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2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MALLOY, MURPHY, RAIMONDO 주지사는 총기 폭력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총기 안전을 위한 주” 연합 발표  

  

뉴욕, 코네티컷, 뉴저지, 로드 아일랜드는 총기, 법 집행기관의 노력, 추가 연방 

국립범죄신원조회시스템(National Instan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 

NICS)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다주적(Multi-State)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협약 체결  

  

새로운 다주적(Multi-State) 연합은 타주에서 구매한 총기 사용을 막기 위해 총기를 추적 

및 차단할 예정  

  

미국 최초의 지역 총기 폭력 연구 컨소시엄(Regional Gun Violence Research 

Consortium)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 Dan Malloy 코네티컷 주지사, Phil Murphy 뉴저지 

주지사, Gina Raimondo 로드 아일랜드 주지사는 오늘, 총기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총기 안전을 위한 주” 연합을 발표했습니다. 반복되는 연방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직면하여, 이 연합은 종합적이고 지역적인 접근을 통해 이 파괴적인 총기 확산을 

막고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양해 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할 것입니다. 이 연합은 연방 국립범죄신원조회시스템(National Instan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을 보완하는 다주적(multi-state)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주의 경계를 넘어 운반되는 총기뿐만 아니라 범죄에 쓰이는 총기를 추적 및 

차단하며, 미국 전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이 문제를 연구할 미국 최초의 지역 총기 폭력 연구 컨소시엄(Regional Gun 

Violence Research Consortium)을 조직하는 등 다면적인 노력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뉴욕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안전법을 시행하는 곳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속적인 무책임한 태도는 총기 폭력의 확산에 일조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탄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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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단속법 일명 세이프법(Secure Ammunition and Firearms Enforcement Act, SAFE 

Act)같은 법안의 발효를 막았습니다. 연방 정부가 올바른 조치를 취하고 책임감 있는 

총기 안전법을 통과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뉴욕주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뉴저지, 코네티컷 그리고 로드 아일랜드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파트너십은 

불법 총기가 주의 경계를 넘어 운반되는 것을 막는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미국 최초의 지역 총기 폭력 연구 컨소시엄(Regional Gun Violence Research 

Consortium)을 조직하여 미국 전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법에 

관한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Malloy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연방 정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상식적인 

총기 안전법을 제정하여 우리 주민들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 이익 단체의 영향력 있는 여러 로비스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우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주 연합으로서 함께 일할 것입니다. 저희는 

총기를 소지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거의 매일 발생하는 비극을 

가만히 앉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의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주와 연방 

정부가 현명한 총기 안전법을 제정한다면 저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워싱턴이 조치를 취할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Murphy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 폭력은 뉴저지나 뉴욕 혹은 어떤 특정한 

주나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회가 

조치를 취할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희는 우리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정책을 제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 주가 함께 노력하여 상식적인 총기 안전법의 범위와 영향력을 넓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Raimond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총기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플로리다 및 미국 전역에 있는 학생들은 이러한 총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몇 년간 워싱턴의 

선출된 임원들이 이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총기 규제법을 강화하고 총기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뉴욕, 코네티컷, 뉴저지 및 로드 아일랜드는 연합의 일원으로서 각 주 내에서 총기를 구매 

및 소지할 수 없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주들은 이 정보를 공유하여 

특정한 개인이 총기를 구매 및 획득하거나 총기 허가증을 얻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 협약은 연방 및 주 정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총기 구매 또는 허가 거부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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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에 제공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체포 영장, 보호 명령, 쇠약한 정신건강 상태 또는 

범죄 기록 등 여러 이유로 총기 소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개의 주에서 총기 구매 및 소지를 제한하는 총기 안전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타주에서 총기를 구매하고 그 총기를 주 경계를 넘어 운반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연방 법규는 주 법안을 계속 약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관행에 대한 조치가 필요했던 뉴욕, 

코네티컷, 뉴저지, 로드 아일랜드는 주 경계를 넘어 불법 총기를 운반하는 범죄자들을 

막기 위해, 타주에서 구매한 총기를 범죄에 사용하는 것을 추적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협력하도록 그들의 여러 법 집행 정보본부에 지시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할 4개 주 통합 본부는 뉴욕주 정보본부(New York State 

Intelligence Center), 코네티컷 정보본부(Connecticut Intelligence Center), 뉴저지 지역 

운영 정보본부(New Jersey Regional Operations Intelligence Center), 로드 아일랜드 주 

융합본부(Rhode Island State Fusion Center)입니다.  

  

또한, 이 4개의 주는 함께 협력할 여러 고등 교육 기관을 지정할 것이며, 미국 최초의 

지역 총기 폭력 연구 컨소시엄(Regional Gun Violence Research Consortium)을 조직할 

것입니다. 이 컨소시엄은 공중 보건, 사회 복지, 공공 정책 전문가 및 미국 전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료를 공유 및 검토할 형사 사법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1996년에 총기 폭력 연구에 대한 연방 

기금의 사용을 금지하여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및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을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의 연구 

노력을 방해함으로써 남긴 공백을 이 획기적인 컨소시엄이 메워줄 것입니다.  

  

또한, 해당 주들은 이 노력을 토대로 연방 정부에 상식적인 총기 안전 정책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것입니다. 주 연합은 이 지역 전체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 정부에 보편적인 신원조회 시스템, 공격용 총기 소지 금지 규정 및 총기 구매와 전달 

사이의 연방 대기 기간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다주적(multi-state) 연합은 뉴욕의 총기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Cuomo 주지사가 

선두에서 이끈 수년간의 진보를 토대로 조직되었습니다. 샌디 훅(Sandy Hook)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안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 2013년 뉴욕에 모였습니다. 뉴욕 세이프법(NY SAFE 

Act)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2013년에 제정된 뉴욕 탄약 및 총기 단속법(New York 

Secure Ammunition and Firearms Enforcement Act, NY SAFE Act)은 공격용 총기 및 

대용량 탄창의 판매를 금지했으며,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지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며 위험한 정신 질환자가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돕습니다.  

  

뉴욕은 세이프법(SAFE Act) 이외에도, 총기를 거리에서 없애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기획한 SNUG(guns 철자 거꾸로 표기) 계획과 총기 관련 폭력 근절 

계획 일명 GIVE(Gun Involved Violence Elimination, GIVE) 계획에 계속해서 



 

 

투자했습니다. SNUG 계획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긴장이 고조됐을 때 폭력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특별히 교육받은 사람들이 고용되었으며, 그들은 위험성이 큰 

개인을 필수 사회 및 지원 서비스에 연결해 줍니다. GIVE 계획은 기술 지원, 교육, 장비 

그리고 검사 및 범죄 분석가와 같은 인력을 지원하는 데 자금을 제공하여 지역사회가 

총기 폭력을 줄이고 생명을 구하도록 돕습니다. 이 두 계획에 대한 자금은 뉴욕주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에서 관리합니다.  

  

가장 최근에 Cuomo 주지사는 2018년 시정방침(2018 State of the State)의 일환으로 

가정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 모든 총기를 제거할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가정 폭력과 치명적인 총기 폭력 사이의 불가분한 관계를 고려하여, 이 법안은 경범죄를 

포함한 가정 폭력 범죄로 기소된 사람에게서 모든 총기를 제거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또 다른 비극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가정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막는 정책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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