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 6 월 1 일 이전 발권된 티켓의 스포츠 및 특별 수하물
루프트한자는 여행 중에도 스포츠 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이에 따라 스포츠 장비에 대한 특별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장비를 위탁하시려면 출발 24 시간 전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파트너 항공사의
수하물 적재 용량 제한 및 자체적인 규정으로 인해, 예약 시 특별 또는 초과 수하물의 체크인을 보장해 드릴 수
없습니다.
스포츠 장비는 대, 중, 소의 3 개 범주로 분류됩니다. 각 범주에 다른 관련 요금과 예외 사항은 아래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에 제시되지 않은 수하물에 대해서는 해당 범주의 중량 및/또는 크기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개수제‘가 적용되는 스포츠 장비
‘개수제’가 적용되는 경우 골프와 스키를 포함한 ‘소‘분류 스포츠 장비는 무료 수하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허용
수하물 개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외 스포츠 장비 일체는 요금이 부과됩니다.
무료 수하물 개수가 한 개로 제한된 이코노미 클래스의 경우 한 개의 추가 스키 장비는 무료로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북대서양 노선 제외 전 노선)
대, 중, 소로 분류된 수하물 요금표를 프린트하실 수 있도록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립니다.
스포츠 장비/개수 및 중량제 PDF
무게 범주
소: 15kg 까지 그리고/또는 1.40m 까지
중: 15-30kg 사이 그리고/또는 1.41 - 2m 사이
대: 30kg 초과 그리고/또는 2m 초과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나 허용 표준 치수를 초과하는 스포츠 기구에는 수하물중 다른 어떤 물건도 포함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다른 수하물에 들어갈 물건이 있다면, 정상적인 초과 수하물 비용이 노선이나 품목당으로 부과될
것입니다. (위를 참고하세요).

스포츠 장비 및 특수 수하물에 대한 자세한 안내
스키 한쌍, 스키스틱 한쌍, 스노보드 1 개, 일반 수상
스키 한 쌍이나 회전 수상 스키 1 개.

스키/수상 스키 도구

온라인으로 항공편을 예약하시고 스키 장비를 여행에
가져 가시길 원하신다면 온라인 예약을 마치신
후에예약 핫라인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가져가실
스키 장비를 예약 코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이것은 루프트한자 항공편 및 루프트한자
리저널이 운항하는 항공편에만 적용됩니다. 이 외의
항공사로 여행하시는 경우, 운항사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 장비

골프 클럽, 공, 신발 한 켤레가 포함된 골프 가방 1 개

서프보드

200 m 가 넘는 길이의 서프보드는 윈드서핑 보드로
분류됩니다.

윈드서핑 보드와 행글라이더

최대 허가 무게는 50 kg (109 lb)입니다. 만약 이 제한
사항이 초과되면 기구를 화물로 보내셔야만 합니다. 이
경우에는 루프트한자 화물 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독일내: +49 - 180 57 47 100*).
잠수복, 잠수용 조끼, 물안경, 스노클, 오리발, 호흡기,

다이빙 도구

낚시 도구

램프 (전원은 꺼져있으며 전력 공급원은 별도 포장.
누전 방지를 위해 배터리 분리.)가 함께 담긴 가방과 빈
휴대용 공기통.
미끼통 1 개, 낚시 자루나 바구니 1 개, 낚시대 혹은 가방
혹은 상자 1 개
경기용 및 사냥용으로 사용하는 무기류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별도의 무기 보관용 가방에 넣어
운송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기내용

무기와 군수품

가방에 넣을 수 있고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은 무기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외: 다음 국가에서는 항상 추가 요금을 징수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50, 이탈리아 €60, 터키 €30,
2011 년 1 월 1 일부터 영국£50
위험 품목 운송에 대한 규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수 수하물

악기, 부피가 큰 수하물과 기타 특수 수하물에 대해서는
특별 요금 및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지루프트한자
서비스 팀. 에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독일 유선전화 이용시 1 분당 €0.14 의 요금이, 독일 휴대폰 이용 시 1 분당 최대 €0.42 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대형 수하물을 소지하신 경우, 출발 전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늦어도 출발 1 시간 전까지 체크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