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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세금에서 노동 조합비를 전액 공제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 

 

500,000 명 이상의 남녀 노동자들이 연간 평균 약 3,500 만 달러 또는 일인당 70  

달러를 절약하게 될 새 법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세금에서 노동 조합비를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2 퍼센트 최저 한도 규제 때문에 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 허용되지 않는 공제 액수와 동일한 금액을 주정부 수준에서 공제 

항목으로 분류하는 뉴욕주 납세자들 위한 노동 조합비 공제안이 2018 회계연도 제정 

예산 (Fiscal Year 2018 Enacted Budget)에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 공제를 통해 

500,000명의 남녀 노동자들이 연간 평균 약 3,500만 달러 또는 약 일인당 70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 조합이 국가 차원의 공격을 받고 있는 

시기에, 뉴욕은 노동 조합 일자리를 보존하고 중산층을 고양시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노동 조합비의 전액 공제를 허용하여, 저희는 단순한 재정적 

이익뿐만 아니라 중산층으로 이르는 길로서의 노동 조합 일자리를 지키려는 저희의 

단호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드리려 합니다.” 

  

현재 자선 기부와 주택담보대출금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는 뉴욕 주민들이 주정부 세금 

및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연방정부 세금 환급에 대한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방정부 목적으로 항목을 작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뉴욕주 세금 환급을 

항목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덜 빈번하게 사용되는 공제인 추가적인 공제는 노동 조합비, 전문직 사회 회비, 작업복 

비용, 세금 준비, 직업 비용 지출 등과 같은 잡비 항목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납세자의 

조정 후 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 AGI) 중 오직 2 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최저 한도 층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노동 조합비 상당 

부분을 공제할 가능성이 배제될 공산이 있고 그 결과 납세자의 뉴욕주 반환액 즉 

연방정부 과세 소득의 “상위 라인”의 시작점을 낮추지 못합니다. 

 

 



2018 회계연도 제정 예산 (Fiscal Year 2018 Enacted Budget)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을 

고치려고 뉴욕 납세자들을 위해 노동 조합비 전액을 공제하는 법안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공제 법안은 현재 노동 조합비의 일부 또는 수입의 2 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를 받고 있는 뉴욕 주민들 모두와 총 잡비 공제가 2 

퍼센트로 설정된 연방정부 최저 한도 금액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현재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적용됩니다. 

 

이 새로운 법안을 통해 약 500,000명 이상의 뉴욕 납세자들이 연간 평균 3,500만 달러 

또는 일인당 70 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노동 조합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지사의 공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2015 

년에 뉴욕은 미국에서 사상 최초로 15 달러 최저 임금안을 제정했고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유급 가족 병가 프로그램을 통과시켰으며 사기와 학대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합동 단속 테스크포스 (Joint Enforcement Task Force)를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3 년 동안, 주정부는 기록적인 금액인 10,900만 달러의 미지불 임금을 회수하여 

84,000 명의 노동자들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동시에 뉴욕은 여러 세대를 아울러 미국에서 가장 야심적인 인프라 프로그램 중 한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파트너 및 연방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경제 개발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뉴욕 전 지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1,000억 달러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뉴욕이 뉴욕주 전 

지역에서 도로, 교량, 광대역 네트워크, 공공 건물, 기타 대단히 중요한 인프라 등을 

재건하고 현대화하는 한편 주민 수천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Marisol Alcantar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노동계층 가족을 

위해 투쟁하고 노동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법안으로 미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지원법 (Middle Class Recovery Act)에서 15 달러 최저 임금 법안까지 

Cuomo 주지사님과 함께 하고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함께 

협력한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Michele Titu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노동 조합을 강화하고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전례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희는 노동 조합이 우리 중산층의 핵심이며 노동 조합이 성공할 때 우리 모두 

성공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는 의회와 노동 조합을 지지하고 열심히 

일하는 뉴욕 주민들을 고양시키는 주지사님의 공약에 대한 또 다른 증거입니다.” 

 

미국 노동 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 뉴욕주 지부 (New York Stat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의 Mario Cilento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노동 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 뉴욕주 지부 (New 

York State AFL-CIO)의 250만 노동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저는 남녀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수단을 통해 Cuomo 주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앞장 서서 



노동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가치와 노동 조합 운동에 참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새로운 혜택을 통해 뉴욕주 전 지역의 민간 부문, 공공 부문, 

건축업 노동 조합들의 산하 노동 조합원들의 주머니에 약 3,500만 달러를 다시 돌려드릴 

것입니다. 특히 노동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점차 공격 받고 있는 

시기에 저희는 이 새로운 혜택을 환영합니다. 뉴욕주의 남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이 새로운 조항이 어떻게 모든 뉴욕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이해해 주신 점에 대해, 저는 또한 Heastie 하원 의장님, Flanagan 다수당 

원내총무님, Klein 독립 민주 회의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노동 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 뉴욕시 중앙 노동위원회 (New York City Central 

Labor Council, AFL-CIO)의 Vincent Alvarez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열심히 일하는 뉴욕 주민들의 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욕시에서 이미 가족을 보살피고 품위있게 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뉴욕시 노동 

조합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남녀 노동자 130만 명을 대신하여, 저는 Cuomo 주지사님이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자들의 편에 서신 점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100,000 회원의 그레이터 뉴욕 건축건설업 협의회 (Building & Construction Trades 

