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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및 JAMES 법무장관, TRUMP 행정부의 주 및 지방세(STATE AND 

LOCAL TAX, SALT) 개혁에 대한 다주적 소송에서 항소 제기 발표  

  

뉴욕, 코네티컷, 메릴랜드 및 뉴저지가 미국 제 2 연방 순회 상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에서 항소 제기  

  

  

Andrew M. Cuomo 뉴욕주 주지사와 Letitia James 뉴욕 법무장관은 오늘, 뉴욕, 

코네티컷, 메릴랜드, 뉴저지가 연방 정부의 불법적이고 전례 없는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제한에 대한 연방 정부 상대 소송을 계속하기 위해 미국 제 2 연방 순회 

상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에 항소에 대한 공지문을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항소는 2019년 9월 30일에 주의 소송을 거부한 미국 지방 

법원 뉴욕주 남부지구(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제한이 민주당이 우세한 

주에서 재산세를 효과적으로 올리려는 정치적 동기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rump 행정부의 주 및 지방세(SALT) 정책은 

평범하고 단순한 보복 정치입니다. 뉴욕은 이미 워싱턴에 매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보내고 있는 주의 선두 주자입니다. 우리는 이 행정부가 열심히 일하는 뉴욕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기업의 세금 감면 자금을 지원하고 빨간색 주에 더 많은 돈을 

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헌적인 공격이 모두 폐지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입니다."  

  

James 법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제는 이미 뉴욕의 근면한 중산층 가족에게 

큰 부담을 얹고 있으며, 앞으로 수년 동안 뉴욕의 납세자들이 1천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의미하고 위헌적인 법률에 맞서고 

있습니다. 뉴욕은 의회와 대통령의 편파적인 선택으로 인해 세금을 더 지불하거나 

중요한 공공 투자를 변경하는 것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와 Letitia James 법무장관은 코네티컷, 메릴랜드, 뉴저지와의 연합을 

이끌어 워싱턴 DC의 주 정부 및 지방세(SALT) 공제의 대폭적인 삭감으로부터 뉴욕주와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7월에 뉴욕주 

남부지구(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 처음 제기된 해당 소송은 새로운 주 및 

지방세(SALT) 한도가 뉴욕과 이와 유사한 입장에 놓인 주 정부를 겨냥하여 제정되었고 



주 정부가 세제 결정을 할 권리를 간섭하며 이러한 주의 납세자에게 불공정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및 지방세를 가장 높은 평균 공제를 받는 주는 대부분 

민주당으로 뉴욕, 코네티컷, 메릴랜드와 뉴저지가 포함됩니다.  

  

Trump 행정부의 편파적인 어젠다로 인한 2017년 세법(2017 Tax Act)은 한 세기 이상 

지속된 연방 세법을 뒤집어 주 및 지방 세금 공제를 10,000달러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뉴욕주 조세재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의 분석에 

따르면, 이 제한은 뉴욕 주민의 연방세를 매년 최대 150억 달러까지 늘릴 것입니다. 

미국에서 기증을 가장 많이 하는 주 중 하나로서, 이 공격은 다른 많은 주보다 뉴욕에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힙니다. 2017년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뉴욕주는 이미 뉴욕이 

워싱턴에 보낸 돈과 그 대가로 받은 자금을 고려하여 모든 주 중 가장 차이가 컸습니다. 

코네티컷, 메릴랜드, 뉴저지 등 다른 기부를 많이 하는 주들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9월의 판결에서, 뉴욕주와 그 협력 주에 대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방 법원 뉴욕주 

남부지구(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는 주 및 지방세 

공제의 제한이 주택가격을 침체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합의했습니다.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제한은 주 재산세를 효과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주택 소유주의 재산 가치를 감소시켜 주택 매출을 억제하고 해당 매출을 과세하여 주 

정부가 징수할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욕 주민들, 특히 주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이미 주 및 

지방세(SALT) 공제의 제한으로 인해 주택과 사업을 플로리다와 같은 주로 옮기고 있다는 

일화적인 증거도 보여줍니다. 뉴욕에서는 납세자의 상위 1%가 주 소득세 징수의 46%를 

차지하고 그들을 잃는 것은 뉴욕주를 훌륭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뉴욕주의 약속을 이행할 능력을 위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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