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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2월 18일 

CUOMO 주지사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 발표 

새로운 대책은 피해가 심한 지역사회에서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해 확립되고 혁신적인 수단과 

전략을 사용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금일 주 전역에서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대책은 2백만 불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별 총기 폭력 전략을 개발하고, 특정 

대상 광고 캠페인을 실시하며, 효과적인 지역사회 기반 폭력 개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무료 신고 

전화선을 개설하여 시민들이 불법 화기 소지를 신고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너무 오래 동안 뉴욕 전역의 도회지 지역사회들은 가족과 이웃을 파괴하는 총기 폭력에 
의해 황폐하여졌다”고 Cuomo 주지사는 말하였습니다. “뉴욕주 내의 범죄율은 60%가 
하락하여 미국 내에서 가장 안전한 대규모 주가 되었지만, 폭력을 막고 주민들이 보호 
받으며 거리가 안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야 합니다. 이 대책들은 총기 
폭력을 효과적으로 대항하고 범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지역사회에 제공하여 
우리 주를 우리 모두가 살기에 더욱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본 대책은 경찰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폭력 감소 전략의 실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주지사의 포괄적 도시 대책의 일부입니다. 주지사의 계획은 주 전역에 걸쳐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네가지 혁신적 전략을 포함합니다. 
 
지역사회별 폭력 대항 전략 수립: 주지사는 총기 폭력의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6개 
지역사회인 Newburgh, Albany, Schenectady, Brownsville, Bronx 및 Manhattan에 1백만 불을 
지원하여 폭력 감소 전략을 개발하도록 합니다. 범죄 및 총기 폭력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두 저명한 학자인 예일대학교의 Tracey Meares 교수와 존제이 대학의 David M. Kennedy 
교수가 본 전략 실행을 위해 지방정부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범죄가 대폭 감소되게 
한 전략을 다른 지역에서도 채택했었습니다. 
 
광고 캠페인 출범: 주지사는 총기 폭력 감소에 중점을 두는 범주적 광고 갬페인을 
출범시킬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폭력 범죄를 줄일 행동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권장하는 
몇몇 수단을 활용할 것입니다. 캠페인은 2012년 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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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 지원: 주지사는 효과와 성공 기록을 입증한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계속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최근에 Yonkers, Albany, Niagara, Harlem 및 Brooklyn을 포함한 5개 지역사회에서 폭력 
대항 개입(SNUG 프로그램이라고도 함)을 지원하기 위해 $700,000을 제공하였습니다. 
폭력 개입의 공중 보건 모델에 근거하여 동 프로그램은 잠재적 분쟁을 파악하고 완화를 
시도하는 종종 과거의 범죄자인 “폭력 중지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들은 회계연도 말까지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료 총기 신고 전화선 개설: 총기 폭력 발생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이제 불법 총기를 신고하는 전용 핫라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금일 불법 
총기의 위치에 대한 신고자의 정보와 관련하여 파악되는 후속 정보를 알려주는 무료 
전화번호 1-855-GUNS-NYS (486-7697)의 출범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보의 가치에 
근거하여 보상이 결정될 것입니다. 
 
Andrea Stewart-Cousins 상원의원은 “너무 오래 동안 총기 폭력에 대한 대응은 범죄자들을 
그들의 지역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투옥하고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범죄 발생율은 감소되었지만, 이 파괴의 원인을 우리의 이웃과 주 
전체에서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을 것을 해야 합니다. 저는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대담한 새로운 대책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그와 협력하여 모든 뉴요커들을 위해 
보다 밝은 미래를 건설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Bill Perkins 상원의원은 “총기 폭력에 대항한 투쟁은 지금 바로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불법 총기를 거리에서 제거하여 우리의 지역사회를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이 대책을 실시하는데 대해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생명들이 총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리와 도시들이 더 이상 이 파괴적인 총기 폭력에 의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Black, Puerto Rican, Hispanic and Asian Caucus 위원장인 Karim Camara 하원의원은 “이것은 
연방 또는 주의 선출 공직자가 총기 폭력에 대해 취한 대책 중 가장 괄목할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서 너무나도 많은 총기 폭력을 보았으며 이제는 더 이상은 안된다고 말할 
때입니다. Cuomo 주지사와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각 지역사회 특유의 문제 맞게 수립이 이 
중요한 전략을 실행하여 총기 폭력이 줄어들고 총기가 거리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우리의 
도심지는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안전하고 보호 받는 환경이 되어야 하며 저는 이러한 
대책을 위한 주지사의 리더십과 노력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일대학교 교수인 Tracey Meares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은 법의 정통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범죄자들의 행위를 
변화시킴으로써 범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희는 다른 도시에서 폭력 범죄가 
상당히 감소된 것을 보았으며 새로운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유사한 
전략을 실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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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제이 대학의 David M. Kennedy 교수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및 필요한 경우 범죄 
수를 높이는 소수의 핵심적 범죄자들에 대한 집행에 초점을 둠으로써, 폭력을 줄이는 
동시에 형무소에 구금하는 사람의 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러한 방식은 이웃을 훨씬 더 안전하게 하며 더욱 강력한 지역사회가 조성되게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Brownsville Partnership의 지역사회 리더인 Greg Jocko Jackson은 “총기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적합한 솔루션을 실행함으로써 Cuomo 주지사는 도심지 이웃을 우리 
모두에게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각 지역이 그들 
특유의 필요와 독특한 문제에 맞게 수립된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주지사가 출범시킨 이 프로그램은 총기 폭력 감소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뉴욕의 
리더십을 지속시킬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뉴욕 북부 지방 연방 검사인 Richard L. Hartunian은  “저는 뉴욕주 내 도심 지역사회의 
거리에서 총기를 제거하는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너무나 오래 
동안 총기 폭력이 저희 도시에 피해를 입혔으며 많이 젊은이들의 생명을 앗아갔으므로 
총기의 확산을 저지할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주지사가 입안한 이 대책은 범죄와 
총기 폭력을 실질적으로 줄일 희망이 있으며 우리 주를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함께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뉴욕주 지방검사 협회의 회장인 Janet DiFiore는 “뉴욕주는 거리로부터 총기를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저는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해 Cuomo 주지사가 출범시킨 이 새로운 
대책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총기 폭력에 의해 너무나도 많은 뉴욕의 젊은이들이 
파멸되는 것을 보아왔으며 주지사는 이러한 노력을 이끌어갈 적임자입니다. 우리는 게속 
협력하여 모든 뉴요커들을 위해 우리의 도심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Mechanicville 경찰서장이자  뉴욕주 경찰서장 협회의 회장인  Joseph D. Waldron은 
“Cuomo 주지사가 출범시킨 이 총기 감소 대책은 법집행 요원들이 총기 폭력에 대항하여 
일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뉴욕 내의 어떤 지역사회들은 총기 범죄에 
의해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아왔으며 이러한 지역의 거리에서 총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원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책을 이끌어가는 주지사에게 감사를 
드리며 뉴요커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 노력에 있어서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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