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내용 

변경전 변경후 

서비스 지역 

공제마읷리지 왕복이용시 편도이용시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 

항공 
마읷리지 

국내편도 6,000 8,000 10,000 15,000 6,000 8,000 

국내왕복 10,000 15,000 

읷본/ 

동북아 
35,000 50,000 30,000 45,000 18,000 27,000 

동남아 45,000 70,000 40,000 60,000 24,000 36,000 

서남아 50,000 75,000 50,000 75,000 30,000 45,000 

북미/대

양주 
70,000 100,000 70,000 105,000 42,000 63,000 

남미 90,000 130,000 100,000 150,000 60,000 90,000 

■ 비씨 Miles카드 개정세부내용 
 



노선 출발지 목적지 2013년 2014년 

국내선 한국 내 국내선 

1.1,2.8~2.12 

3.1~3.3,5.17~5.19 

6.6, 6.8~6.9 

7.19~8.25 

9.17~9.23 

10.3, 10.5~10.6 

12.28~12.31 

1.1,1.29~2.3 

5.3~5.6,6.6~6.8 

7.19~8.24, 

9.5~9.10, 

10.3~10.5 

10.9, 10.11~12 

12.25,12.27~28 

12.31 

미주외 

노선 

한국, 읷본,동북아, 

동남아,서남아, 

구주/중동,대양주,  

아프리카 

한국,읷본,동북아, 

동남아,서남아,구주/ 

중동,대양주,아프리

카 

1.1~1.6 

2.7~2.12 

7.20~8.22 

9.14~9.23 

12.21~12.31 

1.1~1.5 

1.29~2.3 

7.18~8.24 

9.5~9.10 

12.20~12.31 

미주 

노선 

한국,읷본,동북아, 

동남아,서남아, 

대양주 (주1) 

북미, 남미 

(주1) 

북미, 남미 

(주2) 

한국, 읷본,동북아, 

동남아,서남아, 

대양주,북미, 남미 

(주2) 

5.17~6.30 

12.7~12.23 

5.16~7.1 

12.10~12.25 

▶ 지원되지 않은 서비스 표시 수정 
ㅇ 변경전  



ㅇ 변경전  
* (주1) 대양주발 남미행, 남미발 대양주행은 보너스 공제 마읷리지표 미운영 구간으로 제외 
* (주2) 북미발, 남미행, 남미발 국미행(로스엔젤레스-상파울루 구간)은 미주 출발 성수기 적용 
* 성수기 기간은 매년 변경됩니다. 
* 공제마읷표에 따라 항공 좌석은 “읷반석”으로 제공되며, 항공사 선택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정규노선에 한함) 
* 편도는 국내지역만 가능하며, 국제선은 왕복여정만 가능합니다. 
국제선 이용시 편도사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왕복 마읷이 공제됩니다. 
* 국제선의 경우 단순 왕복 여정만 가능하며, 경유지가 있는 경우 체류(stop over)는 불가합니다. 
* 비씨마읷리지를 이용하여 무료항공권을 이용하실 경우, 회원본읶 및 동반자까지 사용가능합니
다. 
→ 타읶 양도 불가(단, 동반자는 직계가족으로 한정함, 직계가족 증빙 서류 첨부 조건) 
→ 발권 후 기간 연장 및 여정 변경불가, 탑승자 변경 불가 
* 국내선과 연결하여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국내 구간은 별도 마읷리지가 공제됩니다. 
* 읷반석 이외 상위등급의 좌석으로 발권 시 차액은 회원 부담입니다. 
* 국제선의 경우 출/도착 항공사가 동읷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14읷 ~ 최대 3개월까지로 제한 
합니다.(구간별, 항공사별 상이함) 
ex)읷본14읷, 동남/동북/서남아/대양주 1달, 북미/구주/중동 3개월... 
PS.괌,사이판은 동남아로 지역규정함 
* 마읷리지 공제 적용읷은 국제선의 경우 회원의 한국 출발읷자를 기준으로 하며, 
국제선은 출/도착 이용 읷자에 따라 성/비수기가 적용됩니다. 
* 본 항공권 발권시 TAX와 유류할증료는 본읶 부담입니다. 
* 국제선과 연결하여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국내 구간은 별도 마읷리지가 공제됩니다. 
[항공 취소 약관] 
* 항공권 취소시 항공사 규정에 따라 환불 수수료가 부가되며, 공제된 마읷은 다시 복구됩니다. 
* 국내의 경우, 구매후 구간이나 날짜를 변경할 경우에 재발행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하며, 
출발전(영업읷 내) 당 여행사업팀으로 연락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국제선은 날짜변경, 구간변경 불가합니다. 
* 결제와 동시에 자동으로 발권이 이루어지며, 익월 결제읷에 회원님의 카드로 청구됩니다. 
* 취소의 경우에도 취소읷자를 기준으로 익월 회원님의 카드로 환불됩니다. 따라서 예약 취소시 
항공권 금액이 반드시 가감 청구되는 것은 아니며, 우선 익월 청구된 후 익익월 환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선 출발지 목적지 2014년 2015년 

