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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총기법을 강화하고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입법안에 

서명  

  

포괄적인 법안 패키지 10개, 버팔로와 우발데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총격으로 드러난 
중대한 총기법의 허점 보완  

  
법률 S.9458/A.10503, 21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 면허를 요구하여 반자동 소총을 

구입하는 행위 금지   
  
법률 S.9407-B/A.10497,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방탄복을 구매하는 

행위 금지   
  

법률 S.9113-A./A.10502, 극단적인 위험 방지 명령을 제출할 수 있는 개인의 목록을 
확장하고 법 집행 기관에 지정된 상황에서 ERPO를 제출하도록 요구   

  
법안 패키지, 범죄 보고 강화, "기타 총기"의 허점 보완, 새로운 반자동 권총의 마이크로 
스탬핑 부착 요구, 대용량 공급 장치에 대한 기득권 제거, 소셜 미디어 회사가 증오 

콘텐츠에 대한 대응 및 보고를 개선하도록 요구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총기법을 즉시 강화하고 버팔로와 우발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범들에 의해 드러난 중대한 허점을 보완하고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감염시키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총기 폭력의 재앙으로부터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입법안에 서명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Northeast Bronx 

YMCA에서 Andrea Stewart-Cousins 다수당 원내대표, Carl Heastie 의장, 입법부 

파트너, Letitia James 법무장관, 총기 폭력의 피해자와 생존자들이 지지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 폭력은 우리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는 

전염병입니다. 생각과 기도만으로 이것을 해결하기란 역부족이지만 강한 행동을 취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우리 주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담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21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반자동 무기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정 직업의 개인 이외의 사람들에게 방탄복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요한 총기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위험한 사람들이 총을 가질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레드 플레그법(Red Flag Law)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믿는 이러한 새로운 조치를 통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Stewart-Cousins 다수당 원내대표, Heastie 의장, 그리고 모든 입법 파트너 

여러분께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긴급성과 사려깊은 행동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뉴욕주의 국가 주도 총기법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총기 폭력은 전국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가 

우리의 선례를 따르고 의미 있는 총기 폭력 방지 조치를 통과시키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이 법에 달려 있습니다."   

  

Delgado 부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불법 총기의 만연으로 인한 

총기 폭력의 재앙이 존재합니다. 해마다 우리 동네에는 불법 총기와 유령 총기가 

넘쳐나며 매일 가족과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범 국가적인 대응 

체계는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상식적인 총기 안전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 덕분에 더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무탈하게 졸업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싸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Andrea Stewart-Cousins 다수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는 살육을 

추구하는 자들이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쟁 무기들로 인해 심판의 순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학교, 식료품점, 교회, 그리고 대학살의 장소인 콘서트와 

같은 우리 지역사회에 침투했습니다. 뉴욕과 전국적으로 이러한 파괴적인 시기에 

우리는 Hochul 주지사, Heastie 의장, 그리고 민주당 입법부 의원들과 함께 이 총기 

폭력의 길이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Carl Heastie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회 다수당에 소속된 제 동료들과 저는 

이 나라를 너무 오랫동안 괴롭혀온 총기 폭력의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지칠 줄 

모르고 일해왔습니다. 불과 열흘도 채 안되어, 우발데, 텍사스 그리고 뉴욕주 

버팔로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31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안전함을 느꼈어야 했던 

장소에서 끔찍한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미국인이 안전하다고 느낄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상원에 있는 동료들과 Hochul 주지사와 함께 뉴욕의 총기 

관련 법을 미국 내에서 가장 엄격한 법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여기 

뉴욕에서 기울인 우리의 노력이 자랑스럽지만, 모든 미국인들이 그들의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총기 폭력의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는 총기와 공격 무기에 

대한 외설적인 매혹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Letitia James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뉴욕은 매일 무고한 

미국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총기 폭력의 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해 신속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친 허점, 느슨한 법, 그리고 공무원의 비활동은 

