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0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와 SCHUMER 상원의원, 주정부/지방정부 세금 공제 폐지에 

반대함으로써 중산층 주택 소유자를 보호할 것을 뉴욕 의회 대표단에 촉구  

  

주/지방정부 세금 공제 범위를 삭감하는 법안을 뉴욕 대표단 전체가 반대하면 부결  

  

공화당은 뉴욕 주택소유자와 중산층에게 실질적 위험이 되고 재산세를 포함한 

주/지방세에 대한 뉴욕의 공제권을 사실상 완전히 제거하는 과세 법안의 가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  

  

주도 지역에서만 납세자의 31%에 이르는 165,000명의 과세 부담이 3,088달러 이상 증가  

  

Cuomo 주지사와 Schumer 상원의원, 뉴욕 중산층 가정에 대한 이같은 공격을 막을 것을 

뉴욕 하원의원들에게 촉구 

  

  

Andrew M. Cuomo 주지사와 미하원 소수당 대표 Charles E. Schumer는 오늘, 뉴욕주 

중산층을 옹호하여 주/지방정부 세금 공제 철폐 또는 축소 시도에 반대할 것을 뉴욕 의회 

대표단에게 촉구하는, 주 전역 선거구를 망라하는 여론전을 개시했습니다. 오늘 Cuomo 

주지사와 Schumer 상원의원은 올버니, 렌셀러 및 사라토가 카운티의 주택소유자들과 

뜻을 같이 하여, 업스테이트 뉴욕 주민 수천 명이 필요로 하는 주/지방정부 과세 공제를 

철폐 또는 축소하는 일체의 시도에 반대할 것을 모든 뉴욕 하원의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의 과세안이 가결되면 수많은 뉴욕 주민들이 수천 달러의 증세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주/지방정부 과세액이 평균 7,250달러인 올버니 카운티의 

경우, 이 법안으로 인해 납세자 셋 중 한 명의 조세 부담이 평균 3,438달러씩 상승하게 

됩니다. 주/지방정부 조세 공제가 사라지거나 축소되면 해당 지역의 주택 가치가 

떨어지고 주정부와 지방정부에게는 자체 징세 축소 및 교육 예산과 지방 소방대 및 경찰 

예산 삭감 압력이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낳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감세’안을 고려 중이라 말하지만 

뉴욕주에는 사실상 ‘증세’를 의미합니다. 주/지방정부 조세 공제의 철폐는 뉴욕 주민과 

뉴욕주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과세 계획은 뉴욕주와 캘리포니아를 



 

 

희생시켜 다른 주들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의회 대표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처럼 파괴적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Charles Schumer 미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제를 통한 절감액이 집 

수리비, 식료품비, 학교 비품비 또는 휴가비 등 어디에 사용되든 그 돈은 뉴욕 주민의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매년 수백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세금 공제가 철폐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도 지역 주민을 포함한 수많은 

중산층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해 왔던 SALT (State and local taxes) 

공제를 하원에서 제거하는 것은 전혀 합당치 않습니다. 그것은 중산층에게 이중 과세가 

될 것입니다. 주/지방정부 공제 혜택이 없으면 잠재적 주택소유자들은 다른 지역을 찾게 

될 것이고, 이는 주도 및 노스 컨트리 지역을 포함한 뉴욕주 전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Cuomo 주지사와 함께, 뉴욕의 모든 의회 대표단 

여러분께 본분을 다하여 뉴욕 중산층에 대한 이와 같은 공격을 막아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 사이 저는 중요 담보대출 및 주/지방정부 재산세 공제 혜택을 없애려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이곳 미상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Cuomo 주지사는 워싱턴의 세금법안은 뉴욕 주민에게 이중 과세가 될 것이라 

경고하면서 주/지방정부 조세 공제 철폐안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4,400만 명의 미국인이 이 세금 공제의 혜택을 보고 있는 바, 그 철폐는 

납세자와 해당 지역사회에 1조 달러 이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세금 공제 혜택 축소 또는 제거는 주도 지역에 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Schumer 상원의원은 뉴욕주의 주택소유자와 납세자들이 향유해 왔던 이 

중대한 저축 공제 혜택을 없애려는 일체의 시도에 반대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뉴욕은 전국에서 재정 기여도가 가장 큰 주로서 연방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해 받는 금액보다 480억 달러 이상 많습니다. 공화당의 이번 

조세 계획안에 따르자면, 연방정부는 이미 재정 기여도 1위인 뉴욕주로부터 받는 세입을 

더 늘려 결과적으로 미국의 다른 모든 주를 보조하게 됩니다.  

