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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BRONX에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용 새로운 실버컵 스튜디오 

(SILVERCUP STUDIOS)의 공식 개관 발표 

 

뉴욕의 세 번째 실버컵 스튜디오 - 실버컵 노스 (Silvercup North) - 는 수백개의 신규 

일자리와 수백만달러의 지역 수익 창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South Bronx에 새로운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시설인 

실버컵 노스 스튜디오가 완성되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의 선도적인 

영화 및 텔레비전 풀서비스 독립 제작 스튜디오들 중의 한 곳인 실버컵 스튜디오가 뉴욕 

주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영화 및 텔레비전 산업의 늘어나는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3천 5백만달러 규모의 복합 스튜디오를 건설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설인 - 실버컵의 세 번째 

뉴욕 스튜디오 -와 이곳에서 이루어질 제작 활동은, 재료, 기타 물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통하여 지역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400여개의 고소득 제작직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실버컵은 새로운 시설을 위해서 건설, 수리 보수, 기계 및 장비의 구입을 지원하는 

뉴욕 시 지역경제개발위원회를 통하여 실적 기반의 보조금 1백 6십만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약 100여개의 건설직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실버컵 스튜디오는 현재 Bronx에서 성장하면서 동시에 견고하게 입지를 다지고 있는 

훌륭한 뉴욕 성공 스토리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번 확장은 수백개의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백만달러의 지역 사업을 일으켜세우며, 뉴욕에서 호황중인 

영화산업을 더욱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 흥분되는 프로젝트는 Bronx 부흥의 여러가지 원인들 

중 한가지이기도 합니다.” 

 

Carl Heastie 뉴욕 주 하원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은 현재 연간 

4억 2천만달러에 이르는 뉴욕 주 영화 세금 공제 (New York State Film Tax Credit)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호황중인 모바일 텔레비전과 영화산업이 우리 

뉴욕 주에 뿌리를 내리면, 일자리와 경제적인 기회가 그 뒤를 따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실버컵 스튜디오의 Bronx 확장은 대단히 수요가 큰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우리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한다는 지속적인 약속의 반영입니다. 스튜디오에서 과거에 제작한 다수의 작풉들은 

미국 스토리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로 Bronx 주민들은 그 스토리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가질 것입니다.” 

 

실버컵은 기존의 창고를 115,000 평방 피트의 풀서비스 제작 시설로 변환시킨 Bronx의 

실버컵 노스를 짓는데 약 3천 5백만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최근에 완성된 복합 스튜디오는 

50 피트 높이의 천장을 갖춘 4 곳의 제작 스튜디오가 특징이고, 쉽게 2층 세트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현장 제작 사무실, 대규모 세트장, 소품과 의상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편리하게 맨해튼 중심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제작 시설을 제공하는 실버컵 노스 스튜디오는 페인트, 기자재, 상점과 사무실등을 

완벽하게 구성하는 세트 건축 자재, 현장에 속하는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타 지원 공간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장비를 갖춘 현장 조명 및 그립 

(lighting and grip) 부서가 특징입니다. 

 

Alan Suna 실버컵 스튜디오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버컵 노스의 개관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4 곳과 50 피트의 천장을 갖추고, 우리의 처음이자 새로운 

작품인 ‘Time After Time’을 포함해서, 우리는 이전 어느 때 보다도 더욱 다른 작품들을 

수용해서 제작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영화 및 텔레비전 세금 

공제 프로그램 덕분에 영화와 텔레비전 산업은 뉴욕에서 유래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 번째 스튜디오의 개관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Stuart Suna 실버컵 스튜디오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Port Morris는 우리의 최신 

스튜디오를 위한 완벽한 장소입니다. 편리한 교통 수단과 뉴욕 주, 뉴욕 시, Bronx의 엄청난 

지원 뿐만 아니라 이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해 주는 많은 것들로, 우리는 실버컵 

노스가 우리와 우리가 제작을 지원하는 작품들 그리고 지역 사회에 커다란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합니다.” 

 

Stuart와 Alan Suna 형제가 공동 소유하고 운영하는 실버컵 스튜디오는 롱아일랜드 시의 

이전 랜드마크인 Silvercup Bakery가 있었던 장소에서 1983년 문을 열었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빠르게 미국 북동부 지역의 가장 큰 영화 및 텔레비전 풀서비스 독립 제작소 중 

한 곳 으로 자체 설립되었고, 수년에 걸쳐서 다수의 유명한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뮤직 

비디오 등의 제작을 담당하였습니다. 오늘 날, 실버컵 스튜디오는 총 23 개의 스튜디오가 - 

롱아일랜드 시에 2 곳 그리고 Bronx 의 Port Morris 의 새로운 1 곳 - 등 뉴욕의 3 군데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시설의 확장으로, 실버컵은 이제 뉴욕에서 5십만 평방 피트 

