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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행으로 다시 일상을 재생하세요
- 6. 2.~30. 다양한 혜택을 담은 ‘2022 여행가는 달’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여행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6월 2일(목)부터 30일(목)까지 ‘2022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는 국내관광 시장의 빠른 회복을 위해 2014년
부터 매년 봄‧가을에 2주 동안 운영했던 ‘여행주간’의 연장선이다.
‘2022 여행가는 달’은 국내 여행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아
‘여행으로 재생(再生)하기’를 주제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보다 많은 기관들이 참여해 국민들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혜택을 마련했다.
할인받고 여행 가자: 교통, 숙박 등 특별할인 혜택 제공
먼저 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관 기관과
민간여행업체들이 교통과 숙박, 관광지·시설 등 각 분야에서 특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교통 부문에서는 고속철도(KTX)와 5개 관광열차 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고, 렌터카와 항공, 도시관광(시티투어)
버스도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철도) ① 숙박 예약 또는 지역체험 결합상품 구매 시 고속철도(KTX) 요금 최대 50% 할인
② 관광열차 5개 노선 운임 최대 50% 할인 ③ 내일로패스 1만 원 할인
▲ (렌터카) 카모아를 통해 렌터카 이용 시 10% 할인(인구감소지역에서는 30%)
▲ (항공) 지방공항 도착 편도노선 이용 시 1만 5천 원～2만 1천 원 할인
▲ (시티투어버스) 카카오티(T)를 통해 12개 지자체 도시관광(시티투어)버스 예약 시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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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부문에서는 7만 원 초과 숙박상품 예약 시 사용할 수 있는 지역별
할인권을 발급한다. 6월 7일(화)부터 9일(목)까지는 행사 참여 8개 지자체
(강원, 경기,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인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5만 원
특별할인권을 선착순으로 발급하고, 6월 10일(금)부터는 전 지역(서울 제외)
에서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 국가에서 인증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50%(5만 원 한도)까지 할인을 제공한다.
강릉, 동해, 삼척, 영월, 울진 등 산불 피해 지역의 조기 회복을 돕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숙박할인권을 발행하는 특별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 (숙박대전 지역편) 지역(서울 제외)에서 7만 원 초과 숙박상품 예약 시 3만 원 할인.
단, 특별할인권(5만 원) 발급은 8개 지역* 내 숙박상품 예약 시 선착순 제공(6. 7.~9./3일간)
* 숙박대전 지역편 공동참여 지자체 : 강원, 경기,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인천
※ 5만 원 할인권 사용 시 3만 원 할인권 발급 불가(숙박대전 지역편 내 1인 1매 사용 가능)
▲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 온라인을 통해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 예약 시
50%(5만 원 한도) 할인
▲ (산불피해지역 방문 캠페인) 경북·강원 산불 피해 지역(강릉, 동해, 삼척, 영월, 울진) 내
7만 원 초과 숙박상품 예약 시 3만 원 할인
※ 산불 피해 지역 방문 촉진을 위해 숙박대전 지역편과 산불피해지역 방문 캠페인
숙박할인권은 1인이 각각 1매씩 발급 가능

이 밖에 유원시설과 캠핑장 이용요금 할인, 여행업계와 여행가는 달 참여
기관의 자체 할인행사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준비되어 있다. 다만 모든
할인 혜택은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에 여기 가볼까: 지역여행 프로그램 등 참여형 관광콘텐츠 운영
어디로 갈지, 무엇을 체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최근 여행 흐름을 반영해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마음 챙김’, 개개인의 여행 취향에 맞춘
‘나만의 여행’, 지역의 특별한 친환경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등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지역여행 프로그램 36개를 운영한다. 참가 신청은 5월 24일
(화)부터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을 통해
받는다. 공식 누리집에서는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의 여행지 선택을 돕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참여기관들이 선정한 추천 여행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여행가는 달’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도 이어진다. ▲ 6월 16일(목)부터 19일
(일)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는 ‘2022 내 나라 여행박람회’가 ‘떠나라!
자유롭게! 내 나라로!’를 주제로 열린다. 올해는 여행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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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내 관광업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여행상품을 직접 사고파는
여행시장(Travel Market)도 함께 운영한다. ▲ 6월 16일(목)부터 30일(일)
까지는 ‘싱크 어스&어스(Think Earth&Us) 캠페인’을 통해 여행객과 주민
들이 참여하는 친환경 행사와 여행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여행가는 달’ 기간
동안 서해안 걷기길을 연결하는 ‘서해랑길’도 개통할 계획이다.
‘부모님과 여.행.기(여기서 행복한 기록 남기기)’ 등 온라인 행사도 개최
한다.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 등에 부모님과 함께한 여행
추억이 담긴 사진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준다. 이를 통해
국내 여행도 하고, 선물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페이스북: www.facebook.com/travelweek.kto,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travelweek.kto

