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물관의 모든 출입은 정해진 시간에 따르며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방문 계획 세우기 
 

박물관을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람객과 직원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영일, 발권, 보건 및 안전 방침 

등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예정입니다. 박물관의 모든 출입은 정해진 시간에 

따르며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시간 

수요일–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회원을 위한 추가 운영 시간: 6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8시 

발권  

자율 입장료 

뉴욕, 뉴저지 및 코네티컷 주민(신분증 제시): 일반 입장권일 때 지불하는 가격은 

관람객이 원하는 임의의 금액을 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발권 FAQ를 읽어 

주십시오. 

• 회원 입장권, 무료 입장권, 선불 패스 티켓 등을 포함한 모든 입장권은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 입장권은 인원 제한을 위해 정해진 시간에 입장합니다. 2021년 6월 30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인원 제한 때문에 당일 예약과 특정 

시간대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예약 시간보다 30분 이상 늦지 않게 도착해 주십시오. 지정된 시간보다 30분 이상 

늦게 도착하면 박물관 입장권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입장권은 양도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https://www.amnh.org/plan-your-visit#health
https://ticketing.amnh.org/#/tickets?utm_source=tmatm&utm_medium=email&utm_campaign=210608-MKT-Digital-Resources&utm_term=subscribers&utm_content=version_A&sourcenumber=35077
https://www.amnh.org/plan-your-visit#pwyw
https://www.amnh.org/plan-your-visit#pwyw
https://ticketing.amnh.org/#/tickets?utm_source=tmatm&utm_medium=email&utm_campaign=210608-MKT-Digital-Resources&utm_term=subscribers&utm_content=version_A&sourcenumber=35077


o 박물관 회원의 경우, 입장권 예약을 하기 전에 회원 프로필에 로그인하여 

회원 시간 및 입장권 가격을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입장권 예약하기 »  

발권 FAQ 

입장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박물관의 입장권은 3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입장권, 일반 입장권 플러스 원, 일반 입장권 

플러스 올. 

일반 입장권 

성인 $23 | 학생(ID 지참) $18 | 시니어(60세 이상) $18 | 어린이(3–12세) $13 | 회원 무료 

박물관 영구 전시관 입장이 포함되지만 특별 전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뉴욕, 뉴저지 및 코네티컷 주민(신분증 제시): 일반 입장권일 때 납부하는 가격은 

관람객이 원하는 임의의 금액을 내시면 됩니다. 원하는 임의의 금액을 내는 옵션은 일반 

입장권에만 적용되며 박물관 매표소에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자율 입장료 결제 방법. 

  

일반 입장권 플러스 원 

성인 $28 | 학생(ID 지참) $22.50 | 시니어(60세 이상) $22.50 | 어린이(3–12세) 

$16.50 | 회원 무료 

영구 박물관 입장 및 다음의 특별 전시나 영화 중 하나가 포함됩니다. 

전시: 자연 속 색의 세계 또는 빛의 창조물 

영화: 화산: 불의 창조물 또는 지구밖 세상 

https://ticketing.amnh.org/?utm_source=tmatm&utm_medium=email&utm_campaign=210608-MKT-Digital-Resources&utm_term=subscribers&utm_content=version_A&sourcenumber=35077
https://ticketing.amnh.org/?utm_source=tmatm&utm_medium=email&utm_campaign=210608-MKT-Digital-Resources&utm_term=subscribers&utm_content=version_A&sourcenumber=35077
https://ticketing.amnh.org/?utm_source=tmatm&utm_medium=email&utm_campaign=210608-MKT-Digital-Resources&utm_term=subscribers&utm_content=version_A&sourcenumber=35077
https://www.amnh.org/plan-your-visit#pwyw
https://www.amnh.org/exhibitions/color
https://www.amnh.org/exhibitions/creatures-of-light
https://www.amnh.org/
https://www.amnh.org/exhibitions/permanent/hayden-planetarium/worlds-beyond-earth


  

일반 입장권 플러스 올 

성인 $33 | 학생(ID 지참) $27| 시니어(60세 이상) $27 | 어린이(3–12세) $20 | 회원 무료 

영구 박물관 입장 및 모든 특별 전시나 영화가 포함됩니다. 

