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개혁에 관한 뉴욕시 자문 위원회(New York City Advisory Commission on 
Property Tax Reform)  

10가지 예비 권고안에 관한 퀸즈 온라인 공청회 
 

2018년, Bill de Blasio 시장과 시 의회 의장 Corey Johnson은 자문 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의 재산세 
제도를 보다 단순화하고 보다 명료하며 보다 공정하게 만들면서도 핵심 시 서비스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수입의 감소는 일으키지 않는 제안 사항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2020년 초, 
위원회는 예비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세제 개혁을 위한 10가지 예비 권고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예비 보고서에는 또한 뉴욕시 재산세 제도의 간단한 역사, 재무국(Department of 
Finance)이 재산세 고지서 내역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현행 방식과 기존 세제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초기에 이 보고서와 관련하여 직접 대면 공청회를 2020년 
3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COVID-19로 인하여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6월 9일 오후 6시에 퀸즈 주민들을 대상으로 10가지 예비 권고안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Zoom 공청회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모든 뉴욕 시민들이 이 보고서를 읽고 공청회에 
참여하여 각자의 의견을 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발표를 하려면 최소 24시간 전에 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공청회는 뉴욕시 의회 온라인 공청회실로 방송될 것입니다. 위원회 웹사이트 링크: 
https://www1.nyc.gov/site/propertytaxreform/index.page. 이 웹사이트에서 예비 보고서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발표자는 발표 내용을 2분 이하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윈회 위원들이 발표자들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추가로 시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선출직들이 먼저 발표 기회를 얻고 다른 모든 참가자들은 등록 순서대로 발언권을 
갖습니다.  
 

발표자들은 발표 내용을 행사일보다 일찍 PropTaxInfo@propertytaxcommission.nyc.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또는 위원회 웹사이트에 직접 업로드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온라인과 대면 공청회에서 제출된 모든 발표 자료를 읽어볼 것입니다. 위원회는 
자치구별 공청회를 브룩클린의 경우 5월 27일에 브롱크스는 6월 14일에 맨해튼은 6월 16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공청회는 5월 11일에 실시되었습니다. 참가자는 거주지 
공청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자치구 공청회에서든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시려면 PropTaxInfo@propertytaxcommission.nyc.gov로 연락하시거나 212-
676-3072번으로 연락하시되 공청일 기준 최소 3일 전 오후 5시까지는 연락해 주십시오. 미국 
수화(American Sign Language, ASL) 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요청하시려면 이메일을 주시거나 
오후 5시까지 전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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