‘여행가는 달’의 모든 할인 혜택은 사용조건과 판매, 사용기간이 다른 만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할인 혜택과 행사 일정,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월 24일(화)부터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김장호 관광정책국장은 “올해 ‘여행가는 달’은 국민들이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국내 여행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예년보다 많은 혜택을
준비했다. 국민들이 이를 계기로 다시 여행을 일상화하길 기대한다.”라며,
“다만 아직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손 씻기와 실내 환기 등
개인별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국내 여행을 즐기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
3.
4.
5.
6.
7.

‘2022
‘2022
‘2022
‘2022
‘2022
‘2022
‘2022

여행가는
여행가는
여행가는
여행가는
여행가는
여행가는
여행가는

달’
달’
달’
달’
달’
달’
달’

핵심 혜택
핵심 혜택 요약
지역여행 프로그램
참여기관 프로그램
여행업계 할인전
온라인 행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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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2 여행가는 달’핵심 혜택
구분

기관/사업
한국철도공사

참 여 내 용
철도할인 혜택
ㅇ(주요내용) KTX·관광열차 최대 50% 할인, 내일로패스 1만원 할인
ㅇ(판매/사용기간) 5.24(화)~7.15(금) / 6.1(수)~7.22(금)
ㅇ(구매방법) KTX – OTA(야놀자·웹투어·무브·와그·마실)에서 할인 구매 가능*
* 숙박 또는 로컬체험 결합 구매시, 최대 50% 할인 가능

관광열차·내일로 패스 – 코레일 앱/웹 및 현장발권
카모아

렌터카 할인
ㅇ(주요내용) 카모아(렌터카 가격비교 1등앱) 내 전국 렌터카 10% · 30% 할인
* 전국 기본할인 10%, 추천여행지역(인구감소지역) 30% 할인

ㅇ(판매/사용기간) 5.24(화)~7.15(금) / 5.28(토)~7.22(금)
ㅇ(구매방법) 여행가는 달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에서 렌터카
할인쿠폰 발급 후, 카모아 앱에서 렌터카 할인 구매

교통
한국공항공사

항공 할인
ㅇ(주요내용) 지방공항 도착 편도노선 1.5만원~2.1만원 할인
ㅇ(판매/사용기간) 5.24(화)~7.15(금) / 5.28(토)~7.22(금)
ㅇ(구매방법) 참여항공사(진에어·에어부산·플라이강원·하이에어·제주항공) 웹/앱
에서 할인 구매 가능
* 해당노선 : 진에어(김포→광주, 김포→포항), 에어부산(김포→울산), 제주항공
(김포→여수), 플라이강원(대구→양양, 여수↔양양), 하이에어(김포→사천, 김포→무안)

카카오모빌리티

시티투어버스 할인
ㅇ(주요내용) 카카오T 시티투어버스 50% 할인
ㅇ(판매/사용기간) 5.24(화)~7.21(목) / 5.28(토)~7.22(금)
ㅇ(구매방법) 카카오T 앱에서 시티투어버스 할인 구매

한국관광공사

숙박 할인
ㅇ(주요내용) 7만원 초과 숙박상품 이용 시 5만원, 3만원 할인
ㅇ(발급·예약기간)
- (5만원 쿠폰) 6.7(화)~6.9(목) / (3만원 쿠폰) 6.10(금)~소진시까지
ㅇ(입실기간) 6.7(화)~7.14(목)
ㅇ(이용방법) 대한민국 숙박대전 안내페이지(ktostay.visitkorea.or.kr) >
배너를 통해 온라인여행사 채널 접속 > 숙박할인권 발급 후 숙박상품 구매

