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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일요일 
2023년 연례 작품 전시회 오프닝 환영 행사  

시간: 오후 1시-3시, 장소: 6 RIVER TERRACE  

행사장에 오시면 BPCA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출시된 

작품들을 감상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운영자와 교육 관계자분 그리고 참가 중인 예술인들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2월 2일-2월 23일, 매주 목요일 
전시회 행사  

관람 시간: 오후 2시-5시 30분, 장소:  6 RIVER 

TERRACE 

 

 
Christine Yost, Daniel 

 

 
Esther Mizrahi, Winding Flowers 

1월 30일, 월요일  

2023년 연례 온라인 작품 전시회 

온라인으로 BPCA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출시된 작품들을 감상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전시회장을 방문하시면 비디오를 통한 

관람이 가능 합니다. 위치: 6 River Terrace (페이지 2 참조),  

1월 30일 부터는 BPCA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셔도 

관람이 가능 합니다. 

스마트 폰 앱으로 다음의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BPCA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Donald Bernstein, Little Cove 

 
 
 
 
 
 
 
 
 
 
 
 
 
 
 
 
 

2 Nai Lee Lum, Untitled Mathew Park, Drawing in the Park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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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 1월 27일 

크리스마스 트리 수거  

Battery Park시 환경 보호에 협조해 주세요. 폐기 예정이신 크리스마스 

트리는  트리 장식품을 모두 분리하신 후 길가 (인도 끝 부분)에 배출 

해주세요. 배출하신 트리는 시 운영 부서에서 1월 27일 까지 수거할 예정 

입니다. 수거 된  트리는 분쇄 후 Battery Park시 공원들의 Mulch (화단 

덮개 용 재료)로 재활용 될 예정 입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전화) 212-267-9700으로 문의 해 주세요.

눈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시간 

지금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나요? 눈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 보아요. 

눈사람도 만들고 눈으로 된 성도 지어보고 스노우 튜빙도 타보세요. 공원 

잔디밭 위에 소복하게 쌓인 눈 위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드러누워 날개 짓 

해보면 천사의 날개 자국이 눈 위에 남을 거에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채널에 접속해 보세요. 반가운 눈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에요!~ 

www.bpca.ny.gov  

facebook.com/batteryparkcityparks   

twitter.com/bpca_ny

 

2월 2일, 목요일  
BPCA 문화/예술 간담회, 시간: 오후 5시30분-

6시30분, 장소: 6 RIVER TERRACE 

BPCA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관계자 분들과 담소를 나누는 

시간 입니다. 관계자 분들의 교육 과정 중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들, 현 전시회 출품작들, 예술품 제작에 이용되는 창작 

기법, 그리고 작품의 소재를 선정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것 입니다.

 

2월 10일, 금요일 
발렌타인 데이 헌혈 행사 

시간: 오후 12시-6시, 장소: 6 RIVER TERRACE 

사랑의 헌혈 행사에 동참하셔서 혈액이 부족한 지역을 도와 주세요.  

헌혈에 걸리는 시간은 한 시간 정도 입니다. 당신의 한번의 헌혈이 여러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서명하시고 동참해 보세요 (nybloodcenter.org)  

instagram.com/bpcparks 

 

1월 19일, 목요일 
PARADOX DOCS (영화 감상)  
상영 영화: “AMERICAN MOVIE” 
시간: 오후 6시 30분, 장소: 6 RIVER TERRACE  

Paradox Docs 시리즈 에서는 우리들 주변의 개연성 없는 소재들을 주제로 하면서,  

역설 적이지만 매력적인 영화들을 상영해 드립니다. 당일 상영되는 영화  

American Movie (1999년 작)에서는 본 작품의 감독인 Chris Smith씨가 수년 전  

제작을 포기했던 자신의 저 예산 공포영화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투자를 다시 유치하며 완성을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 무료 팝콘이 제공되며 영화가 끝난 후에는 간담회가 열릴 예정 

입니다. 

