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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목요일 

HUDSON 현악단: INVOKE 

5:30PM, 벨베데레 플라자 

Invoke는 블루그래스, 애팔래치아 바이올린 선율, 재즈 등 

미국 전역의 전통을 아우르는 멀티 악기 밴드입니다. 

텍사스주 오스틴 4중주단의 독창적인 작곡은 이러한 

다양한 스타일을 매끄럽게 결합하여 진정으로 독특한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9월 8일 & 9월 22일, 목요일 

콘서트 시리즈: 모던 유대인 음악 

6:30PM, 유대문화유산 박물관 

36 BATTERY PLACE 

클레즈머(klezmer) 아코디언의 포크 및 전자, 재즈 악기, 

솜사탕 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유대인 음악을 

아우르는 4개의 콘서트 시리즈를 위해 박물관에서 

함께해요. Daniel Kahn, Kami Maltz 등이 출연합니다. 

mjhnyc.org/current-events/에서 신청해주세요. 

유대문화유산 제공 – 배터리 파크 시 당국과 협력하여 홀로코스트에 대한 

살아있는 기념관 

9월 9일 금요일 

BPC 백 투 스쿨 영화의 밤 

6:30PM, 록펠러 파크 

학교가 돌아왔다! BPCA 코치들과 함께하는 Space Jam  
농구 세션이 있는 농구 코트에서 열리는 이 가족 커뮤니티  
행사에서 학교의 추억으로 돌아갑니다.. 
이후에는 스페이스잼 영화상영과 함께 팝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30PM 스페이스 잼 농구 세션 
7:30PM: 스페이스 잼 영화 상영 

 
 
 
 
 

 

9월 13일 목요일 & 

9월 29일 목요일 
LOWER MANHATTAN의 유대인 유산 워킹 투어 
5PM, 유대문화유산 박물관 

36 BATTERY PLACE 

로어 맨해튼(Lower Manhattan) 여정에 참여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이 어떻게 뉴욕에 모여 독특한 미국 유대교를 

형성했는지 배워보세요. 로어 맨해튼을 걷는 동안 우리는 캐슬 

클린턴(Castle Clinton), 볼링 그린(Bowling Green), 페더럴 

홀(Federal Hall) 및 증권 거래소(Stock Ex)와 같은 친숙한 

랜드마크를 보면서 식민지 시대와 혁명 이후 뉴욕에서의 유대인 

경험을 추적할 것입니다. mjhnyc.org/current-events/에서 

신청해주세요. 

유대문화유산 제공 – 배터리 파크 시 당국과 협력하여 홀로코스트에 대한 살아있는 

기념관 

 



 

 

9월 18일, 일요일 
이주 축하연 

11AM–12:30PM, 사우스 코브 

Battery Park City를 지나가는 모든 생물의 연례 축하 행사를 즐기십시오. 이 

날은 예술품 만들기, 조류 관찰, 꿀벌 보호소와 함께하는 자연 산책이 

진행됩니다. 

–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악기 연주자 Dende Macedo의 재활용된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 라이브 쇼에서 참가자들에게 발견된 재료로 악기를 만들고 

그와 함께 연주하도록 초대합니다. 

11AM: 예술 작품 만들기 및 활동 

12PM: 조류 관찰 / 자연 산책 

 

9월 22일, 목요일 
AUTUMN EQUINOX SILENT DISCO 

7–10PM, 장소 미정 

QuietEvents의 DJ가 있는 조용한 디스코 댄스 파티에 

참여하여 가을을 반깁니다.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일몰과 자유의 여신상이 조명이 켜진 헤드폰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가장 뜨거운 비트에 맞춰 춤을 출 때 

배경이 될 것입니다. 헤드폰은 무료입니다. 
bpca.ny.gov/events/ 에서 정확한 위치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9월 26일, 월요일 
플레이오프: 킥볼 

1:30–2:30PM, 록펠러 파크 

6-10세 어린이는 이번 가을에 학교에서 쉬는 날에 팝업 

클리닉에서 놀도록 초대됩니다. BPCA 코치가 킥볼 

기술을 알려주는 세션이 있고, 레벨에 상관 없이  

다 같이 즐기는 연습게임이 이어집니다. 

QR 코드를 스캔해서 참여 신청을 해주세요. 
 

