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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BPCA의 새로운 “Zero Waste Initiative(쓰레기 제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재사용과 재활용, 매립 쓰레기 줄이기를 통해 쓰레기를 책임 있게 관리하는 우리 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관리자로서 우리는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동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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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CA 국장 겸 CEO인 B.J. JONES의 인사말

여름에 할 수 있는 멋진 일들이 많습니다. 여름은 배터리파크시티 곳곳에서 
음악, 댄스, 문화 축제, 공연, 예술, 게임 등을 다양하게 선보일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배터리파크와 공공장소에서 신나게 즐길 수 있는  
650개 이상의 무료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20주년을 맞이하는 River & Blues(리버 앤 블루스) 음악 콘서트 시리즈에 
참여하고, Community Field Day(커뮤니티 필드 데이)의 체험 활동으로 
이웃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사일런트 디스코 파티로 성소수자 인권을 
기념하고, 제1회 코미디 쇼에서 마음껏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햇볕을 만끽하며 배터리파크시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세요!

BPCA PARKS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성, 영감, 창의성 강화

최신 정보 받기

www.bpca.ny.gov

facebook.com/batteryparkcityparks

twitter.com/bpca_ny

 instagram.com/bpc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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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pca.ny.gov%0D


6월 6일 목요일
SWEET MEGG & THE WAYFARERS 
5PM, IRISH HUNGER MEMORIAL 
신비스러운 밴드 리더인 Sweet Megg가 슬픔과 
행복감이 어우러진 곡을 그녀만의 스타일로 
들려준다. The Wayfarers는 뉴올리언스와 할렘 
스윙, 파리지앙 카바레, 거트 버킷 블루스의 요소를 
완벽하게 혼합한 매력적인 음악 연주를 들려준다.

6월 13일 목요일
MARI MEADE DANCE COLLECTIVE
5PM, IRISH HUNGER MEMORIAL 
Mari Meade Dance Collective는 모든 상호작용과 도시 환경에서 영감을 
받았다. 기발한 동작과 역동적인 춤사위를 포함한 일련의 컨템포러리 댄스로, 
인간의 경험을 신체 언어로 표현한다.

6월 27일 목요일
OPERA ON TAP
5PM, IRISH HUNGER MEMORIAL 
Opera on Tap은 특유의 격식 없는 BPC 오페라 공연으로 모든 
연령이 몰입할 수 있는 콘서트를 선사한다. 활기 넘치는 가수와 
연주자들이 관객과 직접 호흡하며 전하는 영감을 받아보자. 정식 
공연장이나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이다.

매주 목요일의 라이브 음악 
아이리쉬 헝거 메모리얼(IRISH HUNGER MEMORIAL) 플라자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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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목요일
LOW CUT CONNIE
7PM, WAGNER PARK
Low Cut Connie 공연의 유쾌함은 무대에서 순식간에 관객 
전체로 전염된다. 깊은 감동을 자아내는 사운드와 프론트맨 
Adam Weiner의 피아노 연주가 어우러져 역동적인 미국 
로큰롤로 폭발한다. 롤링 스톤이 "독립된 선교의 열정"이라고 
묘사한 최근에 나온 Dirty Pictures - Part 2(더티 픽쳐스 - 파트 2)
를 포함해 다섯 개의 스튜디오 앨범에 있는 곡을 연주한다. 

8월 1일 목요일
AMYTHYST KIAH
7PM, WAGNER PARK
테네시주를 기반으로 한 미국 전통 음악의 영향을 받은 떠오르는 
스타인 Amythyst Kiah의 흐르는듯하면서 강력한 보이스는 Odetta와 
Tracy Chapman 같은 거장을 연상시킨다. 뛰어난 밴조와 기타 연주에 
남부의 미묘한 요들 창법이 어우러져 클래식과 독특함을 섞은 그녀만의 
스타일을 보여준다. 이 떠오르는 스타의 최면을 거는 듯한 매력을 놓치지 
말고 경험해보자.

7월 11일 목요일
SON LITTLE
7PM, WAGNER PARK
Son Little은 어쿠스틱 기타와 일렉 기타를 절묘하게 혼합하여 
장르를 넘나드는 아티스트로, 블루스의 뿌리는 그대로 유지하며 
관중을 매료시킨다. RJD2, The Roots and Mavis Staples 같은 
아티스트와 협연하여 2018년에 발매한 두 번째 앨범인 New 
Magic(뉴 뮤직)에서 Son Little 특유의 영감 넘치는 사운드가 
빛을 발한다. 그의 오랜 팬은 물론이고 그의 음악을 잘 모르는 
이들도, 현재 가장 활발한 라이브 아티스트 중 한 명인 Son Little
의 부드러우면서 강력한 연주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7월 25일 목요일
THE WAR & TREATY
7PM, WAGNER PARK
The War and Treaty로 유명한 듀오인 Tanya와 Michael Trotter는 미국 
전통 음악에 바탕을 둔 매우 매력적인 그룹이다. 최근에 나온 스튜디오 
앨범인 Healing Tide(힐링 타이드)는 이들의 음악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들의 열정적이고 섬세하며 자유로운 라이브 연주를 
놓쳐서는 안 된다.

