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약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4가지 구매 방법

1 Riverwalk 매표소 
(112 E. Wacker Dr.)

2 Chicago Architecture Center 
(시카고 건축 센터, 111 E. Wacker Dr.)

3 호텔 컨시어지를 통해 예약 

4 Ticketmaster.com/RiverCruise 
또는 1-800-982-2787로 전화

시카고 건축 재단 센터

리버 크루즈
CHICAGO’S FIRST LADY 승선

+$5
$46.29

부터

티켓 가격 시카고 건축 센터 (ChicagoArchitecture 
Center) 방문도 포 함합니다
리버 크루즈 티켓과 함께 구입하면 정 가에서 $7 아
낄 수 있어요

CHICAGO’S FIRST LADY  레이디 크루즈 • ARCHITECTURECRUISE.COM MICHIG AN AVE  &  WACK ER  DR 의  시 카 고  강 변  산 책 로

5월 22일 - 10월 12일  
매일 오후 5시 30분 & 7시 30분
10월 13일 - 11월 1일  
금 - 일 오후 5시 30분
인기 있는 낮 시간 크루즈를 저녁에 
즐겨보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칵테일 한 
잔을 손에 들고 도시가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모습을 감상해 보세요.

5월 23일 - 10월 11일
금 - 일 오전 9시
이른 아침의 빛 속에서 저희의 인기 
많은 투어를 즐기세요. 배는 그림 같은 
세 지점에서 멈춰서 완벽한
사진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페셜 건축 크루즈

저녁 리버 크루즈

시카고를 포착하는 
사진 크루즈

시카고즈 퍼스트 레이디 호는 최대 250
명의 손님 그룹을 위한 개인 파티, 결혼 
& 기업 이벤트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uiseChicago.com 에서 더 
알아보세요

승객들의 찬사!

세계 7대 ‘가장 숨 막히게 아름다운 리버 크루즈’ 
중 하나’ ”
- READER’S DIGEST

시카고로 향하는 스마트하고 
신속한 방향”
- CONDE-NAST TRAVELER

분명히 시카고를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 HUFFINGTON POST

도시를 감상하는 가장 
특별한 방법”
- FORBES

• 시카고 건축 센터가 주도하는 유일한 리버 크루즈
• 시카고 강의 세 갈래 모두를 여행하는 크루즈
• 풀 서비스 바가 있는 온도를 조절하는 저층 살롱

시카고의 강변 산책로에서 출발 
112 E. WACKER DR. | MICHIGAN AVE. & WACKER DR. 

할인가 주차는 111 E. WACKER DR 에서 가능합니다.

시카고의
#1 투어

TRIPADVISOR 
(트립어드바이저) 이
용자 리뷰 기반

건축가의 선택
시카고 건축 재단 센터 (Chicago Architecture Foundation Center) 의 리버 
크루즈 Chicago’s First Lady에 승선하는 것은 시외 방문객과 시카고 주민 
모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제대로 훈련받았으며 열정적인 도슨트 봉사자들이 
시카고의 다양한 건축 양식에 대한 상세한 서사와 도시를 설계하고 건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죠!

이동성이 제한된 사람의 접근
State St. 및 Wacker Dr.에 있는 ADA 보행자 경사로를 통해 
Chicago Riverwalk를 이용하거나 Riverwalk 높이의 하차 
지점을 이용하세요. cruisechicago.com/accessibility

주차
111 E. Wacker Drive에서 공공 주차장을 할인가에
이용하세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cruisechicago.com/parking

비용
• 티켓 가격 $46.29부터
• 만 3세 이하 어린이: $23.62 

(세금 별도)

시간
90분

출발 위치
112 E. Wacker Dr. 
Michigan Ave. 및 Wacker 
Dr.북동쪽 모서리에 있는 계단을 통해 
Chicago Riverwalk를 이용하세요.

건축 크루즈

10명 이상 단체
단체 가격 및 예약이 가능합니다 - 단체는 
312-322-1130 로 전화하거나  groupsales@architecture.org

 
 

시카고 건축 센터 (Chicago Archi-
tecture Center) 방문도 포 함합니다.

