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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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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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됨에 따라,  

 

그러므로, 이제 Andrew M. Cuomo 뉴욕주 주지사 본인은 행정부법(Executive Law) 2-B조 29-

a항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후속 지시에 따라 대체되지 않는 한 행정명령 202.23호를 비롯해 

행정명령 202.27호까지 포함하는 기타 후속 행정명령에 따른 제3자에 대한 모든 법과 기타 지시의 

중지 및 개정을 2020년 6월 20일까지 30일 동안 연장합니다. 

 

또한, 본인은 다음을 본 행정명령일부터 2020년 6월 20일 토요일까지의 기간 일시 중지 또는 

개정합니다.  

 

•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Law) 제576-b항의 세부조항 (1) 및 뉴욕 법령, 규정 및 규칙(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 10장의 제58-1.7 및 58-1.8항, 행정명령 202.30 및 

그것의 모든 연장사항의 촉진을 위해, 임상 연구실이 행정명령 202.30에 정의된 양로원 및 

성인 관리 시설 직원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를 권한 있는 명령원의 처방 또는 명령 

없이 수령하고 검사하도록 허가하고, 해당 검사의 결과를 검사를 받은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로원 또는 성인 관리 시설의 적절한 운영자 및 관리자에게 알리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이러한 경우,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양성인 환자를 적절히 추적관찰하기 위해 

시설 관리자가 지역 보건부에 연락해 검사 결과가 양성인 모든 시설 직원이 적절한 임상 

지침 및 적절한 격리 명령을 제공받았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 교육법(Education Law) 제 6530조. 의사들이 환자와 초기 의사-환자 관계를 맺지 않고 자가 

수집을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또한, 부동산세법(Real Property Tax Law) 제925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주 재난 

비상사태 시 영향을 받은 카운티, 도시, 타운, 빌리지, 교육구 최고경영자의 요청에 따라 이자 또는 

벌금 없이 재산세 납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이로써 본인은 연장을 신청한 지불 기일이 된 다음 

지방단체의 재산세 납부기한을 이자 또는 벌금 없이 21일간 연장합니다. 제퍼슨 카운티 앤트워프 

빌리지, 서퍽 카운티 아샤로켄 빌리지, 셔냉고 카운티 베인브리지 빌리지, 나소 카운티 베이빌 

빌리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브롱스빌 빌리지, 매디슨 카운티 카나스토타 빌리지, 나소 카운티 

시더허스트 빌리지, 오렌지 카운티 체스터 빌리지, 매디슨 카운티 치터냉고 빌리지, 스튜벤 카운티 

코닝시, 그린 카운티 콕사키 빌리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크로턴-온-허드슨 빌리지, 델라웨어 

카운티 델리 빌리지, 브룸-델라웨어 카운티 디파짓 빌리지, 제퍼슨 카운티 덱스터 빌리지, 톰킨스 

카운티 드라이든 빌리지, 먼로 카운티 이스트 로체스터 타운/빌리지, 나소 카운티 이스트 록웨이 



  

빌리지, 나소 카운티 플라워 힐 빌리지, 록랜드 카운티 그랜드-뷰-온-허드슨, 워싱턴 카운티 그랜빌 

빌리지, 나소 카운티 그레이트넥 빌리지, 나소 카운티 그레이트넥 에스테이트 빌리지, 록랜드 

카운티 하버스트로 빌리지, 허키머 카운티 허키머 빌리지, 오네이다 카운티 홀랜드 패턴트 빌리지, 

올리언스 카운티 홀리 빌리지, 서퍽 카운티 헌팅턴 베이 빌리지, 나소 카운티 킹스 포인트 빌리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어빙턴 빌리지, 나소 카운티 린브룩 빌리지, 나소 카운티 매서피쿼 파크 

