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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ADAMS 시장과 뉴욕경찰과의 협력을 포함한 새로운 주간 불법 총기 

대책 위원회가 이번 주 소집될 것이라고 발표   

   

뉴욕주 경찰, NYPD, ATF 및 북동부 9개 주에서 온 50여 명의 사법당국 대표, 불법 총기 

유통을 막기 위한 자료와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주에 만날 예정  

   

Hochul 주지사, 2022년 시정연설에서 불법 총기 주간 대책 위원회를 만들고 Adams 

시장, Benjamin 부지사와 함께 공공 안전에 관한 계획 발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Eric Adams 시장과 뉴욕경찰과의 파트너십을 비롯한 

새로운 주간 불법 총기 대책 위원회의 첫 회의가 수요일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북동부 9개 주의 불법 총기 관련 특별 대책 위원회는 뉴욕과 그 

지역의 폭력과 범죄에 기여하고 있는 긴급한 불법 총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당국 

관계자들을 소집할 예정입니다. 회의 취재에 관심 있는 언론사를 위한 세부 내용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리에서의 불법 총기의 근절과 싸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는 안 될 불법 총기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지역 전체에 걸쳐 법 

집행관들을 소집함으로써, 불법 총기류가 유통되는 것을 막고 뉴욕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정보와 전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Brian Benjamin 부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리에서 총을 없애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의무입니다. Kathy Hochul 주지사와 저는 우리 주에서 총기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진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Iron Pipeline을 

통해 뉴욕으로 총기가 유입되는 것을 맏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총기 폭력이 만연하는 

공중 보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주 정부, 지방 자치 단체, 연방 정부 및 지역사회 

단체 간에 최고의 팀워크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지사와 저는 뉴욕 시민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폭력과 두려움을 확실히 그리고 신속하게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2022년 시정연설에서 처음 발표된 주간 불법 총기 대책 위원회가 오는 

1월 26일 이스트그린부시 소재 뉴욕주 정보센터(NYSIC)에서 소집됩니다. 이는 Hochul 

주지사, Benjamin 부지사, Adams 시장을 비롯한 주정부 및 시 지도자들이 공공 안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통일된 접근을 이끌어내기 위한 최근의 공동 노력입니다. 안건에는 

정보 공유 컨소시엄과 범죄 분석 센터 설치는 물론 각 지역의 검찰 및 사법기관과 

제휴하면서 관할지역을 넘나들며 첩보, 추적도구, 전략, 전술 등을 공유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경찰, 뉴욕시 경찰청(NYPD), 연방 알코올 담배 및 총기국(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ATF), 로드 아일랜드, 코네티컷, 버몬트, 오하이오, 메사추세츠, 

펜실베니아, 뉴저지 및 뉴햄프셔의 법 집행 기관 대표는 불법 총기의 유출을 막고 추가 

총기 폭력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즉각적인 조치를 조정하기 위해 첫 번째 대책 위원회 

회의에 소집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의 2023 회계연도 집행 예산은 공공 안전과 총기 폭력의 파괴적인 영향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 경찰이 신입 경찰, 

총기 범죄 추적 분석가, 소셜 미디어 분석가, 컴퓨터 범죄 전문가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거의 9백만 달러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주 경찰 내의 

컴퓨터 및 사이버 범죄 조직을 위한 장비와 소프트웨어에 약 4백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뉴욕에서 주간 총기 밀거래가 어떻게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뉴욕주 경찰 범죄 총기 교환소(Criminal Gun Clearinghouse)에 따르면 

작년 회수된 불법 총기는 총 1,074정입니다. NYPD의 예비 통계에 따르면 총 4,473개의 

불법 총기가 다른 주로부터 흘러들었으며, 대부분은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플로리다와 같은 남부 주에서 흘러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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