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2018월드컵을 전세계 참가국 국기 색상을 통해 축하 

뉴욕, /PRNewswire/ --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ESB)은 2018년 6월 13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 빌딩의 LED 

조명을 아주 새롭고 다이내믹한 조명 쇼로 연출하여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행사인 

2018월드컵을 축하한다고 오늘 발표했다. 일몰 시간에 맞춰 수년 간의 예선전을 거쳐 월드컵에 참가하는 

32개 국가의 국기 색상을 돌아가며 빌딩 옥상에서 비춰 뉴욕시의 스카이라인을 수놓기 시작한다. 주최국인 

러시아와 A조 국가들로부터 시작할 이 조명 쇼는 동부 시간 기준 새벽 2시까지 이어지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A조: 러시아, 우루과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E조: 브라질, 스위스, 코스타리카, 세르비아 

B조: 포르투갈, 스페인, 이란, 모로코 F조: 한국, 독일, 멕시코, 스웨덴 

C조: 프랑스, 페루, 덴마크, 호주 G조: 벨기에, 잉글랜드, 튀니지, 파나마 

D조: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나이지리아 H조: 폴란드, 콜롬비아, 세네갈, 일본 

엠파이어스테이트부동산신탁(Empire State Realty Trust)의 회장 겸 CEO인 안소니 E. 멀킨은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은 이 새로운 조명 쇼를 전세계 최대 스포츠 행사 전야에 축하 선물로 모두와 함께 

하게 되어 감격스럽다"면서 "우리는 모든 참가 팀의 행운을 빌며 뉴욕 스카이라인이 전세계의 색깔로 

빛나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팬들이 이 조명 쇼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자신의 소셜 미디어 채널에 올려서 참가팀들이 경기를 

시작할 때 전세계 팬들의 엄청난 응원을 보여주기 위해 해시태그 #ESBWorldCup를 사용하도록 권유한다.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은 또한 7월 14일 결승전에 진출한 두 나라 국기 색상뿐만 아니라 2018년 7월 

15일에는 우승국의 색상을 비출 예정이다. 사진과 동영상은 요청에 따라 제공된다.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미드타운맨해턴에 443.2미터(지상에서 안테나까지) 높이로 솟아오른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은 

엠파이어스테이트부동산신탁이 소유주로서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빌딩"이다. 에너지 효율과 인프라, 

공공 장소와 편의 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를 통해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은 다양한 업종에 걸친 전세계 일류 

입주사들을 유치했다.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마천루에 견고하게 설치한 방송탑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주요 텔레비전과 FM라디오 방송국을 지원한다.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은 미국건축사협회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빌딩으로 선정되었으며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전망대는 동 

지역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문지로서 전세계 최고의 명소 중 하나로 사랑 받고 있다.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www.empirestatebuilding.com, www.facebook.com/empirestatebuilding, @EmpireStateBldg, www.in

stagram.com/empirestatebldg, www.youtube.com/esbnyc 혹은 www.pinterest.com/empirestatebldg/를 

방문하기 바란다.   

http://www.empirestatebuilding.com/
http://www.facebook.com/empirestatebuilding
https://twitter.com/empirestatebldg
http://www.instagram.com/empirestatebldg
http://www.instagram.com/empirestatebldg
http://www.youtube.com/esbnyc
http://www.pinterest.com/empirestatebldg/


엠파이어스테이트부동산신탁 

엠파이어스테이트부동산신탁(NYSE: ESRT)은 유수의 부동산투자신탁(REIT)으로서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빌딩인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을 포함 맨해턴과 광역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소재한 사무실 및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 관리, 운영, 취득하고 재배치한다. 뉴욕주 뉴욕시에 본사가 있는 동사의 사무실 및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2018년 3월 31일 현재 임대 면적 기준 93만9천300 평방미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맨해턴에 9 개, 코네티컷주 페어필드카운티에 3개와 뉴욕주 웨스트체스터카운티에 2 개 

등 14개의 사무용 임대 부동산 87만4천 평방미터와 상업용 임대 포트폴리오 약 6만5천 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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