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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운영 첫 해 뉴욕주 모바일 스포츠 베팅으로 9억 900만 달러 세수 창출 

발표  

  

세수는 교육,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조성금, 문제 도박 예방 치료 및 복구 서비스 

기금으로 활용  

  

운영 첫 해 뉴욕주에서 160억 달러 이상이 스포츠 배팅에 사용  

   
  

뉴욕주 모바일 스포츠 베팅 합법화 1주년을 맞아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이러한 스포츠 베팅에 대한 세수 7억 920만 달러 이상을 징수했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라이센스 수수료 2억 달러도 추가로 징수되어 총 9억 9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 중 대부분은 교육에 사용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만에 뉴욕은 수백만이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부문을 이끄는 전국적인 리더가 되었으며, 기록적인 세수를 거두어 들여 교육, 청소년 

스포츠, 도박 문제 예방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 전역에서 뉴욕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막대한 세수를 창출하는 모바일 스포츠 부문이 생산적인 한 

해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뉴욕주 게임 협회(New York State Gaming Commission) Brian O'Dwyer 협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과 스마트한 게임 정책의 실시에 힘입어, 

뉴욕은 세수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바일 스포츠 베팅 2년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게임 협회는 이러한 베팅이 안전하고 책임감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Chinazo Cunningham 뉴욕주 중독서비스지원청(New York State 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OAS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OASAS는 게임 

협회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책임감 있는 베팅에 대한 대중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돕게 되어 기쁩니다. 창출된 추가 세수를 통해 우리는 더욱 굳건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 전역의 개인, 가족, 지역사회 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Joseph P. Addabbo, Jr.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모바일 스포츠 베팅 

합법화 첫 해에는 프로페셔널 운영자 9개가 참여해 매우 성공적인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저는 주정부의 기타 파트너와 협력하여 뉴욕 주민이 누려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또한 저는 교육, 청소년 스포츠, 중독 프로그램 자금을 비롯해 우리 

경제에 대한 대규모 혜택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Hochul 행정부, 게임 협회, 의회 동료, 

뉴욕 주민 등의 전문적인 노력을 통해 앞으로도 우리 뉴욕주가 최고의 모바일 스포츠 

베팅 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Gary Pretlow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바일 스포츠 베팅은 1년 만에 7억 

900만 달러라는 세수를 창출하여 교육, 청소년 스포츠, 도박 문제 관련 서비스에 활용할 

자원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앞으로 모바일 스포츠 베팅이 더욱 

많은 세수를 창출하기를 바랍니다."  

  

스포츠 북에서 지리 위치 요구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지오컴플라이(GeoComply)에 따르면, 380만 명 이상의 고유 플레이어 계정이 2022년 

1월부터 만들어져 12억 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뉴욕주 모바일 스포츠 베팅 합법화는 2023년 1월 8일 일요일을 기해 1주년을 

맞았습니다. 1월 7일까지 총 모바일 스포츠 베팅액은 16,595,732,482 달러이며, 교육 총 

세수 709,247,358 달러를 창출했습니다.  

  

회계연도 2023(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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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NYS Gaming Commission)는 모든 운영자로부터 

수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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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화했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는 뉴욕주민 또는 주변에 도박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는 뉴욕주민들은 주 정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HOPEline에 1-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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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습니다. 뉴욕주민은 또한 지역 도박 문제 자원 센터(Regional Problem Gam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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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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