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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총기 제조업체에 책임을 묻고 유해 총기 판매 허점을 메우는 법안에 

서명  

   

대중들이 총기 제조업체에 공공의 폐해를 야기한 제품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S.7196/A.6762-B)  

   

중범죄 또는 중범죄에 대한 미결 영장이 있는 모든 개인에게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S.5000-B/A.6198-B)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총기 제조업체들이 제품의 폐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범죄자가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허점을 메우는 

법안(S.7196/A.6762-B 및 S.5000-B/A.6198-B)에 서명했습니다.  

   

“우리가 뉴욕에서 매일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들 중에서, 우리 지역사회를 괴롭히는 총기 

폭력의 고통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소송으로부터 면제되는 유일한 산업은 총기 제조업체뿐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면책특권을 없애주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하여, 뉴욕주에 제조업체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영장이 발부된 범죄자가 너무 오랫동안 총을 구입할 수 있게 한 파괴적인 Trump의 

허점을 메우고 있습니다. 이제, 영장이 발부 받은 경우, 뉴욕주에 있는 동안 총기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총기 제조업체 책임 묻기  

이 새로운 법안에 따라 총기 제조업체들은 그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영업, 제조, 

수입 또는 마케팅을 통해 일반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총기 

제조업체가 의도적으로 일반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을지라도 총기는 공공의 

폐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과 모든 도시 법인 변호사는 공공, 기업 및 

협회 회원과 마찬가지로 모든 지역을 대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이후, 총기판매자보호법(Protection of Lawful Commerce in Arms Act)이라 하는 

연방법은 악행을 일삼은 총기 제조업체와 딜러들이 대부분의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다른 업계는 자신의 제품과 관행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 통제가 느슨해지고 악행을 

저지르는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이 법안은 합리적인 통제 및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있는 제조업체 및 

딜러가 범죄 행위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합니다.  

   

영장이 발부된 범죄자가 총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방지  

두 번째 법안은 중범죄나 심각한 범죄에 대한 미결 영장이 있는 모든 범죄자에게 총기 

판매, 구매 또는 반출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구매자가 중범죄나 심각한 범죄로 인해 

영장이 발부된 경우 총기를 구입, 판매 및 선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2021 

State of the State의 일부로 제안되었습니다.  

  

2017년 초, 미법무부는 ‘국립신원조회시스템(National Instant Background Check System)’의 

총기 구매 금지자를 범죄에 대한 기소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주에서 다른 주로 도피한 개인과 

적극 체포 영장 또는 즉시 체포 영장을 받은 개인과 모든 체포 영장을 받은 개인만 

포함하도록 재해석했습니다. 뉴욕주는 Cuomo 주지사의 지휘 하에 중범죄나 심각한 범죄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모든 범죄자에게 권총이나 권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총기소지권을 

발급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그러한 조치에 

기반하며 이러한 형태의 체포 영장은 개인이 뉴욕을 떠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NICS 

데이터베이스에 주의 특정 금지자로 다시 입력하도록 허용하고, 뉴욕에서 심각한 범죄로 

인해 지배수배된 그러한 개인들은 새로운 총기를 구입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Zellnor Myri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주 예산에서, 우리는 총기 폭력을 

공공 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제가 대변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블랙 앤 브라운(Black and Brown: 흑인과 황색 인종) 지역사회에 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산업 책임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을 통해 다음을 명백히 할 수 있습니다. 뉴욕은 총기 회사들에게 거리에서 

유혈사태로 이어지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Cuomo 주지사님, 의회에서 법안 청구를 주도해 

주신 Patricia Fahy 의원님 그리고 이 순간을 가능하게 해 주신 수많은 지지자, 파트너, 

총기 폭력 생존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Brian Kavanagh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몇 

가지 총기 법률을 제정하고 대부분의 다른 주보다 총기 사망률과 부상률이 낮아졌지만 

우리는 총기를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손에 총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지사는 오늘 영장이 발부된 범죄자가 총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Paulin 의원님과 함께 제가 청구한 법안과 총기 제조업체, 수입 업체 및 판매자가 무모한 

관행이 뉴욕 주민들에게 해를 끼칠 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총기 폭력의 재앙을 



종식시키기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에서 중요한 단계를 나타내는 Myrie 상원의원과 

Fahy 의원님이 청구한 필수 법안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Patricia Fahy 의원님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훨씬 오랫동안 뉴욕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와 총격 사건에서 회수된 대부분의 총기는 타주에서 몰래 밀수되지만 미국의 총기 

산업은 PLCAA로 알려진 2005년 연방법에 따라 민사 책임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법안이 통과되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불법 행위자를 활용하여 

총기를 판매하는 총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은 뉴욕주 거리에서 야기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총기 법률을 주도하고 있으며 

참혹한 총기 폭력으로부터 뉴욕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법제화함으로써 강력한 기록을 이어간 Cuomo 주지사, 

의회에서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보여준 Myrie 상원의원, 그리고 저의 입법 동료인 

Heastie 의장과 미국 최초의 총기 산업 책임법(Gun Industry Liability Law) 통과에 

도움을 준 총기 폭력 방지 옹호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법률은 올해 

뉴욕주에서 총기 폭력에 대항하여 싸울 때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며 

국가적인 의제로 떠오를 것입니다."  

  

Amy Paulin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총기가 엉뚱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너무나 자주 목격합니다.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와 체포 영장이 발부된 범죄자는 총기를 휴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상식입니다. 저는 이 법안을 법제화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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