매주 목요일의 라이브 음악 
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 수준의 블루스 음악과 허드슨에서 즐기는 여름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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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 목요일
KNICKERBOCKER CHAMBER ORCHESTRA
5:30PM, BELVEDERE PLAZA
음악 감독인 Gary S. Fagin과 Knickerbocker Chamber 
Orchestra의 앙상블을 배우자, 자녀와 함께 강변에서 
누릴 수 있다.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왈츠 리듬을 지니고 
'Carousel Waltz(카루젤 왈츠)'에서 'Blue Danube(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까지 좋아하는 고전 왈츠를 감상할 수 있다. 

8월 22일 목요일
THE STRING QUEENS
5:30PM, BELVEDERE PLAZA
"정통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정평이 높은 The String Queens
는 다양한 관객에게 사랑과 희망, 여러 느낌과 상상을 불러 
일으키는 강렬한 음악 경험을 선사하는 역동적인 트리오이다. 
이들의 연주 목록은 바로크 시대에서 재즈 시대를 거쳐 현재의 
빌보드 탑 100까지 광범위하다.

8월 15일 목요일
LEADLIGHTS
5:30PM, BELVEDERE PLAZA
Leadlights는 인터랙티브 퍼포먼스와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와 함께 
현대 음악과 고전 음악을 열정적으로 선보이는 NYC 현악 사중주단이다. 뛰어난 
재능을 지닌 Leadlights는 전 세계 콘서트 홀에서 연주한 경험이 있는 독주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드비시와 라벨, 슈베르트, NYC 작곡가 Jessie Montgomery의 
곡을 연주하며 유쾌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매주 목요일의 라이브 음악 
허드슨 강변에서 열리는 배터리파크시티의 프레스코 클래식 음악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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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토요일
GO FISH! (낚시합시다!)
허드슨강 유역의 생명을 기념하는  
배터리파크시티
10AM–1PM, WAGNER PARK
숙련된 낚시꾼들과 함께 캐치-앤-릴리즈 낚
시와 허드슨강의 생명체들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자. 예술 프로젝트와 자연 산
책도 함께 진행된다. 잠깐, 브루클린 출신의 
댄스 파티의 왕, Father Goose가 선사하는 
락과 레게의 선율도 놓치지 말자!

10AM–1PM : 캐치-앤-릴리즈 낚시
11AM : 예술 프로젝트
11AM : 자연 산책
12PM : 패밀리 콘서트 

5월 18일 토요일
SATURDAY FAMILY WORSHOP:
CLASSICAL MUSIC 
(토요 가족 워크숍: 고전 음악)
11AM–12:30PM, ROCKEFELLER PARK
클래식 듀오 Colibri가 이끄는 재미있게 몰입할 수 
있는 이 음악 워크숍에서 노래하고 연주하며 가족 
오케스트라에 동참해보자. 작곡가 Arvo Pärt에 대
해 배우고 그의 작품 Fratres(프라트레스)와 Spiegel 
Im Spiegel(거울 속의 거울)의 몇 악절을 연주해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뮤지션의 멋진 연주로 마무
리된다.

5월 4일 토요일
I LOVE MY PARK DAY(아이 러브 마이 파크 
데이)/ STAR WARS DAY(스타워즈 데이)
12–5PM, ROCKEFELLER PARK HOUSE
I Love My Park Day는 뉴욕 파크와 역사적인 관광 명
소를 기리고 홍보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열리는 신나는 
행사이다. ‘May the 4th be with you’, 즉 5월 4일 Star 
Wars Day를 맞이하여 넬슨 A. 록펠러 파크에서 스타워
즈 셀카와 은하수 스캐빈저 사냥 모험을 즐길 수 있다.

5월 16일 목요일- 
5월 18일 토요일
HYPE MAN: A BREAK BEAT PLAY 
(하이프맨: 브레이크 비트 플레이)
7PM, ROCKEFELLER PARK
The Flea Theater 에서 보여주는 HYPE MAN: a break 
beat play는 까다로운 인종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
복하고 전국 무대에 진출한 다인종 힙합 그룹의 이야기
이다. 이들이 네트워크 프리미어를 리허설할 때  
밴드 멤버의 동네에서 비극이 발생한다. 거친 대화가 
오가며 쿵쿵 울리는 힙합 비트를 배경으로 이들의 우정
과 집단 윤리 기준이 시험대에 올려진다.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다. 10대와 성인에게 추천한다. 

5월-10월
RAINING POETRY(비오는 날의 시 감상)
시 감상 행사는 비 오는 날에 배터리파크시티 인도와 
산책로에서 진행된다. 올해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시 외에 Auschwitz. Not long ago. Not far away도 들
을 수 있다. 2020년 1월 3일까지 유대인 문화유산 박물
관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방문해보자. 

