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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몬로 카운티 내 자원봉사 소방관 단체 또는 자원 구급차 서비스 

회원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  

  

법안(S.6676-A/A.7644-A)으로 유자격 회원에 대해 몬로 카운티가 10% 감면 혜택 
제공  

  
Hochul 주지사는 오늘, 몬로 카운티(Monroe County)가 2년간 기관에 소속되어 일한 

자원 소방관 또는 구급대원에 대하여 10% 부동산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S.6676-

A/A.7644-A)에 서명하였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우리의 자원 소방관과 

구급대원들은 응답하여 출동합니다. 이 희생적인 자원봉사자들은 우리의 전적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에 보답하고 몬로 카운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이 동참하도록 격려하는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매우 뿌듯합니다."  

  

이 부동산 세 감면은 시, 빌리지, 타운, 파트 타운, 특별구, 학구, 소방구 또는 

카운티에서 부동산의 평가액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1월 1일자로 발효됩니다.  

  

Samra Brouk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 몬로 카운티에서, 자원 소방관과 

구급대원들은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몇 번이고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이들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엄청난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봉사정신은 우리 커뮤니티와 주에 대단한 공로이므로, 그들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상정하며 매우 뿌듯했습니다. 이 봉사자들의 용맹과 일에 대한 헌신에 대해 

감사하는 적절한 방법이 없지만, 이것인 그들이 마땅히 받을 지원과 감사를 받도록 하는 

작은 조치입니다. 이 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제 동료 Jen Lunsford 의원과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이 법안에 서명한 Kathy Hochul 주지사에게 감사 드립니다."  

  

Jen Lunsford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몬로 카운티의 자원 소방관과 구급대원들은 

노고에 대한 보상도 받지 않고 어려울 때 우리 커뮤니티를 돕기 위해 헌신하면서, 

언제나 우리 편에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그들의 희생과 노고를 인정하여 10%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그들을 편에 있도록 해줍니다. 이 법안을 지지한 

카운티 의원 John Baynes을 비롯한 지역 지도자들, 협력해 준 Brouk의원, 그리고 이 



법안의 중요성과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위한 이 

법안의 긍정적 영향을 인정한 Hochul 주지사에게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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