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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16년에 53,000보루의 밀수 담배를 압수했음을 발표 

 

뉴욕 담배 밀수 전담반, 2016년에 260,000개 이상의 불법 시가 압수 

 

압수량은 불법 담배 제품 압수 117% 인상, 백만 달러 이상의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표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담배 밀수 전담반(Cigarette Strike Force)이 

2016년에 53,307보루의 밀수 담배와 261,220개의 탈세 시가를 압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압수품들의 시중가는 약 560만 달러이며 불법 담배 압수량은 117% 

증가하였음을 나타냅니다. 국세청(Tax Department)은 올해 현재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담배에 대한 불법 판매에 백만 달러 이상의 벌금과 과태료를 거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이런 불법 행위를 추호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행위를 단속하고 밀수업자들이 트럭에서 내리기 전에 저지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담배 밀수에 

참여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잡힐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14년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불법 담배 거래 및 판매를 단속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담배 전담반 (Cigarette Strike Force)을 설립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전담반이 

구성된 이래 매년 수사와 압수량을 늘여서 더 많은 담배 세금을 회피하려는 

밀수업자들을 체포하였습니다.  

 

2016년 지역별 압수 단속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주 정부, 지방 및 연방 기관이 포함된 전담반은 2016년에 130,000개 남짓의 위조된 담배 

납세 도장을 발견하였고 이로 하여 100여 명을 체포하였습니다. 

 

뉴욕주 재정부(Taxation and Finance) 집행 커미셔너 Nonie Mani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체포와 압수 사건들은 법을 피해가려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전달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 주의 곳곳에 있는 지역 법 집행 파트너들과 함께 

우리는 광범한 법망을 설치하여 탈세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뉴욕시 국토안보부 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 책임자 Angel M. 

Melendez 특수 요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배 탈세자들은 주의 세수액으로부터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w-strike-force-crack-down-illegal-cigarette-and-tobacco-trafficking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cigaretteconfiscations.pdf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속였으며 용의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HSI는 뉴욕주 국세청과 함께 계속하여 불법 담배 거래와 판매로 이익을 채우는 범죄자 

집단을 해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버펄로 국토안보부 수사국 책임자 James C. Sper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수 담배 

밀매업자들은 국민의 돈으로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특수 

요원들은 전담반과 긴밀히 합작하고 그들의 특수 권한을 발휘하여 이런 범죄자 집단을 

법의 심판대에 내세우겠습니다.” 

 

뉴욕 보건부 커미셔너 Howard Zucker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의 흡연율은 

역사상 가장 낮지만, 210만 명의 뉴욕시민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담배 단속 전담반의 노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전담반은 우리 시중에서 유통되는 밀수 담배를 제거함으로써 주 전역 

대중들의 건강을 향상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뉴욕의 모든 담뱃갑 하단에는 세금을 냈음을 증명하는 뉴욕주 담뱃세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시가와 담뱃세 법 위반이 적발된 피고는 교도소 혹은 징역과 압수된 담배 

한 보루당 최대 6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외에도 전담반은 

밀수 담배 거래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행사하여 합법적으로 담배가 판매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밀수 신고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익명으로 탈세 및 사기 신고를 하거나 518-457-0578번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국세청은 모든 불만 사항을 즉시 검토하고 

적절한 시기에 시정조치를 취하여 불법 행위를 엄하게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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