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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NIAGARA FALLS시에 재정 지원 제공 합의 발표 
 

이 계획으로 카지노 분쟁에서 납세자들과 Niagara Falls 정부를 보호하면서 공무원 
일시해고 및 세금 증대를 최소화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전력청(NYPA) 이사회가 Niagara Falls시에 지원을 
제공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뉴욕주와 세네카 인디언족 
사이의 현행 카지노 수익 분쟁에 관련된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는 
분쟁 전에 호스트 시로서 카지노 수익에서 년 약 1800만 달러를 받았는데 현재 받아야 할 
액수가 6000만 달러가 넘습니다. 
 
NYPA는 Niagara Power Project의 2007년 재면허에 의거 Niagara Falls시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지불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전력청은 향후 44년에 걸쳐 이 시에 제공할 년 850,000 
달러 지불 흐름을 약 1345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일괄 액수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 
지원으로 Niagara Falls시는 현재의 현금 흐름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앞으로의 약간 곤란한 재정적 도전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지만 시의 부채 의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네카 부족이 협정에 의거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결과로 Niagara Falls가 
위기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주정부는 재정 안정성을 제공하고 일시해고를 최소화하며 
필수 서비스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다가서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Niagara Falls시와 NYPA가 필수 일자리를 보존하고 현지 납세자들이 카지노 
분쟁의 청구서를 감당해야 할 부담을 면하게 할 이 합의에 도달하여 본인은 기쁩니다." 
 
현재 3인 패널이 뉴욕주와 세네카 인디언족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이 패널은 
뉴욕주와 세네카 인디언족 사이의 2002년 도박 협정 조건이 위반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세네카족은 주정부가 서부 뉴욕주의 비인디언 경마 트랙에 카지노 같은 
도박을 도입함으로써 독점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세네카족은 그것이 세네카 
카지노에서 제공되는 게임과 경쟁한다고 주장합니다. 2009년 이래 세네카족은 주정부에 
납부를 보류하였으며, 그로 인해 지역 몫이 호스트 지자체인 Salamanca, Niagara Falls 및 
Buffalo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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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절차가 종결되고 Niagara Falls시가 카지노 수익금을 받기 시작하면 시는 그 돈을 
NYPA에 반납할 수 있고 년 850,000 달러의 납부금 수령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전력청의 의장 John R. Koelme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Niagara Falls시는 
전력청의 Niagara Power Project를 위한 호스트 자자체 중의 하나로서 Cuomo 주지사가 
주도하는 경제 개발, 청정 에너지 및 기타 이 시와 서부 뉴욕주에 이익이 되는 중요 계획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서 우리의 가까운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전에 약속한 
Niagara 프로젝트의 재면허에서 나오는 자금의 시기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예산상의 당면 
난점을 이 시가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자금은 자본 프로젝트 및 기타 이 
시가 주민들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뒷밤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원의원 George D. Maziarz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매우 기쁘며 우리가 중재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 뉴욕전력청과 Cuomo 지사께서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은 막후에서 여러 부침을 겪으며 현재까지 오랫동안 Niagara Falls를 위한 
약간의 구제를 얻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 자금이 오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Niagara 
Falls 주민들은 주정부와 세네카족 사이 의견차이의 희생자였는데 이 가속화된 지불금이 
곤란한 시기에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원의원 John Cerett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Niagara Falls시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지만 이 시가 현재의 예산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 위한 계획을 NYPA가 승인했다는 
오늘의 발표로 우리는 한 발 물러서면서도 이 시의 재정적 난제에 대한 장기적 해법을 
계속 모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오늘의 조치에 대해 주지사와 NYPA에 박수를 보내며 
현행의 카지노 수익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Cuomo  지사와 그의 행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Niagara Falls시의 Paul Dyster 시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돈은 시의 재정을 
안정화시켜서 우리는 부채를 지불할 뿐만 아니라 급여 및 기타 단기 의무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NYPA 지원이 포함된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판으로 돌아갈 
때에 뉴욕주와 세네카족 사이의 현행 분쟁이 Niagara Falls시 예산에 끼치는 영향을 여전히 
느낄 것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감소될 것입니다.  본인은 Niagara Falls시를 도와주신 
Cuomo 주지사와 NYPA에 감사드립니다.” 
 
시장은 NYPA 지원이 감안된 수정 예산을 가까운 장래에 시의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예산은 2012년 12월 15일까지 통과되어야 합니다. 
 
NYPA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Niagara 프로젝트에 신규 운영 면허를 발급한 2007년 
이래 Niagara 카운티, Niagara Falls시, Lewiston 및 Niagara 타운과 3개 지역 교육구에 
저가의 수력 전기와 연례 자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 주체들 각각은 최소 25 메가와트의 
저가 수력 전기 할당뿐만 아니라 호스트 커뮤니티 기금의 일부로서 직접 지불되는 적어도 
년 500만 달러도 공유합니다. Niagara River Greenway의 개발에 연계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호스트 커뮤니티에 또 년 300만 달러가 할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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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NYPA는 Niagara 프로젝트의 50년 재면허로 서부 뉴욕주를 위해 수 억 달러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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