숙박
한국관광공사

숙박 할인
ㅇ(주요내용) 산불피해지역* 내 7만원 초과 숙박상품 이용 시 3만원 할인
*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ㅇ(발급·예약/입실기간) 5.24(화)~5.27(금) / 5.28(토)~6.30(목)
ㅇ(발급방법)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 >
산불피해지역 방문 캠페인 배너 클릭 > 참여 온라인 여행사 확인
후 접속 > 숙박할인권 발급 후 숙박상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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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사업
한국관광공사

참 여 내 용
품질인증숙소 할인
ㅇ(주요내용)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 프로모션
(예약건당 50% 할인 적용, 할인한도 최대 5만원)
ㅇ(판매/사용기간) 6.2.(목)~6.20.(월) / 6.2.(목)~6.30.(목)
ㅇ(구매방법) 여기어때(앱) > ‘한국관광 품질인증숙소 할인 기획전‘ 내 구매

숙박

한국관광공사

유원시설 할인
ㅇ(주요내용) 온라인을 통해 유원시설 예약 시 할인쿠폰 제공
ㅇ(발급‧사용기간) 6.2(목)~7.31(일)
ㅇ(발 급 처) 야놀자, 여기어때, G마켓
ㅇ(이용방법) 발급처(온라인여행사) 접속 > ‘놀이공원 할인대전’ 할인권
발급 > 유원시설 입장권/자유이용권 구매

한국관광공사

캠핑장 할인
ㅇ(주요내용) 여행가는달 기간 동안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 등록
야영장을 예약하고 이용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1만원
네이버페이 포인트 지급(선착순 1만명)
ㅇ(예약/사용기간) 6.1(수)~6.27(월) / 6.3(금)~6.30(목)

레저

* 예약기간 내 캠핑장 예약하고, 사용기간 내 이용완료(퇴실)까지 한 기준으로
선착순 1만 명

ㅇ(이용방법) 여행가는 달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 또는
고캠핑 누리집(www.gocamping.or.kr)참고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ㅇ(참가대상) ‘22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ㅇ(주요내용) 여행가는 달 연계 숙박‧여행상품 최대 50% 및 최대 5만원 할인
* 강원도, 경상북도 지역 제외(강원, 경북 산불피해지역 별도 프로모션 진행)

ㅇ(판매 기간) 6.2(목)~6.30(목)
ㅇ(구매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bene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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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2 여행가는 달’핵심 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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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2022 여행가는 달’지역여행 프로그램

ㅇ ‘마음챙김’, ‘나만의 여행’, ‘지역특화’를 테마로 한 36개 지역 여행프로그램 운영
- (판매·이용기간) : 5. 24.(화)~7. 22.(금)
- (예약방법) : 여행가는 달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 에서 신청 가능
* 전체 프로그램, 세부일정 및 포함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누리집 내용 참고

<프로그램 예시>
경기도
상품명

숨은여행 맛집, 안산 당일여행!

특징

여행지라 생각지 못한 안산의 반전매력

추천

20~30대 MZ세대

구성

이풀실내정원·경기도미술관 관람·와인양조장 체험 등

인원/비용 150명 / 3.5만원(1인)
충청북도
상품명

충북 이색스포츠(승마) 체험여행(당일여행)

특징

승마와 트래킹을 동시에 즐기는 스포츠케이션 상품

추천

색다른 스포츠체험을 좋아하는 성인 누구나

구성

괴산호 유람선·산막이옛길 트래킹 및 승마체험(3시간)

인원/비용 150명 / 8만원(1인)
경상북도
상품명

나의 N번째 영덕, 의성 여행(당일, 1박 2일)

특징

서핑체험, 요가클래스, 맥주브루어리, 펫월드 등 선택체험

추천

활동적인 성인 누구나

구성

체험(서핑 등), KTX(청량리~안동) 왕복권, 렌터카, 숙박권 등

인원/비용 300명 / (당일·캠핑)5.7만원부터(4인) (숙박)10만원부터(4인)
광주
상품명

유네스코 3관왕 줌 인 광주(1박 2일)

특징

유네스코 기록유산, 미디어아트, 세계지질공원 투어

추천

10대 교육여행, 20~30대 MZ세대

구성

전일빌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국립박물관 투어 등

인원/비용 250명 / 평일 4.9만원, 주말 5.9만원(1인)
부산
상품명

걸어서 부산속으로 도보극장(당일여행)

