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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1월 16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로체스터의로체스터의로체스터의로체스터의 NY SAFE ACT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Rochester를 방문하여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 규제법이 될 

NY SAFE Act (Secure Ammunition and Firearms Enforcement Act)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중범죄자 및 위험 요소가 있는 정신병 환자의 손에 총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용량이 큰 탄창 및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에 따라 뉴욕주는 국내 최초로 총알이 7개 이상 들어가는 탄창을 금지하고 판매 시점에 

모든 무기 구매에 대해 즉각적인 신원 확인을 실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으로 관계 기관은 

실시간으로 무기 구매를 추적하여 법률 집행기관에 대량 구매를 알릴 수 있으며, 5년마다 총기 

허가서를 재인증 받아야 하는 주 차원의 표준이 포함됩니다.  또한 모든 총기류 구매시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 개인간 판매 통로를 차단하고 불법적인 총기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몇 주 전에 Webster의 화재 진압에 나선 2명의 대원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Rochester에서 NY SAFE Act에 서명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뉴욕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줄 개혁과 일반적인 상식을 통해 총기 남용을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NY SAFE 

Act으로 뉴욕주는 전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총기류 범죄에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 상원 의원인 Ted O’Brien씨는 “뉴욕주는 너무 오래 동안 총기류 범죄로 발생한 비극 때문에 

고통을 받아 왔으며 Rochester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NY SAFE Act은 총기류 

범죄와 싸우고 향후에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법안으로 뉴욕주는 대용량 탄창 및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 개인이 

총기류를 입수하지 못하도록 하여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총기법의 상식적인 개선 사항이며 NY SAFE Act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주지사의 새로운 법안을 지지하고 더 안전한 주가 되도록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회 대변인 리더 Joseph D. Morelle씨는 “Webster의 용감한 소방대원 2명이 사망하고 

Newtown에서 20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후 뉴욕 주민들은 총기류 안전에 대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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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대학살의 원인이 될 무기류 사용을 제한하여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상식적인 법안으로 문제를 예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이 법안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저는 초창기에 

대용량 공격용 무기류의 사용을 제제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뉴욕주에서 총기류 범죄를 

줄이려는 새로운 노력에 참여하게 된 것을 특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Silver 대변인, Cuomo 

주지사, 주 상원의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뉴욕을 가장 중요한 공공 안전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도시로 만들어 준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ochester 시장 Thomas S. Richards씨는 “Cuomo 주지사와 주 입법기관이 Secure Ammunition and 

Firearms Enforcement Act을 통과시킨 신속한 조치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안전을 

무엇보다 중시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뉴욕주가 NY SAFE Act을 통과시켜 누구보다 먼저 총기법을 

강화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총기류 범죄로 너무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어 왔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아직도 Mike Chiapperini 대원과 Tomasz Kaczowka 대원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총기 범죄를 한꺼번에 종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중요한 법안은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포괄적인 법은 지역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른 주에서도 주저하지 말고 유사한 

개혁안을 채택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Rochester 경찰국장 James Sheppard씨는 “최근에 Rochester시에서는 총기와 폭력단의 무자비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달 Rochester 가까이의 Webster에서 총기 범죄가 두 명의 

영웅적인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주지사는 이러한 범죄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으며 이 

법안에 따라 법률 집행기관은 총기 범죄를 엄중하게 단속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갖추어 무기 

소유를 추적하고 무기류 판매를 규제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뉴욕주는 총기 규제의 전국적인 모범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NY SAFE Act의 주요 조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정신정신정신정신 건강건강건강건강 상태상태상태상태 통지통지통지통지: 이 법안에 따라 정신건강 전문가는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지역의 정신건강 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포괄적이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총기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비교 조사를 합니다.  이 환자가 총기를 소지할 경우, 면허가 중지되며 법률 집행기관은 그 사람의 

무기를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공격용공격용공격용공격용 무기류무기류무기류무기류 금지금지금지금지 강화강화강화강화: 이 법안은 공격용 무기류를 더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공격용 

무기류로 정의된 무기의 사용을 즉각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엄격해진 정의에 따라 탈착이 

가능한 탄창과 군사용 기능을 가진 반자동 권총 및 소총은 공격용 무기류로 간주됩니다. 군사용 

기능을 가진 반자동 엽총도 공격용 무기류로 간주됩니다. 발효일 이전에 소지하고 있던 공격용 

무기류는 1년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5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구법 적용 공격용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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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는 다른 주에서 판매하거나 뉴욕주 연방 무기류 인가자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라 코네티컷주의 Newtown 총기 사건에서 사용된 Bushmaster는 불법 무기가 됩니다.  

