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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10월 4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100만명만명만명만명 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 주택주택주택주택 소유주들이소유주들이소유주들이소유주들이 STAR를를를를 위해위해위해위해 등록하였음을등록하였음을등록하였음을등록하였음을 발표발표발표발표 

 

주택주택주택주택 소유주들은소유주들은소유주들은소유주들은 기초기초기초기초 STAR 면제를면제를면제를면제를 유지하려면유지하려면유지하려면유지하려면 뉴욕주에뉴욕주에뉴욕주에뉴욕주에 등록해야등록해야등록해야등록해야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등록하면등록하면등록하면등록하면 납세자들을납세자들을납세자들을납세자들을 수수수수 

백만백만백만백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사기로부터사기로부터사기로부터사기로부터 보호할보호할보호할보호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단 6주만에 100만명 이상의 주택 소유주들이 기초 STAR 면제를 위해 

뉴욕주에 등록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초 STAR는 뉴욕주 주택 소유주에게 매년 평균 $700를 

절약시켜주지만, 소득이 $500,000 미만인 소유주의 기본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작년 세무재정부에 

의한 연구에서 복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수 천명의 개인들이 두 건 이상의 STAR 면제를 받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등록은 주택 소유주가 기본 주택에 대해 한 건의 STAR 면제만 받도록 할 

것입니다.  

 

“단 6주만에 100만명 이상의 주택 소유주들이 기초 STAR 면제를 위해 등록하였는데, 이는 주택 

소유주들이 받을 권리가 있는 세금 경감을 계속 받도록 하면서 이 프로그램에서 뉴요커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본인은 STAR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뉴요커들이 이 주택 소유주들의 뒤를 따라 이 세금 

면제를 위해 오늘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자의 90% 이상이 등록을 세무부의 웹사이트에서 완료하였습니다: www.tax.ny.gov. 온라인 

등록은 빠르고 안전하고 쉽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통지서의 80%만 전달되었는데 현재까지의 반응은 인상적입니다”라고 

세무재정부장 Thomas H. Mattox가 말했습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주택 소유주께서는 지체말고 

오늘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4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주택 소유주는 518-457-2036으로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무부는 STAR 등록을 위해 콜센터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월요일~금요일 

오전 08:30~오후 08:00, 토요일 오전 09:00~오후 01:00. 콜럼버스 데이에도 담당자들은 오전 

09:00~오후 01:00에 근무할 것입니다.  

 

주택 소유주는 처음에 지역 사정인에게 기초 STAR를 신청한 경우에도 뉴욕주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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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고급고급고급 STAR를를를를 받고받고받고받고 있는있는있는있는 시니어에게는시니어에게는시니어에게는시니어에게는 영향이영향이영향이영향이 없음없음없음없음 

 

고급 STAR를 받고 있는 시니어는 등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 연례적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소득 확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입니다. 

 

광범위한광범위한광범위한광범위한 아웃리치아웃리치아웃리치아웃리치 

 

주정부는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기초 STAR 수혜자들에게 광범위한 아웃리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까지 통지서가 260만 기초 STAR 수혜자 모두에게 우송될 것입니다. 세무부는 

175여개의 지역 행사에서 주택 소유주들을 등록하고 있으며 주 견본시에서만 3,000여명의 주택 

소유주들을 등록하였습니다.  

 

지역 사무소에서 배부할 수 천 장의 포스터와 손바닥 카드가 지역 공무원들에게 우송되었습니다. 

등록 자료는 세무부의 웹사이트에 7개 언어로 나와 있습니다. 

 

등록 마감일은 2013년 12월 31일입니다.  

 

상세상세상세상세 정보정보정보정보 

 

• 온라인으로 등록: www.tax.ny.gov 

• 전화로 등록: 518-457-2036  

• STAR 등록 미디어 센터에는 그래픽, 팩트시트 및 기타 언론 친화적 링크가 있습니다 

• Youtube 비디오 

• 온라인 시범 

실시간 STAR 등록 업데이트를 원하시면 • 트위터에서 세무부를 팔로우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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