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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개인이 총기를 소유할 수 없게 제한하는 법률 

도입 

 

극한의 위험 보호 명령(Extreme Risk Protection Order) 법안의 통과로, 법원의 개입을 

통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총격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교사와 학교 행정 담당자들의 

자율권을 허용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되는 뉴욕 

 

주지사, 이전에도 신원 조회 결과 통보 유예 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연장하는 법안 도입 

 

총기 안전의 경우, 주지사의 미국을 선도하는 기록에 기반을 둔 획기적인 조치 

 

총기 폭력 인식의 달(Gun Violence Awareness Month)의 일환으로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권총, 소총 또는 엽총 등을 포함한 모든 총기류를 

구입, 소유 또는 구입을 시도하여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에 관여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결정한 

극한의 위험 보호 명령법(extreme risk protection order law)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뉴욕의 총기 규제법을 바탕으로 하여 이전의 입법 활동을 토대로 

삼는 이 법안으로, 뉴욕은 법원의 개입을 통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총격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교사와 교직원들의 자율권을 허용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보수 세력이 전미 총기 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의 볼모로 잡혀있는 동안, 뉴욕에서 우리는 총기 관련 로비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주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전 지역의 학생과 지역사회들이 변화를 요구하면서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 총격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총기 폭력으로 인한 비극과 비통한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들을 통해 워싱턴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GPB_27-EXTREME_RISK_PROTECTOIN_ORDERS-BILL.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GPB_27-EXTREME_RISK_PROTECTOIN_ORDERS-BILL.pdf


 

 

주지사는 이 획기적인 개혁 법안을 발표하기 위해, 미국 교사 연맹(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AFT)의 Randi Weingarten 대표, 뉴욕주 교사 연합(New York State United 

Teachers, NYSUT)의 Andy Pallotta 대표, 전국 교원 연맹(United Federation of 

Teachers, UFT)의 Michael Mulgrew 대표, 총기 폭력에 맞서는 뉴욕 주민(New Yorkers 

Against Gun Violence)의 Rebecca Fischer 상임 이사, 마저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Marjory Stoneman Douglas High School)의 학생 Aalayah Eastmond 그리고 

우리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Our Lives) 및 엄마들이 요구하는 조치(Moms 

Demand Action)의 대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는 총기 폭력 인식의 달(Gun Violence 

Awareness Month)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원 조회와 극한의 위험 보호 명령을 

확대하면서, 총기 폭력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을 

뉴욕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담한 조치를 통해 다음으로 이어지는 대책을 

취하고 있으며 총기 폭력의 위협에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학교나 콘서트 또는 교회에 가야 합니다. 워싱턴이 생명을 구하는 조치를 

거부하더라도, 뉴욕은 무의미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상식적인 개혁의 길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극한의 위험 보호 명령(Extreme Risk Protection Orders)법 도입 

 

기존 뉴욕주 법률에 따라, 형사 법원 또는 가정 법원이 한시적인 보호 명령을 내린 

사람의 경우, 총기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또는 가정 내 범죄 소송과 

관련하여 한시적인 보호 명령만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이 범죄 혐의 또는 가정 내 

범죄로 기소되지 않을 경우,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가할 정도로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총기류를 한시적으로 압류하기 위해 법원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이 현재 뉴욕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이나 자신에게 폭력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 두려울 경우 가족 

구성원들이 법 집행 기관에 자주 연락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법의 이러한 단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개입을 통해 학교 총격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주는 미국에 없습니다. 

 

이 법은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서 발생한 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테네시주 내슈빌의 

와플 하우스(Waffle House)에서 일어난 대량 학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하면서, 합법적인 절차없이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필요한 모든 절차상의 안전 

장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총기 난사범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위험하지만 치명적인 총기류를 구입하고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복수의 출처에서 

보고했습니다. 극한의 위험 보호 명령(extreme risk protection order)은 셀 수 없이 많이 

발생했던 불필요한 죽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one-world-trade-center-shine-orange-tonight-mark-start-gun-violence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one-world-trade-center-shine-orange-tonight-mark-start-gun-violence


 

 

신원 조회 유예 기간(background check waiting period) 연장 

 

Cu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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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로 정하는 법률을 이전에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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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 조회를 완료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총기 구매 및 소유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총기를 

사서 소유할 수 있도록 입법상의 활동에 주력할 것입니다. 

 

미국 교원 연맹(AFT)의 Randi Weingarten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많은 교육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총기 난사범은 

자신이 괴로운 영혼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였다고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브래디 

캠페인(Brady Campaign)이 총기 난사범의 42 퍼센트가 미리 경고 신호를 보낸다고 

보고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Cuomo 주지사님이 오늘 제안한 이 

법안이 총기 폭력 확산을 저지하고 학생과 교사들을 보호하는 일의 일환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학교는 무장한 요새가 아닌 안전한 성역이어야 합니다. 교사는 총기 휴대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르치기를 원하며 아이들을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로운 

현명한 법은 교육자와 교직원들이 위험의 기미가 있을 때 조치를 취하여 학생들의 

정당한 법 절차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제안을 

발표하기 위해 주지사님과 연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국 교원 연맹(United Federation of Teachers)의 Michael Mulgrew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녀와 교사들은 학교에서 반드시 안전하게 지내야 합니다. 워싱턴 

DC가 총기 관련 로비로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뉴욕에 있는 우리가 여기에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감독관 및 행정관 협의회(Council of Supervisors and Administrators)의 Mark 

Cannizzaro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 폭력으로 인해 우리 나라는 너무나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연방 총기 규제 법안은 오래 기간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이 비극적인 문제를 무시하는 동안, Cuomo 주지사님은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되풀이하여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 왔습니다. 총기 보유 

연령을 21세로 높이는 이 상식적인 법안이 우리 자녀와 일반 대중을 보호할 것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igns-legislation-remove-guns-domestic-abusers#_blank


 

 

우리 나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과 연대하게 되어 자부심을 

느낍니다.” 

 

Cuomo 주지사의 재임 기간 동안, 뉴욕은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 및 위험한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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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및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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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폭력과 치명적인 총기 폭력 사이의 연결성을 제거하는 법률을 

최근에 제정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총기 관련 폭력 근절(Gun Involved Violence 

Elimination, GIVE) 프로그램 및 SNUG 프로그램 등과 같이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은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총기 폭력 감소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는 총기와 관련된 난사 

사건 및 살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과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을 모두 

지원하기 위해 공조하고 있습니다. 총기 관련 폭력 근절(GIVE) 프로그램은 지역 법 집행 

기관이 폭력 범죄의 대부분을 경험하는 뉴욕시 외곽의 카운티 17 곳의 총기 폭력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술 지원, 훈련, 장비, 검찰 및 범죄 분석가 등과 같은 인력을 

지원하는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NUG 프로그램은 분규가 현지 지역사회 내에서 

확대되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개인들과 필수적인 봉사 및 지원 서비스를 연결하여 

대응함으로써, 총기 폭력의 악순환을 예방하는 지역사회 11 곳의 거리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을 위한 기금 및 훈련을 제공합니다. 

 

뉴욕 총기 규제 법률 및 활동의 지속적인 발전 외에도, Cuomo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계속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직면한 총기 폭력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초에 “총기 안전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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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