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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경고 사항:
사항 Cuomo 주지사,
주지사 뉴욕 시민들에게 사기성 STAR 프로그램의 호객 행위에 대해 경고

절세를 위해 무료 STAR 신청서를 작성할 것을 독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납세자들에게 주택 소유자가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교육세
완화(STAR) 재산세 면제를 신청하기 위한 수수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객 행위에 대해 조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신규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납세자의 첫 해 절세액의 전체 금액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수료를
경감시켜주는 STAR 프로그램에 등록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경감액은 전국적으로
평균 700달러에 달하며 Lower Hudson Valley 및 Long Island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는 약
3,000달러만큼 높은 수준입니다. 이 서신에 대한 예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 시민들이 속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STAR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은
무료이고 간편하며, 납세자들에게 매년 수백 또는 수천달러의 재산세 경감 혜택을 안겨준다”고
말했습니다. “STAR 면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주택 소유자들이 자신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받도록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정당한 세금 감면에 대해 오히려 세금을 환급 받으려는 부정직한
계획은 피할 것을 권고합니다.”
STAR 면세는 뉴욕주 투자 재산세 면제만 해당됩니다. STAR 면세 혜택은 소득이 50만달러 이하인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Basic STAR와 소득이 81,900달러 이하인 노인을 위한 Enhanced STAR 등
2가지로 분류됩니다. STAR 프로그램 등록 마감일은 2013년 12월 31일입니다.
STAR 프로그램 신청 방법:
방법
•뉴욕시 외곽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들은 해당 평가자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주택 소유자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311로 전화를 걸어 등록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양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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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STAR 등록 프로그램
STAR 프로그램에 대한 낭비와 사기를 제거하기 위해 이미 Basic STAR 면세 혜택을 받는 주택
소유자들은 올해부터 뉴욕주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STAR 프로그램 자격을 얻으려면 재산 등록이 소유자의 주요 거주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여러 건의 재산을 가진 수천여 명의
소유자들이 STAR 면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0만 명의 Basic STAR 수혜자들 중 약 60% 이상이 이미 자신들의 면세에 등록했습니다. 온라인
등록은 4분 이내에 이루어지며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인터넷 접근 권한이 없는 주택
소유자들은 518-457-2036으로 전화를 걸어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마감일은 2013년 12월 31일입니다.
상세 정보:
정보
• 온라인 등록: www.tax.ny.gov(등록 자료는 7개 국어로 제공)
• 전화로 등록: 518-457-2036
• STAR 등록 미디어 센터에는 그래픽, 팩트시트 및 기타 언론 친화적 링크가 있습니다
• Youtube 비디오
• 온라인 시범
* 실시간 STAR 등록 업데이트를 원하시면 트위터에서 세무부를 팔로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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