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 빌딩, 앨리샤 키스(Alicia Keys)와의 LED 타워 라이트 쇼를 뉴욕과 세계에게 선물하다 

--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 건물이 필립스 컬러 키네틱스(Philips Color Kinetics)가 제작하고 클리어 채널(Clear Channel) 뉴욕 스테이션이 

라이브로 방영하는 앨리샤 키스 음악에 맞춘 혁신적인 LED 라이팅 시스템을 공개하다 

뉴욕, 2012년 11월 26일 /PRNewswire/ -- 오늘 밤, 세계적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ESB)이 클리어 채널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Clear 

Channel Media and Entertainment)와 14번 그래미® 상을 수상한 앨리샤 키스(Alicia Keys)와 협력해 뉴욕과 세계의 랜드마크에서 펼쳐지는 

최초의 라이트 쇼를 선물할 예정이다. 쇼는 LED 라이팅 부문의 세계적 선두 기업인 필립스 컬러 키네틱스(Philips Color Kinetics, PCK)가 제작한 

놀라운 새로운 LED 라이팅 시스템의 공식적인 공개 행사이다.  

보도자료와 관련된 멀티미디어 자산: http://www.multivu.com/mnr/59258-empire-state-building-first-ever-led-tower-light-show 

동부시간 저녁 9시에 앨리샤 키스는 Elvis Duran, Z100; DJ Clue, Power105; Helen Little, 106.7 Lite fm; and Cubby, 103.5 KTU 과 함께 

클리어 채널 뉴욕 스튜디오에서 스위치를 키면서 라이트 쇼의 시작을 알릴 것이다. 그 순간에는 그녀의 새 앨범에 수록된 싱글 “Girl of Fire”와 

히트곡 “Empire State of Mind”에 맞춰 행사가 시작될 것이다. 뉴욕 시민들과 ESB가 보이는 지역의 주민들은 Z100, 103.5 KTU, Power105, 

106.7 Lite fm 넷 중 한 스테이션을 들으면서 라이트 쇼와 연계되는 음악을 즉시 즐길 수 있다. 라이트 쇼는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클리어 채널 

디지털 라디오 서비스의 본거지 iHeartRadio.com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PCK의 역동적인 첨단 라이팅 시스템은 ESB에 맞춰져 있으며, 무한한 조합이 가능한 1600만 개 이상의 색상과 물결, 크로스페이드, 반짝임, 

체이서, 흩날리기, 스트로브, 폭발 등 이전에는 가능하지 못했던 효과들이 더해졌다. 라이트에 대한 증가된 통제와 관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은 이전의 투광기와는 다른 우수한 빛 및 공명 수준을 제공한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관리하는 말킨 홀딩스(Malkin Holdings)의 회장 앤서니 E. 말킨(Anthony E. Malkin)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조명은 뉴욕 스카이라인의 대명사이다. 우리는 우리의 타워 조명으로 선정된 자선단체, 기업, 행사와 협력하기도 한다” 면서 "필립스 컬러 

키네틱스의 새로운 LED 라이트는 여름에 설치되었으며, 이전의 백열전구들의 색과 강도를 유지해왔다. 오늘 밤에 드디어 우리 조명의 최대의 

강도와 색감이 실현되어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꿔놓게 된다. 우리는 특별히 제작된 라이트 쇼로 뉴욕 및 세계 시민과 함께 이 순간을 기념하고 

싶었다. 진정한 뉴요커, 앨리샤 키스, Z100, 103.5 KTU, Power105, 106.7 Lite fm이 다 함께 라이트 쇼에 동참한다는 것이 매우 기쁘다”고 

평했다.   

앨리샤 키스는 "앰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뉴욕의 가능성에 대한 상징이며, 절대 잠들지 않는 도시에서 어떤 꿈이든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한다” 

면서 “나는 밑의 도시를 예전과는 전혀 다른 영감으로 비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새 조명이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http://www.multivu.com/mnr/59258-empire-state-building-first-ever-led-tower-light-show


뉴욕에게 더 큰 선물을 주고 그녀의 5번째 스튜디오 앨범 GIRL ON FIRE를 기념하기 위해 앨리샤 키스는 11월 27일 화요일 공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녀의 특별 무대는 허리케인 샌디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지역 복구를 위해 봉사한 사람들을 위해 트라이베카 PC Richard & Son의 

후원으로 iHeartRadio Theater에서 진행된다. GIRL ON FIRE 는 RCA Records를 통해 11월 27일 발매된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Empire State Building)에 대해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1,454피트 높이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무실 빌딩”이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공용 공간과 부대시설, 그리고 기본 구조물의 보수를 통해 전 세계 다양한 산업의 회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무실 빌딩이 되었다. 또한 고층건물의 

방송 설비는 뉴욕의 주요 텔레비전 방송국과 FM 라디오의 효율적 운영을 도와준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미국 건축가 협회(AIA)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물로 선정되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 받는 관광지 중 하나이며, 

뉴욕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장소이다. 자세한 정보는 www.esbnyc.com, http://www.facebook.com/empirestatebuilding,또는 

@EmpireStateBldg 참조.  

로열 필립스 전자(Royal Philips Electronics)에 대해  

로열 필립스(NYSE: PHG, AEX: PHI)는 다양한 헬스케어 및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선보이는 헬스 앤 웰빙(health and well-being) 기업으로서 기술 

혁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헬스케어(healthcare), 라이프스타일(lifestyle), 조명(lighting)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필립스는 “센스 앤 심플리시티”라는 브랜드 약속 아래 고객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과 디자인을 결합한 인간 중심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로얄 필립스는 전 세계 60여 개 국에 걸쳐 약 119,000 명의 임직원과 함께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0년 254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한 필립스는 심장 케어, 응급/중환자 케어 및 홈 헬스케어와, 에너지 효율 조명 솔루션 및 

새로운 조명 애플리케이션 분야, 그리고 전기 면도기, 여성용 제모기, 주방가전, 다리미, 청소기, 오디오 제품, 음파전동칫솔 등 소비자들의 

건강하고 편리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제품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필립스의 새로운 소식들은 www.philips.com/newscenter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클리어 채널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Clear Channel Media and Entertainment)에 대해  

미국 월간 청취자 2억 390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클리어 채널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는 미국에서 가장 넓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 범위를 가지고 

있다. 클리어 채널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는 850개의 전용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150개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라디오 

스테이션과 콘텐츠는 AM/FM 스테이션, HD 디지털 라디오 채널, Sirius/XM 위성, iHeartRadio.com 인터넷, 기업의 라디오 스테이션 웹사이트, 

iPad와 스마트폰의 iHeartRadio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TomTom, Garmin 등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 들을 수 있다.  

기업은 라디오 방송,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와 제품, 라이브 콘서트, 행사, 신디케이션, 음악 연구 서비스, 독립적 미디어 대변 활동을 하고 있다. 

클리어 채널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는 세계적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CC 미디어 홀딩스(CC Media Holdings, Inc., OTCBB: 

CCMO)의 소유이다. 기업에 대한 추가 정보는 clearchannel.com, clearchanneloutdoor.com, ccmediaholding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페이스북 facebook.com/iHeartRadio.  

트위터twitter.com/iHeart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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