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8월 4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주정부간 총기 태스크포스가 1월부터 6,000 정 이상의 불법 총기 

압수했다고 발표  

  

지방, 주, 연방 기관이 참여한 인터스테이트 및 인트라스테이트 주정부 협력의 성과  

  

뉴욕주에서 압수한 총 화기는 2022년 1월부터 7월 작년 동기 대비 20% 증가  

  

총기 사고로 인한 상해는 주정부 자금 지원을 받는 총기 관련 폭력 완화 이니셔티브 참여 

지역사회에서 12%, 뉴욕시에서 11% 감소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뉴욕주 경찰 총기 압수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대비 140% 증가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올해 7개월간 경찰 기관이 뉴욕주 전역에서 지역사회에서 

불법총기 6,007정을 압수하여 2021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ric Adams 뉴욕시 시장과 Steven Dettelbach 주류 담배 총기 화기국(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 ATF) 국장은 인터스테이트 불법 총기 

태스크포스(Interstate Task Force on Illegal Guns) 회의 전 Hochul 주지사와 함께 만나 

뉴욕 주민들에게 불법 총기 유통 제한, 총기 폭력 예방, 생명 보호 등에 대한 행정부의 

종합적인 노력의 성과에 대해 전달했습니다. Dettelbach ATF 국장은 태스크포스가 전국 

다른 지역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고 칭찬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행정부는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총기 폭력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담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총기 압수 성과는 지역 및 연방 수준의 

사법 집행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례 없는 전국적인 협력 대응의 성과입니다. 저는 범죄를 

해결하기보다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스테이트 총기 태스크포스 덕분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가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기 1,468정을 압수했으며, 이는 기관 역사 상 최고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8월에서 2021년 7월 대비 140% 증가한 것이며, 해당 기간 동안 주 경찰은 

612정의 총기를 압수했습니다.  



  

Steven Dettelbach 주류 담배 총기 화기국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범죄 총기 정보 

센터(Crime Gun Intelligence Centers), 이트러스트(eTrace) 불법 총기 추적 시스템, 

니빈(NIBIN) 등을 통해 ATF는 사법 집행 파트너에게 시행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사회에 공포를 조장하는 불법 총기 사용자 및 이들에게 불법적으로 총기를 공급하는 

네트워크를 확인하는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인터스테이트 불법 총기 태스크포스는 올해 초 창설 이후 코네티컷, 메인, 메사추세츠, 뉴 

햄프셔, 뉴저지,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등 지방, 주, 연방 사법 

집행 기관 간의 협력과 협조를 강화해왔습니다. 태스크포스 구성원들은 오늘 오전 4번째 

회의를 갖고 2020년 초부터 뉴욕 및 전국에서 발생한 총기 폭력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 정보, 전략, 기타 주요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뉴저지에서 다음 달 

열립니다.  

  

높은 수준의 총기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록적 수준의 투자 및 주 

경찰과 지방 사법 집행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더불어 이러한 노력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뉴욕주 총기 관련 폭력 완화(Gun Involved Violence Elimination, GIVE)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20개 경찰청은 또한 2022년 첫 일곱 달 동안 총기 사건 피해자가 

2021년에 비해 12%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찰청이 보고한 사망자 수는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뉴욕시에서 8월 중순까지 총격 피해자는 11.8%, 사망자는 

11% 줄어들었습니다.  

  

주 경찰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총기 813정을 압수했고, 이는 작년의 압수량(406정) 

보다 두 배 늘어났습니다.  주 경찰 총기 밀수 단속팀(State Police Gun Trafficking 

Interdiction Unit)은 다국간 총기 밀수에 대해 한달에 걸친 조사를 진행하여 불법 라이플 

및 미등록 총기 총 30정을 압수했습니다. 해당 단속팀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482건의 총기 밀수 관련 조사를 진행하여 91건의 단서를 발견해 25개 주에서 정부 

기관이 149정의 불법 총기를 압수하도록 지원했습니다.  

  

Kevin P. Bruen 뉴욕주 경찰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경찰 및 사법 집행 기관이 

압수한 불법 총기가 증가하는 것은 뉴욕 불법 총기 대응 노력의 진전을 의미합니다. 불법 

총기 압수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수치가 보여줍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불법 총기 소지 및 유입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주정부의 회계연도 23 예산은 다음과 같이 사법 집행 기관 및 지역사회 기반 단체가 

진행하는 혁신 프로그램과 파트너십 지원에 2억 2,700만 달러를 배정합니다.  

  

• SNUG 및 지역사회 기반 폭력 이니셔티브에 2,490만 달러를 지원하여, 근원 규명, 

전파 방지, 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피해자 지원, 총기 폭력에 대한 장기 노출로 인한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criminaljustice.ny.gov%2Fcrimnet%2Fojsa%2FGIVE%2520Monthly.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14fd9a5e521749a11f7108da85f5dfe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6958850275471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XGDun57dmBc4V84OMGtv0U%2BsUJ2ErxonvcSk9DnIrlg%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1.nyc.gov%2Fassets%2Fnypd%2Fdownloads%2Fpdf%2Fcrime_statistics%2Fcs-en-us-city.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14fd9a5e521749a11f7108da85f5dfe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6958850275471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RFx4%2FbMRfiR4NsnKNNVbCQiFOwv3%2FjfHUMl%2FArlFA0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state-police-continue-increase-gun-seizures-statewide&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14fd9a5e521749a11f7108da85f5dfe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6958850275471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4YrhwhTOUgSk9DxIiPXD3b8ks2uQsDMueUGn1R4wfSM%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state-police-continue-increase-gun-seizures-statewide&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14fd9a5e521749a11f7108da85f5dfe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6958850275471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4YrhwhTOUgSk9DxIiPXD3b8ks2uQsDMueUGn1R4wfSM%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fy-2023-budget-investments-create-safer-and-more-just-new-york-state&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14fd9a5e521749a11f7108da85f5dfe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6958850275471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vosVxQqzQNpSXHbZUs0m67JoZOV68BhdWixcN59kw2I%3D&reserved=0


트라우마 해결 등 총기 폭력 해결을 위한 공중 보건 접근법 활용. 이러한 투자로 

취약 계층 젊은이들의 기본적인 수요 지원, 일자리 기반 일자리 준비 및 직업 배치 

훈련 등 프로그램 지원.  

• 1,820만 달러를 뉴욕주 총기 관련 폭력 근절(Gun Involved Violence Elimination, 

GIVE)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사법 집행기관에 지원하여 증거 기반 전략을 통해 

총기 폭력 피해가 가장 큰 17개 카운티 20개 지역사회에서 총기 사건 완화 및 생명 

보호.  

• 1,500만 달러를 총기 범죄 데이터 등 범죄 관련 정보를 3350개 이상의 주 및 지방 

사법 집행기관과 공유하는 뉴욕의 10개 범죄 분석 센터(Crime Analysis 

Centers)에 지원하여 총기 관련 폭력 범죄 등 범죄 방지, 조사, 해결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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