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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의 2016년 의제 4차 제안서: 뉴욕주 전역에 걸쳐 경제 성장 및 지역 사회 인프라
강화

주지사의 2016년 의제에는 소규모 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 수자원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
조달, 새로운 도심 활성화 프로그램 및 지역 협의회 이니셔티브의 6차 자금이 포함됨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 걸쳐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더 강하고 더 활기찬
지역사회 구축을 계속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 쏟겠다는 의지가 담긴 자신의 2016년 의제
4차 서명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에는 소규모 기업을 위한 주요 세금 감면, 시당국
수자원 인프라 개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인상, 뉴욕주 각 지역에 도심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새로운 노력, 그리고 성공적인 지역 경제개발위원회 6차 이니셔티브가
포함됩니다. 주지사는 Rochester에서 오늘 열린 행사에서 자신의 예정된 2016년 의제에
대한 서명 정책을 엿볼 수 있는 이 발표 내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뉴욕의 경제를 재개발했고 Upstate에 걸쳐
지역사회에서의 기회를 회복시켰으며, 이 여세를 몰아 이제 다음 세대까지 지속될
중요한 변화를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인프라에서
중요한 투자를 쏟아 붓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고, Upstate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이룬 경제 발전에 대한 지역적 접근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뉴욕주가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세금 구제
중소기업은 뉴욕의 모든 민간 부문 일자리의 43 %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의 중추입니다.
지난 5년 동안, Cuomo 주지사는 세금 부담을 낮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2011년 취임 이후, 주지사는 2021년까지 뉴욕주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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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총 38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도록 수 많은 중소기업 절세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지사의 최신 제안은 매년 중소기업들이 또 다른 2억 9,8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함으로써 2021년까지 이 새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걸쳐 약 12억
달러라는 총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 부문의 성장을 지속시키고 뉴욕 경제의 확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은 법인세를
통해 납부하는 중소기업과 개인 소득세를 통해 납부하는 개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주지사는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
6.5%에서 4%로 순소득세율을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감세의 목적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준이 되려면 순이익이 390,000달러 이하인 직원 수가 100인 미만의
사업체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전통적으로 대기업 납세자보다 낮은 세율로 납부했지만,
2015년에 통과된 세금 감면은 법인세율을 현재 중소기업에서 납부하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해당 세율을 더 인하함으로써 중소기업 세금 우위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세율”을 좁히기 위해 낮은 세율은 당기 순이익이
290,000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에 적용될 이 세율은 당기 순이익이 390,000달러 이상인
사업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세율까지 단계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개인 소득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주지사는 새로운 확장된 세금
감면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개인 소유주 및 농장 중소기업은 세금산출액 중 해당 소득의
5%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공제율을 소득의 15%까지 인상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업종 간 세금 형평성을 조성하기 위해 집행 예산은 이러한
세금 절감을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협력업체, S-기업,
그리고 LLC의 구성원은 자사 사업 소득의 일부가 뉴욕 총 수입에서 150만 달러 미만인
사업체로부터 파생되고 이러한 소득원에서 총 사업소득이 250,000달러 미만인 경우
사업 소득의 15%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전역에 걸쳐 약 1,091,000개의 중소기업들은 주지사의 2016년 제안에서 수혜를 받게
됩니다. 기업에 수혜를 주는 지역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주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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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00

