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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3월 7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뉴욕뉴욕뉴욕 주민들에게주민들에게주민들에게주민들에게 이번이번이번이번 주말주말주말주말 화재경보기화재경보기화재경보기화재경보기 및및및및 일산화탄소일산화탄소일산화탄소일산화탄소 탐지기를탐지기를탐지기를탐지기를 테스트하도록테스트하도록테스트하도록테스트하도록 

알리다알리다알리다알리다 

서머타임을서머타임을서머타임을서머타임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시간시간시간시간 변경변경변경변경 작업은작업은작업은작업은 생명생명생명생명 구조구조구조구조 장치를장치를장치를장치를 테스트하기에테스트하기에테스트하기에테스트하기에 좋은좋은좋은좋은 기회이다기회이다기회이다기회이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들에게 3월 9일 일요일에 서머타임을 위한 시간을 변경할 

때 화재경보기 및 일산화탄소(CO) 탐지기를 테스트하고 새로운 배터리로 갈아끼울 것을 

알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미리 시계를 설정할 때 뉴욕 주민들께서 잠시 시간을 내어 화재와 일산화탄소의 

위협으로부터 가족과 집을 안전하게 지키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화재경보기 작동은 생명을 구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배터리를 

테스트하는 일은 쉬운 일이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일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조치입니다.” 

 

화재 경보기 및 CO 경보기의 작동은 위험한 상황을 조기에 알려주어 안전하게 대피할 여분의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소유자와 임차인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하지 않는다면 이 경보장치들은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경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기회가 크게 증가합니다. 뉴욕주 전역에 소재한 많은 

소방서들은 매년 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가정의 호출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긴급대응 서비스국의 Jerome M. Hauer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재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망할 가능성이 네 배가 넘습니다. 그러나 

화재경보장치를 둔 사람들 중 절반만이 정기적으로 점검한다고 말합니다.”’ 

 

뉴욕주 화재관리장인 Bryant D. Stevens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요일에 시계를 앞당겨 

설정하느라 귀중한 잠시간을 잃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우리를 보호해주는 화재경보장치와 

일산화탄소 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잠을 더욱 푹 잘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집 밖으로 나오는 데 불과 3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으며, 일산화탄소 중독 시, 무색무취 가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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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어떤 경고도 보내지 않습니다.”  

 

Cuomo 지사는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을 뉴욕 

주민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모든 침실 내부, 각 취침 장소 외부, 지하실을 포함하여 주택의 모든 층에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고, 

모든 수면 수위와 잠재적인 CO 발생 장치가 있는 장소에는 CO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 보호 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하나의 경보장치가 울리면 모든 경보장치가 

울리도록 상호 연결한다. 

• 최소 연1회 정도로 배터리를 교체하고, 테스트할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10년 또는 

그보다 빨리 모든 경보장치를 교체한다. 

• 모든 경보장치는 테스트 버튼을 사용하여 최소 월1회 정도로 테스트한다.  

화재경보 및 CO 경보장치와 기타 가정 화재 안전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화재예방관리국(Office of Fire Prevention and Control)의 웹사이트(www.dhses.ny.gov/OFPC)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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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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