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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주지사와주지사와주지사와 SENECA 인디언인디언인디언인디언 네이션과의네이션과의네이션과의네이션과의 획기적인획기적인획기적인획기적인 협정이협정이협정이협정이 체결되었음을체결되었음을체결되었음을체결되었음을 알리다알리다알리다알리다  

SENECA 인디언인디언인디언인디언 네이션이네이션이네이션이네이션이 뉴욕주에뉴욕주에뉴욕주에뉴욕주에 다시다시다시다시 연간연간연간연간 $1억억억억350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지급하고지급하고지급하고지급하고 과거에과거에과거에과거에 내지내지내지내지 못했던못했던못했던못했던 총총총총 

4억억억억80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금액을금액을금액을금액을 지급하기로지급하기로지급하기로지급하기로 하다하다하다하다 

 

지방정부들이지방정부들이지방정부들이지방정부들이 과거에과거에과거에과거에 받지받지받지받지 못못못못했던했던했던했던 자금을자금을자금을자금을 전액전액전액전액 지원받게지원받게지원받게지원받게 되다되다되다되다 

 

뉴욕주가뉴욕주가뉴욕주가뉴욕주가 독점독점독점독점 구역을구역을구역을구역을 시행하다시행하다시행하다시행하다 

 

향후향후향후향후 발생할발생할발생할발생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의견의견의견의견 충돌을충돌을충돌을충돌을 원만하게원만하게원만하게원만하게 다루기다루기다루기다루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분쟁처리분쟁처리분쟁처리분쟁처리 프로세스를프로세스를프로세스를프로세스를 마련하다마련하다마련하다마련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와 Seneca 인디언 네이션간에 뉴욕주 와 네이션간에 

있었던 수 년에 걸친 분쟁을 해결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협정으로 뉴욕주는 웨스턴 뉴욕 지역에서 Seneca 카지노 영업의 독점성을 인정하고 

재확인하였고, Seneca 네이션은 납부를 재개하고 분쟁 대상이었던 과거 금액을 비례 상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Buffalo, Niagara Falls, Salamanca 지역에 있는 지방정부는 지역 영향 평가금의 25% 

분담금 전액인 총 1억4000만 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Buffalo는 1,550만 달러, Niagara Falls는 

8,900만 달러, Salamanca 지역은 3,450만 달러를 받을 것입니다. 뉴욕주와 Seneca 네이션은 Buffalo, 

Niagara Falls, Salamanca에서 영업 중인 Seneca 카지노로부터 과거 분담금 5억6,000만 달러에서 

75%를 균등하게 나눠가질 것입니다.  

 

뉴욕주와 이들 지역의 지방정부에 대한 총 납부금과 기타 규제 분담금은 4억800만 달러입니다. 

Seneca 네이션은 2억9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카지노 영업을 통해 연간 총 1억3,500만 달러에 달하는 

분담금을 뉴욕주에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일을 재개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웨스턴 뉴욕 구역을 

상업용 도박 법률 제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지지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웨스턴 뉴욕 독점 

구역을 카지노 도박 지역으로 설정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충돌을 원만하게 다루기 위한 

새로운 분쟁처리 프로세스를 마련할 것입니다. Seneca는 웨스턴 뉴욕의 경주 트랙에 있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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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복권 시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뉴욕주도박위원회 는 이들 시설의 

마케팅 및 영업에 대해 독점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본 협정은 윈-윈-윈 협정으로, Niagara Falls, Buffalo, Salamanca에게 윈이요, 독점권을 인정 받게 

되는 Seneca 네이션에게도 윈이요, 현재와 미래에 뉴욕주로 수억 달러를 받게 되는 모든 

뉴욕주민들에게도 윈인 셈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협정은 신뢰와 상호 

존중이라는 초석 위에 Seneca 인디언 네이션과 뉴욕주 간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획기적인 협정에 이를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Barry Snyder 

