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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지원금 프로그램 변경으로 영향을 받은 타운 및 빌리지 전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예산 수정안 발표  

  

해당 수정안은 인터넷 판매세 혜택을 삭감하여 추가 판매세 수입을 확보해 지원금 및 

인센티브 변경으로 영향을 받은 지자체를 도울 것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0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FY 2020 Executive 

Budget) 수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타운 및 빌리지가 지자체 프로그램 지원금 및 

인센티브 변경으로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수정안입니다. 본 수정안은 인터넷 

판매세 혜택을 삭감하여 세수를 추가로 확보해 타운 및 빌리지 전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조치로 해당 타운 및 빌리지에 지원할 약 5,900만 달러 세수가 보전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보다 빠르게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정부는 올해 6월 1일부터 

인터넷 판매세 규정안을 조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행정부 예산안에서 제안한 본래 

시행일인 9월 1일보다 이른 시점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 수정안은 영향을 받은 지자체만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변화가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시장님과 지자체 공무원과 접촉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행정부 예산안을 수정하여 인터넷 판매세 삭감으로 마련한 예산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터넷 판매세 혜택 삭감은 Cuomo 주지사의 2020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FY 2020 

Executive Budget)에 포함된 사항이었으며, 타 주의 상인이 뉴욕주 소매업계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상품을 팔지 못하게 방지합니다. 많은 온라인 경쟁 소매상들이 소비세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뉴욕의 소매 상인들은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대우는 판매세를 징수하는 소매업체, 판매세를 납부하는 고객, 대체로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수입을 고려하지 않는 대중, 해당 예산으로 지원되는 공공 서비스에 

의존하는 주민들에게 있어 불공평한 일입니다.  

  



 

 

소매 판매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점점 이동함에 따라, 동등한 과세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온라인 판매업체는 타사 업체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합니다. 행정부 예산안에 따라, 시장 제공자들에게 필요한 소비세를 징수하는 

지속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소비세에 대한 강제를 단순화하며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상들에게 징수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매년 인터넷 세금 혜택 삭감으로 지방 정부 세수 3,900만 달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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