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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세네카 카운티의 델라고 리조트 앤 카지노(DEL LAGO RESORT & 

CASINO)의 개장 발표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서 1,500개의 영구직과 300개의 추가 스파 및 호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 

 

연간 32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게 될 리조트 앤 카지노  

  

뉴욕주를 위한 도박 수익에서 32,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4곳의 업스테이트 카지노: 

지역을 위해 사용될 6,500만 달러와 공교육을 위해 사용될 26,000만 달러 

 

경제 성장과 새로운 기회의 창출을 위한 지역 단위의 성공적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Finger Lakes Forward)” 

계획을 보완하는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세네카 카운티, 타이어 타운의 델라고 리조트 앤 

카지노(del Lago Resort & Casino)의 개장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리조트가 94,000 

평방 피트 규모의 게임장, 2,400 석 규모의 공연 공간, 다양한 식사 및 소매 옵션을 갖출 

수 있도록 44,000만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가 단행되었습니다. 85에이커의 미개발지에 

건설된 이 프로젝트는 100만 시간이 넘는 공사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1,500개의 영구직을 만들어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델라고의 개장은 새로운 일자리와 향상된 경제 

활동, 그리고 핑거 레이크스 지역을 강화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십 년 동안 뉴욕 주민들은 유흥시설을 이용하는 돈을 

국경 너머에서 소비해 왔지만, 이 리조트 카지노를 통해 우리는 이 지역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을 탐험하고자 하는 뉴욕 주민들과 관광객 양쪽을 모두 유치하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2013년 제정된 업스테이트 뉴욕 도박 및 경제개발법 (Upstate New 

York Gaming and Economic Development Act)을 통해 델라고 (del Lago)의 모든 뉴욕주 

수입이 해당 지역으로 반환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카지노의 뉴욕주 세금 수익의 10 



퍼센트는 이 시설을 유치하게 된 타이어 타운과 세네카 카운티 사이에 나누어서 

지급되며, 브룸 카운티, 셔멍 카운티, 톰킨스 카운티, 쉴러 카운티, 웨인 카운티 등이 또 

다른 10 퍼센트를 나누어 가집니다. 나머지 80 퍼센트의 수익은 공교육을 지원하며 뉴욕 

주민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뉴욕주 전체에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델라고 리조트 앤 카지노(del Lago Resort & Casino)는 로체스터에 소재한 주식회사 

윌모리트 (Wilmorite Inc.)와 페닌슐라 퍼시픽 (Peninsula Pacific) 간의 제휴기업입니다. 

페닌슐라 퍼시픽 (Peninsula Pacific)은 5개 주에서 지역 카지노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합쳐서 50년의 역사를 가진 페닌슐라 게이밍 (Peninsula Gaming)의 이전 리더십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이앤비 게이밍 (JNB Gaming)이 카지노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제이앤비 (JNB)와 그 주요 경영주체들은 최고의 카지노 개발업체 및 운영업체로서 

전국적으로 널리 인정 받고 있습니다. 

 

Jeff Babinski 델라고 (del Lago) 총지배인 겸 수석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을 

맞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대중을 대상으로 우리의 문을 열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객, 지역사회, 우리의 핑거 레이크스 지역 

전체를 위해 델라고 리조트 앤 카지노(del Lago Resort & Casino)를 건설했습니다. 

시작부터 델라고 리조트 앤 카지노(del Lago Resort & Casino)에게 주어진 임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독보적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지역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오늘같은 

날을 맞이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Thomas Wilmot Sr. 윌모리트 개발회사 (Developer Wilmorite)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님께서 우리가 오늘 문을 여는 이 시설을 델라고 (del 

Lago)에게 제안하시고 그것을 건설하도록 허용하는 뉴욕주 주민 투표를 뉴욕주의 

유권자들에게 시행하신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건설한 

시설과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를 

뛰어 넘어 이 지역이 번영하도록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Brent Stevens 델라고 리조트 앤 카지노(del Lago Resort & Casino) 공동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델라고 리조트 앤 카지노(del Lago Resort & Casino)가 

