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CHICAGO’S FIRST LADY

크루즈

CHICAGO’S FAIR LADY

CHICAGO’S LEADING LADY

인기 사진촬영 투어를 통해 아름다운
일출을 감상해보세요. 크루즈가 세 곳의
사진촬영 포인트에서 정박하므로 멋진
장관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5월 18일~10월 8일
일요일~금요일 오후 7시 30분

석양 크루즈

스페셜 크루즈

시카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유람선은 매우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크루즈를 3번 탔었는데 매번
질리지 않아요!

주차: 233 N. Michigan Avenue

비공개 파티, 웨딩, 기업 이벤트에
Chicago’s First Lady 유람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25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건물
사진촬영 크루즈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석양
크루즈를 체험해보세요.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시카고의 멋진 광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매표소에서 확인을 통해 최대 4시간의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CruiseChicago.com
을 참고하세요.

5월 18일~10월 8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9시

•
•

•

•

CHICAGO’S CLASSIC LADY

리버워크 하선 안내 참고:
CruiseChicago.com/accessibility

State Street 및 Wacker Drive의 ADA 램프를 통해
Chicago Riverwalk로 입장하십시오.

단체 가격 할인 및 예약이 가능합니다. 10명 이상
단체의 경우 312-322-1130번으로 문의하거나
groupsales@architecture.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지체 부자유 승객 승선:

파란색 차양을 찾으십시오!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와 모든 설비가 완비된 화장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Chicago Riverwalk
112 E. Wacker Dr.
(Michigan Ave. & Wacker Dr.)

크루즈는 시카고 강의 세 개 지류를 모두 여행합니다.

시카고 건축 재단이 운영하는 유일한 리버 크루즈입니다.

공식 시카고 건축 재단 리버 크루즈의 Chicago’s First Lady 크루즈는
시카고를 방문하는 외지인과 시카고 사람들 모두가 경험해볼 만한
“필수” 투어입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열정적인 자원봉사자 안내원
(도슨트)들은 시카고의 다양한 건축 스타일과 건축을 통해 도시를
디자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줍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출발지:

시간: 90분

석양 크루즈: $49.21
+ 세금

가격: $44.48 + 세금

시카고 건축 재단 리버 크루즈의 CHICAGO’S FIRST LADY
크루즈

굉장해요! 안내원은 굉장히 박식했고 강에서
본 뷰는 장관을 이뤘어요!
그동안 경험해본 시티 투어 중 단연 최고였습니다! 미국에서 머물렀던
한 달 동안 이 크루즈 여행이 저희에게 최고의 아침을 선사했습니다.

투어 & 크루즈 리뷰
가격:

$44.48

시카고 건축 재단

리버 크루즈

+
세금

C h i c a g o’s F i r s t La d y 크 루 즈

오후 7:30 석양 크루즈 $49.21 + 세금

2018년도 출발 일정
90분

개시 첫 주		

올해 여름 시카고 건축 재단에서 Michigan Avenue와 East Wacker
Drive 사이의 시카고 건축 재단 리버 크루즈 부둣가 바로 위에 새로운
센터를 선보입니다.

이 센터의 목적은 건축계의 많은 거장들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들의 건축물들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이곳에는 확대된 3D 시카고
도시 모델, 매우 멋진 고층건물 모델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방식의
체험형 전시회가 들어설 것입니다. 이외에도 뛰어난 안내원과
도우미들이 이끄는 흥미로운 프로그램과 85개 이상의 투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고의
투어

TRIPADVISOR
리뷰
기준

월~목: 오전 10시(목 오전 11시),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

금~일: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 오후 5시

늦봄		

5월 4일~5월 17일

월~목: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 (목 오후 5시)

금~일: 오전 9:30,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전 11:30,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1:30,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3:30, 오후 4시, 오후 5시

여름

5월 18일~10월 8일

OHIO STREET
월~목: 오전 10시, 오전 11시, (목: 오전 11:30)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1:30,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3:30, 오후 4시, 오후 5:30, 오후 7:30
금~일: (토, 일 오전 9시), 오전 9:30, 오전 10시, 오전 10:30, 오전 11시, 오전 11:30, 오후 12시,
오후 12:30, 오후 1시, 오후 1:30, 오후 2시, 오후 2:30, 오후 3시, 오후 3:30, 오후 4시, 오후 5시,
오후 5:30, (금, 일 오후 7:30)
GRAND AVENUE

