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2월 2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종합 격투기(MIXED MARTIAL ARTS, MMA), 권투, 레슬링 

업계의 성공 강조  

 

격투기 스포츠, 뉴욕주에 종합 격투기(Mixed Martial Arts) 도입 2년 후 9,700만 달러 생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격투기 스포츠 업계가 번영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년 전 종합 격투기(Mixed Martial Arts) 도입 후 전례 없는 수익과 경제적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뉴욕에서 종합 격투기(MMA), 권투, 레슬링 행사로 구성된 격투기 

스포츠는 모두 2016년 9월 뉴욕에서 종합 격투기(MMA)가 합법이 된 후 활동이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종합 격투기(MMA)의 도입 이전 2년 동안 뉴욕에서 격투기 스포츠의 

전반적 수익은 3,190만 달러였습니다. 종합 격투기(MMA) 도입 후 2년 동안 그 수는 

9,70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204% 증가한 수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격투기 스포츠 업계는 2년 전 종합 격투기(Mixed 

Martial Arts) 도입 이래 뉴욕에서 전례 없는 수익과 경제 활동을 생산했습니다. 새로운 

자료는 이 신나는 행사의 인기도를 보여주며 수백 개의 일자리와 수백만 달러가 경제적 

결과를 뒷받침합니다.”  

 

2016년 9월 1일 이전 뉴욕주에서 규제된 형태로만 허가된 격투기 스포츠는 권투와 

레슬링 유형의 행사였습니다. 주가 종합 격투기(MMA)의 합법화에 이른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2년은 해당 업계가 건강했으나 완전한 가능성을 펼치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 티켓 판매 수익 - 25,661,979달러  

• 동시 방송 수익 - 6,268,021달러  

• 총 수익 - 31,930,000달러  

• 주 세금 계산 - 939,495달러  

• 티켓 판매 - 333,529  

• 총 행사 수 - 132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말까지 같은 측정 기준을 통해 나타나듯 종합 

격투기(MMA)의 합법화는 모든 격투기 스포츠 사이에서 전례 없는 성장의 

시작이었습니다.  



 

 

 

• 티켓 판매 수익 - 67,137,970달러(161% 증가)  

• 동시 방송 수익 - 30,107,603달러(380% 증가)  

• 총 수익 - 97,245,574달러(204.6% 증가)  

• 주 세금 계산 - 7,576,163달러(706% 증가)  

• 티켓 판매 - 530,143(59% 증가)  

• 총 행사 수 - 149(7.6% 증가)  

 

종합 격투기(MMA): 종합 격투기(MMA)의 합법화 이후 뉴욕시, 브루클린, 버펄로, 올버니, 

유티카, 유니언데일에서 110,000명 이상의 관객을 끈 무한 격투 시합(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 UFC)은 주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매디슨 스퀘어 가든(Madison 

Square Garden)과 키뱅크 센터(KeyBank Center)의 회사 행사들은 장소 역사상 가장 

수익이 많은 스포츠 행사로 평가되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무한 격투 시합(UFC)는 1억 

달러 이상을 산출했습니다. 무한 격투 시합(UFC) 위탁 연구에 따르면 무한 격투 

시합(UFC) 데뷔 행사는 2016년 11월 12일 뉴욕주 뉴욕시 메트로(Metro) 지역에서 

3,700만 달러 이상 산출했으며 이는 300개 일자리용 월급 및 임금 1,840만 달러 이상을 

포함합니다. 2017년 4월 버펄로 무한 격투 시합(UFC) 행사에서는 웨스턴 뉴욕 경제 

결과로 740만 달러를 산출했습니다. 이는 72개 일자리용 월급 및 임금 300만 달러를 

포함합니다.  

 

권투: 뉴욕주에서 권투 총 수익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1,343만 

달러에서 2년 후 2,795만 달러로 급등했습니다. 108% 성장입니다. 같은 기간 세금 

수익은 355,231달러에서 807,949달러로 건너 뛰었습니다. 127% 성장입니다. 주 

전역에서 권투 행사 티켓 판매 수는 58,501개에서 103,215개로 약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레슬링/기타: 규제된 레슬링 및 기타 행사는 지난 4년 동안 200개 이상 열리며 주 

전역에서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합 격투기(MMA) 합법화 이전과 이후 2년간의 총 

수익은 1,805만 달러에서 1,791만 달러 사이로 유지되었습니다. 뉴욕주 세금은 

587,264달러에서 527,724달러로 안정화되었습니다. 티켓 판매가 10% 

증가(275,000에서 303,000)하며 행사 수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98개에서 100개).  

 

뉴욕주에서 격투기 스포츠는 뉴욕주 체육 위원회(New York State Athletic 

Commission)에서 인가하고 규제하여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 대회의 진실성을 

보장합니다. 뉴욕주 체육 위원회(New York State Athletic Commission)는 파이터, 

보조자, 주최자 등 모든 참가자들을 허가하고 각 대회에서 관리단을 고용합니다. 지난 

2년간 위원회(Commission)는 링사이드의 표준화된 규약, 강화된 건강 검사 절차, 

강력하고 효과적인 리더십으로 건강, 안전, 진실성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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