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X FARE 

 

1. 판매가 (ORIGIN:KOREA/편도/항공세 및 유류할증료 불포함/SOTO 적용 불가)  

 

*Updated on 17APR2019                                                                                               통화 : KRW 

BKG CLS ICN-MNL ICN-CEB ICN-KLO 

I 153,000 205,000 212,000 

R 94,000 112,000 130,000 

F 63,000 83,000 85,000 
유류할증료(YQ) 유류할증료(YQ) 별도 고지 **매월 1일 예약기준 변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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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W12,000/1kg, KRW10,000/1개 

기내식 불포함 - Skypartner 에서 사전 구입 

예약 세이버 & Skypartner ( 반드시 항공사 PNR + HK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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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X FARE 

날짜 변경 

 상위 클래스/운임으로 변경 ( F/R/I CLASS 로만 변경 가능, 차액 지불) 

 변경 저장 후, 추가금액 필수 지불 

 날짜 변경 수수료 

① 출발 24시간 전까지: 편도 50,000원 

② 출발 24시간~4시간 전까지 : 편도 145,000원 

③ 출발 4시간~출발 후: 변경 불가 

여정 변경  여정 변경 불가 

취소/환불 
 취소/환불 불가 

 미사용 공항세 환불 가능 (여행일 이후 No-show 확인 후 접수가능, 수수료 6,000원 적용)  

운임 결합 불가 (I/R/F클래스만 편도+편도 결합) 

Sales 

Restriction 

 한국 출발 기준 (ORIGIN : Korea) 

 필리핀 출발 : 적용 불가 

TKTL (SSR AUTO-TL 우선 준수) 예약 후 5일 이내 (출발 7일전까지 발권완료) 출발 7일 이내 예약과 동시 발권 

MIN/MAX 0/12M (최초 예약일 및 재 예약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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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요금 및 규정은 사전 고지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Fare display & Auto-Pricing 확인 (Sabre) 

** 게런티 fare 확인(총액) : SSR OTHS 1B 5J AMOUNT DUE 5J KRW216200.00 ==>Auto-pricing 운임보다 우선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