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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MINNEWASKA 주립공원의 화재진압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방위군 

배치  

  

600 갤런의 물을 동시에 분사할 수 있는 2대의 Black Hawk 헬리콥터 및 임시 소방대원 

포함  

  

화재 진압을 위해 주, 지방, 방위군 및 Quebec Assistance의 다기관 사고 통제 센터를 

지휘하는 뉴욕주 삼림 관리원  

  

공중 화재 진압 작업을 실시하는 방위군의 비디오는 여기에서 확인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Minnewaska 주립공원 보호 구역에서 발생한 130-150 

에이커 면적의 산불에 대한 화재 진압 작업을 돕기 위해 다른 리소스와 함께 뉴욕군(New 

York Army) 및 항공 방위군(Air National Guard)을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600 갤런의 물을 동시에 분사할 수 있으며 3명의 승무원이 조종하는 주 방위군 UH-60 

Black Hawk 헬리콥터 2대가 공중 작업을 개시했으며 항공 방위군 소속의 임시 소방대원 

5명이 배치되었습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 소속 삼림 관리원(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Forest Rangers)은 Ulster 카운티와 협력하여 사고 통제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리원, 지방 화재 대응 리소스, DEC 직원,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뉴욕주 항공 

경찰국(New York State Police Aviation), 뉴욕주 소방국(State Fire) 등을 포함한 

기관에서 200여 명의 산불 소방대원 및 자원 봉사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동부 산불 방지 협정(Northeastern Forest Fire Protection Compact)을 통해 

확보된 20여 명의 퀘벡 소방대원들이 목요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1940년대에 체결된 

이 협정은 참여하는 주와 도가 정보, 기술 및 리소스 공유(상호 협력) 활동을 통해 

감당하기 어려운 화재 사고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innewaska 주립공원 전역에 산불이 확산되는 

가운데 모든 뉴욕 주민들이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하고 

싶습니다.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밤낮으로 힘써주신 용감한 긴급상황 대처자, 

파트너 기관, 이웃 주민들에게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StvBGLQQknw%26feature%3Dyoutu.be&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cc7a1903301b4dcb133508da8ac7452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7488571724407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gju%2FFUNM1GKVbtDT%2FKbQoztMoY7%2F9dyq%2F7%2Ftbr0n37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ffpc.org%2Fen%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cc7a1903301b4dcb133508da8ac7452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7488571740066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KYvle5azkDzno%2FZeRHZ96ZkU2Lb1uONOqYgFDSEVvng%3D&reserved=0


Shawangunk 화재 현장에는 세 개의 불길이 있으며 Napanoch 사고 통제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Minnewaska 주립공원 보호 구역의 Napanoch Point 

불길은 낙뢰로 인해 주말에 다시 시작되었으며 면적은 130-150 에이커입니다. 

Napanoch Point 불길에서 동쪽으로 약 2마일 떨어진 Stony Kill이라고 하는 규모가 작은 

불길은 어제 발견되었으며 약 0.68 에이커입니다. Mamakating 타운의 Wurtsboro 불길도 

주말에 다시 일어났으며 면적은 70 에이커에 달합니다.  

  

Minnewaska 주립공원은 추가적인 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됩니다.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주민은 없습니다. Napanoch Point 화재 현장 주변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덕분에 뉴욕주 환경보존부 소속 삼림 관리원(Forest Rangers)과 자원봉사자들은 곧 

Berme Road 주변의 Warwarsing 타운에서 임시 방화선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Ellenville의 28 Maple Avenue에 소재하는 Ellenville 중고등학교 강당에서 8월 30일 오후 

7시에 지역사회 미팅이 열립니다. 이 미팅은 피해 지역의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화재 

진압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화재가 시작된 후 주 및 지방 차원의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 대원들은 뉴욕주 삼림 관리원의 주도 하에 통합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삼림 관리원들은 전문적 교육과 다른 주에서의 야생 

소방 임무 덕분에 사고 통제 및 화재 예방 전략에 대한 중요한 경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다중 기관 리소스에는 일요일 이후에 2대의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하루에 300 

갤런의 물을 120-180회 분사한 뉴욕주 항공 경찰국이 포함됩니다. 2대의 주 방위군 

Black Hawk 헬리콥터는 배치된 후부터 매시간 마다 12 버킷의 물을 분사하여 총 24,600 

갤론 버킷을 분사했습니다. 뉴욕주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국도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뉴욕주의 사고 관리팀(Incident Management Team, IMT) 및 비상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을 파견하였습니다. 뉴욕주 화재 예방 및 통제 담당실(State Office of Fire 

