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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MURPHY, MALLOY, RAIMONDO, BAKER, CARNEY, ROSSELLÓ 지사, 

미국 최초의 지역별 총기 폭력 연구 컨소시엄(REGIONAL GUN VIOLENCE RESEARCH 

CONSORTIUM) 발표 

 

뉴저지, 코네티컷, 로드 아일랜드, 메사추세츠, 델라웨어, 푸에르토리코 사이에서 여러 

주들간에 체결한 역사적인 총기 폭력 방지에 대한 뉴욕주 협정의 핵심 계획 

 

미국 전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알리기 위해, 총기 폭력을 줄이려는 공공 

활동에 관한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될 파트너십 

 

연방 정부가 1996년에 금지시킨 총기 폭력 연구를 재정 지원하는 연방 기금이 남긴 공백을 

메우는 컨소시엄 

 

 

Andrew M. Cuomo 뉴욕주 지사, Phil Murphy 뉴저지주 지사, Dannel P. Malloy 

코네티컷주 지사, Gina Raimondo 로드 아일랜드주 지사, Charlie Baker 메사추세츠주 

지사, John Carney 델라웨어주 지사, Ricardo Rosselló 푸에르토리코 지사는 오늘,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로드 아일랜드, 메사추세츠, 델라웨어, 푸에르토리코 사이의 역사적인 

“총기 안전을 위한 주들(States for Gun Safety)” 연합의 핵심 프로젝트인 미국 최초의 

지역별 총기 폭력 연구 컨소시엄(Regional Gun Violence Research Consortium)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여러 분야에 걸쳐 총기 폭력,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의 모든 방식에 관한 

중요한 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협력에 동반하는 주들 출신의 선구적인 이론가와 최고 

수준의 연구원들을 유치합니다. 이 전례가 없는 활동을 통해 정책 입안자를 비롯한 

대중에게 궁극적으로 총기 폭력의 재앙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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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우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안전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연방 정부의 계속되는 

무대책은 총기 폭력의 재앙이 확산되도록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을 제공하는 일도 주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책임을 지기 위해 총기 안전 법안을 연구하여 불법 총기가 주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치를 취하기 위한 여러 주의 파트너십을 모으는 주요 

절차입니다.” 

 

Phil Murphy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경계선을 넘나드는 총기 밀매로 총기 범죄의 약 80 

퍼센트가 저질러지고 있어서 뉴저지는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방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무의미하게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주 전 지역에서 

무의미한 총기 폭력의 확산으로 젊은이들을 잃고 있습니다.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 손으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최초의 지역별 총기 폭력 연구 

컨소시엄(regional gun violence research consortium)의 설립에 동료 지사님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어 자부심을 느낍니다.” 

 

Dannel P. Malloy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 폭력은 공중 보건에 관련된 비상 

사태이며, 그렇게 취급되어야만 합니다. 코네티컷은 이 확산에 대처하는 데 있어 미국을 

이끌어 왔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주들과 협력하여, 우리는 폭력의 근본 원인에 대해 

연구한 후 가장 효과적인 예방 전략을 정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코네티컷은 

2013년에 우리의 상식적인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미국의 어느 주보다 빠른 

속도로 폭력 범죄를 줄여 왔습니다. 이 연합은 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Gina M. Raimond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이 계속 주저하고 있는 동안, 

로드 아일랜드에서 우리는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앞장서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로드 아일랜드의 새로운 총기 안전 실무 그룹(Gun 

Safety Working Group)의 첫 번째 모임에 참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총기 개혁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 주가 참여한 이 

새로운 컨소시엄 활동은 우리 주들의 전 지역에서 실행할 개혁안에 대한 실행 지침을 

도울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동료 

지사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 컨소시엄을 통해 나올 연구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harlie Baker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사추세츠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통제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공무원과 법 집행 기관들에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여 우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주 경계선을 통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주들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John Carney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주들은 협력해서 총기 폭력의 위협에 