특징

개성만점 캐릭텔러와 함께하는 상황극 도보투어

추천

20~30대 커플, 부부, 친구

구성

163계단 모노레일 ·영도 깡깡이마을·부산 산복도로 투어 등

인원/비용 200명 / 0.5만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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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2022 여행가는 달’참여기관 프로그램
* 참여기관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여행가는 달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 참고
* 일부 프로그램은 여행가는 달 기간 전후로 실시되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기관/사업

참 여 내 용
2022 전통시장 가는 달 캠페인 정보 제공
(기관) 한국관광공사

(부서) 테마관광팀

(문의) 033-738-3223

ㅇ(참여내용) 2022 전통시장 가는 달 캠페인 정보 제공, 할인 바우처 제공
및 온·오프라인 이벤트 진행
ㅇ(상세안내) 여행가는 달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 참고
힘내라 울진! 특별여행상품 및 여행정보 제공
(기관) 한국관광공사

(부서) 대구경북지사

(문의) 053-423-1334

ㅇ(참여내용) 경북 울진군(산불피해지역) 특별여행상품 및 여행정보 제공
ㅇ(상세안내) 여행가는 달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 참고
한국관광 100선 스탬프투어 실시
(기관) 한국관광공사

참
여
기
관

(부서) 국민관광마케팅팀 (문의) 033-738-3419

ㅇ(참여내용) 이벤트 참여기간 중 한국관광 100선 연계 스탬프 획득 및
참여도에 따른 참여자 경품 증정
ㅇ(상세안내) 여행가는 달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 참고
어슬렁어슬렁 전북여행 ‘길’ 홍보 이벤트 진행
(기관) 한국관광공사

(부서) 전북지사

(문의) 02-2138-0161

ㅇ(참여내용) 전라북도 14개 시군 각 전북천리길 방문하여 촬영하여 이벤트 참여 시,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증정
ㅇ(참여방법) 사진/영상을 해시태그와 함께 누리소통망 게시글로 인증
ㅇ(상세안내) 여행가는 달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 참고
추천 안심관광지 정보 제공 및 이벤트 진행
(기관) 한국관광공사

(부서) 관광복지센터

(문의) 033-738-3447

ㅇ(참여내용) 여행가는 달에 가 볼만한 “지자체 추천 안심관광지”(198개소)
정보 제공 및 나의 추천 안심관광지 이벤트 진행(6.9.~)
ㅇ(상세안내) 여행가는 달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 참고
생태녹색관광지 방문 이벤트 진행
(기관) 한국관광공사

(부서) 지역콘텐츠팀

(문의) 033-738-3633

ㅇ(참여내용) 생태녹색관광지 방문 인증 이벤트
ㅇ(참여방법) 생태녹색관광지 방문 후 해시태그와 함께 누리소통망 게시글 인증
ㅇ(상세안내) 여행가는 달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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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사업

참 여 내 용
청년관광 공모전 이벤트 진행
(기관) 한국관광공사

(부서) 국민관광마케팅팀 (문의) 033-738-3449

ㅇ(참여내용) 청년대상(만 19세~34세)으로 직접 기획한 여행코스를 바탕
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실전여행을 지원하는 공모전 실시
ㅇ(상세안내) 트래블리그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travel_league_) 참고
모두 함께 Green 착한여행 체험단 선발 및 지원 이벤트 실시
(기관) 한국관광공사

(부서) 국민관광전략팀

(문의) 033-738-3408

ㅇ(참여내용) 자녀 동반 가족 단위의 친환경 교육여행 체험 이벤트 진행
ㅇ(상세안내) 여행가는 달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 참고
경남 관광기념품 및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할인 제공
(기관) 경상남도관광재단

(부서) 마케팅팀

(문의) 055-212-6843

ㅇ(참여내용) 경남관광기념품점 10% 할인, 경남웰니스관광 나폴리농원
맨발치유체험, 하늘호수 천연화장품만들기 체험비 할인
ㅇ(상세안내) 여행가는 달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 참고
참
여
기
관

경상북도의 아름다운 힐링 휴가지 소개
(기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부서) 마케팅정책팀

