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동물들!
KOREAN

아쿠아리움�오브�더�퍼시픽

아쿠아리움�지도�및�정보

남부 캘리포니아 스틸헤드 이야기
(Southern California Steelhead Story)

1층
갤러리 지도

상어 라군
(Shark Lagoon)

우리 바다의 미래
(Our Water Future)

지속 가능한 리프키핑
(Sustainable Reefkeeping)

로리키트 숲
(Lorikeet Forest)

몰리나 동물 보호 센터
(Molina Animal Care Center)
2층
방향
계단

밤부 비스트로
(Bamboo Bistro)
마린 라이프 극장
(Marine Life Theater)

혼다 블루 동굴(Honda Blue Cavern)

기념품
판매점

넥타 헛
(Nectar Hut)

습지 구역

바다표범 & 바다사자
(Seals & Sea Lions)

머드스키퍼(Mudskippers)
아처피시(Archerfish)

남부 캘리포니아/바하 갤러리
(SOUTHERN CALIFORNIA/BAJA GALLERY)

해양 과학 센터
(Ocean Science Center)

북태평양 프리뷰
(Northern Pacific Preview)

하버 테라스
(HARBOR TERRACE)

문젤리 터치 랩
(Moon Jelly Touch Lab)
오션 극장(Ocean Theater)

퍼시픽 컬렉션
기념품 판매점
(Pacific Collections
Gift Store)

아쿠아리움
입구

매표소

그레이트홀
(GREAT HALL)

열대 태평양 프리뷰
(Tropical Pacific Preview)

퍼시픽 비전
(Pacific Visions)
미술관
(Art Gallery)
오리엔테이션 갤러리
(Orientation Gallery)

대화형�지도

방문객용�가이드�모바일
앱을�다운로드받으세요!

혼다 퍼시픽비전 극장
(HONDA PACIFIC VISIONS THEATER)

2층 
갤러리 지도
상어 라군
(Shark Lagoon)
방향 계단

남부 캘리포니아/바하 갤러리
(SOUTHERN CALIFORNIA/BAJA GALLERY)

준 키이스 펭귄 서식지
(June Keyes Penguin Habitat)

바다표범 & 바다사자
(Seals & Sea Lions)

레이 서식지 터치풀
(Ray Habitat Touchpool)
쇼어버드 보호구역
(Shorebird Sanctuary)

카페 스쿠버
(Café Scuba)

캘리포니아만
해안 코너 터치 랩
(Coastal Corner Touch Lab)

베란다 다이닝
(Veranda Dining)

북태평양 갤러리
(NORTHERN PACIFIC GALLERY)

하버 테라스
(Harbor Terrace)
방향 계단

해달 서식지
(Sea Otter Habitat)
산호초: 자연의
수중 도시

열대 암초

아기 동물들!
(BABIES!)

범례

Restrooms
Cash
혼다 퍼시픽 비전 극장
(HONDA PACIFIC VISIONS THEATER)
Restrooms

Cash

Member
Dining
Services

Dining

Elevators

Child Care
Station

Information
Elevators
Kiosk
Show - see
Show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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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Restrooms
Restrooms

현금 인출기
Cash
Cash

Member
Member
Services
Services

식당
Dining
Dining

엘리베이터
Elevators
Elevators

Child
ChildCare
Care
Station
Station

Member
고객 서비스
Services

Information
놀라운 사진관
Kiosk

Child Care
Guide Stop
유아용
Station시설

Show - see
저소음
구역
Show
Times

터치
구역
Touch
Area

주의사항: 동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심히 행
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은 손가락 2개로만 만
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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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Stop

Touch Area

일반 정보

아쿠아리움 오브 더 퍼시픽(Aquarium of the Pacific)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방문객 안내서와 지도를 사용해
바다의 경이로움을 발견하세요.
응급 처치/구조 분실물 센터
가능하면 정문 근처의 고객 서비스(Member Service)로
가시거나 가까운 직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담배 또는 껌 금지
아쿠아리움에서는 흡연, 전자담배, 껌, 풍선 반입을
금지합니다. 쓰레기통과 분리수거 통을 사용해
주십시오. 전시장 내에서 물건을 던지지 마십시오.

