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 To 트레블 캠페인 소개 

【GO TO 트레블 캠페인이란？】 

여행 수요를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여행에 대한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는 숙박 혹은 당일치기 여행 대금 총액의 50% 상당을 지원합니다. 

지급액의 70%는 여행 대금 할인으로, 30%는 여행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공통쿠폰이라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10 월 1 일 숙박부터) 

 

【Go To 트레블의 메리트】 

１． 국내 여행을 대상으로 여행대금의 50%를 국가가 지원 

２． 한 사람 당, 당일치기 여행의 경우 최대 1 만엔, 숙박을 할 경우 최대 2 만엔을 국가가 지원 

３． 숙박 수, 사용 횟수 제한 없음! 

 

【2020 년 7 월 22 일 출발～】 

 

  

할인지원금 

35％ 

실제 지불액 

65％ 

여행 대금 총액의 35%를 지원합니다. 

예) 당일치기 

1 인 숙박대금：20,000 엔 

여행자 부담(65%) :13,000 엔 

지원액(35%)：7,000 엔 

예）여행 상품 혹은 숙박 

1 인 숙박대금：40,000 엔 

여행자 부담(65%) :26,000 엔 

지원액(35%)：14,000 엔 

 



 

【2020 년 10 월 01 일 출발～】 

 

 

 

 

 

【대상 여행과 지원금액】 

⚫ 여행 상품 혹은 숙박의 경우, 1 인당 최대 20,000 엔까지 지원됩니다. 

⚫ 당일치기의 경우, 1 인당 최대 10,000 엔까지 지원됩니다. 

 

【지역공통쿠폰】 

10 월 1 일 이후의 여행이 대상이 됩니다. 

쿠폰은 여행 회사・숙박시설에서 배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일본어만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간】 

2020 년 7 월 22 일～사업 종료까지：여행 대금 총액의 35%가 지원됩니다. 

2020 년 10 월 1 일 이후의 여행：여행 대금 총액의 35%와 15%의 지역공통쿠폰, 총 50%가 

지원됩니다. 

【이용 방법】 

⚫ 예약 혹은 지불을 한 여행대리점이나 예약 사이트에 따라 상이하므로 직접 연락해 주십시오. 

⚫ GO TO 캠페인 홈페이지（일본어만 지원）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행 대금 총액의 35％ 그리고 15％ 추가분은 지역 

공통쿠폰이라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예）당일치기 

1 인 숙박대금：20,000 엔 

여행자 부담(65%) :13,000 엔 

지원액(35%)：7,000 엔 

지역공통쿠폰(15%) : 3,000 엔 

예）여행 상품 혹은 숙박 

1 인 숙박대금：40,000 엔 

여행자 부담(65%) :26,000 엔 

지원액(35%)：14,000 엔 

지역공통쿠폰(15%) : 6,000 円 

 

 

할인지원금 

35％ 

실제 지불액 

65％ 

 

15％분 

지역공통쿠폰 

 
35％+15%=50%  

 

https://goto.jata-net.or.jp/index.html#about
https://goto.jata-net.or.jp/index.html#about


【주의 사항】 

⚫ 할인 판매된 상품은 환급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코로나 상황과 국가 예산 한도에 따라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연속 숙박 및 이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지급 금액의 상한은 이용할 때마다 적용됩니다.. 

⚫ 9 월 30 일까지는, 도쿄도 목적지인 여행 혹은 도쿄도에 거주 중인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행자가 지켜야할 사항】 

⚫ 여행 전에 체온 체크를 하시고 발열이나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을 하지 마십시오. 

⚫ 코로나 접촉 확인 어플리케이션을 적극 이용해주십시오. 

⚫ 3 밀(밀집, 밀접, 밀폐)이 발생하는 장소나 시설은 피하고 큰 목소리를 내는 행위도 삼가십시오. 

⚫ 체온 및 본인 확인, 감염 방지 사항에 대해 직원에게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 청소년 단체 여행, 코로나 위험군인 고령자 단체 여행, 대규모 연회를 동반하는 여행은 코로나 

감염에 취약・위험하기 때문에 자제해 주십시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 Go To 캠페인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o To 캠페인 공식 사이트 

https://goto.jata-net.or.jp/ （일본어만 지원） 

 

환급 방법 설명 

https://goto.jata-net.or.jp/assets/docs/20200728_1100_youryou.pdf （일본어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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