Prevention and Control)은 추가적인 리소스의 시기 적절한 조율을 위해 뉴욕주 소방 

동원 및 상호 지원 계획 및 소방 작전 센터(Fire Mobilization and Mutual Aid Plan and 

Fire Operations Center)를 활성화했습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EC의 삼림 관리원과 전문 야생 소방관들은 지상과 

공중에서 뉴욕주와 서부 지역의 산불과 오랜 시간 맞서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일반인을 보호하는데 주력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까지 화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자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화재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화재는 낙뢰로 시작되었지만 올해 대부분의 화재는 

부주의한 모닥불로 시작되었습니다. 반드시 불을 피워야할 필요가 없다면 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극도로 건조한 초목들이 언제라도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뉴욕 주립공원의 Erik Kullesei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중한 천연 자원과 

레크리에이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 서주신 수 많은 기관과 개인들에게 감사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deploys-new-york-state-firefighting-crew-help-battle-wildland-fires-western&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cc7a1903301b4dcb133508da8ac7452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7488571740066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MjT5uxekvPTH4%2Fkrt%2FOMf7xBgWM%2BbdibPWGtzLSCaP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deploys-new-york-state-firefighting-crew-help-battle-wildland-fires-western&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cc7a1903301b4dcb133508da8ac7452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7488571740066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MjT5uxekvPTH4%2Fkrt%2FOMf7xBgWM%2BbdibPWGtzLSCaP4%3D&reserved=0


드립니다.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을 위해 험악한 지형과 고된 날씨에도 주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뉴욕주 국토 안보 비상서비스 사무국의 Jackie Bra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긴급상황 대처자들은 험악한 지형과 고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화재를 진압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상황이 개선되면서 아름다운 주립공원과 주변의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뉴역주 국토 안보 비상서비스 사무국은 또한 뉴욕주의 사고 관리팀(IMT) 및 산하 상호 

운용 및 비상 커뮤니케이션 사무국(Office of Interoperable and Emergency 

Communications)의 비상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도 파견하고 있습니다. IMT는 사고나 

사건의 원인, 규모 또는 복잡한 정도에 관계 없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 배치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다기관/다중 관할 팀입니다.  

  

뉴욕주 경찰국의 Kevin P. Bruen 경찰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항공부(Aviation 

Unit)는 다른 주 및 지방 기관들과 협력하여 화재 진압을 위한 공중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희 조종사들은 산불 진화에 대한 특별 훈련을 받았으며 화재가 진압될 

때까지 필요에 따라 공중 물 분사 임무를 이어갈 것입니다."  

  

뉴욕주 부관 참모인 Raymond Shields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방위군은 

교육을 실시하며 긴급상황 대처자에게 잠정적인 소방 지원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 및 지방 기관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융통성 있게 소방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사 훈련 및 능력은 이러한 임무에 적합하며 화재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Wawarsing 타운 수퍼바이저인 Terry Houck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hawangunk 

Ridge의 불길을 저지하기 위해 주야로 힘쓰고 있는 Hochul 주지사, 주 기관 및 모든 

긴급상황 대처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Ulster 카운티 행정관 Patrick K. Ry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부단하게 

힘써주신 Kathy Hochul 주지사와 모든 긴급상황 대처자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모든 주민들은 건조한 계절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추가적인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하고 

싶습니다."  

  

전선이 서쪽에서 뉴욕주로 이동하는 가운데 뉴욕주는 날씨를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비가 예상되고 있지만 강수량은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강풍과 낙뢰를 포함한 고된 날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뉴욕의 허드슨 밸리 및 츠킬 지역에서는 화재 위험이 높은데(현재 화재 위험 지도 참조), 

이것은 특히 바람이 불 경우 실외의 화재가 신속하게 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화재를 

성공적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심각해지고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모닥불과 노천 소각은 현재 미드 허드슨 지역의 주립공원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parks.ny.gov 를 확인해 주십시오.  

  

DEC는 뉴욕 주민과 관광객들이 아래의 권장사항을 준수하여 산불 위험을 줄이는데 

협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백컨트리 캠핑 시, 뉴욕 주민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가능하다면 기존의 모닥불 화료 사용.  

2. 오버행잉 벤치, 스팁 슬로프, 썩은 나무, 마른 잔디, 잎사귀 등을 피해 

캠프파이어 설치. 불길 주변에서 장작 치우기.  

3. 모닥불 화로 주변의 나뭇잎, 나뭇가지, 기타 가연성 물질 치우기.  

4. 캠프파이어 방치 금지. 작은 불꽃이라도 불길이 신속하게 번지게 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노천 소각 및 모닥불 안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DEC의 뉴욕주의 노천 소각 및 

캠프할 때의 화재 안전 웹 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산불에 대한 기타 질문은 

1-833-NYS-RANGERS로 전화하고 산불을 신고하려면 911으로 전화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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