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
2022



3

목요일, 목요일, 55월 월 0505일일
STRINGSSTRINGS--ONON--HUDSONHUDSON: : VILLALOBOSVILLALOBOS  BROTHERSBROTHERS
오후 오후 66시 시 3030분, 분, BELVEDEREBELVEDERE  PLAZAPLAZA
BPCABPCA은 신코 데 마요를 기념하여 은 신코 데 마요를 기념하여 TheThe  VillalobosVillalobos  BrothersBrothers를 선보입니다. 를 선보입니다. 
오늘날 예술계를 주도하는 컨템포러리 멕시코 앙상블 중 하나인 이 그룹의 오늘날 예술계를 주도하는 컨템포러리 멕시코 앙상블 중 하나인 이 그룹의 
오리지널 작품과 편곡 음악은 자유로운 재즈 및 클래식 음악의 하모니를 통해 오리지널 작품과 편곡 음악은 자유로운 재즈 및 클래식 음악의 하모니를 통해 
멕시코 민속 음악을 기념하며 풍요로움을 더합니다.멕시코 민속 음악을 기념하며 풍요로움을 더합니다.

월요일, 월요일, 55월 월 0202일일
작가 담화: 자신감 있는 소녀들작가 담화: 자신감 있는 소녀들
오후 오후 66시, 시, TEARDROPTEARDROP  PARKPARK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BPCA)은 Asian American Writers’ Workshop
과 협력하여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는 작가 Gina Apostol(Bibliolepsy) , 
Melissa Chadburn(A Tiny Upward Shove)과 함께 독서 및 대화 시간을 
마련합니다. 두 작가가 각자의 작품을 읽고 미신, 민속, 여성성 테마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aaww.org/events에서 참석 여부를 알려주세요.

금요일, 금요일, 55월 월 0606일일
자연으로 회귀: 공공장소의 예술자연으로 회귀: 공공장소의 예술
오후 오후 66시, 시, SOUTHSOUTH  COVECOVE
아티스트 Mary Miss와 Shuli Sadé는 South Cove 및 자연과의 관계에 관해 
논의합니다. Mary Miss, Stanton Eckstut, Susan Child는 South Cove가 예술 
작품이자 공공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South Cove는 Shuli Sadé의 Bird’s Eye 
View를 통해 예술품이자 예술을 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두 아티스트는 작품 
활동 중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화요일, 화요일, 55월 월 0303일일
지속 가능성 산책 투어지속 가능성 산책 투어
오전 오전 1010시, 시, 7575  BATTERYBATTERY  PLACEPLACE
뉴욕시의 Circular City Week를 맞이하여 BPCA 및 TRUE 제로 낭비 인증팀과 
함께 지속 가능성 산책 투어를 해보세요. 배터리 파크 시티의 제로 낭비 활동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투어가 끝난 후 직접 폐기물 감사를 해볼 수 있으니 바로 
떠나지 마세요. 등록 필요: www.eventbrite.com

수요일, 수요일, 55월 월 1111일일
아티스트 담화: 아티스트 담화: ELISEELISE  ENGLERENGLER
오후 오후 66시, 시, 66  RIVERRIVER  TERRACETERRACE
Elise Engler의 책, A Diary of the Plague Year: An Illustrated Chronicle 
of 2020은 2015년 말부터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까지 진행된 일일 
드로잉/페인팅 프로젝트 중 한해를 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맡 라디오에서 
첫 헤드라인을 들으며 그렸던 Engler의 활기차고 친근한 작품은 2020년의 삶이 
어땠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잊어버렸거나 절대 잊지 못할 순간에 질감, 느낌, 
매력까지 더합니다.

5월
 이

벤
트

5월
 이

벤
트

목요일, 5월 12일
GIULIETTA E ROMEO 오페라 워크숍
오후 6시 30분, 6 RIVER TERRACE
6월에 있을 Giulietta e Romeo를 기념하여 누구나 재미있게 상호작용하며 
오페라 지식을 다듬을 수 있는 Teatro Grattacielo의 워크숍이 열립니다. 
오리지널 스토리, 뮤지컬 스타일, 연출 기법, 캐릭터 등 다가오는 공연의 극적, 
음악적 측면에 대해 알아보세요.

토요일, 5월 07일
I LOVE MY PARK DAY(공원 사랑의 날)
오전 11~오후 12시, ROCKEFELLER PARK HOUSE
모든 시민 과학자들은 모여주세요! iNaturalist 무료 앱을 다운로드하여 배터리 
파크 시티에 서식하는 다양한 야생 동물에 관해 배워보세요. 관찰할 때마다 
배터리 파크 시티(BPC)의 생물 다양성을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정보 표에서 확인하세요!

22

금요일, 5월 13일
동심을 자극하는 영화: KIKUJIRO
오후 7시, 6 RIVER TERRACE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Heritage Month를 맞아 BPCA는 
Kikujiro(1999, Takeshi Kitano)를 선보입니다. The Wizard of Oz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에서 한 순수한 소년은 엄마를 찾아 떠납니다. 곧 소년은 성질이 
고약한 남자와 동행하게 되고 둘은 예상치 못한 모험을 겪습니다. 무료 팝콘이 
제공되며 영화 상영 후 토론이 진행됩니다. 
영화는 PG 13 등급입니다.

토요일, 토요일, 55월 월 1414일
SKYSCRAPERSKYSCRAPER  MUSEUMMUSEUM 가족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GREENGREEN  TERRACESTERRACES  ININ  THETHE  SKYSKY!(공중 그린 테라스!)!(공중 그린 테라스!)
오전 10시 30분, 39 BATTERYBATTERY  PLACEPLACE
봄이 오면서 푸른 새싹들이 보입니다! 봄을 맞아 아이들은 고층 빌딩 정원의 
역사와 디자인에 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건축가들은 한 세기 동안 뉴욕 빌딩의 
지붕과 테라스에 조경을 더했습니다! 어린 건축가들은 푸른 고층 빌딩에서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리고 꽃과 나뭇잎으로 디자인을 꾸밀 예정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skyscraper.org에서 참석 여부를 
알려주세요.
Skyscraper Museum과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이 함께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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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5월 26일
막간극: BALLET HISPÁNICO
오후 6시 30분, BELVEDERE PLAZA
춤을 출 시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라틴 댄스 조직 중 하나인 Ballet Hispánico와 
함께하는 라틴 소셜 댄스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전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세션에서는 
살사, 메링게, 아프로큐반, 기타 라틴 댄스를 다루며 몸을 흔들 예정입니다! 

