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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 전역 탈세 및 복지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1,350만 달러 발표
29개 카운티 검사들은 주정부의 “세수 범죄 프로그램(Crimes Against Revenue
Program, CARP)”을 통해 보조금 수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탈세 및 복지 사기 사건의 수사를 계속해서 강화하기
위해 주 전역 29개의 검사 사무실이 1,35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조금은 주의 세수 범죄 프로그램(Crimes Against Revenue Program)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자금은 수사 및 차후 고발의 결과로 얻는 세수, 벌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충당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도둑질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하여 시스템을 속이는 사람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 지원금으로 주 전역의 검사들이 뉴욕 주민을 보호하도록 돕고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주 조세무국(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이 함께 하는 세수 범죄 프로그램(CARP)은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과 메디케이드(Medicaid), 복지, 실직, 노동자 보상금 사기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뉴욕주 세무국(Department of Tax and Finance)은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뉴욕주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이 보조금
지원을 관리하는 동안 조사할 사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이 프로그램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법의학회계사(forensic accountant), 수사관 및 사건을 기소하는
지방검사보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세수 범죄 프로그램(CARP) 수사는
소비세, 판매세, 소득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 기업이나 주요 범죄 기업에 의한
복잡한 재무 사기와 탈세 음모를 포함할 수 있는 업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의 Michael C. Green 집행
부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4년에 설립된 이래 세수 범죄 프로그램(CARP)은
주 전역 검사들에게 복잡하고 전문화된 사건을 수사 및 기소하는 데 필수인 지원금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속이고 뉴욕주의 정직한 납세자들을
속이려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기소하는 협력 활동의 일부가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조세무국(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의 Nonie Manion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수 범죄 프로그램(CARP)은 범죄 조사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우리가 지역 법 집행 기관과 만든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이 항상 경계하고 탈세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발표된 지원금을 받는 29개 카운티 검사실은 2016년 이래 세수 범죄
프로그램(Crimes Against Revenue Program)을 통해 지원받고 있습니다. 해당 검사실만
지원금 신청 자격이 있었지만 전년도에 받았던 금액이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보조금은
2019년 12월에 끝나는 역년에 맞춰 조정되며 추가로 최대 2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
•
•
•
•

브롱크스: $692,300
킹스(브루클린): $802,600
뉴욕(맨해튼): $5,000,000
퀸즈: $1,491,400
리치몬드(스태튼 아일랜드): $256,210

롱아일랜드
•
•

나소 카운티: $633,399
서퍽: $1,605,500

미드 허드슨
•
•
•
•

오렌지: $112,810
록랜드: $357,600
얼스터: $143,600
웨스트체스터: $278,100

주도 지역
•
•
•
•
•
•

올버니: $299,710
렌셀러: $102,800
사라토가: $118,900
스키넥터디: $130,000
워런: $59,600
워싱턴: $36,200

모호크 밸리
•
•

몽고메리: $28,600
오네이다: $160,878

센트럴 뉴욕
•
•
•

카유가: $80,000
매디슨: $67,000
오논다가: $111,110

서던 티어
•
•

셔멍: $64,170
스튜벤: $40,400

핑거 레이크스
• 온타리오: $92,100
• 먼로: $208,000
웨스턴 뉴욕
•
•
•

셔터쿼: $65,000
이리: $414,100
나이아가라: $68,810

뉴욕주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www.criminaljustice.ny.gov)은 (i) 법 집행기관 훈련, (ii) 주 차원의 범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iii) 범죄 경력 정보와 지문 파일 유지관리, (iv) 뉴욕주 경찰과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뉴욕주 DNA 데이터뱅크의 관리 감독, (v) 보호관찰 및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감독, (vi) 연방 및 주 형사 사법 기금 관리, (vii) 주 전역의 형사 사법 관련
기관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viii) 뉴욕주 성범죄자 목록(Sex Offender Registry) 관리 등
다양한 책임을 부여받은 다목적 형사 사법 지원 기관입니다.
뉴욕주 조세무국(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www.tax.ny.gov)는 연간
2,500만 건의 세금 회수 업무를 처리하고 주세입 및 지방세입으로 연간 900억 달러를
거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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