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2022

1월 이벤트

일요일, 1월 30일
2022년 연례 미술 전시회
오프닝 행사*

오후 1~3시 6 RIVER TERRACE

모두 오셔서 BPCA 미술 프로그램에서 제작된 작품을
감상하세요. 프로그램을 이끄는 아티스트/교육자인 동료
아티스트들을 만나보세요. 향후 BPCA 미술 프로그램과
이벤트에 대해서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ART ON VIEW*
매주 월요일 및 화요일, 1월 31일~3월 29일,
오후 1~3시 6 RIVER TERRACE (관람 불가일 2/21)
*뉴욕시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nyc.govKeytoNYC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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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son Cattan, Garden View(정원 풍경)

1월 이벤트

월요일, 1월 31일

2022년 연례 가상 미술 전시회

BPCA 미술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만든 작품을 가상 갤러리에서
즐겨보세요. 이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은 6 River Terrace(2페이지
참고)에서 진행되는 미술 전시회 및 Art on View에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BPCA YouTube 채널에서 런칭 날짜에 업로드되는
영상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장치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BPCA YouTube 채널을 확인하세요.

Christine Yost, Pier A(A 부두)

Nai Lee Lum, Untitled(무제)

Mafa Edwards, South Cove(남쪽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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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1월 13일

오전 10시 30분, 39 BATTERY PLACE

콘서트 영상과 코미디가 섞인 Rock ‘n’ Roll High School
(1979, Allan Arkush)은 록밴드 Ramones의 도움으로
교육 시스템에 저항하는 학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등록 필요:
registration@bpca.ny.gov

1월 이벤트

토요일, 1월 08
08일
일

SKYSCRAPER MUSEUM 가족 프로그램:
LIKE IGGY PECK, BECOME YOUR OWN
ARCHITECT(IGGY PECK처럼 직접 건축해보세요)!*
Skyscraper Museum의 가족 프로그램에서 도시 계획, 건조 환경,
지속 가능성 및 회복력 실현 방법에 집중하며 직접 활동해보세요.
프로그램은 무료지만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등록 링크:
https://skyscraper.org/family_programs/

70년대 영화 시리즈: ROCK ‘N’ ROLL HIGH SCHOOL
오후 7시, 가상 프로그램

Skyscraper Museum과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이 함께 지원합니다.

Eventive에서 Rock ’n’ Roll High School을 감상하려면
스마트 장치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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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1월 22
22일
일

가족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 사일런트 댄스파티에서 최고의 스키 뒤풀이
파티 복장을 하고 뽐내보세요. QuietEvents
QuietEvents에서
에서 온 세 명의 라이브 DJ
가 빛나는 헤드폰 속에서 비트를 울리며 여러분을 춤추게 할 것입니다.
헤드폰은 무료로 제공되며 ID가 필요합니다.

오전 10시 30분, 39 BATTERY PLACE

윈터 원더랜드 사일런트 디스코 댄스 파티
오후 6~9시, WAGNER PARK

SKYSCRAPER MUSEUM 가족 프로그램:
PLANNING WITH PERSONALITY(개성
있는 도시 계획)! 만 6세 이상*
Skyscraper Museum의 가족 프로그램에서 도시 계획, 건조 환경,
지속 가능성 및 회복력 실현 방법에 집중하며 직접 활동해보세요.
프로그램은 무료지만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등록 링크:
https://skyscraper.org/family_programs/

1월 이벤트

금요일, 1월 21일
21일

Skyscraper Museum과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이 함께 지원합니다.

스노타임이 왔습니다!
날씨가 좋다면

나와서 눈놀이를 즐겨보세요! 눈사람이나 요새를 만들고, 튜브를
타고, 스노 엔젤을 만들어보세요. 배터리 파크 시티 공원 중 특정
위치에서 진행됩니다.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 스노타임 예보를
확인하세요: instagram.com/bpcparks, facebook.com/
batteryparkcityparks, twitter.com/bpca_ny

*뉴욕시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nyc.govKeytoNYC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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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2월 14일

Harry and Tonto(1974, Paul Mazursky)는 한 70
대 남성이 맨해튼 아파트에서 쫓겨나면서 그의 고양이
Tonto와 나라를 횡단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등록
필요: registration@bpca.ny.gov

사랑만이 필요합니다! 하트 모양 “사랑의 자물쇠”를
만들어 공원 울타리에 걸고 배터리 파크 시티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세요. 모든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음악, 간식, 축제 분위기가
제공됩니다.

