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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가정 폭력범의 총기를 몰수하는 법안에 서명

주지사, 또한 신원 조회 결과 통보 유예 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연장하는 법안 발표 여기에서 확인 가능한 법안 그리고 여기에서 확인 가능한 메모
총기 안전을 촉진하는, 주지사의 미국을 선도하는 기록에 기반을 둔 획기적인 조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가정 폭력범의 총기를 몰수하고 뉴욕주 법률의
허점을 막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권총뿐만 아니라 가정 폭력범의 모든
총기를 몰수하게 됩니다. 주지사는 또한 국립 범죄 기록 신원 조회 실시간
시스템(National Instan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 NICS)을 통해 총기 구입을
즉시 승인받지 못한 개인의 유예 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연장하기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동안 미국
전 지역의 지역사회에서 총기 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뉴욕은 이 확산을
최종적으로 영원히 종식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 가정 폭력과
치명적인 총기 폭력의 부인할 수 없는 연결 고리를 없애고,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가정 폭력의 희생자를 돕기
위해 삶을 바쳤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생존자들을 돕기 위한 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정 폭력범의 집에 총이 있을 때 생기는 공포를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오늘 제정된 이 새로운 법은 이 여성과 자녀들의 취약성을 보호하는 극적인
조치입니다. 연방 정부가 총기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한 반면에, 우리는
지역사회와 우리 주님들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자들의 손에서 총기를
몰수하기 위해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범의 총기 몰수안
이전에 뉴욕의 법은 명백하게 심각한 수많은 경범죄는 제외하면서, 중범죄자 또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제한된 수의 경범죄자들의 총기 소유를 제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주지사가 오늘 서명한 이 법안(S.8121 Phillips/A10272 O'Donnell)은
뉴욕의 가정 폭력범이 한때 치안을 어지럽힌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보장하기 위해, 총기 소지 면허를 박탈하고 모든 총기를 몰수하는
“심각한” 범죄의 목록을 확대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중범죄 또는 기타 심각한 범죄로 수배를 받고 있는 개인의 총기 소지
면허의 취득 또는 갱신을 금지합니다. 이전의 뉴욕법에 따르면, 체포 영장이
발급되었을지라도 경찰이 용의자들을 찾아내고 억류할 때조차도 여전히 합법적으로
총기 소지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법안 개정을 통해 죄없는 행인뿐만 아니라
현상 수배범을 체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범 집행 기관 요원들도 새로
총기를 취득할 수 있는 현상 수배범들로 인해 불필요한 위험에 처하지 않게 됩니다.
유예 기간 연장
Cuomo 주지사는 또한 국립 범죄 기록 신원 조회 실시간 시스템(National Instan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을 통해 총기 구입을 즉시 승인받지 못한 개인의 유예 기간을
10일로 정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현재의 연방법은 총기 판매업자가 총기를 판매하기
전에 잠재적인 구매자에 대한 국립 범죄 기록 신원 조회 실시간 시스템(NICS)으로 신회
조회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즉시 세 가지 가능한 통보 결과 중 한 가지를
제공합니다. 이 통보는 “진행”, “거부” 또는 “지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연”
응답인 경우, 미국 연방 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이 3일을 초과하여
이 개인을 계속 조사한다고 해도, 판매 업체는 판매가 완료되기 전에 반드시 3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때때로, 잠재적인 구매자가 사실상 부적격하다고 결정되었을 때까지,
개인은 3일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미 총기 판매를 마쳤습니다. 유예 기간을
10일로 연장할 경우, 확대 신원 조회를 완료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허용됩니다. 총기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 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입법상의 활동에 주력할 것입니다.
Nancy Pelosi 연방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은 친밀한
상대에 대한 학대와 총기 폭력의 비극 사이의 치명적인 연결 고리를 인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총기 폭력 확산에 대처하는 데 뉴욕주의 고무적인 리더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이 앞서가는 반면에 연방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정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총기 폭력과 가정 폭력으로 인해 미국 전 지역의
지역사회에서 매일 공포스럽고 비통한 사건들이 양산되고 있는 시기에, 생명을 구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일이 당파적인 문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식적이고
초당파적인 길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 나갈 것입니다.”