자연 속 색의 세계 및 빛의 창조물 및 화산: 불의 창조물 및 지구밖 세상 

  

지역별 발권에 대한 2020년 업데이트: 자율 입장료 

적격자 

• 뉴욕주, 뉴저지주, 코네티컷주(ID 지참) 주민*은 일반 입장 전용일 때 자율 

입장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 특별 전시(자연 속 색의 세계, 천문관 쇼 및 대형 스크린 영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 전시를 관람하려면 정가의 일반 입장권 플러스 원 또는 플러스 올 

입장권을 예약하십시오. 

• 3개 주에 거주하지 않는 관람객의 경우 일반 입장권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반 입장권 예약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다음 화면에서 관람객 인원을 선택하십시오. 

관람객 인원을 선택하면 "뉴욕주,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주민이며 자율 입장료를 

지불하겠습니다"라고 표시된 링크가 나타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고 지침에 따라 

예약을 완료하십시오. 박물관에 올 때 확인 이메일과 유효한 ID*를 지참하고 매표소에서 

자율 입장료를 지불합니다.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 운전면허증 

• IDNYC 

https://www.amnh.org/exhibitions/color
https://www.amnh.org/exhibitions/creatures-of-light
https://www.amnh.org/
https://www.amnh.org/exhibitions/permanent/hayden-planetarium/worlds-beyond-earth
https://ticketing.amnh.org/#/tickets?utm_source=tony&utm_medium=email&utm_campaign=lastchance&utm_content=sponsoredemail&sourcenumber=32934&utm_source=tmatm&utm_campaign=210608-MKT-Digital-Resources&utm_term=subscribers&utm_content=version_A&sourcenumber=35077


• 주 ID 카드 

• 도서관 카드 

• 학생증 

• 주소가 적힌 최신 유틸리티 청구서 

• 유권자 등록 카드 

권장되는 요금은 성인의 경우 $23, ID가 있는 학생은 $18, 시니어(60세 이상) $18, 

어린이(3-12세)는 $13입니다. 

뉴욕주,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주민의 동반자도 권장되는 자율 입장료를 지불할 수 

있나요?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한 3개주 주민들은 최대 4장의 일반 입장권에 대해 권장되는 자율 

입장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입장료는 다음의 경우 면제됩니다. 

• 박물관 회원, IDNYC 회원, 기업 회원, 기업 리워드 프로그램 회원(Chase Private 

Client Arts & Culture Card 회원 포함) 

• 3세 미만의 아동 

• 국군의 날(Armed Forces Day)부터 노동절(Labor day)까지 블루 스타(Blue Star) 

프로그램 기간에 모든 미국 군인 및 가족 다른 모든 기간에 무료 일반 입장권은 

미국 군인 및 1명의 동반자에게 제공됩니다. 

• Cool Culture 패스 소지자 

• 장애인 관람객과 동행하는 간병인 

• 박물관 직원 및 박물관 섹터 직원 

• 마지막 시간대인 오후 4시 30분-오후 5시 30분에 박물관에 입장하는 관람객 

박물관 입장권은 어떻게 구입하나요? 

모든 입장권은 박물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https://ticketing.amnh.org/#/tickets?utm_source=tmatm&utm_medium=email&utm_campaign=210608-MKT-Digital-Resources&utm_term=subscribers&utm_content=version_A&sourcenumber=35077


학생 입장권은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한 학생은 학생 입장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입장권은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60세 이상의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한 시니어는 시니어 입장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입장권은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3세에서 12세의 어린이는 어린이 입장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FAQ 

멤버십 혜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체 멤버십 FAQ를 참조해 주십시오. 

멤버십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모든 레벨의 멤버십 혜택에는 무제한 일반 입장 및 특별 전시 입장권, 오전 10시-오전 

11시부터 주말 오전 및 화요일 저녁 6시-8시의 특별 입장, 79th Street의 Central Park 

West(진입로를 통한 지상층)에서 회원 출입구 이용, 주차 혜택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전체 멤버십 옵션을 참조해 주십시오.  

멤버십은 어떻게 구입하나요? 

멤버십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 이메일을 수령할 것입니다. 멤버십 레벨을 여기에서 선택하세요! 

전화 

https://www.amnh.org/join-support/membership-faq
https://www.amnh.org/join-support/membership-faq
https://www.amnh.org/join-support/membership
https://www.amnh.org/join-support/membership
https://www.amnh.org/join-support/membership


212-769-5606번으로 전화하여 멤버십을 구입합니다. 멤버십 사무실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에 운영됩니다. 멤버십 직원이 멤버십 번호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혜택을 이용하려면 박물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멤버십을 등록한 후에 입장권을 

예약해야 합니다.  