리버 크루즈 티켓과 함께 구입하면 
정 가에서 $7 아낄 수 있어요

배를 만나보세요

CHICAGO’S FIRST LADYCHICAGO’S FAIR LADYCHICAGO’S LEADING LADYCHICAGO’S CLASSIC LADYCHICAGO’S EMERALD LADY

Chicago Architecture Center | 111 E. Wacker Dr. 
architecture.org | @chiarchitecture

THE CHICAGO ARCHITECTURE CENTER 
(시카고 건축 센터)
리버 크루즈 부두 바로 위의 편리한 위치에 있는 Chicago Architecture 
Center(CAC, 시카고 건축 센터)는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된 매력적인 
전시장을 자랑합니다. 찬사를 받는 새로운 명소로, 전 세계 유명한 고층 
건물의 초대형 모형, 4,200종 이상의 미니어처 건물이 있는 축적 도시 
모형, 디자인을 마니아를 위한 기프트샵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도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카고즈 퍼스트 레이디 호에 탑승한 시카고 건축 
재단 센터 리버 크루즈는 수백만 명의 관광객과 시카고 주민들에게 놀라운 
추억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90분 투어를 이끄는 도슨트는 시카고 건축물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엄격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CAC 리버 크루즈가 “건축가의 선택”으로 여겨지고 시카고의 유일한 “공식” 
건축 크루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CAC 도슨트입니다.

함께 구입하여 절약하세요
리버 크루즈를 구매하면 단돈 $5(정가 $12)
에 CAC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 전 또는 후에 센터에서 시카고 건축 
여행을 완벽하게 만들어 보세요.
구매 시 업그레이드하거나 CAC 매표소에서 
리버 크루즈 티켓을 제시하여 할인 티켓을 
구매하세요.

2020 출발 
모든 크루즈는 90분입니다

시즌 전  3월 15일 - 29일

토, 일: 오전 10시, 오후 12시, 2시, 4시

월 - 목: 오전 10시, 11시, 오후 12시, 1시, 2시, 3시, 4시, (목 5시)
금 - 일: 오전 9:30, 10시, 11시, 11:30, 오후 12시, 1시, 1:30, 2시, 3시, 3:30, 4시, 5시

늦봄  5월 1일 -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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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봄  4월 13일 - 30일

월 - 목: 오전 10시, 오후 12시, 2시, 4시
금 - 일: 오전 10시, 11시, 오후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시즌 시작   4월 3일 - 12일

월 - 목: 오전 10시, 11시, (목 오전 11:30), 오후 12시, 1시, (월, 목 오후 1:30), 2시, 3시, 
(월, 목 오후 3:30), 4시, 5:30, 7:30

금 - 일: 오전 9시, 9:30, 10시, 10:15, 10:30, 11시, 11:30, 오후 12시, 12:15, 12:30, 1시, 
1:30, 2시, 2:15, 2:30, 3시, 3:30, 4시, (금, 토 오후 4:15), 4:30, 5시, 5:30, 7:30

여름 5월 22일 - 10월 12일

월 - 목: 오전 10시, 오후 12시, 1시, 2시, 3시
Fri-Sun: 오전 10시, 11시, 11:30, 오후 12시, 1시, 1:30, 2시, 3시, 3:30, 4시, 5시, 5:30

초가을 10월 13일 - 11월 1일

월 - 목: 오전 10시, 오후 12시, 2시, 4시
금 - 일: 오전 10시, 11시, 오후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늦가을 11월 2일 - 22일

메모리얼 데이, 독립 기념일(7월 4일), 노동절 및 
콜럼버스 기념일에는 토요일 일정으로 운영합니다.

시카고 건축 재단 센터

리버 크루즈 CHICAGO’S FIRST LADY 승선

CAC 
업그레이드

CAC 
업그레이드리버 • 크루즈



예약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4가지 구매 방법

1 Riverwalk 매표소 
(112 E. Wacker Dr.)

2 Chicago Architecture Center 
(시카고 건축 센터, 111 E. Wacker Dr.)

3 호텔 컨시어지를 통해 예약 

4 Ticketmaster.com/RiverCruise 
또는 1-800-982-2787로 전화

시카고 건축 재단 센터

리버 크루즈 CHICAGO’S FIRST LADY 승선

+$5
$46.29부터

티켓 가격시카고 건축 센터 (ChicagoArchitecture 
Center) 방문도 포 함합니다
리버 크루즈 티켓과 함께 구입하면 정 가에서 $7 아
낄 수 있어요

CHICAGO’S FIRST LADY 레이디 크루즈 • ARCHITECTURECRUISE.COMMICHIGAN AVE & WACKER DR의 시카고 강변 산책로

5월 22일 - 10월 12일  
매일 오후 5시 30분 & 7시 30분
10월 13일 - 11월 1일  
금 - 일 오후 5시 30분
인기 있는 낮 시간 크루즈를 저녁에 
즐겨보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칵테일 한 
잔을 손에 들고 도시가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모습을 감상해 보세요.

