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PC 필드

겨울 게임
월요일, 수요일 및 금요일, 12월 2
일 – 2월 27일 (12월 26일 및 1월 
2일 제외)
3:30 pm - 5 pm, 무료!
축구, 깃발 풋볼, 하키 등의 야외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겨울에도 즐
길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 들이 
장비와 프로그램을 담당합니다. 
만 7 세 이상.
 

6 RIVER TERRACE

아이들을 위 한 체스 게임
화요일, 1월 3일 – 4월 4일
초급: (5-7세) 3:30 - 4:15 pm
비용: 14 세션, $280
중급: (7 세 이상) 4:30 - 5:30 
pm
비용: 14 세션, $308
신중하게 설계된 이야기, 도전적
인 활동 및 재미있는 경쟁을 통해 
체스의 언어를 배위 봅니다. 왜 
이 오래된 게임이 여전히 젊고 나
이든 분들의 마음과 상상력을 사
로 잡는 지 알아보십시오.

6 RIVER TERRACE

이야기 및 음악 시간
수요일, 1월 4일 – 4월 5일
세션 A: (6개월- 3.5세)
9:40 - 10:20 am
세션 B: (13개월- 3.5세)
10:30 - 11:10 am
세션 C: (13개월- 3.5 세)
11:20 - 12:00 pm
비용: 14 세션, $335
귀하의 자녀와 함께 라이브 음악 
공연과 창의적인 이야기 시간을 경
험하십시오. 전문 음악가들이 노
래, 무브먼트 및 춤을 통해 고객
님들의 마을을 밝게 만들어 줄 것
입니다.
리듬 악기들은 제공됩니다.

6 RIVER TERRACE

유치원 
게임 및 미술
모요일, 1월 5일 – 4월 6일
세션 A: 10 - 11:30 am
세션 B: 3:30 - 5:00 pm
비용: 14 세션, $350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놀이를 통
해 상상력과 탐험력을 장려합니
다.  이야기 시간, 드레스 업 및 용
접 블록과 차량을 즐기십시요. 그
림 그리기, 찰흙  놀기 등의 활동
을 포함하여 걷는 유아 또는 유치
원생과 함께 예술 프로젝트에 참
여하십시오!

커뮤니티 센터   SHS

테니스 레슨
토요일, 1월 7일 – 2월 11일    (6 
세션)
3월 4일 – 4월 8일 (6 세션)
3:30-4:15 pm
(초급 레벨 1, 8-13세)
4:15-5 pm
(초급 레벨 2, 8-13세)
5-5:45 pm
(중급 13-16세) 비용: 6 세션, 
CCSHS 연례 회원에게는 무료입
니다, 
비회원 인 경우 $ 60
테니스의 메카닉, 적절한 법원의 
위치 및 움직임에 대해 배워보십시
오. 테니스의 기본을 연습하고 게
임을 향상시키십시오!라켓을 가져
오십시요, 공은 제공됩니다.
강사 : 김 챔피언

커뮤니티 센터   SHS

그룹 스윔 레슨
일요일, 1월 8일 – 2월 26일 (8 
세션)
및 3월 5일 – 4월 23일 (8 세션)
1-1:45시 pm (초급 레벨 1)
1:45 - 2:30시 pm
(초급 레벨 2)
2-2:30시 pm (중급)
3:15-4 pm (고급) 
비용: 8 세션, CCSHS 연례 회원
에게는 무료입니다, 
비회원 인 경우 $ 60 
수영을 배우는 것은 물내 및 외에
서 자신감을 키우는대 도움이 됩
니다.  수영으로 인해  아이들은 
물 안전 기술뿐만 아니라 평생 동
안 수행 할 수있는 건강한 신체 활
동을 배웁니다. 만 6-12세. 개인 
수영 레슨도 가능합니다. 이메일:
communitycenter@bpcparks.
org.  

6 RIVER TERRACE

부모  과 아기 요가
월요일, 1월 9일 – 2월 27일 (1월 16
일 및 2월 20일 제외) 비용: 6 세
션, $138
월요일, 3월 6 – 4월 24
비용: 8 세션, $182
세션 A: 1 - 2:15 pm 또는 
세션 B: 2:30 - 3:45 pm 
지지적인 환경에서 신생아부터 크롤
링 아기 와 새 부모가 적합한 자세와 
운동을 배울수 있는 기회입니다.
 

