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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도를 사용해서 어떻게 항공편을 찾을 수 있나요?
지도에서 점을 클릭하여 검색을 시작하세요. 그 다음, 화면 상의 메뉴에서 원하는 옵션을
골라 항공편 정보를 보세요. 지도에 결과가 표시되고 아래의 결과 패널에 항공편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질문: 항공편 데이터는 어떻게 보나요?
지도나 검색 상자를 사용해 검색한 후, 결과 패널의 맨 위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항공편
데이터를 보세요. 항공편 데이터를 숨기려면 다시 한 번 클릭하세요.
질문: 지도에서 다른 검색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도에서 다시 검색을 시작하려면 다른 점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새 위치에서 새 검색이
시작됩니다.
질문: 어떻게 지도를 이동하나요?
화면의 오른 쪽에 있는 + 와 – 기호를 사용해서 지도를 줌 & 팬 (Zoom and pan) 하세요.
지도에 선들이 많이 나타나 있을 때는, 지도를 줌인하면 선들을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다시 시작하거나, 지도를 지우거나, 새로운 검색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화면 맨 위에 있는

를 클릭해서 지도를 리프레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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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도에 여러가지 형태의 점들이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 점들은 허브, 도시, 직접 목적지 및 연결 목적지를 표시하는데 사용됩니다. 화면의
아래쪽에 범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탭에서 화살표를 클릭하여 범례가 숨겨지거나
보이도록 하세요.
질문: 왜 지도에 항로들이 여러가지 색깔의 선으로 되어 있나요?
각각 다른 유형의 항로를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느 항로/항공편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있는 범례에는 각 색상 옆에
목적지 목록이 있습니다. 탭에서 화살표를 클릭하여 범례가 숨겨지거나 보이도록 하세요.

질문: 검색에서 목적지, 항로, 그리고 항공편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느 것을 검색해야
하지요?
목적지 - 어디에 갈 수 있는가? 목적지는 비행기로 갈 수 있는 모든 목적지 (도시/공항)를
지도에 표시합니다. 지도 상의 선들은 가능한 목적지의 네트워크를 나타내며, 그 아래에
항공편 정보가 있습니다.
항로 - 어떻게 목적지에 갈 것인가? 항로는 선택한 두 도시 사이를 비행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모두 보여줍니다. 지도에 이 항로들이 표시하고 아래의 결과에 항공편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므로 한 눈에 쉽게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모든 지도에서 이 옵션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항공편 - 언제 갈 수 있는가? 선택한 날짜에 두 도시 사이에 예정된 항공편을 검색합니다.
출발 날짜와 돌아오는 날짜를 선택하고 항공편을 볼 수 있습니다.

검색 서식 사용하기
질문: 검색 서식에서 어떻게 목적지를 선택하나요?
도시나 공항 이름을 입력하거나 출발지/목적지 검색 상자에 코드를 입력하고 아래에
나타나는 목록에서 원하는 옵션을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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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돌아오는 여정을 보기 위해 출발 장소와 도착 장소를 바꾸는 방법은?
를 클릭하여 검색에서 출발 장소와 도착 장소를 바꾸어 돌아오는 여정을 알아보세요.

질문: 검색에서 선호하는 항공사를 어떻게 선택하나요?
이용 항공사 상자에서 원하는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색 상자에서 화살표를
사용해서 하나의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항공사를 선택하려면 검색 상자
옆의

을 클릭하고, 항공사 목록이 나타나면 그 중에서 원하는 항공사들을 선택하세요.

선택을 마치면 확인 또는 취소를 클릭하세요.
질문: 연결편이 포함된 항공편, 그리고 직항편만 검색할 수 있나요?
연결편 포함 상자를 체크하면 결과에 연결 항공편, 즉 목적지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 항공편, 그리고 직항편이 표시됩니다.

이 경우에는 대개 여러가지 옵션이

나타납니다.
비행기를 갈아탈 필요가 없는 직항편만 표시되도록 하려면 검색을 시작하기 전에 '연결편
포함' 상자의 선택을 취소하세요.
질문: 직항 항공편만 검색하는 방법은?
직항 항공편 상자를 체크하면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를 논스톱으로 운항하는 항공편만
결과에 나타납니다. 도중에 멈추는 항공편에 대해 더 많은 옵션을 보고 싶으면 이 상자의
선택을 취소하세요.
질문: 내가 선택한 항공사에서 운항하는 항공편만 보려면?
공동운항 포함 상자를 체크하면 각 항공사가 운항 및 판매하는 모든 항공편 옵션을
보게됩니다. 이 경우 많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항공사에서 운항하는
비행기의 항공편만 보기 원한다면 검색을 시작하기 전에 이 상자의 선택을 취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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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항공편 검색을 위해 날짜를 선택하려면?
상자를 클릭하여 달력에서 출발 날짜와 도착 날짜를 선택하세요.
귀환 날짜를 빈 칸으로 두거나, 귀환 날짜를 선택하여 선택한 날짜에 귀환 여정을 위한
항공편이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날짜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날짜 +/- 3 일 – 이 옵션을 선택하면 선택한 날짜로부터 3일 전과 3일 후의 항공편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항공편이 매일 운항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은 가능한 옵션을 모두
제공해주는 유용한 옵션입니다. 검색을 단 하루만으로 제한하려면 검색 전에 이 상자의
선택을 취소하세요.

