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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재산세 상한제를 영구적으로 만들기 위한 "세금 상한제 금지 - 노 딜!(NO 

TAX CAP - NO DEAL!)” 캠페인 개시  

  

Cuomo 주지사: “뉴욕주는 여러분의 주 소득세를 인하하고 재산세의 한도를 정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 예산에서 

영구적인 재산세 상한제를 가질 수 없다면, 이 손은 그럴 때까지 주 예산에 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뉴욕주 연방의회 대표단 회원들, 주지사가 올해 예산안에 중산층 세금 감면을 촉구하는 

일에 동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재산세 상한제를 영구화시키기 위한 “세금 상한제 

금지 - 노 딜!(No Tax Cap - No Deal!)” 캠페인을 개시했습니다. 뉴욕주 연방의회 

대표단의 회원들은 주지사와 함께 올해 예산에서 중산층 세금 감면을 촉구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이번 주 초, 주지사는 남은 예산의 우선순위의 윤곽을 그리는 동안, 영구적인 

재산제를 포함하지 않고 예산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에서 가장 높은 세금은 재산세이며 이는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비용 증가로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음으로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줄이기를 바랍니다. 뉴욕주는 여러분의 주 소득세를 인하하고, 재산세의 

상한을 정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있는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 예산에서 영구적인 재산세 

상한제를 가질 수 없다면, 이 손은 그럴 때까지 주 예산에 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Eliot Engel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세금 사기(Tax Scam)는 뉴욕 

납세자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법인세 감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워싱턴에서 주 및 지방세(State and local tax, SALT) 

공제 한도를 폐지하기 위해 일하는 동안, 우리는 주 차원에서 주민들을 돕기 다른 

방법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세 상한제를 만료하는 일은 이미 어려운 시기에 있는 

많은 주택 소유자의 고통을 가중할 것입니다. 우리 지방 자치 단체들과 학교들의 요구를 

염두에 둔 연장이 유리합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audio-rush-transcript-governor-cuomo-outlines-remaining-budget-priorities-0


 

 

Nita M. Low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rump 대통령이 예산 요청을 통해 

다시 중산층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Cuomo 주지사와 계속 협력하여 일하는 가정들을 

강화하고 뉴욕 주민들에게 경제적 완화를 제공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재산세 상한제를 영구화하기 위한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연방의회의 뉴욕주 대표단들은 주 및 지방세(SALT) 공제를 회복하고 뉴욕 주민의 세금 

공평성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Hakeem Jeffries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재산세 상한제는 

열심히 일하는 뉴욕 주민들에게 240억 달러를 절약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이 중요한 

안전 담요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상한제를 영구화 함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Cuomo 주지사의 헌신과 지도력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Sean Patrick Malon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연방의회의 

공화당원들은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들에게 더 많은 우대조치를 주기 위해서 뉴욕 중산층 

가정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세금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계획을 

여전히 폐지할 필요가 있지만, 재산세 상환제를 영구화 함으로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투쟁하는 Cuomo 주지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ohn Katk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마다, 뉴욕주 중부의 주택 

소유자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 중 일부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납세자들에게 

장기적인 확신을 주어야 하며, 재산세 상한제를 영구화하는 것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높은 재산세는 오랫동안 우리 주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었고, 의미 있는 세금 경감을 

성취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지지합니다.”  

  

Tom Suozzi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및 지방세(SALT) 공제의 부당한 

규제로 이미 타격을 입은 뉴욕주의 열심히 일하는 가정들은 영구적인 재산세 상한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영구적인 세금 상한제의 확실성은 수백만 명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뉴욕에 머물기 위해 필요한 안도감과 마음의 평화를 줄 것입니다. 나는 2006년부터 

재산세 상한제를 지지해왔고, 뉴욕주 재산세 감면 위원회(New York State Commission 

on Property Tax Relief)의 의장을 역임했을 때입니다. 최초로 재산세 상한제를 통과시킨 

Cuomo 주지사보다 이 법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뉴욕 

주민들에게 영구적인 재산세 상한제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Andrew Cuomo 

주지사이며, 그의 노력을 100% 지지합니다.”  

  

2011년에 Cuomo 주지사는 재산세를 완전히 통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수년간 

재산세 인상률의 상한을 정하려고 노력한 결과, 뉴욕은 사상 최초로 2퍼센트의 재산세 

상한제를 통과시켰습니다. 2012년 세금 상한제 시행 이후 지방 재산세 성장률은 

2000년에서 2010년까지 평균 5.3% 성장률에 비해 평균 1.9%가 되었으며 세금 

상한제로 주 전역 납세자는 244억 달러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Cuomo 주지사는 영구적인 재산세 상한제의 혜택을 보여주기 위해 디지털 세금 

계산기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재산세 상한제로 납세자가 얼마나 아꼈는지와 영구적 

재산세 상한제로 향후 10년 동안 아낄 추산액을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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