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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공중보건, 안전,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소음, 불법 개조 머플러 및 

배기 시스템 등을 방지하는 법안에 서명  

  

법안(S.784-B/A.471),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머플러와 배기 시스템을 불법 개조하여 

소음을 확대하는 운전자와 수리점에 대한 제제를 강화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머플러와 배기 시스템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지역사회 보건, 안전 및 편의를 해치는 난폭 운전자와 수리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차량 및 교통법을 수정하여 벌금과 처벌을 

강화하고 차량 장비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불법 개조에 대한 최대 

벌금은 $1,000가 되어 $850나 인상되었습니다. 검사소에서도 오토바이를 점검하여 

머플러와 배기관이 불법 개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도로에서 극도의 소음을 유발하는 차량을 

퇴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번 법안은 운전자들이 차량 불법 개조로 유해한 소음을 

발생시켜서 청력 장애를 유발하고 배기 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머플러와 배기 시스템을 개조하는 운전자가 늘어나 소음과 공해도 증가하는 가운데 이 

법안은 공중보건과 환경을 모두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법안으로 높아진 

벌금은 운전자들이 개조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리점도 차량 개조를 포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리점에서 고의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여 18개월 이내에 3회 이상 불법 차량 

개조를 실시할 경우, 검사소 자격과 운영 허가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청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한 소음 레벨을 방지하고 유해 가스 배출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Andrew Gounardes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 주민들은 야간에 

시끄러운 머플러와 배기 시스템의 소음으로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며 반겼습니다. 이러한 

소음 문제는 삶의 질과 공공 안전을 해쳐서 지역사회를 괴롭혀 온 문제였습니다. 이제 

SLEEP법이 입법화되어 도로에서 소음과 공해를 일으키는 차량을 없앨 수 있게 

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여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제를 가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William Magnarell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역에서 불법 개조한 차량 및 

오토바이 운전자 때문에 야간에도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차량, 

트럭, 오토바이의 배기 시스템을 불법 개조하는 수리점을 조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한 벌금을 인상한 것도 억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Justin Branna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해주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차량의 머플러를 불법 개조하여 사람들을 

괴롭히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두려움까지 주는 일을 겪으면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법안으로 야간에 평온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Bay Ridge Advocates Keeping Everyone Safe(BRAKES)의 설립자 Maureen 

Lander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조된 배기 시스템은 두려움과 혼란, 소음을 일으키는 

것 이외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습니다. SLEEP 법은 소음 공해를 줄이고 개조 차량의 

부주의한 운전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입니다. Kathy Hochul 주지사와 Andrew 

Gounardes 상원의원이 더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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