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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주 전체의 법 집행 기관에 의한 '레드 플레그' 법 사용의 대폭적인 

증가를 발표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주는 개인에 의한 총기 

폭력으로부터 뉴욕 시민 보호  

  

지난 3개월 동안 접수된 레드 플레그 신청 건수가 2021년 전체보다 훨씬 증가  

  

주 경찰, 레드 플레그 신청 건수가 93%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고, 서퍽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75%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  

  

Hochul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레드 플래그법 시행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킨 후 많은 진척이 이루어짐  

  

주정부, Everytown for Gun Safety와 협력하여 새로운 레드 플래그법 교육 제공할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 레드 플래그법에 따른 극한 위험 보호 명령 신청 

건수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접수된 ERPO는 2021년 전체 

신청 건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버팔로에서의 대량 총기 난사 사건 이후, 

Hochul 주지사가 주 경찰에게 레드 플래그법의 사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고 뉴욕의 모든 법 집행 기관들이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사용을 증가시키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부와 협력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서퍽 카운티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카운티 보안관실이 

레드 플래그법의 활용도가 75%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로서 저의 최우선 과제는 뉴욕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 고향 버팔로에서 발생한 끔찍한 총격 사건 이후, 우리는 

불법 총기를 거리로부터 그리고 그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데 사용하는 

개인들로부터 몰아내기 위해 신속하고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공 

안전을 보호하고 총기 폭력의 재앙을 종식하기 위한 투쟁에서 최전선에 있는 우리의 법 

집행 파트너들의 영웅적인 노력 덕분에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버팔로 총기 난사 사건 나흘 뒤인 5월 18일, Hochul 주지사는 누군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 경찰에 ERPO를 신청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7월 6일, 주지사에 의해 서명된 새로운 주 법이 발효되어, 해당 



행정 명령은 모든 법 집행 기관과 지방 검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의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2019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발행된 1,424건에 비해 뉴욕주에서는 최근 

3개월(2022년 5월-8월) 동안 총 832건의 임시 및 최종 ERPO가 발행되었습니다.  

  

주경찰은 Hochul 주지사가 2022년 5월 18일 행정명령 19호에 서명한 이후 184건의 레드 

플래그 법안을 신청했는데, 이는 2021년 전체 주경찰이 접수한 95건의 명령보다 93%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퍽 카운티는 2019년 8월 레드 플레그법이 제정된 이래 

ERPO를 활용하는 데 있어 앞장섰습니다. 5월 16일 이후, 서퍽 카운티 보안관은 114개의 

보호 명령을 전달했는데, 이는 2021년 전체와 비교하여 75%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Kevin P. Bruen 주 경찰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총기 폭력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경찰들이 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지지를 보내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레드 플래그법은 법 집행관, 가족 

구성원, 학교 관리자, 교사 및 정신 건강 전문가들에게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개입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주 경찰(State Police)은 대중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관찰하도록 권장합니다. 관련 정보를 보고함으로써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뉴욕 사법정의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과 

Everytown for Gun Safety의 협력 하에, 주정부는 "극단적 위험 보호 명령 - 법 집행을 

위한 개요"라는 제목의 법 집행을 위한 무료 교육 웨비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의 모든 법 집행 기관에 제공되는 이 교육은 8월 24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극단적인 위험 행동을 식별하고 ERPO를 제출, 실행 및 확장하는 방법을 다룰 

것입니다.  

  

사법정의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의 Rossana Rosad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량 총기 난사 사건의 여파로 우리는 종종 눈치채지 

못했거나, 무시당했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골치 아프거나 위협적인 행동 

패턴인 '레드 플레그'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Hochul 주지사님의 극단적 위험 보호 

명령법을 강화하려는 조치에 박수를 보내며, 우리 기관은 Everytown과 협력하여 이 

명령을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또 다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Steve Bellone 서퍽 카운티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뉴욕은 여전히 총기 규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서퍽에서는 주정부가 

2019년 레드 플래그법을 제정한 이래 극도의 위험 보호 명령을 활용하는 리더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손에서 총기를 멀리하기 위해 

계속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Rodney K. Harrison 서퍽 카운티 경찰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퍽 카운티는 레드 

플래그법을 활용하여 법원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개인의 

손에 총기를 쥐지 못하도록 주도해 왔으며, 서퍽 카운티 경찰국은 이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거주민 특히 학교 학생 및 현지 사업체 후원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이러한 현안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해 준 

Hochul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Errol D. Toulon, Jr 서퍽 보안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퍽 카운티는 사랑하는 사람, 

친구 및 이웃이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부보안관와 함께 주 전체에서 

ERPO의 선두 주자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비극을 방지하고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 집행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더 나은 서퍽 모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주 전역 법 집행기관의 요원들이 매일같이 힘겹고 중요한 일을 해준 

것을 인정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verytown for Gun Safety의 국무부 선임 국장인 Monisha Henl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드 플레그법은 위기에 처한 개인들의 손에서 총을 멀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며,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총기 

폭력 안전 정책입니다.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보여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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