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
당사는 여행업법에 준하여 여행수배・변경・취소시 아래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여행수배에 관한 취급수수료 등

구   분 대상 요 금

10인이상 단체 여행의 경우 여행비용 총액 총액의 20%

개인 (그외의 경우) 1건당 3,300엔

Jetstar、Peach、Vanilla Air、

SpringJapan 등 LCC의 경우
1인1구간당 3,300엔

일본 출발이외의 경우 1인1구간당 3,300엔

그외의 경우 1인1구간당 3,300엔

1인당 3,300엔

시스템 이용료 운송기관의 예약・수배
Jetstar、Peach、Vanilla Air、

SpringJapan 등 LCC의 경우
1인1구간당 항공권 요금의 6% (※５)

가이드 1인1일당 66,000엔

10인이상 단체 여행의 경우 해당 변경전 여행요금 여행요금의 20%

개인 (그외의 경우) 1건당 8,800엔

1인당 16,500엔

1인당 2,200엔

10인이상 단체 여행의 경우 해당 여행요금 여행요금의 20%

개인 (그외의 경우) 1건당 16,500엔

1인1구간당 16,500엔

1건당 승차선권의 15%

1건당 2,200엔

연락 통신비 1건당 (전화요금,정보요금 별도) 4,400엔

기타 1인당 7,700엔

(주의)

１   단체 여행이란, 다수의 여행자가 대표자를 정하여 같은 일정을 동시에 여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２   고객님의 사정에 의한 변경 및 취소하실 경우, 운송기관, 숙박시설 등이 정한 취소 수수료 외에 위 변경 수속수수료, 취소 수속수수료가 부과됩니다.

３   며칠간 같은 숙박시설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1건으로 취급합니다.

４   위 요금에는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５　 환율변동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생길수 있습니다.

■여행 수속 대행료

구   분 대상 요금

1인당 33,000엔

1인당
(1)의 요금에 5,500엔 추가

(교통비 별도)

1인당
(1)의 요금에 5,500엔 추가

(교통비 별도)

계약시 명시된 요금

출입국 신청 1인1국가당 5,500엔

1인1국가당 33,000엔

1인1국가당 44,000엔

1인1국가당 55,000엔

1인당
11,000엔

(대리인의 실비는 별도)

(1)의 요금에 추가 11,000엔 추가

 (1국가당)  10,800엔 (1국가당) 11,000엔

검역 108,000엔(처리비용, 교통비 별도)
110,000엔

(처리비용, 교통비 별도)

각종 증명서 1인당 110,000엔 (교통비 별도)

재입국허가 1인당 22,000엔

기타 실비 실비

(주의)

１   위 요금은 1인당 또는 1건당의 요금입니다.

２   위의 각 해당 요금은 합산하여 청구됩니다.

３   위 요금에는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소 수속수수료

상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내 용

(1)출입국 신청서류 작성 대행

(1)관광비자 신청서 작성 대행 또는 작성 및 신청・수령 대행

(2)비지니스 비자 신청서 작성 대행 또는 신청・수령 대행

(5)긴급 비자 수속

(1)신청수속 (신청서류 작성)

(4) (1)와 긴급시의 수속

(2) (1)와 신청 및 수령시에 해당 기관에에 동행 (교통비 별도)

(3) (1)와 대리신청 또는 법적으로 인정된 대리접수

사증 (비자)

여권

(6)비자 면제 수속 서류 작성

EMD (Electronic Miscellaneous Document) 을 발행한 경우

※EMD는 항공사 또는 지정 대리점에서 발행한 전자 쿠폰입니다.

(4)비자 취득수속을 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경우

(3)이민, 유학, 용역, 장기체류 등 특별한 목적의 경우

운송기관의 예약・수배

숙박시설 취소

고객님의 의뢰에 따라 긴급히 현지수배등의 위해 통신 수단을 사용한 경우

미사용 승차권, 승선권의 정산

운송기관과 숙박시설 등이 복합된 경우

검역소,보건소,진료소 등에 동행 및 검인 취득대행

경찰 증명서, 병역 증명서, 건강 증명서, 졸업 증명서등의 취득 동행, 서명인증 취득 대행

재입국허가 신청수속

운송기관과 숙박시설 등이 복합된 경우

여행업무 취급수수료

내 용

운송기관의 예약・수배 변경

숙박시설의 예약・수배 변경

수배수수료

변경 수속수수료

운송기관과 숙박시설 등이 복합된 경우

숙박시설의 예약・수배

　수행 인솔 서비스료 (숙박 및 교통비 등의 여행 실비를 제외)



■상담료

구   분 대상 요 금

기본요금 (30분까지) 7,700엔

이후 30분마다 4,400엔

여행일정 1일당 6,600엔

기본요금 6,600엔

여행일정 1일당 1,100엔

1건당 5,500엔

자료 (A4사이즈) 1장당 2,200엔

※위 요금에는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에 의한  취급 수수료 및 상담 취급수수료는 고객님의 사정 또는 항공사등 교통기관의 운항 취소의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점 양해바랍니다.

(2)여행 계획 작성

(3)여행에 필요한 경비의 견적 (운송기관과 숙박시설등이 복합된 경우)

고객님의 의뢰에 따른 출장상담

관광여행

(4)운송기관의 운임・요금 견적

(5)여행지 및 운송, 숙박시설 등에 관한 정보 제공

【2020년8월5일개정】

상기 (1)부터 (5)까지의 요금에 5,500엔이 추가됩니다.

(1)고객님의 여행 계획 상담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