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 여행객 팁

LAX에 도착하기 전에 여행객들이 기억할 사항:

qq LAX로 금지된 품목을 싸거나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기내 반입
또는 수화물로 허용되지 않거나 금지된 최근 목록을 보시려면
미국 교통 안전청의 웹사이트 (www.tsa. gov)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qq 선물이나 큰 박스는 검사를 위해 포장을 하지 마십시오.
qq 금속물이 있는 옷, 보석 및 장식류는 착용하지 마십시오. 금속
품목은 승객 검사 시 알람을 울리게 할 수 있습니다.

qq 한 승객당 기내 반입은 여행용 가방 한 개 그리고 노트북, 핸드백,
책가방, 서류 가방이나 카메라 케이스와 같은 개인용 소지품
한 개가 허용됩니다. 일부 항공사는 수수료없이 휴대용 가방의
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휴대용 가방의 기내 반입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확인하십시오.

qq 모든 수화물에 식별 태그를 부착합니다.
qq 18세 이상의 여행객들은 여행객 보안 검사 출입을 위해 사진이
들어간 정부 발행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qq 항공사 웹사이트에서 비행기표를 인쇄하여 시간을 절약합니다.
qq 부친 수화물을 잠구길 원하면 TSA-인식된 잠금을 사용합니다.
보안 검사관이 사용하는 특별 공구로만 열 수 있는 수화물과
잠금을 만드는 제조업체 목록을 보시려면 www.tsa.gov를
방문해주십시오.

qq 항공사 웹사이트를 확인하여 비행 스케줄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qq LAX FlyAway® 버스, 메트로 레일 그린 라인, 도어투도어
셔틀밴, 장거리 공공 버스, 택시 및 리무진과 같은 공용 교통을
이용하여 편안하게 LAX까지 오십시오.

qq 도착하는 승객을 만나는 운전자는 LAX 주차장 C와 인접하는
96th Street 와 Vicksburg Avenue에 있는 LAX 핸드폰 대기
장소에서 무료로 주차 및 대기를 할 수 있습니다.

LAX에서 있는 동안 여행객이 기억해야 할 사항:
qq 승객 내려주기 및 픽업은 터미널 보도에서만 허용됩니다-보도에서
주차 또는 대기는 금지됩니다. 1층/도착층의 항공사 수화물 영역
또는 터미널 보도에서 친구나 가족을 만납니다.

qq 개인 소지물은 항상 주의합니다. 낯선 사람의 물건을 봐주지
않습니다.

qq 주차된 차량에 귀중품을 놓지 않습니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아
놓습니다.

qq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하려면 Los
Angeles 공항 경찰서(424-626-7911)에 전화합니다. Los
Angeles시 안에서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하려면 iWatch
핫라인(877-284-7328)으로 연락주십시오.

승객 안전 검사시에:
qq 음전 검사점까지 음료수(따지 않은 병 또는 캔을 포함)를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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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가방에서 노트북을 빼서 바구니에 넣습니다.
코트, 재킷, 양복 재킷 또는 스웨터는 벗습니다.
신발도 벗습니다.
동전, 펜, 열쇠 및 핸드폰과 같은 모든 금속 물품은 휴대용
가방에서 빼서 놓습니다. 또는 승객 검사 시에 그런 품목을
지퍼백에 넣고 지퍼를 잠구어 놓습니다.

승객 서비스 정보:
qq LAX 웹사이트(www.lawa.aero/lax)에 방문한 후 현재
비행 운행, 미국의 날씨 영향, 실시간 차량 교통 상황, 주차
이용가능성, 항공사 터미널 위치 및 기타 유용한 정보에 관한
정보를 보시기 위해 “공항 상태”를 클릭합니다.

qq www.LAXisHappening.com에 방문하셔서 실시간 교통 상황,
새 레스토랑 및 쇼핑 옵션 및 LAX의 진행 중인 수백만 달러
현대화 프로그램 관련 잠재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qq (855) 463-5252로 전화하셔서 LAX의 자동 일반 정보를
듣습니다.

qq 장애, 건강상 문제 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승객들은 LAX
웹사이트에 방문하셔서 “ADA 여행자 정보”를 클릭하여 LAX
시설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qq 보안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불만사항이 있는 승객들은
TSA 소비자 답변 센터 무료 전화 (866-289-9673)로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TSA-ContactCenter@ dhs.gov.)로 연락을
합니다.

qq 통관 절차 및 미국 내 반입할 수 있는 품목 목록을 보시려면 미국
관세 국경 보호청 웹사이트(www.cbp.gov.)를 확인합니다.
qq 승객 검사 스테이션에서 보관하는 물품 반환을 하시려면
TSA 분실소 (310) 242-9073로 전화를 주시거나
tsalaxlostandfound@tsa.dhs.gov.로 연락합니다. LAX 셔틀
버스에 물품을 놓고 가신 경우 (310) 646-1942 ext. 21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실 물품에 대해서는 LAX 공항
경찰서 분실소 (424) 646-5678.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장애인법 II에 해당하는 Los Angeles 시정부는 장애로 인해 차별을 하지 않으며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대해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에 따라 합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입니다. 큰 활자체, 브라유 점자, 청각 및 기타 형태(가능한 경우)의 대체 형태도 요청에 따라
제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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