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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의 뉴욕시 RIVERBANK 아이스 링크의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 2.6 백만으로 완공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Harlem Riverbank 주립 공원 아이스 링크를 보수하는
2백60만달러의 NY 작품 프로젝트의 완공을 발표했습니다. 겨울 스케이팅 시즌은 New York
Rangers의 회원이 주도하는 기술 클리닉을 포함하여, 청소년 하키 게임, 스케이트뿐만 아니라
Rangers 동기들의 하키 게임 개최가 오늘 오후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복원 된 Riverbank 주립 공원 아이스 링크는 Harlem 지역 사회를 위한 훌륭한 자원이며, 나는
공식적으로 겨울 스케이팅 시즌을 여는 아이스 링크의 재오픈을 보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업데이트에 투자함으로써, 주정부는 이 지역의
보석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링크의 오프닝을 축하하며 이를 돕는 New York
Rangers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이 지역의 모든 이들에게 이 새로운 시설을 올 시즌에 경험하기를
권장합니다. “
“Riverbank 주립 공원의 아이스 링크는 Harlem에서 드물게 많은 사랑을 받는 자원이고, 나는 Cuomo
주지사와 주 의회의 구성원이 아이스링크가 문을 열고 스케이팅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설
향상시키는데 투자한 선견 지명을 지녔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Rose Harvey, 뉴욕 주 공원 사무소,
레크리에이션과 역사 보존의 위원은 말했습니다. “나는 또한 New York Rangers가 지역 사회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스케이트와 하키 프로그램에 대하여 팀의 지원을 통해 활동적으로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Cuomo 주지사의 NY Works initiative의 재정 지원으로, 스케이트장은 최근 13 개월간의 업데이트의
두 번째 단계를 완료했습니다.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링크의 20년 된 냉각 시스템은 고장을 방지하고 보존하고 링크에서 지속적으로 빙판을
만듭니다;
• 새로운 교반기 보드와 링크 주위에 안개방지 유리를 설치합니다;
• 하절기 동안 롤러 스케이트를 포함하여, 매끄러운 스케이팅 표면을 제공하도록 금이 간
콘크리트 링크 표면을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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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표면의 품질을 유지하고 보호하도록 링크의 남쪽 노출부에 새로운 태양 음영을
설치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보완하면서, 3개의 주에 걸쳐 하키의 성장에 초점 맞추는 Rangers의 “Go Skate!”
커뮤니티 이니셔티브의 목록을 확대시키고 Chase Bank의 지원을 받는 New York Rangers Assist는
“Try Hockey for Free” 클리닉과 New York Rangers와 함께하는 전시 하키 게임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에 개선된 링크에서 참여했습니다. Chase Bank는 새로운 오프 아이스 훈련 영역을 구축 할
수 있도록 추가 사물함 공간으로 사용되는, 얼음분할 텐트를 만들 수 있는 휴대용 보드를 제공하고,
추가 청소년 하키 장비를 제공하기 위해 Riverbank 주립 공원 청소년 하키 프로그램에 25,000
달러를 기증했습니다.
Riverbank 주립 공원의 링크는 학습-스케이팅 프로그램, 오픈 스케이팅 프로그램, 피겨 스케이팅,
하키 리그와 롤러 스케이트를 위해 1 년 동안 약 40만명에 의해 사용됩니다. 1993 년에 완성된,
Riverbank 주립 공원은 수질 오염 제어 설비 상부의 Hudson강 위에 69피트 정도 올라가 있는 고유한
28 에이커 규모의 멀티 레벨 조경 레저 시설입니다.
이 아이스링크 개선 사업은 주 전역의 공원 시스템 재활성화를 반영합니다. NY Works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Cuomo 지사는 2014-2015 주정부 예산에서 90백만 달러를 주립공원 자본 개선
프로젝트에 투입하였습니다. 이 투입은 신규 자본 예산으로 179백만 달러를 책정한 지난 2년간의
New York Works 이니셔티브를 따른 것입니다. 추가 활용 자금과 함께 NY Works는 2012년 이래
109개 공원에서 279건의 자본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총 421백만 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뉴욕주 공원휴양명소보존실은 180개 주립공원과 35개 역사적 장소를 관리합니다. 이러한
레크레이션 장소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518-474-0456으로 전화하거나 www.nysparks.com을
방문하거나 Facebook에 접속하거나 또는 Twitter에서 우리를 팔로우하십시오.
상원 의원 Adriano Espaillat는 “이러한 개선은 훌륭한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합니다. Northern
Manhattan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즐겨온 아이스 스케이팅은 더 나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 Bill Perkins는 “나는 Riverbank 주립 공원에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이스 링크를 개선
및 보수하기 위해 필수적인 협력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공은 가장 좋은 기회 -겨울 날씨와 곧 학교의 방학이 시작되는 휴가 시즌- 에 이루어
지며 우리의 중요한 시설 업그레이드의 다양한 혜택을 즐길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와 New York
Rangers의 회원들로부터 하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Keith Wright는 “인프라 보존 및 뉴욕 공공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확고히 믿는
사람으로써, 이 자금이 여기 Riverbank에서 가능하게 만든 모든 혁신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공원은 Harlem의 가족의 많은 레크리에이션 자원이며, 나는 새롭고 개선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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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이트장이 큰 히트를 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New York Rangers 하키 팀의 관대함 덕분에,
청소년 하키 프로그램은 이 겨울 시즌의 인기 많은 프로그램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원 Herman D. Farrell, Jr은 “나는 아이스 링크장이 더 많이 이용되도록 일했음을 행복하게 여기며,
이 개선은 햇빛 반사로부터 얼음을 보호할 것이며 얼음 표면은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 겨울
시즌에 커뮤니티 주민들은 더 많은 시간을 링크에서 보낼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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