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1월 5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수천 개의 중소기업과 수백만 명의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세액 감면 

발표  

  

뉴욕주 전역에 걸쳐 195,000개의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1억 달러의 세액 감면  

  

2023년까지 610만 뉴욕 주민을 구제하기 위해 중산층 세액 감면 가속화  

  

200만 명의 저소득층 및 중산층 뉴욕 주민을 위한 추가 감면을 제공하는 새로운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증가하는 비용, 직원 유지에 대한 New York Farm의 고충을 지원하고 새로운 장비를 

위한 자본을 제공하기 위한 신규 및 확대 세액 공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2022년 국정운영의 일환으로 수천 개의 중소기업과 수백만 

명의 중산층 뉴욕 주민의 세액 감면 혜택을 주려는 새로운 과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소기업의 총 사업 소득을 줄이기 위해 세액 신고 조정액을 인상함으로써 

195,000개의 소기업에 세액 감면으로 1억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2018년에 

처음 시행되기 시작한 600만 뉴욕 주민을 위한 뉴욕의 기존 중산층 세액 감면에서 12억 

달러에 대한 시행을 가속화하고 팬데믹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을 견뎌야 했던 

2백만 명 이상의 뉴욕 시민들의 주머니에 이미 낸 세금을 되돌려주는 10억 달러의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의 농장과 식품 생산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세액 공제를 

만들고 기존 세액 공제를 늘릴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과 계속 싸우면서 뉴욕주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국민에 투자해야 한다.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 특히 중소기업 소유주, 

중산층 가정, 노인 커뮤니티가 지난 2년 동안의 경제적 황폐화로 큰 타격을 받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액 부담 감면 외에,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근로자 뉴욕 주민들의 주머니에 돈을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우리의 회복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경제 침체의 깊이에서 오늘날까지, 뉴욕은 약 120만 개의 일자리를 회복했고, 

12월 초 Hochul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을 220,000개의 일자리에 연결시켜주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중소기업 회복을 위한 뉴욕주의 지원을 늘리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의 경제 회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의 실업률은 6.6%로 전국 실업률보다 

2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소규모 기업의 약 71%는 여전히 팬데믹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합니다. 7월 현재, 소득은 뉴욕의 13개 주요 직업 분야 중 7개 부문에서 전염병 이전 

수준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뉴욕 주민들에게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Hochul 주지사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195,000개의 소규모 비즈니스에 1억 달러 구호 제공: 팬데믹 경기 침체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소규모 기업은 특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 

전역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Hochul 주지사는 자격을 확대하고 소기업의 총 

소득을 줄이는 세액 신고 조정을 늘려 195,000개의 소기업에 세액 감면으로 1억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공제 수정을 통해 납세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기 전 순사업 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총 소득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소득이 250,000 달러인 미만인 개인 사업체 및 농장 

사업체에 대해 5% 공제 수정을 허용하여 매년 5,000명의 납세자에게 혜택을 

줍니다. 주지사는 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뉴욕 세입자 총 소득이 최대 150만 

달러인 기타 단체를 포함해 모두 약 195,000개의 소규모 사업체를 포괄하여 더 

열심히 일하는 뉴욕 주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환급해 줄 것입니다.  

• 600만 뉴욕 주민 대상 중산층 세금 감면을 위한 12억 달러 가속화: 2018년, 뉴욕은 

중산층 세금 감면을 단계적으로 시작했으며 현행 감면은 2025년까지 완전히 

시행될 예정이 아닙니다. 중산층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소소하고 점진적인 혜택을 

기다리기 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반영하기 위해 Hochul 주지사는 

가계 구제에 속도를 내고 2년 전 감세 혜택을 전면 제공하기 시작하고 2023년 

과세연도부터 중산층 세금 감면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2023년 과세 

연도에 전면적인 감세를 적용하면 2년간의 감세 기간이 가속화되어 610만 명의 

뉴욕 주민에게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200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10억 달러 재산세 환급 제공: 뉴욕 

주민들이 슈퍼마켓과 펌프에서 인플레이션 비용에 직면하고 있는 동시에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여전히 견디고 있는 가운데 Hochul 주지사는 세금을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게 되돌려주는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세액 경감 혜택을 줄 것입니다. 200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이 환급 

받을 수 있게 되고 저소득 가구와 노인은 더 높은 혜택을 받습니다. 주지사의 

계획에 따라 적격 주택 소유주는 2022년 가을에 최대 10억 달러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기존 세액 공제를 늘리고 식량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공제 수립: 농장 

인건비는 뉴욕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농업 생산 비용 중 하나입니다. 농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Hochul 주지사는 기존 인건비 세액 공제를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statewide-initiative-help-connect-job-seekers-employment&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c4dc90673fa49f91b3908d9d08a80b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011557104356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2BDqaJSiG6zQvb3oCY7p%2BZ58QlLV%2BUlG05lnS366amFo%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signs-package-legislation-support-small-businesses&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c4dc90673fa49f91b3908d9d08a80b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011557105351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Mo2m6GcohNrCh4OSr06FXiRC1PeYqCoy2EwcS90GQpg%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signs-package-legislation-support-small-businesses&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c4dc90673fa49f91b3908d9d08a80b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011557105351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Mo2m6GcohNrCh4OSr06FXiRC1PeYqCoy2EwcS90GQpg%3D&reserved=0


늘리고 새로운 세액 공제를 만드는 동시에 인력을 보완하고 부족을 해결하는 

장비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됩니다:  

• 농장 인건비 유지세 공제 2배 증액: 농장 소유주와 고용주는 현재 

2024년까지 적격 농장 직원당 고정 금액의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장이 인건비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뉴욕주에서는 해당 

직원당 연간 고정 금액을 두 배로 늘리고 프로그램을 2025년까지 연장할 

것입니다.  

• 신규 초과 근무 세액 공제 마련: 뉴욕주는 농부들의 증가하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뉴욕주의 모든 규모의 농장에 대해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영구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를 마련할 것입니다.  

• 투자 세액 공제 인상: 투자 세액 공제는 과거에 신기술 및 장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뉴욕주는 모든 뉴욕주 농장을 

대상으로 기존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하여 농부들이 감소하는 농업 

인건비에 대응해 농장을 추가로 자동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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