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모험 유람
강 & 호수 유람•도시 전체 관광
4월26 - 10월 14
매일 오전 10:15, 오후 12:15, 오후 4:15, 오후 6:15

시카고의 서사시적인 하늘 윤곽, 역사적 건물들
과 현대의 경이로운 것들을 저희의 유명한 관광에서
경험하세요! 저희의 활발한 가이드가 풍부한 역사적
이야기 로 시카고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90분 • 성인$36 • 15세 미만 어린이 $15 • 5세 미만 무료

•저

고
희의

객들 은 이 렇게 말합

니다

•

“정말 놀라운 관광이예요 저는 시카고에서 12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나 많이
제가 모르고 있던 것이 많았는지 놀랐어요!”
Katherine O. 옐프에서
시카고, 일리노이

시카고 밤! 유람
강 & 호수 유람
5월24일 - 9월 2일 (수요일과 토요일은 제외)
9월 7일 - 10월 12일 (금요일과 토요일만)
밤 8:15에 출발

강과 호수앞을 따라 활주하면서 시카고의 드라마틱한
하늘 윤곽이 수백만개의 반짝이는 불빛으로 변화하는
것을 라이브 해설과 함께 즐기십시오.
90 분 • 성인 $38 • 15세 미만 어린이 $16 • 5세 미만 무료

대지, 호수, 강 패키지
유람 + 이층 버스 관광
4월 26일 - 10월 14일
매일 오전 10:15, 오후 12:15, 오후 2:15, 오후 4:15, 오후 6:15

도시 모험 유람과 무제한 48시간 버스 승하차 버스와 Hop
On Hop Off Bus & 트롤리 관광. 시카고를 배, 버스,
트롤리로 보세요. 그리고 한 명당 $10까지의 할인 받으세요!
ChicagoTrolley.com 으로 방문하여 버스 승하차 장소를 알아보세요!

성인 $70 • 15세 미만 어린이 $28 • 5세 미만 무료

“호수에서 보이는 경치가 훌륭해요.
특히, 일몰 때요. 저는 매우 강력히 추천해요.”
Mike D. 옐프에서

로스엔젤레스, 캘리포니아

“시카고에 있으면, 머큐리 유람 을
가보세요! 저희는 강과 호수에서 도시의
훌륭한 경치를 즐겼어요!”
Tina S. 트립어드바이서에서
레빗타운, 뉴욕

시카고
떠나세요

여행

서사적 재미
보트 생활, 시카고 스타일

젖어보세요!
3D 불꽃 유람
호수앞 유람
5월 25일 - 8월 31일
수요일 밤 8:15 출발
토요일 밤 9:00에 출발

맨 앞 줄에 자리를 잡으십시오. 미시간 호수에서 시카고의
여름 관경을 즐기실수 있습니다! 3D 안경은 재미를
더합니다. 설명되는 호수앞 관광이 포함됨.
2 시간 • 성인$40 • 15세 미만 어린이 $16 • 5세 미만 무료

머큐리의 캐니 유람
강 & 호수 유람 • 사람과 PEOPLE & 강아지들을 위해
7월 13일 - 10월 6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15 출발

제일 친한 친구와 질높은 시간을 즐기세요! 시카고의
강아지들을 위한 유일한 유람입니다! 생동감있는
시카고의 풍부한 역사와 함께 도시 분위기에 젖어보세요!
강아지와 친밀함을 강조함. 하이라이트들이 있습니다!
90분 • 성인$36 • 15세 미만 어린이 $16 • 5세 미만 무료 • 강아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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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완공. 시카고 트리분이 주체한 국제 디자인
경시대회의 결과이다. 스타일: 네오-고딕 건물
아래에는 100 개 이상의 세계 여러 곳에서
유물들이 있다. 타지 마할, 대 피라미드와 세계
무역 센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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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완공 시카고에서 두번째로 높은 건물
(423미터)이며 미국에서 네번째로 높은 건물
호텔과 개인 주택의 혼합 펜트하우스가 최근에
천칠백만불에 매매됨.

