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교육청별로 총기 구입 연방 기금의 사용을 거절할 것을 뉴욕주 

교육부(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NYSED)의 커미셔너에게 

촉구 

 

Cuomo 주지사: “뉴욕은 이 미치광이 짓에 동참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실에서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귀하가 나와 함께 힘을 합치기를 

촉구합니다. 연방 정부가 우리 학교에 총기를 비치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해 주기를 

바라며 이 서신을 보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모든 교육청에서 총기 구입을 위한 모든 연방 

기금의 사용을 거절할 것을 뉴욕주 교육부(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의 

MaryEllen Elia 커미셔너에게 촉구하는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습니다.  

  

Elia 커미셔너 귀하,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Trump 대통령과 Betsy DeVos 연방 교육부 장관이 교사와 학교 

직원들을 위한 총기를 구입하는 데 연방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미 총기 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가 승인한 이 제안은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교실에서 총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우리 자녀들을 실제로 위험에 처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위험하고 분별이 없는 제안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모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대통령의 욕망에 영합하는 시도 그 이상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대통령이 자신의 법적인 곤경을 모면하고자 그 인질로 

우리 자녀들을 이용하도록 그냥 놓아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뉴욕은 이 미치광이 짓에 동참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실에서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귀하가 나와 함께 힘을 합치기를 촉구합니다. 



 

 

연방 정부가 우리 학교에 총기를 비치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해 주기를 바라며 이 

서신을 보냅니다. 워싱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와 상관없이, 뉴욕의 모든 

교육청에서는 총기 구입을 위한 모든 연방 기금의 사용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미 총기 협회(NRA)를 우리의 교사와 학생들의 삶보다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보안 요원이 아닌 교육자에게 총을 제공할 경우, 우리 

학교가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총기를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은 무모하며 새롭고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학업 및 계발 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는 대단히 혐오스러운 발상입니다. 

대통령은 전미 총기 협회(NRA)와 총기 업계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학생들을 위한 

연방 기금을 빼앗아 가고 싶어 합니다.  

 

이 정책은 연방 정부의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연방 의회를 우회하는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방 의회는 올해 파크랜드에서 학교 총기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학교 

안전 법안을 통과시킬 때 총기류에 대한 비용 지출을 명백하게 금지했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은 연방 정부의 책무입니다. 하지만 Trump 대통령은 더욱 

많은 총기를 팔기 위해 그 책임을 여러 차례 포기해왔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파크랜드와 산타페이의 학교 총기 난사 사건 후에, 교사를 무장시키고 

학교에 총을 비치하는 대신 전 미국인이 들고 일어나 총기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새 학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기를 비치한 

학교가 아닌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으로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뉴욕에서 시행하면서 이 나라를 

선도해왔습니다. 우리는 Trump 대통령과 이 연방 정부가 우리를 퇴보시키도록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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