초가을

10월 9일~10월 28일

월~목: 오전 10시,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ILLINOIS STREET
금~일: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전 11:30,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1:30,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3:30, 오후 4시, 오후 5시, 오후 5:30

늦가을		

10월 29일~11월 18일

월~목: 오전 10시, 오후 12시, 오후 2시, 오후 4시

금~일: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 오후 5시

ADA
RAMP

자세한 사항은 architecture.org/center에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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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ast Wacker Drive, 2018 년 여름 오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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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Chicago Architecture Center

4월 13일~5월 3일

MICHIGAN AVENUE

시카고 건축 재단이 인증한 전문
자원봉사 안내원은 오랜 시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의
건축 경관이 계속해서 개발됨에
따라 안내원 훈련은 일 년 내내
진행됩니다.

초봄		

WABASH AVENUE

공식 시카고 건축 재단 리버 크루즈의 Chicago’s First Lady
크루즈는 25년 이상 시카고 건축 재단이 인증한 안내원들을 통해
시카고를 방문하여 최고급 유람선에 승선한 외지인과 시카고 사람들
모두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월~일: 오전 10시, 오후 12시, 오후 2시, 오후 4시

STATE STREET

건물 뒤에 숨겨진 이야기의
새로운 발견

3월 31일~4월 12일

112 E. Wacker Drive (Michigan Ave. & Wacker Dr.)

233 N. Michigan Ave에서 할인된 주차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
•
•
•

112 E. Wacker Drive에 위치한 Chicago Riverwalk 매표소 방문
Chicago Architecture Foundation Shop & Tour Center(224 S.
Michigan Ave)에서 티켓 구입
호텔 컨시어지 데스크를 통해 예약
1-800-982-2787번으로 전화하거나 ticketmaster.com/rivercruise를
방문하십시오.

CHICAGO’S FIRST LADY CRUISES • CRUISECHICAGO.COM

2018
CHICAGO RIVERWALK | MICHIGAN AVE & WACKER DR | 112 E WACKER DR

유람선

크루즈

CHICAGO’S FIRST LADY

CHICAGO’S FAIR LADY

인기 사진촬영 투어를 통해 아름다운
일출을 감상해보세요. 크루즈가 세 곳의
사진촬영 포인트에서 정박하므로 멋진
장관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CHICAGO’S LEADING LADY

자세한 사항은 CruiseChicago.com
을 참고하세요.
비공개 파티, 웨딩, 기업 이벤트에
Chicago’s First Lady 유람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25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5월 18일~10월 8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9시
시카고 건물
사진촬영 크루즈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석양
크루즈를 체험해보세요.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시카고의 멋진 광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5월 18일~10월 8일
일요일~금요일 오후 7시 30분

석양 크루즈

스페셜 크루즈

시카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유람선은 매우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크루즈를 3번 탔었는데 매번
질리지 않아요!

•
•

•

•

단체 가격 할인 및 예약이 가능합니다. 10명 이상
단체의 경우 312-322-1130번으로 문의하거나
groupsales@architecture.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와 모든 설비가 완비된 화장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크루즈는 시카고 강의 세 개 지류를 모두 여행합니다.

시카고 건축 재단이 운영하는 유일한 리버 크루즈입니다.

공식 시카고 건축 재단 리버 크루즈의 Chicago’s First Lady 크루즈는
시카고를 방문하는 외지인과 시카고 사람들 모두가 경험해볼 만한
“필수” 투어입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열정적인 자원봉사자 안내원
(도슨트)들은 시카고의 다양한 건축 스타일과 건축을 통해 도시를
디자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줍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CHICAGO’S CLASSIC LADY

매표소에서 확인을 통해 최대 4시간의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 233 N. Michigan Avenue

리버워크 하선 안내 참고:
CruiseChicago.com/accessibility

State Street 및 Wacker Drive의 ADA 램프를 통해
Chicago Riverwalk로 입장하십시오.
지체 부자유 승객 승선:

파란색 차양을 찾으십시오!

