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2월 2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7년 뉴욕주 거리에서 제거된 660만 달러 상당의 불법 담배에 대해 

발표  

  

담배 밀수 전담반(Cigarette Strike Force), 150만 개 이상의 불법 시가 압수 -- 작년 대비 

476% 증가  

  

7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에 직면한 피고 담배 밀수업자 85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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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 660만 달러 상당의 밀수 담배를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100만 달러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압수 물품의 대부분은 탈세 시가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올해 불법 시가 150만 개 이상을 압수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압수한 불법 

시가 26만 개 대비 476%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위조된 담배 납세 

도장 134,000개 및 445,000 달러 상당의 현금과 더불어 47,000 보루 이상의 탈세 담배를 

압수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불법 행위는 법을 준수하는 사업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주 세입의 손실로 인해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이러한 범죄자들을 단속하고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담배 밀수 전담반(Cigarette Strike Force)은 올해 7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에 직면하고 

있는 피고 담배 밀수업자 85명을 체포했습니다.  

  

지난 2014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국세청(Tax Department)에 담배 밀수 

전담반(Cigarette Strike Force)의 설립을 지시하여 불법 담배 거래 및 판매를 

단속했습니다. 단속의 도입 이후로 밀수 전담반(Strike Force)은 매년 수사 및 압수의 

횟수를 늘렸습니다. 지난 10월경 국세청(Tax Department)은 밀수 전담반(Strike 

Force)이 밀수 담배의 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복권 판매를 감독하는 게임 위원회(Gaming 

Commission) 및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과 협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w-strike-force-crack-down-illegal-cigarette-and-tobacco-trafficking?_sm_au_=iVVNM3655FPMRVr7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w-strike-force-crack-down-illegal-cigarette-and-tobacco-trafficking?_sm_au_=iVVNM3655FPMRVr7
https://tax.ny.gov/press/rel/2017/cidinitiative100417.htm


 

 

  

이 정책하에서 담배 판매 면허를 취득한 소매업체가 탈세 시가 혹은 담배를 소지한 것이 

발각될 경우, 해당 업체는 담배, 술 및 복권 판매 면허의 중지 혹은 취소로 이어지는 

즉각적인 단속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관들은 특정 소매업체의 가장 큰 수익 

동인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불법 담배 판매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는 담배 판매 면허를 취득하여 담배 및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가 대략 

21,000 곳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숫자의 소매업체들이 복권 및 주류 또한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시 단속  

 

• 지난 8월경 밀수 전담반(Strike Force)의 수사관들은 브루클린에서 2,700 

보루 이상의 탈세 담배를 압수했습니다. 차량 및 차고에 숨겨진 불법 

담배를 발견했습니다.  

• 지난 7월경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자신의 개인 차량으로 탈세 담배를 

배달하려던 한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수사관들은 1,000 보루 이상의 불법 

담배를 압수했습니다.  

• 지난 6월경 밀수 전담반(Strike Force)의 수사관들은 브롱크스 지방 검사를 

도와 거대한 담배 밀수의 고리를 끊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 결과 21건의 

기소 사건이 발생했으며, 주택 3채 및 탈세 담배 10,000 보루가량을 

압수했습니다.  

  

수사관이 불법 담배 판매자가 사용하는 전략을 알고 있다면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밀수 

담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법 담배 제품은 종종 마룻바닥 아래에 묻혀 있거나 작은 문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는, 천장 타일 내부에 감춰져 있습니다. 밀수업자들은 또한 밀수 

담배 제품을 물품 보관함 혹은 차고에 숨겨 놓습니다.  

  

조세재무부(Taxation and Finance)의 Nonie Manion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 수사관님들과 법 집행 기관의 협력과 더불어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및 게임 위원회(Gaming Commission)와 같은 기타 주기관들의 제지는 뉴욕주 

거리의 밀수 담배를 성공적으로 없애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밀수 전담반(Strike 

Force)의 설립을 주도한 Cuomo 주지사님의 선견지명은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이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New York State Liquor Authority)의 Vincent Bradle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SLA)은 조세재무부(Tax and 

Finance) 및 게임 위원회(Gaming Commission)와 협력하여 불법 담배 거래를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수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들은 뉴욕의 납세자들을 속이고 

불공정한 경쟁에 참여하며 그들의 주류 판매 면허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https://tax.ny.gov/press/rel/2017/hajjatbust082117.htm
https://tax.ny.gov/press/rel/2017/zoungrana070617.htm
https://tax.ny.gov/press/rel/2017/zoungrana070617.htm
http://bronxda.nyc.gov/downloads/pdf/PR/2017/50-2017%2021%20defendants%20indicted%20for%20$20%20million%20cigarette%20tax%20fraud.pdf


 

 

  

뉴욕주 게임 위원회(New York State Gaming Commission)의 Ron Ochrym 상임 이사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세 담배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다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탈세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업체들에게 실질적인 결과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 and Finance),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및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과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 보건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흡연은 뉴욕주에서 발생하는 사망 및 질병의 원인 중 제 1순위로 예방 

가능한 원인입니다. 뉴욕주의 담배 소비세는 청소년들의 담배 접근성을 낮추고 성인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이 뉴욕주의 흡연을 

막기 위한 공중 보건 노력을 약화시키는 담배 밀수입을 단속하기 위해 담배 밀수 

전담반(Cigarette Strike Force)을 설립하신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금연법 및 강력한 미디어 캠페인과 결합하여 담배 제품을 높은 가격으로 유지하는 

것은 흡연을 줄이기 위한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모범 사례”로 간주 됩니다. 뉴욕주가 4.3%라는 가장 낮은 청소년 

흡연율과 14.2%라는 주 역사상 가장 낮은 성인 흡연율을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성과는 뉴욕주의 적극적이며 종합적인 담배 규제 노력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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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수 전담반(Strike Force)은 

불법 담배 거래를 막고 합법적인 담배 판매와 그에 따른 올바른 세금 납부를 돕습니다.  

  

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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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국세청은 각 신고 사항을 즉각 검토하여 

적절한 때에 시정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s://www.tax.ny.gov/pdf/memos/cigarette/m13_4m.pdf
https://tax.ny.gov/reporttaxfraud.htm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