 

2월 12일, 일요일  
발렌타인 데이 카드 만들기 / 시간: 오전 11시, 장소: 6 RIVER TERRACE 
무료 프로그램, 사전 신청 필수, 참가 인원 한정 
 
BPC의 오랜 연례 행사인 “발렌타인 데이 카드 만들기” 교실에 참여해 보세요. 발렌타인 데이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카드를 손으로 직접 만들어 봅니다. 자르고, 붙이고 예쁜 장식물 들을 달아 

보아요. 마지막은 사랑의 키스로 마무리 합니다. 4세 이상부터 참여 가능 하며 카드 만들기 재료는 

현장에서 제공 됩니다. 사전 신청은 이메일: registration@bpca.ny.gov로 접수해 주세요. 
 
 

 

 
 
2월 9일, 목요일  
PARADOX DOCS (영화 감상) / 상영영화: “F IS 
FOR FAKE” / 시간: 오후 6시 30분, 장소: 6 RIVER 
TERRACE 

Paradox Docs 시리즈 에서는 우리들 주변의 개연성 없는 소재들을 

주제로 하면서 역설 적이지만 매력적인 영화들을 상영해 드립니다. 

당일 상영되는 Orson Welles감독의 F is for Fake (1973년 작)은 온갖 

종류의 사기와 사기꾼들에 대하여 폭로하는 장르의 영화 입니다. 무료 

팝콘이 제공되며 영화가 끝난 후에는 간담회가 열릴 예정 입니다. 

 

 

 

4 5 

2
월

 행
사

 

 1
월

 행
사

 

 

http://www.bpca.ny.gov/
mailto:registration@bpca.ny.gov


 

2월 16일, 목요일  
NY LAUGHS 라이브 코미디 행사  
시간: 오후 7시 30분 
장소: 6 RIVER TERRACE 

흑인 역사의 달 (Black History Month)을 기념하여 NY 

LAUGHS에서 주최하는 라이브 코미디 쇼에 당신을 초대 

합니다. 비영리 단체인 NY LAUGHS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일체감 형성에 기여하고, 구성원 개개인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며, 유머라는 소재를 통해 활력 넘치는 일상이 

되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연령: 10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쇼의 일부 주제는 어린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위의 QR 코드를 스캔 

하여 참석 여부를 알려 주세요. 

 

 
 

2월 21일, 화요일  

-2월 23일, 목요일 
플레이 오프: 겨울 방학 스포츠 교실  
시간: 오후 3시-4시 30분 
장소: STUYVESANT HIGH SCHOOL, 
COMMUNITY CENTER 

BPCA 코치님들이 진행 하는 겨울 방학 스포츠 교실에 참석해 

보세요. 다양한 운동 기술에 관해 공부해 보고 경기에 직접 

참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참가 연령: 6세-10세.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위의 QR 코드를 스캔 하여 참석 여부를 알려 주세요

2월 21일, 화요일  

화요 간담회: 게스트 시인 CORNELIUS EADY  
시간: 오후 1시, 장소: 6 RIVER TERRACE 

흑인 역사의 달 (Black History Month) 을 기념하여 문학가 Cornelius Eady 

씨와의 간담회가 열립니다. Cornelius Eady 씨는 저명한 시인이자 음악가 

그리고 Cave Canem사의 공동 창업자 입니다. 또한 Poets House의 임시 

이사직을 위임 했으며 퓰리처 상 후보 작 “내 이름의 모음 (The Gathering of My 

Name)”을 포함한 다수의 유명 시집들을 출간 하였습니다. 현재 테네시 대학교 

(녹스빌 캠퍼스)의 John C. Hodges 도서관의 의장으로 재직 중 입니다. 

본 간담회는 Poets House와 BPCA의 제휴로 준비 되었습니다. 

