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2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주민들에게 정치적 동기를 지닌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규정이 발효되기 전 자선 기부할 기한 알림  

  

  

“목요일에 국세청(IRS)은 정치적 동기가 있는 새 규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연방 

정부가 뉴욕 납세자들의 개혁을 막고 뉴욕에 적대적 세금 공격을 이어나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최근 뉴욕주 자선 기부 기회를 마련했으며 지방 정부는 연방법과 

확립된 판례를 따른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저는 소송을 비롯한 모든 처리 수단을 

사용하여 뉴욕 주민들이 대기업 감세의 대가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싸울 것입니다. 

  

우리 주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막을 조치를 취하며 저는 뉴욕 주민들께 국세청(IRS) 

규정이 잠재적으로 발효되기 전인 8월 27일까지 뉴욕주 자선 기부 신탁 기금(New York 

State Charitable Gifts Trust Fund)으로 기부하실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연방 정부가 

뉴욕 주민들과 전쟁을 하는 동안 뉴욕주는 우리 근면한 가족들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입니다.”  

  

2019 회계년도 예산(FY 2019 Budget)은 뉴욕주 세금 및 금융 커미셔너 및 주 감사가 

공동 보호하는 자선 기부 신탁 기금(Charitable Gifts Trust Fund)을 새로 만들어 뉴욕주 

의료 서비스 및 공공 교육 개선에 쓰일 기부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2018년을 시작으로 

기부하는 납세자들은 기부를 한 다음 해에 기부금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뉴욕주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선 기부 신탁 기금(Charitable Gifts Trust Fund)에 기부할 때 두 계좌 중 하나를 골라 

직접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자선 계좌(Health Charitable Account)는 기본 및 예방 

진료, 입원환자 의료 서비스, 치과 및 안과 진료, 기아 방지, 영양 지원, 기타 서비스 관련 

뉴욕주 거주민 서비스용으로 기부금을 받습니다. 전반적 목표는 거주민들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초등 및 중등 

교육 계좌(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count)는 주 공공 교육구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초등 및 중등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받습니다.  

 



 

 

자선 기부에 관심이 있는 납세자용 설명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IRS) 

규정안은 변화 사항이 2018년 8월 27일 후에 기부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편 자선 기부 날짜는 소인 날짜로 판단합니다. 납세자들은 개인적 상황에 

관하여 항상 공인 세금 자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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