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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입장 바우처 뉴욕시 과학 문화 기관 방문 용. 

이 바우처로 최대 4명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녀분의 과학 교사가 얼번 어드밴티지(Urban Advantage: AU) 교사이기 때문에 자녀분은 이 무료 입장 용 바우처를 받게 되셨습니다.    

Student +3 바우처들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 

1.  QBG 및 NYBG를 제외한 모든 UA 기관들은 사전에 입장을 위한 시간 예약이 필요합니다. 입장을 위한 시간 예약에 관한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일부 UA 기관에서는 입장을 하실 때 UA 바우처를 보여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UA 기관들은 종이 및 디지털 UA 바우처를 수용합니다.  안내 참조. 

3.  하나의 UA 바우처로 최도 4 티켓까지 예매할 수 있습니다. 

4.  바우처는 Staten Island Zoo를 제외하고 UA 기관들의 주차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  교사로부터 추가적인 바우처를 요청하십시오. 

기관 별 특별 안내: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바우처는 일반 입장 및 특별 전시 관람 하나에 유효. 입장 시간 예약을 위해 바우처를 

이용하시려면 AMNH 센트럴 예약 센터 번호(212) 769-52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셔서 본인의 바우처 ID 번호를 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취소하실 때 (212) 769-

5200번으로 방문 하시기 하루 전까지 전화하시지 않으면 UA 바우처 다시 사용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Bronx Zoo 

바우처는 일반 입장 및 다음 중 한 곳의 입장에 유효: Jungle World (연중),  

Wild Asia Monorail (3월-10월), Butterfly Garden (4월-10월), 또는 Congo Gorilla Forest 

(4월-12월). 이 바우처를 사용하시려면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기 위해 

wcs.education/ua-store를 방문하십시오. 온라인으로 티켓을 예매할 때 바우처 ID 번호 및 

학교 이름을 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예매하셨다면, 예약 날짜와 시간에 

매표소에서 귀하의 핸드폰에서 보여주실 수 있도록 이메일로 티켓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예약을 취소하시려면 최소 24시간 전에 bzeducation@wcs.org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Brooklyn Botanic Garden 

바우처는 일반 입장에 유효. 14세 이하 어린이들은 반드시 18세 이상의 성인과 함께 

방문하여야 합니다. 식물원에 입장하려면 사전에 입장 시간을 예약한 티켓이 필요합니다. 

바우처를 사용하시려면, https://www.bbg.org/visit를 방문하여 입장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십시오. "Get Tickets(티켓 구매)”를 클릭하신 후 "Not a Member, Buy Tickets(멤버 

아님 , 티켓 구매)"를 클릭하십시오(비용이 청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 및 날짜를 

선택하고 티켓 예약 메뉴에서 “"Affiliated Organization Tickets(관련 단체 티켓)”을 

선택하십시오.  “Checkout(결제)”으로 가십시오. 방문하셔서 반드시 보여주셔야 할 QR 

코드와 함께 예약 확인 이메일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반드시 매표소 직원에게 UA "Student 

+3” 바우처(종이 또는 디지털 카피)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New York Botanical Garden 

바우처는 NYBG의 야외 정원 및 소장품(Enid A. Haupt Conservatory, 홀리데이 기차 쇼, 

기타 특별 전시 입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을 관람하는데 유효. 바우처를 

사용하시려면, NYBG를 방문하여 UA "Student +3” 바우처(종이 또는 디지털 카피)를 

매표소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보여주십시오. 

 

 

무료 입장 바우처  

 

입장 시간과 함께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가든 패스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New York Aquarium 

바우처는 일반 입장에 유효. 이 바우처를 사용하시려면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기 위해 

wcs.education/ua-store를 방문하십시오. 온라인으로 티켓을 예매할 때 바우처 ID 번호 

및 학교 이름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예매하셨다면, 예약 날짜와 

시간에 매표소에서 귀하의 핸드폰에서 보여주실 수 있도록 이메일로 티켓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예약을 취소하시려면 최소 24시간 전에 bzeducation@wcs.org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New York Hall of Science 

New York Hall of Science는 현재 UA “Student + 3” 바우처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UA 학급 견학 바우처는 수업 일 중에 UA 교사들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Queens Botanical Garden 

바우처는 입장에만 유효. 바우처를 사용하시려면, QBG를 방문하여 UA "Student + 3” 

바우처(종이 또는 디지털 카피)를 보여주십시오. 

Staten Island Zoo 

바우처는 모든 전시 입장에 유효. 바우처를 사용하시려면, www.statenislandzoo.org.를 

방문하십시오. 반드시 매표소에 도착하여 UA 바우처(종이 또는 디지털 카피)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취소하시려면 계획한 방문 날짜 하루 전 4pm까지 (718) 442-3100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무료 주차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또한 동물원 교육 담당과 귀하가 

선택한 동물과 함께하는 라이브로 진행되는 쌍방향 15분의 “가상 동물 드롭-인”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소 5일 전에 예약을 하셔야 하며 http://www.statenislandzoo.org/virtual-

zoo/에서 바우처를 사용하려면 계산할 때 할인 코드 “UAS+3”(대소문자를 구분)를 

이용하십시오. 바우처 ID 번호를 접수하기 위해 연락드릴 것입니다. 

 
 

u r b a n a d v a n t a g e 

바우처 ID 번호: 
방문 날짜: 

(적절한 동그라미를 채워주십시오) 

사이언스 이니셔티브 

 

 
 
 
 
 
 
 
 
 

방문 객 수(채워 주십시오):

 

 

 

다음 중 한 곳에 방문객 한 명 및 3명의 동반객들의 입장이 

가능합니다.(적절한 동그라미를 채워주십시오)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Bronx Zoo 

    Brooklyn Botanic Garden  

    New York Aquarium 

    New York Botanical Garden  

    New York Hall of Science  

    Queens Botanical Garden  

    Staten Island Zoo 

현금  가치 없음 - 2021/6/30 만료 

양도  불가  복사, 복제 또는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학교 그룹 방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얼번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 지원은 뉴욕시장실 및 뉴욕시의회 및 대변인 및 뉴욕시 교육청에서 후원합니다. 

상기 어떤 기관의 방문을 위한 바우처 사용 방법에 관한 상세한 정보 및 

업데이트를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십시오: 

www.uanyc.science/vouchers 

      XXXXXXX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번호/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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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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