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5월 31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스포츠 베팅 세수가 뉴욕주 기록 경신했다고 발표  

  

모바일 스포츠 베팅에서 뉴욕은 단 5개월만에 세수 2억 6,700만 달러 기록하여 다른 주를 

상회  

  

세수는 교육,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보조금, 도박 중독 문제 예방 치료, 회복 서비스 

등에 재투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에서 최근 시작된 모바일 스포츠 베팅에서 최근 

6개월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가 창출되어 다년 간의 스포트 베팅 관련 수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뉴욕주에서 징수한 

스포츠 베팅 관련 세수는 2억 6,700만 달러입니다. 모바일 스포츠 베팅은 1월 8일 이후 

2얼 6,3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9년 7월부터 뉴욕에 위치한 네 곳의 상업 

카지노에서 발생한 스포츠 베팅은 430만 달러에 달합니다. 보고에 따르면, 뉴욕은 

5개월간 베팅 세수로 지난 몇 년간에서 다른 주에서 징수한 총 세수액보다 많은 금액을 

징수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2018년 11월부터 2억 5,300만 달러, 뉴저지는 2018년 

6월부터 2억 2,900만 달러를 스포츠 베팅에서 징수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 년이 채 지나지 않아, 뉴욕은 성공적인 게임 

정책을 시행한 선도적인 주가 되었습니다. 수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중요한 

프로그램에 지급되어 모든 뉴욕 주민의 삶을 개선할 것입니다. 저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뉴욕주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효과적인 게임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Robert Williams 뉴욕주 게임 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효과적인 게임 규제와 책임감 있는 스포츠 베팅 운영자의 영업 행위에 힘입어 뉴욕의 

게임 산업이 굳건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수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했다는 이러한 결과는 그 자체로 성과를 증명합니다."  

  

모바일 스포츠 베팅의 등장하자 뉴욕주 게임 위원회(New York State Gaming 

Commission), 파트너인 책임감 있는 경기 파트너십(Responsible Play Partnership), 게임 

업계는 함꼐 적극적인 정보성 행자와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책임감 있는 베팅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aming.ny.gov%2Fgaming%2Findex.php%3FID%3D4&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c704b389c82d40eff0bf08da43187a50%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606965318281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s1YD1Hd4zklu3UfviNgdhgjev%2BED4GqmnmO4KuUBmXg%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legalsportsreport.com%2Fsports-betting%2Frevenue%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c704b389c82d40eff0bf08da43187a50%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606965318281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ZBucK2mwmCmmD1SqHZG6neiMWZ9uaB9aTImHThieO0A%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y.gov%2Fprograms%2Fresponsible-gaming&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c704b389c82d40eff0bf08da43187a50%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606965318281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mbFu5KzejxU1M69PCpIsGz95Hr2myF03b8FCKIjhelM%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y.gov%2Fprograms%2Fresponsible-gaming&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c704b389c82d40eff0bf08da43187a50%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606965318281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mbFu5KzejxU1M69PCpIsGz95Hr2myF03b8FCKIjhelM%3D&reserved=0


  

Chinazo Cunningham 뉴욕주 중독 서비스 지원청(New York State 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OAS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OASAS는 게임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뉴욕 주민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스포츠 베팅에서 발생한 추가 수익을 활용해 OASAS는 

도박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더욱 강화된 예방, 치료, 회복, 피해 완화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모바일 스포츠 베팅 산업이 창출한 세수는 초·중등교육,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래밍 보조금, 문제성 도박 예방, 치료 및 복구 서비스 등에 재투자됩니다. 또한 

주정부는 여덟 곳의 스포츠 베팅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2,500만 달러의 등록비를 

징수하여 주정부 총 징수액은 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등록비 수입은 교육 분야에 

지원되었습니다.  

  

상원 레이싱, 게임, 도박 위원회 의장인 Joseph P. Addabbo, J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은 모바일 부문을 비롯하여 스포츠 베팅 산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앞서 나가는 주를 멍하게 바라보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누구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다른 주의 수익을 돌파했다는 사실은 헌신적인 

양질의 노력을 통해 뉴욕 주민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마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기록적인 세수는 이미 우리의 학교와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뉴욕의 도박 

문제 관련 서비스에 투자되었습니다. 저는 스포츠 베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으며, 

베팅을 통해 우리 주가 더욱 많은 자금과 일자리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레이싱 및 도박 위원회 의장인 Gary Pretlow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저는 '우리는 세계의 스포츠 베팅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바일 스포츠 베팅은 뉴욕의 경제적 원동력입니다. 수익이 교육, 청소년 스포츠, 도박 

중독 문제 해결에 투자되어 기쁩니다."  

  

스포츠 북에서 지리 위치 요구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지오컴플라이(GeoComply)에 따르면, 270만 명 이상의 고유 플레이어 계정이 1월부터 

만들어져 6억 2,000만 건 이상의 거래가 실시되었습니다.  

  

회계연도 2023 이후 매년 모바일 스포츠 베팅 관련 수익은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소외 

계층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500만 달러, 게임 교육 및 치료에 대한 자금 600만 달러, 

기타 대부분 자금은 교육 보조금에 사용됩니다.  

  

매주 금요일, 뉴욕주 게임 위원회는 주간 모바일 스포츠 베팅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공개합니다.  

  

게임 위원회 규정은 운영업체에게 미성년자 게임 예방, 베터에게 지출 한도를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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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aming.ny.gov%2Fgaming%2Findex.php%3FID%3D4&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c704b389c82d40eff0bf08da43187a50%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606965318281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s1YD1Hd4zklu3UfviNgdhgjev%2BED4GqmnmO4KuUBmXg%3D&reserved=0


의무화했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는 뉴욕 주민 또는 주변에 도박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는 뉴욕 주민들은 주 정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HOPEline에 1-877-8-HOPENY 

(1-877-846-7369)로 전화하거나 HOPENY (467369) 문자를 보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주민은 또한 지역 도박 문제 자원 센터(Regional Problem Gambling 

Resource Cente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https://nyproblemgamblinghelp.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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