9월 29일, 목요일 
시 낭독회: 아시아 디아스포라의 떠오르는 

작가들 
6PM, 티어드롭 파크 남쪽 

아시아계 미국인 작가 워크숍, 유서 깊은 차이나타운에서 

최초로 여성 소유의 아시아계 미국인 서점인 Yu and Me 

Books, 그리고 Battery Park City Authority가 함께 모여 

아시아 디아스포라 전역의 떠오르는 시인들의 낭독회를 

선보입니다. 워크샵의 플래시 픽션 편집자이자 1세대 중국 

시인이자 Sappho Prize 수상자인 Yi Wei가 큐레이터한 이 

낭독회에서 흥미진진한 목소리를 모을 예정입니다. 

aaww.org/events 에서 신청해주세요. 
Battery Park City Authority와 협력하여 Asian American Writers' 

Workshop에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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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월요일 
기후 주간: 자연 산책 

12PM, 록펠러 파크 

가족들은 Hudson 부근에서 BPCA 박물학자와 함께 자연 산책에 

참여하여 환경 보호에 대해 축하하고 배우도록 초대됩니다. 

 

 

9월 19일, 월요일 – 9월 24일, 토요일 

기후 주간 

Battery Park City의 환경 리더십 유산에 따라 Battery Park City Authority는 대중에게 공개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Climate Week 

NYC를 기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 매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stagram.com/bpcparks, 
facebook.com/batteryparkcityparks, twitter.com/bpca_ny 

 

 

 
 

 

9월 23일, 금요일 

비키퍼를 만나보세요 

1:30–2:30PM, 록펠러 파크 

Chambers St.에 위치한 Battery Park City 하이브에서 

Alveole 양봉가가 이끄는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해보세요. 

록펠러 파크 입구. 도시 양봉의 중요성과 BPC 및 도시 

전체의 지속 가능성 노력에 대한 이점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9월 24일, 토요일 

BPC의 예술과 시 

2–4PM, 벨베데레 광장에서 아일랜드 기아 기념관 

NYC 기후 주간을 기념하여 미술사가 Dorothea Basile과  
시인 Jon Curley가 이끄는 예술 산책과 시 낭독에 참여하세요. 
도시 세계가 자연과 만나는 곳에 자리 잡은 BPC는 독특한 공공 예술 
및 시의 탐구와 함께 이 병치를 기념합니다. 
 Michael Heller, Barbara Henning에 이어 Burt Kimmelman이 시 낭독을 할 
예정입니다. 

2PM: 아이리쉬 헝거 메모리얼에서 모여 예술 산책 

3PM: 벨베데레 광장에서 시 낭독 

 
 



 

 

 

10월 1일, 토요일 

물고기를 잡아라! 

10AM–1PM, 위치 미정 

히스패닉 유산의 달을 기념하여 BPCA의 가장 인기 있는 행사 중 하나로, 
지역 수역의 관리와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행사에 참여해보세요. 
이 날에는 숙련된 낚시꾼과 함께 하는 잡기 낚시, 예술 프로젝트, Bee 
Conservancy와 함께하는 자연 산책이 있습니다. 
Teatro Sea는 라이브로 인형극 갈라파고스 컨벤션을 선보입니다. 
이중 언어 교육 극장은 지역 사회를 위한 가능한 해결책을 검토하고, 
도전하고, 창조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작품을 만듭니다. 
업데이트된 위치 정보를 보려면 bpca.ny.gov/events/를 방문하십시오. 

10AM–1PM: 잡고 놓아주기 낚시 

10:45AM: 아트 프로젝트 

11AM: 가족 극장 공연 

12:15PM: 자연 산책 

 

10월 2일, 일요일 

콘서트 시리즈: 모던 유대인 음악 

6:30PM, 유대문화유산 박물관 

36 BATTERY PLACE 

클레즈머(klezmer) 아코디언의 포크 및 전자, 재즈 악기, 

솜사탕 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유대인 음악을 아우르는 

4개의 콘서트 시리즈를 위해 박물관에서 함께해요. Daniel 

Kahn, Kami Maltz 등이 출연합니다. 

mjhnyc.org/current-events/에서 신청해주세요. 