5월 23일 - 10월 11일
금 - 일 오전 9시
이른 아침의 빛 속에서 저희의 인기 
많은 투어를 즐기세요. 배는 그림 같은 
세 지점에서 멈춰서 완벽한
사진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페셜 건축 크루즈

저녁 리버 크루즈

시카고를 포착하는 
사진 크루즈

시카고즈 퍼스트 레이디 호는 최대 250
명의 손님 그룹을 위한 개인 파티, 결혼 
& 기업 이벤트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uiseChicago.com 에서 더 
알아보세요

승객들의 찬사!

세계 7대 ‘가장 숨 막히게 아름다운 리버 크루즈’ 
중 하나’ ”
- READER’S DIGEST

시카고로 향하는 스마트하고 
신속한 방향”
- CONDE-NAST TRAVELER

분명히 시카고를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 HUFFINGTON POST

도시를 감상하는 가장 
특별한 방법”
- FORBES

• 시카고 건축 센터가 주도하는 유일한 리버 크루즈
• 시카고 강의 세 갈래 모두를 여행하는 크루즈
• 풀 서비스 바가 있는 온도를 조절하는 저층 살롱

시카고의 강변 산책로에서 출발 
112 E. WACKER DR. | MICHIGAN AVE. & WACKER DR. 

할인가 주차는 111 E. WACKER DR 에서 가능합니다.

시카고의
#1 투어

TRIPADVISOR 
(트립어드바이저) 이
용자 리뷰 기반

건축가의 선택
시카고 건축 재단 센터 (Chicago Architecture Foundation Center) 의 리버 
크루즈 Chicago’s First Lady에 승선하는 것은 시외 방문객과 시카고 주민 
모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제대로 훈련받았으며 열정적인 도슨트 봉사자들이 
시카고의 다양한 건축 양식에 대한 상세한 서사와 도시를 설계하고 건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죠!

이동성이 제한된 사람의 접근
State St. 및 Wacker Dr.에 있는 ADA 보행자 경사로를 통해 
Chicago Riverwalk를 이용하거나 Riverwalk 높이의 하차 
지점을 이용하세요. cruisechicago.com/accessibility

주차
111 E. Wacker Drive에서 공공 주차장을 할인가에
이용하세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cruisechicago.com/parking

비용
• 티켓 가격 $46.29부터
• 만 3세 이하 어린이: $23.62 

(세금 별도)

시간
90분

출발 위치
112 E. Wacker Dr. 
Michigan Ave. 및 Wacker 
Dr.북동쪽 모서리에 있는 계단을 통해 
Chicago Riverwalk를 이용하세요.

건축 크루즈

10명 이상 단체
단체 가격 및 예약이 가능합니다 - 단체는 
312-322-1130 로 전화하거나  groupsales@architecture.org

 
 

시카고 건축 센터 (Chicago Archi-
tecture Center) 방문도 포 함합니다.

리버 크루즈 티켓과 함께 구입하면 
정 가에서 $7 아낄 수 있어요

배를 만나보세요

CHICAGO’S FIRST LADY CHICAGO’S FAIR LADY CHICAGO’S LEADING LADY CHICAGO’S CLASSIC LADY CHICAGO’S EMERALD LADY

Chicago Architecture Center | 111 E. Wacker Dr. 
architecture.org | @chiarchitecture

THE CHICAGO ARCHITECTURE CENTER 
(시카고 건축 센터)
리버 크루즈 부두 바로 위의 편리한 위치에 있는 Chicago Architecture 
Center(CAC, 시카고 건축 센터)는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된 매력적인 
전시장을 자랑합니다. 찬사를 받는 새로운 명소로, 전 세계 유명한 고층 
건물의 초대형 모형, 4,200종 이상의 미니어처 건물이 있는 축적 도시 
모형, 디자인을 마니아를 위한 기프트샵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도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카고즈 퍼스트 레이디 호에 탑승한 시카고 건축 
재단 센터 리버 크루즈는 수백만 명의 관광객과 시카고 주민들에게 놀라운 
추억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90분 투어를 이끄는 도슨트는 시카고 건축물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엄격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CAC 리버 크루즈가 “건축가의 선택”으로 여겨지고 시카고의 유일한 “공식” 
건축 크루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CAC 도슨트입니다.

함께 구입하여 절약하세요
리버 크루즈를 구매하면 단돈 $5(정가 $12)
에 CAC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 전 또는 후에 센터에서 시카고 건축 
여행을 완벽하게 만들어 보세요.
구매 시 업그레이드하거나 CAC 매표소에서 
리버 크루즈 티켓을 제시하여 할인 티켓을 
구매하세요.

