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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2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의 일환으로 세액 공제를 통해 영향을 많이 

받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1억 3천 달러의 제안을 발표  

  

제안은 4가지 세액 공제를 활용하여 숙박,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레스토랑 및 음악 및 

연극 제작 산업에서 큰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을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2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2 Executive 

Budget)의 일환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팬데믹 회복 및 재시작 프로그램(Pandemic Recovery and Restart Program)을 

시행할 수 있는 1억 3천만 달러의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 가지 새로운 

세액 공제를 확립하고 네 번째 세액 공제를 늘려 숙박 시설,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레스토랑, 뮤지컬 및 연극 제작 산업에서 큰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이 뉴욕의 일자리를 

회복하고 경제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후 재건에 착수할 때 경제 

회복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 팬데믹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행정부 예산은 바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세액 공제 1억 3천만 달러의 창출 및 확장을 통해 레스토랑, 예술 등 중요한 부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금은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 

재가동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안은 다음과 같은 세액 공제를 생성하거나 강화할 것입니다.  

  

• •소기업 직장 복귀 세액 공제: 코로나19로 영향을 많이 받은 소기업이 

2021년에 추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최대 5천만 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평소보다 빨리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실업률을 줄이고 근로자를 세금 대장에 다시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제는 직원 당 5,000달러, 산업체당 최대 50,000달러입니다. 

소기업은 최소 40%의 매출 또는 고용 손실을 경험해야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레스토랑 직장 복귀 세액 공제: 팬데믹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레스토랑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에 최대 5천만 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이 

공제는 뉴욕시 및 기타 제한이 시행된 지역에서 팬데믹 제한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레스토랑을 위한 것입니다. 식당은 선택하는 즉시 공제를 

받게됩니다. 공제는 직원 당 5,000달러, 산업체당 최대 50,000달러입니다.  

• 뉴욕시 뮤지컬 및 연극 제작 세금 공제: 업계의 시동과 뉴욕시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해 세액 공제를 2,500만 달러 제공합니다.  

• 4년 동안 뮤지컬 및 연극 제작 공제 연장 및 개선: 뉴욕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뤄지는, 영향을 많이 받은 뮤지컬 및 연극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은 

이 공제를 4년간 2025년까지 연장하고 8백만 달러로 두 배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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