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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 WARNER BROS. PICTURES, 최신 영화 오션즈 8 (OCEAN'S 8)의
뉴욕주 촬영 개시 발표

수백 개의 일자리 창출 및 6,000 만 달러의 직접 지출이 예정된 영화제작
Sandra Bullock, Cate Blanchett, Mindy Kaling, Rihanna, Anne Hathaway 를

포함해서 주연이 모두 여배우들인 블록버스터 영화 오션즈 시리즈의 최신작

Andrew M. Cuomo 주지사와 Warner Bros. Entertainment Inc.는 오늘, 블록버스터
영화인 오션스 시리즈의 최신작인 오션스 8 을 뉴욕주에서 촬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최근 시작된 촬영은 6,000 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직접 지출하면서 최소
250 개의 일자리와 2,200 명의 추가 엑스트라를 고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심장부이므로
경제 활동 및 기회를 창출하는 최고 수준의 영화 제작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흥미진진하며 여성 주연의 영화 제작은 수백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수백만
달러 규모의 경제적인 영향을 발생시켜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번창하는 영화 산업을 더
신장시킬 것입니다.”
Michael Walbrecht, Warner Bros. Entertainment Inc. 홍보 담당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시각적 그리고 물류적으로 영화산업을 위해 대단히 훌륭한
주입니다. 우리는 뉴욕시 주변에서 우리 이야기를 설정합니다. 이런 독특한 도시의 외관
및 느낌을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겸
CEO 및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션즈 8 의 수상 경력이 화려한
출연진과 제작팀을 유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지난해 30 억 달러 이상의 영향을
미친 영화 산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 영화는 바로 이곳 뉴욕주에서 제작된 최고 수준의
영화 목록에 반드시 추가될 것입니다.”
브루클린의 윌리엄스버그에 위치한 Marcy Armory 는 이 제작의 본부 역할을 합니다.
1883 년 건설된 165,166 평방 피트 넓이의 국가방위군 무기고 (National Guard
Armory)에서는 노아 (Noah) 및 스파이더맨 2 (Spiderman 2)와 같은 다른 유명한 영화가
제작되고 있으며, 다양한 대여 목적으로도 사용되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동시에 영화

제작을 하는 장소로 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면서 뉴욕주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영화를 제작하기로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뉴욕주의 영화 세금 공제 (Film Tax
Credit)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다수의 주요 영화 제작과 텔레비전 시리즈 물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1,501 편의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젝트들을 통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230 억달러 이상의 신규 지출과 경제적인 활동이
창출되면서 100 만명 이상의 신규 직원들이 고용되었습니다. 2015 년 한 해에만,
기록으로 볼 때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은 202 편의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젝트가,
추정상 188,288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 냈고, 뉴욕주 전 지역에서 305,000 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올해에는, 168 편의 신규 프로젝트가 이미 세금 공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중이며, 2016 년 첫 10 개월동안 186,925 명에 가까운 신입
사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영화 및 TV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뉴욕주 주지사 사무국 소개 (New York State
Governor's Office for Motion Picture & Television Development)
영화 및 TV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뉴욕주 주지사의 사무국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의 한 부서로 영화, TV 프로그램, 광고 제작 및
후반 제작 세금 공제에 뉴욕주의 조건부 예산을 지원합니다. 사무국은 또한 제작사와
도시 및 지방 정부, 주 기관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하며 주 전역의 연락, 지역 영화
사무실과 전문 로케이션 스카우트와 관리자 사이의 연결을 돕습니다. 뉴욕주 내의
영화촬영 또는 영화제작 및 후반제작 세액공제 프로그램 (Film Production and Post
Production Tax Credit Programs)에 대해 더 상세히 알아보시려면
www.nylovesfilm.com 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션즈 8 소개
오스카상 (Oscar) 후보 경력의 Gary Ross 영화제작자가 Olivia Milch 와 공동으로 쓴
시나리오를 가지고 오션즈 8 을 감독합니다. 이 영화에는 오스카상 수상자인 Sandra
Bullock, Cate Blanchett 그리고 Anne Hathaway, Mindy Kaling, Sarah Paulson,
Awkwafina, Rihanna 와 오스카상 후보인 Helena Bonham Carter 가 출연합니다. Steven
Soderbergh 가 Michael Tadross, Susan Ekins, Sandra Bullock, Diana Alvarez 와 함께
제작하며, Bruce Berman 가 제작 책임을 지고 Olivia Milch 와 공동 제작합니다. 이
영화는 2018 년 여름에 출시되며, Warner Bros. Entertainment Company 의 자회사인
Warner Bros. Pictures 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배급될 예정이며, 선택 지역에는 Village
Roadshow Pictures 를 통해 배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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