토요일, 5월 21일
낚시하러 갑시다! 
배터리 파크 시티와 함께 HUDSON ESTUARY의  
생물을 기념하세요
오전 10시~오후 1시, WAGNER PARK
잡았다 풀어주며 낚시를 경험하고 허드슨강의 생물에 관해 배워보세요. 잡은 
고기를 관찰하고 식별하게 도와주시면 지역 수질 건강을 감시하는 연구 그룹에 
귀중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당일에는 예술 프로젝트와 자연 산책 
활동도 할 예정입니다. 추가: Suzi Shelton이 출연하는 인기 인터넷 쇼 Sing 
with Suzi의 라이브 공연을 놓치지 마세요. 스페셜 게스트 The Culture Queen
도 함께합니다.
오전 10시~오후 1시: 잡았다 풀어주는 낚시
오전 10시 45분: 예술 프로젝트
오전 11시: 가족 쇼
오후 12시 15분: 자연 산책

수요일, 5월 25일 및 
목요일, 5월 26일
아우슈비츠의 음악: 콘서트 시리즈
오후 7시, MUSEUM OF JEWISH HERITAGE,  
36 BATTERYBATTERY  PLACEPLACE(및 온라인)
University of Michigan School of Music, Theatre, & Dance
와 아우슈비츠의 음악을 함께하세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폴란드 
정치범이자 남성 오케스트라 멤버였던 이들이 편곡한 작품이 
연주됩니다. 지휘자 Oriol Sans가 이끄는 University of Michigan 
오케스트라는 가수들이 아우슈비츠 남성 오케스트라의 전후 증언을 
읊을 때 그 사이사이에 연주할 예정입니다.  
등록 필요: https://mjhnyc.org/current-events/
Museum of Jewish Heritage – A Living Memorial to the Holocaust와 배터리 파크 시티 와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이 함께 지원합니다. 관리청이 함께 지원합니다.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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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토요일, 55월 월 2121일
SKYSCRAPERSKYSCRAPER  MUSEUMMUSEUM 가족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MAYAMAYA  LINLIN: : ARCHITECTARCHITECT  OFOF  LIGHTLIGHT  ANDAND  LINESLINES
오전 10시 30분, 39 BATTERYBATTERY  PLACEPLACE
미국 건축가 겸 조각가 미국 건축가 겸 조각가 MayaMaya  LinLin은 은 WashingtonWashington  DD..CC. . VietnamVietnam  VeteransVeterans  
MemorialMemorial을 디자인하는 대회에 익명으로 참가했다가 우승했습니다. 계속되는 을 디자인하는 대회에 익명으로 참가했다가 우승했습니다. 계속되는 
YoungYoung  ArchitectsArchitects  SeriesSeries에서 에서 JeanneJeanne  WalkerWalker  HarveyHarvey의의 Maya Lin: Artist- Maya Lin: Artist-
Architect of Light and LinesArchitect of Light and Lines를 통해 를 통해 MayaMaya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 후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 후 
직접 콜라주를 만들며 언젠가 디자인하고 싶은 풍경을 상상해보세요. 만 직접 콜라주를 만들며 언젠가 디자인하고 싶은 풍경을 상상해보세요. 만 77세 세 
이상. 이상. skyscraperskyscraper..orgorg에서 참석 여부를 알려주세요.에서 참석 여부를 알려주세요.
Skyscraper Museum과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이 함께 지원합니다.과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이 함께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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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벤
트토요일, 토요일, 66월 월 0404일일  및및  일요일, 일요일, 66월 월 0505일일

GUILETTAGUILETTA  EE  ROMEOROMEO
오후 오후 99시, 시, WAGNERWAGNER  PARKPARK
오페라 역사에서 희귀 보석과 같은 오페라 역사에서 희귀 보석과 같은 TeatroTeatro  GrattacieloGrattacielo가 가 100100주년을 기념하여 배터리 파크 시티에 주년을 기념하여 배터리 파크 시티에 
찾아옵니다. 찾아옵니다. RiccardoRiccardo  ZandonaiZandonai가 작곡한 가 작곡한 Giulietta e RomeoGiulietta e Romeo는 사랑, 열정, 비극의 는 사랑, 열정, 비극의 33막으로 막으로 
구성됩니다. 회사는 진보적이며 멀티미디어 기반으로 오페라를 탐구하기로 유명합니다. 오감에 구성됩니다. 회사는 진보적이며 멀티미디어 기반으로 오페라를 탐구하기로 유명합니다. 오감에 
즐거움을 줍니다!즐거움을 줍니다!

금요일, 6월 10일
동심을 자극하는 영화: SON OF THE WHITE MARE
오후 7시, 6 RIVER TERRACE
헝가리 설화에 기반한 Son of the White Mare(Marcell Jankovics,1981)에서는 
세상을 구하기 위한 장대한 여정이 펼쳐지며, 화려한 색이 소용돌이치고 마구 
뒤섞입니다. 환각을 유발하는 "Yellow Submarine"의 팔레트와 "Fantasia"의 
풍부한 비주얼 스토리텔링을 연상시킵니다. 역사상 최고의 사이키델릭 애니메이션 중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료 팝콘이 제공되며 영화 상영 후 토론이 진행됩니다. 
영화는 PG 13 등급입니다.