2020 출발 
모든 크루즈는 90분입니다

시즌 전  3월 15일 - 29일

토, 일: 오전 10시, 오후 12시, 2시, 4시

월 - 목: 오전 10시, 11시, 오후 12시, 1시, 2시, 3시, 4시, (목 5시)
금 - 일: 오전 9:30, 10시, 11시, 11:30, 오후 12시, 1시, 1:30, 2시, 3시, 3:30, 4시, 5시

늦봄  5월 1일 -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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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봄  4월 13일 - 30일

월 - 목: 오전 10시, 오후 12시, 2시, 4시
금 - 일: 오전 10시, 11시, 오후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시즌 시작   4월 3일 - 12일

월 - 목: 오전 10시, 11시, (목 오전 11:30), 오후 12시, 1시, (월, 목 오후 1:30), 2시, 3시, 
(월, 목 오후 3:30), 4시, 5:30, 7:30

금 - 일: 오전 9시, 9:30, 10시, 10:15, 10:30, 11시, 11:30, 오후 12시, 12:15, 12:30, 1시, 
1:30, 2시, 2:15, 2:30, 3시, 3:30, 4시, (금, 토 오후 4:15), 4:30, 5시, 5:30, 7:30

여름 5월 22일 - 10월 12일

월 - 목: 오전 10시, 오후 12시, 1시, 2시, 3시
Fri-Sun: 오전 10시, 11시, 11:30, 오후 12시, 1시, 1:30, 2시, 3시, 3:30, 4시, 5시, 5:30

초가을 10월 13일 - 11월 1일

월 - 목: 오전 10시, 오후 12시, 2시, 4시
금 - 일: 오전 10시, 11시, 오후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늦가을 11월 2일 - 22일

메모리얼 데이, 독립 기념일(7월 4일), 노동절 및 
콜럼버스 기념일에는 토요일 일정으로 운영합니다.

시카고 건축 재단 센터

리버 크루즈
CHICAGO’S FIRST LADY 승선

CAC 
업그레이드

CAC 
업그레이드 리버 • 크루즈



예약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4가지 구매 방법

1 Riverwalk 매표소 
(112 E. Wacker Dr.)

2 Chicago Architecture Center 
(시카고 건축 센터, 111 E. Wacker Dr.)

3 호텔 컨시어지를 통해 예약 

4 Ticketmaster.com/RiverCruise 
또는 1-800-982-2787로 전화

시카고 건축 재단 센터

리버 크루즈
CHICAGO’S FIRST LADY 승선

+$5
$46.29

부터

티켓 가격 시카고 건축 센터 (ChicagoArchitecture 
Center) 방문도 포 함합니다
리버 크루즈 티켓과 함께 구입하면 정 가에서 $7 아
낄 수 있어요

CHICAGO’S FIRST LADY  레이디 크루즈 • ARCHITECTURECRUISE.COM MICHIG AN AVE  &  WACK ER  DR 의  시 카 고  강 변  산 책 로

5월 22일 - 10월 12일  
매일 오후 5시 30분 & 7시 30분
10월 13일 - 11월 1일  
금 - 일 오후 5시 30분
인기 있는 낮 시간 크루즈를 저녁에 
즐겨보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칵테일 한 
잔을 손에 들고 도시가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모습을 감상해 보세요.

5월 23일 - 10월 11일
금 - 일 오전 9시
이른 아침의 빛 속에서 저희의 인기 
많은 투어를 즐기세요. 배는 그림 같은 
세 지점에서 멈춰서 완벽한
사진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페셜 건축 크루즈

저녁 리버 크루즈

시카고를 포착하는 
사진 크루즈

시카고즈 퍼스트 레이디 호는 최대 250
명의 손님 그룹을 위한 개인 파티, 결혼 
& 기업 이벤트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uiseChicago.com 에서 더 
알아보세요

승객들의 찬사!

세계 7대 ‘가장 숨 막히게 아름다운 리버 크루즈’ 
중 하나’ ”
- READER’S DIGEST

시카고로 향하는 스마트하고 
신속한 방향”
- CONDE-NAST TRAVELER

분명히 시카고를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 HUFFINGTON POST

도시를 감상하는 가장 
특별한 방법”
- FORBES

• 시카고 건축 센터가 주도하는 유일한 리버 크루즈
• 시카고 강의 세 갈래 모두를 여행하는 크루즈
• 풀 서비스 바가 있는 온도를 조절하는 저층 살롱

시카고의 강변 산책로에서 출발 
112 E. WACKER DR. | MICHIGAN AVE. & WACKER DR. 

할인가 주차는 111 E. WACKER DR 에서 가능합니다.

