권 등 25개

사용처

해당 자치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

(종로사랑상품권 – 종로구 내 
제로페이가맹점에서 사용)

서울시 내 
제로페이 가맹점

혜택 연말 소득공제 30%

Q. 무슨 상품권을 받으셨나요?

동대문구사랑상품권
서대문사랑상품권
은평사랑상품권
강남사랑상품권
종로사랑상품권
강동사랑상품권
동작사랑상품권
마포사랑상품권
관악사랑상품권
도봉사랑상품권
성북사랑상품권
성동사랑상품권
중구사랑상품권
강북사랑상품권
양청사랑상품권

금천 G밸리 사랑상품권
중랑사랑상품권
광진사랑상품권
구로사랑상품권

영등포사랑상품권
송파사랑상품권
노원사랑상품권
강서사랑상품권
용산사랑상품권
서초사랑상품권



이용절차

2-1 서울사랑상품권 이용방법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앱 (19개) 이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1
서울사랑

상품권 결제앱 
설치

2
회원가입 및
계좌연동

3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클릭

4
상품권 종류
선택 및 구매
또는 선물등록

5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결제

모든 은행 (11) 해당 은행 (8)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페이코

핀트 핀크 티머니페이 슬배생

010제로페이 유비페이 Syrup Wallet

우리 WON 뱅킹 올원뱅크(농협) BNK경남은행 썸뱅크(부산은행)

IM샵(대구은행) 뉴스마트뱅킹
(전북은행)

광주은행
개인뱅킹

신한 쏠(SOL)



2-2 서울사랑상품권 이용방법 – 비플제로페이

앱스토어 / 플레이스토어에서 ‘비플제로페이’ APP 검색 및 설치

회원가입

계좌등록



2-3 서울사랑상품권 이용방법 – 체크페이

앱스토어 / 플레이스토어에서 ‘체크페이’ APP 검색 및 설치

회원가입

계좌등록



2-4 서울사랑상품권 이용방법 – 머니트리

앱스토어 / 플레이스토어에서 ‘머니트리’ APP 검색 및 설치

회원가입

계좌등록

연동 계좌 선택하기

본인 계좌 인증하기



3-1 서울사랑상품권 선물 등록방법

선물 등록하기

선물/쿠폰등록클릭    문자로 받은 PIN번호 입력          등록완료



3-2 서울사랑상품권 결제하기

결제하기



3-3 서울사랑상품권 선물하기

선물하기



4-1 서울사랑상품권 묻고 답하기

상품권 구매 시 정가 / 할인 구매에 대해 알려주세요.Q1Q1

A
l 할인율 7~10%이며 할인율은 각 자치구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상시 변동 가능합니다.  
  - 10% 할인 시, 종로사랑상품권 10,000원 권을 9,000원에 구매 가능
  - 7% 할인 시, 종로사랑상품권 10,000원 권을 9,300원에 구매 가능

월 할인 구매한도는 어떻게 되나요?Q2Q2

A

l 할인 구매한도는 월 70만 원입니다. 할인 구매한도는 매월 1일 갱신됩니다.
     따라서 월 70만 원까지는 할인율을 적용받아 구매하실 수 있으나,
     70만 원 이상 구매 시 상품권 액면가 그대로 구매하게 됩니다.  
   - 종로사랑상품권 10% 할인 시, 70만 원 구매 시까지는 10% 할인을 
     적용 받아 70만 원 ▶ 63만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l 할인 구매한도는 결제앱에 통합되어 관리됩니다.



4-2 서울사랑상품권 묻고 답하기

상품권은 얼마까지 보유할 수 있나요?Q3Q3

A
l 상품권은 상품권 권종별로 20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예) 종로사랑상품권 200만 원 보유, 성동사랑상품권 200만원 보유 ▶가능
          광진사랑상품권 300만 원 보유 ▶ 불가능 

상품권 환불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Q4Q4

A
l 미사용 상품권의 경우 7일 이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l 상품권을 사용했을 경우
   -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 ‘ 구매가'(할인지원금 제외) 기준 환급   
   - 예) 10,000원권을 9,000원에 구매 후, 6,000원 사용 
          ▶ 환불 신청 시 3,600원 환불



4-3 서울사랑상품권 묻고 답하기

선물 받은 상품권도 환불 가능한가요?Q5Q5

A
l 선물 받은 상품권의 경우, 법인 선물을 제외하고 환불 가능합니다.
     단, 최초의 구매자의 구매일 / 지원금 기준으로 환불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유하신 상품권 별 환불 가능 조건은 상품권 환불 메뉴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환불 신청 완료되었는데 환불금이 입금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
나요?

Q6Q6

A
l 환불 신청 후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에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l 계속 입금되지 않으면 고객센터 (1670-0582)로 전화 바랍니다.



4-4 서울사랑상품권 묻고 답하기

종로사랑상품권은 서울시 전체에서 사용 가능한가요?Q7Q7

A
l 상품권은 발행 자치구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로사랑상품권은 종로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종로사랑상품권을 성동구, 금천구 등 타 자치구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이면 다 사용 가능한가요?Q8Q8

A
l 제로페이 가맹점 중 대형 마트, 백화점, 유통 및 사행성 점포는 
     제로페이 가맹점이어도 상품권 사용이 불가합니다. 
     각 구별로 상품권 사용처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홈페이지에서 
     가맹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5 서울사랑상품권 묻고 답하기

결제 가능 금액이 상품권 잔액과 다릅니다. 왜 그런가요?Q9Q9

A l 가맹점 별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유하신 상품권 중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금액이 
     ‘ 결제 가능 금액‘이며, 결제 가능 금액 내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할 상품권을 선택할 수 없나요?Q10Q10

A
l 비플제로페이 사용자 : 결제할 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l 그 외 결제앱 사용자 : 상품권을 여러 개 보유하실 경우, 해당 가맹점에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자동 결제됩니다. 단,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 
     2개 이상일 경우 유효기간이 짧은 순으로 결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