이상의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elissa Mark-Viverito 뉴욕시 의회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버컵 스튜디오는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새로운 Bronx 시설은 수백개의 일자리와 수백만 

달러의 뉴욕 시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영화 제작 경험을 가진 소수의 뉴욕 

주민들을 위한 전문적인 영화 산업 직업 교육 기회를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것에서부터, 뉴욕 

시 의회는 뉴욕 주민들을 위한 고소득의 지역 일자리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것을 돕는 역할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저는 우리가 영화 및 텔레비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지사님과 함께 

협력하여 일한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엠파이어 

스테이트에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을 축하하는 자리에 실버컵 스튜디오와 정부의 

제 동료들이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Ruben Diaz Jr., Bronx 구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실버컵 스튜디오의 

새로운 Bronx 시설을 환영하고, 우리 구의 수십년만의 첫 번째 영화 스튜디오를 환영하는 

Bronx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실버컵의 Bronx로의 확장은 우리 구에서 현재 진행중인 

르네상스 부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고, Bronx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경력의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위대한 일이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Andrew Cuomo 

주지사님, Suna 가족,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Bronx 종합경제개발공사 그리고 이 확장을 

가능하게 만든 분위기와 기회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Jose Serrano 뉴욕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를 위한 

경제 엔진으로 문화 분야가 다시 나서는 것을 우리는 수 없이 보아왔습니다. 오늘의 발표로, 

Bronx의 새로운 실버컵 스튜디오 시설은 뉴욕 주민들에게 수백개의 고소득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지역 경제에 수백만달러를 기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설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자원을 제공해서 이미 

번창하고 있는 영화 산업에 기여할 것입니다. 문화 분야를 확장하는 지속적인 리더십에 

Cuomo 주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Carmen Arroyo 뉴욕 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의 영화 및 텔레비전 산업은 

번창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실버컵 제작 시설은 Cuomo 주지사님의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경제적 개발에 대한 엄청난 지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뉴욕 주로 이동하고 있고, 기존의 사업들은 그 경영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전 어느 때 보다 많은 경제적 기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신규 제작 시설은 새로운 

일자리와 수익을 Bronx에 가져올 것이며, 우리의 호황중인 영화 산업의 허브로 독창성과 

번영을 꽃 피울 것입니다.”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사장 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 및 

텔레비전 산업은 경제에 수십억달러를 주입하고, 뉴욕 주민들을 위해서 수천개의 업계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뉴욕 주 경제개발전략의 핵심 구성요소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으로, 뉴욕 주는 영화 산업의 시사회 대상지역이 되었습니다. 실버컵 스튜디오의 

Bronx 확장은 이 상징적인 제작 스튜디오가 뉴욕 주에 더 많은 영화와 텔레비전 쇼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도록 영화산업의 엄청난 성장을 더욱 지원합니다.” 

 

Winston Fisher, Fisher Brothers 의 파트너 겸 뉴욕 시 지역경제개발위원회(REDC) 공동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뉴욕 주는 이제 

영화와 텔레비전을 위해서 가장 훌륭하고 탐낼만한 장소 중 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산업은 

뉴욕 주의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실버컵 노스의 완성으로 그 성장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 스튜디오는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고, 뉴욕 주민에게 수백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Bronx가 거둔 커다란 승리입니다. 주지사님은 앞으로 수년동안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이 산업이 번창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 지역개발위원회 

(NYCREDC)는 이 지속적인 성공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영화를 제작하기로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뉴욕 주의 영화 세금 공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다수의 주요 영화 제작과 텔레비전 시리즈 물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912편의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젝트가 뉴욕 주 전 지역에서 

200억달러 이상의 신규 지출과 경제적인 활동을 창출하면서 백만명 이상의 신규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2015년 한 해에만, 기록으로 볼 때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은 203편의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젝트가, 추정상 187,76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 냈고, 뉴욕 주 전 

지역에서 3십억 5천만달러를 사용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19편의 신규 프로젝트가 이미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중이며, 2016년 처음 8개월동안 150,000명에 

가까운 신입 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실버컵 스튜디오 소개: 

East River에서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간판을 가진, 실버컵 스튜디오는 HBO의 Sex and the 

City, The Sopranos, 30 Rock, Gossip Girl 등을 포함하여 유명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의 

산실이 되어왔습니다. 현재 실버컵 스튜디오에서는 Quantico, Girls, Elementary, Madam 

Secretary, Younger, Friends from College, Z, Time After Time 과 같은 작품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실버컵은 또한 When Harry Met Sally와 The Devil Wears Prada를 포함한 유명 

영화들 수십 편과 광고 수백 편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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