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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명령 

 
주 발행 문서 재발급 비용 지불과 관련된 조항 긴급 및 임시 중지 

 
 

 2011년 8월 25일에 발급된 행정 명령 No. 17에서 뉴욕주 Bronx, Kings, New York, Queens, 
Richmond, Nassau, Suffolk 카운티 및 인접지역에 재해 긴급사태 선포가 내려졌으므로    

 
 2011년 8월 27일부터 시작하여 허리케인 Irene이 내린 폭우가 뉴욕전역에 홍수 및 폭풍해일을 

발생시키고, Albany, Bronx, Clinton, Columbia, Delaware, Dutchess, Essex, Greene, Kings, Montgomery, 
Nassau, New York, Orange, Putnam, Queens, Rensselaer, Richmond, Rockland, Saratoga, Schenectady, 
Schoharie, Suffolk, Sullivan, Ulster, Warren, Washington 및 Westchester 카운티 지역을 심각하게 
황폐시킴으로, 뉴욕주를 비상사태 및 대재해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미국 대통령에게 물어보았으므로; 
그리고 

 
  2011년 9월 7일 이후로 계속되는 심한 폭풍들에 의해  Albany, Broome, Chenango, Chemung, 

Delaware, Greene, Herkimer, Montgomery, Oneida, Otsego, Rensselaer, Schenectady, Schoharie, Sullivan 및 
Tioga 카운티에 돌발 홍수 및 물범람 사태가 생겨, 뉴욕주를 비상사태 및 대재해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미국 대통령에게 물어보았으므로; 

 
이제, 그러므로, 나,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는 이로써 이 일들로 결과된 재해 

범위가 많은 지방정부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뉴욕주 헌법 및 행정법 2-b조항 섹션 28에 따라 내게 확립된 권한에 의해, 이로써 나는 주 재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해 발행된 행정 명령 No. 17을 개정하며 이는 다음의 추가의 카운티 영토 경계 
내에서 2011년 9월 12일부터 유효합니다: Albany, Broome, Chenango, Chemung, Clinton, Columbia, 
Delaware, Dutchess, Essex, Greene, Herkimer, Montgomery, Oneida, Orange, Otsego, Putnam, Rensselaer, 
Rockland, Saratoga, Schenectady, Schoharie, Sullivan, Tioga, Ulster, Warren, Washington 및 Westchester; 
그리고 

 
또한, 행정법 2-B조 섹션 29-a에 의해 내게 확립된 권한에 따라, 또한 차량부 (Departments of 

Motor Vehicles), 보건부 (Health), 교육부 (Education), 조세 및 재정부 (Taxation and Finance), 국무장관 
(Secretary of State) 또는 주 주류 통제국 (State Liquor Authority)에서 결정한 대로, 주 재해 비상사태 
기간동안 어느 기관의 법규,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이나 규정, 또는 부분의 특정 조항이  특정조항이 
재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에, 그리고 재해 피해자들이 
재해에 분실한 특정 서류를 대체하도록 도울 목적으로, 나는 이 행정 명령 발행일로부터 차후의 
공고가 발표될때까지 다음의 법안들을 임시로 정지시킬 것을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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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량부 관련법 정지 

 차량 및 교통법 (Vehicle and Traffic Law) 섹션 401 부분 3, 차량이나 트레일러의 등록증이나 
번호판 재발급 또는 교체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차량 및 교통법 섹션 410 부분 3, 오토바이의 등록증이나 번호판 재발급 또는 교체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차량 및 교통법 섹션 491 부분 2, 비운전자 신분증의 재발급 또는 교체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차량 및 교통법 섹션 503 부분 2, 운전면허증 재발급 또는 교체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차량 및 교통법 섹션 503 부분 2, 타이틀 재발급 또는 교체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차량 및 교통법 섹션 2222 부분 4, 스노우모빌 등록증이나 번호판 재발급 또는 교체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차량 및 교통법 섹션 2251 부분 9, 선박 등록증 또는 번호판 재발급 또는 교체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차량 및 교통법 섹션 2261 부분 3, 제한 용도 차량 등록증이나 번호판 재발급 또는 교체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차량 및 교통법 섹션 2282 부분 4, 전 지형 차량 등록증이나 번호판 재발급 또는 교체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B. 국무부 관련법 정지 

