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bu Pacific Air (5J) 요금표 
 

1. 판매가 (편도/항공세 및 유류할증료 불포함) 

 

*Updated on 19OCT2018                                                                                               통화 : KRW 

LITE FARE YEAR-ROUND SPEICIAL FARE (특가) 

BKG CLS ICN-MNL ICN-CEB ICN-KLO BKG CLS ICN-MNL ICN-CEB ICN-KLO 

Y 470,000 505,000 520,000 C 95,000 120,000 120,000 

U 425,000 455,000 470,000 D 75,000 110,000 110,000 

S 380,000 406,000 420,000 E 65,000 95,000 100,000 

B 340,000 360,000 375,000 Z 55,000 85,000 90,000 

H 305,000 320,000 330,000 

     유류할증료(YQ) 별도 고지 

M 270,000 280,000 290,000 

K 235,000 240,000 250,000 

L 205,000 210,000 220,000 

Q 180,000 190,000 195,000 

G 155,000 170,000 170,000 

W 135,000 150,000 150,000 

V 115,000 135,000 135,000 

기내 수하물 포함 - 7kg 무료 제공 ( MAX. 56cm x 36cm x 23cm ) 

수속 수하물 불포함 - 세이버에서 사전 구입 (20kg, 32kg, 40kg) / Airport Excess Baggage Charge : KRW12,000/kg 

기내식 불포함 - Skypartner 에서 사전 구입 

예약 세이버 & Skypartner 

발권 
1. BSP 발권 : 세이버/Skypartner에서 BSP 발권 가능, 한국지사를 통한 사전 등록 필수 - [예약발권]참조 

2. ATR 발권 : 세이버/Skypartner 예약 후, '5J공식판매점' 발권 신청 - [예약발권]참조 

 

2. Terms & Conditions 

 

구분 LITE FARE YEAR-ROUND SPEICIAL FARE 

날짜 변경 

 상위 클래스/운임으로 변경 

 변경 저장 후, 추가금액 필수 지불 

 날짜 변경 수수료 

① 출발 24시간 전까지 : 편도 KRW 50,000 

② 출발 24시간~출발 이후 : 편도 KRW 145,000 

 상위 클래스/운임으로 변경 

 변경 저장 후, 추가금액 필수 지불 

 날짜 변경 수수료 

① 출발 24시간 전까지 : 편도 KRW 50,000 

② 출발 24시간~출발 이후 : 변경 불가 

여정 변경 

 상위 클래스/운임으로 변경 

 변경 저장 후, 추가금액 필수 지불  

 여정 변경 수수료 

① 출발 24시간 전까지 : 편도 KRW 70,000 

② 출발 24시간~출발 이후 : 편도 KRW 145,000 

 상위 클래스/운임으로 변경 

 변경 저장 후, 추가금액 필수 지불 

 여정 변경 수수료 

① 출발 24시간 전까지 : 편도 KRW 70,000 

② 출발 24시간~출발 이후 : 변경 불가 

취소/환불 

 현금 환불 가능 

 환불 수수료 

① 출발 24시간 전까지 : 편도 KRW 70,000 

② 출발 24시간~출발 이후 : 편도 KRW 145,000 

 출발 7일 전까지 현금 환불 가능 

 환불 수수료 

① 출발 7일 전까지 : 편도 KRW 70,000 

② 출발 6일~출발 이후 : 취소/환불 불가 

(미사용 공항세 환불 가능 : 수수료 KRW6,000적용) 

MIN/MAX 0/12M (최초 예약일 및 재 예약일 기준) 

TKTL 예약 후 48시간 이내 (SSR AUTO-TL 준수), 출발 72시간 이내 예약과 동시 발권 조건 

운임 결합 가능 

CHD/INF CHD(만2세~12세 미만) : 성인 동일 / INF(8일~만2세 미만) : 편도 25,000원 

OPEN/대기 불가 

STOPOVER 불가 

FOP CASH ONLY 

ENDORSEMENT 별도 표기 없음 

TOUR CODE 별도 표기 없음 

AGT COMM NO COMM 

GROUP(GV10) 일정/인원/연락처 명시하여 E-mail로 견적 요청/최소 10명 (cebkoreasales@cebupacificair.com) 

*상기 요금 및 규정은 사전 고지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Cebu Pacific Air (5J) - Ancillary Services 

1. 사전 지불 수속 수하물 (편도, 세이버/Skypartner 예약발권) 

통화 : KRW 

종류 

2018.7.19~ 

15kg  

구입불가 

20kg 32kg 40kg 

Airport baggage 

(20kg)  

