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요금 및 규정은 단순한 가이드로서 항공사 사정에 의해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요금 및 규정은 GDS에서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COMMISSION 3% 경유지 NRT/KIX/TPE/HKG/PVG/SIN MIN/MAX 0/12M 

RSVN/TKTG 예약 후 3일 이내  (단, 출발 날짜로부터 7일 이내 예약일 경우, 예약과 동시에 발권 요망) 

ENDORS NON-ENDORS   

STOPOVER 
AKL 및 경유지에서 방향 당 2회 (총 4회) 무료 
\70,000부과 시 뉴질랜드 내에서 무제한 스탑오버 가능 (CHD/INF 할인 적용 가능) 

패널티 규정 
*CHD:할인불가 

*INF: 면제 

변경 출발 전/후 : \150,000 *페널티:YR TAX로 징수 
 

*상위 캐빈으로 변경 시, 변경/환불 페널티 면제 환불 출발 전:  \300,000, 출발 후: 환불 불가 

    NO-SHOW :  구매한 항공운임의 50% 징수 (미 사용 TAX는 환불 가능) 
    *NO-SHOW 기준은 처음 탑승하는 항공기 출발시간 전까지 PNR상의 해당 SEG취소와 티켓상의 RFND/RI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소아/유아  

CHD 75% 24개월 이상~12세 미만: 출•도착일 기준으로 적용. 비즈니스 운임 사용 시 할인 불가.  

INF 10% 
좌석점유 없는 24개월 미만(출/도착일 기준) 성인 한 명당 한 명의 INF만 동반 가능, 
한 명 이상의 INF를 동반하는 경우, 두 번째 INF부터는 CHD로 발권 

운임결합 -정규운임과 결합가능 (*정규운임참고 / 단, 운임결합의  경우 강한 규정 적용) -NZ Domestic Add-on  결합가능 

판매조건 
반드시 NZ(086) stock으로 발권 요망 
 항공권은 반드시 순서대로 연속 사용되어져야 하며, SSPD된 티켓은 STATUS 변경과 사용불가 

SPA CLASS 정규운임표 참조 

에어뉴질랜드 브랜드 캠페인 특가 – 국내선 2회 포함 
직항편 항공 스케줄  
정부인가조건 

오클랜드 왕복 운임 LOW (L) SHLDR (K) SHLDR (K) HIGH (H) 

클래스 RBD 20년02월22일-20년06월30일 19년11월23일-19년12월13일 20년02월11일-20년02월21일 
19년12월14일-20년01월16일 
20년01월27일-20년02월10일 

이코노미 

G 
GKRD 
LPB 900,000 

GKRD 
KPB 1,100,000 

GKRD 
KPB 1,100,000 

GKRD
HPB 1,300,000 

K 
KKRD 
LPB 850,000 

KKRD 
KPB 1,050,000 

KKRD 
KPB 1,050,000 

KKRD
HPB 1,250,000 

직항노선 
적용 Only 

P 
PKRD 
LPB 800,000 

PKRD 
KSPB 910,000 

PKRD 
KPB 1,000,000 

PKRD 
HPB 1,200,000 

Business Premier Economy 

 

- 판매기간: 19년09월10일-19년10월17일 
 
 

- 여행기간: 19년09월11일-20년06월30일 
 
 

- 제외기간: 20년01월17일-20년01월26일 
 

- 편도운임: 왕복운임의 65% 
 

Premium Economy 
클래스 

RB
D 

19년11월23일-20년01월16일 
20년02월11일-20년06월30일 

프리미엄 
이코노미 A AKRDLPB 1,600,000 

클래스 
RB
D 

19년11월23일-19년12월13일 
20년02월11일-20년06월30일 

비즈니스 J 

JKRNKPB 2,600,000 

19년12월14일-20년02월10일 

JKRNHPB 2,8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