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2017 년 3 월 16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경마를 육성하여 핑거 레이크스 경마장 (FINGER LAKES
RACETRACK)의 일자리 1,200 개를 유지하기 위한 합의 발표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서 일자리 및 주요 경제 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수, 핑거 레이크스
경주로 관리 담당 (Finger Lakes Track Management), 말 사육자, 델라고 리조트 앤드
카지노 (del Lago Resort & Casino) 등과 합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파밍턴에 소재한 핑거 레이크스 경마장 (Finger Lakes
Racetrack)에서 1,200 개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경마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2 개년 계획은 인근 타이어에 소재한 델라고 리조트 앤드 카지노 (del
Lago Resort & Casino)의 운영으로 인한 경마장 경주 프로그램의 부족분을 가능한
처리하면서 경마장과 관련된 1,200 개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뉴욕주
게임위원회 (New York State Gaming Commission)는 오늘 핑거 레이크스 기수 보호
자선 협회 (Finger Lakes Horsemen Protective Benevolent Association)가 핵심 구성
요소를 승인한 후 전체 계획을 정식으로 승인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경마장 (Finger Lakes
Racetrack)은 뉴욕 주민 수백명을 고용하고 있는 지역의 핵심 경제 주체이며 또한
한편으로 지역 영농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 경마장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합의 당사자들 모두는
이 유명한 경마장을 유지해서 경주로 내외의 모든 작업자들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공유하면서 협력해 왔습니다. 저는 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협력해 주신 모든 이해
관계인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Cuomo 주지사의 계획은 2016 년의 마주 지급액 (purse) 수준에서 경주 프로그램을
유지한 후, 4 월에서 11 월까지 하루에 8 번의 경주를 주관하면서 핑거 레이크스 경마장
(Finger Lakes Racetrack)의 시즌을 145 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2017 년과 2018 년의
경주당 평균 마주 지급액 (purse)은 13,690 달러가 될 것이며 이는 2016 년의 13,224
달러보다 증가한 액수입니다. 훈련용 경주로는 3 월 13 일에 개장되었으며 2017 년과
2018 년 중에는 12 월 초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Dave Brown 핑거 레이크스 기수 보호 자선 협회 (Finger Lakes Horsemen Protective
Benevolent Association)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 필요한 이 합의가
없었다면, 2017 년 경마 시즌 전체가 위험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마장에
생계를 의존하는 1,200 가구의 생활도 위험에 빠졌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 Cuomo 주지사님 및 주지사님과 함께
일하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합의 과정 내내 저희를 지지해 주신
저희 지역의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John Poklemba 뉴욕 순종 사육 성장 기금 (New York Thoroughbred Breeding &
Development Fund)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금은 핑거 레이크스 경마장
(Finger Lakes Racetrack)의 번영을 돕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지사님의 계획으로 납세자의 비용 지출없이 경주로 및 기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을 보장하게 됩니다.”
Tom Wilmot, 델라고 리조트 앤드 카지노 (del Lago Resort & Casino) 공동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사회의 가장 신참 회원인 델라고 (del Lago)는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함께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 좋은 일자리와 그와 관련된 가족들이 머물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지원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Chris Riegle, 핑거 레이크스 경마장 (Finger Lakes Racetrack)의 사장 겸 총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합의로 핑거 레이크스는 발전하는 게임 환경
속에서 필요한 안정성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이 협력 관계는 우리 모두가 이 경마장이
이 지역에서 그 유명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Jeffrey Cannizzo 뉴욕 순종 사육자 주식회사 (New York Thoroughbred Breeders,
Inc.)의 상임 이사 및 뉴욕 순종 사육 성장 기금 이사회 (New York Thoroughbred
Breeding & Development Fund Board)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주에 중요한 산업을 보호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종마 사육자는
뉴욕주 영농 부문의 주요 구성 요소이며, 이는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인 플랫폼 중 하나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통계가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6 년에
뉴욕주에서 자란 말들 (NY-breds)이 핑거 레이크스 경주의 시작을 73 퍼센트 담당했으며
1,330 번의 경주에서 73 퍼센트를 이겨서 배당된 마주 지급액 (purse)의 총액 중 76
퍼센트를 벌어들였습니다. 핑거 레이크스는 사육사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주지사님의 계획은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핑거 레이크스 경마장 (Finger Lakes Racetrack)을 살리기 위한 계획의 세부사항
핑거 레이크스 경마장 (Finger Lakes Racetrack) 운영 업체 델라웨어 노스 (Delaware
North), 델라고 리조트 앤드 카지노 (del Lago Resort & Casino), 뉴욕 순종마 사육 성장

기금 (New York Thoroughbred Breeding & Development Fund)은 2016 년 수준의 평균
마주 지급액 (purse)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델라웨어 노스 (Delaware North)는 비디오 복권 게임 장치 성능에 따라 60 만
달러에서 100 만 달러 사이의 금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신에 기수들은 경주 당
평균 참가 기수 수를 보장할 것입니다.
 델라고 (del Lago)는 핑거 레이크스 경마장 (Finger Lakes Racetrack)의 마주
지급액 (purse)으로 약 44 만 달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그들이 상업
카지노로 시설을 전환하지 않은 티오가 다운스 (Tioga Downs)에 지불해야 했던
경마 지원금의 연간 지급액에 대한 이전의 기대 금액으로 여겨집니다. 그 대가로
델라고 (del Lago)는 다양한 기업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뉴욕 순종마 사육 성장 기금 (New York Thoroughbred Breeding & Development
Fund)은 이사회 투표에 따라 핑거 레이크스 마주 지급액 (purse)에 마주 지급액
(purse) 조성 기금을 투입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대신에 핑거 레이크스는 그런
목적으로 경제적 개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고려하게 될 사육자 및 뉴욕주와
함께 경주로 표면 상태에 관련된 대화를 반드시 나누어야 합니다. 뉴욕주는 또한
이 기금의 운영에 대한 다양한 법적 영향을 평가할 것입니다.
이 합의는 3 년차로 연장할 수 있는 조건 하에 2017 년 및 2018 년 경마 시즌에
적용됩니다. 경마장 운영에 대한 델라고 (del Lago)의 운영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 위해 모든 합의 당사자는 2017 년과 2018 년 8 월에 다시 모일
것입니다. 2019 년 이후, 공무원들은 이 경마장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2 년치의 데이터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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