회원 입장권을 예약하려면 박물관 웹사이트에 어떻게 로그인하나요? 

멤버십을 등록하고 프로필을 만드십시오. 프로필이 이미 있다면 웹사이트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여 로그인하십시오. 박물관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로그인한 후에는 시간이 정해진 박물관 무료 입장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했거나 로그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멤버십 사무실에 

전화나 이메일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멤버십은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회원은 12개월 동안 박물관에서 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멤버십은 구입한 달의 

마지막 날짜에서 12개월을 더한 기간까지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0월 11일에 

멤버십을 구입했으면 2021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저희 박물관은 Stay Well NYC 서약을 했습니다. 

 

뉴욕주 이외 지역에서 방문하실 경우 뉴욕주 COVID-19 여행 주의보(Travel Advisory)를 

확인해 주십시오. 타지역 여행객을 위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https://www.amnh.org/apiuser/register
https://coronavirus.health.ny.gov/covid-19-travel-advisory#restricted-states
https://www.nycgo.com/coronavirus-information-and-resources-for-travelers/stay-well-nyc-take-the-pledge/


뉴욕 방문 기간의 보건 및 안전 

박물관은 다음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관람객을 제한하는 시간별 입장 발권을 합니다. 

• CDC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방역 및 청소를 합니다. 

• 매표소에 아크릴 보호막을 추가합니다. 

• 통풍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합니다. 

•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진행 방향을 표시하고 마커를 추가합니다. 

•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사용 인원을 제한합니다. 

•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와 기타 터치식 전시 기기의 전원을 끄거나 차단합니다. 

• 건물 전체에서 손 소독제 비치대를 설치합니다. 

•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방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모든 관람객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COVID-19 증상이 있거나, 지난 14일 이내에 COVID-19 확진을 받았거나, 지난 

14일 이내에 COVID-19 확진자 또는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 접촉(10분 이상 

6피트(2m) 이내 거리에 있음)을 했다면 방문을 자제해 주십시오. 

• 관람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2세 이상의 모든 관람객), 동행자들이 함께 

이동하고,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항상 어른과 동행하도록 하십시오. 넥게이터, 

개방형 삼각 스카프, 밸브, 메시, 구멍이 있는 얼굴 가리개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동행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6피트(2m)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합니다. 

• 건물 전체의 비치대에 있는 손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 직원의 지시와 물리적 거리두기 안내 표지를 따르고, 접촉을 피하며, 기타 시설 

이용에 관한 지침을 따르십시오. 

• 박물관의 행동 강령을 준수하십시오. 

•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편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 방문하기 전에 

accessibility@amnh.org로 연락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https://www.amnh.org/plan-your-visit/covid-19-visitors-staff
https://www.amnh.org/plan-your-visit/code-of-conduct-2020
mailto:accessibility@amnh.org


미국 자연사 박물관(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을 방문할 때 관람객은 COVID-

19 노출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것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박물관의 

전체 고지문 및 관련된 보건 및 안전 지침을 보려면 amnh.org/health-safety를 방문하거나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서로 된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시설, 서비스, 전시에 관한 보건 및 안전 업데이트  

옷/물품 보관소: 옷/물품 보관소는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큰 백팩(11" x 17" 

초과)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화장실: 화장실 사용 인원은 물리적 거리두기를 위해 정원의 50%로 줄었습니다. 

• 지하층 로즈 센터의 우주관 화장실은 일시적으로 지정된 직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및 편의시설: 물리적 거리두기와 접촉 제한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 서비스 및 

편의시설은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음용수대 

• 푸드 코트 및 카페*  

• 천문관 기념품 매장 및 Dino Store(메인 박물관 기념품 매장 및 특별 전시 매장은 

운영) 

*박물관 갤러리에서는 취식이 금지됩니다. 현장에서 식사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람객은 당일에 동일한 시간별 입장권을 사용하여 재입장할 수 있습니다. 

전시관 및 전시: 다음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일부 터치식 및 터치스크린 전시물  

• 디스커버리 룸 

• 공용 교육 실험실 

https://www.amnh.org/plan-your-visit/covid-19-visitors-staff


• 지하층의 밀스타인 해양관은 뉴욕시 COVID-19 백신 접종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층에서 파란 고래를 볼 수 있으며 관람객에게 

계속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장 구입 

• 현장 구입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권장합니다.  