지역사회의 자부심,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 우리가 약속하고 이행할 가치에 주력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여행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바탕으로 이 아름다운 시설의 완공에 

전념해왔습니다. 이 리조트와 카지노는 페닌슐라 퍼시픽 (Peninsula Pacific)의 선도적인 

게임 전문 지식과 윌모리트 (Wilmorite)의 놀라운 실적을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예입니다. 제이앤비 게이밍 (JNB Gaming)의 최고 경영 전문가들은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델라고 리조트 앤 카지노(del Lago Resort & Casino)의 예상 경제 영향 

공사기간 동안 1,8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외에도, 델라고 (del Lago)는 카지노 

개장과 더불어 1,500개의 영구직을 만들어냈으며 올 여름 호텔과 스파가 개장할 경우, 

200개에서 300개의 추가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델라고 리조트 앤 카지노(del 

Lago Resort & Casino)는 지역 와인 양조장, 맥주 양조장, 레스토랑, 호텔, 상점, 관광지, 



기타 사업들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타이어 타운, 교육청, 세네카 카운티, 

뉴욕주에 의해 설립된 도박 허용 지역에 소재한 다른 이웃 카운티 등과 같은 해당 지역 

정부들은 뉴욕주에 납부하는 카지노 도박 세금을 공유함으로써 델라고 리조트 앤 

카지노(del Lago Resort & Casino)의 중요하며 긍정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보게 될 

것입니다. 

  

Ronald McGreevy 타이어 타운 행정집행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델라고 리조트 앤 

카지노(del Lago Resort & Casino)의 개장은 타이어 타운과 세네카 카운티 뿐만 아니라 

핑거 레이크스 전체 지역을 위한 역사적인 행사입니다. 델라고 (del Lago)는 우리 지역이 

절실하게 필요한 경제적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일자리와 더 낮은 

세금이 약속되었으며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델라고 (del Lago)가 우리 지역사회에 

내걸은 확고한 공약은 모든 기대를 뛰어 넘었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기회를 위해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우리 지역을 위한 “평생에 한 번 

뿐인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Pam Helming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델라고 리조트 앤 카지노(del Lago 

Resort & Casino)는 1,000개가 넘는 영구직과 학교 및 지역을 위한 추가 세금 수익으로 

우리 지역의 중요한 경제적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세네카 카운티와 핑거 

레이크스 지역사회 전체의 매우 흥분되는 날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고용업체인 

델라고 (del Lago)는 또한 현지 인력을 위해 보다 많은 사업 기회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의 관광산업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Brian Kolb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델라고 리조트 앤 카지노(del Lago 

Resort & Casino)의 개장은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흥미가 넘치는 레크리에이션 및 

경제적 기회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생명을 불어 넣으며 

델라고 (del Lago) 직원들과 후원자들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델라고 (del Lago)의 추정에 근거할 경우, 리조트와 카지노는 연간 320만 명의 

방문객들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델라고 (del Lago), 티오가 다운스 (Tioga 

Downs), 몬트레인 (Montreign), 리버스 (Rivers)의 4 개 상업 카지노는 완전히 운영될 

경우, 도박 세금의 총계는 32,500만 달러가 되며,이 중 6,500만 달러는 지역으로 바로 

투입되고, 26,000만 달러는 공교육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델라고 리조트 앤 카지노(del Lago Resort & Casino)의 고객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Farmers Market) 뷔페: 현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과일, 유제품, 

육류, 패스트리 등이 식사로 제공 

 포도나무 (The Vine): 또한 분화된 프랑스 거리 (French Quarter)가 영감을 준, 

레스토랑 및 바의 역할을 하게 될 2,400 명을 유치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공간 



 Fabio Viviani의 주랑현관 (Portico): 유명 요리사 겸 브라보 (Bravo)의 인기 

리얼리티 시리즈 “최고의 요리사 (Top Chef)”에서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사인 Fabio씨는 단단한 목재 위에서 구운 해산물, 스테이크, 갈비살 뿐만 

아니라 올드 월드 이탈리아 (Old World Italian) 풍의 음식과 수제 파스타를 

세련되게 요리하여 선보입니다. 

