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国南方航空股份有限公司韩国支社 
CHINA SOUTHERN AIRLINE CO., LTD KOREA BRANCH 

 

                                            1/2 page                                韩国支社  

[GDS 전용] 

18년 7월-12월 출발 사전 수하물 우대 상품 판매 안내 

 

문서번호: 18-CZ327 

  한국-중국구간 수하물 우대상품 안내   

 

1. 대    상: 한국지역에서 발권하는 한국-중국 노선의 일반석 항공권 구매 승객  

2. 적용 구간: 한국-중국 구간 (한국 출발 구간에 한함, *직항 노선만 가능) 

3. 판매/여행기간 및 투어 코드 : 투어 코드는 EMD를 수동으로 발행인 경우만 투어 코드 입력 

▶ 상세 판매, 여행기간 및 투어코드 참조 

 

 

 

 

4. 사전 수하물 구매 상품 요금표 

기간별 요금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요금표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량 규격(세변의 합)

≤23kg ≤158cm 80,000 KRW

≤23kg ≤158cm 120,000 KRW

Y,B,M,H,K,U,L,Q,E,V,Z
01SEP18-05OCT18

,10OCT18-31DEC18

첫번째

수하물 추가
≤23kg ≤158cm 60,000 KRW

두번째

수하물 추가

수하물규격
금액

한국-중국

Y,B,M,H,K,U,L 01JUL18-31AUG18

첫번째

수하물 추가
≤23kg ≤158cm 80,000 KRW

두번째

수하물 추가

노선 클래스 여행일자 유형(개수)

 

*한 티켓당 최대 2PC 구매 가능 

*출발 24시간 이전까지 구매가능 

*남방항공 정규편만 적용(공동운항편 이용 불가) 

1 

여행기간 01JUL18-31AUG18 

2 

여행기간 01SEP18-05OCT18,10OCT18-31DEC18 

판매기간 공지일-31AUG18 판매기간 공지일-31DEC18 

투어코드 NBAG1805SEL 투어코드 NBAG1804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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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ICN-YNJ 편도 1PC 추가 시 60,000KRW 징수 

      ICN-YNJ 편도 2PC 추가 시 60,000KRW+80,000KRW=140,000KRW 징수 

 

5. BSP 여행사 구매 방법 

*한국지역 BSP 여행사에서는 사전 수하물 구매 금액을 EMD로 발행함. 

5-1. EMD 발행 시, 연결항공권 사항에 항공권 번호를 반드시 기입.  

5-2. EI 사항에 PREPAID BAGGAGE xPC를 기입.  

예_사전 수하물 구매 개수가 2개일 경우: PREPAID BAGGAGE 2PC  

5-3. OSI 사항에 OSI CZ ASVC CZ HK1 출도착도시 FLT NO 출발일 XPC EMD NO/PASS NO 기입 

예_OSI CZ ASVC CZ HK1 684 26MAY 1PC 784-261011111111/P1  

5-4. EMD RECEIPT을 여정표와 함께 승객에게 전송. 공항 수속 시, 승객은 EMD RECEIPT을 공항 카운터에 제시해야

만 구매한 개수만큼 추가 수속 가능. 

* 출국 당일 공항에서 수속 시, EMD RECEIPT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승객에게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6. EMD환불: 불가 

    *비자발적 환불 시 ACM 작성. (자세한 내용은 남방항공 BSP 부서 (02-775-911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규정: 해당 수하물 금액과 EMD 지불 금액 상이 시 ADM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