빌리지, 세인트로렌스 카운티 마세나 빌리지, 올버니 카운티 메난즈 빌리지, 오스위고 카운티 

멕시코 빌리지, 나소 카운티 밀 넥 빌리지, 셔멍 카운티 밀포트 빌리지, 온타리오 카운티 네이플스 

빌리지, 렌셀러 카운티 나소 빌리지, 오네이다 카운티 뉴 하트포드 빌리지, 오네이다 카운티 뉴욕 

밀스 빌리지, 나소 카운티 올드 웨스트버리 빌리지, 이리 카운티 오차드 파크 빌리지, 나소 카운티 

오이스터 베이 코브 빌리지, 더체스 카운티 폴링 빌리지, 허키머 카운티 폴란드 빌리지, 오스위고 

카운티 풀라스키 빌리지, 서퍽 카운티 쿼그 빌리지, 나소 카운티 로슬린 빌리지, 나소 카운티 로슬린 

하버 빌리지, 프랭클린 에섹스 카운티 사라낙 레이크 빌리지, 얼스터 카운티 소거티스 빌리지, 먼로 

카운티 스코츠빌 빌리지, 나소 카운티 시 클리프 빌리지, 델라웨어 카운티 시드니 빌리지, 먼로 

카운티 스펜서포트 빌리지, 웨인 카운티 소더스 빌리지, 사라토가 카운티 사우스 글렌스 폴스 

빌리지, 톰킨스 카운티 트루먼스버그 빌리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터커호 빌리지, 록랜드 카운티 

어퍼 냐크 빌리지, 오렌지 카운티 워윅 빌리지, 록랜드 카운티 웨슬리 힐스 빌리지, 록랜드 카운티 

웨스트 하버스트로 빌리지, 나소 카운티 웨스트버리 빌리지, 워싱턴 카운티 화이트홀 빌리지, 

오네이다 카운티 화이츠보로 빌리지, 나소 카운티 윌리스턴 파크 빌리지, 나소 카운티 밸리 스트림 

빌리지, 나소 카운티 플로랄 파크 빌리지, 쇼하리 카운티 쇼하리 빌리지, 서퍽 카운티. 

 

또한, 부동산세법의 제925-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서퍽 카운티 헤드 오브 더 

하버 빌리지, 나소 카운티 러셀 가든즈 빌리지의 기존 2020년 4월 1일이었던 이자 또는 벌금 없는 

납부기한을 소급 적용하여 21일간 연장합니다. 

 

또한, 재난 비상사태에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지침도 발행할 수 있는 행정부법 2-

B조의 제29-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이번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6월 20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발행합니다. 

 

• 주 내 경마장의 면허권자 또는 가맹점은 2020년 6월 1일부터 그러한 경마장을 운영할 수 

있으나, 단 그러한 경마장은 시설 내 방문객 또는 팬을 허용하지 않으며 현장에 필수 인력만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마장의 그러한 면허권자 또는 가맹점, 모든 필수 인력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및/또는 게임위원회(Gaming Commission)에서 발행한 지침 또는 

지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어떤 이유로든 모든 크기의 비필수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 202.10(후에 행정명령 202.18 및 

행정명령 202.29에 의해 연장)은 이로써 종교 서비스 또는 의식, 또는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서비스 또는 기념행사를 위해 10명 이하 개인의 모임을 허용하도록 

수정됩니다. 단, 보건부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절차와 청소 및 절차를 준수하고 

추가로,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참여자 간 대면 접촉이 없는 한 드라이브인 또는 원격 

종교 서비스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차량 캐러밴은 허용됩니다. 

 

• 조세법(Tax Law) 제1145항에 의거하여 지연 신고 및 지불 처벌을 경감할 수 있는 조세 및 

금융 커미셔너의 권한은 2020년 2월 29일까지 분기별 판매세에 대해 2020년 3월 20일까지 

환급 신청과 판매 및 이용세를 납부해야 했던 납세자에게 최대 100일까지 이자 및 벌금 면제 

승인을 포함하는 범위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행정부법 제2-B조 제29-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본인은 이로써 행정명령 

202.22에 포함된 다음 조항을 아래 더 이른 날짜가 특정되지 않는 한 본 행정명령일부터 2020년 6월 

20일까지 일시 중단하거나 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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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1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