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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주주주주 정부와정부와정부와정부와 SAINT REGIS MOHAWK 부족부족부족부족 사이의사이의사이의사이의 합의합의합의합의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와 Saint Regis Mohawk 부족 사이에 게임 문제를 둘러싼 3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합의에 의거 주정부는 카지노 입지 법안에서 8개 카운티 Saint Regis Mohawk 독점 구역을 제거할 

것이며, 부족은 미납된 3000만 달러와 향후의 게임 수익금 중 25%를 주정부에 납부할 것입니다. 

또한 본 합의에 의거 관련되지 않은 토지 청구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뉴욕주, 부족 및 지역 정부 

사이의 의논도 개시할 것입니다.  

 

“뉴욕주와 Saint Regis Mohawk 부족은 같이 협력하여 공통되는 기반을 찾음으로써 North 

Country에서의 배타적 게임권을 부족에게 부여하고 주 및 지역 정부에 그들 몫의 카지노 수익금을 

제공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발휘한 협동 정신을 본인은 지지합니다.” 

 

“협상에 의한 타결을 위해 토지 청구권의 모든 당사자들과 함께 기꺼이 앉을 주지사를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Cuomo 지사는 우리가 직접 그와 만나 온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성취하였습니다. 지사님은 우리의 미결 문제가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Saint Regis Mohawk 부족의 추장인 Ron LaFrance 2세가 말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주지사, Saint Regis Mohawk 부족의 대표 및 지역 정부 관리들이 오늘 서명하였습니다. 

 

수익금수익금수익금수익금 나누기나누기나누기나누기  

• 부족은 과거 수익금 분배 납부를 해결하기 위해 Akwesasne Mohawk Casino의 약 3000만 

달러를 뉴욕주에 즉각 납부할 것입니다. 3000만 달러 납부금 중에서 25%는 St. Lawrence 

카운티와 Franklin 카운티 사이에 분배되어 각 카운티의 영향을 받은 타운에게 갈 지급금이 

포함된 375만 달러가 각 카운티에 제공될 것입니다. 

• 부족은 현행 공유 수익금 납부를 합의서에 규정된 규칙적 스케줄에 따라 재개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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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게임 순수익금의 25%에 해당됩니다. 주정부는 자신의 몫 중 25%를 St. Lawrence 

카운티와 Franklin 카운티 사이에 분배할 것입니다.  

 

독점성독점성독점성독점성  

• 본 합의에 의거 주정부는 카지노 게임 입지 법안에서 North Country의 8개 카운티 Mohawk 

배제 구역(Clinton, Essex, Franklin, Hamilton, Jefferson, Lewis, St. Lawrence 및 Warren 

카운티)을 제외시킬 것입니다. 

 

토지토지토지토지 청구권청구권청구권청구권 및및및및 뉴욕전력청뉴욕전력청뉴욕전력청뉴욕전력청 분쟁분쟁분쟁분쟁 해결해결해결해결: 

 

주지사는 토지 청구권 및 뉴욕전력청 문제를 포함한 관련되지 않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 

부족 및 St. Lawrence 카운티 및 Franklin 카운티 사이의 토의를 소집할 것입니다. 잔여 공유 

수익금은 이러한 미결 문제의 해결시까지 예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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