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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주주주주 정부정부정부정부, ONEIDA 부족과부족과부족과부족과 ONEIDA 및및및및 MADISON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사이의사이의사이의사이의 기념비적기념비적기념비적기념비적 합의합의합의합의 발표발표발표발표 

 

이이이이 합의로합의로합의로합의로 Oneida 부족은부족은부족은부족은 배타적배타적배타적배타적 게임게임게임게임 권리를권리를권리를권리를 갖게갖게갖게갖게 되고되고되고되고, 수익금을수익금을수익금을수익금을 주주주주 및및및및 지역지역지역지역 정부와정부와정부와정부와 나누며나누며나누며나누며, 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담배담배담배담배 가격이가격이가격이가격이 폐지됩니다폐지됩니다폐지됩니다폐지됩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Oneida 인디언 부족, Oneida 카운티와 Madison 카운티 

사이의 복합적이고 오랜 분쟁을 해결하는 종합적인 합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합의로 재산세, 토지 및 인디언 보호 구역 문제에 대한 수 년간의 소송을 끝내기 위한 길이 

닦였습니다. 이 합의는 Oneida 부족에게 뉴욕주 중부 지역에서의 배타적 카지노 게임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에 게임 수익금을 주 및 지역 정부와 나누도록 합니다. 또한 이 합의는 이 부족의 

자주권 하에 있을 수 있는 토지의 상한선을 약 25,000 에이커로 정함으로써 토지 청구권에 대한 

법적 분쟁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더욱이 이 합의는 부족에게 최소 가격 기준을 준수하고 비인디언 

고객을 상대로 한 담배 판매에 동등한 판매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불공정 경쟁도 종식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과 Oneida 인디언 부족의 사람들, Oneida 및 Madison 카운티, 모든 

뉴요커들에게 이익이 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협력함으로써 카지노 게임을 위한 배타적 구역을 보존하면서 게임 수익금을 지역 및 주 정부와 

나누도록 하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이 합의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을 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지장이 많은 수 년간의 법정 투쟁도 종식시켜 Oneida 부족과 뉴욕주 사이의 협동 및 공통성의 

새 시대를 엽니다.”  

 

Oneida 부족 대표인 Ray Halbritt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주권 정부들은 공동 번영의 새 

파트너십을 시작하기 위해 같이 모였습니다. 공정한 합의를 협상하려는 Cuomo 지사의 집중, 

성실성 및 의지의 결과로 우리는 우리 부족의 역사에서 이 새 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는 

Oneida 부족이 지난 20년에 걸쳐 이 지역에 구축한 것을 뉴욕주와 카운티들이 지지, 강화 및 

확장하는 가치와 미래를 위해 새 길을 닦는 가치를 인정한다는 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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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ida 카운티 집행관 Anthony Picent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윈윈인 

공평하고 공정한 합의라는 이 한 가지 목표를 가슴에 품고 모든 당사자들을 테이블로 불러모은 

Andrew Cuomo 지사님의 비전과 리더십에 감사합니다. 저는 또한 그러한 해법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기꺼이 파트너가 되어주신 Oneida 인디언 부족 대표 Ray Halbritter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를 달성하도록 우리 모두와 협력해 주신 Madison 카운티의 John 

Becker 의장에게도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수익금 공유 및 모든 측의 소송 취하를 포함하여 

우리가 짜맞춘 조각으로 우리 모든 주민의 최선의 이익이 되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위한 길을 닦을 

역사적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Madison 카운티 감독관 협의회 의장인 John Beck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문제에서 Cuomo 지사님의 리더십에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20년 동안 토의, 토론, 소송 및 

투쟁되어 왔습니다. 여러 지사들이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그룹들을 테이블로 불러모으려고 시도했습니다만 오직 한 지사 즉 현재의 지사만 과거의 나쁜 

감정과 투쟁을 끊고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 상원의원 Joseph A. Griff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열린 소통과 타협에 의한 해결이 

소송보다 나을 것이라고 항상 주장해왔습니다. 우리가 모든 세부사항을 아직 검토하고 있지만 

본인은 이것을 긍정적 단계로 보며 우리가 Oneida 부족뿐만 아니라 Oneida 및 Madison 카운티의 

납세자, 주택 소유자 및 소상인에게도 이익이 될 경로를 그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 상원의원 David Valesk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이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Cuomo 지사, Oneida 인디언 부족 대표 Ray Halbritter, Oneida 카운티 집행관 Anthony Picente 및 

Madison 카운티 감독관 협의회 의장 John Becker의 성실한 노력에 축하를 드립니다. 해야 할 일부 

추가 작업이 있지만 본인은 이 합의가 합리적이고 양 카운티, Oneida 인디언 부족 및 전체 지역을 

위해 긍정적인 전진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하원의원 Ken Blankenbush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뉴욕주와 Oneida 인디언 부족 및 

주변 커뮤니티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문제의 해결을 보아서 기쁩니다.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의 지역구에 경제 개발 필요성의 충족으로부터 인프라 개선 및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수익금 분배 계획에 이르기까지 누적 효과를 낼 것입니다.”  

