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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버팔로에서 발생한 인종 차별적 대량 총기난사 사건 이후 국내 

테러리즘의 증가와 싸우고, 주 총기법을 강화하며, 극단주의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단속하기 위한 종합적인 단속 패키지 지원 계획 발표  

  

테러방지청 내에 급진화 방지 및 위협 평가 관리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국내 테러 전담 
부서를 설립하고 소셜 미디어에 대한 극단주의 폭력 위협을 추적하고 대응하는 것을 

전담하는 주 경찰 전담 부서 설립하라는 행정 명령에 서명  

  
주 경찰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이 총기를 구입하고 소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 
위해 NYS 레드 플래그 법 가능 조항에 따라 극도의 위험 보호 명령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  

  
거리에서 위험한 총기를 제거하기 위해 화기의 정의를 개정하고 확대함으로써 "다른 

총"의 허점을 막는 법 발의  

  
입법부와 협력하여 범죄 신고 강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반자동 권총의 마이크로 
스탬프를 요구하여 범죄 중에 발사된 총기를 더 잘 추적할 수 있도록 할 예정  

  

버팔로 총격 용의자가 폭력의 방송, 조장 및 촉진을 위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조사하기 위해 법무장관에게 의뢰서  제공  

  
  
토요일 버팔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백인 우월주의 테러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국내 테러리즘과 폭력 극단주의의 지속적인 

증가를 근절하고, 주 총기법의 허점을 강화 및 보완하며, 폭력, 무법 행위를 조장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콘텐츠를 호스팅하고 널리 퍼뜨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단속하기 위해 포괄적인 단속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버팔로에서 백인 우월주의자가 

저지른 끔찍하고 비열한 테러 행위는 한 국가로서 우리가 백인 민족주의, 인종주의와 

백인 우월주의를 포함한 혐오 발언의 주류화와 군 스타일의 무기와 매거지에 대한 접근 

용이성이.라는 두 가지 위기의 교차점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며 뉴욕주는 이 치명적인 위협에 직접 대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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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급진적인 개인을 식별하고 소셜 미디어에서 

증폭된 위협을 추적하여 국내 테러리즘의 심각한 증가를 근절하는 데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며 주 경찰에 위험한 사람들이 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또한 버팔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소셜 미디어의 역할을 조사하기 위해 법무장관에게 조사 의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법 집행 기관이 거리에서 더 많은 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총기 폭력의 전염병에 정면으로 맞서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극단주의자들을 몰아내고,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법을 강화하며, 뉴욕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고 Hochul 

주시사는 덧붙였습니다.  

  

Letitia James 법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팔로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은 증오를 

확산시키고 조장하는 온라인 포럼의 깊이와 위험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한 개인이 

아무런 결과 없이 이러한 증오의 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게시하고 그것을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스트리밍할 수 있다는 사실은 뼈에 사무치고 헤아릴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목숨을 애도하고 기리는 가운데, 이번 

공격에 대한 역할에 있어 이러한 기업들의 역할을 조사하기 위해 진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런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플랫폼들이 떠안고 있는 현실 

세계의 황폐함을 목격했고, 이 위험한 행동을 조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가운데 Hochul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행정 명령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인터넷 포럼에서 영감을 받아 계획되고 

게시되는 국내 테러리즘과 폭력적인 극단주의의 문제 급증을 근절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행정 명령은 국토안보부(DHS)와 비상 서비스국에 국내 테러방지 

전담 부서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새로 신설된 이 전담 부서는 위협 평가 관리, 

지역별로 자체적인 위협 평가 관리 팀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한 자금 지출, 급진화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에 주력할 것입니다. 이 전담 부서는 

또한 국내와 국내에서 발생한 폭력 극단주의와 과격화의 최근 상승세에 대해 법 

집행위원, 정신 건강 전문가, 학교 관계자들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과격화 과정을 

파악하고 개입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만들 것입니다.  