(문의) 054-740-7215

ㅇ(참여내용) 경상북도에서 즐길 수 있는 나만의 힐링 바캉스 여행지 10선 소개
ㅇ(상세안내) 경북나드리 누리집(https://tour.gb.go.kr/tip/theme.do) 참고
호국보훈의 달 관련 전시/여행정보 제공 및 이벤트 진행
(기관) 국가보훈처

(부서) 현충시설과

(문의) 044-202-5572

ㅇ(참여내용) 호국보훈의 달 계기 현충시설 투어 정보 제공 및 현충시설
100 스탬프투어 이벤트, 온라인 기념관 전시 관램객 대상 이벤트 등
ㅇ(상세안내) 유엔평화기념관 누리집(www.unpm.co.kr) 참고
국립공원을 찐하게 즐기는 방법! 찐투어 생태관광 정보 제공
(기관) 국립공원공단

(부서) 탐방복지처

(문의) 033-769-9573

ㅇ(참여내용)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및 국립공원 찐투어 여행 정보 제공
ㅇ(상세안내)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참고
한반도와 범과 생태 관련 전시정보 및 제휴할인 제공, 이벤트 진행
(기관) 국립생태원

(부서) 생태협력부

(문의) 041-950-5414

ㅇ(참여내용) 한반도의 범과 생태계 관련 전시 정보 소개, 국립생태원
입장권 소지자에 한한 장항 향미 미션여행 50% 할인, 생태원 및 생
태관광 명소 관련 인증/설문조사 이벤트 진행
ㅇ(상세안내) 국립생태원 누리집(http://www.nie.re.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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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사업

참 여 내 용
여행가는 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추천 프로그램 정보 제공
(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서) 교류홍보과

(문의) 062-601-4279

ㅇ(참여내용) 여행가는 달 기간 내 진행되는 각종 전시 및 프로그램 정보 제공
ㅇ(상세안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www.acc.go.kr) 참고
올 여름 국립자연휴양림 방문 이벤트 진행
(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부서) 휴양사업과

(문의) 042-580-5562

ㅇ(참여내용) 여름철 추천 5개 자연휴양림 평일 숙박 시 사은품 증정 이벤트
ㅇ(상세안내) 국립자연휴양림 블로그(https://blog.naver.com/huyangforyou/) 참고
그린 트럭 체인지 마켓 이벤트 진행
(기관) 남해군문화관광재단

(부서) 관광마케팅팀

(문의) 055-864-4516

ㅇ(참여내용) 친환경 이동 트럭이 쓰레기를 여행 굿즈로 교환해주는 이벤트
ㅇ(상세안내) 경남 남해 누리소통망(https://www.instagram.com/travelnamhae/) 참고
대구 인물기행 등 추천여행정보 제공 및 이벤트 진행
참
여
기
관

(기관) 대구관광재단

(부서) 관광마케팅팀

(문의) 053-720-7245

ㅇ(참여내용) 대구관광재단 추천여행정보 제공, 대구 관광 30선 방문
모바일 챌린지 투어 이벤트 진행
ㅇ(상세안내) 여행가는 달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 참고
독립기념관 사진/영상 공모전 및 가배 해설 관련 이벤트 진행
(기관) 독립기념관

(부서) 고객홍보부

(문의) 041-560-0241

ㅇ(참여내용) 독립기념관 사진/영상 공모전 진행 및 독립과 가배 해설
체험 키트 신청 및 퀴즈 이벤트 진행
ㅇ(상세안내) 독립기념관 누리집(www.i815.co.kr) 및 인스타그램(@koreai815) 참고
문화유산탐방 정보 제공 및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이벤트 진행
(기관) 문화재청

(부서) 활용정책과

(문의) 042-481-4748

ㅇ(참여내용) 문화유산탐방지 정보 제공 및 제페토 연계 이벤트 진행
ㅇ(상세안내) 여행가는 달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 참고
인천 썸&산 트레킹 정보, 인천 지역 할인혜택 제공 및 이벤트 진행
(기관) 인천관광공사

