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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 39에서의 식사

식사 바우처
The PIER에서 관광을 즐기는 동안 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면서 

멋진 식사를 하고 싶다면, PIER 39의 선불 식사 바우처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레스토랑이나 식당 중 한 곳을 골라 

미리 지정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여행자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시합니다. 올해는 12달러와 20달러(세금 및 팁 포함)의 두 가지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선택 가능한 메뉴을 확인하고 예정된 그룹을 위한 

식사 바우처를 주문하려면 pier39.com/mealvouchers를 방문하거나 

groupsales@pier39.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다사자
1989년부터 PIER 39의 K 도크에 

바다사자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일광욕을 

하거나 장난치며 노는 바다사자의 모습은 

방문객들을 즐겁게 합니다.

캘리포니아 웰컴 센터
2층에 있는 캘리포니아 공식 웰컴 센터를 방문하여 PIER 39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볼거리와 즐길 거리 목록을 

완벽하게 만들어 보세요. 센터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투어 정보 및 티켓(홉온 홉오프 버스(Hop-On, 

Hop-Off) 투어 포함), 휠체어/유모차 대여, PIER 39 바다사자 보호 

가이드(Sea Lion Savings Guide) 주차권 확인 및 지역 공연 및 

관광지 티켓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겨울철에는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BUBBA GUMP SHRIMP CO. RESTAURANT & MARKET
bubbagump.com
Brandon Yamamoto, 세일즈 매니저
brandon.yamamoto@ldry.com
808.256.4825
특선 메뉴: 새우 튀김, 껍질째 조리한 새우, 코코넛 새우 튀김, 새우 스캠피 ’포레스츠 시푸드 
피스트’ 등의 인기 메뉴
수용 인원: 481

CRAB HOUSE AT PIER 39
crabhouse39.com
Angie Mertens, 그룹 세일즈
angie@simcorestaurants.com
415.982.5872
특선 메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새우 및 홍합 스킬릿, 연어, 스테이크, 크랩 차우더, 갈릭 
누들, 크랩 프라이드 라이스 등
수용 인원: 120

EAGLE CAFE
eaglecafe.com
Angie Mertens, 그룹 세일즈
angie@simcorestaurants.com
415.982.5872
특선 메뉴: 바나나 피칸 팬케이크, 에그 베네딕트, 오믈렛, 아보카도 토스트, 피시 타코, 클램 
차우더, 불에 그을린 피시 샌드위치, 패티 멜트, 치즈버거 등
수용 인원: 120

FOG HARBOR FISH HOUSE
fogharbor.com
Angie Mertens, 그룹 세일즈
angie@simcorestaurants.com
415.982.5872
특선 메뉴: 신선한 해산물과 육류, 로스트 모듬 조개 플래터, 치오피노, 굴, 관자와 게살 
리소토, 스테이크와 랍스터, 클램 차우더 등
수용 인원: 220

HARD ROCK CAFE
hardrockcafe.com
Tom Morales, 총매니저  Rossell Alvarado,  
sanfrancisco.gm@hardrock.com 세일즈 & 마케팅 매니저
415.956.2013   rossell.alvarado@hardrock.com
특선 메뉴:  ’뉴’ 리오넬 메시 버거, 오리지널 레전더리 버거, 카우보이 립아이, 페이머스 
화히타, NY 스트립 스테이크, 시더 플랭크 연어구이, 언제나 인기 만점인 키즈 메뉴
수용 인원: 371

LORENZO’S PIZZERIA
lorenzospier39.com
Tom Simmons or Maria Dougherty, 매니저
info@lorenzospier39.com
415.466.8090
특선 메뉴: 정통 이탈리아 피자, 디트로이트 스타일 팬 피자, 다양한 파스타와 에피타이저, 
주류 일체 및 샌프란시스코만의 별빛 가득한 풍경
수용 인원: 151

LUAU LOUNGE TIKI BAR
luauloungesf.com
James Hutton, 오너
jhutton@peakattractions.com
415.981.6300
특선 메뉴: 부둣가에 위치해 샌프란시스코만의 전망을 즐길 수 있는 티키바는 갓 짜낸 
과즙으로 만든 칵테일과 그릴드 아히, 아히 포케, 코코넛 새우 튀김, 바하 피시 타코, 신선한 
해산물 등을 제공합니다.
수용 인원: 100

PIER MARKET SEAFOOD RESTAURANT
piermarket.com
Angie Mertens, 그룹 세일즈
angie@simcorestaurants.com
415.982.5872
특선 메뉴: 수상 이력이 있는 클랩 차우더, 메스키트 불에 구운 신선한 해산물 및 육류, 굴, 
던지니스 크랩, 치오피노, 잠발라야 등
수용 인원: 200

PLAYERS SPORTS GRILL & ARCADE
playerssf.com
James Hutton, 오너
jhutton@peakattractions.com
415.981.6300
특선 메뉴: 얼티메이트 고베 치즈버거, 클램 차우더 브레드 볼, 피시 앤드 칩스, 뉴욕 스트립 
스테이크를 포함한 정통 미국 요리와 수제 맥주, 캘리포니아 와인, 클래식 칵테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고전 게임과 최신 게임이 갖추어진 아케이드
수용 인원: 450

