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국내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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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수배에 관한 취급수수료 등

구   분 대상 요금

10인이상 단체 여행의 경우 여행 비용 총액 총액의 20%

개인 (그외의 경우) 1건당 3,300엔

ANA・JAL・SpringJapan의 경우 1인1구간당 1,800엔

SNA・SFJ・ADO・FDA・ORC・IBX・

AMX의 경우
1인1구간당 2,600엔

스카이마크의 경우 1인1구간당 2,600엔

Jetstar、Peach의 경우 1인1구간당 3,700엔

1인당 3,300엔

1인1구간당 500엔

가이드 1인1일당 66,000엔

10인이상 단체 여행의 경우 해당 변경전 여행요금 여행요금의 20％

개인 (그외의 경우) 1건당 8,800엔

1인당 2,200엔

1인당 2,200엔

10인이상 단체 여행의 경우 해당 여행요금 여행요금의 20%

개인 (그외의 경우) 1건당 8,800엔

1인1구간당 2,800엔

1인1구간당 2,800엔

1건당 승차선권의15 ％

1건당 2,200엔

연락 통신비 1건당(전화요금,정보요금 별도) 4,4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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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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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취소

여행업무 취급수수료

숙박시설의 예약・수배 변경

내 용

운송기관의 예약・수배수배수수료

변경 수속수수료

숙박시설의 예약・수배

전화 예약・수배

　수행 인솔 서비스료 (숙박 및 교통비 등의 여행 실비를 제외)

운송기관의 예약・수배 변경

운송기관과 숙박시설 등이 복합된 경우

운송기관과 숙박시설 등이 복합된 경우

【2023년2월1일개정】

상기 (1)부터 (5)까지의 요금에 5,500엔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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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기관과 숙박시설 등이 복합된 경우

관광여행

(1)고객님의 여행 계획 상담

고객님의 의뢰에 따라 긴급히 현지수배등의 위해 통신 수단을 사용한 경우

항공권 발권전 취소 (예약계약 성립후)

미사용 승차권, 승선권의 정산

숙박시설 취소

(4)운송기관의 운임・요금 견적

(5)여행지 및 운송, 숙박시설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고객님의 의뢰에 따른 출장상담

내 용

(2)여행 계획 작성

취소 수속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