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9월 1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를 비롯한 11명의 주지사가 연방정부에 합리적인 총기 안전 조치에 대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신 발송  

 

요구 법안은 레드 플래그(Red Flag) 법, 포괄적 신원 확인, 공격용 화기 및 고용량 탄창 

금지, 더욱 강력한 신고 의무 등이 포함  

 

 

Andrew M. Cuomo 주지사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미시건, 

뉴저지, 뉴멕시코,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 아일랜드, 워싱턴 주지사가 오늘 Trump 

대통령과 Mitch McConnell 상원 다수당 대표에게 합리적인 총기 안전 조치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주지사들은 연방정부에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게 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비롯해, 민간 총기 판매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을 포함한 포괄적인 신원 확인, 공격용 화기 

및 고용량 탄창의 금지, 정신 건강 전문가가 자신과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개인의 총기 구매를 막는 더욱 강력한 신고 의무 등 상식적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서한의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받는 사람: Donald J. Trump 미합중국 대통령  

 

참조: 존경하는 Mitch McConnell 상원 다수당 대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킬로이, 엘 파소, 데이턴, 필라델피아, 오데사 등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건의 불필요하고 끔찍한 비극은 최소 34명의 

목숨을 빼앗고, 수십 명을 상처 입혔으며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정서적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은 최근 총기 관련 

죽음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2019년 10,000 명 이상의 사람이 총격으로 사망했고, 

지난 2주 동안에만 570명이 총기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슬픔과 애도로는 이러한 

끔찍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공공 안전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며, 대중 보호에 실해하는 것은 곧 리더십의 

실패입니다. 주지사로서 행동을 촉구하는 우리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Gun_Letter_Final_-_sept_10.pdf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주 법을 이리저리 모아도 절대 일관된 국가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연방정부는 미국 대중이 요구했을 때 총기 개혁을 위한 행동에 나섰던 전례가 있습니다. 

1934년 연방정부는 기관총을 규제했습니다. 1968년 연방정부는 우편 총기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1994년 연방정부는 공격용 화기 10년간 금지를 시행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다시 한번 정부에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요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총기 폭력 사태의 종결은 공화당 혹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문제입니다. 총기로 인한 죽음은 일반적인 상황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네 개의 

상식적인 조치를 제정하여 이 순환을 끊을 때입니다. 우리는 대통령께 의회와 협력하여, 

미국인 대다수가 지원하는 다음의 네 개의 정책을 포함하는 합리적 총기 법안을 

통과시켜기를 요청합니다.  

 

1. 흔히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이라고 불리는 고위협 보호 명령(Extreme Risk 

Protection Order) 법안을 통과하여,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개인의 

총기 구매 혹은 소지 금지  

2. 개인용 총기 판매의 허점을 없애는 보편적인 신원 조회 통과  

3. 공격용 무기 및 대용량 탄창 금지  

4. 더욱 강력한 신고 의무를 정하여 정신 건강 전문가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개인이 총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방지  

 

미국 대중은 행동을 지지합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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