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6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미드 허드슨 밸리에서 붉은 깃발 총기 보호 법안(RED FLAG GUN 

PROTECTION BILL)을 통과시키기 위한 버스 투어에 참여  

  

주지사, 상식적인 총기 개혁 법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 교사, 교직원들과의 연대를 

위한 버스 투어 중 화이트 플레인스 고등학교(White Plains High School) 방문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리더들, 법원의 개입으로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사 및 교직원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해 Cuomo 주지사가 제출한 법안 승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붉은 깃발 총기 보호 법안(Red Flag Gun Protection 

Bill)을 통과시키기 위한 뉴욕주 전체 캠페인의 일환으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들렀습니다. 이 캠페인은 6월 11일 월요일에 롱아일랜드와 브롱크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에 주지사는 극한의 위험 보호 명령 법안(Extreme Risk 

Protection Order Bill)이라고도 알려진 붉은 깃발 보호 법안(Red Flag Protection Bill)을 

제출했습니다. 이 버스 투어로 오늘 이 법안을 지지하는 지방 정부 선출직 공무원, 

교직원, 학생들이 모여 있는 화이트 플레인스 고등학교(White Plains High School)에 

들렀습니다. 또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리더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은 개인이 권총, 

소총 또는 엽총 등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총기류를 구입, 소지 또는 구입하거나 

소지하려고 시도하여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뉴욕의 총기 규제법과 이전의 입법 

활동을 토대로 삼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은 법원의 개입을 통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총격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교사와 교직원들의 자율권을 허용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무 흔한 일이 되어 버린 총기 폭력과 학교 

총기 난사 사건 등에 대한 조치를 워싱턴이 취할 때까지 뉴욕은 방관하면서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매일 학교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되며, 교사는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해서는 안됩니다. 서로 협력하여 우리는 이 

상식적인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할 수 있고 또한 통과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총기 폭력이 

이 위대한 주에 설 자리가 없도록 계속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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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료나 동급생이 타인에게 명백한 위협 

또는 위험을 제기할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해당 인물이 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안으로 우리는 교사와 교직원에게 끔찍한 비극에 대해 보고하고 가능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상식적인 총기 규제 조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기 폭력은 우리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왔습니다. 뉴욕은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미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위험 보호 명령(Extreme Risk Protection Order)을 승인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리더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행정책임자 George Latimer  

• 웨스트체스터 의회 다수당 원내 총무 Catherine Parker  

• 웨스트체스터 의회 의장 Ben Boykin  

• 웨스트체스터 지방 검사 Anthony Scarpino  

• 화이트 플레인스 시장 Tom 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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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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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 Anne Sim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징후가 보일 때, 교사, 교직원, 가족 구성원들은 종종 이러한 

징후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뉴욕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더라도 법 집행 

기관이 총기 폭력의 비극을 예방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인 극한의 위험 보호 명령(Extreme Risk Order of Protection)은 그들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동시에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른 보호와 항소권을 제공합니다. 이 문제에 대처하여 이 법안을 제출하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 법안은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미국 교사 연맹(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의 Randi Weingarten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님의 붉은 깃발 법안(Red Flag Bill)은 학생과 학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육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상 최초의 법안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협이되는 징후를 보일 경우 당국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일처리 방향은 우리가 목격해 온 부실한 백악관의 리더십과는 

대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총기 폭력 확산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 이 제안은, 교사를 무장시키자는 아이디어를 내세우는 대통령과 Betsy DeVos 

교육부 장관과는 정반대로 어린이, 교육자,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지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총기 제조업체가 돈을 벌도록 도울 수는 있겠지만 햑교는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이 가결되도록 돕기 위해, 이 버스 투어에 참여하여 화이트 

플레인스 고등학교(White Plains)를 방문한 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George Latimer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교사, 

교직원, 가족, 경찰들이 우려할 만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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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체스터 의회(Westchester Legislature)의 Catherine Parker 다수당 원내 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도대체 몇 번이나 더 많이 총격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많은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올해 

만해도 너무나 많은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주지사님은 총기가 위험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 무고한 생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붉은 깃발 총기 보호 법안(Red 

Flag Gun Protection Bill)이 통과되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싸우고 계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지사님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세상에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의회(Westchester Legislature)의 Ben Boykin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출된 지도자들은 너무나 오랜 기간 우리 어린 학생들을 무시해 왔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우리 주지사님이 연방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을 때 그 공백을 

메우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나선 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총기 폭력의 결과로 

너무나 많은 무고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이 제출한 이 법안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며, 향후 오랜 기간 우리 학교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hony Scarpino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지방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Cuomo 주지사님이 극한의 위험 보호 명령법(Extreme Risk Protection Order law)을 즉시 

가결할 것을 의회에 촉구하면서 우리와 함께 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민의 

안전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 사항입니다. 보통 누군가가 위기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위험하게 만들 때 첫 번째 위험 상황을 목격하는 것은 가족과 교사들입니다. 

웨스트체스터 여기에서 비극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게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잃기 전에 붉은 깃발법(Red Flag law)이 뉴욕주에 필요합니다.”  

  

Tom Roach 화이트 플레인스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으로서 저의 첫 번째 

임무는 우리 도시의 주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은 합리적인 

총기 정책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 제안된 법안은 뉴욕주 주민들을 총기 폭력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기를 가져서는 안되는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미국인 대부분이 지지하는 기본 개념입니다. 이 

중요한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과 연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화이트 플레인스 고등학교(White Plains School)의 Joseph Ricca 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학생이 총기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경우 뉴욕의 

교육자들에게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총기 폭력은 무고한 인명이 살상된 것을 애도하는 수많은 지역사회를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비극이 뉴욕에서 일어날 때까지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스스로를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로 만들지 

않도록 보호하고,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록랜드 맘스 디멘드 액션(Rockland Moms Demand Action)의 Shari Maurer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한의 위험 보호 명령(Extreme Risk Protection Order)은 뉴욕에 

대단히 필요한 법입니다. 주지사님이 자신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의 총을 압수하기 위해, 판사에게 갈 수있는 사람들 목록에 교육자를 추가하는 

것이 이 법의 중요한 개선입니다.”  

  

총기 폭력에 맞서는 뉴욕 주민(New Yorkers Against Gun Violence) 단체의 Chuck Bell 

웨스트체스터 코디네이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이 제안한 극한의 위험 

보호 명령(Extreme Risk Protection Order) 법안은 뉴욕 주민들의 불필요한 비극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사전 예방적인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2009년에서 2016년 

사이에 발생한 156 건의 총기 난사 사건 중 42 퍼센트의 사건에서 난사범은 치명적이고 

자신이나 타인이 위험해지게 만드는 총격에 앞서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부모, 

가족 또는 교사가 느끼는 두려움을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할지라도 경찰은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가족과 교사가 위험한 사람이 소지한 총을 압수하고 우리 어린이와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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