수요일, 6월 01일
및 목요일, 6월 02일
J O B : A SIMPLE MAN
오후 7시, MUSEUM OF JEWISH HERITAGE,  
36 BATTERYBATTERY  PLACEPLACE(및 온라인)
강렬한 뮤지컬 드라마 J O B: A Simple Man은 구세계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서 신세계 뉴욕으로 이주하는 한 사람의 여정을 나타낸 
이야기입니다. Rolf Heim이 감독했으며, 수상 경력이 빛나는 덴마크 
배우 Ina-Miriam Rosenbaum가 연기합니다. 오보에 연주자 Henrik 
Goldschmidt, 아코디언의 거장 Anders Singh Vesterdahl도 
함께합니다. 등록 필요: mjhnyc.org/current-events/
Museum of Jewish Heritage – A Living Memorial to the Holocaust와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이 와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이 
함께 지원합니다.함께 지원합니다.

수요일, 6월 08일
BPC 헌혈 캠페인
오후 12~6시, 6 RIVER TER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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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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토요일, 66월 월 0404일일
SKYSCRAPERSKYSCRAPER  MUSEUMMUSEUM 가족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나무의 건축 양식나무의 건축 양식
오전 10시 30분, 39 BATTERYBATTERY  PLACEPLACE(야외 프로그램)
건축가들이 빌딩을 디자인하는 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하지만, 나무는 
오랫동안 환경에 완벽하게 맞는 건축을 스스로 해오고 있습니다. Wagner 
Park를 산책하며 나무가 어떻게 몸통과 가지로 나뭇잎을 지지하고 뿌리로 
강력한 기반을 만드는지 배워보세요. 2학년~5학년에게 권장됩니다. 
Skyscraper Museum과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이 함께 지원합니다.과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이 함께 지원합니다.

특정 목요일 및 금요일
SKYSCRAPER MUSEUM 산책 투어
Skyscraper Museum은 배터리 파크 시티의 92에이커 속 다양한 동네에 집중하는 
하계 대면 산책 투어 시리즈를 개최합니다. 모든 투어에서는 공원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기후 변화 문제를 다루고 수자원의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 계속 진화하는 
계획에 관해 생각해봅니다. 등록 필요: skyscraper.org

66월 월 0909일일  및 및 66월 월 2424일일
남쪽 동네 오후 4시, SKYSCRAPER MUSEUM,  
39 BATTERYBATTERY  PLACEPLACE
박물관의 남쪽 동네인 배터리 파크 시티를 탐험합니다.

77월 월 0707일일  및 및 77월 월 1515일일
상업의 중심 오후 4시,  
BROOKFIELD PLACE 내 WINTER GARDEN
과거에는 World Financial Center였고 현재는 Brookfield Place인 상업 고층 빌딩 
허브를 방문하세요.

77월 월 2828일일  및 및 88월 월 1212일일
북쪽 동네 오후 4시,  
BROOKFIELD PLACE 내 WINTER GARDEN
배터리 파크 시티의 북쪽 동네를 투어합니다. 대부분 2001년 이후에  
"그린 가이드라인"에 맞게 지어진 동네입니다.
Skyscraper Museum과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이 함께 지원합니다.과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이 함께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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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6월 12일~일요일, 6월 26일
비주얼 아트 설치: MUNA MALIK
BELVEDERE PLAZA
배터리 파크 시티에서 장소 특정적 설치 예술을 선보이기 위해 아티스트이자 탐험가인 
Muna Malik이 돌아옵니다. 방문객은 예술품을 직접 느끼고 탐구해볼 수 있습니다.

일요일, 6월 12일 
GREGORY CORBINO
오후 3시, TEARDROP PARK
여러 분야를 오가는 아티스트 Gregory Corbino는 즐겁게 공연하기 위해 재활용 재료로 
만든 인형을 선보이며 순회 쇼인 서커스, 회전목마, 카니발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Bread 
and Puppet Theater의 학생이었던 Gregory는 사회 변화 및 기타 시기적절한 주제의 
테마를 이용하여 전 연령의 시민과 소통합니다.

토요일, 6월 25일
CRAIG HARRIS
오후 4시, ROCKEFELLER PARK
트롬본 연주자 겸 작곡가 Craig Harris는 풍부하고 폭넓은 즉석 연주를 하며 스피리튜얼, 
재즈, 아방가르드, R&B, 힙합에서 영감을 받아 다양한 작품을 만듭니다. Craig는 오랫동안 
Lester Bowie, Sun Ra, Cecil Taylor, David Murray, The Roots 등 수많은 전문가들과 
협업했습니다. 합주단과 함께 더욱 창의적인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Lower Manhattan Cultural Council과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이 함께 지원합니다.과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이 함께 지원합니다.

6월
 이

벤
트

RIVER TO RIVER  축제
LOWER MANHATTAN CULTURAL COUNCIL과 함께하세요
Lower Manhattan Cultural Council(LMCC)은 River To River 축제의 21번째 시즌을 축하하며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과 
공동으로 공연을 주최합니다. 매년 이 축제에서는 배터리 파크 시티 주변 장소 특정적 예술 야외 이벤트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활동과 공연을 통해 호평받는 뉴욕 아티스트 및 지역 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으며 직접 참여할 기회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LMCC.net/R2R을 방문하세요.

일요일, 6월 19일
GOOD TROUBLE: JUNETEENTH 헌사 콘서트
오후 3시, MUSEUM OF JEWISH HERITAGE,  
36 BATTERYBATTERY  PLACEPLACE(및 온라인)
미국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날인 Juneteenth에 Museum of Jewish 
Heritage 및 Knickerbocker Chamber Orchestra와 함께 특별한 
콘서트를 즐기세요.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음악을 선보입니다. KCO 음악 
감독 Gary S. Fagin가 국회의원이자 시민 운동가였던 고 John Lewis
에게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Good Trouble의 세계 초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 필요: mjhnyc.org/current-events/
Museum of Jewish Heritage – A Living Memorial to the Holocaust와 배터리 파크 시티 와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이 함께 지원합니다.관리청이 함께 지원합니다.