총기가 우리 거리에서 확산되도록 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황폐화시킵니다. 이 새로운 

총기법 패키지로 뉴욕은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총기법을 



시행하도록 이끌 것이며, 다른 주들도 이에 따를 것을 촉구합니다. 생각과 기도의 

시간은 이미 오래 전에 지났습니다. 이제는 행동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버팔로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백인 우월주의 테러 행위 이후 한 달도 채 안 

되어 법제화된 이 포괄적인 법안 10가지는 면허를 요구함으로써 21세 미만의 개인에게 

반자동 소총의 판매를 금지하고, 자격이 없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 의한 

방탄복의 구입을 금지하고, 극단 위험 보호 명령(ERPO)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목록을 확대하고 법 집행 기관이 매우 특정한 상황에서 ERPO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위험 신호법을 강화하고, 위협적인 대량 위해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새로운 반자동 권총에 대한 마이크로 스탬핑을 부착하도록 요구하고, 총기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주, 지방 및 연방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총기 딜러에 대한 기록 

보관 및 재고 보호 요건을 강화하고, 화기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 확대하여 "기타 

총기"의 허점을 보완하고, 대용량 주입 장치의 기득권을 제거하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악행을 보고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반자동 소총 구입 연령 확대 적용   

  

법률 S.9458/A.10503에 따르면 개인은 반자동 소총을 구입하기 전에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기존의 뉴욕주 법에 따르면, 총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방판복 금지   

  

법률 S.9407-B/A.10497은 자격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신체 조끼를 

구입하고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 있는 전문 직업에는 법 

집행관 및 국무부가 다른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기타 직업이 포함됩니다. 또한 모든 

방탄복 판매를 직접 완료하도록 요구합니다.   

  

레드 플래그법 강화  

  

법률 S.9113-A/A.10502는 지난 6개월 이내에 개인을 검사한 의료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극단 위험 보호 명령(ERPO)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을 확대합니다.   

  

이 법률은 총기 면허를 발급할 지 여부를 결정할 때 잠재적으로 유해한 개인에 대한 

정신 건강 종사자들의 보고서가 면밀히 고려되도록 하기 위해 총기 면허법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은 또한 경찰 및 지방 검사에 개인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에 관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한 경우 ERPO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주 경찰 및 시 경찰 교육 위원회(Municipal Police Training Council)가 ERPO 청원이 

보장될 수 있는 시기를 식별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만들고 보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이크로 스탬핑   

  

법률 S.4116-A/A.7926-A는 사법정의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이 마이크로스탬핑 가능 권총이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다는 것을 인증하거나 

인증을 거부하고 인증이 실행 가능한 경우, 이러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마이크로스탬핑 가능 화기의 불법 판매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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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점을 보완   

  

S.9456/A.10504 법률은 "화기"에 대한 정의를 폭발물의 작용에 의해 발사체를 

방출하도록 설계되거나 쉽게 변환될 수 있는 형법에 정의되지 않은 모든 무기를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이는 총기와 소총에 대한 우리의 현재 정의를 무시하고 있는 

팔걸이에서 발사되도록 개조된 총기를 압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률 S.9229-A/A.10428-A는 안전법 제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소유했거나 1994년 

이전에 제조된 대용량 탄약 공급 장치의 기득권 인정 조항을 제거합니다.  

  

법률 S.89-B/A.6716-A는 대량피해 협박을 가하는 것과 대량 피해 위협을 악화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정보 공유 개선   

  

법률 S.4970-A/A.1023-A는 주 및 연방 총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 집행 기관의 

강화된 보고를 요구합니다. 기관들은 압수되거나 회수된 총기를 범죄 총기 관리소에 

신고하고 ATF의 집단 데이터 공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총기의 제조사, 모델, 구경 및 

일련 번호를 국가 범죄 정보 센터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총기 거래상들에게 획일적인 보안과 신고 기준을 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8세 미만이고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총기 판매업자의 구내 

