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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전기 공간 난방기의 안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  

  

전기 공간 난방기에 온도 조절기, 자동 차단 및 추가 시험 및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는 

법안(S.7863A/A.9181B)  

  

난방기로 인해 브롱크스 Twin Parks 화재가 발생한 후 전기 공간 난방기의 안전 기준 

개선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전기 공간 난방기에 온도 조절 장치와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미국 노동부 산업 안전 보건국의 승인을 받은 시험 및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법안(S.7863A/A.9181B)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Twin Parks 아파트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화재가 19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것입니다. 이 법안은 올 겨울 뉴욕 시민들이 집을 난방함에 따라 더 이상의 무의미한 

사망과 부상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화염이 Twin Parks 아파트를 집어삼킨 후, 

우리는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고 비극을 결코 

잊지 않고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날씨가 다시 한 번 추워지고 집에서 

난방 공급이 증가함에 이 법안은 우리 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 공간 난방기에 더 높은 

안전 기준을 보장하기 때문에 미래의 재난을 예방하고 뉴욕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안(S.7863A/A.9181B)은 전기 난방기 소매업체가 온도 조절기, 자동 차단 및 미국 

노동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의 승인을 받은 시험 및 인증 기관의 인증 없이 

뉴욕주에서 전기 난방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일반 사업법을 개정합니다.  

  

Cordell Cleare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한 공간난방기법(Safe Space 

Heaters Act)'은 제가 처음 발의한 법안이며 저는 이 법안이 특히 난방기 화재 예방과 

인명구조, 주거지 안전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Hochul 주지사님께서 이 법안에 

서명해주신 것을 칭찬합니다. 뉴욕 시민들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안전 기준을 가질 

자격이 있으며,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잃어버린 것들을 의미 있게 기억하고 예방 가능한 

화재를 지금 그리고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Kenny Burgo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1년 전, 파괴적인 고층 화재가 

브롱크스의 Twin Parks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17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는 

30년 이상 동안 뉴욕에서 일어난 화재 중 가장 치명적인 화재가 되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공간 난방기 결함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우리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명구조 법안인 '안전한 

공간난방기법'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전기 공간 난방기에 

대한 새로운 안전 조치는 이러한 추운 겨울 시즌에 접어들면서 뉴욕 시민들을 집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또한 이 법안을 추진하는 데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주신 

Cleare 상원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 새로운 법이 발효되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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