 

무기류에무기류에무기류에무기류에 대한대한대한대한 더더더더 엄격한엄격한엄격한엄격한 규제규제규제규제: 이 법안에 따라 뉴욕은 전국에서 용량이 큰 탄창을 가장 엄격하게 

금지하게 되며 현재 10개의 총알까지 허용했던 것을 7개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1994년 

이전의 대형 탄창 소지 금지가 포함되며 소유자는 금지된 탄창을 1년 이내에 다른 주에서 판매해야 

합니다 기존의 10개 총알을 사용하는 탄창에는 구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총알은 7개까지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대형 무기 구매자를 추적하기 위해 이 법안은 뉴욕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무기류 구매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게 할 예정입니다. 모든 무기류 거래상은 주 경찰에 등록해야 하며 각각의 

매매가 이루어질 때 주 신원 확인 및 뉴욕주 경찰에 판매 기록 전송을 필수 조건으로 하여 다량 

구매에 대해 통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기류 기록은 제출한지 1년 이내에 폐기됩니다. 거래상은 

재고 손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에는 인터넷을 통한 무기류의 직접 거래도 포함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주문된 무기류는 무기류 딜러와 직접 대면하여 배송하며 구매자는 주 신원 조회를 

거쳐야 합니다. Aurora 총기범은 온라인 직접 구매를 통해 총알을 6000발이나 모았다고 합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전체의전체의전체의전체의 권총과권총과권총과권총과 공격용공격용공격용공격용 무기류의무기류의무기류의무기류의 재인증재인증재인증재인증: 이 법안으로 뉴욕주에서 권총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등록된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개인은 거주하는 카운티를 통해 5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를 통해 뉴욕주는 범죄 기록과 강제 입원 기록을 가진 사람, 보호 

명령 대상자, 사망 기록 등을 포함하여 무기류 소지 자격을 상실하게 될 사람들의 명단이 포함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사용할 전자식 총기 허가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포괄적포괄적포괄적포괄적 신원신원신원신원 확인확인확인확인 – 개인간개인간개인간개인간 매매매매매매매매 경로를경로를경로를경로를 차단차단차단차단: 이 법안으로 직계 가족을 제외한 개인간의 모든 

총기류 거래는 연방 무기류 인가자를 통해 실시해야 하며 연방 즉각적인 범죄 기록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Webster 조항조항조항조항: 이 법안에 따라 임수 수행 중인 최초 대응 요원을 살해할 경우 클래스 A-1 중죄에 

해당하며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조항은 2012년 12월 24일 뉴욕 Webster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의 희생자인 Mike Chiapperini 대원과 Tomasz Kaczowka 대원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Kendra’s Law의의의의 연장연장연장연장 및및및및 강화강화강화강화: Kendra’s Law은 2017년까지 2년 연장되며 의무적인 외래환자 치료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정신병이 있는 죄수를 풀어주기 전에 검토를 해야 

합니다.  

 

가족가족가족가족 보호보호보호보호: 판사가 보호 명령을 내리고 명령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 명령으로 보호 받는 개인에게 

총기류를 사용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사는 무기류를 압수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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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안전한안전한안전한 보관보관보관보관: 총기 소지가 금지된 사람의 손에 총기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강제 입원했거나, 보호 명령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사는 거주지에 총기류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 법률은 뉴욕주 소매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총기류에 잠금 장치를 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학교에서학교에서학교에서 총기류총기류총기류총기류 퇴치퇴치퇴치퇴치: 이 법안에 따라 학교나 스쿨버스에서 총기류를 소지할 경우의 처벌이 

경범죄에서 Class E 중죄로 향상되었습니다. 뉴욕주의 SAVE Act(Safe Schools Against Violence in 

Education)은 범죄 발생 또는 기타 응급 상황 시 사용하기 위해 학군에서 대피, 하교, 지역사회 대응, 

가족, 법률 집행기관, 지역의 기타 학교 등에게 통지 등을 포함한 학교 안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학군은 관련 전문기관(예: DHSES, 뉴욕주 경찰, DCJS)의 대표자로 

구성된 새로운 뉴욕주 학교 안전 개선팀에게 학교 안전 계획을 제출하여 계획을 검토하고 계획 

수립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일부 안전 시스템 개선사항은 뉴욕주의 학교 건물 

지원방침에 따라 재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New York시, Buffalo, Rochester, Yonkers, Syracuse 등은 

예외입니다. 

 

총기류총기류총기류총기류 불법불법불법불법 사용에사용에사용에사용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처벌처벌처벌처벌 강화강화강화강화: 이 법안으로 총기류와 기구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폭력단의 

범죄를 도운 사람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엄격해진 처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장전되지 않은 권총 소지는 경범죄에서 클래스 E 중죄로 강화됩니다. 

• 어린이에게 총기류로 부상을 입힐 경우, 클래스 D 중죄가 부여됩니다.  

• 유죄 판결, 강제 입원 또는 기타 부적격 요인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해 총기류를 

사주는 것은 경범죄에서 클래스 D 중죄로 강화됩니다. 총기류를 권총 소지가 금지된 

사람에게 판매 또는 양도할 경우에도 클래스 D 중죄로 강화됩니다.  

• 폭력단의 효과적인 기소를 위해 더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폭력단이 살인 사건에 

가담했을 때 검사는 전체 폭력단그룹에 대해 25년에서 종신형(이전에는 단 15년 

형이었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마약 거래를 하거나 폭력적인 중죄를 범하는 동안 총기류를 사용 또는 소지할 경우 

총기에 장전이 되었다면 최소 5년형, 장전이 되지 않았다면 3년 반 형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 감형 요소에 따라 약물 거래에 대해 낮은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총기류를 소지할 수 없는 사람과 총기류를 공유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범죄 방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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