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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세 및 지방세 공제 폐지안이 미치는 영향 분석 발표  

  

Cuomo 주지사: 워싱턴 세금 계획, 뉴욕 주민들에게 이중 과세  

  

해당 계획으로 330만 뉴욕 납세자들은 175억 달러 내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공화당(Republican)이 주세 및 지방세 연방 공제를 

없애자고 한 제안이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요약한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공제는 

150년 이상 지속되어왔습니다. 분석 자료에서 주세 및 지방세 공제를 없애면 330만 뉴욕 

납세자들의 연방 소득세가 175억 달러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납세자들은 연방 소득세로 평균 5,300 달러를 더 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워싱턴 공화당(Republican)이 본 계획으로 

뉴욕을 공격한 것은 위선의 극치입니다. 해당 계획은 사람보다 기업을, 중산층보다 

억만장자들을 우선시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의 세금을 줄이기는 커녕, 이미 

내고 있는 세금에 세금을 더하는 꼴입니다. 이는 불법 이중 과세로, 뉴욕에 있는 가족들은 

175억 달러 이상 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의회에 이 

무모한 계획을 중지하라고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납세자들이 연방 과세 소득에서 주세 및 지방세를 공제받도록 하는 기존의 연방법은 주 

및 지방 정부가 수익을 높이고 납세자들에게 이중 과세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래된 역사적 권리를 핵심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1862년 소득세 법(Revenue Act) 

제정 이후 내내 국법이었습니다. 해당 법으로 나라에서 처음으로 소득세를 만들었고 

미국 남부 전쟁(Civil War)에서 연방(Union)에 자금을 대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1913년 

헌법(Constitution) 16번째 개정안(Sixteenth Amendment) 비준 후 현대 소득세 제도로 

이어졌습니다. 일부에서 해당 계획으로 납세자에게 이중 과세하고 주의 권리를 약화할 

것이라고 말하듯, 이 모든 것을 배제하는 것은 ‘빠져나갈 구멍을 막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 및 지방 세금 공제로 인한 연방 세금 인상 - 소득별  



  

FedAGI 범위  

  

  

  

납세자 수  

  

  

  

세금 인상 (백만 단위)  

  

  

평균 세금 인상  

  

  

$50,000 이하  649.718  $275  

  

$423  

$50,000~$100,000  
1.158.013  $1.504  

  

$1.299  

$100,000~$150,000  
686.506  $1.846  

  

$2.688  

$150,000~$200,000  
319.016  $1.372  

  

$4.300  

$200,000~$300,000  
244.592  $1.699  

  

$6.944  

$300,000~$500,000  
130.149  $1.660  

  

$12.753  

$500,000~$100만  
68.239  $1.878  

  

$27.519  

$100만~$200만  
26.459  $1.510  

  

$57.066  

$200만~$500만  
13.352  $1.675  

  

$125.481  

$500만 이상  
6.206  $4.077  

  

$656.988  

총  3.302.250  $17.495  $5.298  

출처: 뉴욕주 조세재무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2010년 

연방 소득 통계(Federal Statistics of Income, SOI) 분석  

  

주세 및 지방세 공제는 또한 세법에서 가장 넓게 이용되는 혜택입니다. 기업 및 사업 

신고자는 주 및 지방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을 사업 비용으로 여기며 소득에서 제합니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항목별 수익을 신고하는 모든 납세자들은 납부한 주세 및 지방세의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널리 쓰이는 세금 공제를 없애면 뉴욕의 모든 지역은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110만 이상의 납세자들에게 부과되는 71억 달러 이상 세금 인상으로 뉴욕시는 유례없는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롱아일랜드의 납세자 백만 명 가량의 연방세가 평균 4,500 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며 미드 허드슨 지역의 60만 납세자들은 평균 약 5,600 달러 증가할 

것입니다.  

  



주세 및 지방세 공제 폐지안의 지역별 영향  

  

지역  

  

# 납세자 영향  
백만 단위  

$  

평균 인상액  

  

웨스턴 뉴욕  134.192  $398,15  $2.967  

핑거 레이크스  152.067  $467,71  $3.076  

서던 티어  56.403  $164,80  $2.922  

센트럴 뉴욕  88.650  $266,24  $3.003  

모호크 밸리  37.647  $96,12  $2.553  

노스 컨트리  26.298  $66,79  $2.540  

주도 지역  164.649  $508,39  $3.088  

미드 허드슨  597.952  $3.346,94  $5.597  

뉴욕시  1.100.432  $7.850,01  $7.134  

롱아일랜드  943.959  $4.329,84  $4.587  

뉴욕주 총액:  3.302.250  $17.495  $5.298  

출처: 뉴욕주 세무 및 금융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2014년 개인 소득세 

인구 정보 분석 (2014 Personal Income Tax Population File) 

  

연방 공제의 폐지로 발생하는 연방세 증가는 수천 명의 실업자 발생, 주내 총생산, 경제 

활동, 개인 소득에서 수백만 달러 손실을 비롯하여 뉴욕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록펠러 연구소(Rockefeller Institute of Government) 보고에 의하면 

2015 연방 회계 연도에 뉴욕은 연방 정부에 48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른 주와 비교하면 “수지”가 크게 적자입니다. 주세 및 지방세 공제 가능성 폐지는 

뉴욕의 불균형 수지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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