  

이 행정 명령은 또한 뉴욕주 정보 센터(New York State Intelligence Center, NYSIC) 

내에 뉴욕주 경찰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내 폭력 극단주의를 추적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전담 부서는 소셜 미디어를 분석하여 가능한 

위협과 과격화 및 폭력 극단주의에 의해 동기 부여되는 개인을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사 단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정 명령은 모든 국가에 국내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현재의 전략, 정책 및 절차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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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행정 명령은 주 경찰이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이 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마다 뉴욕주 레드 플래그 법에 따라 극도의 위험 보호 

명령(ERPO)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버팔로 총기난사 용의자가 폭력의 방송, 조장 및 촉진, 교체가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활용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조사 및 연구하기 위해 행정법 63조 

8항에 따라 검찰총장실에 사건 의뢰서를 발급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증오와 폭력 

극단주의와의 전쟁을 위한 뉴욕주의 전략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 패키지의 일환으로 법 집행부가 총기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일련의 입법 조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화기의 정의를 

개정하고 확대함으로써 "다른 총"의 허점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더 많은 총기가 기존의 다양한 총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총기 관련 범죄를 해결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간소화하기 위해 

두 개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안은 뉴욕에서 

제조되거나 허가받은 딜러에게 납품되는 반자동 권총이 마이크로스탬핑이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프로세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탬핑은 총기가 발사될 때마다 

탄환과 카트리지 케이스에 고유한 지문을 표시하는 혁신적인 탄약 표시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관들은 범죄 현장에서 회수된 총알과 케이스를 특정 총기 및 잠재적으로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안은 모든 법 집행 기관이 범죄 

총기를 발견한 후 24시간 이내에 회수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총기 신고 프로토콜을 

강화할 것입니다.  

  

최근에 취한 이러한 조치들은 총기 폭력의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한 Hochul 주지사의 

지속적인 약속의 일환입니다. 제정된 주정부 예산안에는 공공 안전법에 대한 의미 있고 

중대한 변경 조항뿐만 아니라 법 집행 기관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의 총기 폭력 예방 

노력을 강화할 대담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2억 2,700만 달러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최근 국내 테러 공격의 급증은 미국 전역의 공공 안전에 대한 가장 긴급한 위협 중 

하나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테러 공격과 음모는 전국적으로 세 배가 

증가했습니다. 2021년에, 38명의 백인 우월주의자와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테러 

공격과 음모를 포함하여, 미국에서 73건의 테러 공격과 음모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주 희생자 지원 서비스 사무국(Office of Victim Services) Elizabeth Cronin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OVS는 전력을 기울여 토요일에 단순히 그들의 삶을 떠돌던 

인종차별적이고 무의미한 살인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Hochul 주지사와 그녀의 고향 주민들이 

슬퍼하고, 치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뉴욕 시민들과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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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칩니다. 이를 통해 강인함과 리더십을 보여주고, 피해자 지원과 우리 주 전역에 걸친 총기 

폭력과 증오범죄를 줄이기 위한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OVS는 중요한 안전망을 제공하며 장례 및 매장 비용, 의료 및 상담 비용 및 기타 제반 

비용을 비롯하여 개인이 지불할 다른 수단이 없을 때 범죄자로부터 회수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며, 임금을 잃고 지원을 잃은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OVS는 이리 카운티 지방 검사 John J. Flynn, FBI 및 버팔로 경찰국과 협력하여 제퍼슨 

애비뉴에서 발생한 비극과 진행 중인 범죄 조사로 인해 Tops Friendly Markets 폐쇄로 

영향을 받은 주민들에게 트라우마 정보 지원 및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리소스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오늘밤 이 센터는 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됩니다. 서비스에는 식료품, 공과금, 은행 서비스 및 정신 건강 상담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사법정의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Rosanna Rosad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팔로에서 발생한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은 이웃, 

도시, 주, 국가의 사회적 조직을 찢어놓았습니다. 증오를 부추기는 극단주의에 의해 

우리의 이웃,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진 파괴, 손실, 그리고 트라우마가 

헛될 수도 없고 헛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슬퍼하고, 치유하고, 비극에서 회복할 때 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우리는 증오와 인종차별에 맞서고, 

미래의 폭력 극단주의를 막고, 우리 지역사회로 불법적으로 총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총기 폭력 전염병을 종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주지사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 비상 서비스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Jackie Bra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백인 우월주의와 

반유대주의에 의한 국내 테러는 우리 조국에 대한 명백한 위협입니다. 테러방지국 내에 

신설된 이 부서는 이러한 위협과 이를 부추기는 단체가 요구하는 자원, 집중 및 대응을 

강화할 것입니다."  

