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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지사 아동승객 안전주간 선포

금주에 무료 아동 카시트 검사 및 지원 제공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2013년 9월 15–21일 주간이 아동승객 안전주간으로 지정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동승객 안전주간의 목표는 부모와 보호자의 인식을 제고하여 그들이 아동 안전
시트를 적절하게 사용 및 설치하도록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전국적 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뉴욕주와 지역 경찰국 및 다양한 커뮤니티 안전 파트너들이 인증된 아동승객 안전 기사들에 의한
아동 카시트 무료 검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연령과 체구에 적합한 카시트를 찾도록 도울
것입니다.
“뉴욕주는 여행시 우리 어린이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 인식 및
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번 주를 ‘아동승객 안전주간’으로 선언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적절하게 설치된 카시트는 사고시 사망이나 부상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뉴요커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여 도로에 나서기 전에 어린이의 카시트를 적절하게 착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린이 안전에 관한 한 실수할 여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은 우리의 가장 귀한 화물이기 때문에 아동 보호는 우리가 기울이는 가장 중요한
도로 안전 노력 중 하나입니다”라고 차량부 부장이자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GTSC) 의장인
Barbara J. Fiala가 말했습니다. “아동 안전 장비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는
몇 분밖에 안 걸리지만 평생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립도로교통안전청(NHTSA)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자동차 충돌이 1~13세 사이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입니다.
NHTSA의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카시트 및 부스터 시트 사용 및 설치시 부모와 보호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심각하고 흔히 목격되는 실수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음이 밝혀졌습니다:
• 틀린 하네스 슬롯 사용 -- 아이를 카시트에 붙들기 위해 사용되는 하네스 스트랩이 너무 낮거나
높게 위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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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스 가슴 클립이 가슴보다는 복부에 위치하거나 또는 아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 느슨한 카시트 설치 -- 구속 장치가 좌우 또는 앞뒤로 2인치 이상 움직였습니다; 1인치 이상은
너무 많은 것입니다.
• 느슨한 하네스 - 아이와 하네스 스트랩 사이의 총 느슨함이 2인치 이상이었습니다; 느슨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안전벨트 착용이 틀렸습니다 – 무릎벨트가 아동의 복부에 및/또는 어깨벨트가 목이나 얼굴에
놓여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또한 아동승객의 모든 운전자 중 20%가 자녀 구속 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읽지 않았음에도 90%는 자신의 카시트 및 부스터 시트가 정확하게
설치되었음을 “자신하거나” 또는 “확신”함이 드러났습니다.
아동 안전 시트의 구입 및 사용에 대한 NHTSA의 권장사항:
• 자녀의 연령과 체구에 근거하여 카시트를 선택하고 자신의 차량에 맞는 시트를 선택하여 매번
사용하십시오.
• 자신의 특정 카시트 제조업체의 지침을 항상 참조하십시오; 차량 소유자의 매뉴얼에서 시트벨트
또는 LATCH 시스템을 사용하여 카시트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읽으십시오; 키와 체중 한도를
체크하십시오.
• 안전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녀가 제조업체의 키 및 체중 요건 내에 맞는 한 아이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카시트에 유지하십시오.
• 자녀를 적어도 12살까지는 뒷좌석에 유지하십시오.
귀하에게 가까운 아동 카시트 검사소에 대한 상세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
http://www.safeny.ny.gov/seat-cal.htm.
모든 카시트에 대한 평가가 있는 웹사이트: http://www.nhtsa.gov/Safety/Ease-of-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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