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월 3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자선 식품 기부에 대한 보상으로 가능해진 뉴욕 농민들을 위한 세금 

공제안에 대해 발표  

  

뉴욕주 전 지역에서 비상 식품 프로그램(Emergency Food Program)에 대한 농산물 

기부를 늘릴 것으로 기대되는 세금 공제안  

  

농업을 부양하면서 매년 뉴욕 농민들에게 1,000만 달러의 절세 효과를 가져다 줄 세금 

공제안  

  

뉴욕주의 굶주림에 대처하기 위한 주지사의 공약을 바탕으로 한 세금 공제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농민들이 2018년 1월 1일부터 푸드 뱅크 및 

기타 비상 식량 프로그램에 기부하는 승인받은 식품 기부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세금 공제로 농민들은 연간 총 1,000만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농장사무국(New York Farm Bureau)에 따르면, 뉴욕주 전 

지역의 농민들은 2017년에 900만 파운드가 넘는 식품을 기부했습니다. 이 식품은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들에게 700만 끼가 넘는 식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행정부는 뉴욕 전 지역에서 굶주림을 몰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장의 신선한 농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는 이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근접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너그러운 식품 기부에 대해 보상하는 일은 주정부가 농업 경제를 지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들이 앞으로 영원히 굶주리지 않도록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이 돕는 것을 독려하는 일입니다.”  

  

주지사의 반 기아 태스크포스(Anti-Hunger Task Force)의 권고안에 따라, 승인받은 

식료품 저장실, 푸드 뱅크, 뉴욕주 전 지역의 기타 비상 식량 프로그램 등에 현지 

농산물을 수확, 포장, 배포하는 일과 관련된 비용을 농민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세금 

공제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증가한 기부 농산물은 뉴욕 전 지역의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기아 및 식품 정책위원회(New York State Council on Hunger and Food Policy)의 

지원을 받는 세금 공제는 최대 5,000 달러의 승인받은 기부 농산물의 공정한 시장 가치의 

25 퍼센트에 해당하는 환급 가능한 공제액입니다. 기부가 가능한 농산물에는 뉴욕주에서 

재배되거나 생산된 신선한 과일과 채소 등이 포함되며, 이 농산물들은 비과세 승인을 

받은 비상 식량 프로그램에 제공됩니다. 이 세금 공제를 청구하기 위해, 납세자는 

승인받은 식품 프로그램의 영수증 또는 서면 확인서 형태 등으로 기부 사실을 입증 

받아야 합니다.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에 관한 사실 자료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의 Richard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단지 식량을 재배하는 일에만 훌륭하신 것은 아닙니다. 매년 농민들은 푸드 

뱅크, 식품 저장실 그리고 유사한 기관의 주요 기부자들 중 한 축입니다. 농민들은 기부 

농산물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농산물들이 공급되기가 힘든 수백만 가구의 뉴욕 

가정에 신선하고 건강한 과일과 채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님의 지시에 따라, 

주정부는 농민들의 너그러움에 대한 보상과 동시에 농업을 통한 경제 성장 촉진 그리고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뉴욕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준 보상으로 이 세금 공제안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세재무부(Taxation and Finance)의 Nonie Manion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귀중한 세금 공제안은 농민들이 굶주림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돕는 동시에 그들의 토지 및 사업에 재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며 이 혁신적인 공제안이 제정되도록 

촉구합니다.”  

  

Rich Funk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선출된 이후 수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작년 예산에서 푸드 뱅크에 

대한 농장 세금 공제안(Farm to Food Bank tax credit)을 법으로 제정하기 위해 후원하고 

보장하려고 노력한 점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 중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주민을 돌보고 있는 우리의 푸드 뱅크들을 지원하는 농민들을 돕는 일이 공공 

서비스에서 가장 훌륭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직원들에게 무엇보다 옳은 일을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철학을 

진정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농업 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의 위원장인 Patty Ritchi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근면한 농민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뉴욕주 전체에서 가장 너그러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농부들의 대부분은 이미 뉴욕주 전 지역의 푸드 뱅크와 식품 저장실에 신선한 농장 

과일과 채소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세금 공제를 제공함에 있어, 저희의 

https://tax.ny.gov/bus/farm-donations-credit.htm


 

 

보상은 농민들의 친절함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정부의 미래에도 투자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자신들의 토지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되며, 모든 뉴욕 주민들 

특히 모든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는 일에서 소외된 주민들에게 

농민들은 건강에 좋은 식품을 계속 공급할 것입니다.”  

  

뉴욕주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의 위원장인 Bill Mage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금 공제안은 지역 단위에서 굶주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건강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유통하는 사람들 

사이에 지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지역 농장과 지역사회 간의 관계가 이로워질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프로그램을 지지해 왔습니다. 이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푸드 뱅크 협회(Food Bank Association)의 Anita Paley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굶주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주시고 배고픈 이웃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농민분들께 가장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푸드 뱅크의 저희 회원들은 

지역 농민분들과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기부 

농산물은 뉴욕주의 식품 저장실과 협력하여 뉴욕주의 배고픈 이웃의 식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섭취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같은 방식의 농산물 기부를 늘리는 데 이 세금 공제안이 유일한 독려 방안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뉴욕 농장사무국(New York Farm Bureau)의 David Fisher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농장사무국(New York Farm Bureau)은 푸드 뱅크에 대한 농장 세금 공제안(Farm 

to Food Bank Tax Credit)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이것은 지역 푸드 

뱅크와 지역 식품 저장실에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우리 단체 회원들을 위한 우선 

과제였습니다. 이 세금 공제안은 기부 센터에서 식품을 분류, 포장, 배포하는 비용을 

상쇄하는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들을 위해 신선한 현지 식품 제공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일을 실현시키는 데 애써주신 Cuomo 주지사님과 

주지사의 에이전시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금 공제안은 뉴욕주에서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공약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시정방침(2018 State of the State) 

연설에서, 주지사는 모든 연령대, 배경, 재정적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건강에 좋고 

현지에서 제배하는 농산물로 요리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학생 기아 구호 

프로그램(No Student Goes Hungry Program)를 제안했습니다. 주지사의 제안을 통해, 

주정부는 수치스러운 점심 급식 관행(lunch shaming)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첫 

수업 종이 울린 후'에 아침 식사(breakfast 'after the bell')를 제공하도록 특정 학교에 

요구하며, 농장에서 학교로 프로그램(Farm to School Program)에 대한 주정부의 투자를 

두 배로 늘릴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 농장에서 최소한 30 퍼센트의 음식 재료를 구입하는 학교의 점심 

급식비 상환을 300 퍼센트 이상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지사는 모든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캠퍼스 내에서 실제적인 식품 저장실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학생이 수치심을 경험하지 않게 별도의 방식을 통해 음식을 제공하도록 만드는 요건을 

제안했습니다.  

  

2016년에 주지사는 뉴욕주의 굶주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영구히 주력하도록 뉴욕주 

기아 및 식품 정책위원회(New York State Council on Hunger and Food Policy)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의 수혜 요건을 확대하여, 2020년까지 기아예방 및 

영양지원프로그램(Hunger Prevention and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을 

연장했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지역 농민 직거래 시장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필요가 있는 가구들을 돕기 위한 몇 가지 프로그램에 기금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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