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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세무세무세무세무 대리인을대리인을대리인을대리인을 고용하는고용하는고용하는고용하는 소비자들을소비자들을소비자들을소비자들을 보호하기보호하기보호하기보호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규제규제규제규제 발표발표발표발표  

 

뉴요커들에게 세무세무세무세무 대리인을대리인을대리인을대리인을 선택할선택할선택할선택할 때때때때 주의주의주의주의 당부당부당부당부  

 

비윤리적비윤리적비윤리적비윤리적 세무세무세무세무 대리인에대리인에대리인에대리인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진정은진정은진정은진정은 518-530-HELP로로로로 전화하여전화하여전화하여전화하여 제기제기제기제기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는 뉴욕주 소비자들을 더 잘 보호할 역사적인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규제로 뉴욕주는 세무 대리인 산업을 규제하는 4개 주 중 

하나가 됩니다.  

 

전주적으로 40,000명의 유급 세무 대리인들을 규제하는 이 종합적 규칙은 세금 신고서의 오류 및 

누락을 줄이고 사기를 줄이며 세무 대리인들의 역량과 윤리 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뉴욕주 납세자들의 70%가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 세무 대리인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기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명료한 기준이 존재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새 규제는 이 산업 내에 최소한의 자격과 전문가적 관행을 요구함으로써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는 뉴요커들을 더 잘 보호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이외에 본인은 세무 

대리인을 신뢰하는 분들이 자신의 숙제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터넷을 체크하고, 추천을 받으며, 

고용하는 사람이 뉴욕주 세무부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야피해야피해야피해야 할할할할 세무세무세무세무 대리인대리인대리인대리인 사기사기사기사기  

 

Cuomo 지사는 뉴요커들에게 세무 대리인들의 다음과 같은 비윤리적 행동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낮은 가격에 하기로 광고 또는 직접 약속하지만 세금 신고서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다고 주장하면서 훨씬 더 높은 수수료를 의뢰인에게 청구.  

•의뢰인으로 하여금 환급액을 의뢰인의 계좌 대신 세무 대리인의 계좌로 입금시키도록 

설득한 다음에 세무 대리인이 환급액 일부를 몰래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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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을 받기 전에 세무 대리인이 제의하는 고리 융자(종종 불명료한 조건으로).  

 

또한 납세자는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불법적 수단을 사용할 것을 제의하는 세무 대리인의 고용을 

피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할 때 의심하지 않는 납세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사기성 신고에 대해 결국은 납부, 그것도 더 많이, 납부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라고 

세무재정부장 Thomas H. Mattox가 경고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조언을 위해 힘들게 번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기사기사기사기 식별식별식별식별 및및및및 방지방지방지방지  

 

세무부는 범죄 활동에 대해 세무 대리인들을 지속적으로 조사 및 체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기분석선정팀(FAST)이 대규모 세무 대리인 음모를 적발합니다. 작년에만 FAST는  

부적절한 환급액 2600여만 달러를 식별하고 방지하였습니다.  

최근 세무 대리인 체포의 사례:  

 

•  Joseph Barrios, Jr., 50세, Mahwah, NJ, Riker’s Island에서 6개월 복역할 것임  

• Susan Pemberton, 43세, Rockville Center, 최대 3년 징역 선고  

• Crystal Sweet, 38세, Gloversville, 최대 6년 징역 선고  

•  Christopher Curry, 40세, Westbury, 최대 3년 징역 선고  

•  John Berry, 42세, Dunkirk, 42명의 고인들 이름을 사용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  

• Chiara Hudson, 24세, Bronx, 최대 4 ½년의 보호관찰 선고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최초의최초의최초의최초의 세무세무세무세무 대리인대리인대리인대리인 규제규제규제규제  

 

2011년 이래 대다수의 세무 대리인들은 세무부에 매년 등록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처음으로 이 규제에 의거 1년에 적어도 10건의 뉴욕주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  주 역량 검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  18세 이상이고 고졸이거나 또는 고졸 상당 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해당 IRS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년 4시간의 보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초보 세무 대리인(뉴욕주 세금 신고서 작성 경력이 3년 미만)은 16시간의 기초 세무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새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 교육으로부터 세무 대리인 등록의 정지 또는 취소에 이르는 광범위한 

징계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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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인회계사, 회계사 및 등록 에이전트는 본 규제가 면제되지만 자신의 면허 기관이 정한 

특정 전문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본인의 전문가 인증의 일환으로서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정식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세상세상세상세 정보정보정보정보  

 

팩트 시트: 뉴욕주 최초의 세무 대리인 규제  

세무 대리인의 불법적 또는 부적절한 행동을 아십니까?  

 

518-530-HELP로 전화하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세무 대리인 고용을 고려하십니까?  

그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무료 세금 신고서 작성 옵션을 고려하십시오  

IRS 인증 자원봉사자 사이트를 찾으세요 (최대 소득 = $52,000)  

AARP Tax-Aide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소득 무제한) 

 

소비자 권리 장전을 읽으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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