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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새로운 코지우스코 브리지 (KOSCIUSZKO BRIDGE)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EMPIRE STATE BUILDING)의 화려한 조명쇼를 통해 “빛의 뉴욕항 

(NEW YORK HARBOR OF LIGHTS)” 공개 

 

뉴욕의 구조물들을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킬 “빛의 뉴욕항 (The New York 

Harbor of Lights)”의 데뷔 

 

50 여 년 만에 뉴욕시에 건설된 새로운 첫 번째 주요 교량 공개행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964 년 베라자노 브리지 (Verrazano Bridge) 이후 

뉴욕시에서 건설된 최초의 새로운 교량인 새로운 코지우스코 브리지 (Kosciuszko 

Bridge)의 첫 번째 구간 개통을 축하하는 “빛의 뉴욕항 (New York Harbor of Lights)” 첫 

공개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Empire State Building)의 조명과 

조화를 이루고 iHeartRadio 라디오 방송국의 여러 음악 방송과 동기화 된 이 화려한 조명 

쇼로 “빛의 뉴욕항 (The New York Harbor of Lights)”의 첫 공개 시연을 마쳤습니다. 

뉴욕주의 급성장하는 관광 산업을 바탕으로, 이 복합 색체의 LED 조명 쇼는 더 많은 

방문객들을 엠파이어 스테이트로 유치하여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뉴욕의 멋진 구조물들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대담한 인프라 계획을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는 주정부의 관광 산업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에 대한 국가적인 모델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스카이 라인을 가로 

지르는 이 경이적인 조명 쇼는이 지역 전체 지역사회들의 연대와 힘을 상징합니다.” 

 

“빛의 뉴욕항 (The New York Harbor of Lights)” 첫 공개 시연에서 복합 색체의 LED 

조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노래들로 연출되었습니다. 

• Billy Joel, 락 밴드 Kiss의 기타리스트 Ace Frehley, Frank Sinatra, Alicia Keys, 

Jay Z의 하나의 New York Mashup; 



• Pharrell Williams의 Happy;  

• Stevie Wonder의 Signed, Sealed, Delivered; 

• Lady Gaga의 Born This Way. 

코지우스코 브리지 (Kosciuszko Bridge) 외에도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이 운영하는 다음과 같은 7 개의 모든 교량 및 터널에 

2018 년 5 월까지 조명 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Henry Hudson Bridge  

• Whitestone Bridge  

• Throgs Neck Bridge  

• RFK Triborough Bridge  

• Queens Midtown Tunnel  

• Hugh L. Carey Brooklyn Battery Tunnel  

• Verrazano-Narrows Bridge  

• Marine Parkway-Gil Hodges Memorial Bridge  

• Cross Bay Veterans Memorial Bridge 

또한 “빛의 뉴욕항 (The New York Harbor of Lights)”에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 (George 

Washington Bridge)가 포함됩니다. 조명은 음악과 같이 편성되며 특별한 행사를 위해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이번 레이저 쇼는 2011년 이래로 90억 달러 증가한 수치인, 매년 

630억 달러의 직접 관광객 매출을 기록한 뉴욕주 관광 산업을 상당히 발전시킬 

것입니다. 

 

오늘 일찍, 주지사는 공식적으로 오후 11시 30 분에 양방향으로 개통될 예정인 새로운 

코지우스코 브리지 (Kosciuszko Bridge)의 첫 번째 구간이 완공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27일 목요일. 이 코지우스코 브리지 (Kosciuszko Bridge) 프로젝트는 Roosevelt 

대통령 행정부에서 1939 년에 처음 개통된 기존의 78 년된 노후 교량을 교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완공될 경우, 이 새로운 교량은 1 개의 퀸즈 행 교량과 1 개의 브루클린 

행 교량으로 이루어진 2 개의 최첨단 사장교로 구성됩니다.  

 

뉴욕주 교통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발주한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인, 55,500만 달러 규모의 제 1단계 프로젝트를 통해 퀸즈 행 교량을 건설하며, 

제 2단계 프로젝트 완공까지 각 방향 3차선 공사가 포함됩니다. 이 새로운 교량은 매일 

약 200,000 명의 통근자들에게 혜택을 주며 미래의 생존 능력을 보장해서 100 년의 

수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 월, 주지사는 올 여름 예정된 계획보다 7 개월 앞서 올해 5 월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의 제 2단계를 위한 길을 확보하도록 오래된 교량의 주요 

부분 두 곳의 폭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브루클린 행 경간의 예상 개통 시기가 

예정된 계획보다 4년 앞선 2020년 초로 앞당겨집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grand-opening-new-kosciuszko-bridge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plan-implode-old-kosciuszko-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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