SWISS LOUIS ITALIAN & SEAFOOD RESTAURANT
swisslouis.com
Miguel Ramirez
tours@swisslouis.com
415.421.2913
특선 메뉴: 신선한 해산물과 엄선한 이탈리아 파스타. 현지에서 잡은 연어, 던지니스 크랩, 
해산물 파스타, 수제 티라미수 등 최고 수준의 메뉴
수용 인원: 400명; 실내 300명, 야외 난방 파티오 100명

WIPEOUT BAR & GRILL
wipeoutbarandgrill.com
Angie Mertens, 그룹 세일즈
angie@simcorestaurants.com
415.982.5872
특선 메뉴: 햄버거, 타코, 부리토, 피자, 파스타, 라이스 볼, 클램 차우더, 샌드위치, 샐러드 등
수용 인원: 실내 175명, 실내외 총 280명

레스토랑 목록



1년 365일 즐기는

음악 & 즐거움
San Francisco Carousel 근처의 

Smartwater Stage에서 매일 열리는 

PIER 39 현지 음악가와 거리 공연자의 

무료 쇼를 감상하세요. PIER 39의 많은 

수상 어트랙션에서 샌프란시스코만을 

즐기며, Aquarium of the Bay에서 

20,000마리의 현지 해양 생물을 

발견하고, The PIER만의 다양한 

어트랙션을 경험하세요.

바다사자

보호 가이드
PIER 39 바다사자 보호 가이드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PIER 39의 레스토랑, 상점, 

관광명소에서 제공하는 할인 및 특별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다사자 보호 가이드는 

PIER 39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추가로 큰 가치를 제공합니다. 소책자는 무료로 제공되며 

무료 배송도 가능합니다.

PIER 39의 바다사자 보호 가이드주문은 groupsales@pier39.com으로 문의하세요 .



7D RIDE EXPERIENCE/
LASER MAZE CHALLENGE
7dexperience.com
Clayton Hill, 투어 매니저 및 그룹 세일즈 
clayton.hill@fegllc.com; 510.207.3917
7D Experience: 롤러코스터의 스릴과 인터랙티브 3D 
슈팅 갤러리의 짜릿함을 앉은 채로 경험하세요!
수용 인원: 라이드당 20명, 소요 시간 10분
Laser Maze Challenge: 거미줄처럼 얽힌 레이저 광선을 
통과하며 최대한 많은 목표물을 맞혀 보세요.

AC SAILING SF
acsailingsf.com
Jon Buser
info@acsailingsf.com; 415.990.9992
2003년 아메리카 컵 레이스(America’s Cup Races)에 
도전한 길이 25미터, 20인승 USA 76을 타고 항해의 스릴과 
흥분을 경험하세요.
수용 인원: 20인승, 길이 약 25미터 선박

ADVENTURE CAT 
SAILING CHARTERS
adventurecat.com
Charlie Bogue, 차터 디렉터
info@adventurecat.com; 415.777.1630
30년 전통의 샌프란시스코 명물! Adventure Cat 
선상에서의 선셋 세일이나 에프터눈 베이 크루즈, 또는 
프라이빗 차터는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앨커트래즈섬을 
바라보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금문교 아래를 항해하면 
놀라운 경치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기울어지지 않고 
빠르게 항해하는 쌍동선을 타고 즐겨보세요.
수용 인원: 맞춤 제작 쌍동선 세일보트 2척(47명/90명)

AQUARIUM OF THE BAY
aquariumofthebay.org
Hannah Woodall, 투어 및 이벤트 판매
hannahw@bayecotarium.org; 415.623.5313
Aquarium of the Bay는 샌프란시스코만과 인근 강, 그리고 
시에라산맥 유역에 걸친 현지 수생 동물에 중점을 두고 
사육하고 있습니다. Aquarium of the Bay는 2015년부터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양 보존과 기후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Aquarium of 
the Bay는 캘리포니아 유일의 스미소니언 제휴 수족관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 협회(AZA)의 공인과 샌프란시스코시 
친환경 비즈니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수족관에서는 280
만 리터 이상의 바닷물에서 250종 이상, 24,000마리가 
넘는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BAY PLUNGE
Meagan Vandiver, 그룹 세일즈
meagan@pier39partnerships.com; 618.409.4267
즐거움을 찾는 이들을 들어 올리고 회전시키며 떨어뜨리는 
짜릿한 라이드와 함께 즐기는 샌프란시스코만의 360도 
파노라마 전망
수용 인원: 시간당 120명

BAY VOYAGER
bayvoyager.com
Charles Jennings, 오너/선장
510.612.1251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빠른 RHIB 보트를 타고 
앨커트래즈섬, 금문교, 페리 빌딩 등 샌프란시스코만의 
가장 유명한 명소를 둘러보세요. 샌프란시스코만을 탐사해 
보세요!
수용 인원: 12

