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6년 9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 대안적 퇴역군인 세금 면제를 뉴욕시 학교세에 적용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법률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가 학교세(school tax)에 대한 대안적 퇴역군인 

세금 면제를 확대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퇴역군인들은 우리 주와 우리 나라의 존립 

기반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부름에 응했으며, 이 세금 면제는 그들의 봉사에 대해 

감사하기 위한 단지 하나의 작은 방법일 뿐입니다. 저는 이 법률에 서명해서, 뉴욕시의 

퇴역군인들이 우리 주의 다른 모든 지역에 있는 그들의 동료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던 허점을 시정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2013년에 주지사는 주 전역의 교육청이 학교세에 대한 대안적 퇴역군인 세금 면제를 

제공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학교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5개 자치구에 있는 퇴역군인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 법률(A.9688 / S.7121)은 이러한 불평등을 시정하고, 뉴욕시 의회가 학교세에 대한 

대안적 퇴역군인 세금 면제를 확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줍니다. 

 

주 하원의원 Michael Cusick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퇴역군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했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엄청난 감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명된 

법률은 뉴욕시 의회가 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수만 명의 퇴역군인들에게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해주어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매년 상당한 세금 절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2013년에 통과된 저의 기존 법률을 명확히 해줍니다. 뉴욕주 전역의 많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이 조치를 시행했으며, 저는 뉴욕시 의회가 이러한 선례에 따라 

이번 법률에 따른 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간청합니다. 이번 노력에 협력한 Cuomo 

주지사와 주 상원의원 Lanza께 감사드리며, 저는 우리의 퇴역군인 주택소유자들에게 

그들이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세금 면제를 제공함에 있어서 시 의회에 있는 저의 

동료들과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주 상원의원 Andrew J. Lanz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률은 시 의회의 승인에 따라, 

뉴욕시에 있는 유자격 퇴역군인들에게 학교세를 면제해줍니다.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한 퇴역군인들에게 우리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은 적절한 

조치일뿐입니다. 이 법률안의 자랑스러운 후원자로서, 저는 미국에 대한 우리 



퇴역군인들의 봉사에 존경을 표시하고, 적절히 인정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확고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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