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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월트 디즈니 회사, 마블 텔레비전 및 넷플릭스 뉴욕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텔레비전 제작 프로젝트 약속 발표  

  

500개의 지역 판매상과 소규모 사업체 참여와 14,000명 이상의 제작직 산출  

  

2017년 말까지 135회의 에피소드가 뉴욕에서 완성될 예정  

  

  

Andrew M. Cuomo, 월트 디즈니 회사(The Walt Disney Company), 마블 

텔레비전(Marvel Television) 및 넷플릭스 주식회사(Netflix Inc.)가 오늘 마블 텔레비전이 

계속하여 최초의 약속보다 두 배로 된 뉴욕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텔레비전 제작 

프로젝트 약속을 발표하였습니다. 데어데블(Daredevil), 제시카 존스(Jessica Jones), 

루크 케이지(Luke Cage) 및 아이언 피스트(Iron Fist) 등 수퍼히어로들이 등장하는 

라이브 액션 미니시리즈가 뉴욕시 거리에서 픽션 범죄물 녹화를 시작하며 8월 18일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할 예정입니다. 마블 텔레비전에서 ABC 텔레비전 스튜디오(ABC 

Television Studios)와 공동으로 제작한 라이브 액션 에피소드는 마블 텔레비전 

프로젝트의 최대 야심작으로서 뉴욕주를 배경으로 히어로들의 정체에 초점을 두어 

“마블의 수호자(Marvel's The Defenders)” 형식과 통합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세계적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재능과 

기회의 본고장으로서 이번에 디즈니와 마블 텔레비전 스튜디오에서의 역사적인 약속은 

우리가 세계의 영화와 텔레비전 중심으로서의 위치를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주 

전역에서의 사업이 계속하여 탄력을 받으면서 이 작품들은 수천 명의 새로운 고용직과 

경제적 수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디즈니와 넷플릭스는 사전 발표를 통하여 마블 텔레비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네 

캐릭터의 모험담을 보여주는 원작 시리즈 개발에 관한 전례 없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제시카 존스, 루크 케이지 및 아이언 피스트에 이어 데어데빌을 중심으로 한 

시리즈물들은 관람자들이 히어로 및 뉴욕시의 우범지역과 할렘 악당들의 현실 세계로 

빠지게 합니다. 네 개의 시리즈 모두 추가 시즌뿐만 아니라 퍼니셔(The Punisher)를 다룬 

후속작까지 제작하였습니다.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walt-disney-company-marvel-and-netflix-announce-landmark-live-action-tv-series


  

첫 번째 시리즈 공동 촬영은 2014년 여름에 시작하여 출연자, 제작진, 보조 출연자 및 

기타 연관 고용직을 포함하여 14,000개 이상의 제작 일자리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마블 

텔레비전은 주정부와의 협력을 계속하여 최근에 제작한 26개의 에피소드를 제작하였고 

2017년 말까지 23개의 에피소드를 추가 제작할 것을 약속하면서 뉴욕과의 협력 관계를 

발표한 이래 총 135개의 에피소드를 촬영하게 됩니다. 마블 텔레비전에는 500개 이상의 

지역 판매상과 소규모 사업체가 참여하여 주 전역의 곳곳에서 사운드 스테이지, 장비 

대여, 보급품 및 출장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다년간의 원작 프로그램 협력은 최초의 

약속을 초과하여 완성하였으며 계속하여 뉴욕주와의 역사적인 협력 관계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회장 겸 CEO Robert A. Ig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블 텔레비전 

및 넷플릭스와의 협력이 성공적이어서 매우 기쁩니다. 영화와 텔레비전 산업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지원 덕분에 우리는 연말까지 에피소드를 135개나 제작하게 

되어 최초의 약속을 훨씬 초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당선된 이래 뉴욕주의 영화와 텔레비전 산업을 꾸준히 지지하였고 

과단한 조치를 취하여 뉴욕주 영화 세금 공제 프로그램(New York State Film Tax Credit 

Program)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확보하였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에 뉴욕주는 제작 후 

편집 작업 공제를 극적으로 늘렸고 업스테이트 인건비에 대한 10% 추가 공제법을 

제정하여 재배치된 텔레비젼 작품의 공제금을 인상하고 영상 효과와 애니메이션에 대한 

한계점을 낮추었으며 작품과 편집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2022년까지 확장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뉴욕은 주 전역에서 170억 달러의 소비를 불러오는 1,151건의 신청을 

접수하였고 백만 개 이상의 새 고용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블의 수호자”와 같은 텔레비전 시리즈물은 주정부의 영화 인센티브 프로그램 하에 

계속하여 최대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40개의 텔리비전 시리즈가 

이미 영화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으며 주 전역에 94,185개의 고용직과 14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1년에 Cuomo 주지사가 재임한 이래 

텔레비전 시리즈는 주 전역에 122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영화와 텔레비전 산업의 경제적 영향은 주 전역에 사운드 스테이지를 포함한 자격을 

갖춘 제작 시설(Qualified Production Facility, QPF)들의 건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2016년 이래 주 전역의 QPF는 70곳에서 85곳까지 증가하여 

뉴욕주의 공공시설이 주 전역에서 이 산업의 빠른 성장과 수천 개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및 작품의 간접적인 완성에 공간을 제공하게 하였습니다.  

  

Y-CATS Craft Service & Catering 소유주 Stacy Adler Anselm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뉴욕 역사상 가장 큰 텔레비전 프로젝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전체 직원은 무한한 자긍심에 들떠있었습니다. 저의 Y-CATS Craft Service & 



JAYSE Catering 회사는 2015년의 예상을 뛰어넘고 20%의 연수익 증가로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에 힘입어 우리는 풀타임 직원들을 확보하고 임시직 고용, 

새로운 일자리 생성이 가능할 수 있었으며 최근에는 신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프리랜서 출연을 고려하던 제7회 마블 제작에 합류하면서 지금은 우리의 

기적 같은 뉴욕(Marvel-ous NY) 성공담으로 되었습니다.”  

 

주지사의 영화 및 TV 개발 사무국 소개 (Governor's Office of Motion Picture & 

Television Development)  

뉴욕주 주지사의 영화 및 TV 개발 사무실(New York State Governor's Office of Motion 

Picture & Television Development, MPTV)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국(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산하 부서로 영화, TV 및 광고 제작 및 제작 후반 사업의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무실은 또한 제작사와 도시 및 지방 정부, 주 기관, 주 

전역의 연락망, 지역 영화사 및 전문 촬영지 스카우트와 매니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뉴욕주에서의 영화 제작, 또는 영화 제작 및 제작 후 세금 공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NYSFilm.com을 방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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