  

주 경찰청장 Kevin P. Brue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경찰은 총기 폭력과 국내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해 지역, 주, 연방 차원에서 우리의 법 집행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Hochul 주지사님과 입법부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단 하나의 법 집행 기관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심지어 주 경계를 넘나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요일 발생한 총격 사건은 10명의 

무고한 뉴욕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헤아릴 수 없는 참사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즉, 공격용 



무기를 우리의 거리에서 멀리하고 위험한 극단주의자들의 손에서 멀리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인종차별적 수사법을 전파하고 홍보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상식적인 총기 개혁법을 통과시키고 극단주의를 물리치고 뉴욕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연방 차원에서 계속 싸워 나갈 것입니다."  

  

Brian Higgins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노동자, 이웃, 그리고 전체 버팔로 

지역사회가 느끼는 고통은 다른 사람이나 도시도 경험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치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허점을 막고 뉴욕 시민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이러한 조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하원은 자체 국내 

테러 방지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와 같은 불필요한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Brad Hoylma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괄적인 총기 폭력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뉴욕 시민들에게 말 그대로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와 싸우고 있고, 비록 오늘날 우리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이 

버팔로에서의 인종차별주의 테러 공격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되돌려주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 법안을 통해 미래의 총기 폭력을 억제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탬핑 법안 (S.4116A/A.7926)은 총기 제조업체와 딜러에게 사용 후 탄약에 

추적 가능한 일련 번호를 추가하는 마이크로스탬핑 기술을 구현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는 공공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기 

폭력을 이렇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내며, 

저는 올버니 시가 회기가 끝나기 전에 각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간청합니다."  

  

Brian Kavanagh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와 국가에 충격을 준 

혐오스럽고 인종 차별적인 공격의 결과로, 저는 Kathy Hochul 주지사와 정부 기관 내 

동료들과 함께 총기 폭력의 광기 어린 광기로부터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는 총기 산업과 의회와 많은 주에서 

그들의 동맹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폭력을 멈출 수 있는 법을 막는 것을 멈출 

때까지 결코 우리 나라에서 이와 같은 잔혹한 행위를 완전히 없앨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취할 조치와 같은 조치들은 뉴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유난히 어려운 시기에 

변함없는 리더십을 보여주신 Hochul 주지사님과 인종차별적 증오와 치명적인 

폭력이라는 두 가지 재앙과의 싸움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Linda B. Rosentha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버팔로에서 발생한 

형언할 수 없는 비극적인 총격 사건은 극단주의자들이 그들의 인종 차별적 혐오 발언을 

퍼뜨리고 무고한 생명을 빼앗기 위한 사악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의 한 예입니다. 이 흑인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을 계기로 뉴욕주는 

이러한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하며,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할 더 엄격한 총기법을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뉴욕주에서 판매되는 



반자동 권총이 마이크로스탬핑이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법률 후원자로서, 저는 총기가 

해를 끼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과 과감한 행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마이크로스탬핑 법안이 

법제화되면, 법 집행 기관은 가해자를 추적하고 총기 폭력의 재앙을 멈추도록 도울 다른 

도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Jo Anne Simo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극도 위험 보호 명령 이행을 

늘리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행정 명령은 경찰관들이 ERPO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며, ERPO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RPO는 사람들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업무를 지원하며, 저는 ERPO의 실행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퀸즈 지방 검사인 Melinda Kat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 이웃에서 

총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총기 사용 추적, 재고 감축, 

총격에 사용된 무기 식별 등의 노력이 포함됩니다. 주지사의 제안은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브롱크스 지방 검사인 Darcel D. Clark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팔로 슈퍼마켓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1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한 젊은 총잡이는 이 주에서 합법적으로 

공격용 무기를 살 수 있었고, 불법적인 대용량 매거진으로 이 무기를 개조했습니다. 