 

주 하원의원 Anthony J. Brindis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합의는 Oneida 카운티 납세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수익금 분배는 우리의 재산세를 억제하고 우리 지역이 카지노로 과포화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본인은 모든 관련자의 승리인 이 공통 기반 합의에 도달한 주지사와 Oneida 

부족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주와 Oneida 부족은 1795년 이래 지속적으로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부족, 뉴욕주와 양 

카운티는 1970년 이래 소송을 해오면서 수 십년 동안 때때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Oneida 부족은 1993년부터 Verona에서 Turning Stone Casino and Resort를 운영해 

왔습니다. 소송은 그 시설의 유효성에 구름을 드리웠는데, 오늘의 합의로 그 구름이 걷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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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족부족부족부족 수익금의수익금의수익금의수익금의 주주주주 및및및및 지역지역지역지역 정부와정부와정부와정부와의의의의 공유공유공유공유 및및및및 게임게임게임게임 독점권독점권독점권독점권 

 

본 합의에 의거 Oneida 부족은 뉴욕주 중부 지역 10개 카운티(Cayuga, Chenango, Cortland, Herkimer, 

Lewis, Madison, Oneida, Onondaga, Oswego 및 Otsego 카운티)에서 배타적 카지노 게임 권리를 받을 

것이다. Vernon Downs는 기존 하네스 경마 및 비디오 복권 시설을 계속할 권한을 가질 것이다. 그 

대가로 부족은 슬롯머신의 순 게임 수익금의 25%를 뉴욕주에 바칠 것이다. 현재의 Oneida 게임 

수익금에 근거할 때 년 약 5000만 달러가 주에 납부될 것이다. 주 몫에서 다음과 같이 분배될 

것이다: 

• Oneid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는 주재 카운티로서 주 수납금의 25%(현재의 게임 수익금에 근거할 때 약 

1250만 달러)를 받고 추가로 재산세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 주 몫에서 년 250만 달러를 

받을 것이다. 

• Madison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는 뉴욕주 몫에서 년 350만 달러를 받고 추가로 과거 재산세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 Oneida 부족으로부터 1100만 달러를 일시불로 받을 것이다.  

 

토지토지토지토지 청구권청구권청구권청구권 해결해결해결해결 

 

본 합의에 의거 Oneida 부족은 약 25,000 에이커의 영구 토지 상한선에 동의할 것이며 그것은 

내무부에 의해 부족 토지로 신탁될 수 있다. Oneida 및 Madison 카운티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Oneida 부족 상대의 토지 분쟁 관련 법적 청구를 취하할 것이며 뉴욕주는 그러한 법적 청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Oneida 부족은 상한선 이상의 토지에 대한 자주권을 명시적으로 철회한다.  

 

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경쟁경쟁경쟁경쟁 종식종식종식종식 

 

본 합의는 Oneida 부족이 뉴욕주 및 카운티의 판매세, 이용세 및 점유세와 상당하거나 능가하는 

부족 판매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한다. 본 합의에 의거:  

• 부족 판매세는 모든 담배, 자동차 연료 및 기타 비인디언 고객을 상대로 한 인디언에 의한 

모든 판매에 적용될 것이다.  

• 부족은 담배 제품에 대한 최소 가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부족은 판매세입금을 주 및 카운티가 자신의 세입금을 투입할 정부 프로그램과 같은 

타입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시행시행시행시행 가능한가능한가능한가능한 합의합의합의합의:  

 

본 합의에 의거 부족은 합의 시행을 위해 통치 행위 면책 특권을 포기하기로 동의한다. 본 합의는 

기속력 있는 중재 재정의 시행을 포함하여 본 합의에 대한 권한을 연방법원에 부여한다. 본 합의는 

모든 최소 세금 및 가격 요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 평가를 거칠 것을 부족에게 요구한다. 

준수 평가는 주정부에 보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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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비준비준비준: 

 

합의의 부분들은 뉴욕주 입법부 승인, Madison 카운티 및 Oneida 카운티, 내무부, 뉴욕주 

검찰총장의 승인뿐만 아니라 사법부 승인도 요구할 것이다. 본 합의는 그러한 승인이 확보될 

때까지 발효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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