질문: 어떻게 검색을 시작하나요?
검색 옵션을 선택한 다음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도 및 아래의 결과 패널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질문: 지도/검색을 새로 고치고 검색을 새로 시작하려면?
새로운 검색을 시작하려면 화면 맨 위의

을 클릭하여 다시 시작하세요.

질문: 결과 목록은 어떻게 읽나요?
검색 결과는 화면의 맨 밑에 나타납니다. 탭에서 화살표를 클릭하여 뷰를 확장한 다음
결과를 보세요. 여기서 검색 기준 및 결과의 수를 보게 됩니다.
결과의 수가 많으면 페이지가 매겨지며, 왼쪽에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결과의 범위를
좁히려면 필터 버튼을 사용하세요.
질문: 검색을 했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검색 결과가 없다면 검색 기준의 범위를 넓혀 보거나 다른 출발 날짜를 시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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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검색 결과를 어떻게 필터하며, 어떤 필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목적지 결과 목록과 항로 결과 목록은 목적지, 기착 횟수 또는 거리별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정렬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가 그 정렬 순서로 새로 고쳐집니다.

항공편 결과 목록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필터하여 나타내는 결과를 좁힐 수 있습니다.
다음의 필터 버튼을 사용하세요.
기착: 논스톱 필터는 1회나 2회 기착하는 것들보다 적은 수의 항공편을 표시합니다.
공동 운항: 이 필터에 대해 예를 선택하면 시판되고 있는 모든 항공편이 나타나고,

아니요를 선택하면 항공사가 소유한 비행기로 운항하는 항공편만 표시됩니다.
항공사: 이 필터를 사용하면 선택한 항공사의 항공편만 표시합니다.
기간: 슬라이더를 사용해서 비행 시간을 줄이면 더 적은 수의 항공편 또는 직항편만
표시됩니다. 이 기간을 실현 가능한 최소한도로 해야 결과가 표시됩니다.
출발 시간: 슬라이더의 각 끝을 조정하여 출발 시간 범위를 좁혀서 정확하게
검색하세요.
도착 시간: 슬라이더의 각 끝을 조정해서 도착 시간 범위를 좁히세요.
경유 도시: 비행기를 갈아탈 도시를 선택한 다음 그 도시에만 연결되는 항공편을
보세요.
비행기: 선호하는 비행기 유형이 있다면 목록에서 이것을 선택하여 그 유형의
비행기로 운항되는 항공편을 보세요.
정렬: 정렬 옵션을 사용해서 중요한 순서로 결과가 표시되도록 하세요.

질문: 항공편 결과 표에서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그 뜻은 무엇인가요?
열 제목은 정보를 보기 쉽도록 해줍니다.
출발지 - 출발 지점을 말합니다. 공항/도시 이름, 코드 그리고 국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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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 도착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공항/도시 이름, 코드 그리고 국가가
표시됩니다.
기착/연결 - 항공기가 도중에 기착하거나 다른 항공편으로 연결되는 곳을
나타냅니다.
항공사 - 항로/항공편의 항공사 이름을 나타냅니다.
운항일 - 해당 항로에서 항공편이 어느 날 운항되는지 나타냅니다.

이 옵션은

+/- 3일을 표시하는 항공편 검색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일의 날짜들을 볼 수
있으며 각 운항 날짜 밑의

비행기 아이콘은 어느 항공편이 언제 운항되는지

빠르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기간 – 비행 기간을 시간과 분으로 표시합니다.
거리 - 비행 거리를 나타냅니다.
질문: 결과는 어떤 순서로 표시되나요?
목적지와 항로 검색 결과는 알파벳순으로 표시됩니다.
항공편은 출발 시간 순으로 표시됩니다.
오른 쪽의 스크롤바를 사용해서 결과를 빠르게 훑어보세요.
열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그 열의 결과가 강조 표시됩니다.

질문:자세히 보기 버튼은 무엇이며 다시 결과 목록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하지요?
오른 쪽의 자세히 보기 버튼

을 클릭하면 항로나 항공편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결과 페이지로 가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질문: 공항이나 도시의 구글 지도를 볼 수 있나요>
도시나 공항 이름 옆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세히 보기 페이지에서 공항이나

도시의 Google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Google 지도를 따로 볼 수 있는
새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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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택한 항로에서 오늘의 실제 항공편 스케줄을 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목적지 또는 항로 검색에서 그 날의 실제 항공편 일정 보기를 선택하고 이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항공편을 예약하려면?
이

버튼을 클릭하여 예약 페이지로 가서 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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