(부서) 국내관광팀

(문의) 032-899-7453

ㅇ(참여내용) 인천 섬 16개의 산 정상 정보 소개 및 인증 챌린지 진행,
강화 ‘잠시 섬’ 프로그램 바우처 증정, 인천투어패스 통합권 판매, 친환경
실천여행 캠페인 이벤트 진행 등
ㅇ(상세안내) 여행가는 달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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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사업

참 여 내 용
여행가는 달 정보화마을 추천 프로그램
(기관) 정보화마을

(부서) 전자상거래

(문의) 070-4156-2012

ㅇ(참여내용) 도시와 농촌이 하나 되는 10개 정보화마을 여행정보 제공
ㅇ(상세안내) 정보화마을 누리집(http://tour.invil.com) 참고
추천 제주여행지 정보 소개 및 온·오프라인 면세점 할인/혜택 제공
(기관) 제주관광공사

(부서) 제주관광공사

(문의) 064-740-6942

ㅇ(참여내용) 아이와 함께 하기 좋은 추천 제주여행지 소개, 제주관광공사
온·오프라인 면세점 사은품 증정 및 할인 제공
ㅇ(상세안내) 제주관광공사 인터넷면세점(www.jejudfs.com) 참고
청주 당일 기차 여행 1만원 할인
(기관) 코레일관광개발

(부서) 관광디자인팀

(문의) 02-2084-5755

ㅇ(참여내용) 청주 옥화국곡 관광길과 유채꽃 당일 여행 1만원 할인
ㅇ(참여방법) 유선 연락(1544-7755)을 통한 여행가는 달 혜택 적용 요청

* 잔여좌석이 있을 경우에만 할인 적용 가능

ㅇ(상세안내) 코레일관광개발 누리집(http://www.korailtravel.com) 참고
참
여
기
관

태권스테이 정보 제공 및 태권도원/모노레일 할인
(기관) 태권도진흥재단

(부서) 마케팅부

(문의) 063-320-0127

ㅇ(참여내용) 태권도원 1박 2일 문화교류 프로그램인 태권스테이 정보
제공, 태권도원 50% 할인 및 모노레일 1천원 정액 요금 운영
ㅇ(상세안내) 태권도원 누리집(https://www.tpf.or.kr) 참고
여행가는 달에 가기 좋은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상품 소개
(기관) 한국관광개발연구원

(부서) 사업총괄팀

(문의) 02-2002-9774

ㅇ(참여내용) 열기구 체험, 힐링투어, 꽃차 소믈리에 체험 등 여행가는 달
추천 테마여행10선 상품 정보 제공
ㅇ(상세안내) 테마여행10선 누리집(https://ktourtop10.kr/) 참고
찾아가는 양조장 투어 이벤트 진행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서) 전통식품지원부

(문의) 061-931-0736

ㅇ(참여내용) 찾아가는 양조장 방문 후기 작성 시 경품 추첨 지급 이벤트
ㅇ(상세안내) 우리술 종합정보 누리집(https://thesool.com) 참고
농촌마을 소개 및 웹촌포털 소개 여행지 관련 이벤트 진행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부서) 어촌해양마케팅팀

(문의) 031-8084-9535

ㅇ(참여내용) 전국 농촌여행지 관광 정보 제공 및 웰촌포털에 소개된 여행지
선정/인증 이벤트
ㅇ(상세안내) 웰촌마을 누리집(www.welchon.com)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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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사업

참 여 내 용
내포문화숲길 탐방 프로그램 할인 및 공모전/행사 이벤트 진행
(기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부서) 기획예산실

(문의) 042-620-6330

ㅇ(참여내용) 내포문화숲길 탐방 및 치유 프로그램 참가비 20% 할인,
국립산악박물관 공모전, 길따라 추억따라 걷기행사 이벤트 진행
ㅇ(상세안내) 여행가는 달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 및 내포문화
숲길(http://www.naepotrail.org/) 참고
행복 두 배 템플스테이 정보제공 및 체험비 할인
(기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부서) 템플스테이팀

(문의) 02-2031-2035

ㅇ(참여내용) 행복 두 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체험비 60% 이상 할인(국·내
외국인 1박 2일 템플스테이 3만원/ 외국인 당일형 1만원(선착순 6,500명))
ㅇ(상세안내) 템플스테이 누리집(www.templestay.com) 참고
‘숲 속으로 힐링여행 모음’ 정보 제공
(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참
여
기
관

