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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ULSTER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산불에산불에산불에산불에 주주주주 비상비상비상비상 요원요원요원요원 파견파견파견파견 
 

주주주주 및및및및 지역지역지역지역 비상비상비상비상 요원들이요원들이요원들이요원들이 Sam's Point 보존림에서보존림에서보존림에서보존림에서 약약약약 300 에이커를에이커를에이커를에이커를 태운태운태운태운 산불의산불의산불의산불의 진화에진화에진화에진화에 
적극적극적극적극 참여참여참여참여 

 

주민들의주민들의주민들의주민들의 잡목잡목잡목잡목 태우기태우기태우기태우기 금지는금지는금지는금지는 5월월월월 14일까지일까지일까지일까지 지속됩니다지속됩니다지속됩니다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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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에 주 비상 요원을 추가 파견하였습니다. 주 및 지역 최초대응자들이 현재 불길 

주변에 경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길은 현재까지 약 300 에이커를 

태웠으며 보존림 내 좁은 띠를 따라 계속 남하하고 있습니다. 
 

“주 비상 요원들이 이 산불을 억제하고 뉴욕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일해왔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불을 그 경로에서 멈추기 

위해 모든 지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으며, 본인은 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떠나 

경계를 유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Ulster 카운티에서는 환경보전부, 공원휴양사적보전실, 주 경찰, 화재예방통제실, 

비상관리실의 40여 주 요원들이 현지의 최초대응자들의 진화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불이 토요일에 시작된 이래 1대의 주 경찰 헬리콥터가 약 20회의 물 투하 작업을 

완수하였고, 2 대의 주 경찰 헬리콥터는 오늘 이러한 작전을 계속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세 번째 헬리콥터가 의료 구호 작전을 위해 대기할 것입니다.  2대의 헬리콥터는 250 

갤런의 물을 운반할 수 있는 '밤비 버킷'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물은 현지 연못이나 

호수에서 퍼내져서 불의 가장 뜨거운 부분에 떨어뜨려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13개 지역 소방서 및 EMS 부서의 약 80명 요원들이 진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NYS 자원자원자원자원 배치배치배치배치:  

• NYS DEC/산림 요원: 14명 / 1개 불도저  

• NYS OEM: 지역 요원 1명  

• NYS OFPC: 지역 요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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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SP: 경찰관 1명 / 헬리콥터 3대 (2대는 진화 및 물 투하) Ellenville 공항에 집결, 

의료 구호용 1대는 Stewart에 대기.  

• NYS 공원 Mohonk 보존림: 요원 4명  

• NYS 공원 Minnewaska: 요원 15명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자원자원자원자원 배치배치배치배치:  

• Ulster 카운티: OEM 1명 / 화재 인력 2명  

• 현지 소방서: 13개 소방서(요원 75명)  

• EMS 이동 생명 지원 및 Ellenville 구조대: 5명 인력 (EMT 4명 / Medic 1명) 

 

Shawangunk 산맥의 가장 높은 구역에 위치한 Sam's Point 보존림은 산세 지형으로 인해 

진화가 어렵습니다. 안전상 이유 때문에  Sam's Point 보존림과 Minnewaska 주립공원은 

오늘 폐쇄될 것입니다. 
 

뉴욕주에서는 부스러기의 개방 연소가 봄 산불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온도가 

따뜻해지고 풀과 잎이 건조할 때, 산불은 시작하고 쉽게 확산되며 바람과 녹색 식물의 

부족이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보된 조건으로는 불꽃과 작은 화염을 악화시켜 더 크고 

위험한 화재를 야기할 수 있는 낮은 습도, 돌풍 및 높은 온도가 있습니다.  
 

여러 건의 화재가 억제되었지만 비상한 날씨 조건은 주 전역에 추가 산불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립기상대는 뉴욕주 대부분이 화재 위험이 중간에서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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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화재 위험 순위의 갱신된 지도를 보려면 여기를 방문 하십시오: 
http://www.dec.ny.gov/lands/68329.html.  
 

주주주주 환경보전부장환경보전부장환경보전부장환경보전부장 Basil Seggos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DEC의 삼림 감시원은 바로 

이 타입의 비상을 위해 훈련되며 이 산불을 억제하기 위해 다른 기관 및 현지 소방 

요원들과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주에서는 잡목 태우기가 봄철 산불의 단 하나의 

최대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뉴욕주민들이 5월 14일까지 발효되는 잡목 태우기 

금지를 준수하고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산불 위험 지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원휴양사적보전실장공원휴양사적보전실장공원휴양사적보전실장공원휴양사적보전실장 Rose Harvey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주립공원은 이 산불을 

초단위로 지원하고 모니터링하는 합동 노력에 속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이러한 작전에 정통한 주 및 지역 요원으로 구성된 

이 비상대응팀을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경찰청장경찰청장경찰청장경찰청장 Joseph A. D'Amico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주 경찰 자원 및 

요원들은 이 산불과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현지 및 주 파트너들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Korean 

제공될 것입니다. 건조한 상태가 계속해서 추가 산불 위험성을 제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인의 주의를 당부합니다."  
 

주주주주 향토안보비상과향토안보비상과향토안보비상과향토안보비상과 과장과장과장과장 John P. Melville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향토안보비상과는 

이러한 불을 끄기 위해 지역 비상 공무원과 소방서가 요청하는 어떤 지원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민들이 연중 이 때에 야외 불피우기의 위험을 기억하고 주거지 

땔나무 및 쓰레기를 태울 떄 모든 주 및 지역 법규를 준수할 것을 계속 당부드립니다.”  
 

2009년 이래 뉴욕주는 대부분의 산불이 발생하는 기간인 3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주민이 2만명 이하인 마을에 주거 덤불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Adirondack 

공원과 Catskill 공원 주변 일부 도시는 “화재 마을”로 지정되었고 개인이나 단체가 

환경보존부의 서면 허가 없이 야외에서 연소하는 것은 연중 지방 자치 단체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야외 연소 규제의 위반자는 1차 위반의 경우 최소 벌금 500달러의 형사 및 민사 집행 

조치의적용을 받게 됩니다. 금지가 제정된 이래 6년 기간 동안에 매년 봄 화재의 평균 

수는 2009년 3,297건에서 2015년 1,649건으로 33.4% 감소했습니다. 
 

산불이 의심되면 즉각 9-1-1로 신고하십시오. 주 국토보안비상서비스과는 뉴욕 

주민들에게 가족 대피 계획을 만들고 비상 사태에 대비하는 이동 키트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비상 용품의 목록은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http://prepare.ny.gov/be-prepared. 산불 안전 

정보를 원하시면 http://www.dhses.ny.gov/oem/safety-info/wildfire.cfm을 방문하십시오. 

자택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환경보전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dec.ny.gov/lands/42524.html.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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