 
 
 
 

2월 23일, 목요일  

2023년 연례 작품 전시회 종료 행사: 독서와 시 

시간: 오후 5시 30분-6시 30분, 장소: 6 RIVER TERRACE 

본 행사장에 오시면 BPCA 문학 프로그램에 참여 중 인 작가 분들의 

작품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시를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들을 경청하고 정독해 보세요. 또한 본 프로그램의 운영자와 교육 

관계자분 그리고 참여 중인 작가 분들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3월 16일 목요일 
PARADOX DOCS (영화 감상)  

상영 영화: POLY STYRENE: I AM A CLICHÉ 

시간: 오후 6시 30분, 장소: 6 RIVER TERRACE 

Paradox Docs 시리즈 에서는 우리들 주변의 개연성 없는 소재들을 주제로 

하면서 역설 적이지만 매력적인 영화들을 상영해 드립니다. “여성 역사의 

달”을 기념하여 상영해 드리는 I am a Cliché (2021년 작)은 Celeste Bell과 

Paul Sng 감독이 공동 제작 하였으며 펑크의 아이콘이자 그룹 X-Ray Spex의 

여성 리드 보컬인 Poly Styrene의 삶과 여정에 관한 영화 입니다. 무료 팝콘이 

제공되며 영화가 끝난 후에는 간담회가 열릴 예정 입니다. 

3월 18일, 토요일  
장애물 경주 (실외) 
시간: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30분, 장소: 록펠러 공원 
스릴 넘치는 장애물 통과 경주에 참가해 보세요. 당신의  

민첩성, 균형 감각, 스피드 그리고 인내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장애물  

시설은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보아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위의 QR 코드를 스캔 하여 참석 여부를 알려 주세요 

 

3월 25일, 토요일  
도심 환경 보호 공원 걷기 행사 (여성 행사) 
시간: 오전 11시-오후 12시, 장소: THE REAL WORLD, 록펠러 공원  

“여성 역사의 달”을 기념하여 여성분들을 위한 록펠러 공원 걷기 행사가 열립니다. 도심 환경 

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본 행사에 지지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이메일: registration@bpca.ny.gov로 등록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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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pca.ny.gov 

 

4월 1일, 토요일  
체스 토너먼트 대회 
시간: 오전 9시-오후 1시, 장소: 6 RIVER TERRACE  
사전 등록 필수, 참가비: $15 

스위스 스타일 방식 (중간 탈락자 없음)의 체스 토너먼트 경기에 

참가해 보세요. 참가자는 상대방과의 플레이를 통해 새로운 

전략을 배우며 체스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대회 종료 후에는 

시상식이 열릴 예정 입니다. 본 대회는 주 별로 순차적으로 열리는 

행사 입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이메일: 

registration@bpca.ny.gov로 신청해 주세요 (참가 연령: 5~12세, 

참가비: $15 

 

4월 11일, 화요일  

-4월 13일, 목요일 
플레이 오프: 봄 방학 스포츠 교실  
시간: 오후 3시- 4시 30분 
장소: STUYVESANT HIGH SCHOOL, 
COMMUNITY CENTER  

BPCA 코치님들이 진행 하는 봄 방학 스포츠 교실에 참석해 보세요. 

다양한 운동 기술에 관해 공부 해보고 경기에 직접 참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참가 연령: 6세-10세.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위의 QR 코드를 

스캔 하여 참석 여부를 알려 주세요. 

4월 13일, 목요일  
PARADOX DOCS (영화 감상)  

상영 영화: DAGUERREOTYPES 

시간: 오후 6시 30분, 장소: 6 RIVER TERRACE 

Paradox Docs 시리즈 에서는 우리들 주변의 개연성 없는 소재들을 

주제로 하면서 역설 적이지만 매력적인 영화들을 상영해 드립니다. 

