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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조세 공정성을 위해 투쟁하는 캠페인에 주정부들의 합류 발표

뉴욕, 코네티컷, 하와이, 일리노이, 뉴저지,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및 워싱턴은 SALT 공제
혜택의 전면 복구를 요구하고 대부분의 민주당 주에 대한 불공정한 경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의회에 요청
주지사들은 반격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
가장 영향을 받은 12 개의 주들이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40 퍼센트 차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코네티컷, 하와이, 일리노이, 뉴저지,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워싱턴 주들이 조세 공정성을 위해 투쟁하는 뉴욕의 전국적인 캠페인에
합류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Trump 대통령과 면담한 후, 뉴욕주와
기타 대부분의 민주당 주에 불공정한 영향을 준 주세 및 지방세 공제 혜택 전면 삭감의
엄청난 영향에 대한 이 캠페인을 발족하였습니다. 뉴욕주는 12 월과 1 월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수입금의 예상된 지급액이 23 억 달러 감소한 것을
보았습니다. 뉴욕주의 수입 감소는 같은 기간 동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주들의 결과와
일치합니다.
이러한 경제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영향을 받은 주의 주지사들은 연방 의회 대표단 및
Pelosi 의장과 협업하여 즉시 SALT 공제 혜택을 전면 복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
미국 납세자들을 위해 조세 공정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기업과 부자들에게 부적절한 감세를
주었고, SALT 를 제거하여 주요한 민주당 주들에 세금을 올려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은 일 년 동안 이러한 경제 공격에 투쟁해 왔으며, 또한 SALT 공제액의 손실로
영향을 받은 동맹 주들과 협력하여 연방 의회가 이러한 가혹한 정책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뉴저지주의 Murphy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담한 연방 세법은 우리가 항상
예상했던 바와 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횡재가 되고,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의 노동자와 중산층 가정에는 증세를 합니다. 뉴저지주에서 우리는 거주민을 위한
장기적인 세금 감면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조세 공정성을

회복하기 법원에서 이 법의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와 나머지 자매 주의
연합 및 뉴저지주의 연방 의회 대표단과 협력하기를 고대하며, SALT 공제를 전면
복구하고 민주당의 주들에 대한 Trump 대통령의 정치 동기적인 공격을 멈추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코네티컷주의 Ned Lamont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감세로
이해되었지만 실제로는 수백만의 중산층 미국인들에 대한 증세입니다. 주세 및 지방세
공제 한도는 의도적으로 특히 코네티컷과 같은 주들을 강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주들과 함께 이 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연방 의회의 의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J.B. Pritzker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리노이 납세자의 삼 분의
일에 가까운 2 백만 명의 일리노이 주민들은 SALT 공제를 이용했습니다. SALT 를
신청하는 85 퍼센트의 주민은 연간 20 만 달러도 못 벌고 있습니다. SALT 세금 공제
한도는 일리노이와 같은 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조 원의
적자를 더했고, 기업들에게 수십억을 넘겨주고, 우리 주의 모든 중산층 지역사회에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연방 의회가 이 법을 바꿀 시간입니다.”
워싱턴주의 Jay Inslee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부 미국인들을 위한 한 규칙과
나머지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규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법은 지난 선거에서
어떤 주가 ‘블루’와 ‘레드’ 열로 끝났는지에 기초하여 쓰여져서는 안됩니다. 연방 의회는
이 법으로 불공정하게 피해를 본 수만 명의 워싱턴 가정에 경제 공정성을 주기 위해
SALT 의 공제 혜택을 전면 복구해야 합니다.”
정부 재무담당관 협회(Government Finance Offic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주세 및
지방세의 가장 높은 평균 공제액을 지닌 상위 12 개 주는 대다수 민주당 주로,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오리건 및 일리노이가 포함됩니다. 이 12 개 주는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의 40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하와이. 워싱턴과 같이, 연합에서
영향을 받는 다른 주들은 그 총계를 추가합니다.
연방 의회의 공화당원들이 기존 법안의 실수를 처리하기 위해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을 재개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동안, SALT 공제 혜택에 대한 임의적인
10,000 달러 한도라는 법안의 주요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Chuck Grassley 아이오와주 상원의원 겸 상원 재무 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
의장은 최근 “정치적 결과 없이 주들이 주민들에 대한 세금을 올리기 위한 연방정부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SALT 공제 혜택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SALT
공제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아니라 주정부의 주권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방 정부는 Grassley 상원의원의 근거지인 아이오와주에 35 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면, 뉴욕은 SALT 의 공제 혜택을 전면 삭감하기 전에도 이미

연방정부에 돌려받는 것보다 360 억 달러를 더 지불하고 있습니다. 10 개의 주만이
그들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연방정부에 지불합니다.
재무장관의 전 자문위원인 Steven Rattner 의 분석에 따르면, 세법은 주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포함하여, 민주당 주에 불공정하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 법안은 많은 미국인이 의존하게 된 세금 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IRS 는 세금 신고 기간의 2 주 일자로, 평균 세금 환급이 1,949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8.7 퍼센트가 감소하였고, 총 환급액도 16 퍼센트 줄어든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로, 뉴욕은 연방 정부가 주세 및 지방세 공제 혜택을 전면적으로
없앨 때 거주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 첫 번째 주였습니다. 2018 년 4 월, 주지사는
새로운 자선 기부금 옵션을 제공하고, 고용인이 임금 소득 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새 고용주 보상 비용 프로그램(Employer Compensation Expense Program)을
마련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법무장관은 또한 정부의 주세 및 지방세 공제액의 대폭
삭감으로부터 뉴욕주와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7 월 제기된
해당 소송은 새로운 SALT 한도가 뉴욕과 이와 유사한 입장에 놓인 주정부를 겨냥하여
제정되었고 주정부가 세제 결정을 할 권리를 간섭하며 이러한 주의 납세자에게 불공정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018 년 2 월 Cuomo 주지사는 뉴욕을 위한 조세 공정성 캠페인(Tax Fairness for New
York Campaign)을 시행하여 연방 세법의 예정된 결과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지사는 연방정부에 대한 소송과 법률 폐지 운동, 세금 규정 개혁 등 세법에
저항하는 뉴욕주의 노력을 뉴욕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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