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월 2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연방세법에 관해 뉴욕, 뉴저지 및 코네티컷 정부가 연합하여 연방 정부를 

고소할 것을 발표  

  

주와 지방의 전체 공제금 삭감은 부당하게 뉴욕, 뉴저지 및 코네티컷을 타깃  

  

연방 정부에 대한 연합 고소는 Cuomo 주지사가 연방세법으로부터 뉴욕시민들을 

보호하려는 세 개 방면 노력의 첫 단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뉴저지 및 코네티컷에서 연합하여 연방 정부를 

고소함으로써 주와 지방세금(State And Local Tax, SALT) 공제금 전체를 삭감하는 

새로운 GOP 세금법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각 주가 자체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감소함으로써 주의 행정 능력을 효과적으로 감퇴하며 

헌법에 위배되게 뉴욕과 기타 비슷한 상황의 주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연방정부가 우리주의 건전한 재정에 대한 

경제적 폭격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당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와 지방의 전체 공제금 

삭감은 뉴욕에 대해 지나치게 편파적이며 우리의 근면한 시민들과 세금을 이용하여 

대기업과 기타 주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합은 연방정부를 

법정에 세워 우리 시민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Phil Murphy 뉴저지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와 지방세 공제금에 대한 상한제는 

건전한 정책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뉴저지와 우리의 이웃과 같은 민주당 지지 주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행정부가 모든 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뉴저지 납세자들을 위해 싸울 것을 

약속하며 오늘 우리가 한 조치가 바로 그 약속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와 Malloy 주지사가 뉴저지의 노력에 동참하여 기쁩니다.”  

  



Dannel P. Malloy 코네티컷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GOP 세금 법안은 1%의 

부자들에게 거대한 지원금을 안겨주고 법으로 중산층 납세자들을 꼼짝 못 하게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법은 주와 지방세 공제금에서 100억 달러 이상 손해 볼 것이 

예상되는 코네티컷 납세자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수천수만의 주민들이 본인의 자산 

가치가 내려가는 반면에 세금은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결성한 

연합은 근시안적이고 파괴적인 공화당 법이 우리주에 대한 차별적인 영향과 싸울 

것입니다.”  

  

새 연방 법은 이미 기타 모든 주보다 심각한 “수지” 부족분에 훨씬 모자란 연방 예산을 

배정받는 대신에 매년 480억 이상 더 많은 세금을 워싱턴에 지불하는 뉴욕주에 부당한 

영향을 줍니다. 뉴욕주 조세 재무부(Department of Tax and Finance)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전체 SALT 공제금에 대한 단독 삭감은 뉴욕에 143억 달러의 추가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 합니다.  

  

전체 SALT 공제금 삭감은 또한 각 주가 이중과세를 당하지 않은 수익을 올리는 것을 

허용하는 연방세법의 근본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연방 정부를 고소하기 위하여 여러 주가 연합하는 것은 Cuomo 주지사가 2018년 

시정방침 (2018 State of the State Address)에서 발표한 대로 뉴욕을 공격하는 연방 

세법과 세 개 방면으로 싸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방면의 노력은 법률 폐지와 

교체 전략을 시행하는 것이며 세 번째 방면은 주 세금 정책 구성에서 주요하게 바꿀 

가능성을 찾는 것입니다.  

  

1월 17일,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 조세재무부는 연방세법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주 세제 개혁 옵션을 서술하는 일차 보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정부는 이 

청사진을 전문가, 법률가, 고용주, 납세자 및 기타 관계자들과 협력하는 기반으로 삼아 

뉴욕 세법에 대한 필요한 변화를 찾고 실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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