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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항공교통이용자 이슈 정보

제1절 항공운임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1. 전자항공권(e-Ticket)
v 전자항공권이란 전산시스템의 발달에 따라 항공권을 기존의 종이항공권 형태
로 발급하지 않고, 항공사의 컴퓨터시스템에 항공권의 모든 세부사항을 저장하
여 필요시에(발권, 환불, 재발행 등) 이를 전산으로 자유롭게 조회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자 발권 방법에 의해 발행된 항공권을 의미함.
➤

전자항공권은 기존 종이항공권에 비해 발권 및 변경이 편리하고, 항공권 분
실 및 훼손의 우려가 없으며, 신속한 좌석배정과 탑승수속이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음.

➤

전자항공권 발권 시, 승객에게 종이항공권 대신 제공되는 확인증을 제공함으
로써, 승객의 항공여행 정보와 세부내역, 법적고지 등을 안내하고 있음.

가. 전자항공권 확인증 기재사항
v 전자항공권은 항공교통이용자가 구매한 항공운송 계약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
고 있기 때문에, 항공교통이용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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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객 정보

① 승객성명

(Passenger Name) :

姓 을 우선 기재한 후

승객의 영문 이름으로 성(

)

,

이름을 기재하며, 반드시 승객의 여권과 영문 철자까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함.

② 예약번호

(Booking Reference) :

해당항공권 예약정보에 관한 고유번호로 예약

번호와 본인확인절차를 통해 탑승수속을 할 수 있음.

③ 항공권번호

(Ticket Number) :

항공권 발행 시 부여된 항공권의 고유번호

<부록 그림 1> 전자항공권 승객 정보

2) 여정

① 편명
② 운항사

(Flight) :

예약된 비행기의 편명(예

(Operated by) :

: KE0093)

공동운항의 경우, 운송 제반 서비스가 운항사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운항사의 규정 및 운항사가 제공하는 기내 서비스 등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③ 출발 및 도착지

(Departure/Arrival) :

승객이 여행하는 도시명이 기재되며 괄호

안에 공항코드 기재

④ 날짜 및 시간

(Date/Local Time) :

예약된 출발 및 도착 일자와 시간을 현지시각

기준으로 표기

<부록 그림 2> 전자항공권 여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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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약 정보

① 예상비행시간 예상되는 운항시간
② 예약등급
지불된 운임수준에 따른 예약등급
ㆍ항공권 예약등급에 따라 항공권 유효기간 항공권 변경 및 취소 여부 및 위약
:

(Class) :

(Booking Class)

,

금,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 마일리지 적립률, 좌석승급 여부 등이 다름.

③ 좌석 타입
④ 예약상태

(Seat Type)

(Status) :

항공권 발행 당시의 예약상태를 말함.

➤

OK :

예약이 확약된 경우

➤

RQ :

대기자명단에 있거나 예약신청 후 미확정 상태

➤

NS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승객(No

➤

SA :

사전예약은 불가능하고, 잔여 좌석이 있는 경우 탑승 가능한 티켓

⑤ 운임

(Fare Basis) :

Seat)

승객이 구매한 항공권의 운임 종류로 그 기준은 항공사마다

상이함.
차 코드(Prime

➤

1

➤

2

Code) :

차 코드(Secondary

ㆍ계절별 코드
ㆍ요일별 코드

에서 정한 해당 노선의 시즌 등급을 의미

Code) : IATA

:

성수기

:

주말

할인 코드(Discount

➤

해당 항공권의 예약등급

H(High), K(Shoulder),

W,

주중

Code) :

비수기

L(Low)

X

할인운임의 유형 및 내용, 유효기간, 할인율 등

표시

ㆍ
ㆍ
ㆍ
ㆍ

AP(advance purchase) :

EE(excursion fare) :

PX(PE fare :

사전구입운임

회유운임

발권일자가 제한되는 운임)

RW(round the world fare) :

세계일주운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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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종
⑦ 마일리지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종

(Aircraft Type) :

(Frequent Flyer Miles) :

항공편 탑승 시 적립되는 마일리지 양이며,

예약 등급별 마일리지 적립률이 상이하고, 일부 항공권은 마일리지 적립이 불
가능함.

