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
2022



2

3월
 이

벤
트

3월
 이

벤
트

2 3

화요일, 화요일, 33월 월 0101일일
마르디 그라 마르디 그라 PARKHOUSEPARKHOUSE 플로트 플로트
오후 오후 33~~44시, 시, ROCKEFELLERROCKEFELLER  PARKPARK  HOUSEHOUSE
집 근처에서 특별한 “Yardi-Gras”를 경험하세요! BPCA 직원들은 
Rockefeller Park House를 뉴올리언스 스타일 “하우스 플로트”
로 바꾸어 배터리 파크 시티 생물의 다양성을 기념할 예정입니다.  
예술 프로젝트, 음악, 축제 분위기가 제공됩니다.

목요일, 3월 03일
70년대 영화: AN UNMARRIED WOMAN
오후 7시, 가상 프로그램
여성 역사의 달을 맞아 An Unmarried Woman (1978, Paul
Mazursky)을 상영합니다.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사는 한
부유한 여성은 16년간의 결혼 생활이 아픈 상처만 남기고 끝나자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새롭게 자유를 찾아 나섭니다.
등록 필요: registration@bpca.ny.gov

토요일, 3월 12일
야외 학습 및 모험: 도시 동식물 연구가와의 만남
오전 11시, ROCKEFELLER PARK 내 THE REAL WORLD
여성 역사의 달을 기념하여 야외 교육 전문가 Julie Flores와 Marieke Bender
를 만나 Rockefeller Park를 걸으며 자연을 만끽하세요. 이 2인조 여성 팀은
환경 교육, 적극적인 보존에 관한 독특한 시각을 드러내고 자연계를 더 알기 쉽게 
만들어 모두가 위대한 자연을 이해할 수 있게 노력합니다.

목요일, 3월 10일
비하인드 더 신: 배터리 파크 시티에서 공공 예술 다큐멘터리 
제작하기*
오후 1시, 6 RIVER TERRACE(또는 ZOOM 이용)
영화 제작자 겸 에디터 Nick Buffon, 감독 Abby Ehrlich와 함께하세요. 
South Cove, The Real World, The Hurricane Maria Memorial을 
포함하여 1980년대부터 2020년까지 주요 예술 작품에 관한 짧은 형식의
다큐멘터리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아티스트 Mary Miss, Tom Otterness, 
Segundo Cardona, Antonio Martorell과 함께 야외 및 스튜디오에서
촬영했습니다. 등록 필요: registration@bpca.ny.gov

목요일, 3월 24일
예술 담화: 미국의 SALVADOR DALI*
오후 1시, 6 RIVER TERRACE(또는 ZOOM 이용)
초현실주의 화가 Dali는 1934년 처음으로 미국에 오자마자 전시회를
성공시키고 패션 및 주얼리 업계에서 작업했으며 1939년 세계 박람회의 별관을
디자인했습니다. Dali는 Metropolitan Opera뿐 아니라 Hitchcock, Disney, 
Marx Brothers와도 협업했습니다. Dail도 많은 유럽 아티스트처럼 전쟁 중
미국에서 지냈으며 나중에 새로운 모험을 위해 뉴욕시로 돌아왔습니다. 사학자 
Silvia Laudien-Meo가 zoom을 통해 진행합니다. 
등록 필요: registration@bpca.ny.gov

Eventive에서 An Unmarried Woman을 감상하려면 
스마트 장치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등록하세요.

매주 월요일~화요일
2022년 연례 미술 전시회 ART ON VIEW*
오후 1~3시, 3월 01일~3월 29일
모두 오셔서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 미술 프로그램에서 제작된 
작품을 감상하세요.

2022년 연례 가상 미술 전시회
BPCA 미술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만든 작품을 가상 갤러리에서
즐겨보세요. 이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은 6 River Terrace에서 진행되는 
Art on View 및 BPCA YouTube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장치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BPCA YouTube 채널을 확인하세요. 

