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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어메이징어메이징어메이징어메이징 스파이더맨스파이더맨스파이더맨스파이더맨 2” (THE AMAZING SPIDER-MAN 2)가가가가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최대의최대의최대의최대의 영화영화영화영화 

제작제작제작제작 촬영이촬영이촬영이촬영이 될될될될 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 발표발표발표발표 

이이이이 영화영화영화영화 제작은제작은제작은제작은 주주주주 전체적으로전체적으로전체적으로전체적으로 3,500개의개의개의개의 일자리와일자리와일자리와일자리와 11,000명의명의명의명의 엑스트라엑스트라엑스트라엑스트라 캐스팅을캐스팅을캐스팅을캐스팅을 가져올가져올가져올가져올 것으로것으로것으로것으로 

예상예상예상예상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사상사상사상사상 최대의최대의최대의최대의 무대무대무대무대 공간공간공간공간; 장면은장면은장면은장면은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북부와북부와북부와북부와 남부남부남부남부 모두에서모두에서모두에서모두에서 촬영촬영촬영촬영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가 뉴욕주 최대의 영화 제작 촬영이 될 

것이며 3,500개의 일자리와 11,000명의 엑스트라 캐스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영화 제작은 뉴욕주 사상 최대의 무대 공간을 가질 것인데, 엄청난 세트들이 

Long Island와 Brooklyn의 세 개 시설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장면은 뉴욕주 북부와 남부 모두에서 

촬영될 것입니다.  

 

“Peter Parker의 다음 모험을 촬영하기에 바로 여기 엠파이어 스테이트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를 블록버스터 히트작으로 

만들기 위한 자원, 인재와 장소를 뉴욕주는 갖고 있습니다. 이 영화 제작은 뉴욕주 북부와 남부 

모두에 새 일자리와 경제 활동을 생성할 것인데 이는 우리의 지역사회와 프랜차이즈 팬에게 

희소식입니다.”  

 

Columbia TriStar Motion Picture Group의 제작행정 담당 사장인 Gary Mart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Rochester에서부터 Manhattan까지 전체 스파이더맨 제작이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촬영되는 것은 이것이 최초입니다. 뉴욕주 전역에 존재하는 비범하게 숙련된 장인, 반원 및 시설과 

이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만들 작업을 할 현지의 모든 기업으로 우리는 흥분됩니다. 영화를 

뉴욕주에서 촬영함으로써 우리는 제작 니즈를 간소화하고 주의 영화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결과로 엄청난 혜택과 효율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는 뉴욕주와 우리 영화회사를 위한 

윈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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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제작은 3,500명의 신규 고용을 요구하는데 그 중 1/3이 Long Island에서 

오고, 11,000명의 엑스트라를 요구하는데 그 중 1/4~1/3이 Long Island에서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부 뉴욕주에서 이 영화 제작은 약 250명의 작업요원과 수 백명의 엑스트라를 고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영화 제작은 너무 커서 Long Island의 두 개의 별도 무대 시설인 Grumman Studios와 Gold Coast 

Studios 뿐만 아니라 Brooklyn의 Marcy Armory에 있는 공간도 사용할 것입니다. 이 영화 제작은 

Bethpage에서의 50일과 Rochester에서의 10~15일을 포함하여 150일 동안 촬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금요일에 제작팀은 Rochester에서 장면을 위한 장소를 물색할 것인데, 장면 중 

하나는 자동차 추격입니다.  

 

뉴욕주에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가 촬영되면 주 전역의 경제 활동으로 수 백만 달러가 생성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영화 제작으로 Rochester에서 3,000 호텔룸 숙박과 Long Island의  

Bethpage와 Plainview에서 3,000 호텔룸 숙박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영화 제작은 

East Patchogue 소재 Mobile on Demand Storage of NY, Inc.로부터 컨테이너 임차를 위한 약 $279,000, 

Islip 소재 Pride Equipment Corporation으로부터 크레인 임차를 위한 $130,000, Hicksville 소재 U.S. 

Coffee로부터 음료를 위해 $32,000, Hicksville 소재 Quick Auto Parts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위해 

$19,000 및 Hicksville 소재  Bagelboss로부터 식품을 위해 $16,000 지출을 포함하여 식품과 장비 

구입을 위해 Long Island 기반의 여러 기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를 포함하여 많은 영화의 제작사들이 뉴욕주를 촬영 장소로 선정할 때 

뉴욕주의 영화 세금 감면 프로그램을 주요 인센티브로 내세웠습니다. 영화 세금 감면 프로그램이 

2004년에 시작된 이래 약 121억 달러 가치의 직접 지출을 일으켜서 뉴욕주를 위한 큰 일자리 

창출기 역할을 하였습니다.  

 

2012년에만 이 프로그램에 지원한 134개 프로젝트가 뉴욕주에 22억 달러의 지출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는 이제 “동쪽의 할리우드”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Cuomo 지사가 취임한 이래 이 프로그램의 지원은 년 평균 134건으로서 2011년 1월 이전의 

프로그램 전체 기간 동안의 년 평균 72건에 비해 근 2배가 되었습니다. 금년 예산에서 Cuomo 

지사는 이 프로그램의 5년 연장과 투명성 및 책임성을 증대하기 위한 다른 변경 사항들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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