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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유아 안전 법안을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  

  

소매업자들이 새 가구를 위한 전도방지기구를 판매하도록 하는 하퍼의 법(Harper's Law) 

제정  

  

보육 시설의 대형 가구와 전자기기 고정 요구  

  

유아 사망 및 부상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유아 침대용 범퍼 패드의 판매 금지  

  

Cuomo: "저 역시 한 명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자라더라도 걱정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이들의 삶에서 중요한 시기에 부모가 안심할 수 

있게 해 주며 집과 보육 시설이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유아들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본 법안에는 가구 소매업자들이 특정 가구에 

호환 가능한 전도방지 기구를 판매하도록 하는 "하퍼의 법(Harper's 

Law)"(S.1627B/A.4421B)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육 시설에서 넘어질 수 있는 대형 가구와 

전자기기를 고정하도록 하고(S.3563A/A.29A), 유아 사망과 심한 부상의 원인인 유아 

침대용 범퍼 패드의 판매를 금지하는(S.3788A/A.217A) 새 법이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역시 한 명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자라더라도 

걱정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이들의 삶에서 중요한 

시기에 부모가 안심할 수 있게 해 주며 집과 보육 시설이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퍼의 법(Harper's Law)(S.1627B/A.4421B)  

  

"하퍼의 법(Harper's Law)"으로 소매업자들은 전도 위험에 대한 연방 또는 특정 산업 

기준을 준수하는 새 가구를 판매하거나, 호환 가능한 전도 방지 기구를 판매하고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본 법안은 2016년 11월 방의 

화장대가 넘어져 3살의 나이로 사망한 먼로의 Harper Ayva Fried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제정 90일 후 발효됩니다.  



  

James Skoufi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년간의 끊임없는 지지 끝에 

하퍼의 법(Harper's Law)이 뉴욕주에서 제정되어 자랑스럽습니다. Zebrowski 뉴욕주 

하원의원과 함께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싸워 영광이었으며 이 법안 통과 후 신속히 

서명해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크나큰 참사를 겪은 후, Harper의 가족들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이제 뉴욕의 아이들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이 우리 주에 미친 영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Kenneth Zebrowsk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구 전도는 

많은 가족이 겪고 있는 위험이며 슬픈 현실입니다. 이 법안으로 소매업자들은 의류 보관 

기구가 연방 또는 산업 기준을 준수하는 새 가구를 판매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는 가구를 

벽에 고정하는 전도 방지 기구가 포함됩니다. 이로써 위험한 가구를 판매할 수 없으며, 

아이들에게 더 안전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많은 가족이 가구에 전도 방지 기구가 

필요하거나 이를 이용해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가구 판매에 전도 방지 기구를 포함하도록 하는 첫 번째 주가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 

법안으로 우리는 엄청난 비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따님인 Harper를 기리며 이 법안을 

함께 다듬어주신 Fried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에 다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며 그녀의 유산을 기립니다."  

  

가구 고정(S.3563A/A.29A)  

  

뉴욕주 내 보육 시설 및 기타 유사 시설은 무거운 화장대 또는 진공관 TV를 고정해야 

합니다.  

  

해당 법안은 제정 180일 후 발효됩니다.  

  

José Serrano, J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족이 

어린이들과 가구 또는 전자기기 전도와 관련된 예방할 수 있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평균 10일에 한 명의 어린이가 TV나 가구 일부가 넘어지는 치명적인 사고를 

당합니다. Cuomo 주지사께서 오늘 서명한 본 법안으로 뉴욕주의 모든 보육시설이 TV와 

무거운 화장대를 고정하는 저비용 예방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가장 어리고 

연약한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여 부모들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어 영광이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원하고 헌신해주신 Cuomo 주지사, Rosenthal 뉴욕주 하원의원, 입법부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Linda B. Rosentha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구와 가전제품을 

고정하지 않으면 어린이들이 그쪽으로 넘어지거나 기어오르려 하여 심각한 위험이 

발생합니다. 가구를 고정하면 위험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사고를 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대부분 아이가 집안의 위험요소를 다룰 수 없게 하려고 많은 시간을 

소모하며, 이 새 법안으로 보육 시설에서도 같은 수준의 안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아 침대용 범퍼 패드 (S.3788A/A.217A)  

  

이 법안은 그물망 소재가 아닌 유아 침대용 범퍼 패드의 판매를 금지하고 특정 시설 및 

공공시설에서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범퍼 패드가 특정 아이에게 의료상 

필수적이라고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당 법안은 제정 60일 후 발효됩니다.  

  

David Carlucci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원한 이 유아용 범퍼를 

금지하는 법안은 목숨을 위협하는 물건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용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여전히 부모들에게 아이 방 용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내 판매를 즉시 금지하여 미래의 비극을 예방하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Amy Pauli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부모, 친척, 가족의 친구들도 

일부러 신생아의 부상이나 심지어 죽음을 무릅쓰지는 않지만, 유아용 범퍼를 사용하여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법안으로 모든 잠재적 혼란을 제거하고 아기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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