시카고의
#1 투어

TRIPADVISOR 
(트립어드바이저) 이
용자 리뷰 기반

건축가의 선택
시카고 건축 재단 센터 (Chicago Architecture Foundation Center) 의 리버 
크루즈 Chicago’s First Lady에 승선하는 것은 시외 방문객과 시카고 주민 
모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제대로 훈련받았으며 열정적인 도슨트 봉사자들이 
시카고의 다양한 건축 양식에 대한 상세한 서사와 도시를 설계하고 건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죠!

이동성이 제한된 사람의 접근
State St. 및 Wacker Dr.에 있는 ADA 보행자 경사로를 통해 
Chicago Riverwalk를 이용하거나 Riverwalk 높이의 하차 
지점을 이용하세요. cruisechicago.com/accessibility

주차
111 E. Wacker Drive에서 공공 주차장을 할인가에
이용하세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cruisechicago.com/parking

비용
• 티켓 가격 $46.29부터
• 만 3세 이하 어린이: $23.62 

(세금 별도)

시간
90분

출발 위치
112 E. Wacker Dr. 
Michigan Ave. 및 Wacker 
Dr.북동쪽 모서리에 있는 계단을 통해 
Chicago Riverwalk를 이용하세요.

건축 크루즈

10명 이상 단체
단체 가격 및 예약이 가능합니다 - 단체는 
312-322-1130 로 전화하거나  groupsales@architecture.org

 
 

시카고 건축 센터 (Chicago Archi-
tecture Center) 방문도 포 함합니다.

리버 크루즈 티켓과 함께 구입하면 
정 가에서 $7 아낄 수 있어요

배를 만나보세요

CHICAGO’S FIRST LADYCHICAGO’S FAIR LADYCHICAGO’S LEADING LADYCHICAGO’S CLASSIC LADYCHICAGO’S EMERALD LADY

Chicago Architecture Center | 111 E. Wacker Dr. 
architecture.org | @chiarchitecture

THE CHICAGO ARCHITECTURE CENTER 
(시카고 건축 센터)
리버 크루즈 부두 바로 위의 편리한 위치에 있는 Chicago Architecture 
Center(CAC, 시카고 건축 센터)는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된 매력적인 
전시장을 자랑합니다. 찬사를 받는 새로운 명소로, 전 세계 유명한 고층 
건물의 초대형 모형, 4,200종 이상의 미니어처 건물이 있는 축적 도시 
모형, 디자인을 마니아를 위한 기프트샵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도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카고즈 퍼스트 레이디 호에 탑승한 시카고 건축 
재단 센터 리버 크루즈는 수백만 명의 관광객과 시카고 주민들에게 놀라운 
추억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90분 투어를 이끄는 도슨트는 시카고 건축물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엄격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CAC 리버 크루즈가 “건축가의 선택”으로 여겨지고 시카고의 유일한 “공식” 
건축 크루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CAC 도슨트입니다.

함께 구입하여 절약하세요
리버 크루즈를 구매하면 단돈 $5(정가 $12)
에 CAC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 전 또는 후에 센터에서 시카고 건축 
여행을 완벽하게 만들어 보세요.
구매 시 업그레이드하거나 CAC 매표소에서 
리버 크루즈 티켓을 제시하여 할인 티켓을 
구매하세요.

2020 출발 
모든 크루즈는 90분입니다

시즌 전  3월 15일 - 29일

토, 일: 오전 10시, 오후 12시, 2시, 4시

월 - 목: 오전 10시, 11시, 오후 12시, 1시, 2시, 3시, 4시, (목 5시)
금 - 일: 오전 9:30, 10시, 11시, 11:30, 오후 12시, 1시, 1:30, 2시, 3시, 3:30, 4시, 5시

늦봄  5월 1일 -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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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봄  4월 13일 - 30일

월 - 목: 오전 10시, 오후 12시, 2시, 4시
금 - 일: 오전 10시, 11시, 오후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시즌 시작   4월 3일 - 12일

월 - 목: 오전 10시, 11시, (목 오전 11:30), 오후 12시, 1시, (월, 목 오후 1:30), 2시, 3시, 
(월, 목 오후 3:30), 4시, 5:30, 7:30

금 - 일: 오전 9시, 9:30, 10시, 10:15, 10:30, 11시, 11:30, 오후 12시, 12:15, 12:30, 1시, 
1:30, 2시, 2:15, 2:30, 3시, 3:30, 4시, (금, 토 오후 4:15), 4:30, 5시, 5:30, 7:30

여름 5월 22일 - 10월 12일

월 - 목: 오전 10시, 오후 12시, 1시, 2시, 3시
Fri-Sun: 오전 10시, 11시, 11:30, 오후 12시, 1시, 1:30, 2시, 3시, 3:30, 4시, 5시, 5:30

초가을 10월 13일 - 11월 1일

월 - 목: 오전 10시, 오후 12시, 2시, 4시
금 - 일: 오전 10시, 11시, 오후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늦가을 11월 2일 - 22일

메모리얼 데이, 독립 기념일(7월 4일), 노동절 및 
콜럼버스 기념일에는 토요일 일정으로 운영합니다.