Agnès Varda 감독의 Daguerréotypes (1976년 작)에서는 프랑스 

파리의 어느 한 상점인 Rue Daguerré와 그 곳에 근무하는 점원들의 

삶을 묘사 하고 있습니다. 점원들은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들의 

일상을 통해 주변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미래의 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료 팝콘이 제공되며 영화가 끝난 후에는 간담회가 열릴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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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bpca_ny 

instagram.com/bpcparks 

 
 
 
 
 

 

4월 17일, 월요일  

도심 양봉 교실 

시간: 오후1시 30–2시30분,  

장소: 록펠러 공원, CHAMBERS STREET ENTRANCE 
BPCA양봉 센터에서 양봉 전문가와 함께 도심 속 양봉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Alvéole의 beekeepers분과 함께 도심 양봉의 중요성과 도심 양봉이 주변 환경의 보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등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BPCA양봉 센터는 록펠러 공원 

Chambers Street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4월 19일, 수요일  

BPC “환경 보호의 주” 헌혈 행사 
시간: 오후 2시-6시 장소: 6 RIVER TERRACE 

환경 보호의 주 (2023년 Earth Week)를 기념하는 사랑의 헌혈 행사에    

동참하셔서 혈액이 부족한 지역을 도와 주세요. 헌혈에 걸리는 시간은 

한 시간 정도 입니다. 당신의 한번의 헌혈이 여러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서명 하시고 동참해 보세요: nybloodcenter.org  

 

4월 21일, 금요일 BPC “환경 보호의 주” 조류 관찰 

행사  
시간: 오전 10시 30분, 장소: RECTOR PARK EAST 

여러분 댁의 뒷마당에서는 어떤 종류의 새들이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조류 관찰에 이 처음 이신 분, 취미로 하시는 분 그리고 전문가 분들 모두 

오셔서 조류 관찰 방법에 대하여 공부해 보세요. 도심에 서식하고 있는 

새들과 계절에 따라 도시를 방문하는 철새들이 왜 BPC 공원들에서 서식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 보세요. 관찰용 망원경과 가이드 안내가 

제공 됩니다 (본인 소유 망원경을 가져 오셔도 됩니다) 참가를 위해서 

이메일: registration@bpca.ny.gov로 신청해 주세요. 

 

 
 
 
 
 
 
 
 
 
 
 

4월 22일, 토요일  
“환경 보호의 날” S.T.E.A.M. DREAM 행사 
시간: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  
장소: 록펠러 BASKETBALL COURT 

          환경 보호의 날 (EARTH DAY)을 맞이하여 어린이 여러분들을 위한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ematics) 

행사가 준비 되었습니다. 본 야외 행사에서는 Mad Science 에서 준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즉석 공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위의 QR 코드를 스캔 하여 참석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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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C “환경 보호의 주” 프로그램 일간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BPCA의 2023년 환경 보호의 주 (2023년 EARTH WEEK)를 맞아 같은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온/오프라인 행사가 열릴 예정 입니다: 영양분 (퇴비)공급 작업, 주변 환경 보전 및 

친환경 프로그램 등. BPCA의 iNaturalist 프로젝트 페이지에 접속 하시면 최신 행사 일정 및 

관련 자료들을 보실 수 있으며 BPC의 다양한 생태 환경의 체험 방법들에 관한 정보 또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래의 소셜 미디어 채널을 확인해 보세요. 

4월 18일, 화요일  
화요 세미나: 지역 벌꿀 
시간: 오후 6시 30분, 장소: 6 RIVER TERRACE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벌꿀의 효능과 조리법에 대하여 공부해보는 시간 입니다. 

Institute of Culinary Education에서 나오신 요리 강사께서 천연 재료인 꿀이 

우리들의 일상 요리에 어떻게 가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실 것 입니다. 또한 

꿀이 사용된 요리를 맛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져 보실 수 있습니다. BPC에서 

기념품으로 드리는 샘플 꿀도 잊지 마시고 받아 가세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위의 QR 코드를 스캔 하여 참석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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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4월 24일, 매주 

월요일 
시니어 그룹 헬스 강좌 
시간: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장소: 6 RIVER TERRACE 
 
시니어 분들을 위한 헬스 교실 입니다. 워밍업 부터 

마무리 운동까지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운동해 

보세요. 수업시간 동안 담당 트레이너 선생님의 

리드를 따라 유산소, 밸런스, 근육 운동 등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용 생수와 수건을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1월 16일, 2월 20일은 수업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간: 2월 27일-4월 

3일 매주 월요일  
문학 강좌: 회고록 / 시간: 오후 2시-3시 

30분, 장소: 200 RECTOR PLACE /무료 강좌, 

참가 인원 제한, 사전 등록 필수  

시인 겸 작가이신 Jon Curley씨가 진행을 

맡으신 회고록 집필에 대한 강좌 입니다. 

