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호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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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부동산 세법(Real Property Tax Law) 제925-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주
재난 비상사태 시 영향을 받은 카운티, 도시, 타운, 빌리지, 교육구 최고 행정관의 요청에 따라 이자
또는 벌금 없이 재산세 납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이로써 본인은 연장을 신청한 다음 지방 단체의
지불 기일이 된 재산세 납부 기한을 이자 또는 벌금 없이 21일간 연장합니다. 이리 카운티 앙골라
마을; 서퍽 카운티 바빌론 마을; 서퍽 카운티 벨포트 마을; 먼로 카운티 브록포트 마을; 나소 카운티
브룩빌 마을;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뷰캐넌 마을; 제퍼슨 카운티 클레이튼 마을; 이리 카운티 데푸의
마을; 나소 카운티 이스트 힐스 마을, 브룸 카운티 엔디콧 마을, 나소 카운티 파밍데일 마을,
오논다가 카운티 페이엣빌 마을, 서퍽 카운티 그린포트 마을, 톰킨스 카운티 그로턴 마을, 나소
카운티 헴스테드 마을, 코틀랜드 카운티 호머 마을, 워싱턴 카운티 허드슨 폴스 마을, 나소 카운티
아일랜드 파크 마을, 나소 카운티 켄싱턴 마을. 나소 카운티 로렐 할로우 마을, 오렌지 카운티 먼로
마을, 나소 카운티 먼지 파크 마을, 록랜드 카운티 나이액 마을; 서퍽 카운티 오션 비치 마을, 오렌지
카운티 오티스빌 마을, 서퍽 카운티 패초그 마을,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피크스킬시, 더치스 카운티
레드 후크 마을, 더치스 카운티 라인벡 마을, 사라토가 카운티 사라토가 스프링스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스카스데일 마을, 나소 카운티 사우스 플로랄 파크 마을. 델라웨어 카운티 스탬포드 마을,
나소 카운티 스튜어트 매너 마을, 오네이다 카운티 실반 비치 마을, 슈일러 카운티 왓킨스 글렌
마을, 앨러게니 카운티 웰스빌 마을
또한, 부동산 세법의 제925-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해 나소 카운티 토마스튼
마을의 기존 2020년 4월 1일이었던 이자 또는 벌금 없는 납부 기한을 소급 적용하여 21일간
연장합니다.
추가로, 주 비상시 법률, 지역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 사태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법률, 지역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을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하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법률을 본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일부터 2020년 7월 2일
목요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
•

비동기식 전자 인터페이스 또는 뉴욕주 면허를 갖춘 의사가 승인한 전자 메일을 통해
관리된 설문지를 임상 검사를 목적으로 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충분하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정도의 교육법(Education Law) 제6530조, 또는 공중 보건법(Public Health
Law)의 모든 섹션.
또한, 재난 비상사태에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지침도 발행할 수 있는 행정부법 2B조의 제29-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해 이번 행정 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7월 2일
목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발행합니다.
•

모든 이발소, 미용실, 문신 또는 피어싱 가게 및 관련 개인 케어 서비스를 대중에게
폐쇄하도록 요구하며 확장된 행정 명령 202.7에 포함된 지침은 이로써 이발소 및 미용실의
영업 재개를 허용하도록 수정됩니다. 이 지침은 2단계 산업 영업 재개를 위해 발표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지침과 일치합니다.
경주장의 허가 소지자나 체인점이 그러한 경주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 명령
202.32에 포함된 지침은 2020년 7월 2일까지 수정 및 연장되어 보건부 지침에 따라 2020년
6월 3일부터 운영자가 자동차 경주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단 자동차 경주장은
필수 인력이나 참가자만 현장에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하며, 방문객 또는 관객이 시설이나
경주장 구내로 입장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New York on Pause 관련 행정 명령 이전 수정된 행정 명령 202.35는 이로써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o 1단계 운영 재개에 대한 보건부가 정한 규정된 공중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지역에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가 정한 바에 따라 야외, 저위험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그러한 활동을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보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

•

2020년 6월 2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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