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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스키넥터디 리버 카지노 리조트 개장 발표 

  

주도 지역에 스파와 호텔 관련 1,025개 영구직과 50개 추가 일자리 창출 

 

60에이커 면적의 모호크 항구 재개발 구역 중요 부분 

  

카지노 리조트에 매년 280만 명의 방문객 유치 예상 

 

북부 지역의 4개 카지노, 뉴욕주에 3억 2,500만 달러의 게임 수익을, 그중 6,500만 

달러는 지역 정부에, 2억 6,000만 달러는 공교육에 사용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리버 카지노 리조트(Rivers Casino & Resort)의 

스키넥터디(Schenectady)점을 개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리조트는 51,000제곱피트 면적의 도박장, 고급 호텔 및 다양한 식당과 매점을 가진 대형 

모호크 항구 재개발(Mohawk Harbor Redevelopment)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버(Rivers) 카지노는 1,025개의 영구직과 올해 개장하면 생기는 고급 호텔과 스파와 

연결된 일자리 50개를 창출하였습니다. 550,000시간이 넘게 걸린 카지노 건설은 주도 

지역(Capital Region)에 1,710개의 건설업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생긴 리버 카지노 리조트는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만들어 스키넥터디의 지속적인 부활을 도우며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주도 

지역에 중요한 경제 구성 부분입니다. 업스테이트 뉴욕 전역의 리조트에 대한 지원으로 

우리는 새로운 방문자를 유치하고 관광업을 추진하며 지방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과 

강화를 도우면서 뉴욕주 최고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2013년 제정된 업스테이트 뉴욕 게이밍 및 경제개발 법 (Upstate New 

York Gaming and Economic Development Act)은 리버 카지노를 통한 모든 수입은 해당 

지역에 반환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받는 10%의 세금 수입은 스키넥터디 

시와 스키넥터디 카운티에서 나누어 시설 설립에 사용되며 또 다른 10%는 올버니, 풀턴, 

몽고메리, 렌셀러, 새러토가, 쇼하리 및 워싱턴 카운티에 배정됩니다. 나머지 80%의 

수익은 주 전역의 공교육 혹은 뉴욕주민들의 세금 감면 혜택에 사용됩니다. 



  

스키넥터디 리버 카지노 리조트의 경제 효과 

  

공사 기간 동안 1,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외에도, 리버 카지노는 개장과 

더불어 1,025개의 영구직을 만들어냈으며 올여름 호텔과 스파가 개장할 경우, 50개의 

추가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밖에, 스키넥터디시, 교육청, 스키넥터디 카운티, 

뉴욕주가 지정한 도박 허용 지역의 기타 주민구역 등 지역 정부는 뉴욕주에 내는 카지노 

게이밍 세금을 배정받으며 리버 카지노 리조트의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중요한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카지노의 도박장은 1,150개의 슬롯머신과 67개의 게임 테이블 및 15개의 포커 

테이블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밖에 스키넥터디 리버 카지노 리조트의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13,000제곱피트의 다목적 회의실, 컨벤션 및 연회장 

 야간 오락 시설의 Van Slyck’s 바, 라운지 및 게임장 

 야간 오락 시설의 도박장 내의 Dukes Chophouse 고급 레스토랑과 개인용 야외 

테라스 

 Mallozzi 패밀리에서 공급하는 Mian (아시안 음식), Flipt (햄버거), Johnny’s To-

Go (이탈리안 음식), Villa Italia (제과점) 푸드코트 

 스플래시 스파(Splash Spa, 2017년 개장) 

 모호크강(Mohawk River)을 내려다보는 165개의 고급 객실을 갖춘 호텔(2017년 

개장) 

  

스키넥터디 리버 카지노 리조트는 스키넥터디에 본사를 둔 부동산 개발 회사인 Galesi 

Group에서 개발하였습니다. 1969년에 설립된 Galesi Group은 지난 5년간 스키넥터디 

도심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1,100만 제곱피트 이상의 면적을 

보유한 상업, 산업 및 다가구 주택 등 다양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국에 2만 채의 

아파트를 소유 또는 개발하였습니다. 리버 카지노는 러시 스트리트 게이밍(Rush Street 

Gaming)회사에서 운영합니다. 이 회사는 최근에 일리노이주의 데스플레인즈(Des 

Plaines), 펜실베이니아주의 피츠버그(Pittsburgh)와 필라델피아(Philadelphia)에 세 개의 

카지노 지점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시 스트리트사의 여러 개 사업이 

캐나다에서 카지노 수익이 가장 많은 온타리오주의 나이아가라폴스(Niagara Falls)에 

있는 폴스뷰 카지노 리조트(Fallsview Casino Resort)의 개발과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호크 항구 개발 

