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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ULSTER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산불산불산불산불 진화에진화에진화에진화에 70명의명의명의명의 주주주주 비상비상비상비상 요원요원요원요원 추가추가추가추가 파견파견파견파견 

 

110여여여여 명의명의명의명의 주주주주 요원들이요원들이요원들이요원들이 현장에서현장에서현장에서현장에서 진화진화진화진화 작업에작업에작업에작업에 적극적극적극적극 참여참여참여참여 

 

Sam's Point 보존림의보존림의보존림의보존림의 불은불은불은불은 약약약약 800 에이커를에이커를에이커를에이커를 태웠습니다태웠습니다태웠습니다태웠습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Ulster 카운티 Ellenville 인근 Sam's Point 보존림의 

산불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하고 진화 작업에 주 요원들을 추가 파견하였습니다. 

산불은 토요일에 시작되어 현재 보존림의 800 에이커를 태웠으며 억제를 돕기 위해 화재 

지역 경계에 방화선이 확립되었습니다. 불이 전진하면서 세기가 세어졌지만 어떤 

구조물조 영향을 받지 않았고 부상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불과 싸워 뉴욕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 공무원들이 현지 공무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산불을 끄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며, 본인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대피하고 최신 

정보를 입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산불과 쉴새 없이 싸워오신 모든 최초대응자들께 

감사합니다.”  

 

주지사는 산불 진화를 돕기 위해 70여 명의 주 요원을 추가 파견하였습니다. 진화 작업을 

위해 현재 110여 명의 주 비상 요원이 현장에 배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 

사건관리팀(주 삼림 감시원들과 합류)과 추가 예비적 구조물 보호 그룹(역시 지역에 

배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치된 주 기관들:  

• DHSES (비상관리, 화재예방통제, 비상통신실) 

• 주 경찰 

• 환경보전부 

• 주립공원 

• 교통부 

• 공원경찰 

• The Nature Conservancy  

• Minnewaska 공원 

• Mohawk Preserve 

• Albany Pine B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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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S 사고관리팀 

• OIEC 통신요원  

 

4개 현지 EMS 기관 및 17개 Ulster 카운티 소방서도 배치되었습니다. 

 

산불은 낮은 습도, 건조한 초목과 강풍에 의해 번지는데 주 전역의 날씨 조건이 추가 

산불에 유리합니다. 국립기상대는 뉴욕주 대부분이 화재 위험이 중간에서 높은 것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불은 쉽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동안에 끄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업데이트된 화재 위험 등급 지도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산불이 의심되면 9-1-1로 전화하십시오. 주 국토보안비상서비스과는 뉴욕 주민들에게 

가족 대피 계획을 만들고 비상 사태에 대비하는 이동 키트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비상 

용품의 목록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산불 안전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자택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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