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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지사 소비자들에게 새 세무 시즌 사기에 대해 경고

재무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에
전화에 주의하세요
뉴욕주민들이 신용사기, 사기와 신원 도용을 신고할 수 있는 새 웹페이지 출범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소비자들에게 재무부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들의 새 세무
시즌 사기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지난 여러 주에 걸쳐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무
신고자들이 연방 및 뉴욕주 재무부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기꾼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민들이 신용사기, 사기 활동과 신원 도용을 신고할 수
있는 새 웹페이지의 출범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행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뉴욕주민들을 등쳐 먹으려고 하는 사기꾼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진력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뉴욕주민들은
조심하고, 개인정보를 추구하는 사람을 의심하며, 의심스러운 활동을 해당 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 재정 담당 커미셔너 Jerry Boone은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납세자들은 특히
악의적인 사람들이 방심한 납세자를 착취하려 드는 세무 시즌에 이러한 범죄에 조심해야
합니다. 세무부 직원으로 행동한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신원
도용의 피해를 당했다는 우려가 들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의 새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용사기, 사기와 신원 도용을 신고하십시오.”
경제 기회 담당 차관으로서 뉴욕주 소비자보호과를 감독하는 Jorge Montalvo는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급속한 기술 진보로 범죄인들은 사람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여,
특히 세무 시즌에 뉴욕주민들의 땀흘려 번 돈을 사취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인들이 세무 신고서를 작성할 때 조심하고 자신이 표적이
되었다고 느끼는 경우 즉각 해당 당국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세무 신고자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을 겨냥합니다. Cuomo 지사는 납세자들이
세무 시즌 초기에 등장하는 다음 세 가지 신종 사기에 주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1. 뉴뉴뉴또또연연재재재직직직직행행행또사사사– 전전행전뉴뉴뉴재재재직직직직
행행행또사행행행피피피행직행전하 250 달달달함함그행그행행계계정정정넘사넘그정보직직
후후더큰액액그현하현온온온말말말온. 피자현더더그그그행그정현보보행사위피사사사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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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피행피그전전전전, 뉴주달처처정위위확확코코정제제말말온. 뉴뉴뉴뉴행행또위연연재재재
직직직직행행행또사행직직재으보전전정받받말온.
현사사그샘샘녹녹녹행들정들넘 전사정 클클행클클클.
2. 재부부정정부부벌벌하편편– 정부피행들않행뉴뉴뉴뉴행행재부부정정부부피그의위벌벌하관관
온다행하사사피직넘직액있받말온. 들어경경피또믿녹액없또행재작작피행현그의확피그벌벌하녹
직직피사피그내보보위온녹그돈녹착착말말온. 납행피행행행하녹들어개확현개행재작작피피그
직직내들내또안됩말온. 납재또행재자온내달함함또또 IRS그통들내피대대행전내대피해말말온.
3. 표부현되또행재작작피– 행재작작피보조조피해말말온. 최최사사또그의확정정정요요행또
전전정통피행재작작피행녹겨겨행온있받말온. 현달위경경피사사사행행납행피계정그사사피현이이
암전정얻녹희희직직 IRS 직직확것처것행행말말온.
뉴뉴뉴뉴행현스스직정정전행보보돕사위피 Cuomo 들사또온녹팁녹제제행제받말온:
• 전화하여 협박하거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IRS
요원이나 세무부 직원으로 행세하는 도둑들은 년중 이 때를 이용하여
납세자를 등쳐먹습니다. 귀하의 사회보장번호를 포함하여 개인정보는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주십시오. NYS 세무부와 IRS는 세금 채무에 대해
전화나 이메일을 하기 전에 항상 통지서를 귀하에게 발송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세무 요원이라고 주장하거나 귀하가 직접 채무를
납부하라고 우기는 사람을 만나겠다고 동의하지 마십시오.
• “피싱
피싱”
피싱 이메일에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납세자들은 허구의 정부 로고를 붙이고
가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원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NYS 세무부와 IRS는 개인 또는 금융 정보를 결코 이메일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납세자들은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바로 IRS 또는
세무부의 웹사이트로 감으로써 이러한 허위 이메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신원 도용 방지.
방지 여러분의 세무 신고서는 사회보장번호를 포함하여 ID
도둑과 사기꾼들이 추구하는 개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본인이 신뢰하는 세무 작성자에게만
제공하고, 본인의 은행 계좌에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는지 규칙적으로
모니터링하십시오.
• 신고 – 사기를 시도하는 사람으로부터 본인이 연락을 받거나, 사기 또는
신원 도용의 피해를 당했거나, 세무 작성자가 불법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세무부의 신종 사기 웹페이지에서 그것을 신고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2015년에 뉴욕주 과세재정부는 291,000여 건의 의심스러운 소득세 신고를 파악하여
납세자들에게 5억 달러를 절약시켜주었습니다. 범죄 활동이 의심되면 조사되고,
해당되는 경우, 검사에게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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