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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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202호를 발령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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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그러므로, 이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주 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법률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영향을 받는 주정부 기관 및 지역의 지방정부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재난 

사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뉴욕주의 헌법과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8항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본인은 행정명령 202호에서 설정된 것과 같이 2020년 3월 7일 토요일에 

발효된 주 재난 비상상황(State Disaster Emergency) 선포를 30일간 지속하는 바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2021년 2월 26일 금요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법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개정 또는 다른 방식으로 만료되지 

않는 한 행정명령 202호 및 행정명령 202호에 대한 후속 명령으로 발령된, 대체, 수정 또는 달리 

만료되지 않은 법률 및 모든 지침의 일시 중지 및 수정 조치를 2021년 2월 26일 금요일까지 30일간 

지속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을 본 행정명령 일자부터 2021년 2월 26일 금요일까지 일시 중지 또는 

수정합니다. 

 

• 나소 카운티 행정법(Administrative Code) § 5-17.0(1), 이자 또는 처벌없이 나소 카운티 세금 

대장에 제시된 2021 상반기 국세 지불 기한을 2021년 2월 10일에서 2021년 3월 12일로 연장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제579항의 하위조항 (3)에 따라, 제한된 서비스 실험실에 지시할 

목적으로 면허가 있는 약사가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로 지정되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 

202.24호의 일시 중지 및 수정과 그 연장은 이로써 그러한 약사가 지시하는 제한된 서비스 

연구소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승인한 강화된 경제 활동 계획의 일환으로 신속 

검사를 사용하여 코로나19 감염 또한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만 

수정됩니다. 단, 그러한 검사가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제한된 서비스 실험실 사용에 대해서만 면제됩니다. 

 

• 면허가 있는 약사가 SARS-CoV-2 또는 그 항체를 검출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코로나19 검사를 지시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도록 허가하기 위해 교육법(Education Law)의 

제6801항을 수정한 범위까지 행정명령 202.24호는 이로써 면허가 있는 약사가 보건부가 허가한 

강화된 경제 활동 계획의 일환으로써 코로나19 검출을 위해서 상비 명령을 통한 것을 포함해 



 

 

검사를 지시하도록 허가하는 한에서만 수정됩니다. 이는 해당 검사가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승인한 경우 및 1988년의 연방 임상 실험실 개선법에 빠른 면제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검사가 해당 강화된 경제 활동 계획의 일부로써 제한된 서비스 실험실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임상 실험실에서 특정 상황에서 허가된 지시 출처로부터의 처방이나 지시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표본을 수령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 202.32호의 일시 정지 및 수정과 그 

연장은 이로써 보건부가 허가한 강화된 경제 활동 계획의 일환으로 및 본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을 검사할 권한이 있는 제한된 서비스 실험실 환자 특정 지시 또는 허가된 지시 

출처로부터의 처방 또는 지시 없이 코로나19 신속 검사를 위한 검체를 수령 및 검사하도록 

허가하이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만 수정됩니다. 단, 제한된 서비스 실험실은 (온라인 등록을 

통해 포함) 환자에게 이 행정명령에 따른 신속 검사와 관련하여 보건부가 발행하는 지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한된 서비스 실험실은 보건부 지침이 승인한 강화된 경제 활동 

계획에 따라 검사와 관련된 모든 실험실 보고서 및 문서의 승인된 주문 출처로 이 행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양성인 환자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격리 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제한된 서비스 실험실은 전자 임상 

실험실 보고(Electronic Clinical Laboratory Reporting System, ECLRS)을 통해 보건부에, 그리고 

지방 보건부에 양성 결과를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세법(Real Property Tax Law) 제925-a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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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토가 카운티 

 

또한, 행정부법 2-B조의 제29-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이번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1년 2월 26일 금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발행합니다. 

 

• 보건부 커미셔너는 정기적인 일정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발병을 관리하기 위해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중독 서비스 및 지원국(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발달 장애인 사무국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또는 보건부의 감독 

또는 허가를 받는 모든 주, 지방, 자원 비영리 밀집 시설의 모든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지시하거나, 거주민들의 방문권 또는 휴가를 수정 또는 제거할 권한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27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