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공항 ( Hartsfield-Jackson Airport ) 에서 본당 찾아오기
애틀랜타 공항의 Terminal 은 South Terminal, North Treminal 로 되어 있으며 각 Treminal 의
항공사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Terminal South - Airline Service ( Alaska Airlines, Air France, Delta Air Lines, KLM )
Terminal North - Airline Service ( Air Canada, AirTran, American Airlines, British Airways,
Continental, Frontier Airlines, Korean Air, Lufthansa, Midwest, Spirit Air, United. US
Airways, Vision Airlines)

공항내 지하철이용하여 수화물 찾기:
1. 항공기에서 하차 Baggage Claim 에서 수화물을 찾기위해서는 공항내의 지하철 을 이용을
하여야 하는데 지하철을 타시면 아래와같은 정유장표시를 볼수가 있으며 지하철을 타시고
마지막 정류장인 Baggage Claim 에서 하차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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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철에서 하차를 한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에서 1 층으로 올라오면 표시판에 의하여
South (오른쪽), North Terminal( 왼쪽) 로 나누어 지는데 이용하신 항공사의 참조하여 Terminal
Baggage Claim 으로 가셔서 수화물을 찾습니다.
( 국제선을 이용한 경우 항공기에서 내려 수화물 세관검사를 먼저하게 되는데 세관검사장소로부터
최종 Baggage Claim 장소까지 상당히 멀기때문에 다시 한번 수화물을 Baggage Claim 으로 보내기
위하여 로딩한후 (세관원들이 중갂 중갂에 서서 로딩장소를 안내함) 공항지하철을 탑승하여 최종
정착지인 Baggage Claim 에서 하차합니다. )
전철을 이용하여 본당으로 오는방법. ( 수화물을 찾은 후 )
* Marta Train 의 편도 이용료는 $ 2.50 이며 $1.00, $5.00, $20.00 지폐를자동기계에 넣으면 잔돈이
나옵니다
1. 수화물을 찾으신후 "Ground Transportation to MARTA " 표시판을 따라 Marta Train 에 도착
( 약 1 분소요 )
2.. 자동매표에서 표를 구입한후 반드시 “ Doraville” 행 ( Train 맨앞에 행선지 표시됨) 의 Marta
Train 을 이용하셔야 하며 승차하신후 종착역인 “Doraville ” 에서 하차 ( 약 35 분 소요됨) 한후
승강구를 빠져나와 본당 사무실로 전화 770-455-1380 하시면 됩니다. ( 전철역에서 본당까지
승용차로 3 분 거리 )




Train Service Hours - 평일: 4:45 a.m. to 1 a.m. 주말 : 6:00 a.m. to 1 a.m. 편도 이용료
$2.50
공항에서 Marta Train 은”NorthSprings”, “Doraville” 행이 있는데 본당에 오시는것은 반드시
“Doraville” 행 Train 을 승차를 하여야 함. ( 지도참조 )
Marta Train - 애틀랜타 시내 대중교통수단 지하철

애틀랜타 시내 전철( Marta Train ) 운행약도

애틀랜타 공항 터미널 레이아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