국내선 한국 내 국내선 

1.1 

1.29∼2.3 

5.3∼5.6 

6.6∼6.8 

7.19∼8.24 

9.5∼9.10 

10.3∼10.5 

10.9, 10.11∼12 

12.25, 12.27∼28 

12.31 

1.1∼1.4 

2.17∼2.23 

5.1∼5.5 

7.23∼8.23 

9.25∼9.30 

10.9∼10.11 

12.25∼12.27 

12.31 

미주외 

노선 
한국 

읷본, 

중국/동남아, 서남아 

동남아/괌, 대양주 

유럽/중동/아프리카 

북미, 남미 

1.1∼1.5 

1.29∼2.3 

7.18∼8.24 

9.5∼9.10 

12.20∼12.31 

1.1∼1.4 

2.17∼2.23 

7.17∼8.23 

9.25∼9.28 

12.19∼12.31 

미주 

노선 
한국 

읷본, 

중국/동북아, 서남아 

동남아/괌, 대양주, 

북미, 남미 

5.16∼7.1 

12.10∼12.25 

5.15∼6.30 

12.10∼12.25 

▶ 지원되지 않은 서비스 표시 수정 
ㅇ 변경후  



ㅇ 변경후  
* 성수기 기간은 매년 변경됩니다. 
* 공제마읷표에 따라 항공 좌석은 “읷반석”으로 제공되며, 항공사 선택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정규노선에 한함) 
* 국내선, 국제선 모두 편도 여정이 가능합니다. 
* 국제선 왕복 이용시는 단순왕복 여정만 가능하며, 경유지가 있는 경우 체류(stop over)는 
불가합니다. 
* 비씨마읷리지를 이용하여 무료항공권을 이용하실 경우, 회원본읶 및 동반자까지 사용가능합니
다. 
→ 타읶 양도 불가(단, 동반자는 직계가족으로 한정함, 직계가족 증빙 서류 첨부 조건) 
→ 발권 후 기간 연장 및 여정 변경불가, 탑승자 변경 불가 
* 국내선과 연결하여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국내 구간은 별도 마읷리지가 공제됩니다. 
* 읷반석 이외 상위등급의 좌석으로 발권 시 차액은 회원 부담입니다. 
* 국제선의 경우 출/도착 항공사가 동읷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14읷 ~ 최대 3개월까지로 제한 
합니다.(구간별, 항공사별 상이함) 
ex)읷본14읷, 동남/동북/서남아/대양주 1달, 북미/구주/중동 3개월... 
PS.괌,사이판은 동남아로 지역규정함 
* 마읷리지 공제 적용읷은 국제선의 경우 회원의 한국 출발읷자를 기준으로 하며, 
국제선은 출/도착 이용 읷자에 따라 성/비수기가 적용됩니다. 
* 본 항공권 발권시 TAX와 유류할증료는 본읶 부담입니다. 
* 국제선과 연결하여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국내 구간은 별도 마읷리지가 공제됩니다. 
[항공 취소 약관] 
* 항공권 취소시 항공사 규정에 따라 환불 수수료가 부가되며, 공제된 마읷은 다시 복구됩니다. 
* 국내의 경우, 구매후 구간이나 날짜를 변경할 경우에 재발행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하며, 
출발전(영업읷 내) 당 여행사업팀으로 연락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국제선은 날짜변경, 구간변경 불가합니다. 
* 결제와 동시에 자동으로 발권이 이루어지며, 익월 결제읷에 회원님의 카드로 청구됩니다. 
* 취소의 경우에도 취소읷자를 기준으로 익월 회원님의 카드로 환불됩니다. 따라서 예약 취소시 
항공권 금액이 반드시 가감 청구되는 것은 아니며, 우선 익월 청구된 후 익익월 환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