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를 쓰면

사용자 혜택은 쌓이고

소상공인 매출은 오르고

지역경제에는 활력이 생기는

1석 3조의 광주상생카드!

광주상생카드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가 
발행하고 지역 내 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체크 및 선불카드 입니다.

·체크카드
·선불카드 (3·5·10·20·50만원 권)

체크카드 선불카드

광주상생카드 종류

운영대행사

광주광역시 소재 9만여개 가맹업소 (비씨카드 등록된 가맹점 주소 기준)

※   고속버스·철도·항공사·택시·이동통신 요금 등 업종은 가맹업소 
주소와 상관없이 수도권 등에서도 이용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SSM, 유흥업소, 온라인 가맹점
(PG, 인터넷 Mall),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단일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업소(스타벅스 등) 등

※   선불카드 이용제한
   ·취소시 수수료가 부과되는 예매 가맹업소
        (영화, 철도, 고속버스 예매 등)
   ·부분취소 가능 가맹업소 (항공권 등)

광주상생카드 [체크]

광주상생카드 [체크]

광주상생카드 [선불]

광주상생카드 [선불]

광주은행 영업점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광주은행 모바일웹(m.kjbank.com)

카드 연결계좌에 입금된 금액 내에서 사용 
(일반체크카드 사용방법과 동일)  ※ 연회비 없음

광주은행 영업점
※   현금 또는 광주은행 신용 · 체크카드로 구매가능

권면금액 내에서 사용 (3·5·10·20·50만원 권)
(재충전 가능/권면금액 60% 이상 사용한 경우 잔액환불 가능)

발급신청 및 구매방법

사용방법

이용가능 업소

이용제한 업소

지역 경제를 살리는 현명한 선택



이용금액의 0.2% 캐시백
국세청 기준 전통시장 등록 가맹점에 한해 캐시백 
서비스 제공

※ 오매서비스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실적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제공 됩니다.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월 3회 면제
(전월 이용실적 20만원 이상 시 제공)

전통시장 가맹점

광주상생카드[체크] 광주상생카드[체크] 특별 혜택

기본 서비스

오매 서비스

추가 서비스

광주 테마형 시티투어 이용료 캐시백
월 1회,  건당 1,000원 캐시백

시티투어

입장료 2,000원 캐시백
월 1회, 1만원 이상 승인 건

광주과학관

입장권 20% 현장할인 (동반 3인까지)디자인비엔날레

홈경기 입장권 2,000원 현장할인 (본인)광주FC

자유이용권 50% 현장할인
동반 1인까지, 1일 1회

패밀리랜드

입장권 2,500원 현장할인 (본인)
정규시즌 광주 홈경기 일반석에 한함
(인터넷 예약분 포함)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광주 맛집 이용 시 0.2% 캐시백
광주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0.2% 캐시백

광주맛집 ·
착한가격업소

광주상생카드[체크]를 사용하는 고객님께 2019.03.20.부터 전월 
이용 실적 상관없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할인기간 : 2019년 광주광역시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할인대상 : 선불카드 구매자(법인 및 재충전자 제외)
할 인 율 : 권면금액의 5%
1인당 할인가능 구매한도 : 월간 50만원

기명등록은 광주은행 영업점,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광주은행 모바일웹(m.kjbank.com), 
광주은행 스마트뱅킹(앱)에서 가능

구매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기명등록 시)

광주상생카드[선불]

영세·중소가맹점 (연매출 5억원 이하)의 광주상생카드
결제수수료 전액 지원

광주은행 카드헬프센터 ☎1577-3650 

광주은행 영업점 창구,
광주은행 카드헬프센터(1577-3650),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광주은행 모바일웹(m.kjbank.com), 
광주은행 스마트뱅킹(앱)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업소 혜택

카드 이용 문의전화

광주상생카드[선불] 
잔액·이용 내역 조회/환불/문자통지

오매 맛있네

오매 편하네

오매 멋있네

오매 즐겁네

오매 반갑네

이용금액의 5% 캐시백
월 2회, 건당 최대 3천원 캐시백

전 주유소 리터당 50원 캐시백
월 2회, 건당 최대 3천원 캐시백

시내버스, 지하철 이용금액의 
5% 캐시백
월 최대 2천원 캐시백

이용금액의 5% 캐시백
월 2회, 건당 최대 3천원 캐시백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이용금액의 5% 캐시백
월 2회, 건당 최대 3천원 캐시백

엔제리너스, 드롭탑, 파스쿠치, 투썸플레이스

이용금액의 5% 캐시백
월 2회, 건당 최대 3천원 캐시백

슈퍼·편의점 업종

주유업종

교통

이·미용업종

영화업종

커피업종

오매 서비스 월간 통합 캐시백 한도

전월실적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통합 캐시백 
한도 1만원 2만원 3만원

※ 광주상생카드[체크] 이용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