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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E와 함께해 보세요!
지금까지 발굴한 것 중 가장 크고 완벽한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나보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FIELD MUSEUM 영구
U

EY 3D Theater
흥미진진한 3D 영화 체험 시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는
SUE 라는 이름의
티라노사우루스를 발굴해
보세요. 포효하는 울부짖음,
경천 동지의 놀랄 만한 포식자와 바로 대면해 보세요.
실제보다 더 짜릿한 체험을 위한 최신 Ernst & Young 3D
Theater, 를 놓치지 마세요. U
특별 발권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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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eth and Anne Griffin Halls of

Evolving Planet
공룡을 찾고 계신다면 이곳을 방문해
보세요! 단세포 생물부터 거대한 공룡
및 원시 인류까지 4억년 동안 지구상에
존재한 생물들을 살펴보는 놀라운 여행을
떠나 보세요. U
The Elizabeth Morse Genius Charitable Trust is the generous sponsor
of Evolving Planet’s Genius Hall of Dinosaurs.

Crown Family

PlayLab
커다란 박물관 안에 꼬마 탐험가들을 위한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의 꼬마 탐험가가 공룡 뼈를 파내거나 푸에블로에서
옥수수를 으깨거나 전 세계 도처에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악기를 만들거나
동물 복장을 차려입고 기거나
뛰거나 날 수 있어요!
6세 이하 입장 가능. G
단체인 경우 사전
예약 필요
The Crown Family PlayLab is generously
sponsored by the Crown family.

McCormick Foundation Halls of

The Ancient Americas
13,000년 동안의 인간 발명품 및 업적에 대해
알아보는 여행을 떠나 보세요.
빙하기 매머드 사냥꾼의 세계를 탐험해
보세요. 첫번째 정착 마을에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보세요. 엄숙한
잉카 및 아즈텍 제국과 시카고 소유의
뒤뜰에서 고대 생활의 풍부함을 탐험해
보세요. M

Abbott Hall of Conservation

FIELD MUSEUM 과학 연구소를 탐방해 보세요!

Restoring Earth

Daniel F. and Ada L. Rice

Regenstein

The Field’s 의 Pritzker Laboratory
에서 획기적인 유전자 연구를
목격해 보세요. 전 세계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전하고
DNA 견본을 연구 및 분석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과학자들을
만나 보세요.
U 서쪽 중이층

예술품 관리위원들이 근무
중입니다! 광범위한 인류학
수집물을 통해 희귀한 인공
유물을 연구, 준비 및 보전하고
있는 박물관 전문가들로부터
인공 유물 보전 후기 를
들어보세요.
U 서쪽 중이층

Abbott Hall of Conservation Restoring
Earth에서 과학을 활용해 The Field
Museum이 보전 방법을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U
Lead Sponsor: Abbott

Underground Adventure
곤충의 눈을 통해 사물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사물의 100배 크기인 지하 세계를
탐험해 보고 땅속에서 사는 생물들의
다양한 세상을 살펴보세요. G
특별 발권 전시회
Lead Sponsor: Monsanto

Grainger

Hall of Gems
700여개의 보석들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감상해
보고 수천년동안 어떻게 매력을 포획해 왔는지
알아보세요. 신기한 자연적 형성 과정, 눈부신 커팅
보석 및 독특한 보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입장권으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U

DNA Discovery
Center

Artifact
Conservation Lab

McDonald’s

일반 입장권으로
모든 연구소를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Fossil Preparation
Laboratory
박물관의 표본 담당자들이 새로
발굴한 화석을 연구하는 모습을
살펴보세요.
U 동쪽 중이층

특별 전시회 갤러리
U
U
U
M

G
 ary C. Comer Family Gallery
Marae Gallery
Brooker Gallery
Holleb Exhibition Gallery

The Grainger Hall of Gems is generously sponsored by
The Grainger Foundation.

Inside Ancient Egypt

M
M
M
M

Levin Exhibition Gallery
Rice Gallery
Webber Gallery
Sidney Yates and Ada
Yates Exhibition Center

Lions of Tsavo

고대 무덤 안으로 내려가 20

악명 높은 동아프리카 사자와 함께 포즈를
취해 보세요. M

여개의 미라 발굴 등을 통해
이집트의 비밀을 풀어보세요!
M G

Mammals of Asia
세계적인 자연 서식지
디오라마에서 아시아산 자이언트
판다, 벵골 호랑이, 표범 등 놀라운
포유 동물들을 살펴보세요.
M

Africa

Alsdorf Hall of

Northwest Coast and Arctic Peoples
북극 지방의 삶과 온화한 해안 기후를 비교해 보고
이러한 환경이 독특한 두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세요. M

광활한 아프리카 대륙의 풍부한
환경을 탐험해 보고 역동적인
문화를 발굴해 보세요. M

Regenstein Halls of the Pacific

Plants of the World
광범위한 식물 세상에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놀라운 식물 모델을 탐험해
보세요. U

Malott Hall of

Traveling the Pacific

Jades

사진 엽서에 보이는 해변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U

박물관에 소장된 이 놀라운
물체들을 보고 2000년 중국
역사를 느껴보세요.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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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층에는 가족용 대형 휴게실 2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N. W. Harris
Learning Collection

계단

택시 전화

안내

식당

장애인용

아동 보호소

자판기

화장실

연구소

엘리베이터

휴대품보관소

식수대

식당

유모차

바로 회원 가입!

가족용

오늘 가입하시고 떠나기 전에 회원 접수처로 영수증을 가
져와 등록하시면 회비에서 입장료를 공제 받으실 수 있
습니다.

입장료에 포함된 관람:
• Crown Family PlayLab
• Evolving Planet
• The Ancient Americas
• Inside Ancient Egypt
• Nature Walk
• What Is an Animal?
• Sue

1년 동안 무료 일반 입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
박물관 운영 시간을 확인하거나 다음 방문 계획을
세우시려면 fieldmuseum.org.웹 사이트를 참조해주십시오.

현금 지급기

시간 확인과 예약을
하실분들은
library@fieldmuseum.org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보호서비스는 북쪽 출입구에서
요청해 주십시오.

특별 발권 전시회:
• Underground Adventure

오늘 Text FIELD to 20222 문자로 $5 를 기부하십시오!
Certified by the Mobile Giving Foundation

독특한 박물관 매장을 방문해 보십시오!
M 본관 매장

U Sue 매장

G Rockology 매장

하층에는 가족용 대형 휴게실 2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400 South Lake Shore Drive, Chicago, Illinois, 60605-2496 / 312-922-9410
Photos ©The Field Museum, John Weinstein, except: PlayLab image ©The Field Museum;
Egypt, Ron Testa and Diane White; Traveling the Pacific and Plants of the World, Amelia
Larsen; Northwest Coast, Thomas Brandenburg.

The Field Museum은 Chicago Park District 를 통하여 오랜 기간 동안 박물관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보내준 시카고 시민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박물관 프로그램은 주정부
기관인 일리노이주 예술 진흥회로부터 일부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소장하지 않으실 분들은, 박물관을 떠나실때,
재활용통에 넣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