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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4월 16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뉴욕뉴욕뉴욕 주민들에주민들에주민들에주민들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연방연방연방연방 세금을세금을세금을세금을 수수수수 십십십십 억억억억 달러까지달러까지달러까지달러까지 인상하는인상하는인상하는인상하는 연방연방연방연방 '이중이중이중이중 과세과세과세과세' 

제안의제안의제안의제안의 영향에영향에영향에영향에 대해대해대해대해 자세히자세히자세히자세히 설명한설명한설명한설명한 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 발행발행발행발행 

 

연방연방연방연방 제안으로제안으로제안으로제안으로 뉴욕뉴욕뉴욕뉴욕 주민들의주민들의주민들의주민들의 세금이세금이세금이세금이 평균평균평균평균 $4,500/Y인상인상인상인상 예정예정예정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의회와 행정부에게 뉴욕 주민에 대한 연간 세금을 수 십 억 

달러까지 인상하는 연방 예산 심의에 포함된 제안서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이 연방 제안으로 납세자들이 연방 세금에서 재산세 등을 포함한 주 및 지방 납세 의무를 공제하는 

것을 허락하는 오랜 정책의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제화될 경우, 이 법안으로 

뉴욕주 가족의 세금이 거의 150억 달러 인상되며 납세자 1인당 $4,500 이상 인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해당하는 납세자의 평균 연방 세금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설명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Impact-of-Federal-Tax-

Proposals.pdf  

 

Cuomo 주지사는 “주 및 지방 세금 공제를 폐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고려 중인 이 법안은 뉴욕과 

전국의 납세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저는 의회와 행정부에 납세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뉴욕 주민들이 매년 수 천 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제안을 거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의 약 330만 명의 납세자들이 2010년 연방 세금 환급에서 공제되도록 분류되었으며 사실상 

이들 중 거의 모든 납세자(99.6%)가 주 및 연방 세금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공제액은 570억 

달러를 초과하며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금 230억 달러와 개인 자선 기금 공제금 150달러와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 항목별 공제를 폐지하는 안으로 뉴욕 주민의 연방 세금이 148억 달러 증가하게 될 것이며 

납세자 1인당 평균 $4,500 이상 인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해당되는 뉴욕 주민의 연방 

세금이 3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목별 공제를 제한하는 대통령 예산의 대안적 제안을 

통해 뉴욕주 납세자는 주 및 지방세 공제 제한으로 38억 달러나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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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 어느 수입 그룹이나 지역도 이 제안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역 

및 소득 그룹별 뉴욕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주주 및및및및 지방지방지방지방 세금세금세금세금 공제로공제로공제로공제로 인한인한인한인한 연방연방연방연방 세금세금세금세금 인상인상인상인상 - 소득별소득별소득별소득별 

소득소득소득소득 납세자납세자납세자납세자 수수수수 평균평균평균평균 세금세금세금세금 인상인상인상인상 

$50,000 미만 833,700 $690 

$50,000 - $100,000 1,229,300 $1,810 

$100,000 - $150,000 591,900 $2,400 

$150,00O - $200,000 262,700 $3,600 

$200,000 - $300,000 177,000 $5,700 

$300,000 - $500,000 99,000 $12,000 

50만 - 1백 만 달러 47,700 $29,500 

1백 만 - 2백 만 달러 22,000 $64,300 

2백 만 - 5백 만 달러 10,000 $145,000 

5백 만 달러 이상 4,500 $701,200 

합계합계합계합계 3,277,800 $4,500 

주주주주 및및및및 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 공제공제공제공제 폐지안의폐지안의폐지안의폐지안의 지역별지역별지역별지역별 영향영향영향영향 

지역지역지역지역 납세자납세자납세자납세자 수수수수 평균평균평균평균 인상액인상액인상액인상액 

서부 뉴욕주 139,101 $2,800 

Finger Lakes 159,948 $2,900 

Southern Tier 55,651 $2,800 

중부 뉴욕주 90,926 $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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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awk Valley 39,612 $2,300 

North Country 27,191 $2,400 

수도 지역 171,769 $2,900 

Mid-Hudson 596,972 $5,000 

뉴욕시 1,081,217 $5,500 

Long Island 915,437 $4,300 

 

납세자에게납세자에게납세자에게납세자에게 미치는미치는미치는미치는 영향의영향의영향의영향의 예예예예 

 

연방 조정 후 총 소득이 20만 달러인 뉴욕시의 4인 가족의 경우: 현재 세법에 따라 이 가족은 연방 

개인 공제 $15,600를 받으며, 뉴욕주 연방 개인 소득세에서 $11,183, 뉴욕주 개인 소득세에서 

$6,449, 재산세에서 $3,777을 공제 받게 됩니다. 이러한 주 및 지방 세금의 공제 총액인 $21,408로 

연방 소득세에 대한 가족의 과세 소득이 $162,992로 내려가며 이 가족은 $33,103에 대한 연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 및 지방 세금에 대한 공제가 사라지면 이 가족의 세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연방 개인 

공제금 $15,600은 남게 되며 이 가족에게는 $12,200의 표준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 지방 

및 재산세에 대한 $21,408의 공제가 사라져 과세 소득이 $172,200로 증가하게 됩니다. 총 연방 

과세액 $35,682에 대해 추가적으로 $2,578의 연방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세금이 8% 인상된 결과가 

됩니다. 뉴욕주 개인 소득세율이 6.85%에서 6.65%로 최근에 감소한 효과는 주 및 지방세 공제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과 서로 상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표는 연방 조정 후 총 소득이 20만 달러인 뉴욕시의 4인 가족에 대한 영향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현재현재현재 연방법연방법연방법연방법 사라진사라진사라진사라진 주주주주 및및및및 지방지방지방지방 