참가자는 특별한 양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회고록을 

써보게 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이메일: registration@bpca.ny.gov로 등록을 

신청해 주세요.

4월 10일-4월 24일, 

매주월요일 
NYS 조류 관찰 산책로 프로그램 
시간 오전: 9시30분, 장소 RECTOR PARK EAST 

BPCA의 NYS 조류 관찰 산책로 (The New York State 

Birding Trail)에 대해 공부해 보세요. BPCA의 NYS 

조류 관찰 산책로는 도심 내부에 위치한 조류 

서식지로서 수준급의 생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참가 하시면 BPCA 공원들의 조류 

생태 환경과 도심에 서식하는 조류 및 계절성 

철새들이 본 공원을 서식지로 찾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관찰용 망원경과 

가이드 안내가 제공 됩니다 (본인 소유 망원경을 가져 

오셔도 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이메일: 

registration@bpca.ny.gov로 등록을 신해 주세요. 

 

1월 3일-4월 25일, 매주 

화요일  
성인 줌바 댄스 교실  
시간: 오전 10시 30분-11시30분, 장소: 6 
RIVER TERRACE 

춤과 운동을 동시에! 라틴의 열정, 줌바 댄스를 배워 

보세요. 댄스 동작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절 운동도 

하게 됩니다. 신체의 균형 유지 능력을 키우고 근육 

운동의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용 생수와 

수건을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 

1월 3일-4월 25일, 

매주 화요일T 
시니어 친목회 모임 

시간: 오후 2시 30분-4시, 장소: Community 

Room, 200 RECTOR PLACE 

본 모임에 오시면 BPC 전역에 거주하시는 여러 

시니어 분들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며 자기 동네 소식들을 전해 

보세요. 보드게임과 카드게임 플레이도 즐기며 

이웃들과의 우정을 쌓아 보세요.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 200rector@bpca.ny.gov로 문의해 주세요. 

1월 4일-4월 26일, 매주 

수요일  

성인 합창 교실 

시간: 오후 1시 -2시, 장소: 200 RECTOR 

PLACE 

Church Street School of Music 이 주관하는 합창 

교실 입니다.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 이라면 누구나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 음악, 클래식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부르게 되며 지역 행사에 

합창단으로 참가할 기회도 주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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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3월 

21일, 매주 화요일 

어린이 체스 교실  

폰 (초급 5-7세) 오후 3시30분-4시, 나이트 (중급 7세 이상) 오후 

4시10분-4시 50분, 룩 (상급 8세 이상)/ 장소: 6 RIVER TERRACE / 

참가비: $150, 수업: 총 13회 어린이 체스 교실 입니다. 초급 (폰: Pawns): 

체스 말의 기본 동작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중급 (나이트 Knights): 

기본 동작을 마스터 한 후 전략과 전술에 대해 배워 봅니다. 상급 (룩 

Rooks): 체스 게임에 익숙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입니다. 2월 

21일에는 세션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이메일: registration@bpca.ny.gov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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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4월 

18일, 매주 화요일 
봄 맞이 어린이 가드닝 교실 (참가 연령: 6-10세) 
시간: 오후 3시15분–4시45분, 록펠러 공원 

무료 프로그램, 사전 등록 필요, 참가 인원 한정 

어느덧 봄이 찾아 왔어요. 푸르른 수풀 그리고 흙장난을 좋아 하나요? 

