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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동쪽

북쪽
북쪽으로는, 시카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카이라인을 구성하는 주목할 만한 고층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카고 강(Chicago River), 링컨 파크 
동물원,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글리 필드도 볼 수 있습니다. 지평선을 바라보면 이 도시의 성장이 어떻게 주의 경계를 다리로 연결해 남부 위스콘신의 도시와 
융화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동쪽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호 중 하나인 미시간 호수의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호수를 따라 자리한 곳에는 밀레니엄 파크, 쉐드 수족관, 
그랜트 파크, 노덜리섬, 그리고 애들러 천문관을 포함한 아름다운 공원과 문화 명소가 있습니다. 정동향 쪽으로는 물 건너편으로 미시간 해안이 보입니다.

남쪽을 바라보면 역사적인 솔저 필드에서 필드 박물관, 과학 산업 박물관에 이르는 시카고 명소의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미시간 
호수의 굽은 곳 주변에서 인근 인디애나 주의 공업 도시인 게리(Gary)임을 알 수 있는 굴뚝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
음악, 스포츠, 코미디, 정치에 
미친 시카고의 역동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 세컨드 시티(Second 
City) 무대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마이클 조든, 오프라 윈프리, 버락과 
미셸 오바마와 같은 아이콘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세요.

도시 놀이터:
기념행사, 랜드마크, 문화 
명소, 스포츠 이벤트 등 
시카고의 진면목을 소개하는 
역동적인 3분 프레젠테이션에 
몰입해보세요!

기원:
시카고의 시작을 발견하고, 시카고 대화재(Great 
Chicago Fire)를 만나보고, 시카고 건축대학
(Chicago School of Architecture)이 어떻게 
도시를 재건했는지를 탐구해보며, 리버싱 리버
(Reversing River) 터널을 거닐면서 이 터널 시공 
당시의 시카고 시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건축물:
사진 컬렉션, 전시회, 그리고 
시카고 강 위를 나는 대형 
동영상 스크린 체험을 통해 
멋진 시카고의 건축물을 
만나보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윌리스 타워(Willis Tower)
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보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닿는 윌리스 
타워 안테나와 함께 포즈도 
취해보세요.

시카고

거리 풍경:
시카고의 시그니처인 "시카고" 사진 촬영, 전설적인 리글리 필드(Wrigley 
Field) 천막, 클라우드 게이트(Cloud Gate)(The Bean) 및 독창적인 
거리 예술을 포함하여 시카고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를 만나보세요.

시카고의 “L” 열차:
실물 크기의 CTA "L" 열차 
레플리카에 탑승해서 좌석에 
앉거나 손잡이을 잡고서 탑승 
체험을 해보고, 활기찬 시카고 
지역 9곳을 둘러보는 3분짜리 
비디오 투어를 즐겨보세요!

시카고의 맛:
시카고의 가장 상징적인 
진미를 시각적으로 
맛보고 유명한 딥디쉬 
피자와 9피트 길이의 
시카고 스타일 핫도그와 
함게 멋진 셀카를 남겨 
보세요!

우회 도어:
감각 우회 도어가 도처에 놓여 있어 더 감각적인 
전시회로 안내합니다.

최대 4개 주에 걸친 웅장한 전망, 완전히 새로워진 12,000 제곱피트의  
인터랙티브 박물관, 그리고 The Led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