지역
Finger Lakes

55,478

Southern Tier

27,558

뉴욕주 중부
지역

37,047

Mohawk

21,121

North Country

19,271

수도권 지역

54,518

Hudson Valley

134,863

뉴욕시

483,912

Long Island

191,632

뉴욕주 합계

1,091,000

수자원 인프라 투자
Cuomo 주지사의 집행 예산에는 주 전역에 걸쳐 음용수 및 폐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2억 5,000만 달러의 자금이 포함되는데, 이중 절반은 올해 시 예산으로 편성되고 나머지
절반은 2017년에 편성됩니다. 예산 편성 담당 기관은 환경 시설 공사 및 보건 및 환경
보존부입니다.
이 제안은 3년에 걸친 뉴욕주 회계연도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2015-16년
국가 예산 중 승인된 2015년 수자원 인프라 개선법에서 1억 달러를 인상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지난해 Cuomo 주지사는 자금 중 5,000만 달러는 수자원 인프라 투자에
4억 4,000만 달러를 활용하는 주 전역에 걸쳐 45개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3억 달러 규모의 투자는 주 전역에 걸쳐 수자원 인프라
개선 중 지역 투자에 15억 달러 이상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Basil Seggos 환경보존부 국장 대리는 “주 전역에 걸쳐 지방 자치단체들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노후된 인프라를 수리 및 교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인식한 Cuomo 주지사는 오늘 폐수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대한 보조금을
인상하여 뉴욕의 수자원을 보호하려는 엄청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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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and부터 Rochester까지와 North Country부터 Allegheny 카운티까지 지방
자치단체들은 보조금을 통해 이러한 후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Downtown NY: 도심지 활성화 이니셔티브
주지사가 제안한 1억 달러 규모의 도심지 활성화 이니셔티브(“DRI”)는 미래의 인력들이
오래 전 잊혀진 지역을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활기 찬 마을로
바꿀 수 있는 여러 당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이고 조율된 접근법입니다.
뉴욕주는 Gaffer 지구와 기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Corning에 뉴욕주 예산 2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대한 집중적 투자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Corning은 이 지역을 바로 세우게 될 성장하는 신생 중소기업들을 수용하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역사적인 건물을 재건하는 민간 투자에 추가로 8억 달러를 활용하는 데 이
기금을 사용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주민, 관광객과 기업을 유치 및 관리하는 혁신 주택, 경제 개발, 운송 및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대하여 10개 지역사회에 1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는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재건부 소속 기획자와의 협의를 통해 타사 기획
전문가가 이끄는 전략 기획 과정을 통해 확인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현재 인구 감소가 발생했고 및/또는 도심 지역에 대한 정책 및 계획 전문가와
공동 개발한 활성화 계획을 제출한 경제적 쇠퇴를 경험했던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각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와 함께 협력할 예정입니다. 선정은 4월까지로 예상되며 확인된
지역사회에는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재건부 소속 지역사회 기획자와 2016 REDC
과정의 일환으로 제출될 예정인 전략 투자 계획의 작성에 도움을 줄 독립 기획 전문가로
구성된 뉴욕주 당국 자원 팀이 투입됩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계획마다 도심 지역에서
경제 활동 및 인구 성장을 이끌 조정된 일련의 프로젝트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격이 되는 프로젝트로는 중소기업 및 고용 성장 사업, 주택 확장 사업, 교통로 개선
사업, 대학과 병원 등 주요기관의 활용 사업이 포함됩니다. 2016 REDC 과정은 이렇게
같은 목표를 가진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 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 자금
신청서에서 선별하여 우선순위별로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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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 자금은 다음을 포함한 민간 투자와 기존의 국가 자원과 함께 활용될 것입니다:
• 국무부 지역 워터프론트 활성화 프로그램
• Empire State Development 세제 혜택 및 자금 조달
•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의 임대 주택 세액 공제 및 지역 사회 개발 블록
보조금
• 환경 시설 공사 녹색 혁신 보조금 프로그램
• 교통부의 Complete Streets 자금
• 보건부의 Healthy Communities 자금
• 뉴욕주 의회의 예술 프로젝트 자금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 및 Upstate 활성화 이니셔티브
2011 년, Cuomo 주지사는 고등교육, 업계, 정부 지도자를 하나로 모으는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통해 지역 경제 개발 계획을 단행하기 위해 지역 경제개발위원회 경합을
마련했습니다. 이 새로운 전략으로 민간 투자에 220억 달러를 활용하고, 4,100여 건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주 전역에 걸쳐 200,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약 40억 달러의 국가적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2015 년, 주지사는 Buffalo Billion의 성공을 되풀이하고 Upstate New York의 다른 지역에
걸쳐 경제 성장 촉진을 계속하기 위해 15억 달러의 Upstate 활성화 이니셔티브를
수립했습니다. URI를 통해 Finger Lakes, Southern Tier 및 뉴욕 중부 지역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강화하고 각종 업종을 낳는 프로젝트와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각각 500달러에 상당하는 상금을 받았습니다.
REDC 및 URI 프로그램의 성공에 기초하여 주지사는 REDC 상과 URI 준우승 상금의
6차를 지원하기 위해 2016-17년 국가 예산에서 9억 5,000만 달러를 이 지역 경제 발전에
계속 쏟아 부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REDC 이니셔티브의 VI차에는 뉴욕주의 10개 지역에
각각 경쟁을 통해 분할하기 위한 7억 5,000만 달러와 작년 URI에서 준우승자를 위한
최우수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2억 달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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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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