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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전미 총기 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 소송 기각
신청 발표
Cuomo 주지사: “전미 총기 협회(NRA)가 Donald Trump 대통령과 워싱턴 DC 는
매수했을지 모르나, 뉴욕주에서 우리는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미국 전역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미 총기
협회(NRA)가 희생자인 척하는 동안 뉴욕주는 매년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 수천 명의
실제 희생자들과 함께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는 전미 총기 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가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 신청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Cuomo 주지사가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에 NRA 및
기타 유사 단체와의 관계로 평판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회사들에게 이러한 사업 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도록 지시한 이후인 5 월 11 일에 제기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위험한 총기 판매 어젠다를 선전하기
위해 전미 총기 협회(NRA)가 제기한 경솔한 소송에 겁먹지 않을 것입니다. 전미 총기
협회(NRA)가 Donald Trump 대통령과 워싱턴 DC 는 매수했을지 모르나, 뉴욕주에서
우리는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미국 전역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미 총기 협회(NRA)가 희생자인 척하는 동안
뉴욕주는 매년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 수천 명의 실제 희생자들과 함께합니다.”
4 월,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인가 보험 회사, 뉴욕주 공인 은행, 기타 금융 서비스
회사들이 전미 총기 협회 및 기타 유사 단체와 맺은 모든 사업 관계를 재검토하도록
촉구할 것을 금융서비스부에 지시하였습니다. 검토 요청에 따라, 해당 기업은 이러한
사업 관계가 기업의 평판을 해치고 공공 안전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숙고하도록 권고 받았습니다.
이번 신청으로 전미 총기 협회(NRA)의 소송을 완전히 기각할 것을 요구하며, 뉴욕
주민을 보호하려는 주지사 및 금융서비스부(DFS)의 조치가 전미 총기 협회의 수정 헌법

제 1 조 권리를 침해하거나 전미 총기 협회의 기타 헌법적 보호권을 박탈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총기 안전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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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Act)을 포함하여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가정 폭력과 치명적인 총기 폭력 사이의 연결성을 제거하는 법률을
최근에 제정했습니다. 지난달 초, Cuomo 주지사는 위험한 3D 총기 제작 설계도 배포를
금지하려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설계도로 개인이 뉴욕주에서 불법인
무기를 비롯하여 실제 작동하며 추적 불가능한 소형 무기를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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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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