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수감사절 연휴 여행 팁 
 

2022 년 11 월 16 일 

산타아나 캘리포니아 – 바쁜 연말연시 여행철이 빠르게 다가오면서 전국의 

공항들은 다시 한 번 기록적으로 승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는 사람들이 가장 여행을 많이 가는 기간 중 하나로, 11 월 18 일 금요일부터 

11 월 28 일 월요일까지 존 웨인 공항(JWA)은 다른 기간 보다 훨씬 더 번잡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항공기 지연을 피하고 스트레스 없이 연말연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상하차 구역에서 보안 심사 구역과 

게이트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팁을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십시오. 
 

공항 도착 전: 
 

• 웹사이트를 통해, 또는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여 실시간 항공편 상태 및 

추적 정보를 확인하십시오.항공편 상태를 확인하면 여행객 뿐만 아니라 

픽업하는 분들도 올바른 여행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착: 
 

• 주차장을 찾고 수하물을 체크인하고 보안 심사를 통과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승객은 국내선의 경우 출발 예정 시간 

90 분~2 시간 전에, 그리고 국제선의 경우 출발 예정 시간 3 시간 전에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 
 

• 여행 성수기에는 공항 주차장이 수용 가능한 차량 수의 최대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행객은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949-252-5200 으로 

전화하여 실시간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차장 A1, A2, B2, C 는 라일리 터미널과 인접한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용 시 시간당 $2, 일일 최대 $20 의 주차 요금이 발생합니다. 

https://www.ocair.com/travelers/flights/arrivals-departures/
https://www.ocair.com/parking/
https://www.ocair.com/parking/availability
https://www.ocair.com/parking/


 
• 어바인 15132 메인 스트릿에 위치한 메인 스트릿 주차장은 

일일 $14 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오전 4 시 30 분에서 밤 12 시 사이에 

15 분마다 라일리 터미널을 오가는 무료 셔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셔틀 

버스에는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 상하차 구역 발렛 주차 서비스는 일일 $30 에 이용할 수 있으며 터미널 

A 와 B, 터미널 B 와 C 사이의 출국장(위층) 층 상하차 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돌아왔을 때, 흰색 안내 전화를 통해 949-252-6260 또는 2-

4018 로 전화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있습니다. 오후 8 시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 발렛 부스에 게시된 표지판에 표시된 번호로 전화하여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 전기차(EV) 주차장은 터미널 주차장 A 내 1 층과 2 층, 터미널 주차장 B, C 내 

1 층과 메인 스트릿 주차장에 위치해 있습니다.EV 반사 표지판과 주차장 

바닥 표지를 통해 이용 가능한 충전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안 심사 구역: 
 

• 기내 휴대 수하물에 대한 운송 보안국의 3-1-1 액체 규정을 

숙지하십시오.음식을 소지한 상태에서 여행 시 유용한 팁: 흘리거나 쏟거나 

펌핑하거나 부을 수 있다면, TSA 는 이를 액체로 간주합니다. 여기에서 더 

많은 TSA 추수감사절 여행 팁을 확인하거나 여기에서 TSA 자주 묻는 질문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 TSA Pre✓®를 통해 터미널 A, B, C 에서의 심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유아용품을 소지한 승객과 관련한 특정 규정 및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이를 동반한 여행을 위한 TSA 팁을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승객 픽업/하차: 

https://www.ocair.com/parking/
https://www.tsa.gov/travel/security-screening/liquids-rule
https://www.tsa.gov/travel/travel-tips/turkey-trot-your-way-through-airport
https://www.tsa.gov/travel/frequently-asked-questions
https://www.tsa.gov/precheck
https://www.tsa.gov/travel/special-procedures/traveling-children


 

• 방문객은 승객을 픽업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JWA 휴대전화 대기 

주차장에 임시로 무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C 의 남쪽에 위치한 

맥아더 블러바드와 캠퍼스 드라이브의 교차 지점 근처에 위치한 이 

주차장에는 4 개의 ADA 지정 공간을 포함하여 94 개의 지정 공간이 

있습니다. 
 

• 도착장(아래층) 도로의 흰색 보도 블록을 따라 색으로 구분되고 번호가 

매겨진 열을 통해 도착한 승객을 만날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 A 는 분홍색, 터미널 B 는 파란색, 터미널 C 는 

주황색입니다. 
 

앱 기반 합승: 
 

• 도착하는 승객은 라일리 터미널 바로 맞은편의 주차장 A2 및 B2 의 

출국장(위층)과 남서쪽 발권 구역 옆 3 층 주차장 C 에 있는 차량 서비스 

앱 픽업 위치를 숙지해야 합니다. 차량 서비스 앱 하차 위치는 출국장 

층의 상하차 구역에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여행: 
 

• TSA 는 더 이상 교통편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승객과 직원은 여행 중이나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객은 항공사와 도착지 공항을 통해 현지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TSA.gov 를 방문하여 이 정책에 대한 최신 공지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모든 승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카운티 및 주 지침에 따라 

터미널 전역에서 건강한 여행 관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www.ocair.com/covid19 를 방문하여 자주 묻는 질문 목록을 확인하거나 

JWA 건강한 여행 동영상을 시청하십시오. 
 

• 공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는 승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절차를 

https://www.ocair.com/travelers/parking-transport/parking/%23:%7E:text=Cell%20Phone%20Waiting%20Area,MacArthur%20Boulevard%20and%20Campus%20Drive
https://www.ocair.com/travelers/parking-transport/parking/%23:%7E:text=Cell%20Phone%20Waiting%20Area,MacArthur%20Boulevard%20and%20Campus%20Drive
https://www.ocair.com/travelers/parking-transport/transportation/app-based-rideshare/
https://www.tsa.gov/news/press/statements/2022/04/18/statement-regarding-face-mask-use-public-transportation
https://www.tsa.gov/news/press/statements/2022/04/18/statement-regarding-face-mask-use-public-transportation
http://www.ocair.com/covid19
https://www.youtube.com/watch?v=VmJbydd4O4g&amp;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VmJbydd4O4g&amp;feature=youtu.be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한 건강 요건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해당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사 연락처는 

JWA 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를 참조하십시오. 
 

• 출국장 층의 터미널 B 에 있는 호아그 헬스(Hoag Health)는 보안 심사 구역 

전에 위치해 있으며 코로나 19 신속 항원 검사를 제공합니다. 검사 결과는 

15~30 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서비스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7 시~오후 4 시에 제공됩니다. JWA 의 호아그(Hoag)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ocair.com/travelers/services/hoag-health-services/를 방문하거나 

949-557-0666 으로 전화하여 확인하십시오. 
 

존 웨인 공항은 모든 승객의 안전한 여행을 기원합니다. 공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ocair.com 을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https://www.ocair.com/travelers/flights/airlines/
https://www.ocair.com/travelers/services/hoag-health-services/
https://www.oc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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