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객 가이드

있으며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찰스 헤이든 플라네타륨

과학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가이드에는 공간, 전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 정보와 박물관 지도에 대한
약어 설명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레드 윙, 1 층

지도나 박물관 서비스, 프레젠테이션 및
공연 일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귀하의 언어로 통역하는 통역사가
있는지 알아보시려면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일부 공연의 경우 부연 내레이션(안내
데스크에서 헤드셋 제공), 자막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플라네타륨이
태양계와 우주에 대한 놀라운 쇼를
제공합니다. 약 35 – 45 분.

야간 천문학

길리랜드 천문대, 박물관 주차장, 5 층
[하이퍼링크]오늘 현재 제공되는
프레젠테이션과 공연시간을
알아보십시오.
공연
공연 시간은 매표소나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십시오.

맑은 금요일 밤에 별, 행성, 달 그리고
다양한 천문 현상을 관찰하십시오. 흐린
밤에는 오후 8:30 부터 오후 10:00 까지
천문대 내부를 관람하고 천문학 관련
활동을 체험합니다. 3 월부터 11 월
중순까지만 운영합니다.
프레젠테이션

4D 극장

블루 윙, 2 층
고화질 3D 영화를 좌석 및 극장 내부
시설에 내장된 특수 효과를 더해 체험해
보십시오. 모든 감각을 자극하는 이
몰입형 극장이 즐거움을 더합니다!
약 15 분.
무가 옴니 극장

레드 윙, 1 층
5 층 높이의 광각 스크린에 투사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관을 경험해
보십시오. 약 50 분
일부 영화의 경우 부연 내레이션, 설명
내레이션(안내 데스크에서 헤드셋 제공),
자막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공연 시간
15 분 전 극장 입구의 안내인에게
리플렉터(반향을 위한 판)를 요청할 수

과학 프레젠이션이 전시관에서 하루
종일 진행됩니다. 프레젠테이션 참여는
전시관 입장 시 무료입니다. 시간은
도서관 지도/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지만, 다음 인기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하십시오.
디자인 도전
일일 과제에 대한 원형 솔루션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면서 엔지니어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진행 중인 활동에 잠깐
참여해 보십시오. 60 분
실험실 체험
오셔서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실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도구와 기법을
알아보십시오(화요일~토요일만). 2 시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번개!
실내 방전 탐구 활동을 통해
번개, 전하 그리고 폭풍을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20 분
살아있는 동물
동물 보호 센터에서 비늘, 털 또는 깃털
달린 동물로부터 자연에 대해 공부해
보십시오. 20 분
생생한 과학!
생생한 과학 발견 일정 순환. 20 분
과학 스냅샷
우리 삶의 최신 과학과 기술을 더욱
가까운 곳에서 알아보십시오. 20 분
오후 리포트
현장 앵커와 함께 최신 과학 뉴스에 대한
발빠른 뉴스 리포트를 접해보십시오.
20 분

Wicked Smart: Invented in the Hub

블루 윙, 1 층
보스턴 대도시권에서 탄생한 혁신과 이
혁신의 주역들을 기념하는 이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비 정원

블루 윙, 2 층
이국적 식물로 가득한 온실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들과 함께
산책해보십시오.

추가 티켓 필요
과학 활동 센터
탐구하십시오! 직접 체험 전시

블루 윙, 2 층
실험해 보십시오.
자연의 미스터리

그린 윙, 지하
물체를 비교하고 분류하면서 퍼즐을
풀어 보십시오.
모형 만들기

전시관
매년 수차례 방문 전시회를 여는
과학박물관은 700 개의 영구 전시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인기 전시를 놓치지 마십시오.
고든 현대 과학
및 기술 센터

블루 윙, 1 층
모형을 사용하여 물체, 현상 및
아이디어를 탐구해 보십시오.
Behind the Scenes

블루 윙, 1 층
전시회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무대 뒤를
들여다보고, 최신 전시회 아이디어가 최종
형태로 확정되기 전에 미리 살펴보고
박물관이 새로운 전시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블루 윙, 1 층
오늘날 과학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뉴스, 행사 및
발전에 빠르게 반응하는 고든 현대 과학
및 기술 센터에서 그 해답을 얻으십시오.

Yawkey Gallery on the Charles River

그린 윙, 지하
공학과 찰스 강의 자연을 연관성을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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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와 함께하는 전시 공간
교육자들은 알찬 정보가 제공되는
활기찬 전시관에서 저희의 트레이드
마크인 빨간 실험복을 입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이곳에서 주제를 연구하고
실험해보고 스스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 개장 시간이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인간 생활 전시실

그린 윙, 2 층
70 여 개의 인터액티브 전시물로
이루어진 이 전시실에서 방문객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심리학적 차원에서
분자 차원까지 변화하는 생물학과
건강을 탐구합니다. 전시관 운영 시간에
개장.