토요일, 토요일, 66월 월 1818일
SKYSCRAPERSKYSCRAPER  MUSEUMMUSEUM 가족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JUNETEENTHJUNETEENTH  SKYSCRAPERSKYSCRAPER 요가 요가
오전 10시 30분, 39 BATTERYBATTERY  PLACEPLACE
우리 몸의 움직임을 통해 고층 빌딩을 이해하고 요가를 즐겨보세요! 
Juneteenth에 관하여 배우고 아프리카계 미국 문화가 이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30분짜리 요가 세션에서 마음 챙김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고, 몸의 기반을 느끼고, 몸을 늘려보세요! 박물관 전시품 중 
가장 좋아하는 고층 빌딩에서 영감을 받아 요가 자세를 만들어보세요. 
만 6세 이상. skyscraper.org에서 참석 여부를 알려주세요.
Skyscraper Museum과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이 함께 지원합니다.

토요일, 6월 18일
JUNETEENTH 기념
오후 2시~5시, BELVEDERE PLAZA
음악과 예술로 Juneteenth를 기념하세요! Emancipation Day로도 알려진 
Juneteenth는 1865년 텍사스 갤버스턴에서 유래했으며 미국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직접 말을 타보고 승마술과 Federation of Black 
Cowboys의 역사를 알아보세요. Juneteenth 깃발을 만들어서 가지고 
돌아가세요.

목요일, 6월 16일
사일런트 디스코 프라이드 파티
오후 7~10시, WAGNER PARK
Pride Month를 기념하여 사일런트 디스코 댄스 파티를 엽니다. Gotham 
Cheer 및 QuietEvents의 퀴어 DJ가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해 질 녘과 
자유의 여신상을 배경으로 조명이 빛나는 헤드폰을 쓰고 신나는 비트에 몸을 
맡기세요. 헤드폰은 무료로 제공되며,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6월
 이

벤
트



월요일, 6월 27일
BPCA 커뮤니티 운동회
오후 12~2시, ROCKEFELLER PARK
여름을 기다렸습니다! 점심을 싸고 Rockefeller Park에 가서 여름 
소풍을 시작하세요. 신나는 게임과 음악을 함께 즐겨보세요. 연례 
배터리 파크 시티 줄다리기에 참여하고 Youth Athletes United가 
준비한 상을 노리세요!

오후 12~1시: ROCKEFELLER PARK 소풍
오후 1~2시: 게임

6월
 이

벤
트

6월
 이

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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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금요일, 66월 월 2424일일
스웨덴 하지제스웨덴 하지제
오후 오후 55~~88시, 시, WAGNERWAGNER  PARKPARK
하지를 기념하는 독특한 축제를 즐겨보세요. 미드서머 막대기 주변에서 하지를 기념하는 독특한 축제를 즐겨보세요. 미드서머 막대기 주변에서 
BarnklubbenBarnklubben  ElsaElsa  RixRix와 함께 신나게 춤을 추세요. 스웨덴에서 하지에 와 함께 신나게 춤을 추세요. 스웨덴에서 하지에 
피는 대표 꽃들로 아름다운 화환을 만드세요. 퍼레이드, 어린이 게임, 피는 대표 꽃들로 아름다운 화환을 만드세요. 퍼레이드, 어린이 게임, 
스웨덴 별미를 즐기세요. 스웨덴 별미를 즐기세요. PaulPaul  DahlinDahlin과 미니애폴리스 과 미니애폴리스 AmericanAmerican  
SwedishSwedish  InstituteInstitute의 바이올린 연주자들의 전통 음악이 함께합니다. 의 바이올린 연주자들의 전통 음악이 함께합니다. 
스칸디나비아 민속학자 스칸디나비아 민속학자 RossRoss  SutterSutter가 이끄는 춤도 보실 수 있습니다.가 이끄는 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스웨덴 영사관, 뉴욕,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이 지원합니다.스웨덴 영사관, 뉴욕,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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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과 블루스 
뉴욕항 너머로 지는 해를 보며 세계 최고의 블루스 스타일 음악을 감상하세요 

7월
 이

벤
트 목요일, 7월 07일

NICOLE ATKINS
오후 6시, WAGNER PARK
뉴저지에서 내슈빌을 잇는 강력한 싱어송라이터 Nicole Atkins는 록, 소울, 
사이키델릭 록 음악을 독특한 컨템포러리 사운드로 조합합니다. 최신 발매 
음반인 Memphis Ice에서 Nicole의 완벽한 작곡 실력과 감성을 자극하는 
목소리가 빛을 발합니다.

오후 6시: SUSAN Z. ANTHONY(DJ 세트)
오후 7시: NICOLE ATKINS

목요일, 7월 14일
ELJURI와 CHA WA
오후 6시, WAGNER PARK
세계 최고의 라틴 기타 연주자 중 하나로 인정받는 Eljuri는 장르를 넘나드는 
아티스트로,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난 사운드와 리듬을 작곡과 기타 연주에 
적용합니다. 
중독적인 음악과 황홀한 무대를 선보이는 그래미상 후보 Cha Wa는 멈추지 
않고 그루브를 타게 하는 전통 뉴올리언스 마디 그라 인디언 음악에 펑크와 
소울을 섞은 음악으로, "펑크와 깃털"로 묘사됩니다.

오후 6시: SUSAN Z. ANTHONY(DJ 세트)
오후 6시 30분: ELJURI
오후 7시 30분: CHA WA

7월
 이

벤
트목요일, 7월 28일

CEDRIC BURNSIDE와 MAGGIE ROSE 
오후 6시, WAGNER PARK
오랜 퍼포먼스 경력과 자연의 힘을 표현하는 보컬리스트로서 이름을 
알린 Maggie Rose는 로큰롤, 소울, 포크, 펑크, R&B의 자유로운 조합을 
꿈꿔왔습니다. 
Cedric Burnside는 노스 미시시피 힐 컨트리로 유명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감수성은 Cedric의 작품에서 드러나며 2022년 그래미상을 
받은 I Be Trying에 완벽하게 반영되었습니다. 현대적 감성과 하나가 되는 
중독적 힐 컨트리 그루브를 즐겨보세요.

