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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4월 29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내일내일내일내일 “어메이징어메이징어메이징어메이징 스파이더맨스파이더맨스파이더맨스파이더맨™ 2”가가가가 ROCHESTER를를를를 찾아온다고찾아온다고찾아온다고찾아온다고 알리다알리다알리다알리다 

제작사는제작사는제작사는제작사는 250명의명의명의명의 현지현지현지현지 스탭과스탭과스탭과스탭과 150명의명의명의명의 현지현지현지현지 엑스트라들이엑스트라들이엑스트라들이엑스트라들이 동원되어동원되어동원되어동원되어 9일일일일 동안동안동안동안 촬영할촬영할촬영할촬영할 것으로것으로것으로것으로 

예상하고예상하고예상하고예상하고 있다있다있다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컬럼비아 픽처스의 뉴욕주에서 영화 전체를 촬영 중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가 화요일을 시작으로 Rochester에서 촬영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9일의 

촬영 기간 동안 제작사의 제 2팀은 차량 추격 장면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이 영화는 2014년 5월 

2일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200명의 스탭들이 Rochester 시를 찾을 예정이며, 250명의 현지 고용 

스탭들과 150명의 엑스트라들이 이에 합류할 것입니다. 제작사는 호텔 숙박으로 3,000실이 

필요할 예정이고, 현지 소매상에게 40만 달러를 뿌리고, 특수 기술 서비스에 12만 달러와 

식사비로 12만 달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가 Rochester를 찾아올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영화가 뉴욕에서 촬영될 것임을 발표한 날부터 Rochester 시와 뉴욕 

전역에 있는 이 영화 팬들은 그들의 동네에서 진행되는 액션 장면을 어렴풋이나마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왔습니다. 게다가 이 제작사가 Rochester 시를 찾아온다는 것은 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연배우 피터 파커(Peter Parker)와 

영화사가 이 아름다운 Rochester 시를 찾아온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Rochester 시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가 Rochester 시에서 촬영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단히 기뻤습니다”라고 Robert J. Duffy 부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하고 Rochester 시의 경제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Rochester 주민들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친숙한 공간이 바로 자신의 동네라는 사실을 알고 영화를 보는 멋진 순간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멋진 시의 전 시장이기도 했던 저는 이처럼 굉장한 기회를 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Cuomo 주지사의 주정부가 뉴욕을 미동부의 할리우드로 만들고자 

애썼던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Korean 

제작자인 Matt Tolmac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Rochester 시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촬영팀을 

믿을 수 없을 만큼 환대해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Rochester 시의 아름다운 다운타운은 우리의 

주요 차량 추격 장면을 활영하는 데 완벽한 장소입니다.” 

 

제작자인 Avi Arad는 이렇게 덧붙이며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촬영에 

보여주신 지속적인 지원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영화는 Spider-Man 시리즈 영화 중 

뉴욕에서 전체를 촬영한 최초 영화가 될 것입니다. 뉴욕의 영화 스탭, 아티스트, 소품 제작자들은 

업계 최고의 실력을 갖춘 분들입니다.” 

 

Marc Webb 감독은 이에 동의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액션 장면을 여기에서 

촬영하게 되어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Rochester 시민들이 우리 영화를 위해 9일 동안 메인 

스트리트를 제공해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뉴욕주에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가 촬영되면 주 전역에서 수 백만 달러의 경제 활동이 창출될 

것입니다.  

 

뉴욕주의 인기 있는 영화 및 TV 세금 공제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취임한 이래로 이 프로그램은 더욱 활성화되어 프로그램 신청이 쇄도했습니다. Cuomo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338개의 프로젝트가 제작되었거나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뉴욕에서 52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를 비롯해 많은 주요 TV 및 영화 제작사들은 뉴욕주의 영화 TV 세금 공제 

프로그램이 뉴욕에서 촬영 및 제작을 결정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수 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수 십억 달러가 뉴욕주의 경제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어메이징어메이징어메이징어메이징 스파이더맨스파이더맨스파이더맨스파이더맨™ 2”에에에에 관한관한관한관한 정보정보정보정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서 Peter Parker 역의 Andrew Garfield는 스파이더맨으로써 악한들을 

무찌르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인 Gwen 역의 Emma Stone과 시간을 함께 보내느라 바쁘다. 고등학교 

졸업은 쏜살 같이 찾아왔다. Peter는 자신이 Gwen을 멀리하면서 그녀를 보호해주겠다고 Gwen의 

아버지와 약속한 사실을 깜박 잊는다. 하지만 그 약속은 그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다. 새로운 

악당 Electro 역의 Jamie Foxx가 나타나고 옛 친구 Harry Osborn 역의 Dane DeHaan이 돌아오자 

Peter의 상황은 달라진다. 그리고 Peter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발견한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는 Alex Kurtzman & Roberto Orci & Jeff Pinkner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Marc Webb 

감독이 연출하는 작품이며, James Vanderbilt의 이전 초고와 함께 Stan Lee 및 Steve Ditko의 Marvel 

Comic Book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Avi Arad와 Matt Tolmach는 제작자이다. 제작책임자는 E. 

Bennett Walsh, Stan Lee, Alex Kurtzman, Roberto Orc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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