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ì „ìž•í•ê³µê¶Œ - 1265305371380/PARK/MIN JI MS

브이아이피관광

전자 항공권 발행 확인서

 E-Ticket Passenger Itinerary & Receipt

담당자 : 브이아이피관광      TEL : 02-756-5151      FAX : 02-773-4098      E-MAIL : ansrns35@hanmail.net 2018 / 05 / 16

    승객 정보 (Passenger Information)

•승객 성명 (Passenger Name) : PARK/MIN JI MS

•항공권 번호 (Ticket Number) : 1265305371380

•예약 번호 (Booking Reference) : (GA 항공) VYMQRD (1B) ILTDCB

    여정 정보 (Itinerary Information)

GA 871 GARUDA INDONESIA GARUDA INDONESIA  

※해당 항공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인천공항의 제 1 여객터미널에서 운항합니다.

도시/공항 일자/시각 터미널 클래스 비행시간 상태

출발 SEOUL INCHEON INT 04NOV 11:25 TERMINAL 1

ECONOMY/Q 07:45 OK

도착 DENPASAR BALI 04NOV 18:10 INTERNATIONAL TERMINAL

경유지(Via) : 좌석(Seat Number) :

유효 기간

(Validity)

:

Not Valid Before  

무료수하물(Baggage) : 30K 운임(Fare Basis) : VKEE1MKR Not Valid After 04DEC18 

GA 870 GARUDA INDONESIA GARUDA INDONESIA  

도시/공항 일자/시각 터미널 클래스 비행시간 상태

출발 DENPASAR BALI 10NOV 01:15 INTERNATIONAL TERMINAL

ECONOMY/V 07:00 OK

도착 SEOUL INCHEON INT 10NOV 09:15 TERMINAL 1

경유지(Via) : 좌석(Seat Number) :

유효 기간

(Validity)

:

Not Valid Before 07NOV18 

무료수하물(Baggage) : 30K 운임(Fare Basis) : VKEE1MKR Not Valid After 04DEC18 

    항공권 정보 (Ticket Information)

•발행일/발행처 (Issue Date/Place) : 16MAY18 / VIP TRAVEL SEOUL KR (17303801)

•제한사항 (Restriction) : NON END/RBKGFEE KRW 50000

•지불수단 (FOP/Tourcode) : CASH

•운임계산 내역 (Fare Calculation) : SEL GA DPS291.38GA SEL291.38NUC582.76END ROE1063.8747

•항공운임 (Fare Amount) : KRW IT

•세금/기타비용 (Tax/Fee/Charge) :

28000BP 17300D5 53600YQ

※YQ/YR/Q Code는 유류할증료 및 전쟁보험료 부담금 등 입니다.

•항공운임 총액 (Total Amount) : KRW IT

    드리는 말씀 (Remarks)

•본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는 탑승수속/ 입출국/ 세관 통과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전 여행기간 동안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의 이름과 여권상의 이름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위/변조시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항 탑승 수속 마감은 항공편 출발 1시간전이므로, 최소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단, 항공사에 따라 탑

승수속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운항편의 탑승 수속은 운항 항공사에서 이루어지며, 운항사의 규정에 따라 탑승수속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부 항공사의 경우 탑승수속시의 수하물 규정이 전자

공권 발행확인서의 무료 수하물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좌석배정'을 완료한 경우, 항공기 출발 70분 전까지 수속하지 않으면 예약(사전 배정 좌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 사정 및 써머타임 적용 등 운항시각의 변경을 대비하여, 여정의 출국 및 귀국 탑승일 기준 72시간 전에 항공기

  출발/ 도착 운항시각의 재확인을 권고 드립니다. 미 확인 시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고객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18일부터 대한항공/에어프랑스/KLM네덜란드항공/델타항공의 출/도착편이 인천공항의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하오니,

  해당 항공사(공동운항편인 경우 운항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 운항사의 터미널을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 공지: 고객의 개인정보는 각 항공사의 개인정보정책에 의거하여 처리되며 항공편 예약이 예약시스템 서비스 제

공업체 (GDS)를 통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개인정보정책을 따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iatatravelcenter.com/privacy 혹은

해당 항공사나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항공편 예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 저장 및 이용되