공제공제공제공제 

연방연방연방연방 AGI $200,000 $200,000 

연방 개인 공제 $15,600 $15,600 

연방 표준 공제 0 $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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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 PIT 공제 $11,183 0 

NYC PIT 공제 $6,449 0 

재산세 공제 $3,777 0 

주주주주/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 공제공제공제공제 합계합계합계합계 $21,408 0 

연방 과세 소득 $162,992 $172,200 

연방연방연방연방 세금세금세금세금 $33,103 $35,682 

연방세연방세연방세연방세 증가증가증가증가 
 

$ 2,578 또는 8% 

Partnership for New York City의 사장 겸 CEO인 Kathryn Wylde은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는 뉴욕주를 

포함하여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주들이 이미 연방 과세 대상과 전국 경제 성과의 가장 큰 

기여자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itizens Budget Commission의 Carol Kellermann 대표는 “주지사의 백서는 뉴욕 주민에게 미치는 

심각한 결과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계량화하고 있으며, 주 및 지방 정부는 미국 의회가 주 및 

지방세, 지방 채권 이자율의 공제 가능성을 제한해야 합니다. 연방 규제기관은 뉴욕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전국 경제를 해치는 조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harles Rangel 하원 의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Rostenkowski 미 하원 의장과 레이건 

대통령에게 세법을 개혁하고 세율을 낮추는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주 및 지방세 공제가 사라질 

경우 이 법안을 무산시킬 것이라고 말하면서 1986년 세금 개혁법을 입법화하는 동안 주 및 지방세 

공제를 성공적으로 보존했습니다. 이 조항은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중요합니다. 오늘 

주지사가 제공한 이 보고서는 이렇게 중요한 공제를 보존하고 1986년에는 아무도 없애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던 주 및 지방세 면세부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liot Engel 하원 의원은 “저는 뉴욕의 중산층 납세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최근의 세법안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중산층을 형성하고 보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제를 

제한하여 뉴욕의 가정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Nita Lowey 하원 의원은 “뉴욕주는 환급 받는 세금보다 내는 세금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곳입니다. 주와 지방세 공제 한도는 많은 뉴욕 주민에게 부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errold Nadler 하원 의원은 “주 및 지방세 공제를 유지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연방 정부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없애고 주 및 지방 정부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해도 주 및 지방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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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안전 강화, 소외된 계층 보살피기 등과 같이 지역사회를 위해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수를 올리는 것을 반대해서는 안됩니다. 연방 정부는 주 및 지방세 공제를 제한함으로써 

세금을 연방 정부가 정한 임의적 한도 아래로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 역의 인센티브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eter King 하원 의원은 “태풍 Sandy의 피해에서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의 

가정과 소규모 사업체에게 세금 부담마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 주민에게 불균형적으로 

적용되어 주 및 지방세 인상을 야기하는 모든 변화에 반대합니다”. 

 

Carolyn Maloney 하원 의원은 “연방 세금 공제를 28%로 제한하면 뉴욕시의 경제를 해치고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주 및 지방 세금의 장기적인 공제 가능성 제한으로 약 100만 명의 뉴욕시 

주민들이 $5,000 이상까지 세금이 인상될 것입니다. 세수를 현명하게 늘리는 것은 좋지만 공정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주에서 세금 부담을 이런 식으로 

늘리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ydia M. Velázquez 하원 의원은 “주 및 지방세 공제를 없애는 것은 뉴욕주의 근로자 가정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주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상황에 이러한 제안은 경제 발전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arolyn McCarthy 하원 의원은 “수 많은 미국인들이 세금 납부를 하여 책임을 다하고 있으므로 연방 

정부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수 많은 미국인에게 도움이 되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세금 개혁에 

따라 생활비를 고려한 더 공정한 세율 구조와 같이 전국적인 적자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 연방 세금 공제의 선례를 칭찬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oseph Crowley 하원 의원은 “미국인들은 연방 세금 환급 신청을 최근에 마쳤으며 특히 주 및 

지방세 공제와 같이 항목별 공제가 제공하는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의회가 

세법 개혁 절차를 시작했듯이 세법을 더 공정하고 간소화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특히 주 및 지방세에서 항목별 공제를 제한하려는 노력은 이러한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에 대한 항목별 공제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준 

Cuomo 주지사의 지도력을 칭찬하고 싶으며 앞으로도 중산층 국민들을 위한 공제 제한 계획을 

적극 반대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im Bishop 하원 의원은 “지방 채권의 면세 자격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주에 연방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지출을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제 규정 삭제는 매우 현명하지 않은 계획이라는데 동의하는 롱아일랜드의 카운티 책임자와 회계 

감사관을 만났습니다. 재산세를 높이거나 Suffolk 카운티의 요구사항을 줄이는 쪽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orean 

Bill Owens 하원 의원은 “의회는 세법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하려고 하며 주 및 지방세 공제와 같은 

다양한 공제는 뉴욕 주의 모든 가족과 소규모 사업체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있으며 세금을 늘리지 

않으면서 세법의 불필요한 복잡성을 없애고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초당적인 차원에서 

강력하게 의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ichael Grimm 상원 의원은 “Staten Island의 경우, 높은 세금에 허덕이고 있으며 수도에서 

재산세까지 모든 것이 인상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역의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가정과 개인은 추가적인 세금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 및 지방세의 공제를 

없앤다면 뉴욕 주민들은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기는커녕 이중 과세의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중요한 연방세 공제 유지의 의지를 지지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Grace Meng 상원 의원은 “주 및 지방세 공제는 성실하게 일하는 중산층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제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결정이며 특히 어렵게 회복하고 있는 국가 경제에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세법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이 중요한 세금 공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지사님이 이 중요한 문제를 강조해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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