(부서) 산림복지총괄팀

(문의) 042-719-4152

ㅇ(참여내용) 16개의 숲 속 산림치유 프로그램 정보 소개
ㅇ(상세안내) 여행가는 달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 참고
여행가는 달 추천 생태관광지역 소개와 할인 제공 및 이벤트 진행
(기관) 한국생태관광협회

(부서) 사무국

(문의) 02-723-8677

ㅇ(참여내용) 여행가는 달 추천 생태관광지역 정보 제공, 생태관광지역
유람선/숲 체험관 할인, 선흘곶 체험프로그램 예약자 대상 컬러링맵 제공
ㅇ(상세안내) 여행가는 달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 참고
여름철에 떠나기 좋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정보 제공 및 이벤트 진행
(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부서) 어촌해양마케팅팀 (문의) 02-6098-0894

ㅇ(참여내용) 여름철에 떠나기 좋은 어촌체험휴양마을 10선 소개, 어촌
체험휴양마을 방문 인증샷 및 가고싶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선정 이벤트
ㅇ(상세안내) 바다여행 페이스북(www.facebook.com/seantour.page) 참고
청정 숲 산촌생활 여행정보 제공 및 치유농장 이벤트 진행
(기관) 한국임업진흥원

(부서) 산촌사업지원실

(문의) 02-6393-2598

ㅇ(참여내용) 정선/서울 근교 산촌마을 여행정보 제공 및 블루베리 수확
체험과 농부들의 직거래 장터 체험 등 팜 파티 이벤트 진행
ㅇ(상세안내) 여행가는 달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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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2022 여행가는 달’여행업계 할인전
* 여행업계 할인전 세부내용은 여행가는 달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 참고
** 일부 할인혜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관광

숙박

교통

입장/
이용

레저

업 체 명

주요 혜택

DMZ LOUNGE

DMZ 로컬여행(로컬체험 5종) 최대 50% 할인

현대마린개발
베스트투어네트웍스

인천 FUNFUN한 여행 2인 4종이용권 최대 29% 할인
부산 여행상품 20% 할인

열림협동조합

아이케어(ICARE) 돌봄 여행상품 20% 할인

뉴평화관광여행사

대구 출발 국내 여행상품 20% 할인

비아젱

국내 여행상품 20% 할인

더휴앤여행사

국내 여행상품 무덤덤투어 20% 할인

대일관광㈜
여행하는사람들

꼬꼬무여행 여행상품 교통(버스임차비)무료(주말한정)
대구출발 1박2일 강원 여행상품 20% 할인

한국자전거나라

국내 투어 프로그램 20% 할인

산아리관광

정선 하루 투어버스 20% 할인

이초이여행사

국내 여행상품 20% 할인

우방관광여행사

국내 여행상품 20% 할인

USTRAVEL
하나투어

K-shuttle circuit course of Korea 4박5일 20% 할인
제주신화월드(신화관) 최대 30% 할인

일성리조트

전 지점 객실료 최대 70% 할인

쿠팡트래블

전국 인기 펜션 20% 할인

복합문화공간 3917마중

복합문화공간 3917마중 객실료 최대 20% 할인

한옥마을사람들

고택문화체험관 한옥숙박 객실료 20% 할인

스파리조트
한투어

안단테 객실료 최대 20% 할인(숙박 고객 사우나 무료)
부산 농심 호텔 최대 20% 할인

호텔가

호텔가로 예약 시, 5천원 할인

플라이강원

(대구-양양) 왕복 항공권 20% 할인

마실

기차여행 최대 40% 할인

제주도닷컴

렌터카 예약 시 20% 추가 할인

삼성여행사
무브

울릉도 왕복 배편 / 당일 테마버스 상품 20%
KTX+무브 상품 예약 시 KTX역-목적지간 무료픽업 서비스

골든블루마리나

요트, 리무진 상품 50% 할인

대구이월드

자유이용권+전망대 최대 40% 할인

경주월드

자유이용권 35% 할인

청풍호반케이블카

일반 케이블카 3천원 할인 / 360PKG 4천원 할인

서해랑
부산칠드런스뮤지엄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탑승권 주중 20% 할인
평일 입장권 20% 할인