알아두어야 할 사항 

박물관 주소 

200 Central Park West 

New York, NY 10024-5102 

입구 및 출구 

• 관람객은 79th Street의 Central Park West(상층)를 통하거나 81st Street/로즈 지구 

우주센터에 있는 입구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회원은 79th Street의 Central Park West에 있는 회원 출입구(진입로를 통한 

지상층)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조 대중교통 서비스(Access-A-Ride service) 및 GPS 기기는 56 West 

81st Street에서 이용해야 하며 81st Street/로즈 지구 우주센터에 있는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주차는 박물관에 위치하는 주차 시설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Central Park 

West와 Columbus Avenue 사이에 있는 81st Street에서 진입합니다. 주차장은 평일에는 

오전 6시–오후 11시, 주말에는 오전 8시–오후 11시 사이에 이용 가능합니다.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시간 이하: $26 

https://www.amnh.org/covid-vaccination
https://www.amnh.org/covid-vaccination


• 2시간 이하: $29 

• 2 - 5시간: $36 

• 5 - 10시간: $46 

• 관람 종료시까지: $51 

뉴욕시 주차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212-313-7278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해 주십시오. 

전기차 충전소는 주차장의 중간층에서 관람객 및 월간 주차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충전소에는 총 8개의 포트가 있는 4개의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무료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ChargePoint 앱을 다운로드하고 방문하기 전에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전거 및 스쿠터 주차 

박물관의 로즈 지구 우주센터와 주차장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는 

Central Park West와 Columbus Avenue 사이의 81st Street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Central Park West와 Columbus Avenue(현재 폐쇄됨) 사이의 81st Street(로즈 지구 

우주센터)와 77th Street에 있는 출입구 밖에 있는 거치대에 스쿠터를 주차하고 잠글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소형의 접이식 스쿠터는 잠금 장치가 없다면 성인이 운반할 수 

있습니다. 

대중 교통 

• 지하철: B(평일만) 또는 C를 통해 81st Street까지 이동. 박물관에서 서쪽으로 2개 

블럭, Broadway와 West 79th Street의 1개의 열차 정류장. 전체 지하철 노선도는 

MTA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참고: 81st Street 지하철 역과 박물관으로 가는 지하철 출입구는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은 1, 2, 3 열차의 경우 

72nd Street 역이며 Amsterdam Avenue에서 북부행 M7에 연결됩니다. 

tel:1-212-313-7278
https://e.wordfly.com/click?sid=MTkxN18xMjkzXzI4Nl83MjI1&l=27d3f336-4dc5-eb11-a828-0050569d715d&utm_source=staff&utm_medium=email&utm_campaign=EVChargers(ParkingGarage)&utm_content=version_A
https://e.wordfly.com/click?sid=MTkxN18xMjkzXzI4Nl83MjI1&l=27d3f336-4dc5-eb11-a828-0050569d715d&utm_source=staff&utm_medium=email&utm_campaign=EVChargers(ParkingGarage)&utm_content=version_A
http://mta.info/
http://mta.info/


• 버스: M79 버스는 Central Park 전역에서 West 79th Street에서 동/서로 운행되며, 

West 81st Street의 박물관 옆에 정류장이 있습니다. M7, M10, M11, M86 및 M104 

버스를 포함한 다른 버스도 박물관에서 정차합니다. 전체 버스 정보는 MTA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 열차: 뉴욕시 북부 출발: 노선 및 일정 정보는 Metro North Railroad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o Long Island 출발: 노선 및 일정 정보는 Long Island Railroad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o 뉴저지 출발: 노선 및 일정 정보는 New Jersey Transit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o 뉴욕시 도심 외곽에서 출발: 뉴욕시 도심 외곽에서 출발하는 경우 Amtrak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노선과 일정 정보를 확인하고 티켓을 구입하십시오. 

옷/물품 보관소 

참고: 옷/물품 보관소는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9th Street의 Central Park West에 있는 박물관 메인 출입구 바로 안쪽에 있는 테오도르 

루즈벨트 로툰다에 위치합니다. 

다른 옷/물품 보관소는 로즈 센터의 지하층에 있으며 9월에서 3월까지 운영됩니다. 