오후 6시: SUSAN Z. ANTHONY(DJ 세트)
오후 6시 30분: MAGGIE ROSE 
오후 7시 30분: CEDRIC BURNSIDE

목요일, 7월 21일
LADY WRAY
오후 6시, WAGNER PARK
버지니아 출신 아티스트 Nicole Wray는 소울, R&B, 힙합을 치유력 있는 
펑키한 스토리에 접목하여 싱어송라이터의 유능함을 뽐냅니다.

오후 6시: SUSAN Z. ANTHONY(DJ 세트)
오후 7시: LADY W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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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8월 11일
막간극: LADAMA
오후 6시 30분, BELVEDERE PLAZA
LADAMA는 여러 대륙과 언어를 거쳐 탄생한 사운드에 전통적, 비전통적 
연주법을 합칩니다. 역동적인 네 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이 그룹은 신선한 
판아메리칸 리듬을 차용해 마음을 사로잡는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며, 라틴 
얼터너티브 음악계에서 떠오르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수요일, 8월 10일
하계 헌혈 캠페인
오후 12~6시, 6 RIVER TERRACE
트라이 스테이트 지역에서 줄어드는 혈액 공급량을 보충하게 도와주세요. 
전체 과정은 한 시간도 걸리지 않으며 헌혈로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등록: nybloodcenter.org 

토요일, 8월 06일
커뮤니티 댄스: 도시 전체 댄스파티
오후 6시 30분, ESPLANADE PLAZA
단 하루, 다섯 개 자치구 전체에 있는 협력사의 장소에서 수천 명의 뉴욕 
주민이 춤을 추며 커다란 기쁨을 맛볼 예정입니다. 댄서 Dash Perry
와 공연단이 시그니처 동작을 가르쳐줍니다. DJ Susan Z Anthony도 
함께합니다. BPC로 나와 야외 댄스파티를 즐기세요. 다같이 춤을 춥시다!

7월
 이

벤
트

8월
 이

벤
트

토요일, 7월 23일
커뮤니티 댄스: 쿰비아 
오후 6시 30분, ESPLANADE PLAZA
아프리카 콜롬비아 뮤지컬 앙상블 Rebolu의 에너지와 쾌활함을 
경험하세요! 강사가 주도하는 워크숍에서 쿰비아, 푸야, 마팔레, 벨레렝게의 
전통적 스텝을 배워보세요. 그 후 라이브 공연 중에 직접 춤을 춰보세요.

토요일, 토요일, 77월 월 0909일
SKYSCRAPERSKYSCRAPER  MUSUEMMUSUEM 가족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MAKINGMAKING  STRUCTURESSTRUCTURES  STRONGSTRONG: : THETHE  SIGNIFICANCESIGNIFICANCE  
OFOF  DOMESDOMES(단단한 건축물 만들기: 돔의 중요성)(단단한 건축물 만들기: 돔의 중요성)
오전 10시 30분, 39 BATTERYBATTERY  PLACEPLACE
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한 적 있나요? 워싱턴 국회의사당의 돔이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배워보세요. 그 후에는 협동 작업으로 신문과 
테이프를 사용해 돔을 만들어보세요! 만 6세 이상. 참석 여부를 알려주세요.
Skyscraper Museum과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이 함께 지원합니다.과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이 함께 지원합니다.

토요일, 토요일, 77월 월 1616일
토요일 가족 워크숍: 토요일 가족 워크숍: CITYCITY  OFOF  WATERWATER  DAYDAY
오전 오전 1111시, 시, ROCKEFELLERROCKEFELLER  PARKPARK
City of Water Day는 Waterfront Alliance와 그 파트너가 함께 조직하고 항구 
전체에서 진행하는 무료 행사로, 시민들은 강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환경 관리 정신에 관해 배우기 좋은 허드슨강 쪽 장소에서 함께하고 자연 
산책에도 참여하세요. 마지막에는 협동 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주 월요일~금요일,  매주 월요일~금요일,  
7월 11일~7월 29일
십 대의 해양 모험
만 11세~16세
오전 9시~오후 1시, 200 RECTOR PLACE
3주에 $400, $15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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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포함, 장학금 이용 가능 
등록 필요, 이메일: registration@bpca.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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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8월 13일~금요일, 8월 19일
제41회 BATTERY DANCE FESTIVAL
오후 7시, ROCKEFELLER PARK
뉴욕시에서 가장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 무료 공공 댄스 축제인 Battery 
Dance Festival이 올여름 라이브 공연과 함께 Rockefeller Park에 
돌아옵니다. 축제에는 싱가포르, 캐나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인도, 타이티섬에서 온 국제적 회사뿐 아니라 뉴욕시 최고 
회사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직접 축제에 오지 못하는 경우 전 세계 시청자를 위한 무료 라이브 
스트리밍을 확인하세요. 올여름 배터리 파크 시티에서 댄스의  
기쁨을 맛보세요! 

8월
 이

벤
트

Battery Dance와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이 함께 지원합니다.와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이 함께 지원합니다.

전
 연

령
용

 프
로

그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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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7월 08일~8월 12일
해 질 녘 허드슨 강가 잼 세션
오후 6시 30분~8시, WAGNER PARK
금요일 오후 프로그램에서 어우러지는 리듬과 그루브를 즐겨보세요. 전문 
드러머의 지시를 따라 전통 아프리카 드럼 기술로 구현되는 활기찬 비트를 
연주해보세요. 드럼이 제공되며 춤은 자유입니다!

