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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주 전역에서 주 경찰 총기 압수 증가 발표  

  

주 경찰은 2021년 동기 대비 2022년 총기 압수 104% 증가 발표  

  

뉴욕 경찰 유닛의 대규모 총기 단속, 살상용 라이플과 미등록 총기 등 불법 총기 30정 

압류, 다수의 용의자 체포 등 포함  

  

Hochul 주지사는 주 예산에서 250만 달러를 확보하여 뉴욕주 총기 밀수 차단 유닛에 

14개 직위 마련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주 경찰(State Police)의 올해 총기 압수가 10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기 밀수 조직이 연루된 다수의 용의자 체포 및 대규모 화기 

발견의 결과 조사가 수개월간 지속되어 통계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조사는 

주 경찰 총기 밀수 차단 유닛(Gun Trafficking Interdiction Unit, GTIU)이 실시헀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작년 유닛 창설에 이어 GTIU 직위 14개를 마련하기 위해 회계연도 

2023 예산에서 25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총기 압수의 커다란 증가는 불법 화기 

단속을 위한 사법 이니셔티브를 지원한 전략적 투자의 결과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뉴욕을 좀먹는 총기 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주 경찰 총기 밀수 차단 유닛에 대한 우리의 

지원을 통해 뉴욕주로 총기를 밀수하여 불법적으로 총기 규율을 어기는 다른 

범죄자에게 판매하려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 예산에서 확보한 250만 달러를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 유닛에 

사용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오늘 모든 총기 밀수범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의 도시에 폭력 사태를 야기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불법 총기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Kevin P. Bruen 주 경찰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지사의 지속적인 지지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법 집행 기관 모든 수준에서 협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뉴욕주 내 불법 총기 흐름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주 경찰 GTIU은 다수의 관할지에서 활동하는 총기 밀수 조직에 대한 첫 번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조사의 결과 수색 영장을 다수의 국가의 다수 



지역에서 집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섯 정의 살상용 라이플, 일곱 정의 고성능 탄창, 

12정의 미등록 권총, 다수의 미등록 총기 부품 등 총기 30정 가량을 압수했습니다. 

다수의 용의자가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기소가 진행 중이며 추가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 경찰 GTIU은 작년 뉴욕의 불법 총기 밀수 단속을 목표로 창설되어 공급원이 다양한 

복잡한 사건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기타 사법 집행 

기관과 마찬가지로 GTIU의 목표는 불법 총기 소유를 줄이고 이에 따른 폭력 범죄를 

막는 일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주 경찰은 총기 795정을 압수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 압수한 총기 

389정에 비해 104% 증가한 수치입니다. 총 3,166건의 총기 압수를 뉴욕주 사법 집행 

기관이 보고하여 작년 동기 2,181건에 비해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경찰 GTIU는 뉴욕주의 총기 폭력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Hochul 

주지사의 적극적 조치 중 하나입니다. 코네티컷, 메인,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버몬트, 퀘벡, 알코올, 담배, 총기 및 폭발물국(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 ATF) 및 뉴욕시 경찰국 법 집행 담당자가 참석한 

최초의 전국적 이니셔티브인 주간 불법 총기 태스크포스(Interstate Task Force on 

Illegal Guns)가 포함됩니다.  

  

 2023년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에는 2억 2,700만 달러의 기금이 포함되어 법 집행 기관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의 총기 폭력 예방 노력을 강화할 대담한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 안정 장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1,310만 달러, 

총기 폭력 방지를 위해 주 집행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1,800만 달러, 총기 폭력 이후 

지역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2,000만 달러 그리고 총기폭력예방국을 위한 300만 

달러의 기금이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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