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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새 총리 리즈 트러스가 세금 감면을 해야하는 이유 

 

새 총리가 부임하는 순간 인플레이션이 9% 이상 오를 것이고 에너지 비용은 연간 최소 

3,300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총리는 법인세, 소득세, 국민보험을 대폭 인하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확인해야 한다. 

 

지역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사람들을 일자리로 끌

어들이는 방식으로 경제 개발을 지원한다. 그들은 취약한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사람들을 연결한다. 이러한 지역 사회 단체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 

 

지역 사회 센터를 운영하는 닉 채프먼은 국민들의 생활비 위기를 '끔찍하다'고 표현하며, 

센터를 이용하는 일부 사람들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

고한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그들의 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센터에 온다. 이와 같은 이야

기는 1,500개 커뮤니티 조직 네트워크에 반영된다.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곤경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 위기가 조직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이 '코로나보다 더 나쁘다'고 이야

기한다. 운영 비용이 치솟고 있고 무료 및 할인 식품을 공급하는 슈퍼마켓은 훨씬 더 좁

은 마진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커뮤니티 조직에서 그들은 지역 사회의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



록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지역 사회 단체와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이

유이다. 예를 들어, 국민들이 생활비 위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가계 지원 기금을 전달할 

때 지역사회 조직이 의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 사회 조직은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이 중요한 지원이 적재적소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 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 세금 감면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대

상으로 해야 한다. 지역 사회 조직을 위한 에너지 청구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것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국의 오래된 보일러와 누수된 지

붕을 교체하기 위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조직의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위기는 현실적이고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모든 정치인들이 위기에 직

면해 있는 일부 지역 사회 단체와 이야기하게 되면 정치적 논쟁이 현실에 더 비중을 둘 

것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변화를 가져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번역: 김하늘  

출처: https://capx.co/community-organisations-are-raising-the-red-flag-and-the-next-pm-

must-heed-their-war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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