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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ADAMS 시장, 뉴욕 경찰과의 파트너십을 포함한 불법 총기 관련 

새로운 주간 태스크 포스 소집  

  

뉴욕 주 경찰, 뉴욕 경찰, ATF 및 50개 이상의 주 사법 기관 대표들이 불법 총기 유통을 

막기 위해 데이터와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회의 개최  

  

NYSP는 또한 협업의 일환으로 뉴욕 전역의 지방 법 집행 기관을 소집할 예정  

  

Hochul 주지사는 오늘 불법 총기 관련 주간 태스크 포스 첫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특히 주간 총기 밀매와 관련하여 총기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 도구, 전술 및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다주 컨소시엄이 소집되었습니다. 주 경찰은 다른 것들 중에서, 이러한 

노력을 진척시키기 위해 연방 알코올, 담배, 화기 및 폭발물 관리국(ATF)과 다른 데이터 

소스의 분석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한 최신 도구와 기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 폭력은 주 밖에서 뉴욕으로 유입되는 불법 

총기들의 확산에 의해 촉발된 공중 보건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의 지역, 주간, 그리고 연방 파트너와의 

협력은 불법 총기의 유입을 막고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 주 경찰, 뉴욕 경찰국, ATF의 대표단에는 로드 아일랜드, 코네티컷, 버몬트, 

오하이오, 메사추세츠, 펜실베니아, 뉴저지, 뉴햄프셔의 사법당국 대표단이 합류하여 

3시간 동안 화기 관련 조사, 치안 유지 전략 및 모범 사례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역, 주 및 연방 경계를 넘나들며 총기 데이터 공유 원칙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유령 총기와 관련된 연방법과 주법의 차이점을 

조사했습니다.  

  

이 단체는 향후 몇 주 동안 후속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NYSP는 주 전체의 지방 사법 

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주 내 컨소시엄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총기는 최근 급증한 총기 폭력과 유령 총기의 증가에 기름을 붓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 대부분은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부터 뉴욕주 전역으로 밀매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접근법을 취하기 위해, 2022년 시정 연설에서 Hochul 주지사는 

인접한 주와 뉴욕 시의 법 집행 기관과 제휴하여 일하고 있는 주간 총기 추적 컨소시엄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Hochul 주지사, Benjamin 부지사, Adams 시장을 비롯한 주정부 및 



시 지도자들이 공공 안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통일된 접근을 이끌어내기 위한 최근의 

공동 노력입니다.  

  

Brian Benjamin 부주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북동부 지역이 제공해야 

할 가장 훌륭하고 현명한 법 집행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제가 목격한 

협력 덕분에 용기가 생깁니다. 이 노련한 전문가들이 우리가 불법 총기 밀매를 금지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우리가 보다 안전한 뉴욕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확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법 총기 관련 주간 태스크 포스를 만드는 데 

있어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컨소시엄을 통해 힘을 실어준 

개입과 정보 노력이 뉴욕 시민들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뉴욕시 Eric Adams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총기 폭력이 증가하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고, 그것은 우리 도시에 너무나 가슴 아픈 비극을 안겨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고 행동을 취하기 위해 단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시가 이 위기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Hochul 

주지사님과 모든 파트너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Hochul 주지사의 2023 회계연도 집행 예산에는 주 경찰 인력 채용을 위한 중요한 

투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분석 대역폭을 증가시켜 철저한 총기 밀매 방지 및 범죄 

수사에서 지역 부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총기 범죄 추적 팀을 위한 지원금 21만 5,000달러 증가  

• 소셜 미디어 분석가를 위한 지원금 52만 7,000달러  

• 컴퓨터 사이버 범죄 전담반을 위한 지원금 140만 달러  

• 각각 300명의 순찰관들로 구성된 두 개의 아카데미 클래스 모집을 위한 

6백만 달러  

• 컴퓨터/범죄 전담반을 위한 장비/소프트웨어/특별 채용 비용 390만 달러  

  

형사 정의 서비스 부서의 범죄 분석 센터 네트워크에 투입된 1,300만 달러를 투자금을 

통해 각 센터별로 전용 범죄 총기와 탄도 추적 장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경찰은 총기 폭력과 총기 밀매에 대한 수사를 위해 장비를 사용할 예정이며, 특히 

펜실베니아와 오하이오에서 들어오는 화물을 감지하고 있는 핑거레이크 지역과 웨스턴 

NY 지역에서 장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Calliana S. Thomas를 뉴욕주 총기폭력예방국(Office of 

Gun Violence Prevention, OGVP)의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총기 폭력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주지사 활동의 일환으로, OGVP는 지역사회에서 핵심 

파트너들을 확인하고 망라하며 뉴욕주에서 총기 폭력 제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법을 집행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내에 위치한 OGVP는 활동을 조정하고 기존의 그리고 새로운 총기 폭력 빈발지역에 

대한 노력과 리소스를 총괄하기 위해 사법 서비스부(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및 기타 주 기관과 공조할 것입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ppoints-director-new-york-state-office-gun-violence-prevention&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14be4fa22ad34843168508d9e11a63bb%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8832572650486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7gIpR%2BrLLTsP6aDSBE59X6eY7PuEKKciNyCnHR2aBYU%3D&reserved=0


지난 10월, Hochul 주지사는 호철 지사는 총기 소지를 허가받은 총기소지자나 판매상 

이외의 사람이 미완성 액자나 수신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령총기 판매를 

금지하고, 총기소지자와 판매상에게 총기소지 등록을 의무화하고 장난감과 비슷하게 

디자인된 총기를 '장난감 총'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총기폭력 만연에 더욱 대응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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