매주 금요일
5월 06일~6월 24일
해 질 녘 노래 교실
오후 7시~8시 30분, WAGNER PARK
싱어송라이터 Terre Roche가 주간 노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해 
질 녘 뉴욕항의 아름다운 풍경도 즐겨보세요. 이 노래 교실은 초보자든 
노련한 가수든 상관없이 부드러운 멜로디와 건강한 화음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프로그램 없는 날 5/27 

매주 화요일
5월 03일~10월 25일
블리츠 체스와 주사위 놀이 
오후 12시 30분~1시 30분, ROCKEFELLER PARK HOUSE
행인을 위한 점심시간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체스 게임 또는 주사위 놀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는 5분 동안 빠르고 치열하고 재밌게 게임을 하게 
됩니다. 강사에게 조언과 팁을 구하여 게임 실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5월 04일~9월 28일
해 질 녘 요가
오후 6~7시, ROCKEFELLER PARK SOUTH LAWN
나마스떼! 야외 요가로 하루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허드슨강의 평화로운 
기운에 둘러싸여 연습하는 사색적인 요가를 통해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편안한 환경에서 신체를 강화하고 인식을 기르세요. 강사가 자세를 
지도합니다. 레벨에 관계없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는 선착순으로 
제공되니, 매트를 가져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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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5월 06일~10월 28일
태극권
오전 8시 30분~9시 30분, ESPLANDE PLAZA
가벼운 운동으로 균형, 근력, 집중력을 개선하세요. 평화로운 강의 풍경과 
소리는 연속으로 이어지는 태극권 자세에 잘 어울립니다. 전 연령이 
참여하기 좋습니다. 프로그램 없는 날 5/27, 7/1, 9/2, 10/7 

매주 목요일
7월 07일~7월 28일
피클볼 레슨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ESPLANDE PLAZA
무료 프로그램: 등록이 필요하며 자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배드민턴과 테니스를 재밌게 섞은 피클볼은 근육과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며 뇌 기능을 개선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BPCA는 NYC Pickleball과 협력하여 무료 초보자 피클볼 
레슨을 제공합니다. 모든 장비가 제공됩니다.  
등록 필요, 이메일: registration@bpca.ny.gov

매주 화요일
5월 03일~10월 25일
성인 줌바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IRISH HUNGER MEMORIAL PLAZA
나도 모르게 운동이 됩니다! 따라하기 쉬운 라틴 댄스 안무를 즐기며 균형, 조정력 
및 관절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데려오세요. 열정 넘치는 지도, 약간의 
근력 운동, 큰 재미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매주 월요일
5월 02일~10월 31일
아침 명상
오전 9시 30분~10시, LILY POND
강사가 지도하는 명상 프로그램에서 몸과 정신의 균형을 맞추며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명상은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그램 없는 날 5/30, 6/20, 7/4, 9/5, 10/10 

매주 월요일
5월 02일~10월 31일
시니어 그룹 운동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IRISH HUNGER 
MEMORIAL PLAZA
신체를 강화해보세요. 강사가 리드미컬한 움직임, 에어로빅, 균형 및 
조정력 운동, 근력 운동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재밌고 활기찬 세션에 
참가하셔서 마음껏 운동하세요! 
프로그램 없는 날 5/30, 6/20, 7/4, 9/5, 10/10 

매주 수요일
5월 04일~10월 26일
자연 드로잉 기초
오후 2~4시, WAGNER PARK(5월 04일~6월 29일)
ROCKEFELLER PARK HOUSE(6월 06일~10월 26일)
모든 수준의 아티스트가 있는 공동체에 들어와 드로잉 재료, 파스텔, 
수채화 도구로 주변 환경을 표현해보세요. 꽃이 가득하며 시즌마다 
바뀌는 BPC의 푸르른 정원 속에서 대담한 작품을 만들어보세요. 
아티스트/교육자가 아이디어와 지침을 줄 예정입니다. 재료는 제공됩니다. 
아티스트는 본인이 좋아하는 재료를 가지고 오셔도 좋습니다.

매주 화요일
5월 03일~10월 25일
예약이 필요 없는 시니어 프로그램
오후 2시 30분~4시, 200 RECTOR STREET
Community Room에 들러 BPC 주변 지역에서 오신 분들과 대화, 지역 
소식, 캐주얼한 카드 및 보드게임을 즐겨보세요. 친구도 사귀고 이웃의 
소식도 들어보세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200rector@bpca.ny.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매주 수요일
5월 04일~10월 26일
야외 인체 드로잉
오전 10시~오후 12시, RECTOR PARK EAST
BPC 공원의 환경은 인체를 관찰하고 스케치하기 좋습니다. 매주 모델이 
짧거나 길게 포즈를 취하면 참가자는 그림을 그립니다. 아티스트/교육자가 
건설적으로 조언하고 비평할 예정입니다. 드로잉 재료는 제공됩니다. 
아티스트는 본인이 좋아하는 재료를 가지고 오셔도 좋습니다.

매주 토요일
5월 07일~10월 29일
공원에서 드로잉하기
오전 10시~오후 12시, SOUTH COVE
수채화 물감, 파스텔 및 다른 드로잉 재료를 사용하여 허드슨강의 황홀한 경치와 
South Cove의 독특한 풍경을 담으세요. 아티스트/교육자가 지도하고 비평하면서 
모든 레벨의 참가자를 도울 예정입니다. 재료는 제공됩니다. 아티스트는 본인이 
좋아하는 재료를 가지고 오셔도 좋습니다. 프로그램 없는 날 5/28, 6/18, 7/2, 9/3,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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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매주 월요일
55월 월 0202일~일~1010월 월 2424일일
어린이 농구어린이 농구
만 만 33세~세~55세: 오후 세: 오후 33시시~33시 시 3030분분
만 만 66세~세~1010세: 오후 세: 오후 33시 시 4545분~분~44시 시 3030분분
ROCKEFELLERROCKEFELLER  PARKPARK
조정력과 균형감을 발달시키고, 드리블을 연습하고, 점프 샷을 개선하고, 조정력과 균형감을 발달시키고, 드리블을 연습하고, 점프 샷을 개선하고, 
플레이하세요! 높이 조절 가능한 링에서 재밌으면서도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플레이하세요! 높이 조절 가능한 링에서 재밌으면서도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게임을 하며 농구의 기초를 연습하세요. 모든 레벨을 위한 훈련입니다. 앞이 막힌 게임을 하며 농구의 기초를 연습하세요. 모든 레벨을 위한 훈련입니다. 앞이 막힌 
신발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없는 날 신발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없는 날 55//3030, , 66//2020, , 77//44, , 99//55, , 1010//1010