*2018.8.30~ 

세이버 SSR CODE BBML DBML BIKE 
사전구입 없이 공항에 

위탁수하물 발생시 

국제선 

1)최초예약 28,000 38,000 50,000 

53,000 2)추가/변경(1) 31,000 45,000 58,000 

3)추가/변경(2) 33,000 48,000 62,000 

기타 규정 

 상기 사항 중 한 개만 선택 가능 

 출발 4시간 전까지 구입 및 상위 무게로 업그레이드 가능 

 40kg 선택의 경우 2개의 가방 나누어 수속 (가방 1개 최대 허용량-32kg) 

 특수 제한 노선 : DG(CEB GO) 항공편/ATR 기종 : 20kg 만 선택 가능 

Excess Baggage 

Charge (per kg) 

 국제선:KRW12,000 

 국내선:PHP250 

변경 규정 
 날짜 변경 : Transfer 가능 

 여정 변경 : 재구입 
취소/환불 규정 예약 후, 취소/환불 불가 

세이버 Entry 3BBML1-2.1   (3 : Primary, BBML : 20kg, 1 : 항공편 Segment line 번호, -2.1 : 승객 번호) 

1) 최초예약 : 반드시 PNR 저장(EOT)전 PNR 생성 이전에 항공편 예약과 함께 SSR 예약/구입시 적용 

2) 추가/변경(1) : 최초 항공권 구입 후, 출발 기준 15일 전까지 추가 구입 및 날짜 변경 시 적용 

3) 추가/변경(2) : 최초 항공권 구입 후, 출발 기준 14일 ~ 4시간 전까지 추가 구입 및 날짜 변경 시 적용 

* 상기 요금 및 규정은 사전 고지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사전 지불 기내식 (편도, 한국 출발 국제선 기준, Skypartner 예약발권) 

통화 : KRW 

분류 메뉴 *최초 예약 추가/변경 기타 규정 

Light Sbacks 

Grilled Chicken Herb Bun 5,100 5,600 

 출발 24시간 

전까지 1인당 

2개까지 주문 가능 

 HALAL 인증 

 상황에 따라 

주문된 기내식 

메뉴가 변경될 수 

있음 

Beef Pastrami in Focaccia 6,500 8,000 

Chicken Inasal Burrito 5,100 5,600 

Ube Langka Croissant 5,100 5,600 

Pasta/Noodles 
Shrimp Alfonso Pasta 9,800 11,200 

Tuna Pesto Pasta 9,800 11,200 

Rice Meals 

Chicken Sisig 9,800 11,200 

Chicken Kebab 9,800 11,200 

Beef Kare-Kare 9,800 11,200 

Beef Pares 9,800 11,200 

Fish Escabeche 9,800 11,200 

Stir-fried Mixed Seafood in Salted Egg Sauce 9,800 11,200 

변경 규정 
 날짜 변경 : Transfer 가능 (24시간전) 

 여정 변경 : 재구입 
취소/환불 규정 예약 후, 취소/환불 불가 

*반드시 PNR 저장(EOT)전 PNR 생성 이전에 항공편 예약과 함께 SSR 예약/구입시 적용, 상기 요금 및 규정은 사전 고지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사전 지불 좌석 지정 (편도, 한국 출발 국제선 기준, Skypartner 예약발권) 

통화 : KRW 

종류 *최초 예약 추가/변경 ICN/CEB & ICN/KLO (A320) ICN/MNL (A330) 

Preferred 19,000 23,000 
*1ABC DEF 

*14ABC DEF 

*1DEF / 2BC / 3GHJ / 15DEF 

*16BC GH / 36DEF / 37BG GH 

Standard Plus 15,000 18,000 
2-5 ABC DEF 

*12 ABC DEF 

*2A / 16AJ / 37AJ 

48-53AB HJ 

Standard 12,000 14,000 나머지 모든 좌석 나머지 모든 좌석 

기타 규정 

 출발 4시간 전까지 변경 및 상위 좌석으로 업그레이드 가능 

 *FRONT ROW 및 비상구열 제한 조건 

① 영어가 가능한 만 15세 이상 건강한 성인만 가능 (비상 시 외국인 승무원의 지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② 몸이 불편하신 분, 임산부, 연세가 많으신 분, 영구적 또는 일시적 장애를 가지신 분 등 비상 시 도움이 

필요한 분은 구매 불가 

③ 만 2세 미만 유아 동승 불가 (*A330의 경우 특수 좌석에 한해 일부 가능) 

변경 규정 
 날짜 변경 : Transfer 가능 

 여정 변경 : 재구입 
취소/환불 규정 예약 후, 취소/환불 불가 

*반드시 PNR 저장(EOT)전에 항공편 예약과 함께 SSR 예약/구입시 적용, 상기 요금 및 규정은 사전 고지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운항 스케쥴 

 

노선 2018 하계 요일 항공편 
출발시간 

(한국) 

도착시간 

(필리핀) 

수속카운터 

(인천공항) 
항공편 

출발시간 

(필리핀) 

도착시간 

(한국) 