5월

5월 19일 일요일
THE ART OF NELSON A. ROCKEFELLER PARK 
(넬슨 A. 록펠러 파크 아트 프로그램)
2PM, THE REAL WORLD(더 리얼 월드) 작품 앞!
도시와 허드슨강 공원이 만나는 곳에서 BPC의 공공예술을 감상하고 
토론해보는 것은 멋진 일이다. 현대 미술 사학자인 Dorothea Basile이 생각을 
유도하는 대화를 The Real World 작품 앞에서 시작하여 Pavilion(파빌리온) 
작품으로 이동하고 릴리 풀(Lily Pool)에서 마무리하면, 아일랜드 문학 교수인 
Jon Curley가 현장에 조각된 시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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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6월 28일
MARINE EDUCATION 
CLASSROOM VISITS(해양 수업 교실 방문)
10AM–12PM, WAGNER PARK
3학년 이상의 학생 그룹이라면 바그너파크에서 캐치-
앤-릴리즈 낚시를 경험하고 허드슨강의 지질학 및 생태
계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이 행사는 9월과 10월에
도 제공되며, 가을 방문 신청은 8월 1일부터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marine.ed@bpca.ny.gov로 이메일을 
전송하여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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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 금요일
SWEDISH MIDSUMMER FESTIVAL(스웨덴 하지 축제)
5–8PM, WAGNER PARK
하지를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보자. Barnklubben Elsa Rix로부터 스웨덴 전통 포크 
댄스를 배울 수 있고 미드서머 폴을 중심으로 흥겹게 춤을 줄 수 있다. 스웨덴에서 하지에 
활짝 피는 꽃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화한을 만들고, 퍼레이드와 어린이들을 위한 게임, 스웨덴 
요리를 즐길 수 있다. Paul Dahlin과 미니애폴리스에서 온 American Swedish Institute의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전통 음악을 연주한다. 스칸디나비아 민속학자인 Ross Sutter가 춤을 
설명한다.
Swedish Midsummer Festival은 뉴욕 주재 스웨덴 총영사관에서 공동으로 후원한다.

6월 15일 토요일
SILENT DISCO PRIDE PARTY 
(사일런트 디스코 프라이드 파티)
7–10PM, WAGNER PARK
뉴욕시에서 World Pride Month(세계 성소수자 인권
의 달)를 맞이하여 QuietEvents(콰이어트 이벤트)의 
프라이드 DJ가 함께하는 사일런트 디스코 댄스 파티
에 참여해보자. 환상적인 일몰 풍경과 자유의 여신상
을 배경으로 불이 들어오는 헤드폰을 통해 울리는 멋
진 박자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다. 친구들이 LGBTQI+ 
커뮤니티 서비스에 관해 공유하는 정보를 확인하고, 
특별한 밤을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깜짝 이벤트를 기
대해볼 수 있다. 헤드폰은 무료이며, 행사 참여비는 
선불이다.

6월 15일 토요일
SUNRISE SUNSET - REVOLUTION 
(선라이즈 선셋 - 레볼루션)
7–10PM, PIER A PLAZA
피어 A 플라자에 무지개를 만드는 수천 개의 
프리즘으로 이루어진 임시 설치 작품을 만든 예술가 
Autumn Ewalt와 Dharmesh Patel을 만나본다. 
성소수자 인권을 기념하는 양방향 무지개 예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6월 18일-19일 
화요일-수요일
RIVER TO RIVER FESTIVAL 
(리버 투 리버 페스티벌)
프리미어 공연: time is forever dividing 
itself toward innumerable futures 
(셀 수 없이 많은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 
Pam Tanowitz와 Sara Mearns의 작품

7:30PM, ROCKEFELLER PARK
장소 특정적인 이 공연에서 고전 발레와 현대 
무용, 자연과 인위적인 것, 과거와 현재 사이의 
긴장 관계를 엿볼 수 있다. Ted Hearne의 프렌치 
호른으로 연주되는 원곡에 맞춰 New York City 
Ballet과 Pam Tanowitz Dance의 무용수들이 
춤을 춘다. 제18회 River to River Festival을 
기념하기 위해 Lower Manhattan Cultural 
Council과 배터리파크시티가 공동으로 이 
공연을 마련했다. 자세한 정보는 www.lmcc.net
을 방문한다.

6월 27일 목요일
BATTERY PARK CITY COMMUNITY FIELD DAY 
(배터리파크시티 커뮤니티 필드 데이)
10AM–1PM, ROCKEFELLER PARK
여름 방학이 찾아왔으니, 록펠러 파크에서 커뮤니티 필드 데이를 즐겨보자. 농구 코트로 
달려가 뉴욕시의 Harlem Wizards가 선보이는 묘기를 감상해보자.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라이브 DJ의 비트를 느긋하게 즐길 수 있다. 포테이토 칩 경주, 계주, 줄다리기 같은 전통적인 
운동회 경기에 참여해보자. 상품이 달려 있는 페이스 페인팅, 커다란 잔디밭에서 즐기는 게임, 
물놀이, BPC 큰 바퀴 굴리기도 놓칠 수 없다.

