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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탐지 불가능한 총기를 금지하고 아동 보호를 위해 화기 안전 

보관법(FIREARM SAFE STORAGE LAWS)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  

  

3D 프린터로 제작한 총을 비롯해 금속탐지기가 탐지하지 못하는 총기 및 무기 주요 부품의 

제작, 판매, 운송, 소지를 처벌  

  

법을 확대 적용하여 총기를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화  

  

Cuomo 주지사: "이러한 조치는 어린이가 총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고 3D 프린터 제작 

총기와 같은 기술 진보를 인식 및 해결하여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법이라는 뉴욕의 

유산을 계승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3D 프린터로 제작한 총을 비롯해 금속탐지기가 

탐지하지 못하는 총기 및 무기 주요 부품의 제작, 판매, 운송, 소지를 처벌하는 

법안(S.1414-A/A.0763-A)과 총기의 안전한 보관 의무를 확대 적용하는 

법안(S.6360/A.8174)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2월 제정된 레드 플래그 법안(Red 

Flag Bill), 작년 Cuomo 주지사가 제정한 신원 조회 유예 기간 연장 및 범프 스탁 금지 

법안 을 비롯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뉴욕의 총기법을 발전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레드 

플래그 법안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될 징후를 보인 사람이 총기를 구매 또는 

소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D 프린터로 제작한 총기와 잘못 보관한 화기는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커다란 위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제적으로 이러한 위협을 

해결하고 우리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어린이가 총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고 3D 프린터 제작 총기와 같은 기술 진보를 인식 및 해결하여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법이라는 뉴욕의 유산을 계승합니다."  

  

탐지 불가능 화기 처별  

  

3D 프린터와 레이저 절단기 등 최근의 기술 진보로 인해 완전하게 작동하는 화기를 

금속탐지기가 탐지하지 못하는 소재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총기는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며 모든 뉴욕 주민의 건강과 웰빙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번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joined-speaker-pelosi-signs-red-flag-gun-protection-bill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joined-speaker-pelosi-signs-red-flag-gun-protection-bill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igns-legislation-extending-background-check-waiting-period-and-banning-bump


조치는 의도적으로 뉴욕주에서 이러한 무기를 소유, 제작, 판매, 운송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여 뉴욕 주민을 보호할 것입니다.  

  

Kevin Park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총기 폭력 방지를 위한 

노력에서 계속해서 미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제작하여 탐지가 불가능한 

총기는 우리의 거리에 설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지지한 이번 법안은 모두를 위해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저는 총기 폭력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이번 법안에 서명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Thomas Abinant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지 불가능한 총기는 적법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총기 폭력을 방지하고 모두를 위해 더욱 안전한 

뉴욕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상식적인 조치입니다."  

  

안전 보관법(Safe Storage Laws) 개정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 보관 조치를 실시하여,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에서 

불필요한 총기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법은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에 화기를 안전하지 않게 보관해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그리고 많은 경우 치명적인 사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화기 

소유자가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거나 16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자신의 무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동시에 16세 이하의 개인이 적법한 승인을 받거나 지도를 받는 경우 

사냥을 하거나 기존법에 따라 정해진 사격 훈련장에서 훈련하는 것을 계속 허용할 

것입니다. 사라토가 스프링스 출신의 12세 Nicholas Naumkin의 사건이 이 법안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총을 가지고 놀던 친구에 의해 비극적으로 

살해되었습니다.  

  

Liz Krueg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뉴욕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어린이들이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위험한 무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며, 책임감 있는 총기 

소유자라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총기에 손을 대었을 때 

벌어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너무 자주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생명을 살리고 뉴욕의 가족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오늘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Amy Pauli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보관하고 있는 총이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영향력과 성인이 화기를 방치하여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이 법은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Marianne Buttensch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지역사회와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이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의 젊은이에게 총기를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일은 중요합니다. 

총기 폭력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저는 뉴욕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적 진전을 계속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며, 미래에 주지사가 추진할 추가적인 화기 안전법을 고대합니다."  

  

총기 폭력에 반대하는 뉴욕 주민(New Yorkers Against Gun Violence, NYAGV)의 

Rebecca Fischer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주는 다시 한 번 강력하고 

합리적인 총기 폭력 예방 법안을 통해 우리의 어린이와 지역사회 보호가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총기 폭력에 반대하는 뉴욕 주민(New Yorkers Against 

Gun Violence)은 25년 동안 의도치 않은 총기 발사 사건, 십 대 청소년 자살, 교내 총기 

사건, 총기 절도 등을 예방을 목적으로 뉴욕주에서 어린이 접근 방지법을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조치를 취하여 생명을 살리는 법안을 제정해주신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총기 난사 사건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총기 살인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한 해 

동안 발생한 전국 총기 사망자 수는 지난 50년간 최고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는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 및 정신 질환자의 

총기를 압류하고, 개인용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를 보장하며, 대용량 탄창 금지 및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고, 2013년 불법적인 총기 사용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탄약 

및 총기 단속법 일명 세이프법(Secure Ammunition and Firearms Enforcement Act, 

SAFE Act)을 포함하여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최근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안을 제정하여, 그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개인이 총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뉴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사와 학교 행정담당자들에게 법원의 명령을 통해 학교 총기 난사를 

예방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법은 또한 가정 폭력과 치명적인 총기 폭력 사이의 

연결성 제거에 주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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