⑧ 항공권 유효기간

:

해당 항공권의 정확한 유효기간

➤

Not Valid Before :

➤

Not Valid After :

최소체류의무기간(Minimum

최대체류허용기간(Maximum

Stay)

Stay)

기재
기재

ㆍ일정 등 예약을 변경할 경우 유효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일부 항공권의 경우
,

,

항공권 만료일이 가까운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여정의 경
우 유효기간이 넉넉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함.

⑨ 수하물

(Baggage) :

예약된 항공편 이용 시 적용되는 무료수하물 허용량

➤

개수제일 경우 예:

➤

중량제일 경우 예

개)

1PC(1

: 20K(20Kg)

ㆍ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 요금을 지불하여야 함

.

<부록 그림 3> 전자항공권 예약 정보

4) 운임정보

① 연결항공권 환승 등 여정이 연결되는 경우 여정 순서에 따른 항공권 번호
② 산출운임 승객의 여정에 대한 출발국가의 통화로 된 공시운임이 통화 코드와
:

:

함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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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e-Ticket

확인증 상에는 공시운임과 실제 지불금액이 동시에 기재되며, 전자우

편 수령 시, 영수증으로도 확인 가능

③ 세금

:

승객의 여정에 발생되는 각국의 세금 금액을 실제 지불통화로 기재하며,

세금 코드(Tax

와 같이 기재

Code)

④ 총산출금액 운임과 세금이 합계된 금액
⑤ 지불수단 운임의 지불수단 및 승인번호
⑥ 발행일 발행처 전자항공권 발행일 월 연도가 기재되며 발행 장소는 항공사
:

:

:

,

또는 여행사 이름과 고유의

IATA

,

,

번호가 기재

<부록 그림 4> 전자항공권 운임 정보

5) 항공권 제한사항
v 구입한 항공권의 유효기간과 변경이나 환불 등 제한조건이 승객에게 안내됨.
v 예약 등급 또는 예약클래스에 따라 항공서비스 이용이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예약 등급 및 그에 따른 제약 사항을 항공권 구매 전에 확
인하여야 함.

69

<<< 2017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1/4분기)

<부록 그림 5> 전자항공권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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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운임의 개요

가. 항공운임 총액

<부록 그림 6> 총액운임의 구성

v 항공운임 총액은 운임 및 요금,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구성항목은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항공운임 등 총액)에 명시
되어있는 바, 다음과 같음.
➤

항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
‧ 운임 및 요금이란 목적지까지 운송을 위해 항공사에게 지불하는 금액 및 유류할증료를
말함.

➤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 공항시설사용료란, 공항 시설 이용에 필요한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여객이 이용
한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금액이며 공항마다 사용료가 상이함.
‧ 국내선의 경우, 인천공항의 공항시설사용료는 5,000원이며 그 외 공항은 4,000원임.
‧ 국제선의 경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공항시설사용료는 17,000원이며, 그 외 국제공
항은 12,000원임.

➤

해외 공항의 시설사용료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 이는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 할
기금 설치를 위한 것으로 국제선 출국 시, 1인당 10,000원씩 징수되며 문화체육관광
부에서 관리함.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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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및 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서, 국제선 출국 시, 1인당 1,000원씩 징수되며 외교부에서 관리함.
➤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항
공교통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v 따라서 총액운임제 시행 전 항공사, 여행사들은 여행상품 광고시 요금, 공항시
설사용료, 출국 납부금 등을 제외한 상품가격만을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
적인 선택을 저해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년 7월

2014

일을

15

기점으로 총액운임제가 도입되었음.
➤

· ·

총액운임제는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 표시 광고 안내 시 소
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유류할증료, 공
항시설사용료 등이 포함된 총액으로 제공토록 항공사업법 제62조제4항에 명
시하여 의무화시킨 제도임.

v 항공사들은 항공운임총액과 함께 세부구성항목에 따른 금액을 제공하고 있으
며, 항공권 환불시 환불이 불가한 경우에도 운임을 제외한 요금, 공항시설사용
료, 출국납부금 등을 환불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나. 운임(Fare)
v 항공운임 총액의 주요 부분인 운임 및 요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게 되어있으며, 이때 인가받은 운임은 공시 운임(Shown
정상운임(Normal
➤

Fare)

또는

라 함.