 센트리피코 (Centrifico): 게임 플로워 중앙의 바/라운지 공간 

 Savor NY — 델라고의 매켄지-차일즈 (MacKenzie-Childs): 지역 와인 양조장, 

맥주 양조장, 증주류, 치즈 제조업체를 포함한 핑거 레이크스에 기반을 둔 

기업들에서 생산한 다양한 특별 제품들 뿐만 아니라 매켄지-차일즈 (MacKenzie-

Childs) 및 제이 스토롱워터 (Jay Strongwater) 제품을 갖춘 2,000 평방 피트 

규모의 매장 

 푸드코트: 3곳의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는 4,200 평방 피트 규모의 푸드코트: 

핑거 레이크스 기반의 씨씨노의 피제리아 앤 파니노테카 (Ciccino’s Pizzeria & 

Paninoteca) 및 현지 기업인이 소유한 스매시버거 (Smashburger)와 모의 

사우스웨스트 그릴 (Moe’s Southwest Grill) 

 2017년 여름에 개장하는 205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 스파, 연회 시설, 소셜 카페 

앤 바 (The Sociale Café & Bar) 

 

델라고 리조트 앤 카지노(del Lago Resort & Casino)는 뉴욕주 스루웨이 41번 출구로 

바로 나오면 1133 State Route 414, Waterloo NY, 13165에 위치해 있습니다. 

 

델라고 리조트 앤 카지노(del Lago Resort & Casino) 소개 

델라고 리조트 앤 카지노(del Lago Resort & Casino)는 뉴욕의 워털루에 소재한 

44,000만 달러 규모의 카지노와 205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 및 스파입니다. 델라고 

리조트 앤 카지노(del Lago Resort & Casino)에게 주어진 임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독보적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향상시키면서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Savor NY — 델라고의 매켄지-차일즈 

(MacKenzie-Childs)는 현지 벤더 업체들이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특색을 매켄지-차일즈 

(MacKenzie-Childs) 및 제이 스토롱워터 (Jay Strongwater) 제품과 다양한 현지 과일, 

치즈, 제과류, 와인, 맥주, 기타 지역 특산품을 사용하여 델라고 (del Lago) 고객들에게 

직접 가져 오는 독특한 소매 아울렛입니다. 델라고 리조트 앤 카지노(del Lago Resort & 

Casino)는 또한 2,000개의 슬롯 머신과 12개의 포커 테이블을 포함하여 89개의 게임 

테이블 그리고 다음의 편의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i) Fabio Viviani의 주랑현관 

(Portico), 올드 월드 이탈리아 (Old World Italian) 풍의 음식과 주류를 정교하게 갖춘 

레스토랑, (ii) 2400 명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센터, 바 및 레스토랑인 포도나무 (The Vine), 

(iii) 현지 원산지의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하는 식품, 농산물 직판장 (Farmers Market) 뷔페, 

(iv) 게임 플로어의 중심에 있는 바/라운지 공간인 센트리피코 (Centrifico), (v) “가스트로 

스파 (gastro spa)” 요리 및 음료를 제공하는 소셜 카페 앤 바 (The Sociale Café & Bar), 

(vi) 4,200 평방 피트 규모의 푸드코트. 호텔, 스파, 연회 시설, 소셜 카페 앤 바 (The 

Sociale Café & Bar)는 2017년 여름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delLagoResort.com을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ellagoresort.com/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Finger Lakes Forward) 계획의 촉진 

오늘의 발표는 굳건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를 보완합니다. 주 정부는 이 

계획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서 2012년부터 이미 34억 달러 이상을 이 지역에 

투자했으며, 포토닉스, 농업, 식품 생산 및 고급 제조업을 포함하는 주요 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대공황 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졌고, 기업들은 성장 및 투자를 위한 장소로 로체스터, 바타비아 및 

캐넌다이과 등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뉴욕주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25억 달러를 대폭 상회하는 민간 부문 투자를 유발할 것이며, 제출된 이 지역의 계획에 

따르면 최대 8,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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