6월
6월 1일 토요일
RETRO FREESTYLE & TEEN DANCE 
(복고풍 프리스타일 및 청소년 댄스) 
쇼케이스
6:30–8PM, ESPLANADE PLAZA
Brooklyn Dance Festival(브루클린 댄스 페스티벌)
은 뉴욕시에 있는 댄스 단체, 새로운 예술가, 청소년 
앙상블을 지원하고 육성하며 이들을 위한 무대를 제
공한다. 역동적인 청소년 댄스 그룹의 공연을 감상하
고, 춤 동작 워크숍에 참여하여 과거에 유행한 스쿨 댄
스 동작과 요즘 유행하는 동작을 배워보자. 이후에는 
80년대와 90년대 인기곡에 맞춰 프리스타일로  
추는 댄스 파티의 재미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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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일요일
JUNETEENTH CELEBRATION 
(준틴스 축제)
2–4PM, PIER A PLAZA
텍사스 론 스타와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스타버스트가 있는 준틴스 깃발을 만든다. 
Federation of Black Cowboys(흑인 카우보이 
연합)에 관해 들어보고 이들의 말도 타본다. 
African Burial Ground National Monument 
(국립아프리칸매장지모뉴먼트)관계자가 식민 
시대 뉴욕에서 노예로 살았던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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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월 21일 일요일
NY LAUGHS: LAUGHTER  
IN THE PARK(공원의 웃음소리)
2PM, ROCKEFELLER PARK
뉴욕시 공공장소에서 라이브 스탠드업 
코미디를 공연하는 비영리 단체인 NY Laughs
는 Trevor Noah가 진행하는 The Daily Show  
(더 데일리 쇼)에 출연하는 유쾌한 Roy Wood 
Jr.를 BPC의 Laughter in the Park 시리즈에 
초청한다. 웃음은 삶을 풍요롭게 해주며,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준다.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이 코미디 행사에서 다른 뉴욕 
시민들과 큰 소리로 웃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8월
7월 27일 토요일
FAMILY DANCE: TARANTELLA 
(가족 댄스: 타란텔라)
6:30–8PM, ESPLANADE PLAZA
보스턴 앙상블 Newpoli와 함께 이탈리아 남부 
타란텔라와 피치카를 탐험해보자! 지중해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전통 음악과 클래식을 
황홀하게 아우르는 연주의 매력에 빠질 것이다. 
롱스커트를 입고 스카프를 흔들며 이탈리아 
마을 여름 축제로 단숨에 떠나게 된다.

8월 11일 일요일– 
8월 16일 토요일
BATTERY DANCE FESTIVAL 
(배터리 댄스 페스티벌)
7–9PM, WAGNER PARK
Battery Dance가 뉴욕시에서 가장 오래된 대중 
댄스 페스티벌 38주년을 축하한다. 신나는 국내 및 
해외 댄스 단체들이 아름다운 뉴욕시를 배경으로 
6일 동안 즐거운 축제를 벌인다. 자세한 내용은 
batterydance.org/battery-dance-festiv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월 27일 토요일
SATURDAY FAMILY WORKSHOP: 
AFRICAN DRUMMING & DANCE 
(토요 가족 워크숍: 아프리카 드럼 연주
와 댄스) 
11AM–12:30PM, ROCKEFELLER PARK
Sankofa를 만든 Maxwell Kofi Donkor가 
진행하는 열정적이고 즐거운 공연 워크숍에서 
드럼 연주와 서아프리카의 리듬과 사운드에 맞춰 
율동을 따라해볼 수 있다. 드럼은 제공된다.

8월 24일 토요일
FAMILY DANCE: AFRO–SOCA 
(가족 댄스: 아프로 소카)
6:30–8PM, ESPLANADE PLAZA
수상 경력이 있는 댄서이자 안무가인 Kwabena Safo-Agyekum이 열정 가득한 
아프로 소카를 보여준다. 이 화려하고 리드미컬한 공연은 중앙 아프리카의 율동과 
카리브해 전통 댄스가 결합된 소카 음악과 댄스, 댄스홀과 아프로 비트, 힙합이 
융합되어 있다. 2019년 소카 연주 목록에 있는 카니발 클래식과 인기 곡을 라이브로 
즐길 수 있다.

