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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지방 정부의 재산세 감면 기한을 7월 15일까지 연장하도록 승인하는 

법안에 서명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곤란을 겪은 수많은 가족 및 기업의 존재를 인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곤란을 겪은 가족 및 기업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재산세 감명 신청 기한을 2020년 7월 15일까지 

연장하도록 지방정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S.8122-B/ A.10241-A)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의 뉴욕 주민 및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개인적,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마감 

기한을 7월 15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개인과 기업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Leroy Comri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상원 법안 8122-B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법안으로,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고 근본적으로 공정하며, 공공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이 회복을 

위해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상황을 이해하는 협력자로서 효과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변화를 만드는 정책을 

제안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하원의 동료로서 함께 법안을 지지한 Alicia Hyndman, 

의료, 동료와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중요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재인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의 근면한 가족, 노인들 및 주택 

소유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의원 Alicia Hynd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원에서 발의하여 

통과시킨 재산세 법안은 주택 소유자, 저의 29번 지역구, 뉴욕주 전역의 주민들에게 

중요합니다. 주정부 재개에 따라, 다수가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를 느끼고 있으며 

최소한의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세 감면 또는 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및 재인증 신청 제출 기한을 지방정부 재량에 따라 2020년 7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모든 부동산 소유자들이 20221-2022 평가 기간에 

팬데믹으로 인한 재산세 감면 또는 면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2020년 7월 15일까지 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제출 신처와 관련된 감면 또는 면제에 

대한 항소 절차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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