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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비영리 기업이 정치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  

  

이 법안은 뉴욕 법의 정치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개입하는 비영리 기업에 대한 존슨 

개정안 연방 제한(Johnson Amendment Federal Restriction)을 성문화  

  

Cuomo: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부적절한 정치 활동에 비과세법인이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식적인 보호를 제거하려는 Trump 행정부의 위협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할 권리가 있으며, 이 법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비영리 기업이 공직 선거에 나선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캠페인에 참여 또는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S.4347/A.623)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존슨 개정안(Johnson 

Amendment)으로도 알려진 정치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개입하는 비영리 기업에 대한 

연방 제한을 성문화합니다. Trump 행정부는 취임한 이래로 존슨 개정안(Johnson 

Amendment)이 제공하는 보호 조치를 약화시키려고 반복적으로 시도했으며, 존슨 

개정안(Johnson Amendment)이 폐지되었다고 잘못 암시함으로써 대중들을 지속적으로 

오도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부적절한 정치 활동에 

비과세법인이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식적인 보호를 제거하려는 Trump 행정부의 

위협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할 권리가 있으며, 이 

법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존슨 개정안(Johnson Amendment)은 195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종교 

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가 정치화되고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캠페인에 기부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최근 의회에서 이를 폐지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2017년 5월 Trump 

대통령은 존슨 개정안(Johnson Amendment)의 요건을 완화하려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습니다. 2018년 6월, 뉴욕 법무장관실(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은 

도널드 J. 트럼프 재단(Donald J. Trump Foundation)이 존슨 개정안(Johnson 

Amendment)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지원 제공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민사 고발을 

제기했으며 이는 재단을 해산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존슨 개정안(Johnson 



 

 

Amendment)을 뉴욕 법에 성문화하면 의회가 그것을 폐지하더라도 뉴욕주의 비영리 

기업들은 여전히 정치 활동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Liz Krueg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영리 단체와 종교 단체를 정치적 

개임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진 단순한 법안으로, 우리가 60년간 지켜온 

것입니다. 워싱턴의 행정부는 이러한 보호 조치를 폐지하고,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기부자들이 교회, 사원, 회당을 통해 캠페인 기금을 세탁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싶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영리 단체를 정치화하고, 그들이 주요 임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비영리 부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손상시킬 것입니다. 오늘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시고 뉴욕주는 오랫동안 유지된 이 기준이 깨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으며 

워싱턴이 이를 '고치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Amy Pauli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슨 개정안(Johnson 

Amendment)을 옹호하는 가장 강한 목소리는 수천 개의 비영리 단체, 자선 단체, 교회, 

회당 및 기타 신도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 개정안이 그들의 자선 행위가 세금 

면제를 보증하고, 독립적으로 온전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Cuomo 주지사와 입법부의 동료들 덕분에, 뉴욕은 이제 우리의 선거를 

뒤흔들려는 제 3자의 비밀스러운 캠페인 개입의 홍수로부터 보호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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