8월 24일 토요일
SATURDAY FAMILY WORKSHOP: 
COLORS & RHYTHMS OF INDIA 
(토요 가족 워크숍: 인도의 컬러와 리듬)
11AM–12:30PM, ROCKEFELLER PARK
2018년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아티스트인 Falu가 
진행하는 양방향 워크숍에서 인도의 강렬한 문화, 
미술, 음악 세계에 푹 빠져보자. 인도의 색감과 전통
적인 컬러, 언어를 탐험하고, 인도의 음악 솔페주와 
리듬을 배울 수 있다. 음악 공연은 오전 11시 45분
에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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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토요일
TIME:SPANS FESTIVAL 
(타임:스펜스 페스티벌) 
7–8PM, WAGNER PARK
TIME:SPANS는 21세기 음악을 기리는 연례 
축제이다. BPC가 이 축제의 시작일에 이스라엘 
Ensemble Nikel이 연주하는 Klaus Lang의 
Bright Darkness(빛나는 어둠) 공연을 주관한다. 
관객과 뮤지션은 실제로 음악의 여정에 
들어가는 서라운드 사운드 공연에서 몰입감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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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 
5월 6일-10월 28일
MORNING MEDITATION(아침 명상)
9:45–10:15AM, 6 RIVER TERRACE
마음의 안정을 취하면서 아침을 맞이하자. 원초
음 명상은 혈압 낮춤, 스트레스 완화, 면역 체계 
강화 등의 효과가 있다. 
5월 27일, 9월 2일, 10월 14일에는 프로그램이 
없다. 

5월 6일 및 5월 13일 월요일
MEET ME IN THE KITCHEN: BLUE ZONES* 
(나를 위한 부엌: 블루 존)
2–3:15PM, ASPHALT GREEN, 212 NORTH END AVE.
블루 존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평균보다 오래 사는, 특히 100세가 넘은 사람이 
많은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의 공통점을 알아보고 블루 존 이론, 기술, 기법을 일상 
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매주 화요일 
5월 7일-10월 29일
SENIOR DROP–IN(노년층 커뮤니티)
1–5PM, 200 RECTOR ST.
커뮤니티 룸에 들러 BPC 지역의 어르신들과 대화
를 나누며 지역 소식을 듣고 카드 게임과 보드 게
임을 즐길 수 있다. 이웃들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
도 사귈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로 문의: 
200rector@bpca.ny.gov

매주 월요일 
5월 6일-10월 28일
SENIOR GROUP EXERCISE 
(노년층 대상 단체 운동)
10:30–11:45AM, 6 RIVER TERRACE
강사를 따라하는 리드미컬한 동작, 에어로빅, 균
형 잡기, 협조 운동, 근육 운동 등이 준비되어 있
다. 이 시간에 재미있고 활기차게 몸을 단련할 
수 있다. 
5월 27일, 9월 2일, 10월 14일에는 프로그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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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5월 03일-6월 28일
SUNSET SINGING CIRCLE 
(선셋 싱잉 서클)
7–8:30PM, SOUTH COVE
뉴욕 항구의 아름다운 일몰을 배경으로 매주 싱어송 
라이터인 Terre Roche가 노래 부르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부드러운 멜로디와 쉬운 
하모니로 초보자나 실력자 모두 즐길 수 있다. 
5월24일과 6월 21일에는 프로그램이 없다. 

매주 금요일 
7월 12일-8월 23일
SUNSET JAM ON THE HUDSON 
(허드슨 선셋 잼 공연)
6:30–8PM, WAGNER PARK
이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이 리듬과 그루브
로 가득해진다. 전문 드러머들의 리듬에 따라, 아프
리카의 전통적인 드럼 기법의 강렬한 비트를 경험할 
수 있다. 드럼이 제공되며, 춤도 즐길 수 있다!  
8월 16일에는 프로그램이 없다.
 

매주 수요일 
5월 1일-9월 25일
SUNSET YOGA(선셋 요가)
6–7PM, WAGNER PARK
나마스테! 실외 요가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자. 평화로운 허드슨강
의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명상의 환경에 빠져보자. 편안한 환경에서 강
사가 알려주는 움직임과 포즈를 통해 경직된 몸과 마음을 강화시킬 수 
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매트가 선착순으로 제공되므로 본인의 
매트를 가져오는 것이 좋다. 8월 14일에는 프로그램이 없다.

매주 목요일 
5월 2일-9월 26일
SUNRISE YOGA(선라이즈 요가)
8–9AM, ROCKEFELLER PARK
매일 아침 야외 요가 수업으로 몸의 자세를 바로 
잡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해보자. 강사들이 자
세를 교정하고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강화하는 
동작을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매트가 선착순으로 제공되므로 본인의 매
트를 가져오는 것이 좋다.
7월 4일에는 프로그램이 없다.

* 등록 필수, 전화: 212-267-9700 또는 이메일: registration@bpca.ny.gov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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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 
5월 20일-6월 10일 
MEET ME IN THE KITCHEN:  
HOT TOPICS IN NUTRITION(나를 
위한 부엌: 영양에 관한 뜨거운 주제)
2–3:30PM, ASPHALT GREEN
212 NORTH END AVE.
각종 필수 다이어트에서 필수 수퍼푸드까지, 
해마다 영양에 관한 새로운 트렌드와 주제가 
등장한다. 세 파트로 구성된 이 시리즈에서는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을 
다루며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정리하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법을 배운다.  
5월 27일에는 프로그램이 없다. 

