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1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국회의원 COLLINS의 지역구에 대한 공화당의 세금 “인상” 계획의 

엄청난 영향 설명  

  

SALT (State and Local Taxes) 공제금 삭감은 뉴욕시민의 세금을 160억 달러 인상, 

공화당 의원 Collins 지역구의 236,000명 이상 주민에 영향 주어 평균 2,500달러 이상의 

인상 초래.  

  

세금 계획은 중산층과 근로자 계층 가정들의 조 단위 금액을 기업에 바치는 꼴 

  

일자리를 없애는 개혁, 사적사업채권과 같은 면세제도를 없애서 병원 및 대학 건물 

프로젝트에 레킹볼급 타격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공화당(Grand Old Party, GOP) 세금 개혁이 웨스턴 

뉴욕과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뉴욕시민들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주세 공제금과 재산세 공제금의 한도를 없애는 이 불균형한 법안은 

돌려받는 것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480억 달러를 이미 정부에 더 낸 뉴욕과 

같은 주를 목표로 합니다. 공화당 의원 Collins가 대표하는 카운티에서 236,000명 

이상의 뉴욕시민들이 이 파괴적인 개혁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공제금 삭감으로 하여 

평균 2,500달러 이상의 세금 인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GOP 세금 개혁으로 국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뉴욕시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뉴욕시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파괴적인 

개혁은 뉴욕을 기타 주에 자금을 대는 돼지 저금통으로 보고 있으며 주 전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Collins에게 누가 그를 

선거하였는지를 기억하고 비도덕적인 이 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합니다.”  

  

GOP 세금 개혁안은 기업에 대한 엄청난 세금 삭감을 의미하며 뉴욕의 중산층과 근로자 

계층이 부유한 미국인들을 위하여 돈을 내게 합니다. 이 개혁안은 기업의 세금을 40%로 

낮추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업들에 조 단위의 세금 삭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열심히 일하는 뉴욕 주민들이 연방 소득으로부터 계산하는 주와 지방세 



 

 

공제금은 한도를 두거나 완전히 삭제당하는 대신에 기업들은 여전히 주와 지방정부에 

일반 사업체 소비에 해당하는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GOP 세금 개혁안은 저가형 주택, 병원, 공항, 학교 및 대학 캠퍼스와 같은 공공시설 

프로젝트의 자금원인 사적사업채권과 같은 면세 제도마저 없앨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비과세 사적사업채권은 110억 달러의 자금의 촉매 역할을 하며 연간 84,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비과세 사적사업채권 제도를 삭제하여 일자리를 없애는 이 개혁안은 중요한 공공시설 

프로젝트들이 다시는 시공을 시작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건축 프로젝트의 비용은 

훨씬 높아지고 그 비용은 겨우 구매 능력을 갖췄던 사람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병원의 경우에는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에 더 큰 비용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학의 

경우에는 등록비가 계속하여 하늘을 찌를 것이고 학생들의 부채는 계속하여 오른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개혁안은 연간 450억의 저가형 주택 투자금을 삭감하여 매년 약 

17,000채의 저가형 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됩니다.  

  

이밖에, 기업에 대한 세금 삭감과 혜택으로 인한 자금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뉴욕의 

중산층 납세자들과 기타 주에서는 아래와 같은 다른 중요한 공제금을 잃게 됩니다.  

  

• 학자금 대출 이자, 등록비 및 기타 공제비용  

• 이사 비용  

• 입양  

• 교사들의 강의 비용 본인 부담금  

• 의료 비용 본인 부담금  

  

GOP 세금 개혁안의 영향을 받은 공화당 의원 Collins의 지역구 손실 예상액:  

  

카운티  영향받은 납세자 수  영향받은 평균 금액  

총  236,320  $2,658  

이리/부분  91,041  $2,884  

제네시  5,354  $1,737  

리빙스턴  6,077  $1,929  

먼로/부분  95,697  $2,659  

나이아가라/부분  18,804  $2,096  

온타리오/부분  13,119  $3,101  

올리언  3,063  $1,493  

와이오밍  3,167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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