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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보조금 교부액 

2,000 엔 × 1 회 투어 송객인원 × 시내 숙박일수（３박까지） 

※보조금 전체 예산은 한도가 있으므로 예산을 모두 사용하면 교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9 년 3 월말까지 동일한 여행사에 교부하는 금액은 합계 3,000,000 엔을 상한선으로 합니다. 

 

２．보조대상 투어 

여행업자가 기획・실시, 수배하고、일본 국외에서 판매한 투어 중, 하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투어가 

대상이 됩니다. 

１．일본인 이외를 대상으로 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한 투어일 것 

２．1 회 송객인원이 15 명 이상 (투어 가이드등 관계자 및 숙박비가 무료인 영유아는 제외)일 것 

３．마쓰에 시내 숙박업을 하는 시설에 1 박 이상 숙박하는 투어인 동시에 [시마네현 국제 차터편 촉진 

지원 보조금](시마네현) 또는 [외국인 여행자 유치 촉진제도](국제정기편 이용촉진 협의회) 지원을 

받지 않을 것 

（대상은 2019 년 4 월 1 일부터 2020 년 3 월 31 일 체크인까지） 

 

３．보조금 신청방법부터 청구까지 

１．투어 출발 전에 하기 서류를 제출 

◆「외국인 체재형 관광 촉진사업 보조금」교부 신청서 (양식 제 1 호) 

◆ 투어 일정표(예정)  ◆송객명부（예정） 

２．신청서 내용을 심사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하기서류로 통지 

  ◆「외국인 체재형 관광 촉진사업 보조금」교부 결정 통지서（양식 제 2 호） 

３．투어 종료휴 28 일 이내(2020 년 3 월에 출발하는 투어는 마쓰에 시내 숙박업을 하는 시설에 체크인 

후 28 일 이내 또는 2020 년 3 월 31 일 중 빠른 날짜까지 하기 서류를 제출) 

◆「외국인 체재형 관광 촉진사업 보조금」실적 보고서（양식 제 3 호） 

◆투어 일정표 (실적)   ◆ 송객 명부(실적) 

◆숙박증명서 또는 숙박인원 및 숙박요금을 증명하는 서류 

４．실적 보고서 내용을 심사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하기서류로 통지 

◆「외국인 체재형 관광 촉진사업 보조금」확정 통지서 (양식 제 4 호)  

５．확정 통지후 하기서류를 제출  

◆「외국인 체재형 관광 촉진사업 보조금」교부 청구서 (양식 제 5 호) 

 

４．보조금 지불  

일본 국내 금융기관 계좌인 경우는 청구서 수리후 30 일 이내에 입금하지만, 일본 국외 금융기관 계좌인 

경우는 7 월, 10 월, 다음해 1 월, 3 월, 4 월 중 그 시점까지의 청구분을 합산하여 입금합니다. 

 



 

５．신청 및 문의처 

松江市観光振興部 国際観光課    

一般社団法人松江観光協会 事務局 

 日本国島根県松江市末次町８６番地 〒６９０－８５４０ 

 TEL : +81-852-55-5633  FAX : +81-852-55-5550  E-mail : kokusai@city.matsue.lg.jp 

※이 보조금 제도는 마쓰에 

시청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mailto:kokusai@city.matsue.lg.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