매주 화요일 
5월 7일-10월 29일
ZUMBA JUMPSTART 
(줌바 점프 스타트)
10:30–11:45AM, 6 RIVER TERRACE
경쾌한 라틴 음악의 살사, 메렝게, 힙합 등에 
맞춰 피트니스 댄스 파티를 즐겨보자. 열정적인 
지도를 통해 새로운 스텝을 매주 배울 수 있는 
커뮤니티가 형성된다. 친구들도 데려와 건강과 
즐거움을 생각하는 댄스 커뮤니티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다.

매주 화요일 
5월 7일-6월 25일
BLITZ CHESS(블리츠 체스)
12:30–1:30PM, ROCKEFELLER PARK HOUSE
점심시간에 들러 가볍게 체스를 둘 수 있는 프로그램
이다. 사실 단순한 체스가 아니라 블리츠 체스다. 블
리츠 체스는 각자 5분 안에 두어야 하는 속도감 있는 
체스이다. 빠르면서 몰입감이 높고 재미도 있다.  

매주 금요일 
5월3일-10월25일
TAI CHI(태극권)
8:30–9:30AM, ESPLANADE PLAZA
부드러운 운동을 통해 균형, 근육, 집중력을 
개선해보자. 강이 만들어내는 풍경과 소리로, 
흐름을 강조한 고대 자세에 적합한 고요한 
배경이 조성된다. 남녀노소 불문의 이상적인 
선택이다.  
5월 24일, 8월 30일, 10월 11일에는 프로그램이 
없다.

매주 수요일  
5월 1일-6월 26일
BATTERY PARK CITY ADULT CHORUS 
(배터리파크시티 성인 합창단)
1–2PM, 6 RIVER TERRACE
Church Street School of Music에서 운영하는 합창
단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모두를 환영한다. 현대 
 및 클래식 노래들을 배우고 여러 연중 커뮤니티 행
사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매주 수요일 
5월 1일-10월 30일
ELEMENTS OF NATURE DRAWING 
(자연화의 요소)
11AM–1PM, WAGNER PARK
허드슨강과 뉴욕항의 아름다운 자태에서 그림
의 영감을 얻어보자.
꽃으로 가득 채워져 계절별로 새로운 색을 입는 
바그너파크의 정원에서 자신의 작품을 대담하
게 완성시켜보자. 예술가/강사가 아이디어와 지
침을 제공한다. 준비물 제공됨. 

매주 토요일 
5월 4일-10월 26일
DRAWING IN THE PARK 
(공원에서 그림 그리기)
10AM–12PM, WAGNER PARK 
수채물감, 파스텔, 분필, 차콜 등을 
사용하여 허드슨강과 사우스 코브의 
특유의 지형이 만들어내는 마법을 
캔버스에 담아보자. 예술가/강사가 다양한 
실력의 참가자들에게 진행 지침과 평론을 
제공한다. 준비물 제공됨.  
5월 25일, 8월 31일, 10월 12일에는 
프로그램이 없다.

매주 수요일  
5월 1일-10월 30일
FIGURE AL FRESCO 
(피규어 알 프레스코)
2:30–4:30PM, SOUTH COVE
인체를 그려 자신의 예술적 능력을 확인해보자. 
모델은 참가자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매주 
긴 포즈와 짧은 포즈를 취한다. 예술가/강사가 
건설적인 제안과 평론을 제공할 것이다. 준비
물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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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7월 10일-8월 28일
PICKLEBALL(피클볼)
9:30–10:30AM, ESPLANADE PLAZA
배드민턴과 테니스를 합친 이 새로운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며, 뇌 
기능을 강화한다. BPCA 직원 및 다른 성인들과 
함께 피클볼 시합을 해보자. 장비는 제공되며,  
초보자도 환영한다. 

Daydreaming(백일몽) , Beata Szpura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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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 
5월 7일-8월 27일
DROP-IN CHESS(드롭인 체스)
3:30–5PM, ROCKEFELLER PARK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서 인기 있는 전략 
게임을 해본다. 체스는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전략 계획 능력을 높여주며 재미도 
있다. 5세 이상(성인도 환영). 

매주 수요일 
5월 1일-10월 30일
WEDNESDAYS IN TEARDROP 
(티어드롭의 수요일)
3:30–5PM, TEARDROP PARK 
티어드롭파크를 탐험하면서 즐거운 놀이와 창의
적인 예술을 만들어보자. 예술가/강사들이 찰흙, 
콜라주, 회화 등 여러 가지 개인 및 그룹 프로젝트
를 운영한다. 준비물 제공됨. 지저분해질 것에 대
비하자! 5세 이상. 

매주 화요일 
5월 7일-10월 29일
GARDENING CLUB*(가드닝 클럽)
4–5PM, ROCKEFELLER CHILDREN’S 
GARDEN, 사이클당 $120
사이클 A: 5월 7일-6월 25일
사이클 B: 7월 2일-8월 27일
사이클 C: 9월 3일-10월 29일
꽃, 야채, 허브 심기, 물주기, 잡초 뽑기, 퇴비 뿌
리기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껴보자. 배터리파크
시티의 친환경 활동을 직접 배울 수도 있다. 3~4
세 한정. 

