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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메사추세츠, 델라웨어, 푸에르토리코가 “총기 안전을 위한 주정부
연합”에 합류하여 급속히 확산되는 총기 난사 사건에 대응할 것을 발표

미국 시민 3,500만 명을 대표하는 다주적 연합(Multi-State Coalition)
메사추세츠, 델라웨어 및 푸에르토리코, 비효율적인 연방 NICS 시스템을 보완할 다주간
데이터베이스(Multi-State Database) 구축 합의 체결
다주적 연합, 다른 주의 총기 정보와 총기 추적 및 차단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 최초로 지역
총기 폭력 연구 컨소시엄을 설립할 예정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 Phil Murphy 뉴저지 주지사, Dan Malloy 코네티컷
주지사, Gina Raimondo 로드 아일랜드 주지사는 오늘 Charlie Baker 메사추세츠 주지사,
John Carney 델라웨어 주지사, Ricardo Rosselló 푸에르토리코 주지사가 “총기 안전을
위한 주정부 연합(States for Gun Safety Coalition)”에 합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연합은 급속히 확산되는 총기 난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달 발족한 다주적
파트너십(Multi-state partnership)입니다. 새로 이들 주정부가 합류함에 따라, 총기
안전을 위한 주정부 연합은 현재 미국 시민 3,500만 명 이상을 대표하며 연방 정부의
계속된 무대응에도 불구하고 총기 난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메사추세츠, 델라웨어, 푸에르토리코는 다주적 태스크 포스 팀(Multi-state task force)에
합류하여 해당 지역 불법 총기를 추적 및 차단할 예정입니다. 새로 합류한 주는 총기 정보
수집, 정보 공유 및 총기 난사 사건 관련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파트너 주와
협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연합 회원 주는 총기 난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조율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 조사 자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미국을 괴롭혀 왔던 끔찍한
대량 총기 살상 사건을 막기 위해 실제 행동에 나서 관련 정책을 수정할 때입니다. 우리
주들은 이미 연방 정부보다 훌륭한 총기 안전법을 갖추고 있으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법집행을 강화하도록 함께 노력함으로써 위험한 개인이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역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연방 정부가 행동에 나서길

거부한다면, 가정이 누려야 할 권리인 중요한 총기 규제법 개혁안을 제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총기 안전을 위한 주정부 연합에 새로 합류한 주를 환영합니다.”
Murphy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 안전을 위한 주정부 연합 구성원은 Charlie
Baker 주지사님, John Carney 주지사님, Ricardo Rosselló 주지사님이 새로 합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민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총기 규제
정책을 제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회나 대통령이 무대응함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연합은 총기 안전법의 적용 범위와 영향력을 넓힐 수 있습니다.”
Malloy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다주적 연합에 메사추세츠, 델라웨어,
푸에르토리코가 합류하는 것은 총기 난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파트너로서 힘써 주신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라스 베이거스, 올랜도, 샌 버나디노, 움쿠아(Umpqua),
오로라(Aurora), 샌디 후크 사건,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이, 파크랜드
총기 난사 사건은 정치적 장벽을 허물고 함께 노력하여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학교, 공공
장소를 만들어야 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비극적 사건입니다. 이는 전환점의
시작을 의미하며, 더 많은 주가 성장하는 파트너십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합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더라도, 급속히 확산되는 총기 난사 사건을 종식시키려면 의회의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생명은 어떤 특정 이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Raimond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양 진영의
주지사가 함께 모였습니다. 더 이상 워싱턴이 행동에 나서기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 주 전역 신분 도용 방지 정책(Red flag policy)을 마련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로드 아일랜드는 총기 난사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취해 나갈 겁니다. 주정부 연합은 다주간 협력을 통해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연합에 합류한 메사추세츠, 델라웨어, 푸에르토리코를 환영합니다.”
Baker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사추세츠는 총기 안전을 위한 주정부 연합에
가입하여 자치령(Commonwealth)에서 이미 시행 중인 강력한 총기 규제 조치를 보다
강화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 공공 안전 담당관이 다주간 협력을 통해 해당
연합 구성원과의 보다 긴밀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Carney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들이 연합하여 총기 난사 위협에 직접 맞서
행동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파트너십은 주 경계를
넘어 데이터를 공유하고 불법 총기를 추적 및 차단하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법집행기관에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더 많은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델라웨어는 해당
파트너십에 동참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함께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Rosselló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 규제법의 부재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최근 총기 난사 사건이 확실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메사추세츠, 델라웨어, 푸에르토리코가 파트너로서 연합에 합류하여 각 주 내 총기
구매 및 소유가 금지된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사법집행기관은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연합 회원 주에서 총기를 구매하거나 송기 소유 허가를 받으려
했는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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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기관에 제공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체포 영장, 보호 명령, 쇠약한 정신건강 상태 또는
범죄 기록 등 여러 이유로 총기 소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 합류한 3개 주는 뉴욕, 코네티컷, 뉴저지, 로드 아일랜드와 함께 다른
주에서 구매한 총기를 범죄에 사용하는 것을 추적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주 외부로 불법
총기를 유통하는 범죄자를 근절하도록 각 주의 사법집행본부에 공조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정보를 공유할 새로운 주정부 융합 센터 4곳은 메사추세츠
커먼웰스 퓨전 센터(Massachusetts Commonwealth Fusion Center), 보스턴 지역
정보실(Intelligence Center), 델라웨어 정보분석실(Delaware Information and Analysis
Center), 푸에르토리코 국가 안보 주정부 정보실(Puerto Rico National Security State
Information Center)입니다.
아울러, 연합 회원 주는 서로 협력하여 지역 총기 폭력 연구 컨소시엄에 합류할 고등
교육기관을 지정할 것입니다. 해당 컨소시엄은 총기 난사 사건을 줄이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다분야 데이터 수집 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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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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