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9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감사관에게 미국 세금 시스템의 정치에 대해 수사할 것 요청  

 

지난주 공화당 지지 주에 이익을 줄 목적을 가진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의 터무니없는 규정 “설명” 이후 수사 요청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재무부(Treasury Department) 감사관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는 연방 정부가 중산층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뉴욕의 노력을 차단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동시에 Trump 대통령을 

지지한 주에서는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므로 미국 세금 시스템의 정치화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서한입니다. 

  

지난주 국세청(IRS)은 자선 기부 감면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이른바 “설명”을 발표하여 

기업 이익에는 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Trump 대통령의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고 학교 바우처 프로그램 선거구를 달래려는 노력임이 자명합니다. 사실상 

Mnuchin 장관은 새 규정안이 “학교 선택 프로그램의 사업 관련 기부용으로는 연방 세금 

혜택에 변화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설명”은 교육세 감면을 제공하는 주를 

겨냥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공화당 지지 주 납세자들을 편애하는 

세금법 시행으로 정치화를 강화함으로써 다시 뉴욕 주민을 편파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설명’으로 Trump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정확히 그에 대한 

충성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주었습니다. 바로 처음에 그에게 투표한 주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조치로 위협 받는 뉴욕 납세자들의 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정부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국세청(IRS)에 뉴욕의 자선 기부 프로그램을 막는 규정안과 민주당 지지 

주보다 공화당 지지 주에, 개인 납세자보다 대기업에 이익을 주는 설명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행했습니다. 이 서한에서 주지사는 헌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뉴욕 

납세자들을 계속 공격하는 연방 정부를 소송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국세청(Tax Administration) 감사관에게 보낸 서한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Internal Revenue) 커미셔너 대행에게 보낸 서한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지사의 조치는 연방 정부의 편파적 세제 법안, 즉 뉴욕 납세자들이 매년 추가로 143억 

달러를 내야 하며 기업은 추가 감세를 받는 법안에 대항하는 노력에 기반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연방 정부의 세금법에 맞서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 및 지방세(State 

and local taxes, SALT) 제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주 세금 코드를 개혁함으로써 즉각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지사는 2019 회계년도 예산(FY2019 Budget)에 주가 운영하는 

새로운 자선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Fund)을 만들어 기부금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주 세금 공제를 제공하며 기부를 장려했습니다.  

 

국세청(IRS)은 Trump 정부의 어젠다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치적 의도가 있는 규정을 

제안하고 뉴욕의 자선 기부 프로그램을 막음으로써 응수했습니다. 이제 국세청(IRS)은 

주 및 지방세(SALT) 관련 규정안 “설명”을 발행하여 새 규제는 기업 및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에게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Leslie B. Samuels 전 미국 재무부 세금 정책 차관보의 성명서:  

 

“최근 2017 연방세 규정은 거주자용 필수 수익 재정 서비스가 있는 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거주민들에게 미치는 새 세금법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개혁을 추구하시는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최근에 

주지사님과 주 의회가 제정한 규정안은 새 고용주 보상비 프로그램 및 새 기부금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뉴욕 주민들에게 진정한 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주들에 있는 비슷한 프로그램에 대한 오랜 연방세 처리 관행을 기반으로 

설계한 뉴욕의 기부금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국세청(IRS)에서 규제를 제안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세청(IRS)에서 기부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사업 

납세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최근에 이 “설명”을 했을 때 

Mnuchin 장관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여 “설명”은 기업이 학교 선택 프로그램에 

기부하는 것에 대한 연방 정부세 지원을 유지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세금 전문가로서 저는 이 “설명”이 사업체가 학교 선택 프로그램에 

기부하는 것을 장려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발전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 기부 “설명”은 최근에 제안된 규정에서 부도덕한 예외사항을 

정립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이 행정부가 규정안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만족할 수 

있고 애초에 제안한 규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세청(IRS)이 가진 법적 합리성을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GAMC_Letter_to_TIGTA_re_SALT_regs_9.9.2018.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GAMC_Letter_to_IRS_re_SALT_regs_9.9.2018.pdf


 

 

약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인은 Cuomo 주지사의 반격에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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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it.cwnls.com/app/itpage.nsf/unsubscribe.xsp?action=unsubscribe&id=1100PRES0049BC355DF62549852583030064DE79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