• 공간적 여유가 있다면 코트, 우산, 가방을 1인당 $2에 보관 가능합니다. 

• 모든 품목은 박물관 관람이 종료되기 전에 찾아가야 합니다. 

• 옷/물품 보관소에 맡길 수 없는 품목에는 부패성 물건, 지갑, 핸드백, 악기, 자전거, 

컴퓨터, 기타 고가의 물품 등이 포함됩니다. 

• 박물관은 구내에 반입된 모든 물품을 검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 옷/물품 보관소에 남겨진 물품에 대한 박물관의 전체 보상액은 물품 구입가격의 

절반이며 최대 $50.00입니다. 

여행가방, 작은 휴대가방, 대형 백팩은 박물관에 반입할 수 없으며 맡길 수 없습니다. 

유모차 

http://mta.info/
http://mta.info/
http://www.mta.info/mnr
http://www.mta.info/mnr
http://www.mta.info/lirr
http://www.mta.info/lirr
http://www.njtransit.com/hp/hp_servlet.srv?hdnPageAction=HomePageTo
http://www.njtransit.com/hp/hp_servlet.srv?hdnPageAction=HomePageTo
https://www.amtrak.com/home
https://www.amtrak.com/home


유모차는 극장을 제외한 박물관 전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유모차를 위해 권장되는 박물관 출입구는 81st Street/로즈 지구 우주센터입니다. 

• 2인용 유모차는 공간적 제약 때문에 특별 전시 갤러리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모차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는 유모차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 유모차를 사용하는 관람객은 박물관의 무료 Explorer 앱을 사용하여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모차 사용 가능 경로를 선택하고 방향 안내를 

받으십시오. 

행동 강령 

다음은 필수 지침입니다. 

• 항상 관람객을 위한 박물관의 COVID-19 보건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하십시오. 

요건에는 2세 이상의 모든 관람객이 방문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동행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6피트(2 m)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전체 요건 목록은 amnh.org/health-safety를 방문하십시오. 

•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항상 어른과 동행해야 합니다. 

• 보안 요원이나 기타 박물관 직원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와 벤치를 사용할 때는 장애인에게 양보해 주십시오. 

다음은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 폭발물, 화기류, 칼, 무기, 유독 가스 또는 약물 

• 자전거, 롤러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왜건, 스쿠터(어른이 운반할 수 있는 아동용 

소형 접이식 스쿠터는 제외). 

• 음식 또는 음료(물병은 가능) 

• 애완견 또는 기타 애완 동물(도우미 동물은 허용됨) 

• 전시물이나 레일 위에서 달리기, 기어오르기 또는 앉기 

• 어깨 위에 아이를 올리고 다니기 

• 폐끼치기, 소리지르기, 소리나는 음향 기기 

• 표지판, 안내문, 광고물 또는 인쇄물을 권유, 게시 또는 배포 

https://www.amnh.org/apps/explorer
https://www.amnh.org/apps/explorer
https://www.amnh.org/plan-your-visit/covid-19-visitors-staff
https://www.amnh.org/plan-your-visit/covid-19-visitors-staff
https://www.amnh.org/plan-your-visit/covid-19-visitors-staff


• 허가 없이 비공공 구역을 출입 

• 박물관의 COVID-19 보건 및 안전 요건에 따라 건강 및 안전 목적으로 착용하는 

마스크가 아닌 모든 종류의 마스크를 착용한 성인  

화장실 및 시설 

참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위해 화장실 수용 인원은 50%로 제한됩니다.  

지하층, 지하철 입구 근처(장애인 이용 가능) 

지하층, 로즈 지구 우주센터(장애인 이용 가능) 

1층, 밀스타인 해양관(중간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접근 가능, 지하층 홀에 위치) 

1층, 로즈 지구 우주센터(장애인 이용 가능) 

1층, 그랜드 갤러리 근처(가족 및 공용 화장실, 장애인 이용 가능) 

1층, 린더 및 카프만 극장 근처 

2층, 나비 보존관 바깥 

3층, 영장류관 

4층, 월랙 오리엔테이션 센터(장애인 이용 가능) 

수유실 

지하층, 로즈 지구 우주센터(장애인 이용 가능) 

 

전시관 폐관 

장기 폐관 

https://www.amnh.org/plan-your-visit/covid-19-visitors-staff
https://www.amnh.org/plan-your-visit/covid-19-visitors-staff


북서부 연안관은 역사적인 갤러리를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로 인해 폐관합니다. 

