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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1에서 출발하는 
일부 항공편의 체크인 
절차 변경 사항

승객 여러분을 위해 더욱 현대적이고 
편안한 공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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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1에서 출발하는 일부 항공편의 
체크인 절차 변경 사항
승객 여러분을 위해서 더 현대적이고 편안한 공항을 만들고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터미널 1에서 
출발하는 일부 항공편은 터미널 2에서 체크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터미널 1에서 터미널 2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이 변경 사항이 귀하에게 해당되나요? 
확인해보세요!
이용하는 항공사가 오른쪽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 변경 사항은 귀하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1. 터미널 1에서 탑승하지만 이용하는 항공사가 목록에 없는 
경우.

2. 터미널 1에서 탑승하고 이용하는 항공사가 목록에 있지만, 
온라인에서 체크인을 했고 기내 수화물만 있는 경우.

3. 터미널 2에서 탑승을 하는 경우.

아니요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은 귀하의 
출발편에 적용됩니다.

터미널 1에서 탑승하고 이용하는 항공사가 오른쪽 목록에 
있으며, 위탁할 수화물이 있고 탑승권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경우, 터미널 2에 있는 카운터에서 체크인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항공편은 터미널 1에서 출발하므로 터미널 
1에서 여권 심사대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A. 터미널 2로 곧바로 향합니다.

1 B. 터미널 1에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빨간색 표지판을 
따라가세요. 터미널 2 출국장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도착하는 데 약 
1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 체크인 카운터 번호는 터미널 2의 출발 안내 전광판 또는 
www.prg.aer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운터는 레드 존으로 
표시된 구역에 있습니다.

3. 카운터로 가서 체크인하세요.

4. 체크인 후, 녹색 표지판을 따라가세요. 터미널 1로 가실 수 있습니다.

5. 다시 터미널 1로 돌아오면 여권 심사대로 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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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2 출발장의 레드 존에서 터미널 1의 여권 
심사대로 가는 길은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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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승객들은 미리 공항에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출발하기 최소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전자 기기, 전자 담배, 보조 배터리 및 기타 리튬 
이온 배터리 제품은 오직 기내 수화물로만 소지할 

수 있으며 기내 반입만이 가능합니다.

체크인 절차 변경 사항에 관한 최신 

정보는 www.prg.aero/en/checkin2020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fo@prg.aero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420) 220 111 888로 전화하시면 

안내원이 친절하게 도움을 드립니다.

레드 존에서 텍스리펀 서류를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크인하기 전, 택스리펀 표시를 따라가세요. 

info@prg.aero (+420) 220 111 888prg.aero/en/checkin2020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나요?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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