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6년 12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 그랜드 센트럴역 (GRAND CENTRAL)의 퍼싱 광장교 (PERSHING 

SQUARE VIADUCT)에 LED 조명을 설치했다고 발표 

 

화려한 색상의 LED 조명으로 빛나는 그랜드 센트럴역 (Grand Central Terminal)앞의 

상징적인 도로 

 

여기에서 확인가능한 조명으로 장식된 퍼싱 광장교 사진 

 

뉴욕주의 도로와 교량을 공공 예술 작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주지사의 공약 보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색상 변경 LED 조명으로 그랜드 센트럴역 (Grand 

Central Terminal) 앞의 퍼싱 광장교 (Pershing Square viaduct)의 조명을 장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랜드 센트럴역 (Grand Central Terminal)의 위엄을 보완하기 위한 이 

조명은 42번가 (42nd Street)의 어느 곳을 따라 걸어도 야간 보행자들이 그랜드 센트럴역 

(Grand Central)으로 가는 길을 즉시 발견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랜드 센트럴역 (Grand Central Terminal)은 

우리의 위대한 공공 명소 중 한 곳입니다. 퍼싱 광장교 (Pershing Square viaduct)를 

밝히는 이 새로운 조명은 이 뉴욕주 아이콘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보다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욕 주민의 현 세대 및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며, 그 

양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주정부가 뉴욕주 교통망을 위해 만들고 있는 많은 인프라 

개선책 중 하나입니다.” 

 

Thomas F. Prendergast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청장 겸 최고 경영자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LED 

조명으로, 퍼싱 광장교 (Pershing Square viaduct)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 

하나이며 또한 매일 750,000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가장 분주한 장소들 중 한 곳인 

그랜드 센트럴역 (Grand Central Terminal)으로 통하는 표지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승객들이 그랜드 센트럴역 (Grand Central)으로 가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휴가 및 특별한 날을 축하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조명 디스플레이를 통해 서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감정과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메트로-북부 철도 (MTA Metro-North Railroad)는 그랜드 센트럴역 

(Grand Central Terminal)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직무의 일환으로 조명을 유지하고 색상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GrandCentralPershingSquareLights.pdf


 

 

선택을 관리할 것입니다. 이 조명은 메트로-북부 철도 (Metro-North), 그랜드 센트럴 

합자회사 (Grand Central Partnership, GCP), 동부 미드 타운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개선 

지구, 퍼싱 광장교를 소유한 뉴욕시 교통부 (New York Cit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간의 공동 노력으로 설치되었습니다. 

 

Peter S. Kalikow 그랜드 센트럴 합자회사 (Grand Central Partnership, GCP) 이사회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랜드 센트럴 합자회사 (GCP)는 퍼싱 광장교 (Pershing 

Square viaduct)를 상징적인 그랜드 센트럴역 (Grand Central Terminal)으로 향하는 

장엄한 조명의 관문으로 바꾸기 위해 메트로-북부 철도 (Metro-North Railroad)와 뉴욕시 

교통부 (New York Cit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서로 제휴하게 되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랜드 센트럴 합자회사 (GCP)는 이 랜드마크 구조물의 장엄한 정면을 

빛나게 밝히기 위해 인접한 건물의 지붕과 상층부 벽위에 새로운 에너지 효율적인 LED 

경기장용 조명을 최근에 설치함으로써 이 프로젝트의 완료를 조율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퍼싱 광장교로 동부 42번가 (East 42nd Street)를 지나 파크 애비뉴 (Park Avenue)의 

두 차선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1983년에 미국의 역사적인 랜드마크로 

지명되었으며, 맨 인 블랙 (Men In Black), 나는 전설이다 (I Am Legend), 어벤져스 (The 

Avengers) 등을 포함한 많은 영화에서 두드러진 장면으로 나왔습니다. 이 조명 설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랜드 센트럴역 (Grand Central Terminal)”과 “퍼싱 광장 플라자 

(Pershing Square Plaza)”라는 단어가 그랜드 센트럴 (Grand Central) 전체의 표지판을 

대상으로 개러문드 3 (Garamond 3) 폰트를 사용하여 동쪽과 서쪽 정면 양쪽에 대문자로 

추가되었습니다. 

 

42 번가 (42nd Street) 위의 이 다리는 40 번가 (40th Street)에서 46 번가 (46th Street)로 

이어지는 다리 중 가장 눈에 띄게 눈에 띄는 부분이며 1913년에 그랜드 센트럴역 (Grand 

Central Terminal)이 완공된 직후 1912년에서 1919년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그랜드 

센트럴역 (Grand Central)의 이전 시설과 그 부속 조차장을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해 

1860년대에 서비스 해제된 파크 애비뉴 (Park Avenue)의 40번지대 아래쪽을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복원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퍼싱 광장교는 그랜드 

센트럴역 (Grand Central)의 동쪽과 서쪽면, 파크 애비뉴 200번지 (200 Park Avenue)의 

메트라이프 건물 (MetLife Building), 파크 애비뉴 230번지 (230 Park Avenue)의 햄슬리 

건물 (Helmsley Building)의 저층을 통해 비스듬히 자르듯이 접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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