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posed by YES24

영화 예매권 구매방법



1. YES24 영화예매권 구매신청서 작성
2. 작성된 구매신청서에 법인인감 혹은 사용인감 날인(必) 후 팩스(02-780-3308)로
전송
3. 첫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메일이나 팩스로 전송
4. YES24 - 예매권 생성 후 전달 (메일 혹은 퀵 서비스 전달) 
5. 당일 혹은 다음 날 발송
6. 담당자 메일로 인보이스 발행 (부가세 없음) 

YES24 영화 예매권 구매방법

※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 1항 제 10호 규정하는 상품권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참고예규: ①부가46015-980(2001.7.3)

 구매신청일 및 예매권 수령 희망일 기입
영화 명 입력 및 온라인/실물 티켓 수량 선

택
사용기간 – 지정영화 1개월 / 미 지정 3개월

 신청서에 제시된 구매사 정보 작성
인보이스 발행을 위해 핸드폰 번호 및 메일
주소 정확히 기재
입금예정일(선입금) 
및 단가 기재, 입금액 자동계산

 신청서 하단 인감날인 (중요!)



영화 예매권 사용 시 주의사항

■ 예매권 등록 시 주의사항

1. YES24 영화예매권은 단 한번만 등록 가능합니다. 
2. 한번 등록된 영화예매권은 등록 취소 및 다른 ID로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 
3. 등록된 영화예매권의 사용은 해당 회원 ID로 영화예매 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4. 동일 종류 영화예매권은 한 ID당 최대 4매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4매보다 더 많은 동일 예매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른 ID로 나누어 예매권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5. 연간 예매권 등록매수는 1인당 24매로 제한됩니다. 24회 초과 시 예매권 등록이 불가합니다. 
6. 법인아이디로 로그인 하면 예매권 등록 및 예매가 불가능합니다. 

■ 예매권 등록 후

1. 영화예매권을 등록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나의 예매내역 > 나의 예매권/할인권 에서 등록된 예매권의 사용기간과 사용매수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영화예매권 결제는 관람요금이 12,000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극장별 3D상영버전이나 특수관의 경우 요금이 12,000원 이상이므로 예매권 결제불가)

3. 영화예매권 등록만으로 영화관람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YES24 영화에서 영화예매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영화, 극장, 날짜, 회차 등 선택 후 영화예매권으로 결제

4. 영화예매권에 지정된 사용기간은 예매일 기준입니다. 관람일이 예매권 사용기간 이후라도, 기간 안에 미리 예매해두시면 됩니다.
5. 특정한 영화나 극장이 지정된 영화예매권인지 확인해 주세요. 

영화가 지정된 영화예매권은 사용기간 내에 해당영화가 종영되면 사용기간이 남아도 영화예매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영화예매권으로 예매 후 극장에서 발권 시

매표소에서 발권할 경우 사이버티켓을 출력하여 극장 매표소에 가져가시면 영화티켓으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프린트 할 수 없으시다구요? 
사이버티켓 없이도 예매번호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매표소에서 티켓 수령 가능하십니다. 
무인 발권기에서 발권할 경우 예매번호나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티켓을 편하게 발권하실 수 있습니다 . 

■ 예매권 등록 후

1. 영화예매 취소 시, 영화예매권은 다시 사용가능으로 복구됩니다. 단, 예매 취소하는 시점이 영화예매권 사용기간이 지난 후라면 영
화예매권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예매취소하기 전에 사용기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극장현장에서 영화예매권으로 결제한 영화를 취소할 경우, 현금 환불을 받거나 다른 영화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YES24 영화 예매권 사용방법 (PC)

YES24 영화페이지

http://movie.yes24.com/Ticket/Ticket_Movie.aspx

http://movie.yes24.com/Ticket/Ticket_Movie.aspx


YES24 영화 예매권 사용방법 (PC)

*CGV 는 극장 정책으로 인해 좌석 지정 되지 않으며 예매 완료 후 자동 배정 된 좌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YES24 영화 예매권 사용방법 (모바일)

*CGV 는 극장 정책으로 인해 예스24 모바일앱에서 예매가 불가능합니다 ! 



YES24 영화 예매권 사용방법 (모바일)



YES24 영화 예매권 사용방법 (모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