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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잠재적인잠재적인잠재적인잠재적인 원유원유원유원유 관련관련관련관련 사건에사건에사건에사건에 대해대해대해대해 대응할대응할대응할대응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3,000 갤런갤런갤런갤런 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 방화방화방화방화 거품거품거품거품 

기부를기부를기부를기부를 발표발표발표발표  

 

화이자는화이자는화이자는화이자는 최초최초최초최초 대응을대응을대응을대응을 지원할지원할지원할지원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클래스클래스클래스클래스 B의의의의 거품거품거품거품 농축농축농축농축 기부기부기부기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국토 보안 및 긴급 서비스 부문(DHSES)에서 뉴욕, 라우 포인트의 

와이어스 연구소/화이자 제약으로부터 약 3,000 갤런의 클래스 B 거품을 기부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방 지원은 약 10만 5천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현재 DHSES에 의해 유지되는 

거품 비축에 추가될 것입니다. 기증된 거품은 원유를 포함한 가연성 및 가연성 액체를 포함하는 

사건에 대응하는 지역 소방서와 카운티 기관에 기존 거품 공급을 보충하는데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된 거품 공급은 잠재적인 철도 사고에 대한 전략적으로 신속한 대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뉴욕 주의 철도 라인을 따라 주요 지점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긴급 서비스 그룹을 지원하는 

역사를 가진 와이어스 연구소/화이자 제약은 또한 Clinton 카운티 내 지역 소방 서비스 기관에 거품 

농축을 기증했습니다.  

 

“우리는 잠재적인 원유 사건에서 뉴욕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예방 조치를 계속 이어가고, 이 

기부는 우리 주와 지역 파트너들이 어떠한 시나리오에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소방 거품은 우리의 초기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화이자 

제약은 뉴욕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대해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정부는 사전에 

원유 이동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 평가하고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막을 것입니다.” 

 

“저는 DHSES에게 뿐만 아니라 이 농축액을 받는 모든 지역 기관에게 기부를 한 화이자에 감사를 

표합니다.”라고 DHSES 위원 Jerome M. Hauer가 말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Cuomo 주지사가 모든 

뉴욕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우선 순위로 설정한 모든 원유 관련 사건에 대해 현지 초기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주 화재 관리자 Bryant D. Stevens는 “와이어스 연구소/화이자 제약의 행동이 주와 주민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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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이 거품을 응답 기관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 곧 전달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클래스 B 거품은 물과 혼합되고 인화성 액체에 필름을 형성하여 반점을 억제하고 확산 또는 재발 

화 것을 방지합니다. DHSES는 화재 예방 및 제어 사무실을 통해 이 거품을 제대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역의 화재 진압 및 초동 조치 담당자들에게 엄격한 훈련 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화재 클래스 B 거품 운영 코스로 알려져 있는 과정을 DHSES는 주 전체에 제공하며, 화재 및 위험 

물질 관리 대원들에게 이러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거품 소화 에이전트의 효과적인 사용과 같은 

인화성 액체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 훈련은 원유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대응 능력을 증가시키려는 주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1월에 Cuomo 주지사는 North Dakota와 Bakken 유전 휘발성 원유의 선적 관련 비상 대응 준비에 

대해 전체적으로 안전 절차를 검토하도록 국가 기관에 지시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는 잠재적인 원유 사건을 방지하고 준비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 전역에서 다양한 열차칸과 노선 검사, 더 광범위한 훈련 노력, 거의 24개의 준비 훈련을 

포함합니다. 이런 훈련에는 지난 주에 600명의 군인을 포함하여 Oriskany에서 중요한 위험물 

유출을 야기하는 열차 사고 시뮬레이션의 최근 국가 방위 훈련과 주 정부, 업계 대표, 지역 응급 

조치와의 진보된 커뮤니케이션과 계획을 포함합니다.  

 

DHSES를 통해 제공하는 훈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www.dhses.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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