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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역 경기 활성화의 날 운영
민간주도로 20회 추진

1
1 1월 22일 류태호 태백시장이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장보기를
하고 있다. 2 태백사랑 상품권

2

강원 태백시가 올해 총 20회에 걸쳐 지역 경기 활성화의 날 행사를

68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액 1억4천59만5천

한다.

원과 비교하면 3.5배로 늘어난 것이다.

지역 경기 활성화의 날은 지역 화폐 사용 촉진, 365 세이프타운 입

태백사랑상품권은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지역 상품권이

장료 환원 정책 홍보 등을 위해 민간 주도 캠페인으로 진행한다. 캠

다. 1999년 발행 이후 연간 판매액이 10억∼13억원이었지만, 지난해

페인은 마케팅 담당 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365 세이프타운,

판매액은 18억원을 훌쩍 넘은 18억6천328만원으로 역대 최고 판매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 시청 관계부서

액이다.

와 사회단체, 시장조합, 상인회가 이끈다.

태백시는 올해 증가 추세가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했다. ‘3% 포인트

황지연못 중앙로, 태백역, 전통시장 등 도심 순회 홍보와 SNS 카드

적립＋5% 현장 할인’이었던 구매 인센티브 지급 방법이 올해부터

뉴스 등 온라인 홍보도 한다.

‘8% 포인트 적립’으로 개선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구매 즉시 총 구

태백시는 앞서 지난 1월 10일부터 365 세이프 타운 입장권 구매 시 2

매액의 8%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추가로 받는 셈이다. 여기에 태백

만원 지역 화폐 환급, 3월부터 카드형 지역 화폐 도입 등 지역 경기

지역 최대 관광지인 365 세이프타운 이용료의 상당 부분을 지역 상

활성화에 매진 중이다.

품권으로 돌려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요금체계 개편도 판매액 증

태백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

가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지역 경기 활성화의 밑거름인 태

종합안전체험관인 365 세이프타운은 대인의 경우 2만2천원의 이용

백사랑 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료를 내면 2만원의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개편 요금체계는
지난 1월 10일부터 시행됐다.

태백 지역 상품권 판매 폭발적 증가

태백시 관계자는 “인센티브 지급 방법 개선으로 사용 불편이 해소

강원 태백시의 지역 상품권인 태백사랑상품권 판매액 증가세가 폭

된 데다 365 세이프타운 요금체계 개편, 공무원 동참 등의 효과가

발적이다. 지난해 역대 최고 판매액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증

더해지면서 구매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올 한 해 과연 어느

가 폭이 더욱 커졌다.

정도 증가할지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태백시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 태백사랑상품권 판매액은 4억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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