분실물 취급소, 휠체어, 전자 스쿠터와
같은 박물관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지도 약어 설명은 이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전시관 개장 시간
일반: 오전 9 시 ~ 오후 5 시
여름: 오전 9 시 ~ 오후 7 시 (7 월 5 일
~ 노동절)
금요일: 오전 9 시 ~ 오후 9 시 (연중)
방학 기간에는 개장 시간이 변경됩니다.
모든 공간은 추수감사절 및 성탄절 이브
오후 2 시에 폐장하고, 추수감사절 및
성탄절 당일에는 폐장합니다.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티켓 가격

디스커버리 센터

박물관 매표소에 문의하십시오. 가격
패키지가 있습니다.

레드 윙, 1 층
8 세까지의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학습 활동 공간. 운영 시간이 변경되므로,

주차비 지불

입구에서 확인하십시오.

박물관 주차장에 주차하셨다면
주차장으로 나가는 길에 중앙홀에
위치한 셀프서비스 키오스크에서
주차비를 내십시오. 신용 카드나 직불
카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
리버뷰 카페
음식 서비스는 볼프강 퍽 캐더링에서
제공합니다. 따뜻한 메인 요리, 피자,
델리 샌드위치, 샐러드, 커피, 구운 음식
및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식사와 간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개장
서비스와 시설

멤버십
회원은 전시관에 연중 무제한 입장할 수
있으며 전용 할인, 특별 행사 초대, 무료
옴니 및 플라네타륨 쇼 패스, 전 세계
400 개 이상의 과학 센터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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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비용에서 전시관 입장료(매수
제한)를 환불받으세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박물관 매표소에 문의하시거나
617-723-2500 으로 전화하십시오.

공원 속의 과학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니다
전기 극장
4D 극장

보스턴 오리 투어

그린 윙
인간 생활 전시실(벌,
닭 및 타마린 포함)
니콜스 갤러리(특별 전시)

박물관은 보스턴 오리 투어의
출발장소입니다. 티켓과 일부 상품은
박물관 앞쪽 광장에 있는 덕 투어
직원에게서 구입하십시오. 투어는 T.
rex 근처의 차로 진입로에서 출발합니다.
투어는 3 월 말에서 11 월 말까지 매일
있습니다. 예약이나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617–267–DUCK,
bostonducktours.com 으로
문의하십시오.

박물관 지도 약어표
박물관 전시장 및 서비스 구역 이름을
알아보시려면 이 약어표를 이용하십시오.

3층
그린 윙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린 윙
교육자 자원 센터
윔즈 조각
브래드 워시번 전시실

1층
환영합니다.
이곳은 박물관의 메인 로비입니다.
티켓과 정보를 여기서 구할 수 있습니다.

블루 윙
Behind the Scenes
엔지니어링 디자인 워크샵
고든 현대 과학 및
기술 센터
모형 만들기
매핑
수학 탐험! Experiencing Ratio and
비례 체험
The Virtual FishTank
T. Rex
전기 극장
Wicked Smart: Invented in the Hub

2층

그린 윙
지구
새로운 영국 서식지

블루 윙
나비 정원
카흐너스 극장
컨저브@홈
탐구해 보십시오!
등대

레드 윙
중앙 홀
오디오키네틱 조각품
찰스 헤이든 플라네타륨
디스커버리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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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옴니 극장
리버뷰 카페
박물관 스토어
폴라지
사운드스테어/스테어즈
코즈믹 라이트

무가 옴니 극장 이용: 1 층에서
레드 윙 1 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중이층으로 올라가십시오.

앞쪽 광장
보스턴 덕 투어 매표소 - 3 월~11 월 말
Hubway(자전거 대여)
기호 약어표
다음 서비스는 1 층 정보 부스에서
제공됩니다.
분실물 취급소(또는 전화 617-5890319)
구급 치료 및 응급 상황
실종 아동: 자녀에게 이곳으로 알리도록
가르치십시오
청취 보조 기기

지하
1 층에서 레드 또는 그린 윙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계단을 통해
내려갑니다.

휠체어, 전기 스쿠터

블루 윙
공룡
에너지!
위기에 처한 지구
바람 활용
자세히 보십시오.

추가 기호 약어표

그린 윙
콜비 룸
새의 세계
자연의 미스터리
샤피로 가족 과학 라이브! 무대
Yawkey Gallery on the Charles River

화장실

레드 윙
교실
동물 보호 센터
수트/캐봇 실험실

유모차, 수유실 이용

이용 가능
엘리베이터
계단

가족용 화장실
점자
보조 청취
자막
오디오 설명
음식
코트룸 &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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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출기
주차
별도 지불
티켓 필요
대부분의 화장실에 기저귀 교체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물관 내 어디서나 수유할 수 있습니다.

617-723-2500
mos.org
온라인이나 전화로 티켓을 구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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