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LITHIUM BATTERIES POWERED DEVICES*

배터리의 에너지 계산: Wh = V x Ah
Watt-hour rating calculation of one battery: Wh = V x Ah
완전하지 않은 목록
Non-exhaustive list

배터리 장착 유무
With or without batteries

기내 반입 및 화물칸
운송이 금지된 품목
NOT AUTHORIZED
IN CABIN AND IN
CHECKED BAGGAGE

오버보드
Self balancing
devices

외발전동휠
Self balancing
wheels

배터리 장착
With batteries

세그웨이
Gyropods

전동 가방
Motorized
baggage

전기 자전거
Electric bikes

> 160Wh

대형 공구
major tools

드론
Drones

배터리
Batteries

기내 운송

IN CABIN

일체형 배터리가 장착된
수하물
Baggage equiped with a
non-removable battery
화물칸 운송

IN CHECKED BAGGAGE

배터리를 꺼내어 기내에서 운반하는 경우

With battery removed and transported in cabin
교체형 배터리가 장착된 수하물
Baggage equipped with a removable battery

배터리를 수하물에 넣은 경우

With battery left in baggage

≤ 160Wh (1)

소형 공구
Small tools

드론
Drones

카메라
Digital cameras

태블릿
Tablets

컴퓨터
Laptops

완전히 꺼짐
Completely switched off

개인 소지품만 허용

On one’s person

전자 담배, 분무기 및 관련 품목
E-cigarettes, personal vaporizers and related items

예비 배터리 및 외장 백업 배터리(2)
Spare and external power bank batteries (2)

* 결함이 있거나 제조업체가 리콜을 한 기기 혹은 손상된 리튬 배터리는 운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 에너지가 100 Wh 이하인 경우 승객 1인당 허용되는 최대 개수는 기기 15개, 배터리 20개입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에어프랑스 혹은 KLM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비 배터리와 외장 백업 배터리의 에너지가 100 Wh 이상 160 Wh 이하인 경우 승객 1인당 2개로 운송이 제한됩니다. 기기 및/혹은 배터리에 대해 에어프랑스 혹은 KLM의 사전 허락이
필수 요건입니다.
(2) 예비 배터리 및 외장 백업 배터리는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행사나 전화 3654 (프랑스에서 걸 때) 혹은 +33 (0) 892 702 654 (해외에서 걸 때)로 에어프랑스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KLM은 +31 (0) 20 47 47 747로 전화하세요.
* Devices or lithium batteries that are defective, damaged, or recalled are forbidden for transport.
(1) If Watt-hour rating ≤ 100 Wh, a maximum of 15 devices and 20 spare batteries is permitted per passenger. If more, prior approval from Air France or KLM is
mandatory.
If Watt-hour rating > 100 Wh and ≤ 160 Wh: maximum of 2 spare batteries and power bank per passenger. Prior approval from Air France or KLM for the device
and/or batteries is mandatory.
(2) Spare and power banks must be individually protected to prevent short circuits.
Please contact your travel agent or call Air France call center at 3654 (France) or +33 (0) 892 702 654 (international). For KLM, call +31 (0) 20 47 47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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