Chicago Riverwalk
112 E. Wacker Dr.
(Michigan Ave. & Wacker Dr.)
출발지:

시간: 90분

석양 크루즈: $49.21
+ 세금

가격: $44.48 + 세금

시카고 건축 재단 리버 크루즈의 CHICAGO’S FIRST LADY
크루즈

굉장해요! 안내원은 굉장히 박식했고 강에서
본 뷰는 장관을 이뤘어요!
그동안 경험해본 시티 투어 중 단연 최고였습니다! 미국에서 머물렀던
한 달 동안 이 크루즈 여행이 저희에게 최고의 아침을 선사했습니다.

투어 & 크루즈 리뷰
가격:

$44.48

시카고 건축 재단

리버 크루즈

+
세금

C h i c a g o’s F i r s t La d y 크 루 즈

오후 7:30 석양 크루즈 $49.21 + 세금

2018년도 출발 일정

개시 첫 주		

90분

3월 31일~4월 12일

월~일: 오전 10시, 오후 12시, 오후 2시, 오후 4시

초봄		

건물 뒤에 숨겨진 이야기의
새로운 발견

공식 시카고 건축 재단 리버 크루즈의 Chicago’s First Lady
크루즈는 25년 이상 시카고 건축 재단이 인증한 안내원들을 통해
시카고를 방문하여 최고급 유람선에 승선한 외지인과 시카고 사람들
모두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시카고 건축 재단이 인증한 전문
자원봉사 안내원은 오랜 시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의
건축 경관이 계속해서 개발됨에
따라 안내원 훈련은 일 년 내내
진행됩니다.

신축 Chicago Architecture Center

111 East Wacker Drive, 2018 년 여름 오픈 예정

올해 여름 시카고 건축 재단에서 Michigan Avenue와 East Wacker
Drive 사이의 시카고 건축 재단 리버 크루즈 부둣가 바로 위에 새로운
센터를 선보입니다.

이 센터의 목적은 건축계의 많은 거장들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들의 건축물들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이곳에는 확대된 3D 시카고
도시 모델, 매우 멋진 고층건물 모델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방식의
체험형 전시회가 들어설 것입니다. 이외에도 뛰어난 안내원과
도우미들이 이끄는 흥미로운 프로그램과 85개 이상의 투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최고의

TRIPADVISOR
리뷰
기준

투어

4월 13일~5월 3일

월~목: 오전 10시(목 오전 11시),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

금~일: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 오후 5시

늦봄		

5월 4일~5월 17일

월~목: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 (목 오후 5시)

금~일: 오전 9:30,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전 11:30,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1:30,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3:30, 오후 4시, 오후 5시

여름

5월 18일~10월 8일

OHIO STREET
월~목: 오전 10시, 오전 11시, (목: 오전 11:30)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1:30,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3:30, 오후 4시, 오후 5:30, 오후 7:30
금~일: (토, 일 오전 9시), 오전 9:30, 오전 10시, 오전 10:30, 오전 11시, 오전 11:30, 오후 12시,
오후 12:30, 오후 1시, 오후 1:30, 오후 2시, 오후 2:30, 오후 3시, 오후 3:30, 오후 4시, 오후 5시,
오후 5:30, (금, 일 오후 7:30)
GRAND AVENUE

초가을

10월 9일~10월 28일

월~목: 오전 10시,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ILLINOIS STREET
금~일: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전 11:30,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1:30,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3:30, 오후 4시, 오후 5시, 오후 5:30

늦가을		

10월 29일~11월 18일

월~목: 오전 10시, 오후 12시, 오후 2시, 오후 4시

금~일: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 오후 5시

STATE STREET

CHIC

AGO

RIVE

R

PEDESTRIAN
RAMP

ADA
RAMP

자세한 사항은 architecture.org/center에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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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BASH AVENUE

MICHIGAN AVENUE

LAKE SHORE DRIVE

112 E. Wacker Drive (Michigan Ave. & Wacker Dr.)

233 N. Michigan Ave에서 할인된 주차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
•
•
•

112 E. Wacker Drive에 위치한 Chicago Riverwalk 매표소 방문
Chicago Architecture Foundation Shop & Tour Center(224 S.
Michigan Ave)에서 티켓 구입
호텔 컨시어지 데스크를 통해 예약
1-800-982-2787번으로 전화하거나 ticketmaster.com/rivercruise를
방문하십시오.

