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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가정 폭력범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의 통과 발표  

 

가정 폭력범들이 권총과 장총 모두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체포 영장 대상인 중범죄자 또는 심각한 경범죄자들이 총기 소지 면허를 받거나 갱신하는 

것을 금지  

 

미국을 선도하는 뉴욕의 총기 규제법(Gun Law) 강화  

 

Cuomo 주지사의 2018년 여성 어젠다(2018 Women's Agenda)의 일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가정 폭력범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안의 통과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정 폭력범이 단지 권총뿐만 아니라 모든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 뉴욕주 법의 허점을 보완합니다. 이 정책은 

주지사의 2018년 여성 어젠다(2018 Women's Agenda)의 일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의 대규모 총격 사건은 정말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의미있는 총기 안전법(gun safety laws)을 제정하지 않는 연방 

정부의 행위는 부당한 것입니다. 뉴욕은 총기 폭력을 예방하는 길을 다시 한번 이끌고 

있습니다. 이 상식적인 개혁을 통해 뉴욕은 총기 폭력과 가정 폭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제거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이미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법인, 뉴욕을 보다 안전하고 

강력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의 총기 규제법(gun law)을 토대로 합니다.”  

 

이전에 뉴욕의 법은 중범죄자 또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제한된 수의 경범죄자들의 

총기 소유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심각한 

수많은 경범죄에 효력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을 저지른 전과자가 총기를 소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법안은 유죄 판결시 총기 면허를 박탈당하고 모든 총기류를 반납해야 하는 “심각한” 범죄 

목록을 제대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중범죄를 지지르거나 기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현상 수배범들이 

총기류 소지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이전에는 체포 영장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배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합법적으로 총기 소지 

면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법안 개정을 통해 현상 수배범을 체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범 집행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도 새로 총기를 취득한 

현상 수배범들로 인해 불필요한 위험에 처하지 않게 됩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제한법(gun control 

law)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총기 범죄 사건과 총기 범죄 사망의 밀접한 

관계로 문제가 되는 가정 폭력범들이 모든 유형의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충분한 법이 뉴욕에 없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와 서덜랜드 스프링스 사건을 비롯하여 

미국 역사에서 발생한 10 번의 치명적인 총기 난사 중 9 번은 난사자가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위협 혹은 여성을 괴롭히거나 무시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밖에 폭력적인 

배우자에게 총기 소지권을 허가할 경우, 상대 배우자가 살해당할 위험이 5 배 

증가합니다. 2016년에 뉴욕에서 발생한 35 건의 가정폭력 사건에서 총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Amy Paulin 뉴욕주 하원의원, Diane Savino 뉴욕주 상원의원 그리고 기타 

주의회 의원들이 추진한 이전의 법안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지난달 Cuomo 주지사는 총기 폭력 범죄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총기 안전을 위한 

주(States for Gun Safety)” 연합의 수립을 주도했습니다.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로드 

아일랜드주 등과 함께 뉴욕주는 (1) 불법 총기류를 추적하고 몰수하며, (2) 총기 구매 

또는 총기 소지를 금지당한 개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3) 미국 최초의 지역별 총기 

폭력 연구 컨소시엄을 만들기 위햔 협약에 합의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계속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사추세츠주, 델라웨어주, 푸에르토리코는 

이제 3,5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을 대표하는 이 연합에 이미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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