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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명령 

 

2017년 12월 22일에 Donald J. Trump 대통령이 1986년의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IRC)을 처음으로 대폭 수정한 감세 및 일자리 법, 이하 법(Tax Cuts and Jobs Act)에 서명했기 때문에, 

 

이 법이 기업과 상위 1 퍼센트의 미국인들을 위한 엄청난 감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중산층 

가정에 과세함으로써 개인 및 기업에 대한 과세 비율을 변경하기 때문에,  

 

이 법이 주정부 및 지방 정부의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에 대해 허용되는 공제액을 1만 달러로 

제한하여, 뉴욕주 전 지역의 많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을 안겨 주며 뉴욕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연방세를 140억 달러 이상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뉴욕주가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금액보다 연방 정부에 480억 달러를 더 많이 제공하여 미국에서 

가장 많이 기부하는 주이기 때문에, 

 

이 법이 전국적인 시장에서 다른 주보다 구조적으로 뉴욕주의 경제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가 메디케이드(Medicaid) 증액 비용을 흡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방 정부들이 공유 

서비스를 통해 강하고 재정적으로 안전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열심히 싸워왔기 때문에, 

 

이 법이 지방 정부와 주정부 전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려는 우리 행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작용하여, 많은 지역사회의 지역 경제와 주택 시장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뉴욕 주민들이 이 법이 초래하는 파국적인 재정적 피해를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 ANDREW M. CUOMO, 본인은 뉴욕주 지사로서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Article 2-B)의 제28항(Section 28) 및 제29-a항(Section 29-a)에 의해 부여된 권한으로, 이에 

의거하여 본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일자부터 2018년 1월 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다음 법 또는 그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합니다. 

 

 부동산 조세법(Real Property Tax Law) 제904(1)조(§ 904(1)) 및 카운티 입법 기관이 세금 징수 

영장을 발급할 수 있는 모든 유사한 특별 조치에 관한 조항을 그 일자 이전에 예산이 채택된 경우라 

할지라도 최대한 12월 31일까지 징수 담당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이러한 입법 기관은 이에 

의거하여 세금 징수 영장을 발급하고 예산의 채택 또는 이 행정명령의 발령을 늦어도 2017년 12월 28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징수 담당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받았습니다. 

 

 세금 징수 또는 과세 평가를 위해 늦어도 정해진 시간 10일 전까지 타운 슈퍼바이저가 세금 징수 

영장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조세법(Westchester County Tax Law)의 

제283.301(1)조(§ 283.301(1)) 조항이 해당 일자 이전에 채택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러한 입법 기관은 

이에 의거하여 세금 징수 영장을 발급하고 예산의 채택 또는 이 행정명령의 발령을 늦어도 2017년 12월 

28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징수 담당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받았습니다. 

 



 

 

 

주정부, 카운티, 카운티 구역, 타운, 타운 구역 세금의 징수 및 과세 평가 범위에 관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조세법(Westchester County Tax Law)의 제283.301(2)조(§ 283.301(2)) 조항은 

경우에 따라 매년 2월, 4월 및/또는 6 월의 첫 날에 그 효력이 시작됩니다. 그 대신에 이러한 세금 징수는 

이로써 세금 징수관에게 세금 징수 영장을 전달한 시점부터 시작할 권한을 승인받았습니다. 

 

부동산 조세법(Real Property Tax Law)의 제920(2)조(§ 920(2))는 세금 징수관이 12월에 납세 

징수를 요구하지 않는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각 징수 담당관은 이로써 영장의 수령을 

포함하고 그에 따라 12월의 각 영업일에 세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조세법(Real Property Tax Law)의 제928-a(1)조(§ 928-a(1))는 부동산 소유자가 세금을 

부분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지자체 법인의 운영 주체가 결의 채택 여부에 따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의 부분적인 수령을 허용하는 징수 담당관을 고용합니다. 그 대신에, 각 징수 담당관은 

이에 의거하여 직접 대면 결제 목적으로 2017년 12월 29일까지 영업 종료일까지, 그리고 온라인 결제를 

목적으로 2017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그리고 그러한 지불이 가능한 경우 2017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소인이 찍힌 우편물로 세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 징수 영장을 받은 날로부터 세금의 

부분 납부의 수령을 승인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이천십칠년 십이월 이십이일, 올버니 시에서 

뉴욕주 관인과 함께 본인의 자필로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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