6 RIVER TERRACE

별 아래에서 이야기 
시리즈
일정된 토요일, 4-6 pm
사전 등록 필요
세션 1: 1월 21일
휴대용 플라네티륨 제공
세션 2: 2월 4일
이야기 텔러Julie Pasqual
세션 3: 3월 25일
추분점을 관찰할수 있는 “천상의 
용수철”이 제공됩니다. 
별자리에 이름이 어떻게 붙여 졌는
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일광의 
시간은 매일 바뀔까요? 밤하늘 아
래에서 캠프 파이어와 좋은 가족 시
간을 보내십시오. 코스모스의 신
비를 탐험하면서 야영을 즐기는 저
녁 시간을 보내십시오. 실내 천문
학의 경험과 설명, 스토리 텔링, 미
술 프로젝트, 캠핑을 주제로 한 활
동들은 즐거운 저녁 시간을 약속합
니다! 6 세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
로 한 활동.

NELSON A. ROCKEFELLER PARK

봄 초기의  조원
화요일, 3월 21일 – 4월 25일
3:45 – 5 pm
비용: 6 세션, $120
어린이 정원을 아름답게 조원하며 
봄을 맞이 하십시요. 환경 친화적
인 조원 방법들을 직접 배워보십
시요. 자연을 즐기고 더러워져도 
상관 안하는 아이들을 위한 활동
입니다!       만 6 ~ 10 세. 

6 RIVER TERRACE

체스 토너먼트
일요일, 4월 2
시작 시간: 8:45 am 게임 시작 시
간: 9:15am 비용: $30
나이: 5-12
각 참가자가 체스에 대해 배우고 
경쟁하고 실력을 발전시킬 수있는 
스위스 스타일의 체스 토너먼트에 
참여하십시오. 상금은 오후 1시에 
수여 됩니다.

6 RIVER TERRACE

모든 연령대를위한 
지구의 날 이야기
토요일, 4월 22일, 11 am배터리 
파크 시티에서 우리와 함께 지구
의 날을 기념합시다! Onondaga
의 전통적인 이야기꾼 인 Perry 
Ground는 Turtle Clan의 이야기 
‘지구의 이야기, 우리가 살고있는 
이 세상’ 를 공유할것입니다.  

기후 
박물관
화요일, 2월 
21일
기후 박물관
의 창립자
이자 책임자 
인 Miranda 
Massie와 

함께 어떻게 하면 미국 최초의 박
물관을 설립하여 기후 문제와 해
결책에 대한 공공 참여와 교육을
영구적이고 헌신적 인 허브를 제
공할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시
다.  방ㅇ물관의  전시와 프로그램
을 실행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토
의 해 봅니다.  

시간, 장소 : 맨하탄
과거부터 현제까지
화요일, 2월 7
cultureNOW 회장, Abby Suckle
는, 도시 고고학 프로젝트와 뉴욕
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
는지  보여드릴것입니다.  우리 지
역의 지리 역사를 조사하고 미래
에 보다 탄력적인 도시를 계획 하
기 위해 고려해야 할 질문을 제기
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9/11 트리븃 센터의 
디자인 소개
화요일, 1월 31일
9/11 트리븃센터는 9/11 가족 모
임에서 시작되어 9/11 테러의 이야
기를 전하고있습니다.  생존자, 가
족 구성원 및 첫 번째 대응자에 대
한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센터가 이러한 이야기들
을 어떻게 디자인으로 통합 시켰는
지, 그리고 이러한 이타적인 서비
스를 통해  어떻게 방문자들이 지
원할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요.

조지아 오 
키프의 
뉴욕시
화요일, 3월 
7일
많은 사람들
이 오키프 
(O’Keeffe)
의 친밀한 

꽃 그림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그 
분의 뉴욕 시절에 대해 알고 있습
니까? 그녀는 주요 전시 예술가가
되어 그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들
과 어울려 사진 작가 알프레드 스
티글리츠 (Alfred Stieglitz)와 관
계를 시작했습니다. 예술가 / 교육
자 인 Marla Lipkin와 함께 그녀의 
Gotham 삶에 대해 살펴보십시오!

그리드 도시 
: 뉴욕이 
뉴욕이 된 
이유
화요일, 3
월 28

                                만하탄 거리
그리드는 도
시 계획자들
로 부터 “재

앙” 및 “서구 문명에서 가장 예측
하기 힘든 도시”이라고 불려져 왔
습니다. 즉, 사람들은 뉴욕시를 아
주 사랑하거나 싫어하였습니다. 제
라드 코펠의 최근의 저서를 통해 
뉴욕의 역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6 RIVER TERRACE

WINTER TALKS  1PM, 무료! 

