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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SENECA 인디언인디언인디언인디언 NATION(SENECA NATION OF INDIANS)과의과의과의과의 랜드마크랜드마크랜드마크랜드마크 합의의합의의합의의합의의 

일환으로일환으로일환으로일환으로 NIAGARA FALLS 시에시에시에시에 8,90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수표를수표를수표를수표를 전달하다전달하다전달하다전달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지난 6월 뉴욕주와 Seneca Nation 간의 해묵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랜드마크 합의의 일환으로 오늘 Seneca 인디언 부족장인 Barry E. Snyder, Sr.와 자리를 함께 

해 1차 지원금인 8,900만 달러의수표를 Niagara Falls 시에 전달하였습니다.  

 

“함께 진지하게 생각하고 협력 정신과 존경의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나옴으로써 뉴욕주와 Seneca 

인디언 Nation은 오랜 세월에 걸친 분쟁을 종식하고 관련된 모두에게 커다란 승리를 안겨주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Niagara Falls 시에 매우 

필요한 분담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지역사회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합의는 신뢰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Seneca 인디언 Nation, Niagara Falls 시, 뉴욕주에 새로운 장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협력해주신 Snyder 사장께 감사 드립니다.” 

 

Seneca 인디언 Nation 사장인 Barry Snyd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곳 웨스턴 뉴욕에 

자리한 우리의 Seneca Niagara, Seneca Allegany, Seneca Buffalo Creek 시설에서 십억 달러 규모의 

게임사업을 훌륭하게 키워 놓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Seneca인들과 아닌 사람 모두를 위해 수 

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여러 현지 기업에게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었으며, 지역 

경제에서도 또 다른 수 천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Seneca 네이션을 대신해 웨스턴 

뉴욕의 경제를 재활성시키겠다는 주지사의 끊임없는 약속과 Seneca 네이션의 게임사업을 우리 

지역의 발전과 변화 지속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해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Niagara Falls 시의 Paul Dyster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수 년 동안, 우리의 친구인 뉴욕주와 

Seneca 인디언 Nation은 카지노 게임 수익을 놓고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고맙게도 Cuomo 

주지사께서 웨스턴 뉴욕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이처럼 오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주려 애써주셨습니다. 해묵은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주신 

주지사께 매우 감사 드리며 앞으로 주지사님과 Seneca Nation과 함께 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강화하도록 노력해나가길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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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ffalo Niagara Partnership 사장 겸 CEO인 Dottie Gallagher-Coh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Buffalo 

Niagara Partnership을 대신해 Seneca Nation과 뉴욕주 간의 오랜 분쟁이 해결되도록 이끌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제공되는 수 백만 달러의 도박장 수입은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카지노 게임 승인이 이뤄졌을 때  Buffalo와 Niagara Falls 

분담금의 일부를 우리 지역 관광을 위해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한 홍보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Cuomo 주지사 덕분에 이제 이러한 약속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지사는 웨스턴 뉴욕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분쟁이 해결되면서 우리 지역 

경제는 분명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6월에 체결된 합의의 일환으로 뉴욕주는 웨스턴 뉴욕 지역에서 Seneca 카지노 영업 독점권을 

인정하고 이를 재확인하였고, Seneca Nation은 분담금 지급을 재개하고 분쟁 대상이었던 과거 

분담금을 비례 배분해서 상환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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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금 전액인 총 1억 4000만 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지사께서는 웨스턴 뉴욕까지 

가셔서 합의에 따른 지원 분담금을 수령하게 될 지방정부들에게 수표를 직접 나눠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Buffalo는 1,550만 달러, Niagara Falls는 8,900만 달러, Salamanca 지역은 3,450만 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뉴욕주와 Seneca 네이션은 Buffalo, Niagara Falls, Salamanca에서 영업 중인 Seneca 카지노로부터 

과거 분담금 5억 6,000만 달러에서 75%를 균등하게 나눠가질 것입니다. 뉴욕주와 이들 지역의 

지방정부에 대한 총 납부금과 기타 규제 분담금은 4억 800만 달러입니다. Seneca Nation은 

2억 9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카지노 영업을 통해 연간 총 1억 3,500만 달러에 달하는 분담금을 

뉴욕주에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일을 재개할 것입니다.   

 

합의의 일환으로 어제 주지사께서 서명한 업스테이트 NY 게임경제개발법(Upstate NY Gaming 

Economic Development Act)에는 웨스턴 뉴욕 존을 상업적 도박 법률 요청으로부터 제외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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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 복권 시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뉴욕주 게임위원회 는 이들 시설의 마케팅 및 영업에 대해 독점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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