MARINA CITY

1964 완공. 모든 876채의 콘도는 파이 모양이다.
건축가 버트란드 골드버그는 자연에는 올바른
각도가 없음으로 건축에도 그러한 것이 없어야
한다고 믿었다. 별명 “옥수숫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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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졌다. 전체 건물 은 25 만 개의 유약이있는
테라코타 타일을 입었고 타일을 보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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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에 미시간 호수에서 가져오는 시카고
수량을 조절하기 위해 만들어짐. 배들을 1에서 3
피트 사이에서 올리거나 낮추어 강물과 호수 사이의
다양한 수위를 수용 한다. 배들은 매년 47,000 번
이상 락을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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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잔 핸콕 건물 1968 완공 시카고에서 네번째로
높은 건물 (344 미터). 콘도, 사무실, 소매상 혼합,
전망대가 94층에 포함되었고 95층 - 96층에는 식당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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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완공 시카고에서 제일 높은 건물 미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건물 (442 미터). 103층에 있는
전망대과 유명하다. 유리 상자로 되어 있어
건물 측면에 튀어나와 있다.

E

도시 모험 유람
강 & 호수 유람•도시 전체 관광
4월26 - 10월 14
매일 오전 10:15, 오후 12:15, 오후 4:15, 오후 6:15

시카고의 서사시적인 하늘 윤곽, 역사적 건물들
과 현대의 경이로운 것들을 저희의 유명한 관광에서
경험하세요! 저희의 활발한 가이드가 풍부한 역사적
이야기 로 시카고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90분 • 성인$36 • 15세 미만 어린이 $15 • 5세 미만 무료

•저

고
희의

객들 은 이 렇게 말합

니다

•

“정말 놀라운 관광이예요 저는 시카고에서 12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나 많이
제가 모르고 있던 것이 많았는지 놀랐어요!”
Katherine O. 옐프에서
시카고, 일리노이

시카고 밤! 유람
강 & 호수 유람
5월24일 - 9월 2일 (수요일과 토요일은 제외)
9월 7일 - 10월 12일 (금요일과 토요일만)
밤 8:15에 출발

강과 호수앞을 따라 활주하면서 시카고의 드라마틱한
하늘 윤곽이 수백만개의 반짝이는 불빛으로 변화하는
것을 라이브 해설과 함께 즐기십시오.
90 분 • 성인 $38 • 15세 미만 어린이 $16 • 5세 미만 무료

대지, 호수, 강 패키지
유람 + 이층 버스 관광
4월 26일 - 10월 14일
매일 오전 10:15, 오후 12:15, 오후 2:15, 오후 4:15, 오후 6:15

도시 모험 유람과 무제한 48시간 버스 승하차 버스와 Hop
On Hop Off Bus & 트롤리 관광. 시카고를 배, 버스,
트롤리로 보세요. 그리고 한 명당 $10까지의 할인 받으세요!
ChicagoTrolley.com 으로 방문하여 버스 승하차 장소를 알아보세요!

성인 $70 • 15세 미만 어린이 $28 • 5세 미만 무료

“호수에서 보이는 경치가 훌륭해요.
특히, 일몰 때요. 저는 매우 강력히 추천해요.”
Mike D. 옐프에서

로스엔젤레스, 캘리포니아

“시카고에 있으면, 머큐리 유람 을
가보세요! 저희는 강과 호수에서 도시의
훌륭한 경치를 즐겼어요!”
Tina S. 트립어드바이서에서
레빗타운, 뉴욕

시카고
떠나세요

여행

서사적 재미
보트 생활, 시카고 스타일

젖어보세요!
3D 불꽃 유람
호수앞 유람
5월 25일 - 8월 31일
수요일 밤 8:15 출발
토요일 밤 9:00에 출발

맨 앞 줄에 자리를 잡으십시오. 미시간 호수에서 시카고의
여름 관경을 즐기실수 있습니다! 3D 안경은 재미를
더합니다. 설명되는 호수앞 관광이 포함됨.
2 시간 • 성인$40 • 15세 미만 어린이 $16 • 5세 미만 무료

머큐리의 캐니 유람
강 & 호수 유람 • 사람과 PEOPLE & 강아지들을 위해
7월 13일 - 10월 6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15 출발

제일 친한 친구와 질높은 시간을 즐기세요! 시카고의
강아지들을 위한 유일한 유람입니다! 생동감있는
시카고의 풍부한 역사와 함께 도시 분위기에 젖어보세요!
강아지와 친밀함을 강조함. 하이라이트들이 있습니다!
90분 • 성인$36 • 15세 미만 어린이 $16 • 5세 미만 무료 • 강아지 $8

2019
시카고 강가 산책로에서 출발

/MERCURYCRUISES

미시간 애비뉴 그리고 왝커 드라이브
112 E. Wacker Dr. | Mercurycruis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