6 River Terrace에 등록하시려면 이메일:
registration@bpcparks.org

커뮤니티 센터 프로그램에 등록하시려면 이메일 또는 전화:
 646-210-4292  이메일: communitycenter@bpcparks.org

커뮤니티 센터   SHS

하타 요가
월요일, 1월 2 – 4월 24 (7-8pm)
비용: CCSHS 연례 회원에게는 무
료입니다 또는  당일권 구입.
느린 속도의 스트레칭과 요가의 
포즈와 이완 기술을 배우면서 에
너지 레밸을 높입니다. 
강사 : Molly Heron

커뮤니티 센터   SHS

카디오 수영 운동
월요일, 1월 2 – 4월 24
7:30 – 8:15 pm
비용: CCSHS 연례 회원에게는 무
료입니다 또는  당일권 구입
본 수영 운동은 스프린트, 거리 
및 간격 훈련을 통합하여 참가자
의 수영 속도, 내구성 및 전반적
인 체력을 향상시킵니다. 참가자
는 40 랩을 수영 할 수 있어야합니
다. 수영 경험이 풍부한14 세 이상 
참여 가능.

커뮤니티 센터   SHS

총 신체 권투 운동
월요일 및 수요일,
1월 2 – 4월 26 (7 – 8:30 pm)
비용: CCSHS 연례 회원에게는 무
료입니다 또는  당일권 구입.
자기 방어 기술과 전반적인 체력
을 향상시키십시요. 스포츠의 생
체 역학에 따라 다리에서 힘을 발
휘하여 전신을 튼튼히 만들어주
는 운동이 필요로합니다. 강사 :  
Paul Diaz-Larui

커뮤니티 센터   SHS

수영 크라스 
화요일  and 수요일, 1월 3 – 2
월 22
및 2월 28 – 4월 19
(모든 크라스는8 세션)
7 - 7:45 pm (초급)
7:45 – 8:30 pm (고급) 
비용: 8 세션, CCSHS 연례 회원
에게는 무료입니다, 비회원 인 경
우 $80.
본 크라스를 통해 십대 청소년들
은 자신감을 얻고 삶에 필요한 수
중 안전 기술을 배웁니다. 사전 경
험이있는 수영자는 자신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수 있습니다. 개인 
수영 레슨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community-
center @ bpcparks.org로 이메
일하십시오.

커뮤니티 센터   SHS

코어 적합성 운동
화요일, 1월 3 – 2월 28
및 3월 28 – 4월 25 (7:15 – 8:15 
pm)
비용: CCSHS 연례 회원에게는 무
료입니다 또는  당일권 구입
내면의 힘을 활용하여 젊음의 활
력을 되찾고 균형을 개선하십시
오. 코어 휘트니스 플로우 (Core 
Fitness Flow)는 복부에 중점을 
둔 일련의 핵심 강화 및 지속적인 
시퀀스로, 그루브 지향 사운드 트
랙을 사용하여 연습하고 운동을 
즐겁고 평온할수 있도록 도와줍니
다. 강사 :  Reginald Ellis Crump

커뮤니티 센터   SHS

풀 코트 오픈 농구
수요일, 1월 4 – 4월 26 
(7-9:30pm)
토요일, 1월 7 – 4월 29 (1-6pm)
비용: CCSHS 연례 회원에게는 무
료입니다 또는  당일권 구입.
1 년 내내 농구 게임을 즐기고 싶
어하는 선수들은 겨울 내내 6 층 
체육관에서 풀 코트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6 RIVER TERRACE

배터리 파크 시티의 성인 
합창대  
수요일, 1월 4 – 4월 26 (1-2pm)
무료!
Church Street School for 
Music and Arts의 감독 아래  본 
BPC 합창대는 노래 좋아하는 모
든 성인들을 초대합니다. 현대 및 
고전 음악을 혼합하여 배우고 일
년 내내 지역 사회 행사에 참여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regis-
tra- tion@bpcparks.org에 문의
하십시오. 

커뮤니티 센터   SHS

BPC 조깅 클럽 
모요일, 1월 5 – 4월 27
7 – 7:45 pm, 무료!
예열 운동후 Battery Park City 
Esplanade의 길을를 따라 2.4 마
일을 조깅합니다. 파크 프로그램 
리더는 워밍업과 쿨 다운을 안내
하고 모든 참가자에게 적절한 조깅 
속도를 정합니다. 345 Chambers 
St.의CCSHS에서 모입니다.