Jerrold Nadler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님이 가정 폭력범들의 모든
총기를 몰수하는 법안에 서명할 수 있도록, Cuomo 주지사과 연대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조치는 우리 총기 규제법의 위험한 허점을 막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가정 폭력을 저지른 사람의 총기 소유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이 전국적인 총기 폭력 확산에
대처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저는 뉴욕 주민을 보호할 합리적인 총기 안전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합니다.”
Carolyn B. Malon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정 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의 집안에 총기가 있을 때 친밀한 상대를 살해 할 확률이 5 배 높아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범의 총을 몰수하는 이 법안은 상식적인 법안일
뿐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법안을 법으로 제정하기 위해 서명하신 Cuomo
주지사님과 연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Nydia M. Velázquez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 폭력은 너무나 자주
삶을 산산조각내는 우리나라와 우리 도시를 갉아먹는 전염병입니다. 오늘 발표된 조치는
절대로 총기를 소지해서는 안되는 사람의 손에서 총을 몰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하며, 연방 하원은 연방 차원에서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책은 좋은 시작이며, 뉴욕이이 끔찍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Adriano Espaillat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 폭력은 모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가정 폭력범의 총기를 몰수하고 모든 총기류를 가정 폭력범들이
포기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뉴욕주 법률의 허점을 막는다고 오늘 발표하신 Cuomo
주지사님을 높이 평가합니다. 가정 폭력은 각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정 폭력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하기 위해 가정 폭력의 희생자,
생존자, 가족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 내의 학대와 폭력을 끝내기 위해 연방
하원에서 계속 노력할 것을 맹세합니다. 오늘의 획기적인 법안은 가정 폭력의 희생자를
보호하고, 개인과 우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서 비롯된
역사적인 조치입니다.”
Elaine Phillip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 폭력 희생자는 학대자가
총기를 소지했을 때 살해될 확률이 5 배 높아집니다. 가정 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의 총기를 몰수하는 법안을 뉴욕주 법률로 제정하기 위해 서명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상식적인 법안으로 가정 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손에서
총기류를 몰수하고, 연방법과의 차이를 없애며, 여성, 남성, 아동들을 학대자로부터
보호하고 더 이상의 비극을 예방할 것입니다.”
Diane Savin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을 선도하는
뉴욕주의 총기 규제법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폭력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었던 허점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주의 전 지역에서 가정 폭력의 희생자들을 더욱 잘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을 학대한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서는 안됩니다.
이 법안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과 협력한 덕분에, 우리는 희생자들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Daniel O'Donnel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하원에서 제가 16년
동안 후원한 법안들 중 첫 번째 법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막는 상식적인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도록 서명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총기때문에 종종 가정 폭력이 죽음을 부르는 치명적인 사건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의회를 통과하고 Andrew Cuomo 주지사님이 법안에
서명하여 법률로 제정한 총기 규제의 시작일 뿐이라고 확신합니다.”
Amy Pauli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생 동안에 미국
여성 세 명 중 한 명은 가정 내의 상대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중 많은
사례에서 총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법안에 대한 서명은 뉴욕주가 공공 안전 보다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에 더 가치를 두지 않으며 그렇게 되도록 방관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움직임은 뉴욕주 법률의 허점을 막을 뿐만 아니라 가정
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총기 소지 면허를 취득하거나 총기를 소지할 수 없게
제한합니다.”
