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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와 UNDERWOOD 법무장관은 오늘 뉴욕을 겨냥한 위헌적인 세법에
대하여 연방 정부에 소송 제기

연방 세법은 2018 년 한 해에만 뉴욕 주민에게 143 억 달러 부과
소송은 연방 세법이 뉴욕과 유사한 주들을 겨냥하고 불균형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며,
자신의 세제 결정을 내리는 주 정부의 권리를 간섭한다는 증거를 인용
뉴욕 서던 디스트릭트(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서 오늘 제출한 소송에
코네티컷, 메릴랜드, 뉴저지가 뉴욕에 합류

Andrew M. Cuomo 주지사와 Barbara D. Underwood 법무장관은 오늘 워싱턴의 주 및
지방세(State and Local Tax, SALT) 공제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으로부터 뉴욕과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새로운 주 및
지방세(SALT)의 한도가 뉴욕과 이와 유사한 주들을 겨냥하여 제정되었고 주 정부가 세제
결정을 할 권리를 간섭하며 이러한 주들의 납세자에게 불균형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극도로 당파적이며 서둘러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2017 연방세법은 공제액의 한도를
1 만 달러까지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뉴욕주 조세재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의 분석에 따르면 이 한도는 뉴욕 주민의 연방세를 2018 년 한
해에만 143 억 달러, 2019 년에서 2025 년까지 추가로 1,210 억 달러로 늘릴
것입니다. 고소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이 법은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주권을 간섭하기
위해 세금 권한을 사용하는 능력에 대해 헌법적인 제한을 설정한 수 세기에 걸친 선례에
위배됩니다.
미국의 전체 역사에서 모든 연방 소득세법은 주와 지방세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공제함으로써 주의 주권적 이익을 보호했습니다. 이 간섭 없는 역사는 소송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주 및 지방세(SALT) 공제에 대한 전례 없는 한도가 위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 및 지방세(SALT) 공제에 대한 이 새로운 대폭적인 삭감은 뉴욕과 다른

유사한 주들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목적과 효과가 모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한도는 주택 가격, 소비, 사업 매출을 저하시킬 것이며 뉴욕 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일자리를 줄일 것입니다. 오늘 뉴욕 서던 디스트릭트(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의 미국 지방 법원(U.S. District Court)에 제출된 소송은 Underwood
법무장관이 주도했고 코네티컷, 메릴랜드, 뉴저지의 법무장관이 합류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법인세 인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뉴욕을 돼지 저금통으로 사용할 작정이지만 저는 이를 그냥 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중산층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1 퍼센트의 혜택을 얻는 Trump 의 세금 계획에 대해
뉴욕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전국의 첫 번째 주가 된 것을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Trump 대통령과 연방 정부의
당파적 공격에 맞서 매번 반격할 것입니다.”
Underwood 법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제 정책과 그들이 지원하는 핵심 프로그램을 바꾸도록 강요하려는
시도로써 뉴욕과 유사한 주들을 겨냥하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연방 정부 권한의 설정된
한계를 뛰어넘는 한도는 위헌입니다. 우리는 워싱턴에 있는 당파주의자들이 우리
주민들을 해치거나 우리 정책에 간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과
우리 주의 기본권에 대한 이 위헌적인 공격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워싱턴이 뉴욕 주민의 호주머니를 건들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소에 인용된 다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정책 입안자들은 뉴욕과 같은 주들에게 정책 선택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Steve Mnuchin 재무장관은 이 변화가 주 정부들에 과세와 세제 정책을
바꾸도록 “메시지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Trump 선거운동에서 세금 정책에 관해 조언한 Stephen Moore 는 주 및
지방세(SALT)의 변화를 “민주당의 죽음”이라고 훨씬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새로운 조항은 뉴욕 주민에서만 2018 년에 143 억 달러를 비롯하여 뉴욕과
유사한 주들에서 연방세로 수십억 달러를 인상할 것입니다.
주택 가격을 낮춤으로써 새로운 조항은 뉴욕과 다른 주들의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주 정부의 세입을 줄여 주들이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교육, 공공 서비스, 다른 핵심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삭감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주 및 지방세(SALT) 공제에 대한 새로운 한도는 또한 주권적인 정책 선택에
근거한 불리한 대우를 위해 소수의 주 정부를 겨냥함으로써 평등한 주 정부
주권의 헌법 원칙을 위반합니다.

이 소송은 또한 연방 정부의 세금 권한에는 한계가 있고 이는 과세와 세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주 정부의 주권을 침해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제 16 조
수정안(Sixteenth Amendment)의 제정 역사를 강조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