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적용기간 : 2021년   8월 1일  ~  2021년  9월  30일 발권분

2. 적용범위 :

- 대상 항공편 : JL 全 국제선 항공편, 타사운항 코드쉐어편

- 대상 여객 및 운임    : 무상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운임의 전체 여객

* 성인/소아/좌석을 점유하는 유아 - 동일한 금액 적용 (단, 좌석 미점유 유아는 대상 외)

* 마일리지 특전항공권 및 단체운임 적용 시 제공되는 무상 및 할인 항공권에도 적용

* 전세기(Charter)편에도 적용

3.  TAX CODE : YQ (기존의 항공보험료과 연료특별부가운임을 합산한 금액을 항공권에 기입)

4.  주의사항 * 2011년 4월부터 모든 구간 (일부구간 제외) 의 유류할증료가 2개월 단위로 변동됨

* 금액은 유가의 변동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

5. 2021년   7월 31일 이전에 발권된 전체 미사용 항공권의 2021년   8월 1일 이후 취급 방법

CASE1. 예약변경 없을 경우 : 차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CASE2. 예약변경 있을 경우 : 변경되는 구간에 관계없이 변경시에 유효한 금액을 적용한다.

6. 적용금액 : 하기 표의 금액은 한국판매 한국출발여정 기준                                             (1구간당 단위: USD)

* 항공 보험료는 종전과 동일(각 구간 당 USD3.20 )하며 TAX CODE는 YQ 입니다.

: 한국-북미간은 2011.8.1발권부터 한국-일본-북미의 구간별 합산에서 한국-북미간을 한구간으로 CHARGE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음

: 한국-유럽,중동,하와이간은 2011.10.1부터 한국-일본-유럽,중동,하와이의 구간별 합산에서

한국-유럽,중동,하와이간을 각각 한구간으로 CHARGE하는  방법으로 바뀜

7. 적용 예 : 각 구간별 적용 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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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S참조 (1개월 단위로 변동)

(*)변경이란 동일한 편명의 날짜 변경이나 동일한 여정의 편명 변경, 오픈 항공권에 새로 예약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1JUL'21

구   간 
변경전

(01JUN'21-31JUL'21발권분)

한국 = 유럽,중동  (*2) 47.00
한국 = 하와이 (*2) 28.00

한국 = 일본 2.00
한국 = 북미 (*1) GDS참조 (1개월 단위로 변동)

일본 = 베트남, 괌, 필리핀 13.00
일본 =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20.00

일본 = 오세아니아 47.00
일본 = 홍콩, 대만 7.00

일본 = 인도네시아, 인도 28.00
유럽내 BA/AY/IB가 운항하는
JL 공동운항편 이용시

Business Class 40.00
Economy Class 32.00

(*1)

(*2)

KOR $2.00 TYO $2.00 KOR TTL $4.00

13.00
20.00
28.00
40.00
32.00

GDS참조 TTL GDS참조

KOR TYO PAR $47.00 PAR TYO KOR $47.00 TTL $94.00

KOR TYO HNL $28.00 HNL TYO KOR $28.00 TTL $56.00

KOR $2.00 TYO $47.00 SYD $47.00 TYO TTL $98.00

KOR $2.00 TYO $28.00 DEL $28.00

KOR $2.00 TYO $7.00 HKG

$2.00

$18.00

TYO $2.00 TTL $60.00

LAXGDS참조LAXTYO

- 일본항공 주식회사 한국지점 발권부-

$7.00 TYO $2.00 TTL

KOR

변경후

(01AUG'21-30SEP'21발권분)

2.00

47.00
28.00
47.00
7.00

KORTYO

[확정] 2021년 8월 1일 ～2021년 9월 30일 발권분

국제선 항공권 연료특별부가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