방문객 안내
정문 근처 그레이트 홀에 있는 고객 서비스(Member
Service)를 방문해 투어와 아쿠아리움 회원 가입, 특별
행사 정보에 대해 문의하세요.

스낵 코너
2층의 카페 스쿠버(Café Scuba)에서는 지속 가능한
해산물과 비건 옵션을 포함한 샌드위치, 샐러드, 구운
앙트레를 제공합니다. 밤부 비스트로(Bamboo Bistro)
에서는 피자와 핫도그, 시원한 맥주와 기타 스낵 메뉴를
제공합니다. 그레이트 홀(Great Hall)의 블루 웨일 카페
(Blue Whale Café)에서는 커피와 카푸치노, 소다와
간식을 제공합니다.
화장실 및 유아용 시설
화장실 위치는 지도를 참조하십시오. 기저귀 교환대는
상어 라군(Shark Lagoon) 내 화장실과 1, 2층 그레이트
홀(Great Hall)의 모든 화장실에 있습니다. 유아 보호
시설은 1층 여자 화장실에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방문객
휠체어는 고객 서비스(Member Service)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전시장에서 휠체어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쿠아리움 내에 엘리베이터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하십시오. 시각 장애가 있는 분을
위한 오디오 투어와 점자 방문객 안내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혼다 퍼시픽 비전 극장(Honda Pacific
Visions Theater)에서는 청각 장애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분을 위해 특수 장치와 엡손 스마트 안경을
제공합니다. 고객 서비스(Member Services)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감각 처리 장애
저희 아쿠아리움은 감각 처리 장애가 있는 방문객을
위해 Kulture City에서 인증을 받은 시설입니다. 방문객
안내서에 저소음 구역(Quiet Zone)이 표시되어 있으며,
헤드폰 구역(Headphone Zones) 역시 아쿠라리움
전체에 간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고객 서비스(Member Services) 데스크에서
감각 처리 관련 패키지를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각 처리 장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kulturecity.org)를 확인하세요.
놀라운 사진관(AMAZING PICTURES)
그레이트 홀(Great Hall)에서 찍을 수 있는 재미있는
사진을 아쿠아리움 방문 특별 기념품으로 구매해
보세요.
신용 카드
저희 아쿠아리움에서는 VISA, MasterCard, Discover,
American Express 사용이 가능합니다.

방문하는 동안 모든 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하여 제로웨이스트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통은 일반쓰레기, 재활용 가능 쓰레기, 현장에서 퇴비화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수 수거통에 액체를 버릴 수 있습니다.

기타 탐험 프로그램

하단에 있는 프로그램은 추가 비용이 적용됩니다. 고객 서비스
(Member Service)를 방문해 시간, 가격,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사전 예약은 (562) 590-3100번으로 문의하십시오.

동물 교감 체험
동물 관리 직원과 함께 동물과 교감하고 먹이를 줄 기회입니다.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예약이 필요합니다.
하버 투어(HARBOR TOURS)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항구 중 하나인 롱비치(Long Beach)/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항구를 45분 해설과 함께 하버
브리즈 크루즈(Harbour Breeze Cruise)를 타고 둘러보세요.

고래 관찰
아쿠아리움 동식물 연구가와 함께 주변 바다에서 고래와 돌고래,
바다사자, 철새 등 해양 생물을 관찰해보세요.

방문객 앱(Visitor
App)

앱 스토어(App Store) 또는
플레이 스토어(Play Store)
에서 방문객 앱(Visitor App)
을 다운로드하세요. 쇼 일정,
대화형 지도, 동물 ID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쿠아리움 와이파이

아쿠아리움 전 구역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됩니다. AquariumWiFi라는 이름의
네트워크를 선택하세요. 비밀번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