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2월 1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사상 최고액의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사기 

수당을 회수했다고 발표  

  

실험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지역의 지방 검사들과 공조  

  

사상 최고 액수인 450만 달러, 실업 보험 신탁 기금(Unemployment Insurance Trust 

Fund)으로 반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지역 지방 검사들과 협력하여 사기로 부당 취득한 

사상 최고 액수의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UI) 수당 4,500,718 달러를 

2017년에 회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도덕한 사기꾼들이 시스템을 조작할 경우, 

그들은 법을 준수하는 뉴욕 주민과 기업들의 등 뒤에서 은밀하게 일을 벌입니다.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사기를 단속하고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일에 

동참해 주신 수사관들과 지역의 지방 검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특수 수사국(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s)은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사기 사건을 수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여러 데이터 소스를 모니터링하여 사기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수당을 받는 수혜자 중 극히 일부만이 그러한 불법적인 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을 상대로 사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속하게 범행이 드러납니다. 

일단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각될 경우 현지 법 집행 기관에 신고됩니다.  

  

2017년에 1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실업 보험 신탁 기금(Unemployment Insurance Trust 

Fund)으로 반환한 지방 검찰청(District Attorney office)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 검찰청(District Attorney Office)  2017년 회수된 총 반환금  

Erie County  $477,162  



 

 

New York County  $383,516  

Queens County  $328,447  

Westchester County  $316,282  

Monroe County  $301,128  

Suffolk County  $288,710  

Bronx County  $216,814  

Orange County  $187,587  

Onondaga County  $180,599  

Albany County  $165,294  

Richmond County  $162,618  

Dutchess County  $132,808  

Nassau County  $117,289  

Other DA Offices  $1,242,464  

합계 $4,500,718  

  

기타 지방 검찰청의 회수 내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State Labor Department)는 적극적으로 실업 보험(UI) 사기를 수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사한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저희는 법 집행 기관의 헌신적인 

수사관들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새롭게 달성하는 최고 기록이 그러한 

관계를 입증합니다.”  

  

John Flynn 이리 카운티 지방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들을 수사하기 위해 

우리 지방 검찰청이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와 협력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정부를 속이는 일은 뉴욕에서 법을 준수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들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Cyrus R. Vance, Jr. 맨해튼 지방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수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지원 시스템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아닌, 

불가항력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뉴욕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검찰청은 

이 사기꾼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납세자, 

직원, 고용주들을 위해 불법적으로 얻은 이 수당을 회수하는 데 협력해 주신 Cuomo 

주지사님,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저희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  

  

Richard A. Brown 퀸즈 지방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업 수당은 수많은 뉴욕 

주민에게 대단히 중요한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퀸즈 카운티에서 실업 수당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수령하는 사람들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받도록 기소될 것입니다. 

시스템을 속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일과 더불어 저희는 또한 수당을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Unemployment_Insurance_Fraud_Restitutions.pdf#_blank


 

 

회수하기 위해 그 행방을 추적할 것입니다.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사기는 

모든 직원을 위해 필수적인 직장 보호 대책을 좀먹는 범죄입니다.”  

  

Anthony A. Scarpino, Jr.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지방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재정 원조 시스템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행위로 인해 

부수적인 악영향이 발생합니다. 기업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그 결과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저희는 이 범죄를 심각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주를 

사취한 사기꾼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 등과 계속 공조할 

것입니다.”  

  

Sandra Doorley 먼로 카운티 지방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험 사기는 우리 

경제범죄국(Economic Crime Bureau) 입장에서 볼 때 작은 규모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부서 소속 지방 검사보 세 명이 다양한 금융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사기 사건 분야에서 이들이 거둔 성공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희 검사들이 납세자의 세금을 회수하는 성과를 올릴 때마다 

대단히 기쁩니다. 사기꾼들을 기소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 저희는 법 

집행 기관 및 뉴욕주 노동부(NYS Department of Labor)와 계속 공조할 것입니다.”  

  

Timothy D. Sini 서퍽 카운티 지방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퍽 카운티 지방 

검찰청(Suffolk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은 우리 주민을 대신하여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정직한 사람들이 시스템을 

속이는 일을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허위 청구를 기소하는 일은 우리 납세자들을 

보호하는 일이며 또한 우리가 지출하는 납세자의 모든 세금이 진정으로 이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뉴욕주에서 이러한 활동을 

이끌고 있는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수당을 

회수하는 데 서퍽 카운티 지방 검찰청(Suffolk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의 경제 

및 사이버 범죄국(Economic and Cyber Crime Bureau)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David M. Hoovler 오렌지 카운티 지방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검찰청은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사기와 같은 납세자의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기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기를 쳐서 가로챈 수당을 

회수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어왔습니다. 그러한 활동을 지속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기에 대한 기소는 기관들이 서로 공조할 때 가장 성공적입니다.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사기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과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와 공조하거나 또는 복지 

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 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와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Orange County Sheriff's Office)과 공조하거나 간에, 기관 사이의 공조는 

지금까지 저희가 거둔 탁월한 결과를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 주신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과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에 

감사드립니다.”  

  

William J. Fitzpatrick 오논다가 카운티 지방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납세자의 

세금을 사기치고 훔치는 사기꾼을 추적하는 일은 저의 재임 기간 중 항상 우선 

과제였습니다. 이것은 뉴욕주와 공조하는 방법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 경우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시스템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Michael E. McMahon 리치몬드 카운티 지방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수당을 속여서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람들은 실직한 

사람들을 위해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공금을 훔치고 있습니다. 이 사기꾼들은 

정직한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상승시키고 납세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저희 검찰청의 

경제범죄국(Economic Crimes Bureau)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취한 수당을 회수하고 이 

범죄 행위자들을 법이 허용한 최대한의 한도 내에서 처벌하도록 기소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우리 협력 기관들과 계속 공조할 것입니다.”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 외에도,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사기를 예방하여 막고, 고용주가 전적으로 

기금을 재정 지원하는 실업 보험 신탁 기금(Unemployment Insurance Trust Fund)의 

사기를 당하지 않고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일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허위 청구로 신탁 

기금(Trust Fund)이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고용주들이 더 많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사기를 막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뉴욕주는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사기 예방과 수사가 미국에서 가장 

앞서있습니다. 실업 보험 사기와 관련된 정보를 가진 분들은 사기 관련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무료 직통 전화 (888) 598-2077로 전화 보고해 주시거나 

www.labor.ny.gov/fraud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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