2018
CHICAGO RIVERWALK | MICHIGAN AVE & WACKER DR | 112 E WACKER DR

CHICAGO’S FIRST LADY CRUISES • CRUISECHICAGO.COM

유람선

CHICAGO’S FIRST LADY

크루즈

CHICAGO’S FAIR LADY

CHICAGO’S LEADING LADY

인기 사진촬영 투어를 통해 아름다운
일출을 감상해보세요. 크루즈가 세 곳의
사진촬영 포인트에서 정박하므로 멋진
장관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5월 18일~10월 8일
일요일~금요일 오후 7시 30분

석양 크루즈

스페셜 크루즈

시카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유람선은 매우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크루즈를 3번 탔었는데 매번
질리지 않아요!

주차: 233 N. Michigan Avenue

비공개 파티, 웨딩, 기업 이벤트에
Chicago’s First Lady 유람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25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건물
사진촬영 크루즈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석양
크루즈를 체험해보세요.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시카고의 멋진 광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매표소에서 확인을 통해 최대 4시간의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CruiseChicago.com
을 참고하세요.

5월 18일~10월 8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9시

•
•

•

•

CHICAGO’S CLASSIC LADY

리버워크 하선 안내 참고:
CruiseChicago.com/accessibility

State Street 및 Wacker Drive의 ADA 램프를 통해
Chicago Riverwalk로 입장하십시오.

단체 가격 할인 및 예약이 가능합니다. 10명 이상
단체의 경우 312-322-1130번으로 문의하거나
groupsales@architecture.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지체 부자유 승객 승선:

파란색 차양을 찾으십시오!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와 모든 설비가 완비된 화장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Chicago Riverwalk
112 E. Wacker Dr.
(Michigan Ave. & Wacker Dr.)

크루즈는 시카고 강의 세 개 지류를 모두 여행합니다.

시카고 건축 재단이 운영하는 유일한 리버 크루즈입니다.

공식 시카고 건축 재단 리버 크루즈의 Chicago’s First Lady 크루즈는
시카고를 방문하는 외지인과 시카고 사람들 모두가 경험해볼 만한
“필수” 투어입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열정적인 자원봉사자 안내원
(도슨트)들은 시카고의 다양한 건축 스타일과 건축을 통해 도시를
디자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줍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출발지:

시간: 90분

석양 크루즈: $49.21
+ 세금

가격: $44.48 + 세금

시카고 건축 재단 리버 크루즈의 CHICAGO’S FIRST LADY
크루즈

굉장해요! 안내원은 굉장히 박식했고 강에서
본 뷰는 장관을 이뤘어요!
그동안 경험해본 시티 투어 중 단연 최고였습니다! 미국에서 머물렀던
한 달 동안 이 크루즈 여행이 저희에게 최고의 아침을 선사했습니다.

투어 & 크루즈 리뷰
가격:

$44.48

시카고 건축 재단

리버 크루즈

+
세금

C h i c a g o’s F i r s t La d y 크 루 즈

오후 7:30 석양 크루즈 $49.21 + 세금

2018년도 출발 일정
90분

개시 첫 주		

올해 여름 시카고 건축 재단에서 Michigan Avenue와 East Wacker
Drive 사이의 시카고 건축 재단 리버 크루즈 부둣가 바로 위에 새로운
센터를 선보입니다.

