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항공권 여정안내서
E-Ticket Passenger Itinerary & Receipt

고객성명Passenger Name KIM/YOUNGDAEMR  회원번호FFP No. 206818672 

전자항공권번호E-Ticket No. 9882154542565  예약번호Booking Reference CAD6AI 

여정안내Itinerary
  City(Airport) Date(Day) Local Time Terminal Flight Time Status

1. OZ204 
출발 Departure SEOUL(ICN)  15NOV11(TUE)  20:00  -  10H40M  OK 
도착 Arrival LOS ANGELES(LAX)  15NOV11(TUE)  13:40  B    OK 

OZ204 편은 ASIANA AIRLINES의 항공기로 운항합니다. 예약클래스 Class E 

항공권 유효기간 Not Valid Before 15NOV Not Valid After 30DEC 운임 Fare Basis HLXAP9KR/AP
7 

무료 수하물 허용량 Baggage Allowance is 2PC 경유지 Via  

2. OZ203 
출발 Departure LOS ANGELES(LAX)  30NOV11(WED)  00:30  B  13H20M  OK 
도착 Arrival SEOUL(ICN)  01DEC11(THU)  06:50  -    OK 

OZ203 편은 ASIANA AIRLINES의 항공기로 운항합니다. 예약클래스 Class E 

항공권 유효기간 Not Valid Before 30NOV Not Valid After 30DEC 운임 Fare Basis HLXAP9KR/AP
7 

무료 수하물 허용량 Baggage Allowance is 2PC 경유지 Via  

상기의 모든 정보는 항공사 및 공항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운임 & 항공권 정보 Recept & Ticket Information

제한사항 Restrictions 1KCHD0EN/ NO OB CHNG NO MILE UG NO RFND NON-ENDS 
발행일/발행점 Date/Place 06NOV11/SCN10135 

운임계산 Fare Calculation 15NOV11 SEL OZ LAX 627.45 HLXAP9KR OZ SEL 627.45 HLXAP9KR NUC1254.90ROE1
183.350000PFC XF 5100 LAX4.5 

운임 Fare KRW 1485000  Equivalent  
세금 Tax/Free/Charge 28000BP/ 2800AY/ 36600US/ 5600XA/ 7900XY/ 6200YC/ 293000YQ/ 5100XF 
총액 Total KRW 1870200  Original Issue  
지불수단 Form of Payment VI************6968  Tour Code 1KCHD0EN 
Issued in Exchange For  
Conjunction Tickets  

전자항공권 여정안내서는 입출국/세관 통과시 제시하도록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 여행기간동안 소지하시고, 본 안
내서와 함께 제공된 법적고지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항공권 여정안내서 상의 고객성명(영문)과 여권상의 영문명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탑승 쿠폰 사용 순서 : 탑승용 쿠폰은 여객용 쿠폰에 명시된 출발지로부터 순서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무료로 운송 가능한 수하물 무게(개 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되며, 요금은 여행 구간에 따라 상이합니
다.
▣발권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대한 고지 (미 국, 미국령 내 지점 출발 또는 도착 여행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미국령(사이판 포함) 내 지점 출발 또는 도착 여행에 대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석등
급

첫 번째·두 번째 위탁 수하물 기내 휴대 수하물

퍼스트
및 비즈 각 수하물은 무게 32 kg (70 lbs.) 이하 및 3면의 합 1

무게 10 kg (22 lbs.) 이하이고 3면의 합이 115 cm (45 i
nches) 이 하인 수하물 2개 (각 면의 최대치는 40 x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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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항편에 대해서는 운항 항공사의 정책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flyasiana.com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예약번호 한국:1588-8000(02)2669-8000 중국:400-650-8000 미국:(1)(800)227-4262,(1)(800)2ASIANA 일본:03-5812-6600
홈페이지 한국:flyasiana.com 중국:cn.flyasiana.com 미국:us.flyasiana.com 일본:jp.flyasiana.com
예약문의 1588-8000 | flyasiana.com 
Customer Service Contact Information
Website : http://us.flyasiana.com (Contact Us)
Mailing Address : US Customer Center, Asiana Airlines, 3530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 90010, USA

니스 58 cm (62 inches) 이하로 제한 x 23 cm (15 x 21 x 12 inches)로 제한)

트래블
각 수하물은 무게 23 kg (50 lbs.) 이하 및 3면의 합 1
58 cm (62 inches) 이하로 제한, 수하물 2개의 3 면의

합은 273 cm (107 inches) 이하로 제한

무게 10 kg (22 lbs.) 이하이고 3면의 합이 115 cm (45 i
nches) 이 하인 수하물 1개 (각 면의 최대치는 40 x 55
x 23 cm (15 x 21 x 12 inches)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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