인천-마닐라 
2018.03.25 ~ 

2018.10.27 
Daily 5J187 03:05 06:05 

K27-K34 

(23:35-02:20+1) 
5J188 17:10 22:40 

인천-세부 
2018.03.25 ~ 

2018.10.27 
Daily 5J129 22:15 01:40+1 

K30-K34 

(19:35-21:30) 
5J128 15:35 21:15 

인천-깔리보 
2018.03.25 ~ 

2018.04.25 
Daily 5J181 07:55 11:20 

H32-H36 

(05:30-07:10) 
5J180 01:45 07:10 

 

노선 2018 동계 요일 항공편 
출발시간 

(한국) 

도착시간 

(필리핀) 

수속카운터 

(인천공항) 
항공편 

출발시간 

(필리핀) 

도착시간 

(한국) 

인천-마닐라 
2018.10.28 ~ 

2019.03.30 
Daily 5J187 02:35 06:10 

K27-K34 

(23:00-01:50+1) 
5J188 17:10 22:20 

인천-세부 
2018.10.28 ~ 

2019.03.30 
Daily 5J129 22:15 02:10+1 

K30-K34 

(19:35-21:30) 
5J128 15:35 21:15 

인천-깔리보 
2018.10.28 ~ 

2019.03.30 
Daily 5J181 07:55 11:35 

L12-L16 

(05:30-07:10) 
5J180 01:45 07:10 

*상기 사항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인가 조건) 

*탑승 수속 마감 시간 : 출발 45분 전 / 탑승 게이트 마감 시간 : 출발 15분 전 (*마감시간 이후 수속 및 탑승 불가) 

 

5. 기타 정보 

 

1) 만 15세 미만 승객 필리핀 입국 시 주의사항 

 국제선 UM Service 불가 

 필리핀 입국 시 만 15세 미만의 승객은 반드시 부모 혹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입국 가능함  

(아래 준비, 동반 성인 보호자 1인당 만7세 미만 승객 5명, 만7세 이상~만 15세 미만 승객 10명까지만 동반 여행 가능) 

동반 구분 필요서류 

부모 동반 

 부모 확인 서류 

 아버지 동행 : Last Name(성)의 영문 스펠 동일-여권 확인 

 어머니만 동행, 아버지와 Last Name(성)의 영문 스펠 다른 경우 : 부모 입증 서류(아래 택 1) 

① 영문 주민등록등본 (부모 관계 표시된 등본, 영문 스펠링 여권 동일) 

②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번역/공증, 영문 스펠링 여권 동일) 

만18세 이상 

성인 보호자 

동반 

 필리핀 입국 수수료 : 약 3120 필리핀 페소 (해당 수수료 지불 영수증 귀국 시까지 보관 필수) 

 영문 부모 동의서 : 부모 및 동반 보호자의 서명 - 서류다운 [예약발권]참조 

 만 15세 미만 해당 승객 여권 사본 

 동반 보호자의 여권 사본 : 동의서 및 여권상의 영문 이름/서명과 일치 해야 함 

 부모의 여권 사본 : 동의서 및 여권상의 영문 이름/서명과 일치 해야 함 

 동의서 상의 부모 입증 서류 (아래 택 1) 

① 영문 주민등록등본 (부모 관계 표시된 등본, 영문 스펠링 여권 동일) 

②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번역/공증, 영문 스펠링 여권 동일) 

 

2) 임산부 - EXMO 

 모든 임산부는 탑승 시 반드시 SHF (Special Handling Form)을 준비해야 함 - 서류다운 [예약발권]참조 

: 이용 구간당 3부씩 필요함 (출발지용, 도착지용, 탑승객용-승객 자필 작성), 공항 작성 가능 

 임신 34주 이상의 임산부는 반드시 영문 의사 소견서 추가 제출 : Fit to travel(여행에 적합함) 영문 문구가 포함된 원본 필수 

 관련 모든 제출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7일간 유효하며, 해당 유효기간 이내 전 여정 여행 완료해야 함 

 출산 후 15일 이내에는 탑승 불가 

 

6. 지사 안내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6, 7층 B호 (서소문동, 동화빌딩) 

BSP 업무 담당자 NateOn Messenger E-mail 

BSP 등록하기 (SPEF 등록) 영업부 영업부 담당자 (등록 후 지정) cebkoreasales@cebupacificair.com 

예약발권 문의 허효선 실장 hyosunny96@nate.com *NateOn 문의 

정산/BSP billing 박병환 차장 kashar589@nate.com *NateOn 문의 

IATA 에 등록된 여행사 대표 E-MAIL 로 해당 ID/PW 전송되었으나, 별도 재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절차대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 IATA 가입증명서(IATA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명함 

 5J접수 E-MAIL (여행사 공식 E-MAIL 사용) : cebkoreasales@cebupacificair.com 

mailto:hyosunny96@nate.com
mailto:Hyosun.hur@cebupacificair.com
mailto:Hyosun.hur@cebupacificai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