이 센터의 목적은 건축계의 많은 거장들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들의 건축물들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이곳에는 확대된 3D 시카고
도시 모델, 매우 멋진 고층건물 모델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방식의
체험형 전시회가 들어설 것입니다. 이외에도 뛰어난 안내원과
도우미들이 이끄는 흥미로운 프로그램과 85개 이상의 투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고의
투어

TRIPADVISOR
리뷰
기준

월~목: 오전 10시(목 오전 11시),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

금~일: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 오후 5시

늦봄		

5월 4일~5월 17일

월~목: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 (목 오후 5시)

금~일: 오전 9:30,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전 11:30,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1:30,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3:30, 오후 4시, 오후 5시

여름

5월 18일~10월 8일

OHIO STREET
월~목: 오전 10시, 오전 11시, (목: 오전 11:30)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1:30,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3:30, 오후 4시, 오후 5:30, 오후 7:30
금~일: (토, 일 오전 9시), 오전 9:30, 오전 10시, 오전 10:30, 오전 11시, 오전 11:30, 오후 12시,
오후 12:30, 오후 1시, 오후 1:30, 오후 2시, 오후 2:30, 오후 3시, 오후 3:30, 오후 4시, 오후 5시,
오후 5:30, (금, 일 오후 7:30)
GRAND AVENUE

초가을

10월 9일~10월 28일

월~목: 오전 10시,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ILLINOIS STREET
금~일: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전 11:30,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1:30,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3:30, 오후 4시, 오후 5시, 오후 5:30

늦가을		

10월 29일~11월 18일

월~목: 오전 10시, 오후 12시, 오후 2시, 오후 4시

금~일: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 오후 5시

ADA
RAMP

자세한 사항은 architecture.org/center에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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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ast Wacker Drive, 2018 년 여름 오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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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Chicago Architecture Center

4월 13일~5월 3일

MICHIGAN AVENUE

시카고 건축 재단이 인증한 전문
자원봉사 안내원은 오랜 시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의
건축 경관이 계속해서 개발됨에
따라 안내원 훈련은 일 년 내내
진행됩니다.

초봄		

WABASH AVENUE

공식 시카고 건축 재단 리버 크루즈의 Chicago’s First Lady
크루즈는 25년 이상 시카고 건축 재단이 인증한 안내원들을 통해
시카고를 방문하여 최고급 유람선에 승선한 외지인과 시카고 사람들
모두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월~일: 오전 10시, 오후 12시, 오후 2시, 오후 4시

STATE STREET

건물 뒤에 숨겨진 이야기의
새로운 발견

3월 31일~4월 12일

112 E. Wacker Drive (Michigan Ave. & Wacker Dr.)

233 N. Michigan Ave에서 할인된 주차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
•
•
•

112 E. Wacker Drive에 위치한 Chicago Riverwalk 매표소 방문
Chicago Architecture Foundation Shop & Tour Center(224 S.
Michigan Ave)에서 티켓 구입
호텔 컨시어지 데스크를 통해 예약
1-800-982-2787번으로 전화하거나 ticketmaster.com/rivercruise를
방문하십시오.

CHICAGO’S FIRST LADY CRUISES • CRUISECHICAGO.COM

2018
CHICAGO RIVERWALK | MICHIGAN AVE & WACKER DR | 112 E WACKER DR

유람선

CHICAGO’S FIRST LADY

크루즈

CHICAGO’S FAIR LADY

CHICAGO’S LEADING LADY

인기 사진촬영 투어를 통해 아름다운
일출을 감상해보세요. 크루즈가 세 곳의
사진촬영 포인트에서 정박하므로 멋진
장관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5월 18일~10월 8일
일요일~금요일 오후 7시 30분

석양 크루즈

스페셜 크루즈

시카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유람선은 매우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크루즈를 3번 탔었는데 매번
질리지 않아요!

주차: 233 N. Michigan Avenue

비공개 파티, 웨딩, 기업 이벤트에
Chicago’s First Lady 유람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25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건물
사진촬영 크루즈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석양
크루즈를 체험해보세요.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시카고의 멋진 광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매표소에서 확인을 통해 최대 4시간의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CruiseChicago.com
을 참고하세요.

5월 18일~10월 8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9시

•
•

•

•

CHICAGO’S CLASSIC LADY

리버워크 하선 안내 참고:
CruiseChicago.com/accessibility

State Street 및 Wacker Drive의 ADA 램프를 통해
Chicago Riverwalk로 입장하십시오.

