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bu Pacific Air (5J) 기타 국제선 안내 

1. 판매가 (편도/항공세 및 유류할증료 불포함) : 첨부 확인                                      *Updated on 19OCT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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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속 수하물 불포함 - 세이버에서 사전 구입 (20kg, 32kg, 4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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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출발 기준)                                                                통화 : PHP 

구분 GO FARE (V/W/G/Q/L/K/M/H/B/S/U/Y) YEAR-ROUND SPEICIAL FARE (Z/E/D/C) 

날짜 변경 

 출발 4시간 전까지 상위 클래스/운임으로 변경 

 변경 저장 후, 추가금액 필수 지불 

 날짜 변경 수수료 

① MNL-DXB, MNL-MEL/SYD : 편도 PHP 2,500 

② Others : 편도 PHP 2,000 

 출발 4시간 전까지 상위 클래스/운임으로 변경 

 변경 저장 후, 추가금액 필수 지불 

 날짜 변경 수수료 

① MNL-DXB, MNL-MEL/SYD : 편도 PHP 2,800 

② Others : 편도 PHP 2,300 

여정 변경 

 출발 4시간 전까지 상위 클래스/운임으로 변경 

 변경 저장 후, 추가금액 필수 지불 

 여정 변경 수수료 

① MNL-DXB, MNL-MEL/SYD : 편도 PHP 3,500 

② Others : 편도 PHP 2,750 

 출발 4시간 전까지 상위 클래스/운임으로 변경 

 변경 저장 후, 추가금액 필수 지불 

 여정 변경 수수료 

① MNL-DXB, MNL-MEL/SYD : 편도 PHP 3,700 

② Others : 편도 PHP 2,900 

취소/환불 

 출발 4시간 전까지 취소 가능 

 현금 환불 불가 / TRAVEL FUND 적립 

 취소 수수료 

① MNL-DXB, MNL-MEL/SYD : 편도 PHP 3,500 

② Others : 편도 PHP 2,750 

 출발 4시간 전까지 취소 가능 

 현금 환불 불가 / TRAVEL FUND 적립 

 취소 수수료 

① MNL-DXB, MNL-MEL/SYD : 편도 PHP 3,700 

② Others : 편도 PHP 2,900 

MIN/MAX 0/12M (최초 예약일 및 재 예약일 기준) 

TKTL 예약 후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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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 3000 (MNL-DXB, MNL-MEL/SYD), PHP 1000 (Others)  

OPEN/대기 불가 

STOPOVER 불가 

FOP CASH ONLY 

ENDORSEMENT 별도 표기 없음 

TOUR CODE 별도 표기 없음 

AGT COMM NO COMM 

GROUP(GV15) 일정/인원/연락처 명시하여 E-mail로 견적 요청 (cebkoreasales@cebupacificair.com) 

*상기 요금 및 규정은 사전 고지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사전 지불 수속 수하물 (편도, 세이버/Skypartner 예약발권)                                             통화 : 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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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NL-DXB 

MNL-MEL 

MNL-SYD 

1)최초예약 PHP 1800 PHP 2800 PHP 3800 

PHP 4300 2)추가/변경(1) PHP 2149 PHP 3299 PHP 4399 

3)추가/변경(2) PHP 2449 PHP 3849 PHP 4899 

OTHERs 

1)최초예약 PHP 850 PHP 1400 PHP 2000 

PHP 1700 2)추가/변경(1) PHP 1099 PHP 1749 PHP 2449 

3)추가/변경(2) PHP 1249 PHP 1899 PHP 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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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DG(CEB GO) 항공편/ATR 기종 : 20kg 만 선택 가능 

Excess Baggage 

Charge (per kg) 

 MNL-DXB,  

MNL-MEL/SYD : 

PHP1200 

 Others :PHP3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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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