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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서부의 여러 주에서 발생한 산불 진압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소방대원 배치 

  

DEC, 미네소타(Minnesota) 그린우드(Greenwood) 화재 진압 후 집으로 돌아온 

소방대원 환영 - 소방대원 사진은 여기 에서 확인 가능합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환경 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가 이끄는 20명의 황무지 소방대원들이 2주간의 임무를 위해 

서부의 여러 주에서 진행 중인 소방 활동을 지원하기 전 소집되는 캘리포니아로 이동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미네소타(Minnesota) 그린우드(Greenwood) 화재를 진압하는 

2주간의 임무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20명의 황무지 소방대원들을 

환영했습니다. 이번 달 초, DEC 산림감시원 Robbi Mecus는 캘리포니아에서 딕시(Dixie) 

화재 진압 후 집으로 돌아왔으며 8월 산림감시원 Michael Burkholder는 

몬타나(Montana)에서 발생한 Alder Creek 및 Trail Creek 화재 진압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7월, DEC 산림감시원 Timothy Carpenter는 오레곤(Oregon)주의 Bootleg 

화재 진압에 배치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는 맹렬히 타오르는 산불의 

형태로 나타난 기후 변화의 참상을 목격했으며, 미네소타(Minnesota)의 

그린우드(Greenwood)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DEC 황무지 소방관들로 

구성된 전문가 팀이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뉴욕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꺼이 부름에 응하는 여러 헌신적인 사람들의 본고장이라는 것에 

감사를 느끼지만 이는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이동한 소방대원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  

  

DEC 커미셔너인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무가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DEC의 유명한 야생지 소방관들은 항상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고, 

사건 지휘 전문가로서 화재 현장 일선이나 뒤에서 근무합니다. 특히 올해 기후 변화로 

인해 악화된 자주 발생하는 화재 진압에서 보여준 그들의 봉사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린우드(Greenwood) 화재는 8월 15일에 시작되었고 그린우드 호수(Greenwood 

Lake)와 1번과 2번 주간 고속도로 교차점 사이의 미네소타 북부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default/files/2021-09/NYSDEC_Fire_Crew.pd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9d027cd6-c29945b4-9d0085e3-000babd9069e-47aeccff144d7f31&q=1&e=5e6a5255-8fcc-43b2-825a-78fff6ac1949&u=https%3A%2F%2Furldefense.com%2Fv3%2F__https%3A%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deploys-new-york-state-firefighting-crew-help-battle-wildland-fires-minnesota__%3B%21%21MQuuhw%21gtUtjKuR2UrZ3GX0FBsBDNEX2Fbz9EhyGZ7XhOgtTo0cju0CaMxSPK_kV04BJPUwvB8hkLU%24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5e879f8c-011ca6ee-5e8566b9-000babd9069e-bf48c133027cc5d7&q=1&e=5e6a5255-8fcc-43b2-825a-78fff6ac1949&u=https%3A%2F%2Furldefense.com%2Fv3%2F__https%3A%2Fwww.dec.ny.gov%2Fpress%2F123577.html__%3B%21%21MQuuhw%21gtUtjKuR2UrZ3GX0FBsBDNEX2Fbz9EhyGZ7XhOgtTo0cju0CaMxSPK_kV04BJPUwfnpZcw4%24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18c48ba6-475fb2c4-18c67293-000babd9069e-ab8d337eef092845&q=1&e=5e6a5255-8fcc-43b2-825a-78fff6ac1949&u=https%3A%2F%2Furldefense.com%2Fv3%2F__https%3A%2Fwww.dec.ny.gov%2Fpress%2F123467.html__%3B%21%21MQuuhw%21gtUtjKuR2UrZ3GX0FBsBDNEX2Fbz9EhyGZ7XhOgtTo0cju0CaMxSPK_kV04BJPUw3SxH5wo%24


현재까지 이 화재는 약 27,000에이커를 태웠으며 현재 약 75가 진압된 

상태입니다. 귀환한 소방대원으로는 DEC 산림감시원뿐만 아니라 DEC의 토지 및 산림, 

작전 및 치료(Lands and Forests, Operations, and Remediation) 부서의 야생 소방 

교육을 받은 소방직원 및 DEC 외부에서 파견된 숙련된 소방 자원봉사자를 들 수 

있습니다.  