다음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일부 터치스크린 전시물  

• 디스커버리 룸 

• 공용 교육 실험실 

• 지하층의 밀스타인 해양관은 뉴욕시 COVID-19 백신 접종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층에서 파란 고래를 볼 수 있으며 관람객에게 

계속 공개될 예정입니다. 

사진 

별도 고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명등 또는 전자식 플래시가 부착된 ‘휴대용 카메라’를 

사용한 개인적 용도의 사진 촬영은 허용됩니다. 

• 박물관에서는 셀카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삼각대와 조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박물관의 허가 없이 사진을 재생산 또는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헤이든 천문관 우주 극장 또는 리프랙 극장을 포함한 극장에서 사진 또는 영화 

촬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실물 

테오도르 루즈벨트 기념관의 1층 보안 데스크를 방문하여 lost@amnh.org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212-769-5222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장애인 편의시설 

미국 자연사 박물관(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은 시설, 전시물, 서비스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섹션을 방문하여 박물관 시설, 리소스,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https://www.amnh.org/exhibitions/permanent/northwest-coast
https://www.amnh.org/covid-vaccination
https://www.amnh.org/covid-vaccination
mailto:lost@amnh.org
tel:1-212-769-5222
https://www.amnh.org/plan-your-visit/accessibility-language-assistance
https://www.amnh.org/plan-your-visit/accessibility-language-assistance
https://www.amnh.org/plan-your-visit/accessibility-language-assistance


장애인 관람객과 동행하는 간병인은 박물관 무료 입장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 

관람 방향 및 하이라이트는 무료 Explorer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iOS 및 Android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는 보건 및 안전 방침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Explorer를 사용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강 현실(Mako 상어를 이용해 보세요!), 퀴즈 등의 멋진 기능이 있습니다. 

Bloomberg Philanthropies 후원 

또는 박물관에서 PDF 지도를 다운로드하세요. 

특별 전시 

GA+1 티켓을 구입하여 하나의 전시를 보거나 GA+올 티켓을 구입하여 양쪽을 모두 

확인하거나 회원 가입을 하여 모든 전시에 무료 티켓을 사용해 보십시오. 

특별 전시  

빛의 창조물  

생체 발광의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반디불에서 앤젤피시에 이르는 생물체의 발광.  

2021년 6월 2일 — 2021년 9월 05일  

 

대형 스크린 영화  

화산: 불의 창조물  

화산의 이야기는 지구의 창조물 이야기입니다. 이 2D 영화의 데일리 스크린으로 보십시오.  

2020년 1월 6일 — 2021년 6월 30일  

 

천문관 프로그램  

지구 밖 세상  

태양계에서 세상의 역동성에 대해 알아보고 지구에 생명체가 사는 독특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2021년 3월 24일 현재 개관 상태  

https://www.amnh.org/apps/explorer
https://www.amnh.org/apps/explorer
https://apps.apple.com/app/apple-store/id381227123?pt=293150&ct=amnh.org%2Fplan-your-visit&mt=8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amnh.explorer&referrer=utm_source%3Dplan-your-visit%26utm_medium%3Damnh.org
https://www.amnh.org/plan-your-visit/museum-map
https://www.amnh.org/plan-your-visit/museum-map
https://ticketing.amnh.org/#/tickets?utm_source=tmatm&utm_medium=email&utm_campaign=210608-MKT-Digital-Resources&utm_term=subscribers&utm_content=version_A&sourcenumber=35077
https://ticketing.amnh.org/#/tickets?utm_source=tmatm&utm_medium=email&utm_campaign=210608-MKT-Digital-Resources&utm_term=subscribers&utm_content=version_A&sourcenumber=35077
https://ticketing.amnh.org/#/tickets?utm_source=tmatm&utm_medium=email&utm_campaign=210608-MKT-Digital-Resources&utm_term=subscribers&utm_content=version_A&sourcenumber=35077
https://ticketing.amnh.org/#/tickets?utm_source=tmatm&utm_medium=email&utm_campaign=210608-MKT-Digital-Resources&utm_term=subscribers&utm_content=version_A&sourcenumber=35077
https://www.amnh.org/join-support/join-today


 

특별 전시  

자연 속 색의 세계  

색상이 자연 세상과 인간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  

2020년 3월 9일 — 2021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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