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KOTRA 무역관 안내

뉴욕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ㅇ 주소: 460 Park Avenue, 14th Floor, New York, NY 10022
ㅇ 전화번호: +1-212-826-0900
ㅇ 이메일: kotrakbcny@gmail.com
ㅇ 홈페이지: www.kotra.or.kr/KBC/newyork

공항-무역관 이동
ㅇ Manhattan 57th Street, Park Avenue의 교차 지점에 있으며 JFK 공항에서 북서쪽으로 약 15마일 정도 지역에 위치해 있다.

ㅇ 택시이용
- 요금: 콜택시 - $ 45.00+6.00(통행료)+10%(팁)
뉴욕 시내 택시(Yellow Cab) - $50.83+$3.30(Initial Fare,NY State Tax,NY Improvement Surcharge)+$10.83(20% 팁
)
- 소요 시간: 약 1시간

ㅇ 공항 셔틀버스 이용
- 요금 : $19.00
- 승차 : JFK 터미널 NYC Express Bus 탑승
- 하차 : Grand Central, Port Authority Bus Terminal 하차 가능
- 하차 후, Grand Central에서 지역본부까지는 도보 15분, Port Authority 하차 시 택시 또는 지하철 이용 가능하다.
- 소요시간 : 약 1시간 20분

ㅇ 공항 Air Train 이용
- 요금: $ 5.00
- 소요 시간: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약 1시간 20분
- 하차 장소: 공항에서 Air Train 승차 후 Jamaica Station 하차
동 Station에서 지하철 E 라인 승차
Manhattan 53rd Street, Madison Avenue 하차 또는
Manhattan 34th Street, 7th Avenue, Penn Station 하차
- Train 서비스 가이드: http://www.panynj.gov/airports/jfk-airtrain.html
* 뉴욕 시내버스 및 지하철 이용 요금: $2.75 (Metro Card 사용)

ㅇ 건물 도착 후
- 14층에 위치. 무역관의 확인을 위하여 방문 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ㅇ 주소: 4801 Wilshire Blvd. Suite 104, Los Angeles, CA 90010
ㅇ 전화번호: +1-323-954-9500

ㅇ 이메일: info.kotrala@gmail.com
ㅇ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KBC/losangeles/

공항-무역관 이동
ㅇ LA 무역관은 LA 국제공항에서 북동쪽으로 약 10.1마일 (약 16.2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며 LA DOWNTOWN으로부터는 서쪽
으로 5마일(약 8킬로미터) 떨어진 Wilshire Blvd.와 June St.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ㅇ 택시 및 라이드셰어링 이용
- 공항을 떠나는 대중교통 전용 터미널인 'LAX-it'이 새롭게 도입돼, 택시 및 Uber·Lyft와 같은 라이드셰어링 이용객들은 짐을 찾고 밖
으로 나와 LAX-it 전용 셔틀버스를 타거나 도보로 해당 LAX-it 터미널(1번 터미널 근처)로 이동해야 한다.
- 택시의 경우 1) LAX-it 터미널, 2) 3번 주차건물 내부, 3) 7번 터미널 끝쪽에서 탑승 가능하며, 라이드셰어링의 경우 LAX-it 터미널에
서만 탑승 가능하다.
- 택시 운전기사에게 무역관 주소를 알려주거나, 라이드셰어링 호출 시 무역관 주소를 입력한다.
- 소요시간은 대략 30분이며 택시 요금은 $ 30~40 정도, 라이드셰어링의 경우 요금이 유동적이므로 호출 시 직접 확인(Tip 별도)해야
한다.

ㅇ 렌터카 이용
- 405번 프리웨이(북)로 진입하셔서 약 10분간 북진
- 10번 프리웨이(동)로 프리웨이를 변경하셔서 약 20분 서쪽으로 진행
- Crenshaw로 나가는 출구로 프리웨이에서 벗어나 Crenshaw 북쪽으로 진행
- Crenshaw가 끝나는 지점에서 Wilshire Blvd를 만나게 되며 동 지점에서 좌회전하여 약 3~5분간 서쪽으로 진행하면 우측에 무역관
건물이 있다.

ㅇ 건물 도착 후
- 로비에서 방문처를 밝히고 방명록을 작성 후 안내를 받을 수 있으나, 방문 시간 및 휴무 등 확인을 위하여 방문 전 이메일 또는 유선으
로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시카고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ㅇ 주소: 111 E Upper Wacker Dr #2229, Chicago, IL 6060
ㅇ 전화번호: +1-312-644-4323
ㅇ 이메일: info@kotrachicago.com
ㅇ 홈페이지: www.kotra.or.kr/KBC/chicago

공항-무역관 이동
ㅇ 택시이용
- 짐을 찾고 밖으로 나오면 택시 정류장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운전사에게 무역관 주소를 보여주면 무역관 앞까지 안내한다.
- 소요시간은 40분~1시간 정도이며, 요금은 UBER 기준으로 $ 45~80 정도이다. 일반택시의 경우 요금의 15%를 별도로 팁으로 주
는 것이 현지 관행이다.

ㅇ 공항 Shuttle 이용(Go Airport Express 기준)
- 공항 셔틀은 우리나라의 밴정도의 크기로 매일 아침 6:00에서 저녁 11:30까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 시내 주요호텔과 연결되어 특히 호텔에서 공항, 공항에서 호텔까지의 이동에 편리하다.