그는 지역 경찰이 조사한 지난해 자신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화기의 정의를 "다른 모든 무기"로 확장하여 전환 가능한 공격 무기를 

포함하도록 하는 발의된 법률과,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마다 뉴욕주 레드 플래그 법에 따라 극도의 위험 보호 

명령(ERPO)을 제출하도록 주 경찰에 요구하는 Hochul 주지사의 행정 명령은 대량 

학살을 야기하는 총기 사건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 경찰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진 자국내 폭력 극단주의자를 추적하는 전담 부서를 설립하도록 

요구하는 Hochul 주지사의 행정 명령은 뉴욕 시만들의 안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조치입니다."  

  

Reverend Al Sharpto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와 입법자들은 인종에 기반한 국내 

테러리즘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나라의 역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입법부와 주지사들은 짐 크로우 법, 여성 인권법, LGBTQIA 인권법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우리는 이 법률을 통해 인종에 기반을 둔 국내 백인 우월주의 

테러리즘을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법을 제정하고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만 할 수 

없습니다."  

  

총기 폭력에 맞서는 뉴욕 주민(New Yorkers Against Gun Violence)의 Rebecca 

Fischer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 폭력과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총격 



사건이 우리 주를 유린하고 흑인과 아시아계 뉴욕 시민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Hochul 주지사가 즉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지사의 행정 명령과 입법안은 대량 총기난사, 자살, 가정폭력,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매일 괴롭히는 다른 총기 폭력을 예방할 것입니다. 

마이크로스탬핑 기술과 범죄 총기 신고는 불량 총기 판매업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범죄를 해결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총기 밀매 위기를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Hochul 주지사와 같은 입장에 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인명 구조 정책을 옹호해 주신 그녀에게 감사드립니다."  

  

서퍽 카운티 Errol D. Toulon, Jr. 보안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 폭력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이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더 많은 우리 주민들이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이러한 조치들을 제안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올버니 Eric Hawkins 경찰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분별한 총기 폭력은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사법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Brady의 Kris Brown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총기 폭력 방지법이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법 중 하나이지만, 상식적인 해결책은 총기 폭력 방지법을 더 

강하게 만들고 법 집행 기관이 범죄를 더 쉽게 다루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님께서 오늘 발표한 정책들은 더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극도의 위험 법률과 같은 뉴욕의 기존 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며, 마이크로스탬핑 

기술과 같은 새로운 증거 기반 해결책을 시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상식적인 정책들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버팔로에서 발생한 공격과 같은 

미래의 비극을 예방하고,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가족들을 총기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며, 미국 전역의 주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heltering Arms 최고경영자인 Elizabeth McCarth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팔로 

주민들이 이 비극에서 회복하는 동안 Sheltering Arms는 마음을 함께 합니다. 총기 

폭력과 증오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함께 직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Rock Safe Streets 팀은 파 록어웨이 지역사회에서 총기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뉴욕의 모든 지역사회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주 

전역의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합니다."  

  

남부빈곤법률센터(Southern Poverty Law Center) 비서실장인 Lecia Brook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증오와 흑인 및 아시아계 사회에 대한 이러한 폭력적이고 

인종적인 공격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명확하고 강력하게 발언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많은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처럼, 버팔로에서 총기 



폭력을 자행한 공격자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증오가 광범위하게 

지속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온라인 급진적인 백인 우월주의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노력은 웹의 어두운 구석에 밝은 빛을 비추어 미래의 끔찍한 

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러한 기업들은 공공의 

이익보다 이익을 우선시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를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 

회사들 또한 허위 정보, 혐오 및 폭력적인 콘텐츠를 제거하는 자체 정책과 프로토콜을 

시행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속적인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March for Our Lives 정책 책임자인 Zeenat Yahy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가 추악하고 치명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리더들에게 백인 

우월주의의 안전한 항구를 거부하는 긴급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총기 모방범들을 막기 위해 살인자들에 대해 '악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No Notoriety)'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제 '악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No 

