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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17년 골든 글로브상 후보에 오른 7개의 뉴욕기반 작품 발표 

 

뉴욕주 기반의 작품 7개가 16개 부문의 후보에 선정 

 

작품 수입은 2억 2,400만 달러 이상, 13,300여 개 새 일자리 창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기반의 작품 7개가 2017년 제74회 연간 골든 

글로브상의 16개 부문에서 후보로 선정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작품들은 2억 

2,400만 달러 이상의 소비액을 달성하였고 뉴욕 전역에 13,300여 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선정된 모든 작품이 뉴욕주 필름 세금 공제 프로그램(New York State 

Film Tax Credit Program)에 가입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일부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화의 

본고장입니다. 이 골든 글로브 후보들은 우리 엔터테인멘트 산업의 흥행과 수많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 경제에 수억 달러의 수입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진일보 증명하였습니다. 수상 후보에 오른 뉴욕 기반의 모든 작품을 축하하며 더 많은 

영화 제작자들이 이 산업에서 성공을 이루며 계속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주에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ESD (Empire State Development) 회장, CEO 겸 커미셔너 Howard Zem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필름 세금 공제 프로그램 덕분에 우리는 여기서 수많은 형태의 

시리즈 및 파일럿 필름들이 역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을 영화와 텔레비전 제작의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하였으며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저는 올해의 수상 후보들을 축하합니다.” 

 

뉴욕주 영화 세금 공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2017 골든글로브상 후보자 리스트: 이 

작품들은 뉴욕시 외에 미드 허드슨과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작품상, 영화 드라마 부문 

“Manchester by the Sea” ** 
 

남우주연상, 영화 드라마 부문 

Casey Affleck, “Manchester by the Sea” ** 
 



감독상, 영화 부문 

Kenneth Lonergan, “Manchester by the Sea” ** 
 

여우조연상, 영화 부문 

Michelle Williams, “Manchester by the Sea” ** 
 

각본상, 영화 부문 

“Manchester by the Sea” ** 
 

남우주연상, TV 시리즈 드라마 부문 

Rami Malek, “Mr. Robot” (USA) 
Matthew Rhys, “The Americans” (FX) 
 

여우주연상, TV 시리즈 드라마 부문 

Keri Russell, “The Americans” (FX) 
 

TV 시리즈상, 코미디 

“Mozart in the Jungle” (Amazon) 
 

남우주연상, TV 시리즈 코미디 부문 

Gael Garcia Bernal, “Mozart in the Jungle” (Amazon) 
 

여우주연상, TV 시리즈 코미디 부문 

Sarah Jessica Parker, “Divorce” (HBO) 
 

작품상, TV 영화 또는 리미티드 시리즈 부문 

“The Night Of” (HBO) 
 

남우주연상, TV 영화 또는 리미티드 시리즈 부문 

Riz Ahmed, “The Night Of” (HBO) 
John Turturro, “The Night Of” (HBO) 
 

여우주연상, TV 영화 또는 리미티드 시리즈 부문 

Kerry Washington, “Confirmation” (HBO) ** 
 

여우조연상, 시리즈, 리미티드 시리즈 또는 TV 영화 부문 

Christian Slater, “Mr. Robot” (USA) 
 

**뉴욕주 제작 후 사업 세금 공제 프로그램 참여자 

 

뉴욕주 필름 세금 공제 프로그램 

뉴욕주 필름 세금 공제 프로그램(New York State Film Tax Credit Program)은 2004년에 

출시하여 뉴욕주에 수억 달러의 수입을 올려주었으며 지금도 제작자들이 뉴욕에서의 

영화 제작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후보에 오른 7개의 작품은 



뉴욕주에 2억 2,4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려주었으며 약 13,300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16년 현재까지 179개의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젝트가 뉴욕주의 필름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으며 192,270개의 기록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뉴욕주에 3억 2천만 달러의 새로운 수입을 가져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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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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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lovesfilm.com 을 방문하세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소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뉴욕의 최상급 경제 개발 기관입니다. ESD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성장, 새로운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창출, 주정부 및 지역 정부의 

세수 증가 및 지역 사회 경제의 안정화 및 다변화입니다. 대출, 지원금, 세금 공제 및 기타 

금융 지원을 통해서 ESD는 일자리 창출 도모와 뉴욕주에 위치한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한 민간 기업 투자 및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는 또한 Cuomo 주지사의 지역경제개발위원회와 뉴욕주의 아이콘인 관광 

브랜드인 “I Love NY”의 마케팅을 감독하는 주요 행정기관이기도 합니다. 지역협의체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regionalcouncils.ny.gov 및 www.esd.ny.gov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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