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하계 성수기 및 9,10월 연휴 기간 단체좌석 요청 가이드 

 

 7,8월 하계 성수기 기간 및 9,10월 연휴 기간에 늘어나는 어학 & 인센티브 & 모객성 단체 요청 좌석을 

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좌석 요청 및 접수를 진행 합니다.  

 

1. 해당 노선: 

- 인천-마닐라 왕복 (마닐라 경유 국내선 포함) 

- 인천-세부 왕복 

- 인천-칼리보 왕복  

 

2. 해당 여행 기간 

- 7월 20일 ~ 8월 15일 

- 9월 11일 ~ 9월 14일 

- 10월 1일 ~ 10월 9일 

 

3. 접수 기간 

회차 접수기간 확정 여부 회신  

1차 ~3월 29일 까지 4월 3일 

2차 ~4월 12일 까지 4월 17일 

3차 ~4월 17일 까지 4월 19일 

 

4. 예약 및 발권 절차  

① 첨부 양식을 활용하여 영업부 이메일로 좌석 요청 (이메일 cebkoreasales@cebupacificair.com) 

② 확정 여부 회신 후 인보이스 발송  

③ 인보이스에 명시된 T/L 까지 Deposit (항공료 총액의 30%) 입금 

④ 출발 1주일전 까지 양식에 맞춰 명단 등록  

 

5. 그룹 규정  

- Group Size (그룹 최소인원): 국내선: 15명 이상 / 국제선: 10명 이상 

- NO FOC, NO CHD, NO COMM 

- DEPO TL: 예약일 기준 4주 이내 항공료 총액의 30% 입금 

*인원 확정 및 Deposit 입금 후, 미판매 좌석의 Deposit 금액은 환불 불가함 

(미판매 해당 좌석수 만큼의 Deposit 금액 상실됨)   

*인원 확정 및 Deposit 입금 후, 최종 확정 좌석은 최초 확정 좌석의 최소 80% 완납 필수  

(80% 인원이 10명 이하의 경우는 그룹 최소인원인 10명까지 완납 필수) 

예) 최초 100명 좌석 요청, 이에 대한 30% Deposit 300만원 입금(좌석당, 10만원) 

 - 최종 100명 확정 시: 나머지 700만원 추가 입금 후 발권 

 - 최종 90명 확정 시: 나머지 630만원 추가 입금 후 발권(300만원 Deposit 중 취소된 10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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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30만원은 상실) 

 - 최종 80명 확정 시: 나머지 560만원 추가 입금 후 발권(300만원 Deposit 중 취소된 20명에 

해당하는 60만원은 상실) 

 - 최종 60명 확정 시: 전체 인원의 80%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 560만원을 추가 입금 후 

발권(20명의 Deposit에 해당하는 60만원은 상실) 

 

- FULL Payment TL: 출발 21일 전까지 완납 

- NAME & APIS TL - 출발 7일전까지 명단/APIS 제출 

- 변경 

* 국내선: 완납 후 출발 7일 전까지 날짜 변경 가능 (편도 PHP1200+요금차액 지불) 

* 국제선: 완납 후 출발 14일 전까지 날짜 변경 가능 (편도 KRW50000+요금차액 지불) 

 (취소/변경 수수료는 CLASS 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취소/환불 

* 국내선: 현금 환불 불가 

* 국제선: 완납 후 출발 14일 전까지 가능 (Deposit 환불 불가, 편도 KRW70000 취소수수료) 

 (취소/변경 수수료는 CLASS 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제한 조건 - Deposit 및 사전구입수속수하물 전체 환불 불가 

- 사전 구입 수속 수하물  

* 완납 시 최종 인원에 대해여 구입 가능 (단, 수수료가 인상되는 경우 인상분으로 적용됨) 

* 가격 (편도): 

 20kg = 25,500원 

 32kg = 50,000원 

 40kg = 66,000원 

 

*신청 양식 (아래 양식에 맞춰 이메일 cebkoreasales@cebupacificair.com)로 좌석 요청) 

여행사명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SEG 출발일 편명 구간 출발 시각 도착시각 요청 좌석수 단체 성격 

1 월 일 5J000 ICN MNL 02:35 06:05 

10 석 

ex) 

어학연수, 

회사 

인센티브, 

보험, 등  

2 월 일 5J000 MNL DVO 08:35 10:40 

3 월 일 5J000 DVO MNL 11:55 14:00 

4 월 일 5J000 MNL ICN 17:1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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