유대문화유산 제공 – 배터리 파크 시 당국과 협력하여 홀로코스트에 대한 살아있는 

기념관 

 

10월 5일, 수요일 

플레이오프: 야구 

1:30–2:30PM, 록펠러 파크 

6-10세 어린이는 올 가을, 학교를 쉬는 날 팝업 클리닉에서 놀 

수 있도록 초대됩니다. BPCA 코치가 야구 기술을 알려주는 

세션이 있고, 레벨에 상관 없이 다 같이 즐기는 연습게임이 

이어집니다. QR 코드를 스캔해서 참여 신청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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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목요일 

막간: LADIES OF HIP-HOP 

5:30PM, 벨레데레 광장 

Ladies of Hip-Hop은 힙합 문화의 소녀와 여성에게 

예술적 기회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연간 
LoHH 페스티벌에도 참여한 이 숙녀들은  최신 

프로젝트의 비네트를 선보이며 그들의 시그니처인 

신선하고 역동적이며 강력한 힙합을 선보일 것입니다. 

10월 12일, 수요일 

BPC 가을 헌혈 드라이브 

12–6PM, 6 리버 테라스 

3개 주 지역에서 줄어들고 있는 혈액 보유량을 보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체 과정은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으며 
한 번의 기부로 여러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가입 하세요: nybloodcenter.org 

10월 20일, 목요일 

느와르 페어링: Asphalt Jungle 

6:30PM, 가상 프로그램 

느와르 페어링 하이브리드 영화 시리즈는 비교 및 토론을 

위해 네오 느와르와 고전 느와르 영화를 결합합니다. John 

Huston이 감독한 The Asphalt Jungle(1950)에서 전과자 

Doc은 팀을 구성하여 100만 달러의 보석을 훔치지만 배신과, 

불운, 유능한 경찰들로 인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영화는 11월 3일에 직접 상영되는 Le Cercle 

Rouge(1970)와 짝을 이룹니다. 

Eventive에서 The Asphalt Jungle을 시청하려면 스마트기기로 

QR코드를 스캔해서 신청하세요.

 

10월 16일, 일요일 

BPC의 아트 & 시 

2–4PM, THE REAL WORLD에서 아일랜드 기아 기념관 

미술사가 Dorothea Basile과 시인 Jon Curley가 이끄는 예술 
산책과 시 낭독에 참여하세요. 도시 세계가 자연과 만나는 곳에 
자리 잡은 BPC는 독특한 공공 예술과 시의 탐구와 함께 이 
병치를 기념합니다. 엘레나 알렉산더, 최지원, 앤드류 레비의 
시 낭독이 이어집니다. 

2PM: THE REAL WORLD에서 모여서 예술 산책 

3PM: 아일랜드 기아 기념관에서 시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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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토요일 

캠프파이어 이야기 & 노래 

2–4PM, 티어드롭 공원 

어린이를 위한 공연가로 수상경력이 있는 Suzi Shelton이 

함께하는 캠프파이어에 모여 이야기를 듣고 노래를 따라 불러요. 
맛있는 간식을 먹고 재밌는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세요! 



 

 

 
 

11월 3일, 목요일 

느와르 페어링: LE CERCLE ROUGE 

6:30PM, 6 리버 테라스 

느와르 페어링 하이브리드 영화 시리즈는 비교 및 토론을 위해 네오 

느와르와 고전 느와르 영화를 결합합니다. 장 피에르 멜빌(Jean-

Pierre Melville)이 감독한 Le Cercle Rouge(1970)에서 전과자이자 

절도범인 Corey는 악명 높은 탈옥범과 알코올 중독 전직 경찰관과 

길을 함께합니다. 세 사람은 파리의 보석 가게에서 정교한 강도 

사건을 계획합니다. 이 영화는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Asphalt 

Jungle(1957)과 짝을 이룹니다. 무료 팝콘이 제공되며 상영 후에는 

토론이 진행됩니다. 

 

11월 8일, 화요일 

플레이오프: 피구 

1:30–2:30PM, 록펠러 파크 

6-10세 어린이는 올 가을, 학교를 쉬는 날 팝업 클리닉에서 놀 

수 있도록 초대됩니다. BPCA 코치가 피구 기술을 알려주는 
세션이 있고, 레벨에 상관 없이 다 같이 즐기는 연습게임이 

이어집니다. QR 코드를 스캔해서 참여 신청을 해주세요. 

 

 

11월 8일, 화요일 

선거일 예술 & 놀이 

3–4PM, 록펠러 파크 하우스 

어린이들은 투표와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을 주제로 한 예술 

프로젝트 및 활동에 참여하도록 초대됩니다. 