BIG BUS
infosf@bigbustours.com
Nicole Ritthaler, 세일즈 매니저
nicoler@bigbustours.com
415.235.1624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타고 내릴 수 있는 홉온 홉오프 
샌프란시스코 버스 투어로 최고의 샌프란시스코를 
경험하세요! Big Bus 투어로 가장 멋진 샌프란시스코를 
둘러보세요. 저희 오픈톱 관광 투어의 정류소는 상징적인 
랜드마크와 명소에 편리하게 위치해 도시의 모든 필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수용 인원: 2층 55인/1층 23인

BLAZING SADDLES 
BIKE RENTALS & TOURS
blazingsaddles.com
Annelaine Clauss, 부사장
info@blazingsaddles.com
415.202.8888
자전거를 타고 금문교에서 소살리토까지, 그리고 Blue & 
Gold Fleet 페리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 여행을 
해보세요! 피셔맨스 워프에서 금문교까지 이어진 멋진 
경치의 새로운 국립공원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로 달리기에 
아주 좋답니다.
개인은 당사 웹사이트에서 직접 예약 가능합니다. 단체 
예약은 info@blazingsaddles.com으로 문의하세요. 
투어는 단체 규모와 관계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BLUE & GOLD FLEET
blueandgoldfleet.com
Joseph Rich, 세일즈 매니저
jrich@blueandgoldfleet.com
415.705.5438
Blue & Gold Fleet을 타고 앨커트래즈섬, 금문교와 같은 
랜드마크 및 도시 스카이라인의 그림 같은 경치를 즐기세요. 
샌프란시스코만 당일 투어와 Escape From The Rock 
크루즈, 소살리토 페리, 조명과 음악을 함께 즐기는 선셋 
크루즈가 있습니다.

수용 인원:  단체 최소 인원은 15명입니다

THE FLYER THRILL ZONE
theflyer-sanfrancisco.com
Clayton Hill, 투어 매니저 및 그룹 세일즈
clayton.hill@fegllc.com
510.207.3917
THE FLYING THEATRE: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이 짜릿하고 인상적인 
어트랙션에서 ’비행’을 하며 샌프란시스코의 대표적인 모든 
볼거리와 음악을 감상해 보세요.
수용 인원: 라이드당 28명, 소요 시간 10분

ESCAPE ROOMS:
Escape The Rock: 참가자는 자신의 감방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수용 인원: 최대 5명, 소요 시간 30분
Golden Gate Speakeasy: 참가자는 경찰이 갱단을 
진압하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수용 인원: 최대 8명, 소요 시간 30분

VIRTUAL REALITY:
Rush Wingsuit: 뛰어내려 보세요! 지상에서 즐기는 가상 
현실 스카이다이빙

MAGOWAN’S INFINITE
MIRROR MAZE
magowansinfinitemirrormaze.com
Katrina Magowan, 매니저
magowansinfinitemirrormaze@gmail.com
650.766.7435
무한한 복도와 끝없는 제자리걸음, 막다른 골목이 
이어집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매혹적이며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미로를 탐험해 보세요. 음악과 어우러져 색이 
변하는 조명은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 무한의 
세계에 빠져 보세요. 
수용 인원: 20

PLAYERS SPORTS GRILL & ARCADE
playerssf.com
James Hutton, 오너
jhutton@peakattractions.com; 415.981.6300
Players Sports Grill & Arcade에는 끝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35개의 HDTV에서 선보이는 DirecTV 위성 
방송과 200개 이상의 스포츠 채널, 85개의 아케이드 게임, 
전 세계 30종의 맥주도 즐길 수 있습니다. Players에서는 
언제나 게임이 진행 중입니다.

SAN FRANCISCO CAROUSEL
Meagan Vandiver, 그룹 세일즈 
meagan@pier39partnerships.com
618.409.4267
사람의 손으로 채색된 2층짜리 베네치아풍 회전목마. 1,800
개 이상의 반짝이는 LED 조명과 30마리가 넘는 동물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수용 인원: 시간당 300명

SAN FRANCISCO WHALE TOURS
sanfranciscowhaletours.com
Kat 과 Joe Nazar, 오너/운영자
info@sanfranciscowhaletours.com
415.706.7364
지구 최대의 해양 생물인 귀신고래와 혹등고래를 찾아 
길이 약 20미터의 쌍동선을 타고 패럴론스만 국립 해양 
보호 구역으로 모험을 떠나세요! 고래, 쇠돌고래, 돌고래, 
바다표범, 바다사자, 조류 및 많은 해양 생물을 찾아 
수평선을 살피면서 동식물 전문가로부터 해양 생물에 대해 
배워 보세요.

수용 인원: 89

WINE TASTING ON THE BAY
sanfranciscobayboatcruise.com
Brian Smith, 공동 오너
info@sanfranciscobayboatcruise.com
415.859.7052
클래식 선박인 Wine Therapy를 타면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지 않고도 와인의 본고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선별된 와인 셀렉션, 주류 일체 및 무알코올 
음료까지 포함한 90분간의 항해는 휴식을 취하며 
샌프란시스코만을 둘러볼 수 있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바다에서 와인 잔을 들고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건배!
수용 인원: 일반 투어 24명, 프라이빗 차터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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