커뮤니티 센터   SHS

태극권
모요일, 1월 5 – 4월 27
7:15 - 8:15 pm
비용: CCSHS 연례 회원에게는 무
료입니다 또는  당일권 구입.
태극권을 통해 근육과 힘 및 유연
성과 균형을 개선하며 호기성 조
절을 향상시키십시요. 태극권은 
몸, 마음 및 힘을 집중시킵니다. 강
사 : Alex Hing

커뮤니티 센터   SHS

배드민턴
모요일, 1월 5 – 4월 27 
(7- 9:30pm)
일요일, 1월 8 – 4월 30 (1 
- 5:30pm)
비용: CCSHS 연례 회원에게는 무
료입니다 또는  당일권 구입.
배드민턴 경기에는 모든 레벨의 선
수들을 위해 3 개의 코트가 있습
니다. 셔틀콕 및 라켓 제공됩니다.

6 RIVER TERRACE

청소년들을 위한 밤 
금요일, 1월 6 – 4월 7
(1/13 또는 2/17 제외)
4-7pm
무료!  7-12학년
본 이벤트에서 오셔서 새로운 친
구를 만나고 탁구, 푸즈볼, 실물 크
기의 체스 등을 즐기십시오! 퀴즈, 
노래방 등의 특별 활동도 즐길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즐길수 있는 친근한 환경! 이벤트
의 최신 정보는 www.bpcparks.
org에사 확인하십시오.

6 RIVER TERRACE

고령자 운동 그룹
월요일 및 금요일, 1월 6 – 4월 28
10:30-11:45am
무료!
성인과 노인 공동체에 가입하여 모
든 운동 수준에 적합한 전신 운동
을하십시오. 강사가 진행하는 수업
은 유연성, 관절 안정성, 균형, 조
정, 민첩성, 근력 및 심혈 관계 내
구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
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운동을 친
근한 환경에서 즐기십시요!

커뮤니티 센터   SHS

십대들을 위한 농구
토요일, 1월 7 – 4월 29 (1-3 pm)
비용: CCSHS 연례 회원에게는 무
료입니다 또는  당일권 구입. 18세 
미만의 비회원 는 부모 또는 보호
자가 동반해야합니다.
나이: 12 – 16세
3 층 체육관에서 청소년들은 겨울 
내내 격식없는 농구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75 BATTERY PLACE

2017 예술 전시회 
오프닝 리셉션: 일요일, 1월 29 
(1-3pm)
Art on View: Weekdays, 
1월 30 – 3월 31 (2-4pm)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에서 모든 연
령의 참가자가 만든 작품을 전시하
였습니다. 1 월 29 일, 1 월 29 일 
개막식 리셉션에 모두 환영합니다.  
Battery Park City Parks의 사무실 
본사에서 실행.

6 RIVER TERRACE

성인 미술 : 그림 그리기
수요일, 2월 1 – 3월 29
2 – 5 pm
비용: 9 세션, $50 자료 비용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여 인간의 
모습을 그리면서 당신의 예술적 
기술을 개선하십시요.  참가자 모
델들은 길고 짧은 포즈를 칠할 것
입니다. 아티스트 / 교육자 Marla 
Lipkin은 건설적인 제안과 지침을 
제공 할 것입니다.

6 RIVER TERRACE

발랜타인 워크샵
일요일, 2월 12
11 am – 1 pm
무료!
사전 등록 필요. 
자리는 한정되었습니다.
사랑은 살아있다! 제공된 자료를 
사용하여 자신 만의 발렌타인을 
위해 콜라주 및 카드 를 만들어 보
십시요. 5 세 이상이어야합니다.

6 RIVER TERRACE

부모를위한 BLOCK 
워크숍
금요일, 2월 24
세션 1: 1:30-3:00 pm 세션 2: 
6:00-7:30 pm 무료!
사전 등록 필요
참가자 부모와 아이는 블럭을 사용
하여 자녀의 인식적인 발전을 도모
하는 방법을 배우고 적용하는 방법
을 배우개 됩니다. BPC Parks 교
육 및 자연 프로그램 수석 관리자  
Doug Van Horn.

TRIBUTE TO  
ELIE WIESEL:  
밤의 커뮤니티 읽기 
일요일, 1월 29 , 3 – 9 pm 

유대인 박물관 - 홀로코스트

의 독특한 기념관Edmond J. 
Safra Plaza 
36 Battery Place 
646.437.4202 
www.mjhnyc.org

주도자 Elisha Wiesel, Tovah 
Feldshuh, Alice Greenwald, 
Sheldon Harnick, Sheila 
Nevins, Dr. Ruth Westheimer, 
Ruth Wisse, 등
 
유명가, 친구 및 지역 사회 지도
자들이Elie Wiesel의 정액 작업 
인 야간 (Night)을 무대에서 읽
을것 입니다. 독서는 오후부터 
저녁으로 이어집니다. 박물관 입
장은 무료이며 홀로코스트 생존
자와 공예 기증자는 하루동안 갤
러리에 있을것입니다. 이 독특한 
이벤트에 꼭 참여하십시오.
 