Fare)

항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국
제 정기편 운항만 해당)는 해당 국제항공노선에 관련된 항공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우편물 제외)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항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국
내 정기편 운항만 해당)는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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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

일 이상 예고하여야 함.

20

원칙적으로 정상운임은 예약변경, 여정변경, 항공사변경 등에 제한이 없으며,
항공권의 첫 구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가능하고, 나머지 구간은 여
행개시일로부터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짐.

v 정상운임에서 특정 규정을 적용하여 할인하는 운임은 항공사 판매가(Net
또는 특별운임(Special

Fare)

·

Fare)

또는 할인운임이라 하며, 정상운임보다 저렴한 대

신 할인율에 따라 최대 최소 체류기간, 출발기간, 발권기간 등의 운송조건에 제
약이 있기 때문에 항공권 구입 전 확인이 필요함.
➤

항공사들이 운송조건을 달리하여 특별운임을 제공하는 것은 주어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수익경영(Revenue

➤

Management)

기법의 일환임.

특별운임의 경우, 최고의무 체류기간과 최대허용 체류기간 외에도 도중체류
횟수, 선구입조건, 예약변경 가능 여부, 여행일정변경 가능 여부 등의 제한이
있음.

➤

또한 일부 할인운임은 여객의 연령이나 신분, 여행조건에 따라 할인이 되며,
일반적으로 유아, 소아, 단체, 학생 할인운임 등이 있음.

v 따라서 소비자가 제공받게 되는 운임은 정상운임 또는 특별운임 및 할인운임으

·

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제 제공되는 운임은 항공사마다 적용하는 성수기 비수

·

기, 주중 주말 구분 및 적용에 따라 정상운임 또는 동일한 운송조건을 가진 특
별운임이더라도 차이가 날 수 있음.

다. 예약등급(Booking Class)
v 대다수의 대형 항공사들은 운송종류가 아닌 예약등급을 기준으로 한 운송조건
을 웹 홈페이지 상에 게재하므로, 항공권 예약등급 확인이 필요함.
v 예약등급(Booking

은 항공권 예약상 구분되는 등급으로 크게 좌석등급

Class)

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기내서비스, 좌석선택범위, 항공권

(Cabin Class)

유효기간, 환불조건, 마일리지 적립률 등 운송조건에 따른 운임종류와 판매경
로에 따라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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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등급(Cabin
(Business Class)

는 통상적으로 일등석(First

Class)

엄 이코노미석(Premium
➤

·

및 보통석 일반석(Economy

상용우대석

Class),

로 구분되나, 최근 프리미

Class)

이 도입되고 있음.

Economy Class)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은 상용우대석보다는 저렴하지만, 이코노미석에 비해
넓은 좌석이나 우선 탑승 수속 및 탑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좌석 등급을
말함.

➤

항공권 판매경로는 항공사 웹 홈페이지 또는 콜(예약)센터를 통한 직접구매
및 여행사를 통한 간접구매로 구분하거나, 인터넷 수단을 이용한
Off-Line

On-Line

및

구매로 구분할 수 있음.

v 일반적인 예약등급 체계는 아래 <부록 표

과 같으나, 항공사별로 실제 운영

1>

하는 예약등급 체계는 상이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정상운임(Normal
상용우대석의 경우

C,

인 경우의 예약등급은 일등석의 경우

Fare)

·

보통석 일반석일 경우

F,

임.

Y

<부록 표 1> 예약등급(Booking Class) 체계
좌석 등급

예약 등급
P

일등석 프리미엄

F

일등석

일등석

(First Class

(First

Premium)

Class)

(First Class)

할인된 일등석

A

상용우대석
(Business/Interm
ediate

Class)

J

Class

상용우대석

(Business

Class)

할인된 상용우대석

·

·

보통석 일반석

Class)

·

Class

Class

(Economy

할인된 보통석 일반석

Class

(Economy

Discounted)

Normal)

Class

–

no reservation

needed.

