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Y & STAMP 규정

적용시점
- 2014년 1월 1일부터 실제 탑승기준으로 적립됩니다. (홈페이지/모바일 구매고객에 한함)

스탬프 유효기간 및 유의사항
- 일반스탬프의 유효기간은 탑승일로부터 1년입니다.
- 구매한 스탬프의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60일이며, 양도 받은 스탬프의 유효기간은 최초 스탬프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 유효기간이 만료된 스탬프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만료일 다음날 00:00시에 삭제 처리)
- 모든 스탬프는 상속되지 않으며, 회원 탈퇴하신 경우 모두 소멸됩니다.(재가입시에도 복원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환불시에만 스탬프가 복원됩니다.

스탬프 적립규정
- 스탬프적립은 에어부산 홈페이지 회원만 가능하며, 탑승자 본인에게만 적립됩니다.
- 스탬프는 편도기준으로 적립되며, 탑승하신 다음 날 자동 적립됩니다.
-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구매한 경우만 스탬프가 적립되며, 소아/유아 탑승객은 스탬프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 아래 기준의 항공권은 스탬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 국내선 : 실속 항공권, 할인율 50% 이상 항공권, 이벤트항공권, 스탬프항공권
나. 국제선 : 특가항공권, 이벤트항공권, 스탬프항공권
- 스탬프 적립이 누락된 경우 [나의 스탬프] > [누락 스탬프 적립] 페이지를 통해 적립이 가능합니다. (탑승 후 90일 이내)

스탬프 사용규정
스탬프항공권 일반
- 스탬프항공권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서만 예약/발권이 가능합니다.
- 스탬프항공권의 유효기간은 발권일로부터 6개월이며 유효기간 내에 전체 여정의 탑승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스탬프항공권 발권 시 공항세와 유류할증료는 고객 부담입니다.
- 스탬프항공권은 본인만 사용(탑승)가능하며 명의 변경은 불가합니다.(단, 여행사우대 ID의 경우 타인 사용(탑승)이 가능합니다.)
- 국내선 스탬프항공권은 각 구간 탑승일을 기준으로 성수기/평수기가 적용되며,
국제선 스탬프항공권은 왕복구간의 가는 탑승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스탬프항공권 예약변경/환불
- 스탬프항공권은 발권 후 예약변경이 불가하오니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환불 후 재발권 바랍니다.
- 스탬프항공권을 환불하실 경우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는 전액 환불되며, 미사용하신 항공권의 스탬프는 환급됩니다.
- 스탬프항공권을 왕복으로 구매 후 편도 환불은 불가합니다.
(여정변경 가능성이 있으신 분은 편도씩 각각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스탬프항공권을 환불하실 경우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는 전액 환불되며, 미사용하신 항공권의 스탬프는 환급됩니다.
가. 환불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은 스탬프 : 환급가능(기존 유효기간 유지)
나. 환불일 기준 유효기간이 지난 스탬프 : 환급가능 단, 환불일+3일까지 스탬프 유효기간 1회만 연장되며 이후 소멸
예) 3월 1일 환불시 유효기간 지난 스탬프는 3월 4일까지 유효기간 연장
- 스탬프항공권을 왕복으로 구매 후 편도만 환불은 불가능하며, 예약센터를 통한 환불시 스탬프 복원 소요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6개월)이 지난 스탬프항공권은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만 환불되며 스탬프는 모두 소멸됩니다.
※ 여행사우대 계정으로 발권한 스탬프항공권은 환불 시(발권 당일 포함) 일정 개수의 일반 스탬프 차감 후 환불됩니다.
(국내선-일반스탬프 1개, 국제선-일반스탬프 2개)
※ 출발편 탑승완료 후 리턴편 부분취소/환불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국내선 : 해당 구간 탑승일의 평수기/성수기 기간에 의거하여 스탬프 복원
나. 국제선 : 왕복구간의 출발편 탑승일 기준으로 사용된 스탬프의 1/2 복원
(단, 2014년 12월 19일 이전에 발권된 국제선 스탬프항공권은 평수기/성수기 기간에 의거하여 스탬프 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