Connie Neal 뉴욕주 가정폭력 근절 연합(New York State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상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 폭력과 총기 폭력의 연관성은 매우
명백합니다. 저희는 Cuomo 주지사님과 가정 폭력범의 총기를 몰수하기 위한 강력한
연대의 마음으로 투표해 주신 뉴욕주 의회 의원님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 조치에 대한
긴급성은 반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뉴욕은 이제 가정 폭력 살인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총기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브래디 캠페인(Brady Campaign to Prevent Gun
Violence)의 Kris Brown 공동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치로 볼 때 매우 명백한
일입니다. 학대자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학대받는 여성이 살해당할 확률은 5
배로 늘어납니다. 총기와 관련된 가정 폭력은 사망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가정 폭력범들이 총기를 포기하도록 요구함으로써,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주 법률의
커다란 허점을 막았습니다. 주지사님의 조치에 박수를 보냅니다. 상식적인 총기
규제법에 대한 주지사님의 지지는 우리 주 전 지역에서 취약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가정 내의 총기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허 저스티스(Her Justice)의 Amy Barasch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총기 폭력의 확산에 대처하는 방법에 주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가진 리더가 있는 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 매년 파트너 폭력 피해자 수천 명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허
저스티스(Her Justice)에서 일하는 저희는 위험한 총기와 가정 내의 학대와의 연결
고리가 얼마나 밀접한 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률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더 많은
가정 폭력범들의 손에서 총기를 몰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 폭력 및 총기 폭력 생존자 단체의 Cicely Fields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 폭력
생존자로서 저는 오늘의 법안 서명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설명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저를 학대했던 인간이 제 인생의 몇 인치 내에서 제게 상처를 입히는 총기를
소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정 폭력과 총기 폭력 사이의 연결 고리가 부인할 수 없이
깊다는 사실을 저는 직접 체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전히 남은 인생 동안 육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을지 모르며, 제가 보살펴야 하는
저를 의지하는 네 아이들은 이 가정 폭력범의 행동으로 인해 계속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Joe Torre 세이프 앳 홈 재단(Joe Torre Safe At Home Foundation)의 Joe Torre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폭력범이 총을 소지한 경우 가정 폭력 피해자가
살해당할 확률은 5 배나 높아집니다. 오늘 뉴욕주는 학대자의 총기를 몰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총기 조치에 대한 엄마의 요구 뉴욕 지부(New York Chapter of Moms Demand
Action for Gun Sense in America)의 June Rubin 자원봉사자 공동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뉴욕 주민들을 총기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의미있는 날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법안이 향후 총기
폭력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많은 조치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극한의 위험 보호 명령(Extreme Risk Protection Order) 법안의
통과와 같은 추후 조치에 대해 의원님들 및 Cuomo 주지사님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기 폭력에 맞서는 뉴욕 주민(New Yorkers Against Gun Violence)의 Rebecca
Fischer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 폭력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총기를 계속 소지할 수 있었던 이전 법 아래에서는 희생자와 일반 대중의 삶 모두가
불필요하게 위험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Cuomo 주지사님 덕분에, 이 법안으로 가정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위험한 인물들이 총기 소지 면허와 총기를
몰수당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오랜 기간 지체된 상식적인
법안입니다. 이 법의 제정을 보게 해 주신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기독교 여성 청년회(YWCAs of NYS)의 회원이며 기독교 여성 청년회 브루클린
지부(YWCA Brooklyn)의 Martha Kamber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여성 청년회(YWCA)는 친밀한 상대의 학대 생존자들의 삶을 총기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주지사님의 과감한 조치를 지지합니다. 가정 폭력에 대처하는 종합
서비스 제공기관 중 가장 큰 뉴욕주 전체 네트워크 중 하나인 기독교 여성
청년회(YWCA)는 이 법안이 뉴욕주에서 생존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적인
체험으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46 개 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여성과 자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정 폭력 대처 종합 서비스 제공기관인 기독교 여성
청년회(YWCA) 전국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저희는 이 지역을 위해 발휘해주신

주지사님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뉴욕주 법률과 같은 가정 폭력 대처 및 총기
안전법이 미국 전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정 폭력과 치명적인 총기 폭력 사이의 잘
알려진 연결 고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뉴욕의 총기 규제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와 서덜랜드 스프링스 사건을 비롯하여 미국 역사에서 발생한 10 번의
치명적인 총기 난사 중 9 번은 난사자가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위협 혹은 여성을
괴롭히거나 무시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밖에 폭력적인 배우자에게 총기 소지권을
허가할 경우, 상대 배우자가 살해당할 위험이 5 배 증가합니다. 2016년에 뉴욕에서
발생한 35 건의 가정폭력 사건에서 총기가 사용되었습니다.
뉴욕 총기 규제 법안의 지속적인 발전 외에도, Cuomo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계속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직면한 총기 폭력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2월에
총기 안전을 위한 주(States for Gun Safety) 연합의 출범을 이끌었습니다.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로드 아일랜드주 등과 함께 뉴욕주는 (1) 불법 총기류를 추적하고 몰수하며,
(2) 총기 구매 또는 총기 소지를 금지당한 개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3) 미국 최초의
지역별 총기 폭력 연구 컨소시엄을 만들기 위햔 협약에 합의했습니다. 메사추세츠주,
델라웨어주, 푸에르토리코는 또한 이제 3,5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을 대표하는 이 연합에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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