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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 불법 담배 거래 및 판매를 단절시키기 위한 STRIKE FORCE를
를 발표

국세청 12개의 연방 및 지방 법 집행 기관과 감독 노력을 위한 경험 많은 수사원들과의 제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불법 담배 거래 및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새로운 담배 Strike
Force를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된 Strike Force는 뉴욕으로 위조 및 비과세 담배
제품의 유입을 막기 위한 주, 지역 및 연방 정부 기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Strike Force는 또한
범죄 행위에서의 불법적인 금융 소득 추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 집행 전략은 이러한 불법 담배의 판매 단속하고, 법을 피해서 당연히 내야 할 수익을
강탈하는 밀수업자를 검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을 준수하는 납세자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예상되는 불법 거래 상인들은
공지되었고: 그들은 잡힐 것이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보유한 자원을 결합하여, Strike Force의 구성원들은 범죄 관련 정보 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개선하고 팀이 주요 불법 매매 조직을 방해하고 분해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법 담배 거래를 제거하기 위해 이러한 노력에 우리와 함께 협력하는 지역 및 연방 법
집행 기관에 감사합니다” Taxation and Finance의 의원 Thomas H. Mattox가 말했습니다.
이 계획은 국세청의 범죄 수사 본부의 지도력 하에서 조정 및 관리될 수 있습니다. Michael
Spinosa는 Strike Force를 감독하는 수석 수사관으로 일할 것입니다.
Spinosa씨는 특히 자금 세탁, 사기 문서 및 첨단 감시에 초점을 맞춘 법 집행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합류하기 이전에 그는 장기 마약 조사를 감독하는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의 Detective Sergeant였습니다.
수사관 Spinosa의 리더십 하에서 국세청은 올해 이미 18개의 독립적인 밀수 담배를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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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했습니다.
뉴욕 주에서 20개피 담배 1갑의 현재 세금은 4.35불이며, 뉴욕시에서는 4.35불에 추가 세금
1.50불이 붙습니다. 도장이 찍히지 않은 담배 소지에 대한 처벌은 담배 한 보루당 600불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험 많은 팀은 담배 세금 집행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입니다”라고 Tax
Department의 Deputy Commissioner of Criminal Enforcement인 Risa Sugarman가 말했습니다. “불법
매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재무 활동을 추적하고 범죄의 뿌리에서부터 범죄
조직을 중지하기 위해 정보 센터 및 감사 권한을 사용합니다.”
Strike Force의 조사 동안 압수 자산은 참여 기관들 사이에서 공유됩니다. Strike Force의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주 세무 및 금융부
• 미국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
•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
• 미국 국토안보부
• 미국 식품의약관리국
• 뉴욕 카운티 지방검사실
• Richmond 카운티 지방검사실
• Rockland 카운티 지방검사실
• Cattaraugus 카운티 보안관실
• Erie 카운티 보안관실
• 뉴욕시 보안관실
• Niagara 카운티 보안관실
• Suffolk 카운티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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