시카고 건축 재단 센터

리버 크루즈 CHICAGO’S FIRST LADY 승선

CAC 
업그레이드

CAC 
업그레이드리버 • 크루즈



예약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4가지 구매 방법

1 Riverwalk 매표소 
(112 E. Wacker Dr.)

2 Chicago Architecture Center 
(시카고 건축 센터, 111 E. Wacker Dr.)

3 호텔 컨시어지를 통해 예약 

4 Ticketmaster.com/RiverCruise 
또는 1-800-982-2787로 전화

시카고 건축 재단 센터

리버 크루즈
CHICAGO’S FIRST LADY 승선

+$5
$46.29

부터

티켓 가격 시카고 건축 센터 (ChicagoArchitecture 
Center) 방문도 포 함합니다
리버 크루즈 티켓과 함께 구입하면 정 가에서 $7 아
낄 수 있어요

CHICAGO’S FIRST LADY  레이디 크루즈 • ARCHITECTURECRUISE.COM MICHIG AN AVE  &  WACK ER  DR 의  시 카 고  강 변  산 책 로

5월 22일 - 10월 12일  
매일 오후 5시 30분 & 7시 30분
10월 13일 - 11월 1일  
금 - 일 오후 5시 30분
인기 있는 낮 시간 크루즈를 저녁에 
즐겨보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칵테일 한 
잔을 손에 들고 도시가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모습을 감상해 보세요.

5월 23일 - 10월 11일
금 - 일 오전 9시
이른 아침의 빛 속에서 저희의 인기 
많은 투어를 즐기세요. 배는 그림 같은 
세 지점에서 멈춰서 완벽한
사진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페셜 건축 크루즈

저녁 리버 크루즈

시카고를 포착하는 
사진 크루즈

시카고즈 퍼스트 레이디 호는 최대 250
명의 손님 그룹을 위한 개인 파티, 결혼 
& 기업 이벤트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uiseChicago.com 에서 더 
알아보세요

승객들의 찬사!

세계 7대 ‘가장 숨 막히게 아름다운 리버 크루즈’ 
중 하나’ ”
- READER’S DIGEST

시카고로 향하는 스마트하고 
신속한 방향”
- CONDE-NAST TRAVELER

분명히 시카고를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 HUFFINGTON POST

도시를 감상하는 가장 
특별한 방법”
- FORBES

• 시카고 건축 센터가 주도하는 유일한 리버 크루즈
• 시카고 강의 세 갈래 모두를 여행하는 크루즈
• 풀 서비스 바가 있는 온도를 조절하는 저층 살롱

시카고의 강변 산책로에서 출발 
112 E. WACKER DR. | MICHIGAN AVE. & WACKER DR. 

할인가 주차는 111 E. WACKER DR 에서 가능합니다.

시카고의
#1 투어

TRIPADVISOR 
(트립어드바이저) 이
용자 리뷰 기반

건축가의 선택
시카고 건축 재단 센터 (Chicago Architecture Foundation Center) 의 리버 
크루즈 Chicago’s First Lady에 승선하는 것은 시외 방문객과 시카고 주민 
모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제대로 훈련받았으며 열정적인 도슨트 봉사자들이 
시카고의 다양한 건축 양식에 대한 상세한 서사와 도시를 설계하고 건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죠!

이동성이 제한된 사람의 접근
State St. 및 Wacker Dr.에 있는 ADA 보행자 경사로를 통해 
Chicago Riverwalk를 이용하거나 Riverwalk 높이의 하차 
지점을 이용하세요. cruisechicago.com/accessibility

주차
111 E. Wacker Drive에서 공공 주차장을 할인가에
이용하세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cruisechicago.com/parking

비용
• 티켓 가격 $46.29부터
• 만 3세 이하 어린이: $23.62 

(세금 별도)

시간
90분

출발 위치
112 E. Wacker Dr. 
Michigan Ave. 및 Wacker 
Dr.북동쪽 모서리에 있는 계단을 통해 
Chicago Riverwalk를 이용하세요.

건축 크루즈

10명 이상 단체
단체 가격 및 예약이 가능합니다 - 단체는 
312-322-1130 로 전화하거나  groupsales@architecture.org

 
 

시카고 건축 센터 (Chicago Archi-
tecture Center) 방문도 포 함합니다.

