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정보
박물관
미국자연사박물관(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은과학, 교육, 문화부문에서세계적으로
권위있는문화공간중하나입니다. 미국자연사박물관에는46개의전시장, 각종행사를위한갤러리, 헤이든
플래니태리엄과IMAX 극장이있는로즈센터지구우주관이갖추어져있습니다. 또한5개의리서치부문과3개의
교차교육센터를지원합니다. 전시품에는3천2만개이상의표본및문화적유산이포함되어있습니다.
운영시간
박물관은오전10시부터오후5시45분까지운영됩니다. 추수감사절과크리스마스에는휴관합니다.
오시는길
박물관주소는79th Street and Central Park West이며대중교통을이용하시면편리합니다. “81st
Street”의B 및C 지하철역을이용하십시오. 로즈센터지구우주관의정문은Central Park West와
Columbus Avenue 사이의81st Street에위치해있으며, 주차장이구비되어있습니다.
입장료및입장권예약
일반입장권
46개전시장및로즈센터지구우주관포함
성인 $19
노인 / 학생 $14.50
60세이상(신분증확인)
어린이 $10.50
2 - 12세
일반입장권+ 1개의특별전시또는행사
성인 $25
노인 / 학생 $19
60세이상(신분증확인)
어린이 $14.50
2 - 12세
특별할인입장권
모든특별전시및행사포함
성인 $33
노인 / 학생 $25.50
60세이상(신분증확인)
어린이 $20.50
2 - 12세
개별입장권
일반입장권가격보다저렴한관람료, 1개의특별전시관람, IMAX 영화, 우주쇼관람을원하시면
박물관의안내데스크에문의해주십시오. 일반입장권요금으로원하시는관람대상을선택하실수
있습니다. 우주쇼, IMAX, 또는특별전시입장권요금은성인$22, 노인/학생$18, 어린이
$12입니다.

외국어지원
정보 부스는 박물관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제 기호 "/"가 표시된
매표소에서 "I speak..." 버튼을 착용한 언어별 통역사가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 speak..." 버튼을 착용한 통역사들이 30개 이상의 언어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400명 이상의 통역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내에서 개인적인
응급 상황에 처한 경우(단체 관람 대열에서 낙오된 경우 또는 미아가 발생한
경우) 'I speak..." 버튼을 착용한 통역사 중 한 명에게 문의하시면 원하는 언어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 시 근무 중인 통역사가 없는 경우 정보 부스에서 제공하는 전화로
번역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물관 내부 안내도에서 음식점과 화장실을 포함한 전시장 및 편의시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부스에서는 10개국의 언어 서비스가 제공되며
여기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려면 구글 번역기(홈페이지의 내용을 비교적 정확하게
자동으로 번역해 주는 제3자 서비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구글 번역은 대략적인
안내 정보를 제공합니다.

응급대피
응급 상황(화재)이 발생하면 방송을 통해 영어로 대피 상황을 알립니다. 또한
응급 상황을 알리는 비상등이 작동하며 박물관 내에 근무 중인 경비원이 대피
장소 및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관람시간을 단축(폭풍우와 같은 극한 날씨
예보)해야 하는 경우 10개국의 언어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람시간 단축 또는 대피 상황 발생 시 EXIT 적색 경보등이 켜진 비상구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박물관 내부에 근무 중인 경비원들은 응급 사태 발생 시
관람객들을 안내합니다.

고객의견
언어서비스또는박물관관람과관련된의견또는제안내용은이메일또는우편으로보내주십시오.

이메일: visitorinfo@amnh.org
주소: 200 Central Park West, New York, NY 10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