행정법 섹션 96 및 섹션 96-a, 부분 (3)과 (4), 그리고 뉴욕 규칙 및 규정법 타이틀 19 섹션 143-5.1 
부분 (a) 문단 (6)과 (7), 부분 (d) 문단 (4)와 (5), 이 규정들이 국무부가 기업국 (Division of 
Corporations)에서 제공했거나 동일무역법 (Uniform Commercial Code)과 관련된 서류의 교체 비용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일반 사업법 (General Business Law) 섹션 409 부분 (4), 외관 향상 자격증 재발급 또는 교체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일반 사업법 섹션 440 부분 (5), 이발사 자격증 재발급 또는 교체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부동산법 (Real Property Law) 섹션 441-a 부분 (6), 재발급 부동산 판매원이나 중개인 명함 

재발급 또는 교체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부동산법 섹션 160-a 부분 (3), 재발급 부동산 감정인 명함 재발급 또는 교체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일반 사업법 섹션 76, 보석 집행 대리인, 사설탐정, 감시원, 경비원 및 순찰자 자격증이나 

신분증 재발급 또는 교체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행정법 섹션 96 부분 (12), 안보관리인이나 재발급 또는 장갑차 기사 면허증 교체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일반 사업법 섹션 899-bbb 부분 (6) 문단 (c), 문서 처리 계약인 자격 등록증 재발급 또는 교체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일반 사업법 섹션 797 부분 (6), 보청기 지급인 자격 등록증 재발급 또는 교체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행정법 섹션 131 부분 (13), 공증인 신분증 재발급 또는 교체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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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법 섹션 750-g 부분 (2), 애완동물 묘지 또는 애완동물 화장터 사업운영 자격증 재발급 
또는 교체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일반 사업법 섹션 69-r 부분 (3), 경보장치 설치자 자격증 재발급 또는 교체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C. 보건부 관련법 정지 

공공 보건법 (Public Health Law) 섹션 4174 부분 (2)와 (9), 출생신고서나 보증된 출생신고서, 
정상아 출산, 사망, 또는 유아사망 증명서 교체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공공 보건법 섹션 4139 부분 (6) 및 섹션 4174 부분 (9), 파경에 대한 보증된 증명서, 보증된 사본 
또는 파경 증명서의 보증된 사본 재발급 또는 교체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가정관계법 (Domestic Relations Law) 섹션 20-a 및 공공 보건법 섹션 4174 부분 (9), 보증된 
결혼증명서 재발급 또는 교체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D. 조세 및 재정부 관련법 정지 

조세법 (Tax Law) 섹션 502 부분 1 문단 (a), 고속도로 사용세 등록증명서 교체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조세법 섹션 522 부분 (a), 연료사용 자격증 또는 전사 교체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그리고  

E. 주 주류 통제국 관련법 정지  

주류 통제법 (Alcoholic Beverages Control Law) 섹션 114 부분 (6), 사업 허가증 교체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F. 주 주류 통제국 관련법 정지     

교육법 섹션 7210 부분 (4), 전문 공학기술 또는 토지 측량 서비스 제공 권한 자격증 교체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교육법 섹션 6507 부분 212 및 뉴욕 규칙 및 규정법 타이틀 8, 2장 B조항 섹션 59.9 부분 (f) (the 

New York Code of Rules and Regulations), 등록자격증 및 자격 문서 재발급 또는 교체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이천십일년 구월 십오일 Albany시에서 내게 주어진 

권한 및 주 인장의 권한에 의함.  

 

 

주지사             

 

 주지사 비서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