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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엘리베이터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

엘리베이터의 설계, 시공, 운영, 검사, 유지 보수 및 수리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은
뉴욕주의 허가를 받아야 해
뉴욕주 엘리베이터 안전 및 기준 자문위원회(New York State Elevator Safety and
Standards Advisory Board) 설립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엘리베이터 안전 개선을 위한 법안(S.4080-C/A.4509)에
서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률에 따라, 엘리베이터 또는 기타 사람을 운송하는 자동화
시설의 설계, 시공, 검사, 유지 보수 및 수리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은 뉴욕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뉴욕주 엘리베이터 안전 및 기준 자문위원회(New York
State Elevator Safety and Standards Advisory Board)를 설립하여 엘리베이터 검사에
대한 권고, 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시험, 규정 준수 및 공공 안전 증진을 위한 집행을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들은 직장, 학교, 집을
오가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며, 장애가 있는 다수의 뉴욕 주민에게는 유일한 이동
수단이기도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전하지 않고 결함이 있는 엘리베이터가 불필요한
부상과 사망을 초래했으며, 이 새로운 법안은 엘리베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이와 관련된 근로자들이 적절한 교육과
자격 증명을 얻게 할 것입니다."
Diane J. Savin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전법(Elevator
Safety Act)은 엘리베이터 기계에 대한 최소 교육 및 훈련 기준을 설정하여 뉴욕주의
엘리베이터 안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뉴욕주는 미국 내 모든 엘리베이터의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상식적인 법은 뉴욕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법안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법안에 서명해 주신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드리며, 이로써 매일
수천 명의 사람을 운반하는 엘리베이터에서 숙련된 전문가가 작업하도록 하는 것은
2020년을 시작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Marcos A. Cresp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의 허가, 통일된 기준을
만들고 엘리베이터 설치 및 수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이 인력의 안전 조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생활과 직장에서 매일 엘리베이터에 의존하는 모든 뉴욕 주민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이 엘리베이터 설치자와
수리 담당자 및 사용자 모두의 심각한 부상과 생명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Cuomo 주지사, Diane Savino 상원의원, 노조 간부들,
노동위원회, 지지자 및 노동위원회의 회원들과 함께 노력해 마침내 이 법안을 법률로
제정하게 되어 기쁩니다."
안전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엘리베이터 및 기타 사람을 운송하는 자동화 시설을
사용하면 대중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계약자와 직원이 부적절하고 정보에 입각되지 않은 방식으로 엘리베이터 및
기타 운송 시설을 설계, 시공, 검사, 유지 관리, 변경 및 수리하면 대중에게 예방할 수
있는 불필요한 건강 및 안전 위험을 초래합니다. 최근 뉴욕주에서 엘리베이터 오작동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사망과 부상이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엘리베이터 및 기타 사람을 수송하는 자동화 시설과 관련된 모든
근로자가 뉴욕주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함으로써 대중을 보호하고 안전하지 않거나 잘
관리되지 않는 엘리베이터로 인한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이 허가를 받으려면 필요한 자격을 충족하고 훈련 및 지속적인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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