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2호 
 

행 정 명 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따라서 오늘 저 Andrew M. Cuomo 뉴욕주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규, 지방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재난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재난 대응 지원 및 도움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법률을 본 행정 명령일부터 2020년 5월 20일 수요일까지 일시 정지 

또는 수정합니다. 

 

 

• 임시 및 최종 평가 대장이 현지 선택에 따라 허용되는 기간보다 최대 30일 이후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부서가 임시 대장 제출 이후 최소 21일 이후에 평가 불만 사항을 듣는 

날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 대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불만 사항을 

듣는 날짜를 눈에 띄게 잘 게시한다는 전제하에 임시 대장 제출 공고를 온라인에서만 

게시될 수 있도록 하며, 불만 제기자가 불만 사항을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제기할 수 

있다는 점과 대중이 이러한 절차를 보거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현지 평가 심사 위원회에서 화상 회의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통해 원격으로 불만 사항을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2020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임시 평가 대장이 제출되어야 

하는 기타 일반적 또는 특수법의 유사한 조항 및 부동산세법 제5조. 

 

• 과세 및 재무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균등화 비율, 등급 비율 및 등급 균등화 비율이 

적용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세금 징수에 대한 법률이 정한 마지막 날짜보다 늦어도 10일 

전에 최종 주 균등화 비율, 등급 비율 및 등급 균등화 비율을 인증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부동산세법 제1212항.  

 

• 부동산세법 제1512(1)항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법률 제283.291항 및 제283.221항은 

카운티 행정 책임자가 어떤 도시의 타운 슈퍼바이저 또는 시장과 협상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타운 및 도시가 60퍼센트 이상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더 낮은 비율의 세금 및 

특별 종가 부담금 또는 5월 25일로 예정된 특별 평가를 수락하도록 하기 위해 유보됩니다. 

카운티 경영진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결정하기 위해 타운 또는 도시에서 카운티 행정 

책임자의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연체 납부 또는 이자에 대한 벌금이 면제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법 제283.221항은 2020년 7월 15일까지 제283.221항에 따라 카운티 

및 카운티 지방세 연체 납부에 대한 벌금을 면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결정하기 

위해 타운에서 카운티 행정 책임자의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타운 및 

타운 지방세 그리고 평가액 연체 납부에 대한 벌금을 면제하도록 타운 슈퍼바이저에게 

요구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추가 유보됩니다. 

 

• 부동산세법 제1512(1)항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내 도시 세법에 대한 벌금 조항은 해당 시 

시장이 카운티 및 카운티 지방세 연체 납부에 대한 벌금을 면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결정하기 위해 도시에서 카운티 행정 책임자의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도시 및 도시 지방세 그리고 평가액 연체 남부에 대한 벌금을 추가로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추가 유보됩니다. 

• 나소 카운티 행정 책임자가 이자 없이 납부하거나 해당 카운티의 부동산에 대한 학교 

세금의 마지막 절반 벌금을 납부할 기한을 2020년 6월 1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나소 카운티 행정법 5-18.0(2)항. 

 

 

 

 

2020년 4월 20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함. 

 

 

주지사  

 

주지사 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