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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모바일 스포츠 베팅의 첫 30일 동안 약 20억 달러의 베팅 금액 발표  

   

기록적인 성공으로 7,000만 달러 이상의 세수가 창출되어 거의 모든 금액이 교육에 투입, 

청소년 스포츠 및 문제성 도박에도 도움이 됨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운영 첫 30일 동안 약 20억 달러의 베팅 금액으로 

뉴욕주에서 모바일 스포츠 베팅이 성공적으로 출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주에서 

이미 보고한 것 이상의 이 기록적인 성공은 뉴욕주에 7,000만 달러 이상의 세수를 

창출하여 교육, 청소년 스포츠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배정될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모바일 스포츠 베팅이 

어떻게 우리 학교, 청소년 스포츠 등에 상당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뉴욕 경제의 동력이 될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이 새로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뉴욕은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자원과 지침을 확실히 마련할 것입니다."  

  

모바일 스포츠 베팅은 2022년 1월 8일 뉴욕에서 시작되었고, 그 이후 뉴욕에서 이루어진 

베팅은 19억 8,000만 달러 이상에 이르렀습니다. 총 게임 수익은 1억 3,800만 달러가 

넘었고, 주 정부 세율의 51%로 이 베팅 금액은 7,060만 달러 이상의 세수 창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주법에 따르면 모바일 스포츠 베팅 산업이 창출한 세수는 초·중등교육,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래밍 보조금, 재산세 감면, 문제성 도박 예방, 치료 및 복구 서비스 

등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작년 뉴욕주 게임위원회(New York State Gaming Commission)에 

뉴욕주 운영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규제 요건을 완성하기 위해 허가받은 기업들을 

참여시켜 이전에 입법부가 승인했던 모바일 스포츠 베팅 출범 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뉴욕주 거주자가 내기를 

위해 이웃 주를 여행하는 대신 뉴욕 베터를 머물게 할 것입니다.  

  

게임 위원회의 Robert Williams 사무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지난 

1월 8일 모바일 스포츠 베팅 출범을 알린 가운데 월별 세수 전국 기록을 세운 

엠파이어스테이트에서 온라인 스포츠 베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OASAS의 Chinazo Cunningham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OASAS는 문제성 

도박에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가족들이 뉴욕주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지원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스포츠 베팅의 출범에 

따른 수익은 문제성 도박 예방, 치료 및 복구 서비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Joseph Addabbo Jr.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 모바일 스포츠 베팅을 

도입했을 때 우리는 성공적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첫 달 만에 주로 단 6개의 

스포츠북으로 스포츠 베팅에 대한 전국 기록을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은 보람 있고 전도 

유망한 일입니다. 이 기록을 깬 것은 뉴욕이 모바일 스포츠 베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우리는 우리 주에 새로운 중요한 수입, 교육 및 중독 자금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어디로 향할지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의 시야 내에 있는 슈퍼볼과 남자 농구 결승 경기(March Madness)와 함께 견고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뉴욕에서 모바일 스포츠 베팅의 미래는 매우 전도유망합니다!"  

  

J. Gary Pretlow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달에 10억 달러가 넘는 스포츠 베팅 

처리 건수로 뉴욕주는 세계 스포츠 베팅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게임 

위원회가 예상보다 2주 빨리 운영업체를 결정하기해 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게임 위원회는 2022년 1월 6일 Caesars, DraftKings, FanDuel, Rush Street Interactive 

등 4개 플랫폼 제공업체와 운영업체에 2022년 1월 8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도록 

허가했습니다. 그 이후, Bet MGM, Points Bet, Winn Interactive 등 3개의 추가 

운영업체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주요 운영업체는 제출된 입찰에 

포함되었고 플랫폼 제공업체 8곳과 운영업체 9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스포츠 북에서 지리 위치 요구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GeoComply에 따르면, 176만 명 이상의 고유 플레이어 계정이 1억 8,700만 건 이상의 

거래에 사용되었습니다. 고객이 베팅을 할 때 뉴욕주 경계 내에 위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리 위치 정보 식별 작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됩니다.  

   

2022 회계연도(2022년 1월 8일~2022년 3월 31일)에는 모바일 스포츠 베팅에 부과되는 

주세의 98%가 교육에, 주세의 1%가 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에, 주세의 

1%가 문제성 도박 교육과 치료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든 라이선스 수수료 

수입은 교육 분야에 지원됩니다. 2023 회계연도 집행 예산 재무 계획(Executive Budget 

Financial Plan)은 수익이 2억 4,9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는 2022 

회계연도에 이미 징수된 라이선스 수수료 2억 달러, 2023 회계연도 3억 5,700만 달러, 

2024 회계연도에 4억 6,500만 달러, 2025 회계연도에 4억 9,300만 달러, 2026 

회계연도에 5억 900만 달러, 2027 회계연도에 5억 1,8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2023 

회계연도부터 600만 달러는 문제성 도박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에, 500만 달러는 주 

전역에 있는 청소년 스포츠 보조금 프로그램에, 나머지 금액은 교육 부문에 사용될 

것입니다.  

  



베팅 액수로는 축구에 6억 달러, 농구에 5억 4,000만 달러, 하키에 거의 8,000만 달러를 

들 수 있습니다. 어제 슈퍼볼에서 나온 수치는 금요일마다 업데이트되는 주간 모바일 

스포츠 베팅 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게임 위원회는 운영업체에게 미성년자 게임 예방, 베터에게 지출 한도를 부여하는 

가용성, 도박에 따른 위험성 및 문제성 도박 징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고군분투하는 뉴욕 시민들 또는 도박 중독자를 아는 

뉴욕 시민들은 주의 무료 비밀 HOPEline에 1-877-8-HOPENY (1-877-846-7369)로 

전화하거나 HOPENY (467369) 문자를 보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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