회장과 네이션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Seneca 네이션의 회장인 Barry E. Snyder S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Seneca 

네이션과 뉴욕주 간의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네이션과 협력하여 다시 한 번 협정을 완전하게 

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최상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우리 웨스턴 

뉴욕 게임시설들은 지속적으로 독점성을 유지하고 우리 지역의 지방정부가 카지노 수익을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쟁 사항에 대해 양측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내놓기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보여준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George D. Maziarz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와 Snyder 회장이 같은 테이블로 나와 양측이 서로 만족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Niagara Falls 시의 경우 Niagara Falls 

Memorial Hospital과 Niagara Falls시 학군은 이러한 분쟁에서 어쩔 수 없는 피해자로 개발 및 개선에 

장애가 많았습니다. 오늘 체결된 협정으로 수십 년 간 이어진 소송이 종식되게 되었고 수 백만 

달러가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Catharine Young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간의 세월은 길고도 힘겨운 여정이었지만 결국 

긍정적인 종착점에 도달하였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와 네이션이 긍정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에 무척 기뻤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Salamanca 시, 학군, Cattaraugus 

카운티를 하나로 엮어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카지노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또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곳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적 

동력입니다. Cuomo 주지사와 Seneca 네이션, 특히 Barry Snyder 회장과 부족위원회(Tribal Council)는 

협력의 정신으로 한 마음이 되어 노력을 보여주신 점에 칭송 받아 마땅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댐으로써 우리는 경제 성장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큰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Tim Kenned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로 우리는 Seneca 인디언 네이션이 웨스턴 

뉴욕의 경제 미래에 중요한 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Buffalo, Niagara Falls, Salamanca와 

같은 호스트 커뮤니티는 공정한 지지의 몫을 받게 될 것입니다. 웨스턴 뉴욕과 Seneca 네이션 간의 

경제적 협력의 길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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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 Peoples-Stoke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협정이 결실을 보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지지하면서 이 협정이 체결되도록 도와주신 주지사의 부단한 리더십에 

감사 드립니다. 이번의 해결은 Buffalo 시에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Joseph M. Gigli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협상으로 타결된 협정은 Seneca 인디언 네이션과 

Southern Tier 및 웨스턴 뉴욕 주민들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본 협정에 따른 혜택은 Salamanca 시, 

Salamanca 시 학군 및 Cattaraugus 카운티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앞으로 오랫동안 

Seneca 네이션의 자주권과 독점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해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만한 해결은 

세심한 협정과 노력의 결과로써, 그 결과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Dennis Gabrysza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와 Seneca 네이션이 협정에 이르게 된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협정으로 최초의 협약 당 웨스턴 뉴욕에 세 개의 카지노를 둘 수 

있게 하는 Seneca 네이션의 독점성이 유지되게 되었고, 모든 재정지원이 호스트 커뮤니티에 

배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John Cerett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와 Seneca 네이션 간에 체결된 이번 협정은 

웨스턴 뉴욕과 Niagara Falls에게 대단히 기쁜 소식입니다.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Niagara Falls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Niagara Falls는 경제를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이러한 자금의 유입이 필요합니다. 본 협정은 그러한 목표를 이룬 것으로, 이를 

지지합니다. 웨스턴 뉴욕 주민들은 일을 제대로 하는 리더를 기대하는 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Sean Rya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체결된 협정은 모든 웨스턴 뉴욕 주민들에게 

혜택을 안겨줄 협력을 지속시키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변함없는 

결단력을 보여주신 Cuomo 주지사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써주신 Seneca 네이션에게 감사 

드립니다.” 

 

Niagara Falls의 Paul Dyster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 협정은 Niagara Falls 시와 웨스턴 뉴욕에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이 협정으로 매우 절실했던 세입금이 우리 시에 들어오게 되었고 마침내 

이러한 분쟁이 해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협정에 이르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주지사와 Snyder 회장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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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