  

현행 연방 조세 체계에서는, 연방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공제를 택하는 납세자들은 

주정부/지방정부 소득세 또는 일반판매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개인재산세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 세제 개혁 체제(Republican Tax Reform Framework)는 SALT 공제를 

완전히 없앨 것입니다. 현재는 전국 모든 납세자의 3분의 1인 4,400만 납세자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화당 세제안에 따라 주정부 및 지방정부세 공제를 없애면 평균적인 항목별 공제액이 

절반 넘게 줄어, 두 배로 오른 기본 공제액보다 훨씬 낮아질 것입니다. 각 가구는 줄어든 

항목별 공제와 두 배로 오른 기본 공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개인적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특히 뉴욕주처럼 SALT 비중이 높은 경우에 이것은 세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releases-analysis-impact-proposed-elimination-state-and-local-tax-deductibility


 

 

부담의 대폭적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 조세 증가는 사실상 부유층 감세 조치에 따른 세입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공제의 철폐는 뉴욕주, 특히 주도 지역 중산층 가구에 해롭게 작용할 것입니다. 주도 

지역에서만, 납세자의 31%에 이르는 165,000명의 연방세 부담이 평균 3,088달러씩 

증가할 것입니다. 뉴욕주 전체적으로는, 공제 손실 총액이 연간 약 680억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이 680억 달러가, 뉴욕 주민들이 앞으로는 연방소득세 신고 때 공제할 수 없게 

될 금액입니다.  

  

Cuomo 주지사와 Schumer 상원의원은 베슬리헴에 있는 Kathleen과 Anthony 

DiSpirito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Anthony 씨는 올버니메디컬센터(Albany Medical 

Center)의 조제실 책임자로 일하고 있으며, Kathleen 씨는 사내아이 둘을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이 자리에는 렌셀러 카운티 웨스트샌드레이크에 사는 집주인 Abbe 

Herzig 씨가 함께 했습니다. Abbe 씨는 올버니의 3M Health Technologies에서 

통계전문가로 일하고 있으며, 독신모로서 17세 쌍동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대학에 다닙니다. 사라토가 카운티 밀턴에 사는 또 다른 집주인 Linda Seeman 씨도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Linda 씨는 엘리스병원(Ellis Hospital)과 

올버니메디컬센터(Albany Medical Center)에서 시간제로 출산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녀와 남편 Joe 씨는 성인이 된 자식 셋과 아직 출가하지 않은 17세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Schumer 상원의원 역시 뉴욕주 부동산중개인협회(NYS Association of 

Realtors) CEO Duncan MacKenzie, 뉴욕주 소방관협회(NYS Professional Firefighters 

Association) 회장 Sam Fresina, 하원의원 Pat Fahy, 상원의원 Neil Breslin, 올버니시 

소방대원 Bob Megel 및 Ed Verhoff 등과 함께 올버니 카운티 행정책임자 Dan McCoy, 

베슬리헴 타운 슈퍼바이저 John Clarkson 등을 대동했습니다.  

  

뉴욕주 부동산중개인협회 Duncan MacKenzie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택 소유는 

탄탄한 사회와 개인 자산의 쐐기돌입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빼내려는, 전적으로 

부당한 시도가 이번 조세안의 실체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연방세법을 더 간결하고 

공정하게 개혁하려는 노력을 지지하지만, 재산세를 포함한 주 및 지방세에 대한 공제를 

없애는 것은 다른 주에 비해 뉴욕 주민에게 부당한 피해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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