직접 대처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컨소시엄은 주정부 및 연방 정부 차원의 

정책 토론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총기 폭력에 관한 새로운 정보와 연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더 나은 정보는 우리가 이미 제정한 법을 시행하고 주 경계선을 가로 지르는 

불법 무기의 흐름을 차단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델라웨어는 이 연합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동료 지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Ricardo Rosselló 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에서 총기 소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허가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섬에 있는 불법 총기에도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유한 지식을 증진시키는 

여러 주의 이 컨소시엄이 통제받지 않고 소유할 수 있는 총기와 폭력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먼 길을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공공 

기관과 학교에서 무고한 사람들의 삶이 무의미한 학살로 끝나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컨소시엄은 개별 대학과 학과 간의 협력 활동에 대한 공동 조사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관련된 여러 주 사이에서 운영될 것입니다. 새로운 연구에 더하여, 컨소시엄은 또한 

공공의 사용을 위해 기관, 연방 정부, 여러 주 등이 출처인 기존 데이터에 대한 중앙 정보 

센터(central clearinghouse)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은 우리 사회의 역사에 새겨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극적인 대규모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추모일입니다. 11년 전 이번 주에 버지니아 공대(Virginia Tech 

University) 캠퍼스에서 32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9년 전에는 콜럼바인 

고등학교(Columbine High school)에서 13 명이 숨졌습니다. 

 

아래의 명단은 컨소시엄을 이끄는 주 출신의 학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사용 가능한 전체 

링크를 통해 이 학자들의 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Romain L. Alexander 정책 자문관, John Carney 주지사실(Office of 

Governor John Carney) 

• Charles C. Branas, Gelman 교수(Gelman Professor) 및 의장, 

전염병학과(Department of Epidemiology), 콜롬비아 대학교 메일맨 공중 

보건 대학(Columbia University Mailman School of Public Health) 

• Eric F. Bronson, 학장, 로저스 윌리엄스 대학교 형사 사법 대학(School of 

Criminal Justice at Roger Williams University) 

• Rod K. Brunson, 학장, 러트거스 대학교 형사 사법 대학(School of Criminal 

Justice at Rutgers University) 

http://rockinst.org/gun-violence/researchers/


 

 

• Joel Capellan, 조교수, 로완 대학교 법률 사법 연구 대학(Law & Justice 

Studies at Rowan University) 

• Michaela Dunne, 국장, 형사 사법 정보 서비스부(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ervices, DCJIS)의 메사추세츠 지부의 법 집행 및 사법 

서비스국(Law Enforcement & Justice Services) 

• Rina Eiden, 수석 연구 조교, 중독 연구소(Research Institute of Addictions), 

버펄로 대학교(University at Buffalo) 

• Ayman El-Mohandes, 학장, 뉴욕 시립 대학교 보건 및 건강 정책 

대학원(CUN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 Health Policy) 

• Jeffrey Fagan, Isidor and Seville Sulzbacher 교수, 콜롬비아 법학 전문 

대학원(Columbia Law School) 

• Sandro Galea, 학장, Robert A. Knox 교수(Robert A. Knox Professor), 

보스턴 대학교 보건 대학(Boston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 Anna Harvey, 정치학과 교수, 소장, 공공 안전 연구소(Public Safety Lab),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 

• David Hemenway, 교수, 하버드 대학교 T.H. Chan 보건 대학(Har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  

• Christopher Herrmann, 조교수, 뉴욕 시립 대학교 John Jay 형사 사법 대학 

법률 및 경찰학과(Law and Police Science Department at CUNY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 Heather Howard, 강사, 프린스턴 대학교 Woodrow Wilson 공공 및 국제 

문제 대학 공공 업무학과(Public Affairs at Princeton University's Woodrow 

Wilson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 

• Margaret K. Formica, 조교수, 뉴욕 주립 대학교 업스테이트 의과 대학 보건 

및 예방 의학과(Public Health and Preventive Medicine at SUNY Upstate 

Medical University) 