Jane D. Schwartz, Another Critter(또 다른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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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nyc.govKeytoNYC
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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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nyc.govKeytoNYC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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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4월 02일
토요일 가족 워크숍: S.T.E.A.M. 드림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 ROCKEFELLER PARK
BASKETBALL COURT
아이들은 이 특별한 야외 박람회에서 S.T.E.A.M(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별난 활동 및 Mad Science와 상호작용
가능한 워크숍, DJ Susan Z. Anthony의 음악이 함께합니다.

목요일, 4월 07일
70년대 영화: WAKE IN FRIGHT
오후 7시, 가상 프로그램
Wake in Fright(1971, Ted Kotcheff)는 한 영국 교사가 호주의 작
은 오지 마을에 갇혀 술에 취하고 제정신이 아닌 부랑자들에 의해 망
가지는 이야기입니다. 등록 필요: registration@bpca.ny.gov

Eventive에서 Wake in Fright를 감상하려면 
스마트 장치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등록하세요.

특정 토요일
SKYSCRAPER MUSEUM 가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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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scraper.org/family_programs/
3월 05일  NEXT STOP, NEW YORK CITY

(다음 정류장은 뉴욕시입니다)! 전 연령
3월 19일 SKYSCRAPER 모노폴리. 만 6세 이상.
4월 02일, 4월 16일 차후 프로그램 안내 예정
Skyscraper Museum과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이 함께 지원합니다..

토요일, 4월 30일
시와 함께하는 자연
오후 2시, ROCKEFELLER PARK HOUSE 내 모임
시의 달을 기념하여 시/문학 교수 Jon Curley와 함께하는 진지한 투어에서 
BPC의 녹지가 어떻게 서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지 알아보세요.

목요일, 3월 31일
예술 담화: DANIEL CHESTER FRENCH와
HAMILTON U.S. CUSTOMS HOUSE*
오후 1시, 6 RIVER TERRACE(또는 ZOOM 이용)
과거 U.S. Customs House였던 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은 배터리 파크 근처 브로드웨이 아래쪽에 서
있습니다. 공공 예술 애호가라면 누구나 4대륙을 풍자하는 Daniel
Chester French의 흥미로운 조각상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사학자 Silvia Laudien-Meo가 Zoom을 통해 진행합니다. 등록 필요: 
registration@bpca.ny.gov

토요일, 3월 26일
BPC COOPERSTOWN 캠프
오전 11시~오후 1시, ROCKEFELLER PARK
등록이 필요하며 자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New York Empire Baseball은 제대로 된 준비를 통해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도록 가르치며 야구계 지도 스타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선수의 
기량을 올리는 데 집중하는 기술과 반복 훈련에 대해 배워보세요. 홈런을 
쳐 보세요! 만 6세~10세. 등록 필요: registration@bpca.ny.gov

토요일, 4월 16일
아티스트 담화 및 MILDRED HOWARD 기념 종료:
THE HOUSE THAT WILL NOT PASS FOR ANY COLOR
THAN ITS OWN
오후 4시~6시, BELVEDERE PLAZA
배터리 파크 시티에서 새크라멘토로 돌아가는 설치 예술품 The House 
That Will Not Pass For Any Color Than Its Own에 작별을 고합니다. 
기념 종료 파티에서는 Mildred Howard의 아티스트 담화, Quincy
Troupe의 최신 서적 Duende: Poems, 1966 – Now 시 낭독, 라이브 
음악이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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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토요일, 44월 월 2323일일  
토요일 가족 워크숍: 지구의 날 기념토요일 가족 워크숍: 지구의 날 기념
오전 오전 1111시~오후 시~오후 1212시 시 3030분, 분, ROCKEFELLERROCKEFELLER  PARKPARK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낭비하지 말자는 일본의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낭비하지 말자는 일본의 MottainaiMottainai 실천법을  실천법을 
배워봅니다. 낙엽 예술 디자인을 제작 및 공유하고 배워봅니다. 낙엽 예술 디자인을 제작 및 공유하고 Taiko Masala의 의 
역동적인 라이브 북 연주를 즐겨보세요. 역동적인 라이브 북 연주를 즐겨보세요. 
오전 오전 1111시: 예술 프로젝트시: 예술 프로젝트
오전 오전 1111시 시 4545분: 가족 콘서트 분: 가족 콘서트 