11월 5일, 화요일 

셰프 토크: 요리 교육 연구소 

6:30PM, 6 리버 테라스 

휴일에 딱 맞춰 왔습니다! 요리 교육 연구소(Institute of Culinary 

Education)의 패스츄리 및 제빵 예술 셰프 강사와 함께 완벽한 
파이 반죽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샘플을 시도하고 수제 

반죽을 만들고 손님을 현혹시킬 멋진 크러스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과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월 17일, 목요일 

느와르 페어링: BARTON FINK 

6:30PM, 가상 프로그램 

느와르 페어링 하이브리드 영화 시리즈는 비교 및 토론을 위해 

네오 느와르와 고전 느와르 영화를 결합합니다. Coen 형제가 

감독한 Barton Fink(1991)에서 뉴욕의 유명 극작가는 영화를 

위해 글을 쓰고 할리우드에 대한 추악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유인됩니다. 이 영화는 12/8에 직접 상영되는 

Sunset Blvd(1950)와 짝을 이룹니다.  

Eventive에서 The Asphalt Jungle을 시청하려면 

스마트기기로 QR코드를 스캔해서 신청하세요. 

11월 28일 – 12월 1일 

BPC 선물 맡기는 기간 

9AM–4PM, 75 BATTERY PLACE 

부모가 자녀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수 없는 경우, 

소외되는 아이가 없도록 Stockings With Care가 선물을 

모으고 정리해서 가족들에게 전달합니다. 로비나, 12월 
1일에 열리는 Holiday Lights 축하 행사의 선물 보관함에 

포장되지 않은 선물을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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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목요일 

홀리데이 등불 축제 

6PM,  록펠러 파크 

Battery Park City 커뮤니티와 함께 활기찬 캐롤, 아늑한 음료 및 달콤한 

간식으로 가득한 축제의 저녁으로 시즌을 시작하세요! Rockefeller Park의 

새로운 BPC Holiday Lights 트리를 보러 오세요. Stockings With Care에서 

포장하지 않은 선물을 가져와 나눔의 정신을 기념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싱할렘 합창단과 ‘그 분’이 출연합니다! 

 
 
 
 
 

12월 8일, 목요일 

느와르 페어링: SUNSET BLVD 

6:30PM, 6 리버 테라스 

느와르 페어링 하이브리드 영화 시리즈는 
비교 및 토론을 위해 네오 느와르와 고전 

느와르 영화를 결합합니다. Billy Wilder이 
감독한 Sunset Blvd(1950)에서, 어느 

무명의 시나리오 작가가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한물간 영화배우와 위험한 관계에 

빠집니다. 무료 팝콘이 제공되며 상영 
후에는 토론이 진행됩니다.

 

 

12월 14일, 수요일 

BPC 홀리데이 헌혈 드라이브 

12–6PM, 6 RIVER TERRACE 

3개 주 지역에서 줄어들고 있는 

혈액 보유량을 보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체 과정은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으며 한 번의 

기부로 여러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가입하세요: 

nybloodcenter.org 

12월 26일 – 1월 28일 

나무 재활용 

이번 연휴, 친환경 Battery Park City를 위해 

도와주세요! 오너먼트를 떼어낸 크리스마스 

트리를 연석에 놓아주세요. 공원 운영 인원이 

1월 28일까지 나무를 수거해갈 예정입니다. 

나무는 잘라서 Battery Park City의 공원 

바닥재로 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12-267-

9700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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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 10월 

31일, 월요일 

아침 명상 

9:30–10AM, 릴리 연못 

강사가 안내하는 명상을 따라하며 몸과 
마음, 정신의 균형을 맞춰 하루를 
시작하세요.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10월 10일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9월 12일 – 12월 

19일, 월요일 

시니어 그룹 운동 

10:30–11:30AM,아일랜드 기아 

기념관 (9/12–10/31),  6 리버 

테라스 (11/07–12/19) 

다양한 재미있는 운동으로 워밍업부터 

쿨다운까지 전신을 단련하세요. 강사는 

리드미컬한 움직임과 에어로빅, 균형 및 

조정 운동, 근력 훈련을 안내합니다. 

그룹에 가입하고 멋진 음악에 맞춰 

운동하세요! 