Discounted)

Reservation)

좌석이 정해지는 예약 필요없는 셔틀서비스
U

Premium)

Premium

조건에 따른 예약(Conditional

G

(Economy/Coach

(Business

Economy/Coach

S/Y

보통석 일반석

Discounted)

(Business

W

B/H/K/L/M/N/Q/V

Class

상용우대석 프리미엄

C

D/I/Z

(First

Seat

(Shuttle

체크인시 좌석을 지정하는 예약 필요없는 셔틀서비스
E

Service

–

no reservation

allowed.
check-in)

자료 : IATA Ticketing Handbook 2007, I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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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운임 관련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팁
v 항공권의 등급(Class)이란 다음과 같음.
➤

항공권의 등급은 크게 두 개지로 구분되는데, 좌석 등급과 예약 등급임.

➤

좌석등급이란, 항공편 좌석의 등급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등
석, 비즈니스석, 일반석을 말함.

➤

예약 등급이란, 동일한 좌석이더라도 여정의 조건과 운임이 상이한 것을 말
하며, 각 항공사는 노선의 수요 특성, 예약률, 성수기 여부 등에 따라 예약등
급과 운임 수준(할인율 수준), 예약 조건 등을 정하고 있음.
‧ 예약 등급을 설정함으로써, 승객에게 다양한 종류의 상품 선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
며, 항공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운임의 승객에게 예약시 우선권을 보호하는 등 높
은 운임의 승객을 보호하고, 차별화된 상품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관리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항공사는 예약 등급이 낮을수록, 즉 할인율이 클수록 항공운송에 대한 제한 사항을 두
고 있음.

v 항공권 구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

특가 항공권 및 할인율이 높은 항공권은 항공권 변경 또는 환불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반드시 변경 또는 환불 여부를 확인해아여야 함.
‧ 특히, 얼리버드 등 몇 달 전에 미리 항공권을 구매하는 여객은 변경 및 환불 여부와 그
에 따른 요금을 확인하여야 함.
‧ 이 외에도 항공권 변경, 환불, 재발행 등에 관련된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7일부터 1년까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
야 함.
‧ 항공권 유효기간이 짧을수록 항공 운임은 저렴하지만, 여정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사전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나, 항공권 유효기간으로 인하여
항공권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음.

➤

공동운항 또는 코드셰어의 경우, 실제 운항하는 항공사의 제반 서비스가 제

75

<<< 2017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1/4분기)

공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야 함.
‧ 특히, 탑승수속 카운터, 탑승 마감 시간, 무료 수하물 허용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
내 특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운항사가 이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

영문이름과 여권번호, 성별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 영문 이름이나 여권번호가 다를 경우 출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공권 변경이 필요하
게 되는데 이 때 항공권 종류에 따라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
는 경우가 있음.

v 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예약하는 경우, 예약등급 또는 운임종류와
함께 운송조건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마일리지 적립률 등 예약 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조건 등은 예약등급 또
는 운임종류를 확인하여 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음.
‧ 대한항공의 경우, 예약단계 중 2단계인 운임 및 항공편 선택시 운임종류에 따른 운임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등급은 3단계인 탑승객 정보 작성시 전체 예약 정보에
서 확인할 수 있음.
‧ 그 외 국적항공사들 또한 예약단계 중 2단계인 운임 및 항공편 선택에서 운임종류에
따른 운임규정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국적항공사들은 항공사업법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에 따라 운
임표를 제공하고 있어, 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약등급 또는 운임종류에
따른 공시운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스타항공의 경우, 운영하고 있는 운임종류에 대한 안내가 추가적으로 게시되어 있음.

➤

그 외 여행사를 통한 온라인 항공권 예약시에는 사실상 구매단계에서 예약
등급이 제공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우므로 제공되는 항공요금규정 확인이 필
요함.
‧ 마일리지 적립 등 몇몇 운송조건의 경우, 해당 항공사에서 확인을 요망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항공권 구매 후에는 발행된 전자 영수증에서 예약 등급이 확인 가능함.

v 항공권 환불 시, 공항시설 사용료 및 출국납부금 등은 다음과 같이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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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을 환불 할 경우, 예약 등급에 따라 전액 환불이 되거
나,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징수하거나,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
‧ 전액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항공 운임에 대한 부분만 환불이 불가능하며 유류할증
료, 공항시설 사용료 및 출국납부금 등은 전액 환불됨.

➤

항공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항공권을 환불 할 시에는 대부분의 항공사가 전
액 환불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분은 이용하는 항공사의 운송약관을 확
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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