매주 월요일
3월 07일~4월 25일 
시니어 그룹 운동*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6 RIVER TERRACE
준비 운동부터 마무리 운동까지 다양하고 
재미있는 운동으로 전신을 강화하세요. 강사는 
에어로빅, 균형 및 조정력 운동, 근력 운동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3월 01일~4월 26일 
성인 줌바*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6 RIVER TER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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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금요일
3월 04일~4월 29일 
태극권*
오전 8시 30분~9시 30분, 6 RIVER TERRACE
명상적 움직임과 가벼운 운동이 접목된 중국 고대 
수련법으로 근력과 집중력을 개선하세요.

매주 수요일
3월 02일~3월 30일
미술 공부 및 탐험*
오후 2~6시 6 RIVER TERRACE
미술 실력을 키우고 싶은 성인을 대상으로 계획된 이 
교실에 등록하세요. 재료는 제공됩니다. 아티스트는 
본인이 좋아하는 재료를 가지고 오셔도 좋습니다. 등록 
필요: registration@bpca.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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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월 월 1818일일~~44월 월 2424일일
지구 주간 @ 지구 주간 @ BPCBPC
일일 종합 프로그램일일 종합 프로그램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은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은 20222022 지구 주간을 일주일 동안 기념합니다. 가상  지구 주간을 일주일 동안 기념합니다. 가상 
라이브 이벤트에서 배터리 파크 시티의 비료화 처리, 지속 가능성 계획, 지구 라이브 이벤트에서 배터리 파크 시티의 비료화 처리, 지속 가능성 계획, 지구 
친화적 활동에 대해 알아보세요. 소셜 미디어 채널(친화적 활동에 대해 알아보세요. 소셜 미디어 채널(instagraminstagram..combpcparkscombpcparks, , 
facebookfacebook..comcom//batteryparkcityparksbatteryparkcityparks, , twittertwitter..comcom//bpcabpca__nyny)을 매일 )을 매일 
확인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세요. 확인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세요. iNaturalistiNaturalist의 배터리 파크 시티 야생 페이지에 의 배터리 파크 시티 야생 페이지에 
들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벤트 소식을 확인하고, 들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벤트 소식을 확인하고, BPCBPC의 의 
생물 다양성을 추적하는 방법을 다양하고 재밌게 배울 수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추적하는 방법을 다양하고 재밌게 배울 수 있습니다! 
 

화요일, 화요일, 44월 월 1919일일
화요일 토크: 현지 생산 꿀*화요일 토크: 현지 생산 꿀*
오후 오후 66시 시 3030분, 분, 66  RIVERRIVER  TERRACETERRACE
등록이 필요하며 자리에 제한이 있습니다등록이 필요하며 자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현지 생산 꿀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하고 요리 시범을 선보입니다. 현지 생산 꿀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하고 요리 시범을 선보입니다. Institute of  
Culinary  Education의 셰프가 시식을 제공하며 이 자연 감미료를 일상 요리에 의 셰프가 시식을 제공하며 이 자연 감미료를 일상 요리에 
사용하는 팁을 전수할 예정입니다. 참가자가 집에서 사용하는 팁을 전수할 예정입니다. 참가자가 집에서 BPCBPC 꿀을 사용해볼 수  꿀을 사용해볼 수 
있도록 샘플을 제공합니다.있도록 샘플을 제공합니다.
 

