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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겨울철 급증으로 취약한 주택 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방문 
갱신 요건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  

  

행정명령, 또한 실험실이 뉴욕 시료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주 외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여 검사 용량을 늘리고 지연을 줄임  

  

1월 15일 만료되는 공개 회의법에 따라 입법부에 원격으로 회의할 수 있는 재량권 부여  
  

Hochul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 주택 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 갱신 요건을 지자체가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겨울철 급증세와 싸우면서, 가장 

취약한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면제 혜택에 

의존하는 수천 명의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들은 집에 머무르기 위해 건강과 안전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저는 지방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취약한 뉴욕 시민들이 올겨울 집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식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행정명령에는 뉴욕주가 오미크론 변종과 사례의 물결을 퇴치함에 따라 

공공보건을 지원하기 위한 두 가지 추가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Hochul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검사 용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인증된 임상시험소가 뉴욕 시민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외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 행정명령은 뉴욕주 상원과 하원에 현재 다른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9월에 

통과된 법률과 일관되게 1월 15일까지 원격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원격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회의 내용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executive-order%2Fno-111-declaring-disaster-emergency-state-new-york&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373250baa05a4bfef68408d9c8ce345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6161023974023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053QIqbi7ylXdIDayAcYY6ZVWvWnhfNwoWymTQvVzJg%3D&reserved=0


 

 

  

지방 정부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2021년 혜택을 받은 모든 재산 소유자에 대해 

개인이 1차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증서에 다른 소유자를 추가하거나 재산을 새 

소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사망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없는 한 2022년 혜택을 자동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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