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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전역에 걸친 산불의 위험에 대해서 주의 당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건조한 기후 조건으로 뉴욕 주 전역에 걸쳐 산불의 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모든 뉴요커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가로 주정부는 오늘 
뉴욕주 전역에 걸쳐서 집에서 불을 피우는 것을 10월 10일까지 90일동안 금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상황은 경시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주 모든 지역내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저희는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 정부는 산불 위험을 계속해서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저는 위기 상황 발생시 뉴요커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동원할 것입니다.” 
 
따듯한 날씨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눈, 그리고 평상시의 25%정도의 봄과 초여름 강수량으로 
인해서 뉴욕주 전역에 걸쳐서 산불의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평균보다 높은 
온도가 예상되며 뉴욕 전역에 걸쳐서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뉴욕시와 롱아이랜드는 위험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산불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급히 퍼져서 재빨리 강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민들에게 각별히 조심하고 다음 사항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 야외에서 어떤 유형의 불도 지피면 안되며 불을 지펴야 할 경우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 각별히 조심하고 밖에서 고기를 구울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흡연자는 반드시 담배를 피고 나서 담배를 완전히 꺼야 합니다.  

• 캠핑을 할 경우에 가능하면 설치된 캠프 파이어 링을 사용하고 불의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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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피트 전방에 위치한 쓰레기, 무연탄 및 가연성 물질을 치우십시오. 그렇게 하면 캠프 
파이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캠프 파이어를 항상 지켜봐야 합니다.  

• 물로 불을 끄십시오. 모든 잉걸불, 석탄 밑 나뭇가지가 젖어 있도록 합니다. 잔여 물질을 
휘저은 다음에 물을 붓고 다시 휘저으십시오.  

• 음식을 준비할 때는 캠프 파이어 대신 스토브를 사용하십시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는 증가하는 화재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얼바니에 위치한 New York State Emergency Operations Center (EOC)는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며 사태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반 (주 OEM), 주 경찰, 환경 
보전부 (DEC) 및 화재 예방 및 통제반 (OFPC)의 대표들은 필요에 따라 24/7 체제로 주 EOC에 직원을 
배치할 것입니다.  
 
DEC는 오늘 비상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며 10월 10일까지 주택에서 덤불 더미를 태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노천 소각 관련 주 규정의 위반자는 형사 및 민사 집행 소송 
대상입니다. 추가로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기존에 발행된 소각 허가를 
중단할 것입니다. 새로운 허가증 발급은 10월 10일까지 중지됩니다. 
 
지난 주, Cuomo 주지사는 산불이 약 1,200 에이커의 토지를 위협함으로써 Suffolk 카운티에 비상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주 경찰, DEC, OFPC 및 주 OEM 직원들이 Suffolk 카운티 및 주의 다른 지역 
지방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배치되었으며, 주 경찰 헬리콥터가 물 투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hses.ny.gov/oem/event/brush-fire.cf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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