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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 Y. HAN, C.P.A.  P.C. 
 

38-11 150
th 

Street      2015 Center Avenue 2 Floor 

              Flushing, NY 11354            Fort Lee, NJ 07024 

Tel. 718.762.5050   Fax. 347-923-3090        Tel. 201-944-5770    Fax. 347-923-3090 

WEB:    www.hancpa.com  ,  E-mail:    hancpa@gmail.com 
 

2023 세금소식           YOUTUBE: "한창연의 미국세금 " 

 

1. 2023 년 1 월 1 일 부터 적용되는 각 주별 최저임금 :   .                             

State 
New York 

City 

Long island 

&  

Westchester 

County 

Other  

New York 

State   
New Jersey Connecticut 

금액 

$15.00 

(종업원 수에 

상관 없음) 

 

$15.00 

 

 

$14.20 

$12.93 

(6 인이하 사업체) 

$14.13 

(6 인 이상사업체) 

       $5.26 

(Tip employee) 

$14.00 

(07/01/22-

5/31/23) 

$15.00 

(06/01/23 

~5/31/24) 

NY Minimum Wage Rate Schedule 

Location 
Minimum Wage as 
of 12/31/2021*, *** 

Minimum Wage 
as of 12/31/2022*, 
*** 

Tipped Service 
Employees** 

 Tipped Food 
Service Workers** 

New York City $15.00 $15.00 
$12.50 Cash Wage 
$2.50 Tip Credit 

$10.00 Cash Wage 
$5.00 Tip Credit 

Long Island & 
Westchester 

$15.00 $15.00 
$12.50 Cash Wage 
$2.50 Tip Credit 

$10.00 Cash Wage 
$5.00 Tip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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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정부에서  노동청 감사가 최근 자주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업원 근무 

기록과 봉급 지불기록등을 잘 보관해 주십시요.  

3. 가상화폐 (Crypto Currency)거래나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세청(IRS)은 직접대면 세무조사의 횟수를 줄이기위해 제 3 의 

기관을 통한 자료수집을 통해 감사대상 선정 방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 Venmo, Zelle, Paypal, Cash app 등을 사용하여 발생된 거래는 일년에 

총 $600 이상은 2022 년 1 월부터 결재기관에서 IRS 에 금액을 신고 하게 

되어 있고 양식 1099-K 를 발행하게 됩니다. ( 2021 년전 까지는 

$20,000/년 이상이었음). 그러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에대한 정보처리 

문제로 1 년 연장된 2023 년 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5. 2023 년 새로운 개인 세법 

일반적으로 2022 년과 큰 변동이 없습니다.  

1)  세금신고없이 2023 년  1 년동안에 증여할수 있는 금액이 1 인당 

$17,000/ 년 입니다.  

2) 상속,증여 평생 면제 한도액이  $12,92M 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단 비시민권자 배우자 (예: 영주권자)에게는 공제금액이 $175,000 으로 

제한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한도금액을 상당히 줄일려는 노력을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개인은퇴연금(IRA) 불입 한도액은 2023 년에는  $6,500 (50 세 이상은 

$7,500)입니다 

 

 

 

Remainder of 
New York State  

$13.20* $14.20* 

As of 12/31/2022 

$11.85 Cash Wage 
$2.35 Tip Credit 

As of 12/31/2022 

$9.45 Cash Wage 
$4.75 Tip Cred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