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법에 저촉되지 않을 시 뉴욕주의 선도에 따라 전미 총기 

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 브랜드 “휴대 경비(CARRY 

GUARD)”보험 프로그램을 금지하도록 미 전역의 주정부에 촉구하는 국가적 조치를 발족  

  

Cuomo 주지사가 전미 총기 협회(NRA)에게: “전미 총기 협회(NRA)가 뉴욕주 때문에 

파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제 의도와 바람대로 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뉴욕주의 조치가 전미 총기 협회(NRA)를 폐업하게 만들 것이라 주장하는 전미 총기 협회 

소송에 따른 행동 촉구  

  

  

Andrew M. Cuomo는 오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뉴욕주의 선도에 따라 전미 총기 

협회(NRA) 브랜드 “휴대 경비(Carry Guard)”보험 프로그램을 금지하도록 미 전역의 

주정부에 촉구하는 국가적 조치를 발족하였습니다. 주지사의 이번 행동 촉구는 주정부 

조사를 통해 뉴욕주 법률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이 불법인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관련 보험회사는 패널티를 받게됩니다. 뉴욕주는 다른 주의 활동을 

지원하여 해당 관행을 불법화하고 보험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금요일, 뉴욕주는 

전미 총기 협회(NRA)가 뉴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각하를 요청하였습니다. 전미 총기 

협회(NRA)는 뉴욕주의 해당 조치가 “전미 총기 협회의 존치와 권리 옹호 임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이 미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완전히 

포기한 이 시점에서 뉴욕주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미 전역의 주정부에게 뉴욕주와 

연대하여 범죄를 의도적으로 저지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불합리한 프로그램을 금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총격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인과 전미 총기 협회(NRA)는 미국의 

가정에 그저 조의와 애도만을 표할 뿐입니다. 전미 총기 협회(NRA)가 뉴욕주 때문에 

파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제 의도와 바람대로 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2017년 10월 시작된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 조사에 

따르면, 전미 총기 협회(NRA) “휴대 경비(Carry Guard)”보험 프로그램이 의도적인 범법 

행위를 자행하여 총기 소유주에게 책임 보험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미 총기 협회가 불법으로 제공한 해당 보험은 총기 소유자와 그 가족이 총기와 관련된 

특정 범죄로 기소될 경우, 형사 책임 방어 비용을 보장합니다. 금융서비스부(DFS)로부터 

뉴욕주에서 보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전미 총기 협회(NRA)는 

웹사이트, 이메일, 광고용 우편물, 기타 수단 등을 통한 “휴대 경비(Carry Guard)”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판촉 및 권유하였습니다.  

  

금융서비스부(DFS)는 2018년 5월 참여 보험회사 및 보험 브로커와 동의 명령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전미 총기 협회(NRA)가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뉴욕주에서 불법 

보험을 판촉하여 수익을 얻었는지에 관해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동의 명령의 일환으로, Chubb 보험회사는 벌금 130만 달러를 지불하고 뉴욕주에서 

이러한 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브로커/관리자인 Lockton은 

뉴욕주에서 불법 보험을 판매 및 판촉한 혐의로 벌금 700만 달러를 지불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s://www.dfs.ny.gov/about/press/pr1805071.htm
https://www.dfs.ny.gov/about/press/pr1805021.htm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it.cwnls.com/app/itpage.nsf/unsubscribe.xsp?action=unsubscribe&id=1100PRES91C38CD2A15DF963852582DF006DCF5C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