Council of Greater New York)의 Gary LaBarbera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Cuomo 지사님은 한결같이 자랑스러운 노동 조합의 챔피언이었습니다. 조합비를 

세금에서 공제하기 위한 법정 자격을 갖추게 하여, 주지사님은 자랑스런 유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 한 번 열심히 일하는 노동 조합의 형제 자매들을 고양시키고 

조합원들이 주머님의 돈을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계획에 

자랑스럽게 박수를 보냅니다. 노동 조합을 강화시키는 주지사님의 리더십과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 더 커다란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신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건축건설업 협의회 (NYS 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의 Jim 

Cahill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주들이 노동 조합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하는 

동안, Cuomo 주지사님은 노동 조합을 강화하고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한 보다 큰 기회를 

잡아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애써 주셨습니다. 노동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만드는 Cuomo 주지사님의 예산은 노동 조합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노동 조합의 성장을 도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저희는 모든 주정부들이 뉴욕의 자랑스러운 사례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미국 노동 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 뉴욕 호텔 모텔업 협의회 (New York Hotel & Motel 

Trades Council, AFL-CIO)의 Peter Ward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노동 조합에게 Andrew Cuomo 주지사님보다 나은 친구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유급 가족 

휴가와 15 달러 최저 임금을 현실화시켜 주신 주지사님과 함께 투쟁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노동 계층과 함께 오늘의 선구적인 승리의 일부분이 된 것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35,000 명의 노동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을 대신하여, 뉴욕의 

노동자들이 오늘의 또 다른 승리를 주장하는 것을 도와주신 점에 대해 주지사님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1199 서비스 종업원 국제 연합 (1199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SEIU) 

보건전문가 연합 동부지부 (United Healthcare Workers East)의 George Gresham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정부의 세금 정책을 연방정부 정책에 맞추어 

조정하여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하는 뉴욕 주민들의 주머니를 

지켜드리기 위한 상식적인 법안입니다. 저희는 최근에 통과된 주정부 예산에 이 법안이 

포함된 사실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과 의회에 박수를 보냅니다.” 

 

전국 교원 연맹 (United Federation of Teachers, UFT)의 Michael Mulgrew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 조합에 대한 지지와 보통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노동 조합의 업무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다른 주들에서는 이러한 권리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중산층과 노동자 가족들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만드신 주지사님과 하원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서비스 종업원 국제 연합 (SEIU) 32BJ 지역의 Hector Figueroa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노동 조합원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이 중산층 지원법 (Middle Class Recovery Act)과 노동 조합비 공제안에 

서명하시는 것에 대해 저희는 감사드립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매일 뉴욕 주민들을 

위한 투쟁을 다시 한번 이끌고 있습니다. 작년에 역사적으로 통과시킨 뉴욕주 전 지역의 

15 달러 최저 임금 법안 및 유급 가족 병가 법안 등을 통해 뉴욕은 중산층을 위한 

투쟁에서 미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노동자 가족의 챔피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Cuomo 주지사님.” 

 

뉴욕주 간호사 협회 (New York State Nurses Association)의 사무총장인 Jill Furillo 

공인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간호사 협회 (New York State Nurses 

Association)의 40,000명 이상의 남녀 회원들을 대신하여, 우리는 Cuomo 주지사님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 이 법안에 서명한 점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진정으로 중산층을 

강화하고 힘들게 번 돈을 근면한 뉴욕 주민들의 주머니에 다시 넣어주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임금과 보다 

나은 혜택, 더욱 향상된 보호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투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UAW) 9A 지부 Julie Kushner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남녀 노동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공제하도록 하여, Cuomo 주지사님은 

노동 조합을 위한 일을 다시 한 번 시행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을 위해 세금을 경감하려는 

주지사님의 다른 활동들과 함께, 이 법안은 노동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어 주며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법안으로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의 우리들이 노동 조합을 신뢰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더 강하고 보다 풍요로운 뉴욕을 건설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이슨 텐더스 지방 자치구 의회 (Mason Tenders District Council)의 Robert 

Bonanza 비즈니스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뉴욕 노동자들의 

친구임을 다시 한번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노동 조합의 가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노동 조합에 가입하여 중산층에 이르는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하도록 인센티브를 만들어 냅니다.” 

 

웨스트체스터-퍼트넘 노동위원회 (Westchester-Putnam Labor Council)의 Thomas 

Carey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거듭되면서,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의 

중산층 가족의 진정한 옹호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산층 형제 자매를 

대신하여 지치지 않는 주지사님의 옹호는 뉴욕주가 노동 조합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님의 올해 예산 덕분에, 노동 조합원들이 

힘들게 번 돈을 지갑 속에 고이 간직할 수 있도록 돕고 뉴욕에 중산층을 육성할 수 있게 

노동 조합원들은 이제 세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허드슨 밸리 노동 연맹 (Hudson Valley Labor Federation)의 Ron Diaz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라이앵글 셔츠웨이스트 공장 (Triangle Shirtwaist)에서부터 최저 임금 15 

달러에 이르기까지, 뉴욕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온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Cuomo 주지사님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최저 임금 

15 달러를 확보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지급 임금을 1억 달러 이상 회수하고 이제 노동 조합원들이 세금에서 

조합비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이미 인상적인 유산을 쌓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취는 

미국의 나머지 지역이 뒤따를 수 있는 길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의 남녀 노동 

계급을 위해 계속 투쟁하면서 Cuomo 주지사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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