그럼 밖으로 나와 함께 정원을 가꾸어 보아요. 물과 비료 주는 것도 

잊으면 안돼요!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이메일: 

registration@bpca.ny.gov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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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4월 28일, 매주 금요일 태극권 

교실  

시간: 오전 8시30분-9시30분, 장소: 6 RIVER 

TERRACE 

고대 중국 무술인 태극권의 동작을 통하여 힘과 균형감각 

그리고 집중력을 키워 보세요.  1월 13일과 2월 17일에는 

수업이 열리지 않습니다. 
 

2월 1일-3월 29일, 매주 수요일 

인체 소묘 시간 (누드화 스케치) / 시간: 오후 2시-4시, 장소: 6 RIVER 

TERRACE 

무료 프로그램, 사전 등록 필요, 참가 인원 한정 

당신의 미술가적 자질을 테스트 해보세요. 매주 열리는 인체 소묘 

시간에는 탈의한 모델의 신체를 관찰을 통해 그리게 됩니다. 진행을 

맞으실 예술가 및 교육자 분들께서 그림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해주실 것 

입니다. 그리기에 필요한 미술 도구가 제공되나 각자 선호하는 미술 

도구는 가져 오시는 것을 권장 합니다.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이메일: registration@bpca.ny.gov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 요리 교실: 1월 12일, 2월 9일, 3월 9일,  

4월 13일 중 택일 

건강 식단 조리법 강좌,  

시간: 오전 11시-오후 12시, 장소:  6 RIVER TERRACE 

무료 프로그램, 사전 등록 필요, 참가 인원 한정 

Lauren C. Kelly 영양사 분께서 진행하는 요리 교실 입니다. 일반 가정식 

조리법의 응용, 재료 손질 방법 그리고 최신 요리법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주실 것 입니다. 애피타이저 에서부터 메인 요리 및 디저트까지 모든 

식단을 보다 건강하게 조리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 보세요.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이메일: registration@bpca.ny.gov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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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4월 24일, 매주 월요일  

부모와 아기가 함께하는 요가 클래스 / 장소: 6 RIVER TERRACE 

무료 프로그램, 사전 등록 필요, 참가 인원 한정 

1기: 1월9일–3월6일 (클래스 없는 날 1월16일, 2월20일) 

2기: 3월13일–4월23일 

시간: 오후 1시–2시15분 또는 2시30분–3시45분 

초보 부모님과 아기들이 함께하는 요가 수업 입니다. 새로운 자세를 배우며 

가벼운 체조도 해보게 됩니다 (대상: 신생아부터 기기 시작하는 아가들)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이메일: registration@bpca.ny.gov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1일-3월 29일, 매주 수요일 

어린이 로큰롤 교실 

장소: 6 RIVER TERRACE 

무료 프로그램, 참가 인원 한정, 선착순 

1교시: 오전 9시30분-10시15분  

2교시: 오전 10시45분-11시 30분  

              로큰론 선생님들의 리드에 따라 엄마, 아빠와 어린이가 함께 

춤추며 노래 해보는 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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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3월 30일, 매주 목요일  

어린이 미술 놀이 교실  

시간: 오전 10시-11시 30분 / 장소: 6 RIVER TERRACE 

무료 프로그램, 사전 등록 필요, 참가 인원 한정 

부모와 함께 걸음마가 가능한 유아부터 유치원생까지 함께 하는 

미술 놀이 교실 입니다. 어른도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가 하게 됩니다.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을 위해서 이메일:registration@bpca.ny.gov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2일-3월 30일, 매주 목요일  

어린이 음악 이야기 놀이 교실  

장소: 200 RECTOR PLACE 

1교시: 오후 3시15분-4시 

2교시: 오후 4시15분-5시 

무료 프로그램, 사전 등록 필요, 참가 인원 한정 

부모와 함께 걸음마가 가능한 유아부터 유치원생까지 함께 하는 음악 

이야기 놀이 교실 입니다. 어른도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가 하게 됩니다.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을 위해서 이메일:registration@bpca.ny.gov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RIVER TERRACE 
커뮤니티 센터 대여 안내 

6 River Terrace 커뮤니티 센터는 파티, 모임, 지역 행사, 공휴일 및 가족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위한 장소로 대여가 가능 합니다. 약 2,000 스퀘어 피트의 크기로 출입구까지 

휠체어로 접근이 가능하며 뛰어난 시청각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큰 창 너머로 BPC의 공원과 허드슨 강의 조망이 가능 합니다. 