서프홀릭

전 지점 서핑 1일 체험 20% 할인

콘텐츠랩

풀소리 피크닉가든 셀프 바베큐장 상품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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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2022 여행가는 달’온라인 이벤트
유형

누리집
참여
행사

누리
소통망
(SNS)
참여
행사

행사 내용
ㅇ 나만의 여행 플레이 리스트 만들기
- (진행기간) 6.2.(목)~6.30.(금) / (당첨자발표) 7.5.(화)
- (진행매체) 여행가는 달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
- (참여방법) 1) 여행 플레이리스트 만들기 참여(여행지 사진과 추억, 추천이유 등 간단한 글 업로드)
2) 업로드 후 이벤트 페이지 SNS 공유
3) 1~2일 후 ‘여행자 플레이 리스트’ 메뉴에서 참여 글 확인 가능 및 이벤트 기간 종료
후 전체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 지급
- (경품) (추첨/5명): 국민관광상품권 30만원, (선착순/100명): 여행가는달X에피그램 가방
ㅇ 투(TWO) 어게인
- (진행기간) 5.24.(화)~5.29.(일) / (당첨자발표) 6.2.(목)
- (진행매체) 여행가는 달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페이스북)
- (참여방법)
1) 사진: 여행 다녀와서 좋았던 국내여행지의 직접 찍은 사진을 #여행가는달_투어게인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 계정에 업로드 시 자동 응모
2) 댓글: 이벤트 게시글 ‘좋아요’ 누르고, 댓글로 다녀와서 좋았던 국내여행지와 이유
적으면 자동 응모 * 이벤트 기간 종료 후 추첨을 통해 경품 지급
- (경품) 사진(총 75명): (5명) 올모스트홈스테이 하동(한옥스테이, 6.10.~6.11.) 2인 숙박권+
하동녹차세트, (70명) 여행가는달X에피그램 가방
댓글(총 52명): (2명) 올모스트홈스테이 하동(한옥스테이, 6.12.~6.13.) 2인 숙박권+
하동녹차세트, (50명): 여행가는달X에피그램 가방
ㅇ 스팟트라이트
- (진행기간) 5.24.(화)~5.29.(일) / (당첨자발표) 6.2.(목)
- (진행매체) 여행가는 달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페이스북)
- (참여방법) 이벤트 게시글 ‘좋아요’ 누르고, 35가지 지역여행 프로그램 중 내취향 1위 댓글
로 투표 시 자동 응모 및 이벤트 기간 종료 후 추첨을 통해 경품 지급
- (경품) 댓글투표(총 52명): (2명) 올모스트홈스테이 하동(한옥스테이, 6.11.~6.12.) 2인 숙박권+
하동녹차세트, (50명): 여행가는달X에피그램 가방
ㅇ 부모님과 여.행.기(여기서 행복한 기록 남기기)
- (진행기간) 6.2.(목)~6.20.(월) / (당첨자발표) 6.29.(수)
- (진행매체) 여행가는 달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페이스북)
- (참여방법)
1) 사진: 부모님이 또는 부모님과 함께한 여행 추억이 담긴 사진을 #부모님_여행가는달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 계정에 업로드 시 자동 응모
2) 댓글: 이벤트 게시글 ‘좋아요’ 누르고, 댓글로 부모님과 함께 가고 싶은 국내여행지 작성 시
자동 응모 * 이벤트 기간 종료 후 추첨을 통해 경품 지급
- (경품) 사진(총 100명): (5명) 국민관광상품권 30만원, (25명)동구밭 헤어케어 선물세트,
(70명) 여행가는달X에피그램 가방
댓글(총 70명): (20명) 동구밭 헤어케어 선물세트, (50명) 여행가는달X에피그램 가방
ㅇ 불후의 명소
- (진행기간) 6.20.(월)~6.30.(목) / (당첨자발표) 7.7.(목)
- (진행매체) 여행가는 달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페이스북)
- (참여방법) 이벤트 게시글 ‘좋아요’ 누르고, 재생 목록 콘텐츠(공사WeeklyTop5, 유튜버, 여행자
등) 중 PV가 높은 10가지 중 TOP1 댓글로 투표 시 자동 응모
- (경품) (추첨/총 120명): (50명) 동구밭 여행용키트, (70명) 여행가는달X에피그램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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