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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복원 세금 공제로 2011년부터 1,000 개 이상의 역사 유적지를 

활성화하고 120억 달러를 창출했다고 발표  

  

뉴욕주 인센티브는 뉴욕 전역의 60개 카운티의 유서 깊은 지역사회 활성화에 필수적  

  

복원 세금 공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복원 상업 세금 공제를 활용하여 

2011년부터 1,000 개 이상의 역사적 부지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민간 투자로 120억 달러 

이상을 창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가 뉴욕주의 복원 세금 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한 이후 상업 부동산에 대한 공제 대상 투자가 뉴욕주 전역의 60개 

카운티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방 및 주정부 세금 공제는 각각 국가 유적지 

등록부(National Registers of Historic Places)에 등재된 혹은 등재 절차 중인 수입 창출 

부지 소유주의 적합한 복구 지출액에 20%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복원 세금 공제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역사적인 건물은 우리 뉴욕주의 역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복원 세금 공제가 

우리 국가의 소중한 역사적 재산을 보존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뉴욕주 전체의 성장과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Cuomo 주지사는 2013년 부지 소유주가 뉴욕주 세금 납부 의무가 없는 투자자와 

파트너십을 맺어 세금 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공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환급 제도는 뉴욕주 프로젝트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투자자 풀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9 년 주지사는 2024년까지 주정부 크레딧 제공을 

연장하고 연방 세금법의 변경을 통해 주정부 크레딧의 가치를 보호하여 투자자에게 더욱 

큰 확실성을 보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그 이후로 투자자들은 678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했으며, 역사 자원에 대한 총 77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역  완료된 투자  완료된 프로젝트  

Capital Region  $626,091,333  181  

Central New York  $401,226,937  43  

Finger Lakes  $418,003,031  59  

Long Island  $10,100,0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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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Hudson  $85,363,510  55  

Mohawk Valley  $48,709,810  21  

New York City  $4,629,866,449  95  

North Country  $121,342,982  38  

Southern Tier  $251,031,810  48  

Western New York  $1,110,919,632  134  

  

완료된 프로젝트 외에도, 추가적으로 상업 프로젝트 403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자본 44억 달러 투자가 예상됩니다.  

  

지역  예상 투자  적극 추진 프로젝트  

Capital Region  $250,558,897  134  

Central New York  $169,696,944  26  

Finger Lakes  $182,482,309  27  

Long Island  $0  0  

Mid-Hudson  $106,705,513  61  

Mohawk Valley  $58,534,846  10  

New York City  $2,970,983,899  41  

North Country  $36,568,686  3  

Southern Tier  $46,187,233  26  

Western New York  $582,109,974  75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의 연구는 뉴욕주의 일자리와 세수에 대한 세금 

공제의 영향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5년동안 뉴욕주에서 진행된 

역사보존 세금 공제 프로그램은 주 전역에서 일자리 67,578개가 창출되었고 지역 정부, 

주정부, 연방 세금 등으로 1억 9,500만 달러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의 Erik Kullesei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보존 세금 공제 

프로그램은 성공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 수단이라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강력한 프로그램은 1,000개 이상의 랜드마크 건물을 

활성화하고, 숙련된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수천 개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저렴한 

주택 사업을 촉진하고, 우리 주정부의 건축 업적과 유산에 대하여 뉴욕 주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José M. Serran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원 세금 공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미래 

세대를 위하여 뉴욕의 풍부한 문화 역사를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의 역사 

자원을 굳건하게 지지하고 투자를 계속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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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 D. Peoples-Stokes 뉴욕주 하원 여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 유적은 

뉴욕 지역사회들의 정체성과 매력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러한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Cuomo 주지사가 천 개가 넘는 귀중한 역사 

유적을 복원하고 보존하기 위해 진행한 복원 세금 공제 프로그램의 성공에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주 보존 협회(Preservation League of New York State)의 Jay DiLorenzo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보존 세금 공제를 통해 뉴욕 주민들이 한때 흰 코끼리처럼 

대했던 건물을 매수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이곳을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저렴한 주택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인큐베이터 공간까지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지역의 독특한 개성을 살려 이를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건물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 모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120억 

달러 규모가 넘는 경제적 효과 및 세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이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와 가치가 크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합니다."  

  

국가 유적지 등록부에 등록된 소득 발생 부지의 소유주는 중요한 역사 부지 복원을 위해 

20%의 연방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복원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복원 작업은 내무부 장관의 복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 연방 복원 세액 

공제 혜택을 받도록 승인된 소득 발생 부지의 소유주는, 해당 부지가 정식 인구 조사 

지구로 확인된 연방 인구 조사 지구에 위치하고, 중소득 가구거나 뉴욕주 평균 가구 소득 

이하일 경우 추가 주 세액 공제 자격을 자동으로 얻게 됩니다. 소유주는 최대 500만 

달러까지 적합한 복원 비용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c9026892-969951d5-c90091a7-000babd9fa3f-3d82f45b00ed2c5e&q=1&e=098b35eb-3ed2-48f8-a5a1-ed9f49c60422&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7C4BB8E7517309F68525867A00569FC5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