대여료는 2시간에 $600 입니다 (준비 및 정리를 위하여 대여 시간 전후로 1시간씩 무상 제공 

됩니다) 해당 시설 대여를 위해서는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용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예약이 완료 되어야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관람, 예약 및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전화: 212-267-9700 내선번호 9363 

또는 이메일: 6riverterrace@bpca.ny.gov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 RECTOR PLACE 
커뮤니티 룸 대여 안대 

200 RECTOR PLACE 커뮤니티 룸은 비즈니스 미팅, 커뮤니티 모임, 소규모 행사 및 가족 모임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 하시기에 적합 합니다. 약 600 스퀘어 피트의 크기로 대여료는 

1시간에 $50 입니다. 해당 시설 대여를 위해서는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용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예약이 완료 되어야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관람, 예약 및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전화: 212-267-9700 내선번호 9363 

또는 이메일: 200Rector@bpca.ny.gov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PC 운동장 1월 1일-2월 

28일, 동계 운영 시간 

월-금, 토, 일 오전 9시-오후 8시  

위치: West Street 과 Murray and Warren 

Streets 사이 

소프트볼, 발 야구, 원반 던지기, 라크로스, 축구, 미식축구 등 그룹 스포츠 

경기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4계절 운영 되며 사전 이용 허가 신청을 위해 

www.bpca.ny.gov/apply/permits로 방문해 주세요. *본 시설은 지역 시민 누구 

에게나 개방 되어 있으나, 봉사 목적의 비영리 단체 소속의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 

우선적으로 제공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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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4월 30일 

동계 운영 시간 / 월 –금 오전 

7시– 오후 10시, 토, 일 오후 1시-

9시 

커뮤니티 센터는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수영 

및 헬스 등을 위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 

하실 수 있는 체육 시설 입니다. 

연간 회비 

성인 (18세 이상) $199 

BATTERY PARK CITY 거주민  $179  

청소년, 시니어 (62세 이상), 군인  $79 

BATTERY PARK CITY 거주민 이면서 청소년, 

시니어, 군인 인 경우 $59 

회원 무상 서비스 

수영 레슨 (전 연령), 전신 복싱 워크아웃, 

하타 요가, 태극권, 배드민턴 

일일 사용권 

성인 $15 

청소년, 시니어, 군인,  

BATTERY PARK CITY 거주민 $10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Community 

Center at 345 Chambers Street를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 www.bpca.ny.gov를 

참조 하시거나 또는 이메일: 

communitycenter@bpca.ny.gov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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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6월 28일, 매주 일요일, 

목요일 
배드민턴 교실 

일요일 오후 1시-5시30분  

목요일 오후 7시-9시30분  

배트민턴 전용 코트 3개가 있습니다. 등급 제한 없으며 셔틀콕과 

라켓이 제공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코스 

어린이 수영 그룹 레슨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일상 생활 에서의 자신감도 

키울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수영은 안전한 물놀이 요령뿐 

만 아니라 평생 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 입니다.  

