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내수하물 1개 x 8 kg

  작은 개인 물품 1개 x 3kg

  위탁수하물 1개 x 23 kg

  OK Plus 마일리지

  기내수하물 1개 x 8 kg

  위탁수하물 1개 x 23 kg

  스카이프라이어리티

  기내수하물 2개 x 8 kg

  비즈니스 메뉴

  스카이프라이어리티

  라운지

  라운지
€   재예약 수수료 100유로부
     ~ + 해당시 요금 차액

  환불 수수료 200유로

PLUS

  해당시 요금차액 지불
     후 재예약

€  환불 무료

FLEX

€   재예약 수수료 100유로부터~
     + 해당시 요금 차액 

  환불 수수료 200유로

BUSINESS LITE

ECONOMY BUSINESS

  좌석 선택  좌석 선택

  작은 개인 물품 1개 x 3kg

  위탁수하물 2개 x 32 kg

  작은 개인 물품 1개 x 3kg

  식사와 음료

  OK Plus 마일리지

  좌석 선택

  식사와 음료

  기내수하물 2개 x 8 kg

  비즈니스 메뉴

  스카이프라이어리티

  라운지

  라운지

  해당시 요금차액 지불
     후 재예약

  환불 무료

BUSINESS

  좌석 선택

  위탁수하물 2개 x 32 kg

  작은 개인 물품 1개 x 3kg

체코항공 프라하-서울 노선  가격 패키지
고객님의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체코항공 프라하-서울 노선  가격 패키지 Plus Flex Business Li te Business

수하물

기내수하물  1개 x 8 kg  1개 x 8 kg  2개 x 8 kg  2개 x 8 kg

작은 개인 물품  1개 x 3 kg  1개 x 3 kg  1개 x 3 kg  1개 x 3 kg

위탁수하물  1개 x 23 kg  2개 x 23 kg  2개 x 32 kg  2개 x 32 kg

좌석
좌석 선택

선호좌석 선택  €   30유로 부터~  €   30유로 부터~

기내식

식사와 음료

비즈니스 메뉴*  €   13유로  €   13유로

식도락 메뉴*  €   9유로 부터~  €   9유로 부터~

변경취소
재예약**  €   100유로 부터~

         + 해당시 요금 차액
 해당시 요금 차액

 €   100유로 부터~
         + 해당시 요금 차액

 해당시 요금 차액

환불  €   200유로  무료  €   200유로  무료

공항
스카이프라이어리티

라운지  €   da 18 EUR  €   da 18 EUR

OK PLUS
OK Plus 마일리지  20 – 175%  20 – 175%  175 – 200%  175 – 200%

OK Plus 상용기업 포인트

어린이
2세 미만 90% 할인***

12세 미만 25% 할인

* 비즈니스 및 식도락 메뉴 추가 서비스는 프라하-서울 구간만 가능합니다.
** 재예약 수수료 : 출발 전 100유로; 최초 출발 스케쥴로부터  72시간 이내 재예약 : 150유로.
   재예약 수수료와 더불어, 동일한 요금의 예약 클라스가 재예약하는 항공편에 없을 경우 추가 요금 차액을 지불 하셔야 합니다.
*** 유아 할인요금은 좌석 없이 동반성인 무릎 착석 조건입니다. 

ECONOMY BUSINESS

상기 요금표는 csa.cz/czechairlines.com 또는 나의예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된 항공권에 대해서만 적용 됩니다. 상기 요금표의 서비스를 콜센터,영업소 그리고 
발권사무소에서 구매하실 경우 서비스 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서비스는 체코항공 항공권(OK 코드)을 소지하고 체코항공 운항 항공편을 탑승하는 
승객에게만 제공됩니다. 

파트너항공사에 의해 적용되는 운송약관은 체코항공 웹사이트의 여행정보/유용한정보/
운송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sa.cz/en/downloads/partner_airline.pdf
http://www.csa.cz/en/portal/info-and-services/services-csa/checkmytrip.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