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팔로 빌 센터 오브 더 웨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진 촬영

진정한 미국 서부시대의 약속을 
되살립시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미국 서부시대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이 유산을 이어나가는 노력에 동참해 
주십시오. 기부 또는 멤버십 가입을 통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허브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centerofthewest.org/get-involved
를 방문하거나, 307-578-4008로 전화 주십시오!

즐거운 방문이 되기 위한 안내 말씀:

•   “만져도 됩니다” 아이콘이 표시된 작품 또는 전시물만  
만질 수 있습니다.

•   외부 반입 음식 및 음료는 차에 두고 오십시오.

•   갤러리에 음식이나 음료를 들고 오면 안 됩니다. 지정된 
식사 구역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다른 방문객들을 위해 갤러리 안에서는 휴대폰 통화를 
삼가해 주십시오.

•   센터 안에서는 흡연 또는 기타 끽연 제품 사용을 삼가해 
주십시오.

•   배낭, 유아를 등에 업는 캐리어, 모터사이클 헬멧, 우산 및 
기타 커다란 소지품은 차에 두고 오십시오. 작은 소지품용 
사물함이 정문 근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입장권 확인 구역에서 유모차 및 
휠체어를 대여해 드립니다.

•   무기 및 장비는 차에 두고 오십시오.

•   반려동물은 외부에 두고 오십시오. 단 안내견의 입장은 
환영합니다.

•   출입 시 가방 검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   방문하는 동안 셔츠, 신발 등 알맞은 복장 차림을 유지해 
주십시오.

•   언제든 다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재활용 성분이 10% 포함된 재생지에 
인쇄함 

재활용 성분은 해당 
기준을 충족함

Buffalo Bill Center of the West 
720 Sheridan Avenue  |  Cody, Wyoming  82414 
307-587-4771  |  centerofthewest.org

3월 1일~4월 30일  
오전 10시~오후 5시 매일 개관

5월 1일~9월 15일 

오전 8시~오후 6시 매일 개관

9월 16일~10월 31일 
오전 8시~오후 5시 매일 개관

11월 1일~11월 30일 
오전 10시~오후 5시 매일 개관

2월 1일~2월 28일   
목요일~일요일 개관 

오전 10시~오후 5시

설날,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에는 휴관

센터 운영 시간

카메라 및 캠코더 촬영은 별도의 금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한 
허용됩니다. 촬영한 이미지는 개인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상업용 또는 미디어용으로 사진 및 비디오를 촬영하거나 
삼각대, 셀카봉 또는 비디오 지속 촬영을 위해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센터 직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센터를 방문 중인 방문객의 모습이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될 
수 있습니다. 촬영 이미지는 향후 교육용 또는 마케팅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방문객이 센터에 입장하거나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이와 같은 이미지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N.C. 와이어스(1882~1945). 저녁 먹으러 가는 길의 힘찬 질주, 1904~1905.  
캔버스 유화. 존 M. 쉬프 기부. 44.83(상세)

서부시대여 
영원하라

Korean



온라인에서도 만나보십시오:

화장실 위치
 메인 층 커피바 뒤에 위치 
 아래 층 강당 부근에 위치 
  드레이퍼 자연사 박물관 중간층 및 아래층에 위치

모든 화장실은 휠체어 탑승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장소 
 코디 가족의 아이오와 집 
 태미 콜리어 추모 놀이터 
 조셉 헨리 샤프 통나무집 및 정원 
 버팔로 빌–스카우트 조각상

통행로
 계단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통행로

서비스

•  식당, 커피바, 카이퍼 다이닝 파빌리온 
•  휠체어, 유모차, 옷걸이대, 사물함 
•  센터 스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