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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1/4 분기에분기에분기에분기에 135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사기성사기성사기성사기성 수령수령수령수령 급여가급여가급여가급여가 실업보험신탁에실업보험신탁에실업보험신탁에실업보험신탁에 

상환되었음을상환되었음을상환되었음을상환되었음을 발표발표발표발표 

 

역대역대역대역대 최고의최고의최고의최고의 1/4 분기분기분기분기 총액총액총액총액; 노동부는노동부는노동부는노동부는 작년작년작년작년 기록기록기록기록 총총총총 37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깨트릴깨트릴깨트릴깨트릴 기세기세기세기세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노동부가 2016년 1/4 분기에 사기성으로 

수령해간 실업보험 급여 135만 달러를 회수하여 역대 최고의 1/4분기 총액을 

기록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돈은 청구자들이 자격이 없는 실업보험 급여를 받은 

실업보험 신탁기금에 상환되었습니다. 

 

"우리는 적격 뉴욕주민들을 희생시켜 제도를 우롱하려는 사람들을 용인하지 

않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행정부는 계속해서 사기꾼들을 적극 

단속하여 실업 보험 급여기 필요한 사람에게만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의심되는 실업보험 사기 사건은 노동부 특별조사실에 의해 식별 및 조사되고 

지방검사실에 의해 기소됩니다. 기소가 성공하면 신탁기금에 상환됩니다. 2015년에 

특별조사실은 전주적으로 568건의 사건에서 370여만 달러의 상환금을 징수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2016년 1/4 분기에 징수된 상환금은 노동부를 금년에 새 연간 

기록을 수립할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지방검사실들이 주요 공헌자들로서 2016년 1월~3월 기간에 50,000 달러 이상의 

상환금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방검사실 총 상환액 

Erie 153,274 

달러 

Queens 113,542 

달러 

Monroe 111,793 

달러 

Albany 91,712 달러 

Bronx 82,077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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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olk 76,130 달러 

Orange  63,640 달러 

Onondaga 58,785 달러 

Rensselaer  56,372 달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노동부노동부노동부노동부 장관장관장관장관 대행대행대행대행 Roberta Reardo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실업보험 급여는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중요한 안전망이기 때문에 주 노동부는 이 제도의 보호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원들은 신탁기금의 건전성이 보전되도록 사기를 식별하고 근절하기 

위해 쉴새 없이 일합니다. 본인은 이 매우 중요한 노력에서 우리와 제휴하고 있는 많은 

지방검사실에 감사합니다." 

 

노동부는 미국에서 가장 큰 실업보험 제도중 하나를 운영합니다. 주 전역의 고용주들은 

뉴욕주의 고용 보험 신탁 기금에 기부합니다. 허위 보험료 청구로 이 신탁기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들은 더 많은 보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실업보험 사기를 

예방하는 것은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됩니다. 

 

뉴욕주는 실업보험 사기의 예방 및 수사에서 전국적 리더입니다. 2012년에 뉴욕주는 

연방 노동부에 의해 부적절한 보험금 수령과 전국적인 차원의 사기 행위를 근절할 

새로운 전략과 도구를 찾아내고 개발하고 시범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실업보험전국건전성 우수센터를 유치하도록 선정되었습니다. 

 

실업보험 사기와 관련된 정보를 가진 분들은 사기 관련 노동부 수신자 부담 직통 전화 

(888) 598-2077로 전화하거나 www.labor.ny.gov/fraud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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