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화장실

가족 화장실

분수식 식수대

저희의 임무는 출판의 자유와 수정 제1조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뉴스 관련 이야기,
주요 역사적 사건에서 출판 자유의 역할 그리고 수정 제1조의 핵심
자유 — 종교, 표현, 출판, 집회 및 청원 — 를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먼저, The New York Times Great Hall에서 아래로 Hubbard Broadcasting
중앙 홀로 가는 하향 에스컬레이터를 타십시오. Hearst Orientation
극장에 박물관 개요도가 있습니다. 중앙 홀의 전시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시면 유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까지 올라 가셔서 시계 방향으로
내려 오십시오.

입구

Berlin Wall Gallery

•

•3
4
•

•

•3

정보 데스크

•1

매일 여기에 표시되는 전세계와
50개 주 전체의 제1면 뉴스를
둘러보십시오.

•

Hank Greenspun
Family Terrace

미국 국회 의사당의 조망을 즐기고
Pennsylvania Avenue의 풍부한
역사를 탐구해 보십시오.

•2
•

3

•3

Changing Exhibit Gallery

1
2

•1

푸드 섹션

•
3

6층 엘리베이터

4

ABC NEWS CHANGING
EXHIBITS GALLERY

•
•3

1

극장

News Corporation
News History Gallery

2

1

400건의 역사적인 신문 플러스미국
독립 혁명 시기부터디지털 뉴스
시대까지의유물이 전시된 500년
간의뉴스 역사에 몰두해 보십시오.

Robert H. 및 Clarice Smith
Big Screen Theater

‘Make Some Noise’

COMCAST 후원

한때 세계 무역 센터 위에 서
있던 방송 탑을 둘러 보십시오.

2

우리의 수정 제1조의 자유:
종교, 표현, 출판, 집회 및 청원
의 자유를 탐구해 보십시오.

3
PENNSYLVANIA AVE.

Time Warner World
News Gallery

•3

Journalists Memorial

•4
PENNSYLVANIA AVE.

뉴스 보도 도중 사망한
2,300 명이 넘는 기자에
대해 배워 보십시오.

Knight TV Studio

•6

Master Control

•7

•4

NBC News Interactive
Newsroom

•5

Be a TV Reporter

•6

Pennsylvania Avenue의 Knight 스튜디오

1
7

2
PENNSYLVANIA AVE.

개인 식당

•1

리트

트
C스

4

6

2

Changing Exhibit Gallery

5

The New York TimesOchs-Sulzberger Family Great
Hall of News

입구

2•

•

3•
4•

Pulitzer Prize
Photographs Gallery

1942년 이후 모든 퓰리처상 수상
사진을 감상하고 사진작가 관련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Walter and Leonore
Annenberg Theater
Newseum 스토어

RCE
UCK
SOU ANG P
E
H
G
T
OLF
by W

1

3
7

2

6
4

텔레프롬프터의 속보를
읽으면서 TV 리포터로서의
여러분의 재능을 시험해
보십시오.

1

Bloomberg Internet,
TV and Radio Gallery

•5

The Bancroft Family
Ethics Center

•7

3

3

•3

•

Cox Enterprises
First Amendment Gallery

•2

Newseum 스토어

•2

9/11 Gallery

Pulitzer Prize-Winning
Editorial Cartoons

5

•1 ‘First Dogs: American
Presidents and Their Pets’

1960년대에 차별에 맞서 싸워
역사를 바꾼 학생 세대를 만나
보십시오.

•1

•

PULLIAM FAMILY HISTORY OF LIBERTY GALLERY

이 전시회에서 미국 독립 선언을
발표하고 스토리를 만화 소설로
풀어낸 최초의 신문을 둘러 보십시오.

2

1

3

3

•2 ‘1776 — Breaking News:
Independence’
2

•

PENNSYLVANIA AVE.

5

교육 센터

Comics

소포 폭탄 테러범의 방,
9/11 비행기 납치법의 차를 관람해
보고 FBI가 테러 시대에 어떻게
범죄와 싸우는지 알아 보십시오.

Today’s Front Pages Gallery

전시회 하이라이트

독일 외부 지역에서개
조하지 않은 장벽중
가장 큰 전시물을
감상해 보십시오.
‘Inside Today’s FBI’

4

주차장 입구

HUBBARD
BROADCASTING
중앙 홀
•2

•

의류 보관소

방문으로 영감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Hearst 극장

•

•2

극장

시간이 부족하셨나요? 내일 입구 데스크에 오늘 티켓을 보여주면 무료로
다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1

•1

푸드 섹션

방문 시작

6

2

PENNSYLVANIA AVE.
4

1

4

PENNSYLVANIA AVE.
입구

Nikon 사는 Pulitzer
Prize Photographs
Gallery의 단독
후원사입니다.

관람객정보

특별테마

가이드 투어

시간

월 -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FIRST AMENDMENT HIGHLIGHTS TOUR

추가 $10를 내고 60분 짜리 Newseum 가이드 투어에
참가하셔서 전시회를 최대한 탐구해 보십시오. 오전
10시(일요일은 오전 10:15), 오전 11:30, 오후 1:30
그리고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투어는 선착순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투어 티켓은 입구 데스크에서
구입해 주십시오.

멤버십

Newseum 멤버는 연중 무료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입구 데스크에서 멤버십 티켓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membership@newseum.org 로 문의해 주십시오.

식사

Wolfgang Puck의 푸드 섹션이 Hubbard Broadcasting
중앙 홀에 있습니다. 앙트레와 그릴에 구운 신선한
샌드위치, 일품 수프, 샐러드, 디저트 등 즐기실 수
있는 요리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개장합니다.

