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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22개개개개 카운티에카운티에카운티에카운티에 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 데스티네이션데스티네이션데스티네이션데스티네이션 리조트리조트리조트리조트 면허면허면허면허 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302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배부배부배부배부 발표발표발표발표 
 

전주전주전주전주 공립학교를공립학교를공립학교를공립학교를 위한위한위한위한 면허면허면허면허 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1억억억억 208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창출창출창출창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업스테이트 뉴욕주의 22개 카운티 및 3개 지자체가 신규 

면허된 데스티네이션 리조트 카지노가 납부한 면허 수수료 3020만 달러를 받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금은 카운티 및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세금 부담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러한 

데스티네이션 리조트는 더 많은 관광과 경제 발전 달러를 몰고 오는 데 이러한 돈으로 

지역 정부는 이미 이러한 프로젝트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카운티 지급금은 2013년 업스테이트 뉴욕 게임 경제개발법에 규정된 카지노 게임 

수익에 대한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업스테이트에 배부되고 있는 상업 카지노 면허 

수수료 1억 5100만 달러의 일부인데, 80%는 학교 보조금/재산세 감면을 위해 

전주적으로 적용되고; 10%는 호스트 지자체와 카운티 사이에 분할되며; 10%는 인구에 

근거하여 이 법이 제정한 지역의 카운티로 갑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카운카운카운카운티티티티 집행관집행관집행관집행관 협회협회협회협회 회장회장회장회장 Stephen Acquario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지사는 이 스마트한 게임 정책이 주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자금으로 Cuomo 지사는 업스테이트 뉴욕 게임 경제개발법 통과로 그가 한 중요 공약을 

이행하였습니다. 카지노 면허 수수료 수 백만 달러는 업스테이트 커뮤니티에 절실히 

필요한 혜택이며, 우리는 그 지원에 감사합니다.” 
 

Catskills/Hudson Valley: Catskills/Hudson Valley는 2018년 봄에 Montreign Resort 

Casino가 문을 열기 훨씬 전에 1020만 달러를 받을 것입니다. Thompson 타운과 Sullivan 

카운티는 Montreign의 호스트 지자체 및 카운티로서의 각각의 역할로 수익의 10%를 

분할합니다(둘 모두 $2,550,000를 받음). 다음 카운티들이 이 법이 제정한 

Catskills/Hudson Valley 지역에 있으므로 수익의 또 10%를 인구에 근거하여 

공유합니다(총 510만 달러):  

• Columbia 카운티: $31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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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aware 카운티: $241,536 

• Dutchess 카운티: $1,497,583 

• Greene 카운티: $247,783 

• Orange 카운티: $1,876,777 

• Ulster 카운티: $918,687 

나머지 4080만 달러는 주의 교육 공식의 일환으로 전주 공립학교에 분배되고 있습니다. 
 

주도주도주도주도 지역지역지역지역: 주도 지역은 Mohawk Harbor의 Rivers Casino & Resort가 2017년 초에 문을 

열기 훨씬 전에 1000만 달러를 받을 것입니다. Schenectady시와 Schenectady 카운티는 

Rivers의 호스트 지자체 및 카운티로서의 각각의 역할로 수익의 10%를 분할합니다(둘 

모두 $2,500,000를 받음). 다음 카운티들은 이 법이 제정한 주도 지역에 있으므로 수익의 

또 10%를 인구에 근거하여 공유합니다(총 500만 달러):  

• Albany 카운티: $1,718,754 

• Fulton 카지노: $313,750 

• Montgomery 카운티: $283,737 

• Rensselaer 카지노: $900,774 

• Saratoga 카운티: $1,240,780 

• Schoharie 카운티: $185,032 

• Washington 카운티: $357,170 
 

나머지 4000만 달러는 주의 교육 공식의 일환으로 전주 공립학교에 분배되고 있습니다. 
 

Eastern Southern Tier/Finger Lakes 지역지역지역지역: Eastern Southern Tier/Finger Lakes 지역은 

del Lago Resort & Casino가 2017년 초에 문을 열기 훨씬 전에 1000만 달러를 받을 

것입니다. Tyre 타운과 Seneca 카운티는 del Lago의 호스트 지자체 및 카운티로서의 

각각의 역할로 수익의 10%를 분할합니다(둘 모두 $2,500,000를 받음).. 다음 카운티들이 

이 법이 제정한 Eastern Southern Tier/Finger Lakes 지역에 있으므로 수익의 또 10%를 

인구에 근거하여 공유합니다(총 500만 달러):  

• Broome 카운티: $2,360,583 

• Chemung 카운티*: $489,532 

• Schuyler 카운티*: $117,546 

• Tioga 카운티**: $601,619 

• Tompkins 카운티: $1,195,165 

• Wayne 카운티*: $235,552 
 

나머지 4000만 달러는 주의 교육 공식의 일환으로 전주 공립학교에 분배되고 있습니다. 
 

* Chemung, Schuyler 및 Wayne 카운티는 이 법이 제정한 경계로 인해 지역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Tioga 카운티는 신청이 권장된 Tioga Downs Casino Racing and Entertainment의 



Korean 

호스트 카운티입니다. 카운티의 del Lago 면허 수수료 몫은 면허시 보류되어 있으며, 

카운티는 이 시설의 2000만 달러 면허 수수료의 5%에 대한 자격은 있지만 del Lago의 

지불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Tioga Downs의 면허시 추가 2000만 달러의 면허 

수수료가 납부될 것이며, Southern Tier 및 Finger Lakes의 카운티들에 같은 공식에 따라 

분배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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