무료
트리븃에 대해서는 자리가 제한
되어 있으니 일찍 오십시요.  동
시 방송실의 자리도 사용 가능
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배터리 파
크 시티 기관과 사회 참여의 제
휴를 통해 가능합니다, www.
mjhnyc.org사이트 를 사용하
십시요. 



BPCA 회장의 메시지, SHARI. HYMAN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면서  우리는 2017 년을 기분 좋게 반깁니다.겨울 
프로그램 일정. 배터리 파크 시티 (Battery Park City)에서 450 개가 넘는 
이벤트가 앞으로 수개월을  걸쳐 진행될 것입니다.새로운 Winter Under 
The Stars 시리즈와 부모님을위한 블록 놀이 워크숍에서 우리 Winter 
Talks와 Teen Nights와 같은 즐겨 찾기에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있는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BPC Parks 프로그램은 그 어느 때보 다 많은  60,000 
명이 참석자들이 자유 커뮤니티 예술, 놀이 및 레크리에이션 이벤트에 
참석했습니다. 2017 년을 환영하며이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된 훌륭한  
이벤트들을 모두 즐기시기 바랍니다. 2017 년을 가장 즐겁고 최고의 해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뉴스
www.bpcparks.org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따라하기  
@bpcparks

To register for programs at the Community Center,  
call 646-210-4292 or email: communitycenter@bpcparks.org 

6 RIVER TERRACE
6 River Terrace에서 휴일 모임, 겨울 모임 또는 생일 축하 행사를 주최
하십시오. 

BPC 필드
웨스트 스트리트  Murray 및 Warren St 사이. 

STUYVESANT 고등학교 커무니티 센터
345 Chambers Street, Battery Park City
전화: 212-267-9700 (낮), 646-210-9242 (밤)  
www.bpcparks.org

고객님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서를 대여 
날짜로부터  약 한 달 전에 
받아야합니다.

개최지 투어, 예약, 추가 정보는 다음의 
이벤트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6riverterrace@bpcparks.org

겨울 운영 시간 
(12월 1 –2월 28) 
월 – 금 10am – 8pm 
토요일 및 일요일 9am – 8pm

봄 운영 시간  
(3월 1 – 6얼 30)
월 – 금: 9am – 9pm
토요일 및 일요일: 8am – 9pm

연간 풀 액세스 멤버십
성인 (18 세 이상) : $ 199
성인 배터리 파크 시티 주민 : $ 179
청소년, 노인 (62 세 이상), 군대 : 79 
달러
배터리 파크시 거주 청소년, 시니어 및 
군인 : $ 59

1 일 패스
성인 : $ 15
청소년, 노인, 군인 및
배터리 파크 시티 주민 : $ 10

운영 시간
1월-4월
월 – 금, 7pm-10pm

6  River Terrace는  넓고(2000 평방 피트) 휠체어 접근 가능한 공간
으로 거리 수준의 액세스가 가능하며 자연 채광과 공원 및 허드슨 강 
전망을 제공하는 350 평방 피트 이상 양의 창문이 있습니다.

요금에 대해서는 2 시간 행사의 경우  $600부터 시작합니다.  본 요
금에는  이벤트 전후로 셋업 및 청소 시간 1 시간(총 2시간) 이 포함
됩니다.   BPC 커뮤니티 기반 조직 및 비영리 단체 경우 할인이 가능
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사이트의 공원 직원 서비스가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www.bpcparks.org를 방문하십시오
 

소프트볼, 킥볼, 프리스비, 라크로스, 축구, 축구 등 단체 스포츠를 
연중 무휴로 즐길수 있습니다. 주로 청소년 놀이를 위해 마련되었
지만 어른도 환영합니다. 공 필드 허가를 신청하려면 www.bpca.
ny.gov/apply/permits를 방문하십시오.

커뮤니티 센터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수영 및 피트니스를위한 
저렴하고 편리한 시설입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올림픽 규모의 온수 수영장
• 체력 단련실
• 2 개의 농구 코트
• 거울 및 발을 갖춘  댄스 스튜디오
회원을위한 무료 프로그램에는 요가, 태극권, 핵심 피트니스 흐름, 
배드민턴 및 복싱이 포함됩니다.
• 특별 이벤트 및 파티 대여

겨울 예정표  2017

콩 및 식물성 잉크를 사용하여 100 % 재활용 염소 프리 용지에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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