매주 월요일 
5월 02일~6월 13일
주니어 낚시꾼 클럽
2학년~5학년
오후 3시 30분~5시, WAGNER PARK
6회 세션, $90
등록이 필요하며 자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허드슨강의 멋진 생태계를 탐험하고 이 귀중한 자원의 관리자가 허드슨강의 멋진 생태계를 탐험하고 이 귀중한 자원의 관리자가 
되어보세요. 로드 및 릴에 필요한 기술을 연습하고 잡았다 풀어주며 되어보세요. 로드 및 릴에 필요한 기술을 연습하고 잡았다 풀어주며 
낚시의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토종 물고기를 식별하고, 지역 수자원의 낚시의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토종 물고기를 식별하고, 지역 수자원의 
건강을 감시하는 연구 그룹 데이터에 추가하여 도움을 주세요. 수질 검사 건강을 감시하는 연구 그룹 데이터에 추가하여 도움을 주세요. 수질 검사 
및 기타 재밌는 프로젝트들로 연구가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없는 날 및 기타 재밌는 프로젝트들로 연구가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없는 날 55//3030  
등록 필요, 이메일: 등록 필요, 이메일: registrationregistration@@bpcabpca..nyny..gov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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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
5월 03일~10월 25일
어린이 원예 클럽
만 6세~10세
오후 3시 15분~4시 45분, ROCKEFELLER PARK 
무료 프로그램: 등록이 필요하며 자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정원을 돌보며 재미와 보람을 느껴보세요. 정원을 돌보며 재미와 보람을 느껴보세요. 11년생 식물 및 토종 다년생 년생 식물 및 토종 다년생 
식물을 심고 물 주기, 잡초 뽑기, 비료 주기 등 원예 활동을 해보세요. 식물을 심고 물 주기, 잡초 뽑기, 비료 주기 등 원예 활동을 해보세요. 
회복력 있는 정원이 수분 매개자인 곤충과 새에게 어떻게 식량을 회복력 있는 정원이 수분 매개자인 곤충과 새에게 어떻게 식량을 
제공하는지 배워보세요. 재밌는 자연 연구와 예술 프로젝트도 진행될 제공하는지 배워보세요. 재밌는 자연 연구와 예술 프로젝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흙이 묻어도 좋은 어린이를 위한 예정입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흙이 묻어도 좋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등록 필요, 이메일: 등록 필요, 이메일: registrationregistration@@bpcabpca..nyny..govgov

매주 화요일매주 화요일
55월 월 0303일~일~1010월 월 2525일일
어린이 축구어린이 축구
만 만 33세~세~55세: 오후 세: 오후 33시시~33시 시 3030분분
만 만 66세~세~1010세: 오후 세: 오후 33시 시 4545분~분~44시 시 3030분분
ROCKEFELLERROCKEFELLER  PARKPARK
축구로 오후를 힘차게 시작하세요! 재미있으면서도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축구로 오후를 힘차게 시작하세요! 재미있으면서도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활동과 훈련을 통해 드리블, 패스, 슛의 기초와 게임 전략을 연습하세요. 모든 활동과 훈련을 통해 드리블, 패스, 슛의 기초와 게임 전략을 연습하세요. 모든 
레벨을 위한 훈련입니다. 균형감, 조정력, 움직임, 의식에 집중하는 세션에서 레벨을 위한 훈련입니다. 균형감, 조정력, 움직임, 의식에 집중하는 세션에서 
친구도 사귀고 기술도 키워보세요. 앞이 막힌 신발이 필요합니다.친구도 사귀고 기술도 키워보세요. 앞이 막힌 신발이 필요합니다.

매주 화요일
5월 03일~10월 25일
예약이 필요 없는 체스 교실
오후 3시 30분~5시, ROCKEFELLER PARK 
전문가의 충고와 조언을 들으며 인기 전략 게임을 플레이하세요. 체스는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전략 계획 능력을 향상하며, 재밌습니다! 
만 5세 이상(성인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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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5월 04일~10월 26일
TEARDROP의 수요 예술
오후 3시 30분~5시, TEARDROP PARK
Teardrop Park의 독특한 환경을 둘러보며 역동적인 예술을 창조하세요. 
예술 교사가 개별 및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점토, 콜라주, 물감 등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Zero Waste 계획을 참고하여 재활용, 업사이클, 재사용 
재료에 집중하는 창의적 프로젝트로, 아티스트들이 환경을 신경 쓰도록 
자극할 것입니다! 미술용품이 제공됩니다. 더러워져도 괜찮은 옷을 입고 
오세요! 만 5세 이상

매주 목요일매주 목요일
55월 월 0505일~일~1010월 월 2727일일
ROCKEFELLERROCKEFELLER의 목요 예술의 목요 예술
오후 오후 33시 시 3030분~분~55시, 시, ROCKEFELLERROCKEFELLER  PARKPARK  HOUSEHOUSE
내면의 아티스트를 깨우세요! 내면의 아티스트를 깨우세요! ParkPark  HouseHouse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예술 활동을 해보세요. 예술 교사가 개별 및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예술 활동을 해보세요. 예술 교사가 개별 및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점토, 콜라주, 물감 등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점토, 콜라주, 물감 등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ZeroZero  WasteWaste 계획을  계획을 
참고하여 재활용, 업사이클, 재사용 재료에 집중하는 창의적 프로젝트로, 참고하여 재활용, 업사이클, 재사용 재료에 집중하는 창의적 프로젝트로, 
아티스트들이 환경을 신경 쓰도록 자극할 것입니다! 미술용품이 아티스트들이 환경을 신경 쓰도록 자극할 것입니다! 미술용품이 
제공됩니다. 더러워져도 괜찮은 옷을 입고 오세요! 만 제공됩니다. 더러워져도 괜찮은 옷을 입고 오세요! 만 55세 이상세 이상

19* 등록 필요, 212-267-9700으로 전화하시거나 registration@bpca.ny.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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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03일~10월 25일
새싹 원예 교실
오후 2시 30분~3시, ROCKEFELLER PARK 
어린 원예가와 동반 어른이 벌레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멋진 
기회입니다! 화단 속 생물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Children’s Garden
으로 이동하여 물 주기, 땅 파기, 주변 화초 관찰하기 등의 활동을 해볼 
것입니다! 함께 계절 변화를 관찰하고 수분 매개자와 우리 식물을 
성장하게 돕는 기타 곤충에 관하여 배워봅니다. 원예 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살피는 법을 소개하기 좋습니다.