- 요금은 1인당 평균 28불 정도이다.
- Ticket 구입 및 Pickup 장소는 Terminal 1,2,3의 경우 짐 찾는 곳(Baggage Claims) 맞은편에 있으며 Terminal 5의 경우 세관신고서
(US Customs)를 나와 밖에 위치해 있다.

ㅇ 전철이용
- 약 45분 소요 (요금: $2.50) Blue Line 전철은 공항과 시내까지 24시간 운영되며 Lake St. 과 Clark 역에서 하차한다.
- 시카고 무역관까지는 도보로 약 15분 정도 소요된다.

달라스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ㅇ 주소: 3030 LBJ Freeway #1200, Dallas, TX USA 75234
ㅇ 전화번호: +1-972-243-9300
ㅇ 이메일: inquiry@kotradallas.com
ㅇ 홈페이지: www.kotra.or.kr/KBC/dallas

공항-무역관 이동
ㅇ 공항 출발 시
- 택시: 짐을 찾고 밖으로 나오면 택시 정류장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운전사에게 무역관 주소를 보여주면 무역관 앞까지 안내해 준다.
소요시간은 약 15분이며, 요금은 $35~$45 정도이다. (Tip 별도)
- 렌터카: 공항에서 무역관까지는 약 12마일 거리. 공항 북쪽 출구를 거쳐 635번 고속도로 EAST 방향을 타고 달라스를 향해 오다가
JOSEY EXIT으로 나온 뒤, 635번 고속도로 갓길로 약 100M를 가면 오른쪽에 17층짜리 유리 건물 두 동이 나오는데 동쪽에 있는 건물이
무역관 소재 건물이다. (‘CLUB CORP’라는 글씨가 써 있는 건물의 12층 1200호)

ㅇ 건물 도착 후
- 건물 1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중앙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된다. 자동차로 이동한 경우 주차 후 건물 1층 Security
Desk에서 Visitor List를 작성해야 한다. 방문 시간 및 휴무 등 확인을 위하여 방문 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워싱턴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ㅇ 주소: 1660 L St. NW, Suite 301, Washington DC 20036
ㅇ 전화번호: +1-202-857-7919
ㅇ 이메일: washington@kotradc.org
ㅇ 홈페이지: www.kotra.or.kr/KBC/washingtond

공항-무역관 이동
ㅇ 공항 출발 시
- 버스 SL1번 탑승 후 Reston Station에서 하차 후 Wiehle- Reston East 지하철역에서 Silver Line 이용하여 Farragut West
Station에서 하차 후 도보로 약 4분 소요된다.
- 공항에서 5A 번 버스를 이용하여 N Moore St &Rosslyn Station에서 하차 후 Rosslyn Station에서 Orange line을 이용하여
Farragut West Station에서 하차 후 도보로 약 4분 소요된다.

- 택시: 공항에서 택시 이용 시 워싱턴 디씨 중심지까지 비용은 약 $60~68이다.

ㅇ 건물 도착 후
- 로비 Security Desk에서 방문처를 밝히고 싸인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3층 301호 워싱턴 무역관 도착 가능하다.

실리콘밸리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ㅇ 주소: 3003 North First Street, San Jose, CA 95134, USA
ㅇ 전화번호: +1-408-432-5000
ㅇ 이메일: info@kotrasv.org
ㅇ 홈페이지: www.kotrasv.org

공항-무역관 이동
ㅇ 실리콘밸리 무역관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남동쪽으로 약 32.6마일 (약 52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ㅇ 택시 이용
- 짐을 찾고 밖으로 나오면 택시 정류장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운전사에게 무역관 주소를 보여주면 무역관 앞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 소요시간은 차가 막히지 않을 경우 50분 정도이다.
- 한인콜택시 이용할 경우 공항에서 KOTRA까지 약 $120 정도 청구되며, 반드시 출국 전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 Uber나 Lift와 같은 공유차량서비스를 이용하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어플리케이션 미리 설치 필요)

ㅇ 렌터카 이용
- 101 또는 280 하이웨이를 통해 올 수 있으며, 약 50분 정도 소요된다.

ㅇ 공항 밴서비스 이용
- 공항밴서비스 이용 탑승 및 티켓 구매 : International Terminal 3층 Information
- 온라인 예약(https://www.supershuttle.com) 혹은 전화 (415)558-8500 예약이 가능하다.

ㅇ 건물 도착 후
- 로비 Security Desk에서 방문처를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역관에 유선으로 확인 후 출입증을 제공. 무역관의 확인을 위하여 방
문 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디트로이트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ㅇ 주소: 101 West Big Beaver Road Ste 545, Troy, MI 48084
ㅇ 전화번호: +1-248-619-1601
ㅇ 이메일: dtt_ktc@kotra.or.kr
ㅇ 홈페이지: www.kotra.or.kr/KBC/detroit

공항-무역관 이동
ㅇ 공항 출발 시
- 우버 / 리프트: 스마트폰 앱인 우버 또는 리프트를 사용하여 무역관 주소인 101 West Big Beaver Road를 입력 후 배정된 운전자를
통해 무역관 방문이 가능하다. ($ 50~70)
- 택시: 공항에서 무역관으로 이동 시 약 $60~80가 소모되며, 요금의 10~20% 정도의 수고비(Tip)가 금액에 가산된다.

ㅇ 건물 도착 후
- 무역관은 컬럼비아 센터 빌딩(101동) 5층에 위치. 방문 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국가정보(참고정보-KOTRA 무역관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