리버 크루즈 티켓과 함께 구입하면 
정 가에서 $7 아낄 수 있어요

배를 만나보세요

CHICAGO’S FIRST LADYCHICAGO’S FAIR LADYCHICAGO’S LEADING LADYCHICAGO’S CLASSIC LADYCHICAGO’S EMERALD LADY

Chicago Architecture Center | 111 E. Wacker Dr. 
architecture.org | @chiarchitecture

THE CHICAGO ARCHITECTURE CENTER 
(시카고 건축 센터)
리버 크루즈 부두 바로 위의 편리한 위치에 있는 Chicago Architecture 
Center(CAC, 시카고 건축 센터)는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된 매력적인 
전시장을 자랑합니다. 찬사를 받는 새로운 명소로, 전 세계 유명한 고층 
건물의 초대형 모형, 4,200종 이상의 미니어처 건물이 있는 축적 도시 
모형, 디자인을 마니아를 위한 기프트샵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도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카고즈 퍼스트 레이디 호에 탑승한 시카고 건축 
재단 센터 리버 크루즈는 수백만 명의 관광객과 시카고 주민들에게 놀라운 
추억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90분 투어를 이끄는 도슨트는 시카고 건축물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엄격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CAC 리버 크루즈가 “건축가의 선택”으로 여겨지고 시카고의 유일한 “공식” 
건축 크루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CAC 도슨트입니다.

함께 구입하여 절약하세요
리버 크루즈를 구매하면 단돈 $5(정가 $12)
에 CAC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 전 또는 후에 센터에서 시카고 건축 
여행을 완벽하게 만들어 보세요.
구매 시 업그레이드하거나 CAC 매표소에서 
리버 크루즈 티켓을 제시하여 할인 티켓을 
구매하세요.

2020 출발 
모든 크루즈는 90분입니다

시즌 전  3월 15일 - 29일

토, 일: 오전 10시, 오후 12시, 2시, 4시

월 - 목: 오전 10시, 11시, 오후 12시, 1시, 2시, 3시, 4시, (목 5시)
금 - 일: 오전 9:30, 10시, 11시, 11:30, 오후 12시, 1시, 1:30, 2시, 3시, 3:30, 4시, 5시

늦봄  5월 1일 -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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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봄  4월 13일 - 30일

월 - 목: 오전 10시, 오후 12시, 2시, 4시
금 - 일: 오전 10시, 11시, 오후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시즌 시작   4월 3일 - 12일

월 - 목: 오전 10시, 11시, (목 오전 11:30), 오후 12시, 1시, (월, 목 오후 1:30), 2시, 3시, 
(월, 목 오후 3:30), 4시, 5:30, 7:30

금 - 일: 오전 9시, 9:30, 10시, 10:15, 10:30, 11시, 11:30, 오후 12시, 12:15, 12:30, 1시, 
1:30, 2시, 2:15, 2:30, 3시, 3:30, 4시, (금, 토 오후 4:15), 4:30, 5시, 5:30, 7:30

여름 5월 22일 - 10월 12일

월 - 목: 오전 10시, 오후 12시, 1시, 2시, 3시
Fri-Sun: 오전 10시, 11시, 11:30, 오후 12시, 1시, 1:30, 2시, 3시, 3:30, 4시, 5시, 5:30

초가을 10월 13일 - 11월 1일

월 - 목: 오전 10시, 오후 12시, 2시, 4시
금 - 일: 오전 10시, 11시, 오후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늦가을 11월 2일 - 22일

메모리얼 데이, 독립 기념일(7월 4일), 노동절 및 
콜럼버스 기념일에는 토요일 일정으로 운영합니다.

시카고 건축 재단 센터

리버 크루즈 CHICAGO’S FIRST LADY 승선

CAC 
업그레이드

CAC 
업그레이드리버 • 크루즈



시카고 강의 입구에서 
돌아옵니다

River City(리버 시
티)에서 돌아옵니다

완공: 2020
높이: 365m
건축가: Studio Gang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지어진 시카고의 인기 있는 
스카이라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로, 건축계의 뛰어난
작품 중 하나입니다. Vista 
Tower(비스타 타워)는 
시카고에서 세 번째 높은 
건물로, 6가지 다른 색조의 
유리로 구성된 독특한 
파사드로 유명합니다.

