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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주간 불법 총기 태스크포스의 성공적인 출범 발표  

  

지난 1월 태스크포스 출범 후 주 전역에서 경찰 조사를 통해 1,753 총기 압수  

  
뉴욕주 경찰에서만 총기 추적 조사 75% 증가 및 압수 총기 두 배 증가  

  
주 전역의 태스크포스, 주정부간 콘소시움, 사법 집행 기관은 계속 회의를 갖고 정보 

공유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주간 불법 총기 태스크포스(Interstate Task Force on 

Illegal Guns)를 소집한 이후 2달 동안 뉴욕주 거리에서 1,753개의 총기를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정부 및 지역 파트너십의 협력과 소통 확대에 힘입어 총 총기 압수 

건수가 20% 증가했습니다.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 NYPD), 뉴욕시 

경찰부(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연방 알코올 담배, 총기, 폭발물 

관리국(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 ATF), 뉴욕, 로드 

아일랜드, 코네티컷, 버몬트, 오하이오, 메사추세츠, 펜실베니아, 뉴저지 및 뉴햄프셔의 

사법 집행 기관은 전국적으로 도시의 문제가 되고 있는 총기 폭력을 예방하고 주 

경계에서 불법 총기 흐름을 막기 위해 계속 회의를 진행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치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간 

불법 총기 태스크포스는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총기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규모의 지역 경찰 콘소시움을 결성했습니다. 저는 태스크포스가 뉴욕주 경찰, 뉴욕시 

경찰부, 우리 지역 경찰 기관과 함께 지난 3개월 동안 총기 1,700개를 압수하는 성과를 

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Benjamin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총기 폭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반적인 시스템과 해결방식을 넘어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일입니다. 뉴욕의 경우, 

혁신을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역 정보 공유, 그리고 사법 집행 및 공공 정책 

분야 인재들의 노력입니다. 지난 1월 첫 번째 회의 이후 주간 불법 총기 태스크포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모든 불법 총기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convenes-new-interstate-task-force-illegal-guns-including-partnership-mayor&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35d907fcd8cb422acdc008da1987ad68%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5036776601994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amAx7DLDGrHdJbKjRpcNoyfmHKvX5WF7hMR%2Fzb%2BDY2g%3D&reserved=0


1월부터 3월까지 NYSP의 총기 압수는 두 배로 증가했고, 총기 추적 조사는 75% 

늘어났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주 전역에서 주 경찰과 지역 경찰이 압수한 총기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월~3월 뉴욕주 압수 화기 통계  

  

  1월  2월  3월  총계(금년 현재 기준)      

NYSP 압수 화기  72  96  150  318      

뉴욕시 외 지역 압수 화기  269  365  310  944      

뉴욕시 압수 화기  434  370  462  1,266      

뉴욕주 압수 화기 합계  775  831  922  2,528      

  

NYSP는 또한 2022년 3달 동안 20개의 은닉 총기를 압수했고 총기 추적 조사 167건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NYSP는 35명의 조사관을 불법 총기 소지 및 화기 유통으로 

ㄱ머거된 사람이 주소지인 17개 주로 파견했습니다. 불법 총기를 소지한 것으로 

판명되어 뉴욕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플로리다, 노스 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테네시, 

버지니아, 텍사스, 네바다 등의 주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 명이 다수의 화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Kevin P. Bruen 뉴욕주 경찰청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불법 

총기를 근절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사법 집행 기관과의 파트너십 덕분에 우리는 

즉각적인 진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성과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주신 지역, 연방, 주정부 파트너를 비롯해 이를 지원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John Devito 알코올, 담배, 총기, 폭발물 관리청 특별요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총기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ATF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전국적 및 

이러한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난 달, 뉴욕주는 10개의 범죄 분석 센터(Crime Analysis Centers, CAC)로 구성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각 센터에 불법 총기 정보 대시보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러한 대시보드는 현재 ATF로부터 총격, 압수 총기, 화기 관련 범죄 체포, 불법 총기 

추적 정보에 대한 주 전역 데이터를 공유하고 시각화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350개 이상의 주 및 지역 사법 집행 기관에 공유되고 있으며, 

총기를 거리에서 몰아내고 주요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조사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정부 네트워크는 사법 정의 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 및 지역 사법 집행 기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됩니다.  

  



NYSP는 10개 센터에 대시보드에 포함된 연방 추적 정보를 매주 전달합니다. 정보 

공유로 지역 조사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개입 및 기소 목적의 화기 추적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불법 총기 정보 대시보드는 Kathy Hochul의 2022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 

정책 제안의 핵심 요소로, CAC 네트워크 운영 자금을 81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로 

증액하고 각 센터에 불법 총기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센터는 현재 총기 및 

화기 추적 장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법 집행 기관은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 처리, 분석하고 화기 관련 폭력 범죄를 해결 및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정부의 총기 관련 폭력 완화 노력을 크게 지원할 것입니다.  

  

3월 2일 NYSP는 ATF, 뉴욕주 법무장관실(New York 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 

DCJS, 주 전역의 청장 및 보안관 단체, 카운티 검사, NYPD, 미국 법무장관실(U.S. 

Attorney's Offices) 대표 간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3월 24일 ATF는 주간 

콘소시움(Interstate Consortium) 2번째 회의를 보스턴에서 진행했으며, 향후 회의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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