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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전국전국전국전국 시트시트시트시트 체크체크체크체크 토요일토요일토요일토요일"에에에에 동참할동참할동참할동참할 것을것을것을것을 뉴욕주민들에게뉴욕주민들에게뉴욕주민들에게뉴욕주민들에게 촉구촉구촉구촉구 

 

자동차에서자동차에서자동차에서자동차에서 어린이의어린이의어린이의어린이의 안전을안전을안전을안전을 위해위해위해위해 전주적으로전주적으로전주적으로전주적으로 예정된예정된예정된예정된 아동아동아동아동 승객승객승객승객 안전안전안전안전 주간을주간을주간을주간을 맞아맞아맞아맞아 24회의회의회의회의 
시트시트시트시트 체크체크체크체크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아동의 안전과 안녕에 바쳐진 날인 9월 19일의 전국 

시트 체크 토요일에 동참할 것을 뉴욕주민들에게 촉구하였습니다. 이 날에는 무료 아동 

시트 검사가 전주적 및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커뮤니티 안전 파트너들과 함께 주 및 

지역의 법집행 기관들이 조율하는 전국 시트 체크 토요일은 아동 안전 시트의 적절한 

사용 및 설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아동 승객 안전 주간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주지사로서 본인은 어린이와 함께 통행하는 

모든 뉴욕주민들이 이번 토요일에 시간을 내어 자동차 시트를 검사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국립도로교통안전청에 의하면 미국에서 자동차 시고가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의 주요 

원인인데 카시트, 부스터 시트 및 시트벨트의 적절한 사용으로 사망과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2년 설문조사에서는 아동 승객의 모든 운전자들의 20%가 

아동 구속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읽지 않았지만 90%가 카시트 

및 부스터 시트가 제대로 설치되었다고 “자신” 또는 “매우 자신”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행사가 9월 19일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카운티 장소 시간 

Albany 
Crossgates Mall Overflow Lot 
Western Ave. Side, 1 Crossgates 
Mall Road, Guilderland 

오전 11:00 – 

오후 2:00 



Korean 

Chemung 
Southport Fire Department, 1001 
Carl Street, Elmira 

오전 10:00 – 

오후 2:00 

Clinton 
Morrisonville EMS Building, Banker 
Road, Morrisonville 

오전 10:00 – 

오후 1:30. 

Columbia 
Kohl's Department Store, 488 
Fairview Avenue, Hudson 

오전 10:00 – 

오후 1:00 

Livingston 
Noyes Memorial Hospital, 111 Clara 
Barton Street, Dansville 

오전 10:00 – 

오후 2:00 

Monroe 
Genesee Baptist Church, 149 Brooks 
Avenue, Rochester 

오전 8:30 – 

오후 12:00 

Monroe 
Delta Sonic – Henrietta, 2790 W 
Henrietta Road, Rochester 

오전 9:00 – 

오후1:00 

Nassau 170 Cantiague Rock Road, Hicksville 
오후 1:00 – 

오후 4:00 

Niagara 
Veterans Memorial Park, 7000 
Lockport Road, Niagara Falls 

오전 11:00 – 

오후 2:00 

Orange 
Town of Chester Ambulance Corps., 
79 Laroe Road, Chester 

오전 10:00 – 

오후 2:00 

Orange 
Goshen Village Hall, 276 Main 
Street, Goshen 

오전 10:00 – 

오후 12:00 

Orleans 
Dollar Tree, 330 West Avenue, 
Albion 

오전 9:00 – 

오후 1:00 

Oswego Lowe's Oswego, Route 104, Oswego 
오전 10:00 – 

오후 12:00 

Queens 
St. Mary's Hospital for Children, 29-
01 216th Street, Bayside 

오전 9:00 – 

오후 1:00 

Richmond 
Posh Baby & Teen, 2935 Veterans 
Road West, Staten Island 

오전 10:00 –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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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land 
Rockland County Office Complex, 11 
New Hempstead Road, New City 