Notoriety)'은 백인 우월주의가 곪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역할을 조사하라는 Hochul 주지사의 지시는 이러한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며, 총기 허점을 막기 위한 그녀의 노력과 함께 이는 생명을 구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적 조치이며, 주지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Giffords 총기 폭력 예방 법률 센터 David Pucino 부고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팔로에서 발생한 끔찍한 총기난사 사건과 그것을 자극한 증오심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존자와 이런 몰상식하고 

비열한 행동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과 함께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이 나라의 입법자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는 총기 

폭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행동으로 이에 부응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SAVE East Harlem, GOSO, Omar Jackson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명적인 

비극이 발생할 때, 우리 지역사회는 폭력의 타격을 너무 자주 받습니다. 지난 주말 

버팔로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총기 폭력과 증오로 인한 심각하고 

증가하는 공중 보건 위기와 싸우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SAVE는 젊은이들과 소통 창구를 구축함으로써 총기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정신 건강 관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인종차별을 비난하며, 총기에 대한 접근을 줄이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증오와 

폭력에 대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entral Family Life Center, True 2 Life의 Mike Perry 프로그램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분별한 총기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가족들과 

연대합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선출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뉴욕시의 폭력 예방 단체를 지원하도록 촉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폭력 행위를 초래하는 역사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Jacobi Medical Center, Stand Up to Violence의 실행 프로그램 책임자인 Carjah 

Dawkins Hamilto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YC Health + Hospitals/Jacobi의 Stand 

Up to Violity 프로그램은 버팔로의 SNUG 프로그램과 이 어려운 시기에 버팔로의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괴롭히는 폭력에 맞서고 이 비극을 초래한 

인종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비난하기 위해 계속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폭력사태가 

뉴욕주 지역사회를 계속 파괴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Center for Court Innovation, SOS Save our Streets/RISE Project의 Hailey Nolasco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결과로 뉴 노멀로 적응하는 법을 

배우면서, 전례 없는 실업, 정신 건강 문제, 그리고 자원 장벽의 증가 등 우리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총기 폭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현실입니다. 뉴욕과 미국 전역의 이웃들은 총기 폭력에 수반되는 상처와 

트라우마에 압도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쳐 예방과 

개입을 통합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 안전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거나 총기에 의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젊은이들이 SOS Save our Streets 및 NYC Crisis 

Management System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과 연결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Community Capacity Development 사무 총장이자 창립자인 K. Bai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인명 손실은 비극적이지만, 버팔로에서 발생한 흑인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이 공격의 인종차별적인 측면은 특히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정신나간 개인의 타락한 행동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 종교, 학술, 기업 

및 지역사회 기관 전반에 걸쳐 모든 수준의 국가 리더들이 특히 흑인, 브라운, 아시아 및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종적으로 동기가 부여되고 체계적인 폭력의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패턴에 즉각 맞설 것을 촉구합니다."  

  

Life Camp의 최고경영자인 Erica For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LIFE Camp는 

혐오범죄와 총기폭력 근절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한 Hochul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내며, 다양한 지역사회 폭력 개입단체뿐만 아니라 치유와 

트라우마 회복의 최전선에 있는 문화적으로 유능한 선도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국가적 투자가 이루어지길 호소합니다.  

  

Everytown for Gun Safety의 John Feinblatt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단순한 미사여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버팔로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같은 

비극에 진정한 해결책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러한 인명 구조 정책 

뒤에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정확히 바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총기 



폭력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 집행 기관, 

정신 건강 전문가, 학교 관리자, 그리고 뉴욕 시민들이 언제 그것들을 도구 상자에서 

꺼내서 사용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Everytown Survivor 펠로우이자 Moms Demand Action 뉴욕 지부 자원 봉사자이며 

2013년 총기로 사망한 아들 Ya-Quin English와 2016년 칼에 찔려 사망한 아들을 둔 

Pamela H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와 같이 총기 폭력의 생존자들을 지지해 

주고 계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버팔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은 저와 닮았으며 저와 같이 살고 있었으며 저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제 아이들을 돌려보내 주지 않지만 증오를 

해소하고 더 많은 가족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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