매주 화요일 
5월 7일-10월 29일 
CHILDREN’S SOCCER(어린이 축구)
5–7세 : 3:30–4:15PM 
8–11세 : 4:30–5:15PM
ROCKEFELLER PARK
축구와 함께 오후를 시작해보자! 드리블, 패스, 
슛의 기본과 전반적인 기술을 배운다. 경기에 
참여하여 균형 감각, 협동심, 움직임, 인식에 
집중하고 훈련에 임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다. 운동화 필수.
 

매주 월요일 
5월 6일-10월 28일
CHILDREN’S BASKETBALL 
(어린이 농구)
5~6세 : 3:30–4:15PM 
7세 이상 : 4:30–5:15PM
ROCKEFELLER PARK
협동심과 균형 감각을 배우고 드리블과 점
프슛을 연습하며 경기에 임하자! 높이 조절 
가능 농구대는 어린이들의 다양한 신체 조
건에 맞출 수 있으며, 즐거운 경기와 훈련 프
로그램을 통해 기술 향상을 꾀할 수도 있다. 
운동화 필수.
5월 27일, 9월 2일, 10월 14일에는 
프로그램이 없다. 

매주 월요일 
5월 6일-6월 17일
BIRD WATCHING CLUB: 
SPRING SESSION* 
(조류 관찰 클럽: 봄 세션)
4–5:30PM, 6 RIVER TERRACE
6회 세션, $90
참가자들은 배터리파크시티의 텃새들과 
북쪽으로 가는 중에 잠시 들리는 철새들에 
대해서 배운다. 조류 관찰은 아이들의 
관찰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이며, 동시에 아이들이 이 놀라운 
생명체들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하다. 깜짝 프로젝트로 인해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다. 봄과 가을에 
열리며, 1학년-3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5월 27일에는 프로그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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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목요일 
5월 2일-10월 31일
ART+GAMES(예술+게임)
3:30–5PM, ROCKEFELLER PARK
내면의 예술가를 깨워보자! 다른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활동에 참여해보자. 자신의 작품을 완성한 
후 술래잡기, 실리 레이스 등의 놀이를 통해 쌓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도 있다. 5세 이상. 7월 4일에는 
프로그램이 없다.

* 등록 필수, 전화: 212-267-9700 또는 이메일: registration@bpca.ny.gov * 등록 필수, 전화: 212-267-9700 또는 이메일: registration@bpca.ny.gov

월요일-금요일 
7월 8일-7월 26일 
TEEN ART EXPERIENCE* 
(10대들의 미술 체험)
10AM–4PM, 6 RIVER TERRACE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BPC에만 있는 독특한 도시 
풍경을 다니며 BPC의 공원, 정원, 세계적 수준의 공
공 예술 설치물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만들어본
다. 지역 박물관과 기관을 방문하며 새로운 관점도 
배운다. 전문 화가들이 실내와 실외에서 진행되는 
소묘, 색칠하기, 세라믹 조각, 판화 제작을 가르친
다. 함께 그룹 작품을 만들거나 개별 작품을 만들어 
미술품 전시회에 출품하게 된다. 6-10학년 대상.
3주 $600, 주당 $225. 
재료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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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 
5월 7일-10월 29일
YOUNG SPROUTS GARDENING 
(새싹 가드닝)
3:15–3:45PM, NORTH LAWN 
ROCKEFELLER PARK 
성인을 동반한 3~5세의 어린이들에게 유기
농 가드닝을 소개하는 시간이다. 장소가 한정
되어 있다. 

매주 화요일 
5월 7일-10월 29일 
SOCCER FOR PRESCHOOLERS 
(유치원생 축구 교실)
2:45–3:15PM, ROCKEFELLER PARK
몸을 움직일 시간! 다리를 움직여 공을 차고 달리며 
축구의 기본에 대해 배워보자. 운동화 필수.  
3~4세 한정.

매주 월요일 

5월 6일-10월 28일 
BASKETBALL FOR PRESCHOOLERS 
(미취학 아동 대상 농구 수업)
2:45–3:15PM, ROCKEFELLER PARK
꼬마 친구들 모두 소집! 재미에 중점을 두고 
드리블과 패스 같은 농구의 기본을 배운다. 
운동화 필수. 3~4세 한정. 5월 27일, 9월 2일,  
10월 14일에는 프로그램이 없다.

매주 목요일 
5월 2일-10월 31일
PRESCHOOL ART(유치원 예술) 
10:30AM–12PM, 
ROCKEFELLER PARK HOUSE
종이, 찰흙, 물감, 재활용품 등을 받은 
어린 예술가들은 창의력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작품을 만들어낸다. 나이에 맞는 
프로젝트들을 강사/예술가가 기획한다. 
준비물 제공됨.  
지저분해질 것에 대비하자! 7월 4일에는 
프로그램이 없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5월 1일-10월 30일
PRESCHOOL PLAY(유치원 놀이) 
10–11:30AM, WAGNER PARK
놀이는 어린이의 초기 성장이 큰 영향을 미친다. 
다른 아이들, 부모, 보모와 만나 잔디밭에서 즐
거운 놀이를 즐겨보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
고,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놀이 장비와 장난감
이 제공되며, 물놀이도 준비되어 있다!
5월 27일, 9월 2일, 10월 14일에는 프로그램이 
없다.