특정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불법 구매에 대한 신원 확인과 

대응을 포함한 총기, 소총, 산탄총 이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률은 또한 주 경찰이 3년마다 총기 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혐오스럽고 위협적인 소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대응 및 보고 기능 개선   

  

법률 S.4511-A/A.7865-A는 뉴욕의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혐오 행위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정책을 제공하고 이러한 

플랫폼에서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법률 S.9465/A.10501은 소셜 미디어 및 폭력 극단주의에 대한 새로운 태스크 포스를 

창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무장관실에 상주하는 이 태스크포스 팀은 온라인 상에서 

폭력적인 극단주의와 국내 테러리즘을 촉진하고 촉진하는 소셜 미디어 회사의 역할을 

연구하고 조사합니다.  

  

이 강력한 새 법률은 즉각적인 보호 강화를 위해 고안되었으며, 다수당 지도자인 

Andrea Stewart-Cousins와 Carl Heastie 의장의 협력 하에 개발 및 승인되었으며, 

버팔로 총기 난사 사건 직후 발표된 두 가지 행정 명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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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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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executive-order%2Fno-18-preventing-and-responding-domestic-terrorism&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d38c9331777404b67a908da47e2839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0133545885543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rWMjpmd5p8%2FTHtzvvKz8%2F%2FIUiFEMHcJjOuIdAwT%2BsM0%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executive-order%2Fno-19-directing-state-police-file-extreme-risk-protection-order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d38c9331777404b67a908da47e2839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0133545885543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tFfpR5gcv8jqPoOfGTZKLZqSsHYbFNH%2BdoVNy8Rjq2w%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2022-05%2FExecutive_Law_63_Referral.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d38c9331777404b67a908da47e2839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0133545901166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4SqUZ%2FkATrD7As8wkcEOkgbKkqu3BUU0ArC1DiskJPw%3D&reserved=0


  

형사사법 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의 Rossana Rosad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팔로에서 발생한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은 뉴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를 찢겼고 증오로 인한 극단주의에 대한 우리의 

취약성을 열실히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치유를 지원하면서, 우리는 또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가 오늘 법안으로 서명하는 법안을 통해 뉴욕은 증오와 

극단주의, 그리고 총기 폭력의 치명적인 교차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지사의 뉴욕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리더십에 감사드리며, 주 및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국가 주도적인 

총기 폭력 예방 정책과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이러한 법을 시행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인 Mary Basse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지역사회를 괴롭히고 매일 생명을 희생시키는 총기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법적, 정책적 접근법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예방은 공중 보건 접근법의 핵심입니다. 저는 주지사님께서 국가의 

모범이 되고 뉴욕 시민들을 더 안전하게 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많은 법안들을 

법제화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실효성 있는 공중보건입니다."  

  

Kevin P. Bruen 뉴욕주 경찰청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법 총기를 거리에서 

없애는 것은 여전히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는 정보, 전략 및 전술을 공유하기 위해 다른 

지역, 주 및 연방 법 집행 기관과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주지사와 입법부의 헌신과 지지 그리고 모든 뉴욕 시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제공한다는 우리의 공동의 목표에 감사 드립니다."   

  

뉴욕주 총기폭력예방국(New York State Office of Gun Violence Prevention)의 

Calliana S. Thomas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법의 중대한 허점을 강화하고 

보완할 수 있는 이 포괄적인 법안 패키지 10개를 마련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과 입법 

파트너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공공 보건, 정책 및 지역사회 기반 접근에 걸친 

주 전역에 걸친 총기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면적인 접근법을 

계속 취할 것이며, 뉴욕주 이외의 사람들도 총기 폭력 문제를 전국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긴급성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Jackie Bra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뉴욕주는 총기 관련 법을 강화하고 뉴욕 시민들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가 