매주 목요일
5월 05일~10월 27일
유치원 어린이 예술 교실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ROCKEFELLER PARK HOUSE
어린 아티스트에게 종이, 점토, 물감, 재활용할 수 있는 일상 재료를 소개하며 
창의력과 기쁨을 발산하는 작품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예술 교사가 연령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재료가 제공됩니다. 더러워져도 괜찮은 옷을 
입고 오세요!

매주 수요일
5월 04일~6월 08일
아동을 위한 음악
오전 10시 30분~11시 15분,  
ROCKEFELLER PARK HOUSE
환상적인 공연자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노래합니다!

매주 월요일
5월 02일~10월 31일
PARK HOUSE 스토리 타임
오전 10시 30분~11시 15분,  
ROCKEFELLER PARK HOUSE
아이들은 스토리 속 경험을 통해 사색하는 법을 배웁니다. 삽화가 
들어있는 훌륭한 아동 문학 작품을 탐구하고 함께 현재에 집중해볼 
것입니다. 노래와 춤도 함께합니다! 프로그램 없는 날 5/30, 6/20, 7/4, 
9/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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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등록 필요, * 등록 필요, 212212--267267--97009700으로 전화하시거나 으로 전화하시거나 registrationregistration@@bpcabpca..nyny..gov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6 RIVER TERRACE 
6 River Terrace는 자유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파티, 회의, 커뮤니티 이벤트, 가족/
연휴 모임, 비즈니스 회의 등의 행사용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2,000제곱피트의 공간에는 지상 높이의 입구가 있으며 350제곱피트가 넘는 
창으로 자연광이 들어오고 공원과 허드슨강의 경치가 보입니다.

요금은 $600에서 시작합니다. 두 시간짜리 행사와 행사 전후에 준비 및 청소 한 시간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대여 계약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대여일로부터 최소 한 달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소 확인, 예약 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212-267-9700(내선번호 9363)으로 
전화하시거나 6riverterrace@bpca.ny.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24  

* 등록 필요, 212-267-9700으로 전화하시거나 registration@bpca.ny.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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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C BALL FIELDS STUYVESANT HIGH SCHOOL 내 
COMMUNITY CENTER

5월 01일~8월 31일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9시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Murray Street과 Warren Street 사이 West Street에 
있습니다. 그룹 스포츠용으로 연중 개방합니다.  
Ball Fields 허가를 신청하려면  
www.bpca.ny.gov/apply/permits를 방문하세요.

5월 01일~6월 30일
월요일~금요일, 오후 7~10시
토요일 및 일요일, 오후 1~9시

7월 01일~8월 31일
월요일~금요일, 오후 3~9시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Community Center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수영, 피트니스를 즐기기에  
저렴하며 편리한 시설입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345 Chambers Street, New York,  
NY 10282 또는  
www.bpca.ny.gov에서  
Community Center를 방문하시거나  
communitycenter@bpca.ny.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1일권
성인
청소년, 시니어, 군인, 배터리 파크 시티 주민

$15 
$10

연회원권
성인(만 18세 이상)
배터리 파크 시티 주민
청소년, 시니어(만 62세 이상), 군인
배터리 파크 시티 주민 청소년, 시니어, 군인

$199
$179
$79
$59



일
일

 캘
린

더

Belvedere Plaza

Ch
am

be
rs

 S
tre

et

W
ar

re
n 

St
re

et

North End Avenue

Ve
se

y S
tre

et

Li
be

rty
    

 S
tre

et

Al
ba

ny
 S

tre
et

South End Avenue

Historic
Battery Park

Pier A
Plaza

W
es

t T
ha

m
es

 S
tre

et

Th
ird

 P
la

ce

Se
co

nd
 P

la
ce

Fi
rs

t P
la

ce

Little West Street M
ur

ra
y 

St
re

et

M
ur

ra
y S

tre
et

West Street

Hudson River Park
West Street

River Terrace

Ferries 

Re
ct

or
 P

la
ce

Batte
ry 

Pl
ac

e

Statue of Liberty
 방

면 페
리

River Terrace

WTC 1 WTC  Memorial

6 River Terrace
Asphalt Green

Irish Hunger Memorial

North Cove South Cove
Pier A

Robert F. Wagner, Jr. Park

Museum of Jewish HeritageMother Cabrini
Memorial

BPC 공원 사무실 75 
Battery Place

Kowsky Plaza

Esplanade PlazaBelvedere Plaza

Rector Park West

Rector Park East

West Thames Park

West Thames
Street 반려견
공원Police Memorial

Kowsky Plaza 내 
Sirius 반려견 공원

Brookfield Place 내 
Waterfront Plaza

Winter
Garden

BPC Ball Fields

The Terrace

North Esplanade

Hurricane Maria Memorial

Stuyvesant 
High School 내 CCSHS 
Community Center

Nelson A. 
Rockefeller Park

Teardrop Park

Teardrop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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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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Teardrop Park 내 Teardrop어린이 축구, Rockefeller Park원예 클럽, Children’s Garden, Rockefeller Park 강과 블루스, Robert F. Wagner Jr. Park커뮤니티 댄스, Esplande PlazaStrings on Hudson, Belvedere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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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
소

 처
리

하
지

 않
은

 1
00

%
 재

생
 용

지
이

며
 콩

기
름

 및
 식

물
성

 잉
크

를
 사

용
했

습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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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