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어드벤처�크루즈

강과�호수�크루즈 • 완벽한�도시�투어
4월 27일~10월 8일까지 운항
매일 오전 10:15, 오후 12:15, 오후 2:15, 오후 4:15, 오후 6:15

가장�인기�있는�투어에�참가해�환상적인�시카고의
스카이라인, 역사적인�건물들과�현대적�매력을�감상해
보세요! 친절한�투어�가이드가�시카고의�깊고�풍부한
역사를�생생하게�전해드립니다.

90분 • 성인 $35 • 15세 미만 아동 $14 • 5세 미만 아동 무료

시카고의�야경! 크루즈

강과�호수�크루즈
5월 25일~8월 31일(수요일 및 토요일 제외)
9월 7일~10월 6일(금요일 및 토요일만 해당)
오후 8:15에 출발

강을�따라�호수�변을�지나는�동안�실시간으로�설명을
들으면서�수백만�개의�불빛으로�수놓인�시카고의�멋진
스카이라인을�감상할�수�있습니다.
90분 • 성인 $36 • 15세 미만 아동 $15 • 5세 미만 아동 무료

호수와�강, 도심�패키지
크루즈 + 이층�버스�투어

4월 27일~10월 8일까지 운항
매일 오전 10:15, 오후 12:15, 오후 2:15, 오후 4:15, 오후 6:15

도심 어드벤처 크루즈와 48시간 무제한 '자유롭게
타고 내리기(Hop On Hop Off)' 버스, 트롤리 투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트, 버스, 트롤리로 시카고를
구경하고 일인당 최대 $16을 절약해보세요!

ChicagoTrolley.com을�방문하여�버스�탑승�및�하차�위치를�확인하세요!

성인 $68 • 15세 미만 아동 $26 • 5세 미만 아동 무료

3D 불꽃놀이�크루즈
호숫가�크루즈

크루즈�리뷰
투어 &
"정말 멋진 투어였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12년 동안
살면서, 그동안 이렇게 멋진 경험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Katherine O. Yelp 리뷰
일리노이주�시카고

“호수에서�본�전경은�매우�아름다웠어요, 특히�저녁
노을이�질�때�말이죠. 강력히�추천합니다.”
Mike D. Yelp 리뷰

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

“시카고를 방문하신다면 Mercury 크루즈를
꼭 경험해보세요! 저희는 강과 호수에서 바라본
도시의 멋진 경관에 무척이나 즐거웠답니다!”
Tina S. TripAdvisor 리뷰
뉴욕주�레빗타운

모 두 를 �위한
모두를�위한
즐
거움
즐거움

시카고에서
즐기는�방법
휴가를

5월 26일~9월 1일
수요일 오후 8:30 출발
토요일 오후 9:00 출발

앞줄에 자리를 잡고 미시간 호에서 시카고의 여름밤을
만끽하세요! 3D 안경이 보는 재미를 더해 줍니다.
호수투어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시간 • 성인 $36 • 15세�미만�아동 $15 • 5세�미만�아동�무료

MERCURY 반려견�동반�크루즈
강과�호수�크루즈 • 반려견�동반

7월 7일~10월 7일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10:15 출발

반려견을�동반할�수�있는�유일한�시카고�크루즈�선상
위에서�소중한�반려견과�함께�귀중한�시간을�함께
보내실�수�있습니다. 반려견에�대한�하이라이트가�담긴
활기차고�화려한�시카고�역사�내레이션으로�도시의
매력에�빠져보세요!

90분 • 성인 $35 • 15세 미만 아동 $14 • 5세 미만 아동 무료 • 반려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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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RIVERWALK 출발 지점:

/MERCURYCRUISES

Michigan Ave. & Wacker Dr.
112 E. Wacker Dr. | Mercurycruis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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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에 완공. 시카고 트리뷴이 주최한 국제 디자인
대회의 결과물. 양식: 네오 고딕. 건물 아래쪽에는
타지마할, 피라미드, 세계무역센터 등 세계 각지에서
온 100개가 넘는 유물들로 둘러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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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GLEY BUILDING

1924년에 완공. 거대 추잉검 회사인
'리글리(Wrigley)'사의 본사 건물로 지어짐.
건물 전체를 광택 처리한 250,000개의 테라
코타 타일로 장식했으며 세라믹 타일 보존을
위해 정기적으로 수작업 세척한다.

TRUMP TOWER

2008년에 완공. 시카고에서 두 번째로 가장
높고 미국에서는 네 번째로 높은 빌딩(423미터).
호텔과 개인 주거용 복합공간.
최근 펜트하우스가 1천7백만 달러에 거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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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A CITY

1964년에 완공. 876개의 모든 아파트가 파이 모양을
하고 있다. 건축가 버트랜드 골드버그(Bertrand
Goldberg)는 자연에는 올바른 '각도'라는 게 없으며
이는 건축에도 역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옥수숫대'라는 별명을 가짐.

CHICAGO LOCK

미시간 호에서 시카고로 방출하는 물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1930년대에 지어짐. 수문에 있는 배들은 강과
호수 간 수심 차이에 따라 1피트에서 3피트 사이로 정박
높낮이가 조절된다. 매년 보트들이 47,000번 이상 이
수문을 통과한다.

875 N. MICHIGAN AVENUE

이전 John Hancock 빌딩. 1968년에 완공.
시카고에서 네 번째로 높은 빌딩(344미터).
94층에 있는 전망대와 95층과 96층에 있는
레스토랑을 포함하여, 아파트와 오피스,
소매점 등이 들어서 있다.

WILLIS TOWER

1973년에�완공. 시카고에서�가장�높고�미국에서는
두�번째로�높은�빌딩(442미터). 유리로�만들어진
공간이�빌딩�옆면에�튀어나와�있는 103층의
전망대가�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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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줄에 자리를 잡고 미시간 호에서 시카고의 여름밤을
만끽하세요! 3D 안경이 보는 재미를 더해 줍니다.
호수투어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시간 • 성인 $36 • 15세�미만�아동 $15 • 5세�미만�아동�무료

MERCURY 반려견�동반�크루즈
강과�호수�크루즈 • 반려견�동반

7월 7일~10월 7일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10:15 출발

반려견을�동반할�수�있는�유일한�시카고�크루즈�선상
위에서�소중한�반려견과�함께�귀중한�시간을�함께
보내실�수�있습니다. 반려견에�대한�하이라이트가�담긴
활기차고�화려한�시카고�역사�내레이션으로�도시의
매력에�빠져보세요!

90분 • 성인 $35 • 15세 미만 아동 $14 • 5세 미만 아동 무료 • 반려견 $8

2018
시카고 RIVERWALK 출발 지점:

/MERCURYCRUISES

Michigan Ave. & Wacker Dr.
112 E. Wacker Dr. | Mercurycruis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