10월 10일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10월 17일 – 11월 

21일, 월요일 

자연 글짓기* 

2–3:30PM, BATTERY PARK 시립 도서관 

175 NORTH END AVE. 

무료 프로그램: 신청 필수, 공간 제약 

있음 

배터리 파크 시립 도서관(Battery Park City 

Library)과 협력하여 작가이자 시인인 Jon 

Curley가 이끄는 매주 걷기 및 쓰기 세션에 

참여하십시오. 배터리 파크 시티의 독특한 

풍경에서 영감을 받아, 참가자들은 환경을 

고려하고 관찰하여 글짓기에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서전/일기 항목, 스케치, 시, 내러티브, 

논평, 사설, 또는 이 전부를 다 해도 좋습니다! 

신청 필수: registration@bpca.ny.gov 

 

9월 6일 – 10월 25일, 

화요일 

블리츠 체스 & 주사위 놀이 

12:30–1:30PM, 록펠러 파크 

지나가다가 체스나 주사위 게임을 할 수 
있는 점심 시간 프로그램입니다. 

게임 참여자들은 시간을 재면서, 빠르고 

격렬하며 재미있는 5분 게임을 하게 

됩니다. 

강사가 여러분의 게임을 돕기 위한 지침과 

팁을 제공할 것입니다. 

9월 6일-12월 27일, 

화요일 

줌바 성인반 

10:30–11:30AM, 아이리쉬 기아 

기념관 플라자 (9/6-10/25) 

6 리버 테라스 (11/08-12/27) 

운동 같지 않은 운동! 따라하기 쉬운 라틴 댄스 
안무를 하면서 균형감, 조율능력, 동작 범위 

향상을 해보세요. 친구도 데려오시고, 열정적인 
교육과, 조금의 근력 운동과, 엄청난 재미를 

기대하세요. 
 

 

9월 6일-12월 27일, 화요일 

시니어 방문일 

2:30–4PM, 200 렉터  플레이스  

커뮤니티 룸에 들러 더 큰 BPC 지역의 

다른 시니어들과 대화, 지역 뉴스, 

비공식 카드 및 보드 게임을 즐기십시오. 
친구를 사귀고 이웃과 소통해요.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이메일 주세요: 
200rector@bpca.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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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9월 28일, 

수요일 

선셋 요가 

6–7PM, 록펠러 파크 사우스 론 

오후 6-7시, 록펠러 파크 사우스 론 
나마스테! 야외 요가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허드슨의 평화로운 분위기에 
둘러싸인 이 명상에 빠져보세요. 강사가 

정렬과 자세를 안내하는 편안한 환경에서 
몸을 훈련하고 정신을 가다듬습니다. 

모든 레벨을 환영합니다. 각종 물품들은 
선착순으로 제공되므로 개인 매트를 

가져오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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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10월 

26일, 수요일 

알 프레스코 드로잉 

10AM–12PM, 렉터 파크 이스트 

이 BPC 공원은 인간의 모습을 관찰하고 

스케치할 수 있는 유니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매주 모델은 참가자들을 

위해 짧고 긴 포즈들을 취합니다. 

예술가/강사가 건설적인 제안과 

비평을 해줍니다. 드로잉을 위한 

도구가 제공되지만, 각자 좋아하는 

미술 도구를 가져오는 것도 좋습니다. 

 

9월 7일-10월 

26일, 수요일 

자연 그림의 요소 

2–4PM, 렉터 파크 이스트 

주변 환경에서 영감을 받아 드로잉 재료, 

파스텔 및 수채화로 창작할 수 있는 모든 

수준의 아티스트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BPC의 꽃으로 가득차고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색감의 정원에서 작품을 

꽃피워보세요. 예술가/강사가 아이디어와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드로잉 도구가 
제공되고, 각자 좋아하는 미술 도구를 

가져오는 것도 권장됩니다. 

9월 1일-10월 27일, 

목요일 

픽업 피클볼 

9AM, 에스플란데 플라자 

배드민턴과 테니스의 흥미로운 융합인 

피클볼은 근육을 강화하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며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목요일에는 

Esplanade Plaza의 네트가 낮아져 

선착순으로 피클볼 게임이 가능합니다. 