전쟁 무기를 그릇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Hochul 주지사님께서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부(Division of Human Rights)의 Maria Imperia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혐오 발언을 그대로 방치하면 비극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증오에 기반한 폭력과 싸우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저는 이 위기를 

정면으로 대처하는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의 Elizabeth Cronin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 옹호론자들은 개인과 가족들이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총기 폭력의 

파괴적인 효과를 매일 목격합니다. 이 작업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총기 전염병에 

대처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해야 합니다. 모든 뉴욕 시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Jamaal Baile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버팔로나 우발데 같은 

지역이 행동을 취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 법안 패키지와 함께, 뉴욕은 총기 

폭력의 재앙을 의미 있게 해결하기 위해 총기 법을 강화하는 데 있어 미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 법안은 폭력적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소셜 미디어의 역할과 국내 테러 

행위를 계획하고 촉진하기 위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사용을 조사하기 위해 뉴욕 

검찰총장실 내에 전담 태스크포스를 설립할 것입니다. 반자동 소총 구입을 위한 허가와 

연령 상향 조정, 총기 및 탄약 판매에 대한 신원 확인 강화, 혐오 SNS의 보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제 동료들의 법안과 함께, 이 입법안은 생명을 구하고 미래의 비극을 예방할 

것입니다. 우리 주 역사상 총기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법안 패키지에 

서명해 주신 Kathy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위기의 순간에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Andrea Stewart-Cousins 다수당 원내대표, Carl Heastie 의장 및 양원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Brad Hoylma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에서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총기 안전 법안 패키지를 통해 백인 

우월주의자의 손에 의해 버팔로에서 잃어버린 10명의 생명, 텍사스에서 잃어버린 

19명의 어린이와 매년 총기 폭력으로 사망하는 수백 명의 뉴욕 시민들을 기립니다.  

오늘 Hochul 주지사가 서명한 새로운 마이크로 스탬프법(S.4116A/A.7926)과 대용량 

매거진이 사용된 사건을 더 쉽게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9229A/A.10428A)을 

포함하여 두 개의 법안을 후원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안을 

지지하고 신속하게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 총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그리고 총기 폭력에 반대하는 뉴욕 

시민들, Everytown, Moms Demand Action, Brady, Giffords 그리고 Coalition to Stop 

Gun Violence 등 우리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지지자들과 총기 폭력 반대 단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Todd Kaminsk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중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하는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주의 법정은 학교, 회당, 



그리고 사업체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자들에 대한 기소를 막았기 때문에 이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을 법의 최대한도로 기소할 수 있는 법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이웃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힘써주신 Hochul 주지사와 Wallace 하원의원님께 감사합니다."  

  

Anna M. Kapla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팔로 슈퍼마켓에서 10명의 

무고한 흑인 뉴욕 시민을 살해한 인종차별주의자 국내 테러범은 혐오 발언을 장려하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온라인상에서 급진화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 

알고 있다면 말을 하라"는 표현을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온라인에서 위험하거나 해로운 것을 볼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제 

법안은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이 혐오 발언을 표시하기 위한 명확하고 일관된 보고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가상 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증오가 나날이 심해지는 파괴적인 결과들과 함께, 우리는 

이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합니다. 지난 주에 통과시킨 총기 안전 패키지 법안과 함께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이 법안에 대해 Patricia Fahy 

의원과의 파트너십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Brian Kavanagh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총기 산업과 의회와 많은 

주에서 총기 산업과 그들의 동맹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폭력을 막을 수 있는 법을 

막는 것을 멈출 때까지 버팔로와 우발데에서 발생한 끔찍한 총기난사 같은 잔학 행위나,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상적인 총기 폭력 같은 것들로부터 결코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우리가 취한 조치와 Kathy Hochul 

주지사가 오늘 서명한 법률은 우리가 총기 폭력의 재앙으로부터 뉴욕 시민들을 보호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리더십을 보여 주신 Hochul 주지사, Andrea 