레슨비: 비회원 6회 $60 

1기 수영 교실: 1월 7일-2월12일 

2기 수영 교실: 2월25일-4월2일 

3기 수영 교실: 4월 15일-5월21일 

*수영 능력 등급 및 수업 시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매주 월요일-수요일 성인 수영 레슨 

일상 생활에서의 자신감, 물에 빠졌을 경우의 생존 능력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평생 운동인 수영을 배워 

보세요. 이전에 수영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실력을 좀 더 향상 시키실 수 있습니다. 개인 레슨도 

가능 합니다. 겨울 세션은 1월 첫째 주부터 시작 됩니다. 레슨비: 

비회원 기준 8 회, $80 보다 자세한 사항은 

bpca.ny.gov/places/community-center를 방문해 주세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하타 요가 

월요일 수업: 1월 9일-6월 28일 (수업 없는 

날: 1월 6일, 2월 20일, 5월 25일, 6월 19일)  

수요일 수업: 1월 4일-3월 29일 

시간; 저녁 7시-8시 

본 스트레칭 클래스에서 다양한 요가 자세와 긴장을 

완화하는 기술을 배우면서 신체 에너지를 증진 시켜 보세요.. 

월요일 수업: 회원 전용 / 수요일 수업: 회원, 비회원 모두 

 

매주 월요일, 수요일 1월 4일-6월 

28일 

전신 복싱 워크아웃 

월요일: 오후 7시–8시30분 / 

수요일: 오후 7시-8시 30분 

전신 복싱 워크아웃은 하지 근력을 기반으로 신체 전반의 

기능을 강화하는 운동 입니다. 수업 없는 날: 1월 16일, 2월 

20일, 5월 29일, 6월 19일. 

매주 목요일 1월 5일-6월 29일 

태극권 교실, 오후 7시 15분-8시 15분 

태극권 동작을 통하여 근력과 유연함 그리고 균형 감각을 

키워 보세요. 다양한 동작을 통해 유산소 및 무산소 (근육 량 

증가) 효과 그리고 정신 수련을 통한 집중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 1월 4일-4월 29일 
성인 전용 농구장 오픈 

토요일 오후 1시-6시 

수요일 오후 7시-9시45분 

체육관 6층에는 농구장이 있습니다. 동절기 기간 내내 사용하실 수 있으며 풀 코트로 팀플레이도 

가능 합니다. 성인 전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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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ttery 

www.thebattery.org 
 

West Street 

Hudson River Park 

 

BPC Ball Fields 
 
 

 
Winter 

Garden 

 
Pier A 
Plaza 

 
 
 

 
SOUTH BATTERY PARK CITY 

RESILIENCY PROJECT 

 

 
 
 
 

 
Nelson A. 

Rockefeller Park 

 
 
 
 

 
Rockefeller 

Park House 

 
e 

 
 
 
 

 
Teardrop 

Park 

 
 
 
 
 
 

Ferries 

 

Irish Hunger Memorial 

 
North Cove 

 
 
 

Waterfront Plaza 

at Brookfield Place 

 
 

 
Kowsky Plaza 

Police Memorial 

Sirius Dog Run 

at Kowsky Plaza 

 
 

 

Rector Park West 

Rector Park East 

 
 
 

 
West Thames Park 

 
South Cove 

 
West Thames 

Street Dog Run 

 
 
 
 

Mother Cabrini 
Memorial 

BPC Parks Office 
75 Battery Place 

Pier A 

 
Robert F. Wagner, Jr. Park 

Museum of Jewish Heritage 

Restrooms 
Art Installation 

CCSHS 

Community Center at 

Stuyvesant High School 

 
Hurricane Maria Memorial 

North Esplanade 

The Terrace 

Teardrop Park 

N. End Ave Island 
Dog Run 

South 

Asphalt Green 

6 River Terrace 
 

 Belvedere Plaza 
 
Esplanade Plaza 

BPC Ambassador Command Center 
212 945-7233 (SAFE) & Community Room 
200 Rector Place 

Composting Drop–Off 

Closed for Construction 

To learn more, visit bpca.ny.gov/sbpcr 

BATTERY PARK 도시지도  
 

 
WTC Memorial 

 

 
WT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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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Battery Place 

New York, NY 10280 

212-267-9700 

www.bpca.ny.gov 

facebook.com/batteryparkcityparks 

twitter.com/bpca_ny 

instagram.com/bpc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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