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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공화당 조세 계획(GRAND OLD PARTY TAX PLAN)이 뉴욕과 미국에
경제적인 치명타를 안기는 10 가지 이유

주지사, 치명적인 조정 법안(Reconciliation Bill)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뉴욕 연방의회
대표단(New York Congressional Delegation)에게 촉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왜 공화당 조세 계획(GOP Tax Plan)이 뉴욕과 미국에
경제적인 치명타를 가할 것인지에 대해 주정부 및 지방정부 세금 공제 제도의 용인할 수
없는 제거 외에도 10 가지 주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연방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의 세금 법안에 투표한 4 명의 연방 하원의원을 비롯한 뉴욕 연방의회
대표단에게 뉴욕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미래의 조정 법안(reconciliation
bill)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화당 조세 계획(GOP Tax Plan)이 콘퍼런스
위원회(conference committee)를 통과할 경우, 우리 경제를 불구로 만들고 연방 적자를
폭발시키며 수백만 명 건강보험 비용을 증가시키고 가장 부유한 미국인과 가장 빈곤한
미국인들 사이의 격차를 넓히는 뉴욕과 미국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는 경제적인 흉기가
될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법안이 중산층과 노동 계층의 뉴욕 주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강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의회는 옳은 일을 하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우선적으로 미국 국민을 위해 일하기 위해 반드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저는 뉴욕의
연방의회 대표단(New York's Congressional Delegation)에게 자신의 유권자들을 위해
최종 조정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합니다.”
최종 조정 법안 반대표를 던지도록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촉구하기 위해, (202) 224-3121
번으로 연방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전화 교환실에 전화하십시오.
공화당 조세 계획(GOP Tax Plan)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인상: 이 변화로 인해 뉴욕 세금 신고자 240 만 명에 대한 연방정부
소득세가 평균 3,200 달러 인상될 것입니다.

2. 실질적인 재산세 인상: 뉴욕 가정 725,000 가구가 공제 한도액으로 제안된 금액인
10,000 달러를 초과하는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실질적으로, 주택 소유자에 대한
이 재산세 법안으로 재산세가 평균 2,750 달러 증가할 것입니다.
3. 일자리 증가 또는 임금 상승을 요구하지 않고 법인세 1 조 5,000 억 달러
감면: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대신, 이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에게 40
퍼센트의 감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i) 많은 기업들은 단순히 저축을 늘리기 위해
그 삭감액을 사용할 것입니다. (ii) 기타 기업들은 부유한 주주들과 그 저축액을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iii) 일부 기업들은 일터에서 더 많은 미국인들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 기술에 투자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일은, 열심히 일하는 뉴욕
주민들이 주정부 및 지방정부 세금을 연방정부 소득 계산에서 공제하는 능력을
상실하거나 제한하는 일입니다. 기업은 여전히 주정부 및 지방정부 세금을 정규
사업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수백만 중산층 가정의 가치 훼손: 무디스 애널리틱스(Moody's Analytics)에 의하면,
조세 제도 변경은 수많은 뉴욕 가정에서 보유한 가장 큰 투자 대상인 자택의
가치를 낮추어서 뉴욕처럼 보다 비싼 시장에서 초기에 주택 가격을 10 퍼센트
그리고 미국 전 지역에서 3 퍼센트에서 5 퍼센트 가량 낮추게 됩니다.
5. 수백만 명의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 능력 제한: 이 연방하원
법안은 공동으로 신청하는 부부를 위해 현재 100 만 달러 한도 대신 50 만
달러까지 대출하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 이자를 공제하는 능력을 제한할
것입니다. 전미 주택 건설업자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
NAHB)의 분석에 의하면, 이 법안이 실제로 시장에 적용될 경우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 법안은 뉴욕 주택의 약 20 퍼센트에 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택
시장이 파괴될 정도로 주택은 구입할 때는 더욱 비싸질 것이고 판매할 때는
가치가 적어질 것입니다.
6. 건강보험 비용 인상: 공화당 조세 계획(GOP Tax Plan)은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 개혁법인 저비용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ACA)을 훼손할
것이고, 건강보험 비용을 상당히 인상시키며, 개인의 권한을 제거함으로써
메디케이드(Medicaid) 기금을 잠재적으로 약화시킬 것입니다.
7. 학생을 위한 비용 인상: 이 법안은 대학을 더욱 비싸게 만들어서 단과 대학 및 종합
대학교의 재정적 안정성을 훼손시켜서 고등 교육을 받기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이 교육에 관한 조항으로 인해 향후 10 년 동안 전국적으로 640 억 달러가 넘는
세금이 인상될 것입니다. 80 만 명이 넘는 뉴욕의 대학생들은 학자금 대출 공제를
잃어버리고 대학원생 조교들과 연구 보조원들은 자신들은 보지 못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8. 교사를 위한 비용 인상: 이 연방하원 조세 법안은 현금으로 지불하는 교실 관련
비용에 대한 교사 지출 공제를 제거함으로써 교사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뉴욕 교사 29 만 명에 대한 세금이 평균 260 달러 인상될 것입니다.
9. 다음과 같은 주요 공제 및 크레딧 제거:
a. 이혼자가 지불하는 이혼 수당
b. 군대의 이전 비용을 제외한 이사 비용
c. 자전거로 통근하는 통근자
d.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및 전기 자동차
10. 연방정부 적자 폭발: 연방의회 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 의하면, 이
연방상원 법안은 향후 10 년 동안 미국의 적자를 1 조 4,000 억 달러 이상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 연방하원 계획은 10 년 이상 약 1 조 7,000 억 달러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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