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형 6피트 화면 • 12,000와트 디지털 서라운드 사운드  
               매 시간 상영  •  한국어로 감상 가능  

나이아가라 폭포를
새롭게 체험해 보세요

&

나이아가라: 기적, 신화 그리고 마법   
나이아가라 폭포의 방문객들은 벼랑 끝에서 폭포를 바라봅니다.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더 알아보고 과거를 더 깊
이 파헤치고 지나간 역사에 대한 감사를 지니고 벼랑 끝에 서기를 원하는 이들입니다. IMAX®에서 이 경이로
운 세계의 인류 역사를 발견하고 나이아가라 폭포 체험을 극대화해 보십시오.

모험가 전시장  모험가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이 겪은 두려움을 느껴보며, 그들의 다채로운     
역사를 발견해 보십시오. 모험가 전시장은 나이아가라 폭포에 도전한 용감한 모험가들이 실제로 사용한 
원통들을 모아놓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전시장입니다.

National Geographic 판매점  이 National Geographic 판매점은 전세계에 5개 밖에 없는 매장 중                   
하나입니다. 나이아가라에서 가장 진기한 쇼핑 경험을 놓치지 마십시오.



관광의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

• 교육 패키지 이용 가능. 

•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다중 언어 헤드세트 무료 제공 

•  극장 도착 즉시 영화와 식사 패키지 제공을 보장

•  버스 종일 무료 주차 – 폭포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

• 단체 관람 할인 가격  

•  관광 안내원, 동행 안내원을 위한 커미션(20%)                
쇼핑 프로그램

 

연중 364일 개관 
11월 – 4월   오전 10시 – 오후 4시*
5월 , 9 월 및 10월   오전 9시 – 오후 8시
6월 – 8월   오전 9시 – 오후 9시
*금요일과 토요일에 20:00까지 영화. (단 11 월, 12 월 및 4 월)
매일 오전 10시에 일본어판 영화 상영 (11월 – 4월)
매일 오전 9시에 프랑스어판 영화 상영 (5월 – 10월)

대규모 단체 관광객을 위하여, 요청에 따라 특별 상영 시간 
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극장 대여 및 개인 상영  이용 가능  

그룹 예약 및 문의:
1-877-239-3239  •  group@imaxniagara.com               
www.imaxniagara.com
http://imaxniagara.com/saleskit

기타 모든 영업 관련 문의 연락처:
Kimberly Allan-Sampson                                                                                   
905-358-3611, Ext. 32  •                 kimberly.sampson9          
kallan-sampson@imaxniagara.com

이 밖에도 많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170 Fallsview Boulevard, Niagara Falls, Ontario

IMAX®는 IMAX Corporation의 등록상표입니다.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으십시오.

Connect with us.

샌 시메온, 캘리포니아 주   

hearstcastletheater.com
1-800-401-4775

info@hearstcastletheater.com

빅토리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imaxvictoria.com
1-250-480-4887, ext. 3

events@imaxvictoria.com

나이아가라 폭포, 뉴욕 주

niagaramovie.com
1-877-239-3237

groups@niagaramovie.com

그랜드캐년 , 아리조나

explorethecanyon.com
1-877-239-3235

group2@ngvccanyon.com

그랜드캐년국립공원 남쪽 입구에서 
1마일 거리에 위치

• National Geographic 무료 전시장
• National Geographic 판매점 상업용 
      국 립공원 통행권 구입 가능
• 탐험가 카페(180석)   
• 영화 및 식사 패키지 
• 단체 관람 할인 가격 
• 관광안내원, 동행 안내원, 운전기사에 
      대한 커미션 프로그램
• 버스 전용 주차장
• 자가용 운전기사 휴게실

Destination Cinema's 다른 큰 위치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