• Allan Jiao, 교수, 로완 대학교 법률 및 사법연구 대학(Law & Justice Studies 

at Rowan University) 

• Craig H. Kennedy, 교무처장, 코네티컷 대학교(University of Connecticut, 

UCONN) 

• David M. Kennedy, 교수, 뉴욕 시립 대학교 John Jay 형사 사법 대학 형사 

사법학과(Criminal Justice at CUNY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NYC)) 

• Chris Kervick, 사무총장, 델라웨어주 형사 사법위원회(State of Delaware 

Criminal Justice Council) 

• John M. Klofas, 교수 겸 센터장, 로체스터 공과 대학교 공공 안전 정책 

센터(Center for Public Safety Initiative at the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 Mike Lawlor, 차관, 형사 사법 정책 및 기획부 (Criminal Justice Policy and 

Planning), CT 정책 관리실(CT Office of Policy & Management), 조교수, 



 

 

뉴헤이븐 대학교 형사 사법 및 법의학 Henry C. Lee 대학 형사 

사법학과(Criminal Justice in the Henry C. Lee College of Criminal Justice 

and Forensic Sciences at the University of New Haven) (휴직중) 

• Alan Lizotte, 석좌 교수 겸 전임 학장, 올버니 대학교 형사 사법 대학(School 

of Criminal Justice at the University at Albany) 

• Matthew J. Miller, 교수, 노스 이스턴 대학교 건강학 및 전염병학과(Health 

Sciences and Epidemiology at Northeastern University) 

• Amanda Nickerson, 센터장, 버펄로 대학교 왕따 폭력 예방 Alberti 

센터(Alberti Center for Bullying Abuse Prevention, University at Buffalo) 

• Daniel J. O'Connell 박사, 수석 과학자, 마약 및 건강학과(Center for Drug 

and Health Studies), 델라웨어 대학교(University of Delaware) 

• James Peyser, 메사추세츠 교육부 장관(Massachusetts Secretary of 

Education) 

• Jennifer L. Pomeranz, 조교수, 뉴욕 대학교 글로벌 보건 대학(College of 

Global Public Health at New York University) 

• Jeremy Porter, 교수, 뉴욕 시립 대학교 브루클린 대학 사회학과(Sociology 

at CUNY Brooklyn College) 및 뉴욕 시립 대학교 대학원 센터(CUNY 

Graduate Center) 

• William Pridemore, 석좌 교수 겸 학장, 올버니 대학교 형사 사법 

대학(School of Criminal Justice at the University at Albany) 

• Dermot Quinn 중령, 메사추세츠주 경찰(Massachusetts State Police) 

• Sonali Rajan, 조교수, 콜롬비아 대학교 사범 대학 건강 교육학과(Health 

Education at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Megan L. Ranney, 응급의 겸 부교수, 로드 아일랜드 병원 

응급의학과/브라운 대학교 Alpert 의과 대학(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at Rhode Island Hospital/ Alpert Medical School of Brown 

University) 

• Jaclyn Schildkraut, 조교수, 뉴욕 주립 대학교 오스위고 캠퍼스, 공공 정의 

및 국가 전문가(Public Justice and National Expert on Mass Shootings, 

SUNY Oswego) 

• Donald H. Sebastian, 수석 부사장, 뉴저지 공과 대학 기술 및 

비즈니스학과(Technology & Business Development at New Jersey 

Institute of Technology, NJIT) 

• Michael Siegel, 교수, 보스턴 대학교 보건 대학 지역 보건학과(Department 

of Community Health Sciences at Boston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 Nick Simons,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록펠러 정부 연구소(Rockefeller 

Institute of Government) 

• Robert J. Spitzer, 석좌 교수 겸 의장, 뉴욕 주립 대학교 코틀랜드 캠퍼스 

정치학과(Political Science Department at SUNY Cortland) 



 

 

• Sean P. Varano, 교수, 로저 윌리엄스 대학교 형사 사법학과(Criminal 

Justice at Roger William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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