입장권은 bpca.ny.gov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11월 10일 & 12월 8일, 

목요일 

주방에서 만나요: 건강한 선택하기* 

11AM–12PM, 아스팔트 그린, 212 

노스 엔드 애비뉴 

무료 프로그램: 등록이 필요하며 공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양사 Lauren C. Kelly가 전통적인 
요리법, 음식 준비 및 요리 트렌드에 대한 

창의적인 변형을 알려줍니다. 
애피타이저에서 앙트레, 디저트에 

이르기까지, 더 나은 건강과 식사를 위해 
유용한 팁과 최신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메뉴를 선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신청 필수, 다음 주소로 이메일 주세요: 
registration@bpca.ny.gov 

mailto:registration@bpca.ny.gov


 

 

9월 9일-12월 16일, 

금요일 

태극권 

8:30–9:30AM, 

에스플러네이드 플라자(9/9-10/28) 

6 리버 테라스 (11/4–12/16) 

부드러운 운동을 통해 균형, 힘 및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강의 풍경과 

소리는 고대 자세의 흐름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10/7, 11/11, 

11/25에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9월 23일-10월 14일, 

금요일 

가을 조류 관찰 

렉터 파크 이스트 9/23  9–9:50AM, 9/30 12–

12:50PM, 10/14 12–12:50PM 

내 뒤뜰에는 어떤 새들이 살고 있을까? 이번 

가을 이주 시즌에 참여하여 알아보세요! 이 

들새 관찰 나들이는 초보자, 애호가 및 전문적 

탐조가 모두에게 재밌는 이벤트입니다. 함께 

BPC의 공원을 탐험하고 이곳이 도시의 새들과 

놀라운 철새들의 은신처가 되는 이유를 

알아봐요! 쌍안경과 현장 가이드가 제공되지만, 

각자 개인 물품을 가져와도 좋습니다. 

 

9월 10일-10월 29일, 

토요일 

공원에서 그림 그리기 

10AM–12PM, 사우스 코브 

수채화로 칠하거나 파스텔 등 기타 

그림 재료를 사용하여 허드슨 강의 

마법 같은 풍경과 사우스 코브의 

유니크한 풍경을 그려내보세요. 

예술가/강사는 교육과 비평을 통해 
모든 수준의 참가자를 도와줍니다. 

드로잉 도구가 제공되고, 각자 
좋아하는 미술 도구를 가져오는 것도 

권장됩니다. 10/8에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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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10월 24일, 

월요일 

어린이 플래그 풋볼 

3-5세: 3–3:30PM 

6–10세: 3:45–4:30PM 록펠러 파크 

플래그 풋볼로 오후를 시작하세요! 재미있고 도전적인 

연습과 모든 레벨에 대한 훈련을 통해 패스, 리시브 및 게임 

전략의 기본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균형, 조정, 움직임 및 

인식에 중점을 둔 기술 구축 세션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가락이 보호되는 

신발이 필요합니다. 10/10에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9월 6일-10월 25일, 화요일 

어린이 얼티밋 프리즈비 

3-5세: 3-3:30PM 

6–10세: 3:45–4:30PM 록펠러 파크 

얼티밋 프리즈비로 오후를 시작하세요! 재미있고 

도전적인 연습과 모든 레벨에 대한 훈련을 통해 패스, 
리시브 및 게임 전략의 기본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균형, 조정, 움직임 및 인식에 중점을 둔 기술 구축 
세션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가락이 보호되는 신발이 필요합니다.

9월 12일-10월 24일, 월요일 

7-10세를 위한 주니어 낚시꾼 클럽 

3:30–5PM, 200 렉터 플레이스 

6 세션, $90: 신청 필수, 공간 제약 있음 

이 귀중한 천연 자원의 젊은 청지기로서 허드슨 강의 경이로운 

생태계를 탐험해보세요. 낚싯대와 릴을 조작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연습하고 캐치 앤 릴리스 낚시의 스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역 수역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 그룹에 데이터 제출을 위해 토종 물고기를 식별합니다. 

수질 테스트 및 기타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를 보강할 

것입니다. 