고,(공동운항의 경우) 제휴사에 제공 및 위탁되는지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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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 „ìž•í•ê³µê¶Œ - 1265305371381/LEE/DONG WON MR

브이아이피관광

전자 항공권 발행 확인서

 E-Ticket Passenger Itinerary & Receipt

담당자 : 브이아이피관광      TEL : 02-756-5151      FAX : 02-773-4098      E-MAIL : ansrns35@hanmail.net 2018 / 05 / 16

    승객 정보 (Passenger Information)

•승객 성명 (Passenger Name) : LEE/DONG WON MR

•항공권 번호 (Ticket Number) : 1265305371381

•예약 번호 (Booking Reference) : (GA 항공) VYMQRD (1B) ILTDCB

    여정 정보 (Itinerary Information)

GA 871 GARUDA INDONESIA GARUDA INDONESIA  

※해당 항공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인천공항의 제 1 여객터미널에서 운항합니다.

도시/공항 일자/시각 터미널 클래스 비행시간 상태

출발 SEOUL INCHEON INT 04NOV 11:25 TERMINAL 1

ECONOMY/Q 07:45 OK

도착 DENPASAR BALI 04NOV 18:10 INTERNATIONAL TERMINAL

경유지(Via) : 좌석(Seat Number) :

유효 기간

(Validity)

:

Not Valid Before  

무료수하물(Baggage) : 30K 운임(Fare Basis) : VKEE1MKR Not Valid After 04DEC18 

GA 870 GARUDA INDONESIA GARUDA INDONESIA  

도시/공항 일자/시각 터미널 클래스 비행시간 상태

출발 DENPASAR BALI 10NOV 01:15 INTERNATIONAL TERMINAL

ECONOMY/V 07:00 OK

도착 SEOUL INCHEON INT 10NOV 09:15 TERMINAL 1

경유지(Via) : 좌석(Seat Number) :

유효 기간

(Validity)

:

Not Valid Before 07NOV18 

무료수하물(Baggage) : 30K 운임(Fare Basis) : VKEE1MKR Not Valid After 04DEC18 

    항공권 정보 (Ticket Information)

•발행일/발행처 (Issue Date/Place) : 16MAY18 / VIP TRAVEL SEOUL KR (17303801)

•제한사항 (Restriction) : NON END/RBKGFEE KRW 50000

•지불수단 (FOP/Tourcode) : CASH

•운임계산 내역 (Fare Calculation) : SEL GA DPS291.38GA SEL291.38NUC582.76END ROE1063.8747

•항공운임 (Fare Amount) : KRW IT

•세금/기타비용 (Tax/Fee/Charge) :

28000BP 17300D5 53600YQ

※YQ/YR/Q Code는 유류할증료 및 전쟁보험료 부담금 등 입니다.

•항공운임 총액 (Total Amount) : KRW IT

    드리는 말씀 (Remarks)

•본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는 탑승수속/ 입출국/ 세관 통과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전 여행기간 동안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의 이름과 여권상의 이름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위/변조시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항 탑승 수속 마감은 항공편 출발 1시간전이므로, 최소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단, 항공사에 따라 탑

승수속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운항편의 탑승 수속은 운항 항공사에서 이루어지며, 운항사의 규정에 따라 탑승수속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부 항공사의 경우 탑승수속시의 수하물 규정이 전자

공권 발행확인서의 무료 수하물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좌석배정'을 완료한 경우, 항공기 출발 70분 전까지 수속하지 않으면 예약(사전 배정 좌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 사정 및 써머타임 적용 등 운항시각의 변경을 대비하여, 여정의 출국 및 귀국 탑승일 기준 72시간 전에 항공기

  출발/ 도착 운항시각의 재확인을 권고 드립니다. 미 확인 시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고객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18일부터 대한항공/에어프랑스/KLM네덜란드항공/델타항공의 출/도착편이 인천공항의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하오니,

  해당 항공사(공동운항편인 경우 운항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 운항사의 터미널을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 공지: 고객의 개인정보는 각 항공사의 개인정보정책에 의거하여 처리되며 항공편 예약이 예약시스템 서비스 제

공업체 (GDS)를 통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개인정보정책을 따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iatatravelcenter.com/privacy 혹은

해당 항공사나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항공편 예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 저장 및 이용되

고,(공동운항의 경우) 제휴사에 제공 및 위탁되는지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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