  

Kevin Slade, 산림감시원, 소방대장, 얼스터(Ulster) 카운티 

Nathaniel Shea, 산림감시원, 소방대장 훈련생, 세인트 로렌스(St. Lawrence) 카운티 

Evan Donegan, 산림감시원, 삼림 감시반장, 워런(Warren) 카운티 

Steve Jackson, 산림감시원, 삼림 감시반장, 렌셀러(Rensselaer) 카운티 

Gary Miller, 산림감시원, 삼림 감시반장, 해밀턴(Hamilton) 카운티 

Tyler Briggs, 소방대원, 올바니(Albany) 카운티 

James Canevari, DEC 토지 및 삼림부, 세인트 로렌스(St. Lawrence) 카운티 

Josh Choquette, DEC 어류 및 야생 동물부, 델라웨어(Delaware) 카운티 

Larry Day, 소방대원, 슈튜벤(Steuben) 카운티  

Shay Faulkner, DEC 작전부, 앨러게니(Allegany) 카운티 

Robert Mackenzie, DEC 토지 및 삼림부, 더치스(Dutchess) 카운티 

Lauren Martin, 소방대원, 오렌지(Orange) 카운티  

Robert McPherson, 소방대원, 오렌지(Orange) 카운티  

Kyle Olson, DEC 어류 및 야생 동물부, 톰킨스(Tompkins) 카운티 

Christian Peterson, 소방대원, 쇼하리(Schoharie) 카운티  

Travis Petit, DEC 토지 및 삼림부, 옷세고(Otsego) 카운티 

Kraig Senter, 소방대원, 카유가(Cayuga) 카운티  

Cassandra Stanfield, 소방대원, 오논다가(Onondaga) 카운티 

Daniel Wehn, DEC 환경 치료부, 사라토가(Saratoga) 카운티 

Timothy Yeatts, DEC 어류 및 야생 동물부, 오논다가(Onondaga) 카운티  

  

최신 뉴욕주 소방대원들은 배치에 앞서 집결하는 캘리포니아 주 모레노 밸리(Moreno 

Valley)로 향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DEC 산림 보호, 토지 및 산림, 어류 및 야생동물, 

작전, 자재 관리, 환경 치료 담당 및 기타 숙련된 소방 활동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욕 대원에 대한 모든 인력 및 여행 경비는 미국 산림부(U.S. Forest Service)가 직접 

지불하거나 뉴욕주정부와 연방 토지 기관들 사이의 상호 원조 협정(mutual aid 

agreement)에 따라 뉴욕주에 상환합니다.  

  

서부 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미국 서부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뉴욕의 대기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7월 20일, 캐나다 화재 대문에 발생한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뉴역주 

전역에 대기질 건강 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DEC 기상학자가 오존 또는 미세먼지의 

오염 수준이 대기질 지수(AQI) 값이 10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자 미국 서부 대기질 

건강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미세한 입자성 물질에 노출되면 눈, 코, 목에 자극, 기침,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37c88d00-6853b462-37ca7435-000babd9069e-f2d2ccf7eb867d2b&q=1&e=5e6a5255-8fcc-43b2-825a-78fff6ac1949&u=https%3A%2F%2Furldefense.com%2Fv3%2F__https%3A%2Fwww.dec.ny.gov%2Fpress%2F123430.html__%3B%21%21MQuuhw%21gtUtjKuR2UrZ3GX0FBsBDNEX2Fbz9EhyGZ7XhOgtTo0cju0CaMxSPK_kV04BJPUwm4x1K2k%24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37c88d00-6853b462-37ca7435-000babd9069e-f2d2ccf7eb867d2b&q=1&e=5e6a5255-8fcc-43b2-825a-78fff6ac1949&u=https%3A%2F%2Furldefense.com%2Fv3%2F__https%3A%2Fwww.dec.ny.gov%2Fpress%2F123430.html__%3B%21%21MQuuhw%21gtUtjKuR2UrZ3GX0FBsBDNEX2Fbz9EhyGZ7XhOgtTo0cju0CaMxSPK_kV04BJPUwm4x1K2k%24


재채기, 콧물, 호흡 곤란 등 단기적인 건강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미세 

입자 물질에 노출되면 천식이나 심장 질환 같은 건강 상태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건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주의보를 발행할 것입니다.  

  

1979년, 뉴욕은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서부 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소방대원을 

파견했습니다. 그 후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평균적으로 1명 또는 2명의 

소방대원을 필요에 따라 파견해 왔습니다. 산불을 진화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돕는 일 이외에, 대원들은 뉴욕주의 산불 진화 및 모든 위험한 유형의 사건을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진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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