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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의 첫 번째 제안 발표: 

다른 주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뉴욕에서 총을 소유하는 것을 방지  

  

Cuomo 주지사가 취임 이후 제정된 SAFE 법, 적기법 및 기타 조치를 포함한 뉴욕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안전법에 기반  

  

Cuomo 주지사: "올해 다른 주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뉴욕에서 총을 사거나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안합니다. 이 새로운 법은 위험한 사람들의 손에 

총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저는 뉴욕이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총기 

폭력을 종식시킬 수 있고 끝낼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 어젠다의 

첫 번째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그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되는 범죄와 비슷한 범죄를 다른 주에서 저지른 개인이 뉴욕주에서 총기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기존 뉴욕 법은 개인이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는 

특정 뉴욕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 총기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다른 주에서 유사한 경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이후 뉴욕 총기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에서 이러한 개인이 총기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뉴욕 형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이 나라에서 총기 폭력은 하나의 위기입니다. 그 원인은 분명합니다. 결단력 없는 미 

정부 정치인들이 전국 총기 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에 맞서 상식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또한 명확합니다. 뉴욕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법으로 덕분에 뉴욕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주가 되었습니다". 

Cuomo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조치를 취할 때까지, 약한 

총기법을 가진 주들은 우리 뉴욕 주민들을 계속해서 위험에 빠뜨릴 것이며, 저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다른 주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뉴욕에서 총을 

사거나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안합니다. 이 새로운 법은 위험한 

사람들의 손에 총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저는 뉴욕이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총기 폭력을 종식시킬 수 있고 끝낼 것입니다."  



 

 

  

뉴욕에서는 개인의 총기 소유권을 박탈시키는 심각한 경범죄에는 특정 가정 폭력 

경범죄, 강제적 접촉 및 기타 성범죄, 무허가 총기 소지가 포함됩니다. 다른 주에서 

유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별도의 법정 지침을 

수립하는 경우 권총 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범죄를 검색하고 주 범죄 바깥에서 자격 있는 

자에 대한 면허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 개입이 있는 경우 면허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기를 구매할 때마다 연방 국가 범죄 전과자 기록부 

시스템(National Instan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 NICS)으로 확인이 이뤄져 

관련 범죄 기록을 검색하고 이러한 심각한 범죄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력 아래 뉴욕은 2013년 SAFE 법을 비롯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흉악범, 국내 학대자 및 기타 심각한 범죄자, 그리고 정신 건강 전문의가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의 손에 총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기타 조치를 

포함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통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SAFE 법은 개인 총기 

판매가 전과 조사, 금지된 고용량 탄약고 및 공격용 무기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총기 사용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주지사는 2019년 뉴욕의 국가를 선도하는 총기 법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법안을 추진합니다: 신원 조사 대기 기간 연장, 범프 스톡 금지, 검출 불가능한 총기 금지, 

총기 안전 보관법 확대, 교육구에서 교사 무장 금지, 총기 환수 프로그램을 위한 주 전역 

규정 수립, 관련 가족 구성원, 교육자 및 법 집행 기관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으로부터 총을 제거하는 임시 명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붉은 깃발 절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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