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20-090

수신：각 CA여객대리점

참조：CA 발권 담당 및 관련 부서

제목：에어차이나 일부 중국 국내 항공편의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터미널(T2) 이전 관련 안내

고객님:

2021년1월15일부터, 에어차이나는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T2(베이징T2터미널)와 T3(베

이징 T3터미널)을 동시에 이용하여, 중국 국내 항공편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주요 안내 사항을 정리하여 알려드리오니, 해당 항공권

의 변경이나 환불은 사전에 꼭 airchinaseoul@airchina.com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I、항공편 계획
"에어차이나 베이징 T2 실제 운항 항공편 계획"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항공편 계획은 조정 될 수 있으며, 항공편 변동에 관련 정보를 관

심있게 봐주시고, 운영은 최신 운항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II、베이징 T2 에어차이나 카운터 운영

(i) 에어차이나 체크인 카운터
카운터（구역） 명칭 위치

이코노미 체크인 카운터 H01-H10/G14-G20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프리미엄 승객

체크인 카운터
프리미엄 체크인 구역(14 번 게이트 맞은편)

피닉스 마일리지 플래티넘/골드 회원

체크인 카운터
프리미엄 체크인 구역(14 번 게이트 맞은편)

셀프 체크인 구역 H、G구역 시작 부분

Duty manager 카운터 H11 카운터 옆

에어차이나 판매 카운터 에어차이나 판매 7-9A 호 카운터（10 번 게이트 맞은편）

피닉스 마일리지 VIP 회원 서비스 카운터 H구역 시작 부분

추가 수하물 구매 카운터 H구역 시작 부분

여정표 셀프 프린트 구역 H구역 시작 부분

특수 승객 대기 구역 G구역 끝 부분

에어차이나 수하물 조회 카운터 1층 수하물 수취홀 12 번, 13 번 수취대 사이(12 번 수취대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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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에어차이나 자체 운영 라운지
위치：32번 게이트 맞은편

운영 시간：아침 4:30 에서 당일 마지막 출발 항공편 이륙 시간까지 （2021 년 3 월 27일 이후부

터는 항공편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III、베이징 T2 에 관련 환승 절차
도착 항공편 출발 항공편 환승 절차

T2 도착 T2 출발

1. 위탁 수하물 수취（있는 경우）

2. 2 층에서 후속 항공편 체크인 수속 진행

3. 보안 검사 통과 후 탑승구로 이동해 탑승

T2 도착 T3 출발

1. 위탁 수하물 수취（있는 경우）

2. 1 층 7 번 게이크 앞에서 셔틀버스로 T3 으로 이동

3. 4 층에서 후속 항공편 체크인 수속 진행

4. 보안 검사 통과 후 탑승구로 이동해 탑승

T3 도착 T2 출발

（이 절차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베이징 T3 에 도착하는 국제, 중국 홍콩, 중국 대만 항공

편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황 1：출발지에서 후속 항공편 탑승권 발급 및 수하물 위탁을 미리 했을 경우

1. 1 층 5 번 게이트 앞에서 셔틀버스로 T2 로 이동

2. 보안 검사 통과 후 탑승구로 이동해 탑승

상황 2：출발지에서 후속 항공편 탑승권 발급 및 수하물 위탁을 안했을 경우

1. 위탁 수하물 수취（있을 경우）

2. 1 층 5 번 게이트 앞에서 셔틀버스로 T2 로 이동

3. 2 층에서 후속 항공편 체크인 수속 진행

4. 보안 검사 통과 후 탑승구로 이동해 탑승

IV、기타 서비스 정보

 베이징 T2 에어차이나 체크인 카운터 마감 시간: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간 45 분 전

 베이징 T2 에어차이나 탑승구 마감 시간: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간 15 분 전

 베이징 T2~T3 사이 셔틀버스 운행 정보:

탑승 방항 탑승 위치 하차 위치 배차 간격 편도 소요 시간 운영 시간

T2 에서 T3 T2 1 층 7 번 게이트 T3 출발층

06:00-23:00

약 10 분 간격

23:00-06:00

약 15 분 간격

약 15 분 24 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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