오전 10:00 – 

오후 2:00 

Schenectady 
Duanesburg Volunteer Ambulance 
Corps., 130 Cole Road, Delanson 

오전 9:00 – 

오후 3:00 

Suffolk 
Brookhaven Safety Town, Holtsville 
Park, 249 Buckley Road, Holtsville 

오전 8:00 – 

오후 12:00 

Suffolk 
Hampton Bays Fire Department, 60 
West Montauk Highway, Hampton 
Bays 

오전 11:00 – 

오후 3:00  

Ulster 
Cedar Grove Firehouse, State Route 
32, Saugerties 

오후 1:00 – 

오후 3:00 

Ulster 
Ulster Hose, 830 Ulster Avenue, 
Kingston 

오전 11:00 – 

오후 2:00  

Wayne 
Newark Fire Department, 150 East 
Miller Street, Newark 

오전 10:00 – 

오후 12:00  

Westchester 
Bedford Hills Memorial Park, 60 
Haines Road, Bedford Hills 

오전 11:00 – 

오후 2:00  

Westchester 
Village of Rye Brook Firehouse, 940 
King Street, Rye Brook 

오전 10:00 – 

오후 2:00  

일부 행사는 사전 등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여 추가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검사는 인증된 아동 승객 안전 기사가 수행하며 그들은 또한 

아동의 연령과 크기에 따른 정확한 카시트를 부모와 보호자가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카시트 순위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아동의 카시트를 자택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Safe Kids 

및 국립도로교통안전청은 다음 Safe Kids 체크리스트를 권장합니다 : 

 올바른올바른올바른올바른 시트시트시트시트. 아동의 연령, 체중 및 키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카시트 라벨을 

점검하십시오. 

 올바른올바른올바른올바른 장소장소장소장소. 13세가 될 때까지 모든 어린이를 뒷좌석에 앉히십시오. 적절한 아동 

구속장치의 정확한 사용과 함께 이를 행하면 부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올바른올바른올바른 방향방향방향방향. 뒤를 향한 카시트에 가능한 한 오랫동안 아동을 유지하십시오.  아동이 

자라서 시트에 맞지 않을 때는 아동을 앞을 향한 카시트로 이동하고 시트벨트 또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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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를 죄어 잠근 후에 윗줄을 체결하십시오. 

 인치인치인치인치 테스트테스트테스트테스트. 카시트를 설치하면 기초에서 흔드십시오. 적절하게 설치된 시트는 

1인치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핀치핀치핀치핀치 테스트테스트테스트테스트. 하네스가 타이트하게 체결되어 정확한 슬롯에서 나오는지 

확인하십시오(매뉴얼 참조). 이제 가슴 클립을 겨드랑이 높이에 두고 스트랩을 아동의 

어깨에서 집으십시오. 과도한 웨빙을 집을 수 없다면 시트가 적절하게 설치된 것입니다. 

 

DMV 차장차장차장차장 Terri Ega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충돌시 아이들이 

부상당하고 죽는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주간뿐만 아니라 연중 내내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적절하게 버클을 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 아동의 안전 

시트를 체크하면 생명을 구하고 평생 후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최초 아동 승객 구속장치 법률이 1982년에 발효된 이래 강화되어 왔습니다. 

현재의 법률에 의거 모든 아동은 8번째 생일에 도달할 때까지 자동차를 타는 동안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자신의 사이즈와 체중에 맞는 적절한 아동 구속 장치를 매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안전 벨트는 키가 4피트 9인치 미만인 아동을 위해 설계되지 않아 

어린이를 보호하지 않으므로 법률에 의거 아동 구속 장치로 정의되지 않음에 

유의하십시오. 

 

아동용으로 권장되는 차량 구속 장치, 카시트 및 아동 승객 안전에 대한 상세 정보는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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