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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아이 러브 뉴욕 트라이베카 학생 영화 공모전(I LOVE NEW YORK 

@TRIBECA STUDENT FILM COMPETITION)의 수상작 발표  

  

뉴욕주의 관광 산업을 기반으로 단편 영화를 만든 학생들, 장학금과 영화 장비를 수상한 3 

명의 우승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관광지 11 곳을 대표하는 뉴욕주 최초의 

아이 러브 뉴욕 트라이베카 학생 영화 공모전(I LOVE NEW YORK @Tribeca Student 

Film Competition)의 수상자들을 발표했습니다. 각 결선 진출자들은 뉴욕주 전 지역의 

특정 휴양지에 초점을 맞춘 짧은 1분에서 3분짜리 단편 영화를 만들기 위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광 산업은 뉴욕의 혈액입니다. 이 유능한 학생 

감독들이 만든 영화들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관광지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공모전은 뉴욕주 전 지역의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상자와 모든 참가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뉴욕주 관광업 및 수제 음료 서밋(New York State Tourism and Craft Beverage 

Summit)에서 처음 소개된 이 아이 러브 뉴욕 트라이베카 학생 영화 공모전(I LOVE NEW 

YORK @Tribeca Student Film Competition)은 뉴욕의 휴양지 11 곳 중 한 곳을 주제로 

하는 단편 영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도록 뉴욕주 전 지역에서 영화를 만드는 

학생들을 초청했습니다. 영화 제작자의 비전을 설명하는 창의적인 대본이 담겨 있는 

신청서 50 장 이상이 접수되었습니다.  

  

파이브 타운 칼리지(Five Towns College)의 학생인 Robert Keith Toman은 

롱아일랜드에 대한 단편 영화 “인헤리티드 뷰(Inherited View)”라는 단편 영화로 

공모전에서 1 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는 이 지역의 포도원과 해변,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그린포트와 몬턱 등대(Montauk lighthouse)와 같은 명소들에 대한 찬사와 함께 

롱아일랜드에서 성장한 이야기를 일인칭 시점으로 전개합니다. 그는 장학금 15,000 



 

 

달러, DSLR 카메라, 영화 편집 소프트웨어, 5 일간의 뉴욕주에서의 휴가 등을 부상으로 

받게 됩니다.  

  

2 등상은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의 Noah Evans에게 수여되었습니다. 

그의 영화 “클라임(Climb)”은 애디론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장학금 10,000 달러, 

DSLR 카메라, 영화 편집 소프트웨어, 뉴욕주에서의 주말 휴가 등을 부상으로 받게 

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빙엄턴 캠퍼스(SUNY Binghamton)의 학생인 Andrea Ross는 

센트럴 뉴욕 영화제(Central New York film)에서 3 등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장학금 

5,000 달러와 DSLR 카메라를 받게 됩니다.  

  

제출된 수상작들을 보려면 www.iloveny.com/filmcontes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트라이베카 영화제(Tribeca Film Festival)의 Jane Rosenthal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모전은 학생들이 뉴욕의 휴양지 중 한 곳을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트라이베카(Tribeca)는 항상 젊은 영화 제작자들의 

이야기와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선 진출 영화들은 다양한 기술과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우리는 결선 진출자들과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러브 뉴욕 트라이베카 학생 영화 

공모전(I LOVE NEW YORK @Tribeca Student Film Competition)은 우리 휴양지 11 곳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학생 영화 제작자들은 뉴욕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에 숨결을 불어넣는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2011년 당선된 이래로, Cuomo 주지사는 역사적인 수준의 방문객 수와 직접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의 관광산업에 전례 없는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2016년 

뉴욕주는 65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 2억 3,900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수준의 관광객을 

맞이하여 3년 연속 총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관광산업은 

뉴욕주에서 4번째로 큰 고용산업이며 매년 914,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뉴욕주 주지사의 영화 및 TV 개발 사무국(Office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Development)을 통해 뉴욕주 전 지역의 영화 및 TV 제작 활동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1,250 건이 넘는 영화 및 TV 프로젝트들이 약 188억 

달러를 비용으로 사용하고 뉴욕주에서 약 116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 영화 세금 

공제 프로그램(Film Tax Credit Program)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뉴욕주 전 

지역의 공인된 제작 시설(Qualified Production Facilities) 수는 255 개 이상의 사운드 

스테이지를 포함하여 총 93 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 소개  

http://www.iloveny.com/filmcontest


 

 

뉴욕주는 11 곳의 아름다운 휴양지를 자랑합니다. 뉴욕 주의 관광지는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랜드마크에서부터 허드슨 밸리의 와인 트레일과 쿠퍼스타운에 있는 야구 

명예의전당과 같은 명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하이킹, 래프팅과 낚시, 특색 있는 

요리, 농장에서 갓 따온 신선한 농작물과 같은 가족 전체를 위한 다양한 범주의 아웃도어 

활동이든지 아니면 옛 식민지 장소 13 곳 중 한 곳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탐험하든지 

간에 뉴욕주는 모든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www.iloveny.co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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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evision Development)  

뉴욕주 주지사의 영화 및 TV 개발 사무국(Office of Motion Picture & Television 

Development)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산하 

부서로 영화, TV 프로그램과 광고 제작 및 후반 작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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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lovesfilm.com 을 방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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