Stewart-Cousins 다수당 원내대표, Carl Heastie 의장, 행정회의와 입법부의 동료들, 

그리고 해야 할 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 많은 옹호자, 생존자, 법 

집행 전문가들, 그리고 총기 폭력 예방 전문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Tim Kenned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이 계속해서 행동에 실패하는 

동안, 뉴욕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버팔로 시의 가장 어두운 날들 중 하나가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우리는 미래에 발생할 비극을 막고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실질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우리가 잃은 사람들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저는 입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단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우며,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고 이 법안들을 법제화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Sean Rya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팔로 공동체가 계속해서 추모하면서, 

우리와 같은 수십 개의 다른 공동체도 대량 총격으로 무고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공격을 막고 백인 우월주의와 혐오 이데올로기에 맞서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연방정부가 조치를 취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은 각각의 주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뉴욕에서, 우리는 변화를 만들고 미래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상식적인 개혁을 개발하기 위해 텍사스 주 

버팔로와 우발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Luis Sepúlveda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Kathy Hochul 주지사가 총기의 

정의를 "고스트 건"으로 바꾸는 제 법안 S9456에 서명해 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스트 건은 분명히 우리 지역사회를 괴롭히는 증가하는 총기 폭력의 큰 

구성요소입니다. 이 법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싸움에서 초월적인 

단계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브롱크스를 주 전체와 나머지 국가들에게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평화와 평온을 위해 행동하지 않고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시나리오로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구와 그들이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는 

보호를 우리 지역사회에 제공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James Skoufis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총기 안전 법안 패키지는 

버팔로, 우발데, 그리고 그 밖의 수많은 폭력적 비극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뉴욕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입니다. 제가 후원한 '레드 플레그' 

확대 법안이 상정되면 보건 및 정신 건강 관리 전문가들이 총기류를 위험한 사람들의 

손에서 멀리하도록 돕기 위해 극도의 위험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이 조치와 다른 주요 조치들에 서명해 주신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Kevin Thomas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수수방관하는 가운데 

뉴욕주가 다시 한 번 나서서 총기 폭력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버팔로와 우발데에서 발생한 비극은 대량 총격과 반자동 무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반자동 

소총을 구입할 수 있는 나이를 18세에서 21세로 효과적으로 높이는 법안인 S.9458의 

주요 후원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은 엄격한 상식적인 총기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 구명 입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Kenny Burgo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 폭력은 국가적인 전염병이고 

우리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는 역병입니다. 그리고 총기로 인해 무고한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은 우리 정부와 우리 인류의 실패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총기 안전 개혁안을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저의 입법 동료들과 주지사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용기를 얻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허점을 보완하고 총기 산업의 불안할 

정도로 혁신적인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 화기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는 제 법안을 



포함합니다. 뉴욕은 미국 역사상 이 고통스러운 시기에 발 벗고 나섰고, 저는 의회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Patrick Burk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저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어라"며 포옹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우리는 연방 차원의 상식적인 총기 개혁이 필요하지만, 뉴욕 

시민들은 입법부와 주지사가 자신들과 가족들을 총기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Kevin Cahil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식별하고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비를 갖춘 사람들은 정신 건강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레드 플레그법을 강화하고 극도 위험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자신이나 우리 지역사회에 즉각적인 위험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늘에 

머물지 않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관심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William Conrad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인으로서 총기 범죄에 

대한 중요한 보호를 확보하는 동시에 수정헌법 제2조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 레드 플레그법에 대한 권고, 반자동 무기의 소유와 사용에 관한 실질적인 

규정, 법 집행 기관들 간의 포괄적인 기록 공유, 그리고 법 집행 기관 간의 포괄적인 

기록 공유 등은 책임 있는 총기 소유 및 대다수의 시민이 요구하는 향상된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5월 14일 버팔로를 충격에 빠뜨린 총기 폭력의 위기는 총기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는 것 이상을 포함하는 다면적인 접근법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뉴욕주에서 통과된 법안이 그러한 폭력에 대한 적절한 즉각적인 대응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안전과 안전의 보장 없이는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의도했던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Patricia Fah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증오와 잘못된 