2월 이벤트

목요일, 2월 03일

70년대 영화 시리즈: HARRY AND TONTO
오후 7시, 가상 프로그램

Eventive에서 Harry & Tonto를 감상하려면 스마트
장치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등록하세요.

토요일, 2월 05일

SKYSCRAPER MUSEUM 가족 프로그램:
VALENTINES IN THE SKY(도시 속 밸런타인)*
오전 10시 30분, 39 BATTERY PLACE

Skyscraper Museum의 가족 프로그램에서 도시 계획,
건조 환경, 지속 가능성 및 회복력 실현 방법에 집중하며
직접 활동해보세요.
프로그램은 무료지만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등록 링크: https://skyscraper.org/family_programs/
Skyscraper Museum과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이 함께 지원합니다.

목요일, 2월 10일

밸런타인 헌혈 캠페인

오후 12~6시 6 RIVER TERRACE

헌혈로 사랑을 나타내세요! 트라이 스테이트 지역에서
줄어드는 혈액 공급량을 보충하게 도와주세요. 전체
과정은 한 시간도 걸리지 않으며 헌혈로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등록: nyblood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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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자물쇠 밸런타인데이 워크숍

오후 3시~4시 30분, ROCKEFELLER PLAYGROUND

목요일, 2월 22
22일
일

오전 10시 30분, 39 BATTERY PLACE

흑인 역사의 달을 맞아 진행되는 친밀한 싱어송라이터
쇼케이스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 출신 뉴욕시
아티스트들이 찾아옵니다. 이 저녁 행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의견, 사적인 이야기, 음악에 대한 사랑을 나눌 예정입니다.

SKYSCRAPER MUSEUM 가족 프로그램:
UP, UP, UP SKYSCRAPER(마천루를 더 높이)!*
Skyscraper Museum의 가족 프로그램에서 도시 계획, 건조 환경,
지속 가능성 및 회복력 실현 방법에 집중하며 직접 활동해보세요.
프로그램은 무료지만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등록 링크:
https://skyscraper.org/family_programs/

화요일 토크: 사운드 라운지*
오후 7시 6 RIVER TERRACE

2월 이벤트

토요일, 2월 19
19일
일

Skyscraper Museum과
Museum 과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이 함께 지원합니다.

*뉴욕시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nyc.govKeytoNYC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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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
1월 04
04일
일~4월 26
26일
일

매주 금요일,
1월 07
07일
일~4월 29
29일
일

준비 운동부터 마무리 운동까지 다양하고
재미있는 운동으로 전신을 강화하세요. 강사는
에어로빅, 균형 및 조정력 운동, 근력 운동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참가하실 때 물병과 작은
타월을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프로그램 없는
날 1/17 및 2/21

나도 모르게 운동이 됩니다! 따라하기 쉬운 라틴
댄스 안무를 즐기며 균형, 조정력 및 관절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열정 넘치는 지도, 약간의 근력 운동,
큰 재미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참가하실 때 물병과
작은 타월을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명상적 움직임과 가벼운 운동이 접목된
중국 고대 수련법으로 균형, 근력, 집중력을
개선하세요.

겨울 프로그램

매주 월요일,
1월 03
03일
일~4월 25
25일
일
시니어 그룹 운동*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6 RIVER TERRACE

88

*뉴욕시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nyc.govKeytoNYC를 방문하세요.

성인 줌바*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6 RIVER TERRACE

태극권*

오전 8시 30분~9시 30분,
6 RIVER TERRACE

미술 공부 및 탐험*

오후 2~6시 6 RIVER TERRACE

무료 프로그램: 등록이 필요하며 자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메일 REGISTRATION@BPCA.NY.GOV

미술 실력을 키우고 싶은 성인을 대상으로 계획된 이 교실에 등록하세요.
재료는 제공됩니다. 아티스트는 본인이 좋아하는 재료를 가지고 오셔도
좋습니다. 수준에 관계없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 프로그램

매주 수요일
2월 02
02일
일~3월 30
30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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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파크 시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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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C 공원 사무실 75
Battery Place

BPC Ambassador Command Center
212 945-7233(안전) 및 커뮤니티 공간
200 Rector Place

Museum of Jewish Heritage
화장실

설치 미술

퇴비용 쓰레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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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Battery Place
New York, NY 10280
212-267-9700

염소 처리하지 않은 100% 재생 용지이며 콩기름 및 식물성 잉크를 사용했습니다

www.bpca.ny.gov
facebook.com/batteryparkcityparks
twitter.com/bpca_ny
instagram.com/bpcpar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