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6월 1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주 전체의 가스 및 경유세 인하 시작 발표  

  

모터 연료 및 디젤 모터 연료에 대한 특정 세금 징수가 12월까지 연장  

  

근로 가정 및 기업에 약 6억 900만 달러의 구호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25개 카운티, 더 많은 절감 효과를 위해 갤런당 지방 판매세를 제한하기로 결정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2022년 6월 1일 수요일부터 자동차 연료와 디젤 자동차 

연료에 대한 특정 세금 징수를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연료 소비세, 주 판매세, 

그리고 자동차 연료와 디젤 자동차 연료에 대한 메트로폴리탄 통근 교통구 판매세는 

연말까지 유예될 것입니다. 이 유류세 유예 조치는 주 전체에서 갤런당 최소 0.16달러의 

감소 효과를 제공하며, 일부 카운티에서는 갤런당 추가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연료 가격이 급등하여 근로 

가정과 소규모 사업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우리가 뉴욕 시민들을 구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7개월 동안 특정 유류세를 유예함으로써 뉴욕은 뉴욕 

시민들에게 6억 900만 달러를 직접 구제해 줄 것입니다. 이는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뉴욕 

시민들에게 중요한 생명선입니다. 경제적 역풍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돈을 다시 되돌려 

주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카운티, 추가 절감에 기여  

  

주 전역의 25개 카운티에서도 휘발유와 경유 1갤런당 부과되는 판매세에 임시 상한선을 

설정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의 2023년 회계연도 제정 예산 중 

일부로 승인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델라웨어, 더치스, 이리, 먼로, 퍼트넘, 록랜드, 새러토가, 스키넥터디, 세네카, 

얼스터, 웨인, 예이츠 카운티는 주유소의 실제 가격과 관계없이 휘발유와 경유 1갤런당 

2달러씩 부과되는 세금만 부과할 예정입니다.  

  



앨러가니, 브룸, 카타라과, 차와톼콰, 제퍼슨, 리빙스턴, 나소, 나이가라, 오네이다, 

오논다가, 오스웨고, 서퍽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는 주유소의 실제 가격과 관계없이 

처음 갤런당 3달러만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뉴욕 시민들은 현지 판매세율과 갤런당 가격과 현지 상한선의 

차이에 따라 각 고객의 특정 절감액으로 갤런당 1센트를 추가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내 특정 모터 연료에 대한 현지 판매세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 도매 및 소매업자에 대한 정보  

  

Hochul 주지사는 앞서 자동차 연료와 고속도로 경유 자동차 연료의 유통업체, 도매 및 

소매업자들에게 이러한 세금 부과가 곧 유예되는 것에 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여기에서 더 많은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지정학적 충돌과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유류세를 유예하고 오늘부터 근로자들과 가족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휴가를 주고 힘들게 번 돈을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저는 Hochul 주지사와 Heastie 

의장과 함께 상원 다수당이 불확실한 경제 시기에 뉴욕 소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arl Heastie 국회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 다수당은 뉴욕의 가정과 소규모 사업체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와 특정 카운티에 의한 유류세 유예 조치가 

가족들이 여름 휴가를 준비하고 기업들이 대유행의 경제적 영향으로부터 회복함에 따라 

경제적 압박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teve Bellone 서퍽 카운티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전역의 가족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할 때 고통을 느껴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오늘에서야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퍽 카운티의 유류세 상한선과 뉴욕주의 상한선이 

합쳐지면, 우리 주민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운전자들에게 주유소에서 절실히 필요한 

유류세 인하 구제 조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소중하고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Jason Garnar 브룸 카운티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휘발유에 징수했던 세금에 

대한 상한선을 제한하는 유일한 서던 티어 카운티 중 하나로서, 우리는 이제 주에서 가장 

낮은 연료 가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브룸 카운티를 통과하는 모든 운전자들과 티오가와 

체낭고의 이웃들은 주유하기 위해 이곳에 멈추기를 권합니다. 주지사의 리더십과 카운티 

의회의 파트너들이 주민들에게 돈을 되돌려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tax.ny.gov%2Fpdf%2Fpublications%2Fsales%2Fpub718f.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e5fd6c05d4a94e71be3108da43e5640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694989379816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ei5soA7bD4cHuYYT2GOgsa6JUKIBTaEf1yzXfoN0ShA%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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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ony Jasenski 스키넥터디 카운티 입법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및 카운티 

가스세를 인하하는 것은 식품, 연료 및 기타 필수품 가격의 상승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가족을 위해 옳은 일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와 카운티는 그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안심을 제공하고, 스키넥터티 카운티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George Latimer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운전자들은 Hochul 주지사님께서 유류세를 인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매일 자동차 여행에서 돈을 절약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여름 운전 기간 동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차이가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이곳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는 우리가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며, 주 전체에 

걸쳐 모든 뉴욕 시민들은 이 중요하고 시기 적절한 비용 절감 조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Anthony Picente 오네이다 카운티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은 

근로자 가정들의 예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람들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입법부와 함께, 카운티 가스 판매세를 갤런당 3달러로 제한했고, 

주정부의 가스세 중단과 결합되어 현재 우리 거주민들에게 갤런당 약 25센트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힘든 경제 시기에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Pat Ryan 얼스터 카운티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록적인 연료 가격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압박감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카운티 가스세를 50%까지 인하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우리는 

얼스터 카운ㅌ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의 긴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Leslie Church 예츠 카운티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이츠 카운티 의회는 휘발유에 

대한 지역 판매세를 갤런당 최대 2달러로 상한으로 설정한 뉴욕주의 다른 9개 카운티와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고 연료 구입이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유소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우리 카운티를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도 즉각적인 재정적 휴식을 주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새러토가 카운티 감독 위원회 의장이자 먼로 타운 감독관인 Theodore T. Kusnierz, 

J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러토가 카운티는 뉴욕주와 함께 운전자들에게 이러한 

추가적인 구호 조치를 제공하게 되어 기쁩니다. 주유소에서 비용을 절감하든, 뉴욕주 

전체에서 가장 낮은 재산세율과 가장 낮은 판매세율을 제공하든, 새러토가 카운티는 

납세자들의 전국적인 인플레이션 위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리빙스턴 카운티 감독 위원회 부의장이자 칼렌도니아 타운 감독관인 Daniel L. 

Pangrazi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빙스턴 카운티는 운영 예산의 일부로서 판매세 

발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연료 가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세는 

우리 주민들의 희생으로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휘발유 판매는 전체 판매세 징수액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므로 비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카운티 

감독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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