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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자선 게임 규정을 현대화하여 뉴욕주 전 지역의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는 

제안 발표 

 

자선 단체가 복권 및 기타 게임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기금을 모을 수 있도록 관료주의적인 

법을 갱신하는 2018년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Executive Budget)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자선 단체들이 복권, 벨자 (bell jar) 게임, 기타 유형의 

게임 등을 포함하여 게임을 통해 기금을 모으기 쉽도록 법률을 현대화하는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 (FY 2018 Executive Budget)의 일부인 이 

제안은 해외 전쟁 복원병 협회 (The Veterans of Foreign Wars), 미국 재향 군인회 (The 

American Legion), 미국 상이 군인회 (Disabled American Veterans)와 같은 참전 용사 

단체를 도울 것입니다. 무스 우애 조합 (Loyal Order of Moose), 이글 공제 조합 (Fraternal 

Order of Eagles), 엘크 자애 조합 (Benevolent and Protective Order of Elks) 등을 포함한 

공제 및 봉사 단체들과 수백 개의 교회, 자원 봉사 소방서, 기타 비영리 단체 등이 해당 

단체를 위한 기금을 뉴욕주 전 지역에서 모금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관공서의 불필요한 요식들 (red 

tape)과 법전의 구식 법률들이 좋은 일을 지원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기금을 모으려는 

선의의 자선 단체들의 노력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 개혁은 우리의 법률을 현대화하며 

부담스러운 장애물을 없애고 비영리 단체가 우리의 지역사회를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생명을 구하려고 돕는 중요한 선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대한 뉴욕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기금을 모으도록 해줄 것입니다.” 

 

구식 법규, 제한 요소, 구식보고 요구 사항으로 인해, 이 단체들은 자선 기금 모금 활동을 

완전히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금이 부족한 설득력 있는 원인으로 

남아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조치는 자선 목적을 위해 기금을 모으려고 할 때 더욱 

유연성을 제공하며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구식 자선 게임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이 제안은 단일 법령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복된 언어를 제거한 법의 여러 분야에서 



다수의 자선 게임 법령을 통합합니다. Cuomo 주지사의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선 단체가 복권 티켓을 판매하고 수표, 신용 카드, 데빗카드 등의 사용을 통해 

기술보다 운에 죄우되는 게임들 (games of chance)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자선 단체가 자체 소유 자산, 지자체 소유 자산, 기타 자선 단체 자산을 제외한 

다른 장소에서 게임을 수행하고 조직이 오프 사이트 게임에 대한 승인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허용  

 자선 단체가 빙고 운영자의 현재 요건에 따라 기술보다 운에 죄우되는 게임들 

(games of chance)을 시행하기 위해 3에서 1까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연도 수 

줄이기  

 자선 단체 및 지자체의 서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선 게임 양식 및 신청을 

위해 온라인 사이트로 이동  

 온라인 및 옥외 광고를 포함할 수 있도록 자선 게임 광고 제한 축소  

 자선 단체들이 일요일에 게임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정 게임의 제한 시간을 없앨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용  

 벨자 (bell jar) 게임에 대한 상금 제한을 500 달러에서 1,000 달러로 (상금 총액 

최대 3,000 달러에서 6,000 달러), 빙고 게임 상금을 1,000 달러에서 5,000 달러로 

(상금 총액 최대 3,000 달러에서 15,000 달러) 증액 허용  

 세 가지 범주의 복권 중 한가지를 제거해서 자선 단체의 규정 준수 간소화  

 자선 게임 상품에 알콜 음료 포함 허용  

 법규 조항을 게임위원회 (Gaming Commission) 규정으로 이전함으로써 수수료 

설정에 유연성 제공 

뉴욕주 게임위원회 (New York State Gaming Commission)는 앞으로 뉴욕 자선 게임법 

및 규정의 추가 개선에 대한 자선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뉴욕주의 자선 게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www.gaming.ny.gov를 방문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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