정보가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로 퍼지는 것을 목격했으며, 너무나 자주 독설이 

오프라인에서 폭력으로 번져 지난 달 버팔로에서 발생한 비극의 유형으로 절정에 달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만 매일 47억 5,000만 건이 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미국인의 

7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혐오스러운 콘텐츠를 보고하고 다루는 방법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정책을 수립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회사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위험한 혐오 발언과 잘못된 정보의 

확산으로부터 뉴욕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Jonathan Jacobso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다른 총기 난사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버팔로의 총기 난사범도 방탄복을 입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고한 희생자들을 학살하는 동안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의 무장 경비원이 그를 향해 총을 쐈지만, 총격범은 다치지 않고 대응 사격하여 

경비원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친법적인 법 집행 법안입니다. 직업 



특성상 총기 폭력의 특별한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는 한, 방탄복이 필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법안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동안 법 집행 기관이나 다른 보안 

요원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범죄자들이 총을 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그들의 보호를 빼앗는 것입니다."  

  

Chantel Jackso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단지 총기 폭력의 

희생자들에게 생각과 기도를 드리는 것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주지사와 입법부는 

모든 뉴욕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후원한 법안은 21세가 되는 사람들이 반자동 소총을 구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허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합니다."  

  

Karen McMaho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전역과 웨스턴 뉴욕 

지역사회는 여전히 무의미하고 끔찍한 총기 폭력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Sandy 

Hook 대학살이 있은 지 거의 1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같은 

입장에 처해 있고, 무대처의 결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뉴욕 주에서는, 제 

동료들과 제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함께 전쟁 무기와 방탄복을 단속하고, 무기를 얻을 수 있는 허점을 보완하고, 

온라인상의 혐오 발언과 싸우는 등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우리는 뉴욕주에서 훨씬 향상된 총기 안전과 책임을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Demond Meek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핵심 교리는 엑셀시어, 

"상향으로 나아가자(ever upward)"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뉴욕은 이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의 확산과 싸우기 위한 조치와 보호를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행동했고, 주 전체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대량 살인과 총기 폭력의 증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 총기 폭력은 우리 지역사회를 휩쓸고 있는 또 다른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우리는 공공 안전을 증가시키기 위한 회복적인 개혁을 시행함으로써 

전염병인 총기 폭력으로부터 우리 지역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니셔티브를 유지하고 뉴욕주 사람들을 더 이상의 무의미한 폭력 행위로부터 보호할 

규제와 지침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증오와 편견에 맞서서 우리의 

주민들과 가족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Jon D. Rivera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를 

규제하는 것처럼, 우리도 미성년자에 대한 자동 무기 판매를 규제해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가 법제화할 포괄적인 총기 법안 패키지는 모든 준법 총기 소유자가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상식적인 조치를 대변하며 여기에는 면허를 요구하여 21세 미만의 사람에게 

반자동 소총 판매를 금지하고, 적격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방탄복 구매를 

금지하고, 극도 위험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목록을 확대하여 레드 

플레그법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최근 총기 난사범들은 최근 주정부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지역사회를 황폐화시키고 가족들을 분열시켰습니다. 뉴욕은 연방 차원의 

행동이 동결되고 정치적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를 계속해서 

파괴하는 총기 폭력의 재앙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Linda Rosentha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 폭력은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방 가능한 학살에 직면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인 수치입니다. 지속되고 있는 연방 정부의 

마비에 비추어 볼 때, 뉴욕은 다시 한 번 앞장서서 총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탬핑은 법 집행 기관이 범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뉴욕시의 총기 범죄에 대한 30%의 허가율로, 마이크로 스탬핑은 위험한 범죄자를 

소탕하고 거리에서 총기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폭력의 끈끈한 순환을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Heastie 의장님과 이를 법제화 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Monica Wallac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팔로와 우발데에서의 파괴적인 

공격 이후, 뉴욕 주 사람들은 분별없는 총기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식적인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고 제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리 카운티 Mark C. Poloncarz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시민들을 보호하고, 허점을 보완하고, 대량 학살 무기가 우리 지역사회에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상식적인 총기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너무나 많은 생명이 파괴되었고, 가족들은 황폐화되었으며, 총기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많은 

고통들이 이 순간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주요한 성과이며 뉴욕 

주가 총기 폭력에 대해 단결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알리는 것입니다. 