신청 필수: registration@bpca.ny.gov. 10/10에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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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10월 25일, 화요일 

6-10세를 위한 어린이 가드닝 클럽 

3:15–4:45PM, 록펠러 파크, 어린이 정원 

무료 프로그램: 신청 필수, 공간 제약 있음. 
정원 가꾸기의 재미와 보람을 알아보세요. 내년 

봄에 꽃을 피울 구근을 심고 물주기, 잡초 제거, 

퇴비화 및 기타 녹색 정원 가꾸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끈기 있는 정원이 곤충과 새가 

먹을 것을 주고 수분을 돕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재미있는 자연 연구와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프로그램을 보강할 것입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뒹굴며 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신청 필수: registration@bpca.ny.gov 

mailto:registration@bpca.ny.gov
mailto:registration@bpca.ny.gov


 

 

 
 

9월 6일-10월 25일, 

화요일 

체스 방문일 

3:30–5PM, 록펠러 파크 

이 전략적인 게임을 하면서 전문가에게 

팁과 조언도 받아보세요. 체스는 집중력 
향상, 문제 해결 능력, 전략 계획 능력을 

향상시키고 – 재미까지 있습니다! 5세 
이상 (성인도 환영). 

9월 27일-10월 26일, 

수요일 
티어드롭의 수요일 아트 
3:30–5PM, 티어드롭 공원 

다이내믹한 아트를 만들면서 티어드롭 파크의 

유니크한 환경을 탐험해보세요. 미술 강사는 

찰흙, 콜라주,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개인 및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재활용, 

업사이클 및 재사용 재료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인 Zero Waste Initiative를 참조하여 

예술가들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돌보도록 영감을 줍니다! 미술용품 제공. 

더러워져도 되는 옷 입고 오세요! 5세 이상. 

9월 1일-10월 27일, 목요일 
록펠러의 목요일 아트 
3:30–5PM, 록펠러 파크 하우스 
내 안의 예술가를 빛나게 해보세요! Park 
House의 다양한 학년의 어린이들과 

함께 예술 작품을 감상하세요. 미술 
강사는 찰흙, 콜라주,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개인 및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재활용, 업사이클 및 재사용 

재료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인 Zero 

Waste Initiative를 참조하여 예술가들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돌보도록 

영감을 줍니다! 미술용품 제공. 

더러워져도 되는 옷 입고 오세요! 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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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10월 31일, 

월요일 
파크 하우스의 스토리 타임 

10:30–11:00AM, 록펠러 파크 하우스 

아이들은 이야기로 듣는 경험을 통해 

성찰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동 문학의 

훌륭한 작품을 탐험하며 하나됩니다. 
노래와 춤 포함! 10/10에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9월 6일-10월 25일, 

화요일 

파크 하우스에서의 놀이시간 

10:30AM–12:00PM, 록펠러 파크 하우스 

놀이는 유아기 발달의 초석입니다. 

Park House 밖에서 상호작용 놀이를 

위해 다른 유아, 부모 및 간병인을 

만나십시오. 아동 발달기에 적합한 

장난감과 놀이기구가 제공됩니다. 

9월 1일-10월 27일, 

목요일 

유치원 아트 

10:30AM–12PM, 록펠러 파크 하우스 

아주 어린 꼬마 예술가들에게 종이, 찰흙, 

페인트 및 일상적인 재활용 재료를 소개하고 
그것들을 창의성과 기쁨의 작품으로 

완성시킵니다. 미술 강사가 제시하는 유치원생 
연령에 적합한 프로젝트. 미술용품 제공. 

더러워져도 되는 옷 입고 오세요!

 
 

9월 6일-10월 25일, 

화요일 

어린 새싹 가드닝 

2:30–3PM, 록펠러 파크, 어린이 정원 

우리 꼬마 정원사들과 보호자들이 세상을 벌레 

눈으로 볼 수 있는 멋진 기회입니다! 정원 
침대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어린이 

정원으로 향해 물을 주고, 땅을 파고, 우리 
주변의 모든 식물과 꽃을 감상하는 데 

참여해보세요! 우리는 함께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고 식물이 잘 자라도록 돕는 수분 매개체 

및 기타 곤충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정원 
가꾸기는 환경을 돌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훌륭한 

입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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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10월 12일, 수요일 

킨디 록 

10:30–11:15AM, 록펠러 파크 하우스 

수상 경력이 있는 가족 음악 

연주자들이 어린 아이들과 가족을 

이끌고 다 같이 노래 불러요! 