단체 가격 할인 및 예약이 가능합니다. 10명 이상
단체의 경우 312-322-1130번으로 문의하거나
groupsales@architecture.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지체 부자유 승객 승선:

파란색 차양을 찾으십시오!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와 모든 설비가 완비된 화장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Chicago Riverwalk
112 E. Wacker Dr.
(Michigan Ave. & Wacker Dr.)

크루즈는 시카고 강의 세 개 지류를 모두 여행합니다.

시카고 건축 재단이 운영하는 유일한 리버 크루즈입니다.

공식 시카고 건축 재단 리버 크루즈의 Chicago’s First Lady 크루즈는
시카고를 방문하는 외지인과 시카고 사람들 모두가 경험해볼 만한
“필수” 투어입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열정적인 자원봉사자 안내원
(도슨트)들은 시카고의 다양한 건축 스타일과 건축을 통해 도시를
디자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줍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출발지:

시간: 90분

석양 크루즈: $49.21
+ 세금

가격: $44.48 + 세금

시카고 건축 재단 리버 크루즈의 CHICAGO’S FIRST LADY
크루즈

굉장해요! 안내원은 굉장히 박식했고 강에서
본 뷰는 장관을 이뤘어요!
그동안 경험해본 시티 투어 중 단연 최고였습니다! 미국에서 머물렀던
한 달 동안 이 크루즈 여행이 저희에게 최고의 아침을 선사했습니다.

투어 & 크루즈 리뷰
가격:

$44.48

시카고 건축 재단

리버 크루즈

+
세금

C h i c a g o’s F i r s t La d y 크 루 즈

오후 7:30 석양 크루즈 $49.21 + 세금

2018년도 출발 일정
90분

개시 첫 주		

올해 여름 시카고 건축 재단에서 Michigan Avenue와 East Wacker
Drive 사이의 시카고 건축 재단 리버 크루즈 부둣가 바로 위에 새로운
센터를 선보입니다.

이 센터의 목적은 건축계의 많은 거장들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들의 건축물들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이곳에는 확대된 3D 시카고
도시 모델, 매우 멋진 고층건물 모델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방식의
체험형 전시회가 들어설 것입니다. 이외에도 뛰어난 안내원과
도우미들이 이끄는 흥미로운 프로그램과 85개 이상의 투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고의
투어

TRIPADVISOR
리뷰
기준

월~목: 오전 10시(목 오전 11시),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

금~일: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 오후 5시

늦봄		

5월 4일~5월 17일

월~목: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 (목 오후 5시)

금~일: 오전 9:30,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전 11:30,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1:30,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3:30, 오후 4시, 오후 5시

여름

5월 18일~10월 8일

OHIO STREET
월~목: 오전 10시, 오전 11시, (목: 오전 11:30)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1:30,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3:30, 오후 4시, 오후 5:30, 오후 7:30
금~일: (토, 일 오전 9시), 오전 9:30, 오전 10시, 오전 10:30, 오전 11시, 오전 11:30, 오후 12시,
오후 12:30, 오후 1시, 오후 1:30, 오후 2시, 오후 2:30, 오후 3시, 오후 3:30, 오후 4시, 오후 5시,
오후 5:30, (금, 일 오후 7:30)
GRAND AVENUE

초가을

10월 9일~10월 28일

월~목: 오전 10시,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ILLINOIS STREET
금~일: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전 11:30,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1:30,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3:30, 오후 4시, 오후 5시, 오후 5:30

늦가을		

10월 29일~11월 18일

월~목: 오전 10시, 오후 12시, 오후 2시, 오후 4시

금~일: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 오후 5시

ADA
RAMP

자세한 사항은 architecture.org/center에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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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ast Wacker Drive, 2018 년 여름 오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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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COLUMBUS DRIVE

신축 Chicago Architecture Center

4월 13일~5월 3일

MICHIGAN AVENUE

시카고 건축 재단이 인증한 전문
자원봉사 안내원은 오랜 시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의
건축 경관이 계속해서 개발됨에
따라 안내원 훈련은 일 년 내내
진행됩니다.