신속한 대응을 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과 우리 주 의회와 상원 지도부께 감사드립니다. 

이 포괄적인 입법 패키지는 생명을 구하고,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고, 총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손에서 총을 빼앗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시 Eric Adams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 폭력의 바다에는 하나의 

근원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10가지 법률은 그 바다로 이어지는 강들을 일부 

댐으로 만들 것입니다. 예방과 개입에 투자함으로써 저는 이 법이 뉴욕 시 전역에서 

지난 두 달 동안 보아온 총기 난사 사건을 계속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전에 입법부에서 마이크로 스탬프를 포함한 이러한 많은 노력을 지지하고 싸웠으며, 

오늘 뉴욕시가 제2의 버팔로, 우발데, 올랜도, 콜럼바인, 또는 샌디 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기쁩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우리 입법부 지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Byron Brown 버팔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뉴욕주에서는 모든 뉴욕 

시민들이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를 휘두르는 대량 저격수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매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예배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총기 개혁을 위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버팔로와 전국의 총기 난사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수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버팔로, 우발데, 필라델피아 

그리고 미국의 다른 장소와 같은 어떤 지역 사회도 고통과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연방정부가 뉴욕을 따를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Robert Restaino 나이가라 폴즈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총기 

폭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 계속해서 우리 나라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Hochul 

주지사가 서명한 새 법률은 우리 이웃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정치보다 우선시합니다. 서부 뉴욕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괴롭히는 공포와 

싸우기 위한 적절한 행동입니다. 저는 Hochul 주지사에게 찬사를 보내며 현재 총기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그녀의 헌신을 지지합니다. 이 새로운 조치들은 식료품을 사러 

가거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 새로운 법에 서명할 때 사람들을 우선시했습니다."  

  

맨해튼 지방 검사인 Alvin Bragg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률은 우리 주에서 총기 

폭력과 싸우기 위해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이 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과 Heastie 의장님, Stewart-Cousins 다수당 

원내대표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제 검사 사무실은 계속해서 지역 사회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우리의 법 집행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거리에서 총을 치우고 

폭력 운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브롱스 지방 검사인 Darcel D. Clark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량 총격의 대학살과 우리 

지역사회를 괴롭히는 일상적인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주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과 

Heastie와 Stewart-Cousins 다수당 원내대표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의회도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바랍니다."  

  

퀸즈 지방 검사인 Melinda Kat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 폭력은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질병입니다. 뉴욕주는 언제나 그렇듯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법안에 있어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총기규제 강화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에 함께 

한 Kathy Hochul 주지사와 주 의회 의원들과 함께 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총기에 대한 접근을 더 많이 제한할수록,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와 

입법부의 행동에 감사를 표합니다."  

  



스탠튼 아일랜드 지방 검사인 Michael E. McMaho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는 다수의 대량 총기난사 사건 이후 희생자를 애도하고 있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의 

손에서 불법 총기의 범람으로 인한 폭력적 참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총기법을 

강화하고 미래의 비극을 막기 위한 싸움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주 의회가 

통과시키고 오늘 Hochul 주지사가 서명한 이 포괄적인 법안 패키지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고 총기가 나쁜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법 집행을 돕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지방 검사 사무실에서 제 검사들은 불법 총기 소지자와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러한 폭력 범죄의 희생자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동시에, 총기 폭력에 대한 국가적 문제는 즉각적인 

