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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캘리포니아 및 오레곤 산불에서 귀환한 뉴욕주 소방관 환영  

  

산불 시즌을 맞아 7건의 화재 진압을 위해 네 곳의 주로 뉴욕 주민 47명 파견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삼림 감시대원(Forest Rangers)의 주도로 2주간 캘리포니아 및 오레곤 산불 

현장에서 근무한 후 최종 귀환한 4명의 뉴욕주 삼림 소방관의 귀환을 환영했습니다. 

파견된 소방관들은 네 개 주에서 발생한 일곱 건의 산불로 약 170만 에이커의 토지가 

불탄 곳으로 이동하여 산불 시즌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은 산불에 취약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지역사회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뉴욕의 

용감한 소방관들은 항상 위험을 감수하고 인명과 재산을 지킬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의 팀이 안전하게 귀환하면서, 우리는 계속 산불 최전선에 지원과 관심을 보낼 

것입니다."  

  

가장 최근 귀환한 소방관들은 DEC의 삼림 감시대원입니다. 서퍽 카운티의 Bryan 

Gallagher 감시대원은 캘리포니아 딕시 화재(Dixie Fire) 현장에서 시설 팀 리더를 

맡았습니다. 워런 카운티의 Charles Kabrehl 감시대원 또한 딕시 화재 현장에서 

태스크포스 리더를 맡았습니다. 사라토가 카운티의 Joseph Hess 감시대원은 

캘리포니아 윈디 화재(Windy Fire) 현장의 수급 관리자로 배치되었으며, 셔냉고 카운티의 

Jeremy Oldroyd 감시대원은 오레곤의 러프 패치 컴플렉스 화재(Rough Patch Complex 

Fire) 현장에서 태스크포스 리더를 맡았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올해 총 47명의 전문 삼림 소방관을 다른 주의 화재 진압 지원을 위해 

파견했습니다. DEC의 삼림 감시대원 소방관과 더불어, DEC의 토지삼림국(Division of 

Land and Forests), 운영국(Operations), 수산야생국(Fish and Wildlife), 조달국(Materials 

Management), 복구국(Remediation)의 전문 소방관이 뉴욕주 이외 지역의 화재 현장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이번 달 초,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KNP 컴플렉스 화재(KNP Complex 

Fire)에서 귀환한 삼림 소방대원들을 환영했습니다. 지난 달, 주지사는 미네소타의 

그린우드 화재(Greenwood Fire) 현장에서 귀환한 삼림 소방대원들을 환영하는 한편, 

캘리포니아 딕시 화재에서 귀환한 Robbi Mecus 삼림 감시대원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hochul-welcomes-home-new-york-state-firefighting-crew-knp-complex-fire-california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hochul-deploys-new-york-state-firefighting-crew-help-battle-wildland-fires-western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hochul-deploys-new-york-state-firefighting-crew-help-battle-wildland-fires-minnesota


8월 몬타나의 알더 크릭(Alder Creek) 및 트레일 크릭(Trail Creek) 화재에서 Michael 

Burkholder 삼림 감시대원이 귀환했습니다. 7월, DEC 산림감시원 Timothy Carpenter는 

오레곤(Oregon)주의 Bootleg 화재 진압에 배치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Basil Seggos DEC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언제 파견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매년 수십 명의 뉴욕의 삼림 소방대원들은 다른 주의 위험한 산불 현장으로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떠납니다. DEC의 삼림 감시대원은 현장 지휘의 전문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주 전역의 숙련된 삼림 소방대원 및 자원봉사자들은 화재 진압 

지원 요청에 응답합니다. 저는 기후 변화로 인해 매년 심각해지는 화재 시즌에 용감하게 

헌신해주신 소방대원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캘리포니아의 딕시 화재는 7월 13일 시작되어 플러마스 국립공원(Plumas National 

Forest), 라센 국립공원(Lassen National Forest), 라센 화산 국립 공원(Lassen Volcanic 

National Park)을 비롯하여 다섯 개 카운티의 토지 약 963,000 에이커 이상이 불에 

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윈디 화재는 9월 9일 처음 감지되었으며, 현재 튤 리버 인디언 

보호구역(Tule River Indian Reservation) 및 세쿼이어 국립공원(Sequoia National 

Forest) 등 97,500 에이커 이상이 현재 불타고 있습니다. 오레곤의 러프 패치 화재는 20회 

이상의 벼락이 친 후 7월 29일 시작되었습니다. 엄쿼아 국립공원(Umpqua National 

Forest)의 부지 50,400 에이커 이상이 불타고 있습니다. 오레곤의 부틀렉 화재(Bootleg 

Fire)로 토지 약 414,000 에이커가 불탔습니다. 캘리포니아 KNP 컴플렉스 화재로 88,000 

에이커 이상이 불에 휩싸였습니다. 몬타나의 알더 크릭 화재로 인해 약 37,000 에이커 

규모의 토지가 소각되었습니다. 미네소타의 그린우드 화재로 인해 약 27,000 에이커 

규모의 토지가 불타 소방대원들이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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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하거나 뉴욕주정부와 연방 토지 기관들 사이의 상호 원조 협정에 따라 뉴욕주에 

상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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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