매주 수요일 
5월 1일-5월 29일
KINDIE ROCK AT PRESCHOOL PLAY 
(유치원 놀이의 킨디 락)
10:45AM, WAGNER PARK
훌륭한 이야기 및 노래 전문가들과 함께 굉장한 
이야기와 노래 시간을 갖는다.

매주 월요일 
5월 6일-6월 24일
PARENT & BABY YOGA* 
(부모와 아기 요가) 
6 RIVER TERRACE
무료 프로그램 : 장소가 
한정되어 있어 등록이 필수이다.
세션 1 : 1–2:15PM
세션 2 : 2:30–3:45PM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요가를 즐기며 
부모와 신생아부터 걷기 전 유아에게 맞는 
특별한 자세와 운동을 배울 수 있다.  
5월 27일에는 프로그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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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필수, 전화: 212-267-9700 또는 이메일: registration@bpca.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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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IVER TERRACE 
6 리버 테라스는 파티, 미팅, 지역사회 행사, 가족 모임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커뮤니티 공간이다.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2,000제곱피
트의 면적에 지상 접근로와 350제곱피트의 창문을 통해 자연 햇살과 더불어 허드
슨강의 전경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시간 이벤트를 위한 렌트 비용은 $600에서 시작하며, 행사 전 준비 및 정리를 위
해 행사 전후 1시간씩이 렌트 시간에 포함된다.

렌트 계약은 필수이며, 렌트 신청은 원하는 렌트 날짜에서 최소 1달 전에 접수해야 
한다.

투어, 예약, 기타 문의 -  
전화: 212-267-9700, 내선번호 9363 또는 이메일: 6riverterrace@bpca.ny.gov

BPC 축구장
7월 1일-8월 31일
월요일–금요일, 8AM-9PM
토요일과 일요일, 9AM-9PM
Murray와 Warren Streets 사이 West Street에 위치
한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이곳에서는 소프트볼, 
발야구, 얼티밋 프리스비, 라크로스, 미식축구, 축구 
등의 구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볼 필드 회원권은  
www.bpca.ny.gov/apply/permits에서 신청한다.

7월 1일-8월 31일
월요일-금요일, 3–9PM
토요일과 일요일, 10AM–6PM
커뮤니티 센터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수영, 피트니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다.

연회원권
성인(18세 이상)  $199
배터리파크시티 거주자 $179
어린이, 노인(62세 이상), 군인  $79
배터리파크시티 거주  
어린이, 노인, 군인 $59

회원 전용 무료 수업
남녀노소 불문 수영 레슨, 카디오 수영,  
토탈 복싱 운동, 하타 요가, 태극권, 배드
민턴, 바운스 핏 카디오, 댄스 등.

자세한 사항은 커뮤니티 센터(345 Chambers 
Street, www.bpca.ny.gov) 또는 이메일 
(communitycenter@bpca.ny.gov)로 문의

일일권 
성인  $15 
어린이, 노인, 군인 및  
배터리파크시티 거주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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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C 1 WTC Memorial

6 River TerracePoets House
Asphalt Green

Irish Hunger Memorial

North Cove South Cove
Pier A

Robert F. Wagner, Jr. Park

Museum of Jewish Heritage
BPC Parks Office 
75 Battery Place

Kowsky Plaza

Esplanade Plaza

Rector Park West

Rector Park East

West Thames Park
West Thames 
Street Dog RunPolice Memorial

Sirius Dog Run 
at Kowsky Plaza

Waterfront Plaza at 
Brookfield Place

윈터 가든

BPC 축구장

The Terrace

North Esplanade

CCSHS
Community Center at
Stuyvesant High School

Nelson A. 
Rockefeller Park

Teardrop Park

Teardrop 
Park 
South BPC Ambassador Command Center

212 945-7233 (SAFE) & Community 
Room 200 Rector Place 

Rockefeller 
Park House

N. End Ave 
Island Dog Run

화장실

예술품

음식물 쓰레기통

배터리파크시티 지도

킨디 록, Wagner Park가족 댄스, Esplande Plaza스트링즈 온 허드슨, Belvedere Plaza매주 수요일 티어드롭, Teardrop ParkBPC 커뮤니티 필드 데이, Rockefeller Park가드닝 클럽, Children’s Garden, Rockefeller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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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Battery Place
New York, NY 10280
212 267-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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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bpca.ny.gov
       facebook.com/batteryparkcityparks 
       twitter.com/bpca_ny
       instagram.com/bpcparks

www.bpca.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