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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총기 소유자들에게 총기 정책과 허가 절차에 대한 즉각적인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  

  

대법원의 NYSRPA vs. Bruen 판결은 현재 주민들의 자동화기 외부 소지 허가 절차 

관련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  

  

주지사는 특별 회기를 통해 대법원 판결의 법적 제한 내에서 강력하게 화기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 제정 계획  

  

NYSRPA vs. Bruen 판결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은 여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은닉소지법을 겨냥한 미국 대법원(U.S. Supreme 

Court)의 목요일 판결로 인해 뉴욕주의 허가 절차 및 규정이 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적으로 소지 허가를 가진 주민이 집 밖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총기 소유자들은 현행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행정부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Hochul 주지사는 의회 특별 

회기를 통해 미국 대법원 결정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한편 화기 접근권에 

대한 규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의 여섯 개 대도시 시장과의 목요일 

오후 회동 등 지방 정부와 면밀히 협력하며 판결의 영향과 현재 고려 중인 정책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이 뉴욕주 은닉 무기법을 겨냥한 최악의 

판결이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의 총기 면허 및 

허가법에 대한 즉각적인 변화는 없으며 또한 소지 허가를 가진 주민이 자택 바깥에서 

무기를 휴대할 수도 없습니다. 하급 법원으로 사건이 환송된 가운데, 우리는 책임감 있는 

총기 소유자들께 지속적으로 현행 규정을 따르고 언제나 안전을 우선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무시한 대법원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지만, 

우리는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회 특별 회기에서 다양한 입법안을 

검토하여 이번 판결의 범위 내에서 철저하고 엄격한 허가 절차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 지방 및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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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도자, 법 전문가 등과 협력을 기대하며,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Antonio Delgado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무기 은닉 소지를 

제한하는 뉴욕 법을 겨냥하여 총기 폭력을 예방하고 가족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퇴행시켰습니다.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뉴욕은 이번 판결에 대응하여 

조치를 취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과 연방 정부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뉴욕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NYSRPA vs. Bruen 개요  

  

이번 판결의 즉각적이며 장기적인 영향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Hochul 주지사는 

NYSRPA vs. Bruen 사건, 현 상태, 현재 총기 소유자에 대한 영향, 장기적인 영향, 

주정부가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조치 등에 대한 폭넓은 개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3 판결에서 대법원은 100년 동안 지속된 법적 선례인 화기를 은닉하여 소지하는 

사람이 '적절한 사유'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무효화시켰습니다. 뉴욕주의 기존 

법이 주정부와 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사유'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권한을 준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사건은 뉴욕의 제2 

서킷 법원(2nd Circuit Court)으로 반환되었으며, 해당 법원의 판결은 반드시 대법원의 

의견과 합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이번 판결은 즉각적으로 화기 허가 및 

면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사람들이 현행 법이 요구하는 허가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무기를 은닉하여 소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행 면허 

및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허가를 '소지 제한이 없는' 

허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정 지방 면허 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총기 소유자들은 반드시 현행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은닉 소지 제한 지정 장소 설정, 은닉 소지 허가 절차 개정, 허가 신청자에 대한 

특수 훈련 실시, 민간 기업이 은닉 소지에 대한 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규제가 이번 판결의 

범위에 해당할 경우 주정부가 방어를 위한 권총 소지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의회 및 지방, 카운티 정부와 협력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강력한 허가 기준을 설정할 것입니다.  

  

NYSRPA vs. Bruen 판결과 이후 영향력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은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ric Adams 뉴욕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 의견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과 미래의 위험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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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경찰(NYPD)은 계속 뉴욕시에서 불법 총기 휴대를 단속할 

것이며, 휴대하는 사람은 체포될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 모두가 총기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에 대비해왔고, 계속 연방, 주, 

지역 파트너는 물론 지자체 지도자, 다른 주 주지사 등과 협력하여 도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안을 검토하여 오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뉴욕시보다 이번 결정으로 더 큰 피해를 볼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결정은 총기 폭력을 악화시킬 또 하나의 불쏘시개를 

마련한 셈이며,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Kathy Sheehan 올버니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권총 은닉 소지를 제한하는 

우리 주법을 겨냥한 대법원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뉴욕 주민의 안전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총기 폭력이 지난 2년간 전국에서 급증한 가운데, 이번 결정은 경찰의 불법 

총기 단속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전국에서 총기 사건 사망률 최저 지역 중 하나로서, 

무기 소지를 허용한다고 해서 우리의 안전이 강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뉴욕 최대 도시의 시장들을 모아 이번 결정의 영향과 정책 대안을 논의할 기회를 

마련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박수를 보내며, 주지사, 뉴욕주 의회, 뉴욕주 전역의 

지자체와 협력하여 우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yron Brown 버펄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수백만 명의 

목숨과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버펄로 시에서 우리는 총기 접근권을 

완화해서 발생한 대규모 총격 사건의 무서움을 직접 겪었습니다. 버펄로 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총기를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의 손에 총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Hochul 주지사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Malik Evans 로체스터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체스터 시는 뉴욕주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최근 대법원 결정이 우리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Ben Walsh 시러큐스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총기 안전은 

후퇴했고,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거리에는 이미 너무 많은 총기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를 부채질한다면 총기 폭력의 위험이 더욱 높아질 뿐입니다. 

판결은 총기 소유자들이 모든 규정을 지켜야 하며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을 시러큐스와 뉴욕주 전역에서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목요일 저를 비롯한 시장을 소집해 이번 결정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Hochul 주지사의 빠른 판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뉴욕이 총기 

안전 부문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냅니다."  

  

Michael Spano 용커스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신속하게 

대도시의 노력을 규합한 Hochul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총기 관련 규정 완화를 

허용함으로써, 대법원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회가 AR-

15를 규제하도록 할 수 없지만, 대법원은 우리가 지금 시행 중인 규제를 무효화 

시키기로 선택했습니다. 용커스는 주지사 및 기타 대도시와 함께 판결에 대응하게 되어 



기쁩니다. 용커스의 범죄율은 언제나 낮았으며, 현재는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기 폭력 근절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총기 규제 완화 시도는 어떤 것이라도 경찰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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