목요일, 목요일, 44월 월 2121일일
양봉가와의 만남양봉가와의 만남
오후 오후 11시 시 3030분~분~22시 시 3030분, 분, CHAMBERSCHAMBERS  STREETSTREET  
PLANTERSPLANTERS, , ROCKEFELLERROCKEFELLER  PARKPARK
RockefellerRockefeller  ParkPark의 양봉장에서 의 양봉장에서 Alvéole: The Urban 
Beekeeping Company의 시연과 이야기를 경험하세요. 도시 의 시연과 이야기를 경험하세요. 도시 
양봉의 중요성과 그것이 양봉의 중요성과 그것이 BPCBPC 및 도시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및 도시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에 주는 혜택을 배워보세요. 노력에 주는 혜택을 배워보세요. 

지
구

 주
간

 @
 B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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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금요일, 44월 월 2222일일  
공공 예술 오프닝: 공공 예술 오프닝: SHULISHULI  SADÉSADÉ  BIRDBIRD’’SS--EYEEYE  VIEWVIEW  
TRAVELOGUETRAVELOGUE
오후 오후 55시, 시, BELEVEDEREBELEVEDERE  PLAZAPLAZA
기술 혁신가 겸 비주얼 아티스트 기술 혁신가 겸 비주얼 아티스트 Shuli  Sadé의 증강현실(의 증강현실(ARAR) 미술 ) 미술 
작품 작품 Bird’s-Eye View TravelogueBird’s-Eye View Travelogue를 경험하세요. 이 작품은를 경험하세요. 이 작품은  허드슨강 허드슨강 
하류를 따라 움직이는 조류 및 인간의 이주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에서 하류를 따라 움직이는 조류 및 인간의 이주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기술 가이드가 현장 방문객이 스마트폰으로 새 미술 영감을 받았습니다. 기술 가이드가 현장 방문객이 스마트폰으로 새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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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
3월 15일~4월 12일 
초봄 가드닝
오후 3시~4시, CHILDREN'S GARDEN, ROCKEFELLER PARK
등록이 필요하며 자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Children’s Garden에서 땅을 파고 식물을 심으며 봄을 맞이하세요.
친환경 활동과 비료화를 직접 배워보세요. 자연을 사랑하고 흙이 묻어도 
좋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만 6~10세, 등록 필요: registration@bpca.ny.gov

다가오는 여름 프로그램
7월 11일~7월 29일
십 대의 해양 모험*
오전 9시~오후 1시, 200 RECTOR PLACE
등록이 필요하며 자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뉴욕항의 해양 환경을 탐험하고 싶은 열정적인 십 대 그룹과 함께하세요. 로드 및 릴 
기술을 연습하고 잡았다 풀어주며 낚시의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뉴욕시 근처 해사 
기구를 방문하여 도시 주변의 환경 관리 및 보존 활동에 대해 배워보세요! 그룹으로 
소통하고, 예술품을 만들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지역 수자원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 11~16세 학생. 3주에 $400, $150/주. 재료 포함, 장학금 이용 가능, 현재 등록 
가능, 이메일: registration@bpca.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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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YVESANT HIGH SCHOOL 내 COMMUNITY CENTER 
2022 봄 재개방* 
Community Center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수영, 피트니스를 즐기기에 저렴하며 편리한 시설입니다. 배터리 파크 시티 거주자용 연간 멤버십은 단돈 
$179에 시작합니다. 청소년, 고령자, 현역 군인은 더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www.bpca.ny.gov 방문 또는 communitycenter@bpca.ny.gov 이메일 전송으로 정보 및 최신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nyc.govKeytoNYC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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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Thames
Street 반려견
공원Police Memorial

Kowsky Plaza 내 
Sirius 반려견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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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rricane Maria Memorial

Stuyves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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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ls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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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BPC Ambassador Command Center

212 945-7233(안전) 및 커뮤니티 공간  
200 Rector Place 

Rockefeller 
Park House

N. End Ave Island 
반려견 공원

화장실
설치 미술
퇴비용 쓰레기통

배터리 파크 시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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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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