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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MARSHALL이이이이 BUFFALO에서에서에서에서 촬영됨을촬영됨을촬영됨을촬영됨을 발표발표발표발표 

 

Marshall은은은은 퀸시티에서퀸시티에서퀸시티에서퀸시티에서 다음다음다음다음 달달달달 제작제작제작제작 동안동안동안동안 현지에현지에현지에현지에 수수수수 백개의백개의백개의백개의 일자리와일자리와일자리와일자리와 수수수수 백만백만백만백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창출할창출할창출할창출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Hero Films, Chestnut Ridge Productions 및 Hudlin 

Entertainment가 Thurgood Marshall 전기영화인 Marshall을 Buffalo에서 촬영하기로 

결정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정 스릴러는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법원 판사가 

되기 전의 젊은 Thurgood Marshall과 민권 운동에 중요한 것으로 입증된 사건의 취급에 

초점을 맞춥니다. 선제작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촬영은 5월 하순에 시작하는 것으로 

정해졌는데 주로 Buffalo 다운타운 중심에 있는 Dillon Courthouse의 Niagara 

Square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제작은 적어도 450만 달러를 지출하고, 400명 이상의 

제작진 및 엑스트라를 고용하며, 약 1,100개 호텔룸 숙박을 예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hurgood Marshall은 민권 운동의 거인이었는데 그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이 영화의 

촬영을 유치한 것은 영광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제작은 지역 

경제를 위해 수 백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 백만 달러를 생성하여 Buffalo의 경제 

소생에 더욱 큰 모멘텀을 제공하고 이 도시가 전진하는 도시인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할 

것입니다.”  

 

Marshall 은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영화 촬영 장소로 선택한 주요 요인으로서 뉴욕주의 

영화제작 세액공제 프로그램을 자랑할 가장 최근의 주요 영화 제작입니다. 2004년 이래 

1,336건의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젝트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뉴욕주에 100만 개 

이상의 신규 고용과 200억 달러의 신규 지출을 생성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2015년에만 

기록적인 203건의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젝트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였으며, 

전주적으로 187,764개의 신규 고용과 30.5억 달러의 신규 지출을 생성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총재총재총재총재, CEO & 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 Howard Zemsky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말말말했습니다했습니다했습니다했습니다: “우리는 Marshall 같은 주요 영화가 Buffalo 같은 세계적 수준의 도시를 

선택하여 매우 신이 납니다. 뉴욕주의 영화제작 세액공제 프로그램이 뉴욕주의 놀라운 

특성과 결합하여 무적의 듀오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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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tnut Ridge Productions의의의의 소유주소유주소유주소유주 겸겸겸겸 Marshall 의의의의 제작자인제작자인제작자인제작자인 Paula Wagner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의 감독 Reginald Hudlin과 저는 Buffalo에서 Marshall 

촬영을 고대합니다. 이 도시의 상징적 건물들과 환경은 이 스토리를 가장 잘 말할 때와 

장소를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뉴욕주의 영화제작 세액공제 프로그램도 우리가 어디서 

촬영할지를 결정할 때 주요 요인이었으며, 업스테이트 뉴욕을 더욱 매력적인 촬영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훌륭한 도시에서 Marshall의 촬영을 시작할 준비를 함에 

따라 Buffalo 커뮤니티 및 뉴욕주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Buffalo 시장시장시장시장 Byron Brow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Thurgood Marshall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법조인 중 한 분이었는데 Thurgood Marshall 전기영화인 

Marshall을 뉴욕주 Buffalo에서 촬영하기로 결정한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지역 경제에 

수 백만 달러를 생성하는 Buffalo의 신흥 영화 산업을 포함하여 성장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가 Andrew Cuomo 지사와 함께 해온 일을 토대로 Buffalo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신에 전국의 눈을 모을 또 다른 훌륭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Buffalo가 영화를 

촬영하기에 좋은 곳임을 과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욱 많은 제작을 우리 시로 유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그것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많은 경제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업스테이트 카운티에서 촬영하거나 후제작하는 영화를 위해 적격 인건비에 

대해 추가 10%의 세액 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업스테이트 뉴욕의 Buffalo 같은 곳으로 더 

많은 제작을 유치하기 위해 고안된, Cuomo 지사가 주창한, 제공의 결과로 Buffalo는 인기 

영화 촬영 목적지로 등장하였습니다. Buffalo는 최근 연도에 소규모 독립 영화와 대규모 

영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제작을 유치하였는데 작년에는 Teenage Mutant Ninja Turtles 2 

같은 영화들이 이 도시에서 촬영되어 지역 경제를 위해 일자리와 수 백만 달러를 

생성하였습니다. Buffalo 같은 도시에 Marshall 및 Teenage Mutant Ninja Turtles 2 같은 

제작이 오면 많은 지역 비즈니스; 특히, 다운타운 호텔, 식당, 차량 및 장비 대여 회사와 

기타 서비스 산업 비즈니스를 크게 진흥시킵니다. 

 

Marshall은 나중에 Brown 대 교육위원회 소송에서 승리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흑백분리를 철폐시키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법원 판사가 될 한 

남자의 조기 경력에서의 사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1940년에 우리나라가 2차세계대전의 

문턱에 있을 떄 거의 파산된 NAACP가 Marshall을 코네티컷으로 보내어 즉각 

타블로이드 시문의 밥이 된 성폭행 및 살인 미수 재판에서 부유한 사교계 명사 고용주를 

상대로 하여 흑인 운전사를 변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목을 끄는 승리가 필요하였지만 

흑백 분리주의자 법정에 의해 재갈이 물린 Marshall은 전에는 이 같은 사건을 다루어 

보지 않은 젊은 유대인 변호사인 Samuel Friedman과 파트너를 이룹니다. Marshall과 

Friedman은 두려움과 편견의 적대적 폭풍에 대항하여 투쟁하다가 장래의 민권 운동을 

위한 토대를 놓는 데 도움이 된 이 선풍적 재판에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년의 아카데미상과 비평가들로부터 호평 받은 Django Unchained를 제작한 Reginald 

Hudlin이 Marshall을 감독할 것입니다. 이 영화에는 최근에 두 아프리카계 미국인 우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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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의 Jackie Robinson과 Get On Up의 James Brown을 연기한 Chadwick Boseman뿐만 

아니라 코미디 영화에서 주연하고 전세계 박스오피스 히트작인 Frozen에서 Olaf의 

목소리를 제공한 Josh Gad이 출연합니다.  

 

Marshall은 Paula Wagner(Mission Impossible 1, 2 및 3), Jonathan Sanger 및 Reginald 

Hudlin, 그리고 라인 프로듀서 Chris Bongirne(Buffalo시 및 뉴욕주 지사의 

영화텔레비전개발실의 담당자들과 협력한)이 제작합니다. 대본은 Mike Koskoff와 Jake 

Koskoff가 작성하였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