초봄		

WABASH AVENUE

공식 시카고 건축 재단 리버 크루즈의 Chicago’s First Lady
크루즈는 25년 이상 시카고 건축 재단이 인증한 안내원들을 통해
시카고를 방문하여 최고급 유람선에 승선한 외지인과 시카고 사람들
모두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월~일: 오전 10시, 오후 12시, 오후 2시, 오후 4시

STATE STREET

건물 뒤에 숨겨진 이야기의
새로운 발견

3월 31일~4월 12일

112 E. Wacker Drive (Michigan Ave. & Wacker Dr.)

233 N. Michigan Ave에서 할인된 주차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
•
•
•

112 E. Wacker Drive에 위치한 Chicago Riverwalk 매표소 방문
Chicago Architecture Foundation Shop & Tour Center(224 S.
Michigan Ave)에서 티켓 구입
호텔 컨시어지 데스크를 통해 예약
1-800-982-2787번으로 전화하거나 ticketmaster.com/rivercruise를
방문하십시오.

CHICAGO’S FIRST LADY CRUISES • CRUISECHICAGO.COM

2018
CHICAGO RIVERWALK | MICHIGAN AVE & WACKER DR | 112 E WACKER DR

수상 경력에 빛나는 유 람 선 투 어 로 둘 러 보 는

MA R I NA C I TY

WI LLI S T OWE R

50 개

이 상 의 주 요 건물 중 몇 가지 대표적인 건물

1 5 0 N ORTH RIVE RSIDE

AQUA

333 WEST WACKER
150 N. Riverside Photo © Daryl Mitchell
Private Event Photo © Ueda Photography

Goose Island

시카고의 재발견

Historic Montgomery
Ward Complex

John Hancock Building

시카고 여행의 첫 번째 장소!

Erie Park

미리 좌석을 예약하고 시카고 강의 3대 지류를
모두 돌아보는 투어를 놓치지 마세요.

@CFLcruises
Chicago Tribune
Freedom Center

The Magnificent Mile

#CFLcruises #CAFcruise

Trump Tower
Merchandise Mart

Tribune Tower

330 North Wabash

NBC Tower

Marina City

Harry Weese
River Cottages

시카고 강
하구에서
회선

Chicago’s First Lady Cruises
Chicago Riverwalk
(Michigan Ave. & Wacker Dr.)

Aqua
333 West Wacker

150 N. Riverside

111 East Wacker Dr.

Chicago Architecture Center가
들어설 보금자리,
2018년 여름 오픈 예정!

100 N. Riverside
Plaza (Boeing)

Aon Building
Millennium
Park

Civic Opera House

Chicago Mercantile
Exchange

Gateway Center
1 and 2

Willis Tower

Store & Tour Center | 224 S. Michigan Ave.
걷기, 버스 및 ‘L’ 투어, 전시 및 프로그램을 일 년
내내 진행합니다!
111 E. Wacker Dr.에 위치한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합니다. 2018년 여름 오픈 예정!

Maggie Daley
Park

Art Institute
of Chicago

Grant Park
River City에서
회선

투어에 관한 도움말
•
•
•
•

티켓 및 도착

미리 티켓을 구매하세요! 투어
티켓이 자주 매진됩니다.
전자 티켓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부둣가 매표소에 마련된
“윌콜(Will Call) 부스”에서
티켓을 픽업할 수 있습니다.

출발 30분 전에 도착하세요.

•
•
•

모든 연령의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승객은 티켓을 제시해야
합니다.

크루즈는 날씨에 관계없이
운행됩니다. 환불 또는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출발 안내 전광판에서 대기
정보를 확인하세요.

좌석 및 도움말

•

야외 좌석이 보장됩니다.

•

전 좌석은 일반석입니다
(지정석 없음).

•

냉난방 시스템을 갖춘
실내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

선크림을 가져오세요
(선크림이 없는 경우
바에서 구입 가능).

햇빛이 너무 강해서 건물의
전경을 감상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글라스, 챙모자,
캡모자를 가져오세요.

바를 방문하세요! 크루즈 여행 중 간식, 맥주, 포도주,
레모네이드 및 청량 음료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TicketMaster.com/RiverCruise을 방문하거나 1-800-982-2787번으로 전화하여 티켓을 구매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