VISTA TOWER 
(비스타 타워)

완공: 1974 높이: 443m
건축가: Skidmore, Owings and Merrill
완공에 거의 25년이 걸린 Willis Tower(윌리스 
타워)는 Sears Tower(시어스 타워)로도 알려져 
있으며,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는 
타이틀을 보유했습니다. 혁신적인 구조 설계의 
110층 높이로, 최근 지어진 초고층 건물의 토대에 
적용되는 묶은 튜브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WILLIS TOWER (윌리스 타워)

완공: 1929 높이: 162.2m
건축가: Graham, Anderson, Probst & White
거대한 왕좌 같은 모양의 오페라 하우스는 단 22개월간의 
설계 및 건설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3,563석, 45층 사무용 
건물과 22층짜리 부속 건물 두 채가 있어 뉴욕시 다음으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LYRIC OPERA HOUSE (리릭 오페라 하우스)

완공: 1983 높이: 149m
건축가: Kohn Pedersen Fox
주변 경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푸른색 
유리 파사드는 강과 함께 곡선을 이루며 파란 
하늘 및 푸른 강을 반사합니다. 변함없이 
시카고 주민이 가장 좋아하는 건물 중 하나를 
차지하는 빌딩입니다.

333 WEST WACKER (333 웨스트 웨커)

완공: 1908
건축가: Schmidt, Garden & Martin
몽고메리 워드의 전 국가 본부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통신 판매 회사입니다. 수백만 건의 
카탈로그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로, 
완공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강화 콘크리트 
빌딩이었습니다.

HISTORIC MONTGOMERY WARD COMPLEX 
(히스토릭 몽고메리 워드 컴플렉스)

완공: 2017
높이: 221m
건축가: 
Goettsch Partners
중력에 도전하는 이 특별한 
54층 건물은 토대가 좁고  
위층으로 갈수록 넓어져 
공학적으로 경이로움을 
자아냅니다. 건축물의 
위층에는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 160,000갤런(약 60
만 리터)의 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150 NORTH RIVERSIDE 
(150 노스 리버사이드)

완공: 1930
높이: 103.6m
건축가: 
Graham, Anderson, 
Probst & White
Merchandise Mart 
(머천다이즈 마트)는 규모가 
커서 고유 우편 번호가 
있습니다. 공개되었을 
때 면적 372,000 m2
로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MERCHANDISE MART 
(머천다이즈 마트)

완공: 1924
높이: 121m
건축가: 
Graham, Anderson, 
Probst & White
Wrigley building 
(리글리 빌딩)은 스페인 
Seville(세비야)에 있는 
대성당의 Giralda(히랄다) 
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Michigan Avenue가 
시카고 강과 교차하는 곳에 
있으며, Magnificent 
Mile(매그니피센트 마일)을 
정의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훌륭한 건물입니다.

WRIGLEY BUILDING  
(리글리 빌딩)

완공: 1967 높이: 179.22m
건축가: Bertrand Goldberg
“도시 안의 도시”로 설계된 이 복합 주거 건물은 십여 년간의 교외 이주 후 
시카고 주민들에게 다시 도시를 돌려주는 도시 실험이었습니다. Goldberg
는 자연에 어떤 직각도 없기 때문에 건축물에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콘도는 파이 모양입니다.

MARINA CITY (마리나 시티)

가기 전에 알아두세요

• 외부 좌석을 보장합니다
• 모든 좌석은 일반석입니다 (예약 좌석 없음)
• 온도를 조절하는 내부 살롱 
• 자외선 차단제를 가지고 오세요 (잊어버렸다면 바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태양이 빌딩 감상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선글라스, 바이저 또는 캡을 

가지고 오세요

지금 티켓을 TICKETMASTER.COM/RIVERCRUISE 에서 구입하거나 1-800-982-2787 로 전화하세요

좌석 & 팁티켓과 도착

• 미리 구입하세요, 투어처럼 종종 매진된답니다!
• 종이를 쓰지 않는 모바일 티켓 사용
• “Will Call” 티켓을 저희 부두변 박스 오피스에서 수령하세요
• 출발 30분 전에 도착하세요
• 전연령의 아이를 포함하는 모든 승객은 티켓을 구입해야 합니다
• 크루즈는 비가 오는 날과 맑은 날 모두 출발합니다. 환불 또는 교환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풀 서비스에 
방문하세요

크루즈 동안 언제라도 스낵, 맥주, 
와인, 칵테일, 레몬에이드 그리고 
탄산음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바

모든 시카고 여행의 첫 정거장!
좌석을 일찍 예약하고 시카고 강의 세 갈래를 보는 투어를 
놓치지 마세요.

@ 
@ 
#

CFLcruises 
chiarchitecture 
CAFCcruise

수상 경력에 빛나는 투어에서 볼 수 있는 50+ 곳 이상의 특별한 명소의 하이라이트

건축가의 선택시카고 건축 재단 센터

리버 크루즈
CHICAGO’S FIRST LADY 승선 시카고 공식 건축 투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