 

 

 

 

9월 & 10월 
공공 예술: JAMES YAYA HOUGH의 정의 성찰 
에스플란데 플라자 

Art For Justice Fund와 협력을 통해, Battery Park City Authority는 

James Yaya Hough의 새로운 임시 공공 예술 위원회를 자랑스럽게 

선보입니다. 개회 축하 행사,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투어 및 워크숍, 

사회 정의와 회복적 정의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세요. 날짜 및 추가 정보 확인: bpca.ny.gov/events/ 

Justice Reflected에 대한 주요 지원은 Ford Foundation과 협력하여 Rockefeller Philanthropy Advisors의 

프로젝트인 Art For Justice Fund에서 제공합니다. 
 

아티스트 주도 투어: 조감도 
일정 미정, 록펠러 파크 노스웨스트 코너에서 만남 
증강 현실을 통해 배터리 파크 시티의 새들과 함께하세요! 아티스트와 

함께 예술, 기술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AR 예술 설치 조감도의 제작자인 Shuli Sadé가 예술 작품 활성화 

사이트의 투어 및 시연을 이끌고 있습니다. 

날짜 및 추가 정보 확인: bpca.ny.gov/events/

 
 
공공 예술 이전 축하 
렉터 파크 이스트 및 사우스 코브 이스트 

Jim Dine의 Ape and Cat at the Dance, Louise Bourgeois의 

Eyes 및 Tony Cragg의 Resonating Bodies를 라이브 음악이 
임시로 이전되었습니다. 함께 환영해주세요! 날짜 및 추가 

정보 확인: bpca.ny.gov/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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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버 테라스 
6River Terraceis Battery Park City의 유연한 커뮤니티 공간. 

파티, 회의, 커뮤니티 이벤트, 가족 및 휴가 모임, 비즈니스 

회의 등을 위해 대관 가능합니다! 휠체어 접근도 가능한 
2,000제곱피트의 공간에는 대형 창문이 있어 공원과 

허드슨 강의 전망, 자연 채광도 즐길 수 있습니다. 

요금은 2시간 이벤트에 $600부터 시작하며, 셋팅하고 

정리하기 위한 1시간이 전후로 포함됩니다. 

대관 계약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요청한 대관 

날짜로부터 최소 한 달 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212-

267-9700,  내선번호  9363 
으로 전화주시거나, 다음 주소로 이메일 주세요: 
6riverterrace@bpca.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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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이브센트 고등학교 

커뮤니티 센터 
가을 수업 시작 

커뮤니티 센터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수영 및 피트니스를 위한 저렴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연간 회원권은 $59부터 시작하며, 풀옵션도 연간 $200 

미만입니다. 

연간 회원권에 포함되는 무료 수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연령대를 위한 

수영 강습, 줌바 댄스, 전신 복싱 운동, 요가, 배드민턴, 태극권 등. 가을 

수업 세션은 9월 12일에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 센터(345 Chambers Street, NY, NY 10282)에 

방문하시거나, 이메일(www.bpca.ny.gov) 주세요. 

 
 

mailto:6riverterrace@bpca.ny.gov


 

 

 

BPC 볼 필드 

가을 시간대 

9월 1일-11월 30일 
월–금, 8AM-9PM 

토 & 일, 8AM-9PM 

겨울 시간대 

12월 1일-2월 29일 
월-금, 9AM-8PM 

토 & 일, 9AM-8PM 

Murray와 Warren Street 사이의 West Street에 위치. 소프트볼, 킥볼, 

얼티밋 프리즈비, 라크로스, 족구, 축구를 포함한 그룹 스포츠를 위해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볼 필드 입장권을 신청하려면 www.bpca.ny.gov/apply/permits를 

방문해주세요 
 

사우스 배터리 파크 도시 복원 

프로젝트 
WAGNER 공원과 인근 지역 사회를 더 가혹하고 빈번한 폭풍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WAGNER 공원은 앞으로 몇 달 뒤, 2년간 폐쇄됩니다. 

Wagner Park가 다시 열릴 때에는 넓은 잔디밭과 정원도 생겨있을 

예정입니다. 교육, 커뮤니티, 식사 및 각종 프로그램 공간, 공중 화장실, 

아름다운 전망이 모두를 위해 열립니다. 

사우스 배터리 파크 도시 복원 프로젝트는 해안선을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Lower Manhattan Coastal Resiliency Program의 

일부입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발표자료 녹화 및 커뮤니티 회의 녹화를 시청하고 

최종 디자인을 검토하려면 BPCA.NY.GOV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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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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