BERLIN WALL GALLERY

STAND IN FRONT OF HISTORY

1층과 2층에 있는 Newseum 스토어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장합니다.

Hubbard Broadcasting 중앙 홀
베를린 장벽과 동독 감시 탑 그림자 아래에서부터
두 시간 투어를 시작합니다.

사진

Newseum 전체에서 플래시 없는 사진 촬영은
장려되지만 극장에서는 촬영이 금지됩니다.

A CAPITOL VIEW • 6층
6층 Pennsylvania Avenue의 Hank Greenspun Family
Terrace에서 최고의 워싱턴 조망을 즐겨 보십시오.

접근성

HEADLINES OF HISTORY • 5층

News Corporation News History Gallery에서 500년
동안의 제1면 뉴스를 탐구해 보십시오.

9/11 GALLERY

REPORTING A TRAGEDY • 4층
화면에 나타나는 리포터와 함께 제1면, 유물 및
인터뷰를 통해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에 대한
보도를 감상해 보십시오.
COX ENTERPRISES FIRST AMENDMENT
GALLERY • 4층

방문에 대해 당사로 알려
주십시오

자신들의 종교, 표현, 출판, 집회 및 청원의 자유를
이용하여 변화를 제정했던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탐구해 보십시오.

주석 카드는 정보 데스크, 입구 데스크
및 의류 보관소에서 제공됩니다.
visitorcomments@newseum.org로 이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NEWSEUM.ORG

운영 시간 전, 중 또는 이후에 90분짜리
Newseum 갤러리 및 방송 스튜디오 개인 투어를
통해 체험을 향상시켜 보십시오. 투어는 최소 7
일 이전에 예약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NewseumED.org/privatetours에서 확인하십시오.

2시간 셀프 투어

쇼핑

Newseum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동 보조 기구, 청취 보조 기기
및 오디오 설명 기기 및 Braille 또는 큰 활자
인쇄 안내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면 정보
데스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프로그램/투어에
대한 지원(예: ASL 통역, 청취 보조, 설명)은
AccessUs@newseum.org 또는 +1 202/292-6453
번으로 연락하여 7 근무일 전에 공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어

전세계의 자유 • 3층

다른 나라의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뉴스 보도 중 사망한 이들의 이야기를 말해 주는
Journalists Memorial을 감상해 보십시오.

INSIDE TODAY’S FBI

퓰리처상 수상 사진 • 1층

한 갤러리 안에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촬영상의
모든 수상자를 살펴 보고 아이콘 이미지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가족 볼거리

COMICS • Hubbard Broadcasting 중앙 홀

만화란에 나오는 Peanuts, Pogo, Mary Worth, Calvin
and Hobbes 및 다른 볼거리들의 역사를 감상해
보십시오.

NewseumED.org에서는 학생 및 교사가 이용할 수
있는 대화식 연대표, 고문서 동영상, 학습 계획안 및
다운로드 가능한 역사적 제1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EWS CORPORATION NEWS HISTORY GALLERY

Washington, D.C. 도시권 내 학교 K-12 - 대학교
학생은 WTOP 103.5 FM에서 후원하는 프로그램
덕분에 Newseum에 무료로 방문합니다.

5층
1500년대부터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유명한
헤드라인을 보여 주는 원본 신문 제1면을 발견해
보시고, 미국 독립 혁명 시기부터 디지털 뉴스
시대까지의 유물을 감상해 보십시오.

귀교의 자격 획득 여부에 대해 알아 보시려면
newseumED.org/fieldtrip을 방문해 주십시오.

‘1776 — BREAKING NEWS: INDEPENDENCE’

5층
미국독립선언이 인쇄된 최초 신문의 희귀 에디션이
전시된 만화 소설 스타일 전시회를 경험해 보십시오.

COX ENTERPRISES FIRST AMENDMENT
GALLERY • 4층

언론의 자유에 관한 대법원의 랜드마크 소송으로
이끈 Mary Beth Tinker 학생이 착용했던 시위
완장을 감상해 보십시오. 또, 수정 제1조에 대한 Bart
Simpson의 생각도 알게 되셨나요?

BLOOMBERG INTERNET, TV AND RADIO
GALLERY • 3층

유물과 역사적인 방송을 통해 라디오부터 TV
그리고 인터넷까지 정보 확산의 진화 과정을 추적해
보십시오.

회사 멤버십 프로그램

여러분의 회사에서 Newseum과 제휴와의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해 보십시오. Newseum에 엄청난 헌신을 해온 이들 회사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NBC NEWS INTERACTIVE NEWSROOM • 2층
시험 삼아 기자나 리포터 역할을 해 보시거나,
터치 스크린 게임 스테이션에서 최신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Top 10 VR
Videos 키오스크에서 최신 VR을 감상해 보십시오.

‘FIRST DOGS: AMERICAN PRESIDENTS AND
THEIR PETS’ • 2층

이 장난기 많은 사진 전시회에는 이 나라에서 가장
명망 있는 주소에 거주했던 대통령 애완견들 중
일부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아래의 갤러리에 전시된 일부 자료는 어린이와 일부 방문객에는 너무 방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9/11 Gallery, Pulitzer Prize
Photographs Gallery 및 “Inside Today’s FBI.”

전시회 협찬이나 회사 멤버십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면 newseum.org/corporate를 방문해 주십시오. Newseum은 501(c)(3) 공공 자선 단체입니다.

관람객 안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