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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엠파이어 스케이트 플라자의 아이스 링크를 12월 31일에 개장한다고 발표 
 

스케이트 무료 대여 및 코코아 무료 제공의 혜택과 함께 재개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Albany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의 아이스 
링크를 12월 3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재개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장일에는 피겨 
스케이팅 공연과 함께 스케이트 무료 대여 및 코코아 무료 제공의 혜택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몇 년 동안 문을 닫았던 이 아이스 링크를 다시 일반에게 공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는 연중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우리의 자산이며 멋진 이벤트로 올해를 마무리하게 되어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스 링크는 지난 2007-2008년 겨울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으며 Office of General 
Service(OGS)가 올림픽 지역 개발기관(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ORDA)과 
Lake Placid 지역 겨울 스포츠 위원회(Regional Winter Sports Committee)와 함께 제휴하여 
올해 다시 문을 엽니다.  
 

GOS의 RoAnn Destito 사무장은 “Capital Region 가족들과 방문객들은 올해 마지막 날부터 
아이스 스케이트를 즐길 장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케이트 무료 대여와 
코코아 무료 제공의 혜택을 포함하여 토요일에 열리는 개장 행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Lake Placid 지역 겨울 스포츠 위원회의 Serge Lussi 회장은 “Lake Placid 지역 겨울 스포츠 
위원회는 지역 전체의 청소년을 위해 동계 스포츠를 지원해준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을 
크게 칭찬했으며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링크를 함께 후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개장일 행사 
 

리본 자르기 및 아이스 링크 개장: 11 a.m. 
12월 31일 운영 시간: 11 a.m. – 8 p.m.  이 아이스 링크는 보수를 위해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휴식 시간을 가집니다. 
스케이트장 이용료: 무료 
스케이트 대여: 무료 
스케이트 공연: Albany 피겨 스케이팅 클럽에서 오후 2시에 피겨 스케이팅 공연을 합니다. 
스케이트 배우기: Albany 피겨 스케이팅 클럽이 오전 11시부터 스케이트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추가- 



 

Korean 

 
부대시설: Sodexo에서 제공하는 무료 코코아와 풀 서비스 스낵 바, 개인 소지품 보관을 
위한 라커가 있는 스케이트 라운지, 음악. 
 

 

새해부터 3월까지 아이스 링크는 매일 개장합니다. 
 

아이스 링크 일반 정보  
운영 시간: 매일 11 a.m. – 8 p.m.  아이스 링크는 매일 3 p.m. – 4 p.m. 사이에 보수관리를 
위해 휴식 시간을 가집니다. 
스케이트장 이용료: 무료 
스케이트 대여: 12세 미만은 $3, 성인은 $4.  스케이트 대여는 아이스 링크가 개장할 때 
이용 가능합니다. 
부대시설: 풀 서비스 스낵 바, 개인 소지품 보관을 위한 라커가 있는 스케이트 라운지,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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