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0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캘리포니아에서 귀환한 뉴욕주 산불 소방대 팀 환영  

 

환경보존부 산림 감시대원(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Forest 

Rangers), 직원 및 자원봉사자 소방대, 93,363에이커 규모의 산불과 사투 벌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캘리포니아 소노마 카운티의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확산을 억제한 뉴욕주 환경보존부 삼림 감시대원, 직원, 자원봉사자 팀 20명의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올해 서부 주에서 산불과 맞서 싸운 세 번째 뉴욕주 소방대원들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감한 뉴욕 주민들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서 캘리포니아의 위험한 산불과 싸웠습니다. 그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을 자랑스럽게 환영합니다. 뉴욕 주민은 강인하면서도 배려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용감한 남성, 여성들이 진정한 최고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팀이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을 때 23명이 사망했으며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집 수백 채가 파괴되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해당 팀이 출발할 때까지 총 

7,010채가 파괴되었으며 또 다른 487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산불의 95퍼센트가 

진압되었으며 이달 말까지 완벽 진화가 예상됩니다. 

 

소방대는 산불 진화를 돕기 위해 다른 주에서 합류한 주정부 산림 감시대원(State Forest 

Rangers)을 포함한 DEC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직원과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됩니다. 뉴욕팀은 2주 동안 배치되었는데, 도착 당시 눈스 

화재(Nuns Fire)에 배정되었고 후에 텁스 화재(Tubbs Fire)로 옮겨졌습니다. 700명 

이상의 소방대원 및 지원 인력이 화재를 막기 위해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으로 복귀하는 뉴욕주 산림 감시대원들, 직원들, 자원봉사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David Kallen, 삼림 감시대원, 삼림 감시대장, 풀턴 카운티  

• Nancy Ganswindt, 삼림 감시대원, 삼림 감시반장, 퍼트넘 카운티  



 

 

• Gary Miller, 삼림 감시대원, 해밀턴 카운티  

• Hannah O'Connor, 삼림 감시대원, 렌셀러 카운티  

• Zachary Robitaille, 삼림 감시대원, 셔터쿼 카운티  

• Eric Kasza, 환경보존부 의용소방대원(DEC Volunteer Firefighter), 

사라토가 카운티  

• Aaron Graves, 환경보존부 토지 및 산림국(DEC Lands & Forests),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 Scott Sabo, 삼림 감시대원, 삼림 감시반장, 프랭클린 카운티  

• Adam Baldwin, 삼림 감시대원,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 Andrew Lewis, 삼림 감시대원, 풀턴 카운티  

• Joseph Hess, 삼림 감시대원, 사라토가 카운티  

• Tyler Briggs, 환경보존부 의용소방대원, 올바니 카운티  

• Lawrence Day, 환경보존부 의용소방대원, 스튜벤 카운티  

• Charles Kabrehl, 삼림 감시대원, 삼림 감시반장, 워런 카운티  

• Howard Kreft, 삼림 감시대원, 설리번 카운티  

• Jared Booth, 삼림 감시대원,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 Nathan Sprague, 삼림 감시대원, 카타라우구스 카운티  

• James Canevari, 환경보존부 조류 및 야생동물국(DEC Fish & Wildlife),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 Steven Jackson, 환경보존부 의용소방대원, 올바니 카운티  

• Samuel Griffis, 환경보존부 의용소방대원, 워싱턴 카운티  

 

소방대는 수공구, 전기톱 및 의도적 화재로 통제선을 만들어 산불을 억제하고 화재의 

위험에 처한 주택을 보호했습니다. 대원들은 현지 지역사회 근처 험난한 지역에서 

작업했으며 매일 90도에 가까운 기온을 견뎠습니다. 

 

환경보존부(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규모 산불을 

진화하고 귀중한 천연 자원 및 개인 주택 보호를 지원하면서 지난 2주간 엄청난 용기를 

보여준 우리 삼림 감시대, 직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은 

이러한 불길에 맞서 싸운 우리 소방대원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합니다. 약 40년 동안, 

뉴욕주는 도움이 필요한 자매 주를 기꺼이 도울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소방관 팀은 10월 15일에 캘리포니아에서 작업을 시작했고 10월 28일 주도 지역에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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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대원들을 파견했습니다. 그 후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평균적으로 1 명 

또는 2 명의 소방대원을 필요에 따라 파견해왔습니다. 올해 많은 서부 주에서 커다란 

화재가 일어났고 뉴욕주는 몇몇 자원과 함께 세 번째 팀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 환경보존부는 몇몇 서부 주에 세 팀을 포함하여 총 60명의 소방대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허리케인 하비(Hurricane Harvey) 피해지에 추가 감시대 5명을 

지원했습니다. 국내 산불을 진화하여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을 돕는 일 이외에, 대원들은 

뉴욕주의 산불 진화 및 모든 위험한 유형의 사건들을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진귀한 

경험을 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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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하거나 뉴욕 주정부와 연방 토지 기관들 사이의 상호 원조 협정(mutual aid 

agreement)에 따라 뉴욕주에 상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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