리버 카지노 리조트는 알코사(American Locomotive Company, ALCO)가 몇십 년간 

비워두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재개발 지역의 하나로 된 60에이커 면적의 장소에 대한 

부두가 다용도 재개발 프로젝트인 모호크 항구 재개발의 중심에 있습니다. 모호크 

항구의 전체 재개발은 120만 시간의 공사시간을 생성하여 리버 카지노를 포함하여 

2,200개의 건설 관련 일자리 창출과 맞먹습니다. 민간 투자를 합쳐서 스키넥터디 리버 



카지노 리조트와 모호크 항구에 투자금은 총 4억 8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카지노가 

최종적으로 창출해낼 1,075개의 영구직 외에도 모호크 항구의 상가임차인으로부터 

100여 개의 추가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3년에 유권자에 의해 카지노 유치가 승인되기 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모호크 항구 개발 지역 준비와 민간 투자를 막는 장벽 제거에 약 900만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재개발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기존의 기관차 공장에 대한 복원을 

도왔습니다. 

  

Galesi Group의 개발부 CEO Francesco Gales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69년에 

스키넥터디에서 시작한 Galesi Group은 오늘 Cuomo 주지사의 경제 개발 정책과 카지노 

선정 절차 덕분에 우리 회사의 역사적인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인부가 이 

프로젝트 건설에 바친 시간, 열정 및 영혼의 진실한 결과물이며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이 

도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카지노 사업에 대한 모호크 항구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우리 커뮤니티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러시 스트리트 회장 Neil Bluhm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주가 ‘사업 유치(Open 

for Business)’를 이루는 비전을 제시하고 업스테이트 뉴욕 전역의 커뮤니티에 대한 경제 

활성을 이끈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뉴욕주가 새로운 법안을 채택하고 높은 

경쟁력이 있는 프로세스에 착수하여 새 카지노를 밑바닥부터 시작하여 개발하는 속도는 

진짜 놀랍습니다. 우리는 스키넥터디 시와 주도 지역이 러시 스트리트 가족의 새로운 

일원으로 될 수 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러시 스트리트 게이밍사의 CEO Greg Carl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키넥터디의 리버 

카지노는 시공을 시작하여 1년을 조금만 넘기고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손님들이 

우리의 최신 오락 장소의 품질과 디자인에 열광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 고용한 1,000여 명의 직원을 포함하여 스키넥터디에 리버 카지노 리조트를 

개장하도록 노력한 러시 스트리트 팀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은 러시 스트리트 

게이밍뿐만 아니라 업스테이트 뉴욕 전체에 중요한 이정표로 될 것입니다.” 

  

스키넥터디 시장 Gary McCarth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버 카지노 리조트는 

스키넥터디와 전체 주도 지역의 지역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자사의 리더십과 러시 스트리트 게이밍 회사 및 기타 모든 협력기관 덕분에 이 중요한 

프로젝트가 지금 현실로 되어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줄 것입니다. 

북부 지역의 관광업에 대한 강화를 통하여 우리 지역 사업체, 상점 및 가게에 새로운 

방문객들을 증가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리버 카지노의 개장을 

축하하며 수많은 방문객이 찾는 뉴욕의 주요 여행지로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원의원 Angelo Santabarbar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와 위치한 지점은 

지역에 고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 개발 기회를 가져다줍니다. 

스키넥터디의 모호크 항구는 지금 주변 지역에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에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호텔, 레스토랑 및 기타 다양한 산업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완성됨에 따라 우리는 지역 경제와 주도 지역의 여행지 

관광업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벌써 보고 있습니다.” 

  

하원의원 Phil Steck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버 카지노 리조트는 스키넥터디 도심에 

있는 버려진 산업 부지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스키넥터디에 새로운 세금 수입을 

가져올 놀라운 시설의 개발에 Galesi Group이 선봉 역할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도시 

시민들의 재산세 면제가 이미 활성화되었습니다.” 

  

리버사의 추산에 의하면 리조트와 카지노 효과로 연간 28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델라고 (del Lago), 티오가 다운스 (Tioga Downs), 몬트레인 

(Montreign), 리버 (Rivers) 등 4개의 상업 카지노가 전면적으로 운영될 경우, 총 3억 

2,500만 달러의 게임 세금 수입이 이루어지며, 이 중 6,500만 달러는 지역 정부에, 2억 

6,000만 달러는 공교육에 사용될 것입니다. 

  

스키넥터디 리버 카지노 리조트는 Erie 대로 바로 옆에 있으며 주소는 301 Nott Street, 

Schenectady, NY 1230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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