관심을 요구하며, 저는 연방 정부 차원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우발데, 버팔로, 그리고 

최근의 기억에서 너무 많은 다른 대량 총기 난사 사건들에서 목격했던 것과 같은 

무의미한 살인을 억제하기 위한 유사한 조치를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뉴욕 시민들과 

모든 미국인들을 총기 폭력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정부 전체의 지도자들에게 

최우선 과제여야 합니다. 스탠튼 아일랜드에 위치한 제 사무소에서는 법 집행 기관에서 

선출된 리더, 폭력 방지 단체 및 보건 의료 공동체에 이르는 많은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한 커뮤니티를 촉진하고 더 많은 정신 건강 자원을 제공할 

것이며, 강력한 정밀 경찰과 기소를 통해 총기 폭력이 거리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뉴욕주 교사 연합(New York State United Teachers, NYSUT)의 Andy Pallotta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팔로와 우발데의 공포 이후 뉴욕 교육계가 느끼는 고충은 

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뉴욕 지도자들이 정치를 제쳐두고 이 

나라를 괴롭히는 총기 폭력과 대량 총격의 재앙을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상식적인 

조치를 제정하려는 의지입니다. 변화에 대한 요구를 들어준 Hochul 주지사와 입법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 교사연합(United Federation of Teachers) Michael Mulgrew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 학교, 거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상식적인 총기 규제 조치를 지지합니다. 학생들은 우리가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Giffords Law Center의 David Pucino 법률 고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서명된 

법안은 뉴욕 시민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법의 격차를 

줄이고, 총기 범죄를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한 새로운 혁신을 도입하고, 총기 안전을 

강화합니다. 어떤 정책도 총기 난사 사건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법안들은 총기 

폭력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을 나타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이 닥쳤을 때 용기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노력과 올버니에서의 리더들의 노력은 뉴욕이 총기 폭력 예방의 선두주자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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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cher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증하는 총기 폭력 사태에 직면한 가운데 

Hochul 주지사와 뉴욕주 의회는 이번 주 다시 한번 총기 폭력 방지법안의 강력하고 

생명을 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총기난사, 자살 및 기타 총기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에 처한 사람들로부터 총기를 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 주 어디에서나 반자동 소총을 구입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면허가 필요할 것이며, 

총기 밀매를 중단하고 불량 총기 판매업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새로운 추적 

도구를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 시민들과 미국인들로서, 우리는 매일 

이웃이나 집, 지하철, 슈퍼마켓, 학교, 예배당 또는 다른 곳에서 총기 폭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가 의미 있는 국가 총기 개혁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뛰어난 총기 폭력 예방 챔피언들이 주 정부를 이끌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들에 서명하고 우리 아이들과 모든 뉴욕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Youth Over Guns 공동 설립자이자 전무이사인 Luis Hernand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비극과 비탄에 직면함에 따라 다가오는 총기 폭력의 

만연에 대처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뉴욕주에 있어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강력하고 상식적인 정책으로 뉴욕주를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Youth 

Over Guns는 Kathy Hochul 주지사와 함께 주 전역의 젊은이들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괄목할 만한 진전이며, 

우리는 연방 대표들이 뉴욕을 방문하여 조언을 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날, 그리고 

항상, 우리는 단지 우리가 성장할 자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대학살의 종식을 

요구합니다."  

  

Brady 회장인 Kris Brow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 있어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며, 

이는 상식적이고 대담한 총기 폭력 방지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미국을 이끌어 가는 

뉴욕주의 최근 사례일 분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총기 폭력 예방 시책을 옹호해 

왔으며 버팔로에서의 비극적인 총격 사건 이후 뉴욕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동의하는 

인명 구조 정책을 전달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은 국가의 

모범이 되며,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고 법제화하도록 보장해 준 입법부와 Hochul 

주지사, 그리고 많은 지역 및 풀뿌리 지지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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