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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오렌지 카운티와 록랜드 카운티의 관목지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뉴욕주의 자원을 파견한다고 발표 

 

540 에이커 가량이 연소된 해리먼 주립공원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현지 대응요원들과 

협력할 40명 이상의 뉴욕주 대원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응급 대원들 및 자원을 록랜드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 소재한 해리먼 주립공원의 두 군데 별개 산불 현장에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및 현지 최초 대응요원들은 록랜드 카운티의 라마포 타운에 

소재한 공원의 소나무 초원 (Pine Meadow)에서 일요일 오후 2시 30분경 보고된 첫 번째 

화재 주변의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화재는 100 에이커 

가량을 연소시킨 후 현재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두 번째 화재는 오렌지 카운티의 

턱시도 타운에 소재한 공원의 외딴 지역인 톰 존스 산에서 일요일 오후 11시 45분경 

보고되었습니다. 이 화재는 440 에이커 가량을 연소시킨 후 90 퍼센트 정도가 

진압되었습니다. 대원들은 화재 발생 주변에 화재 진압선을 설정하고 화재의 직접적인 

경로에 주민이 남아있지 않도록 작업을 지속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응급 대원들은 이 산불을 진압하여 근처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뉴욕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쉴틈 없이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현재의 위험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며 진행되는 

상황 정보를 입수하여 경계를 유지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환경보존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공원, 여가 및 사적 보전 

사무국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화재 예방 및 통제 사무국 (Office 

of Fire Prevention and Control), 비상관리국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출신의 

40명 이상의 뉴욕주 요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록랜드 카운티 및 오렌지 카운티의 소방서들이 현지의 캠프 구조물들을 보호하면서 

뉴욕주 최초 대응요원들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파견된 인력 및 자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보존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산림 감시대원 (Forest 

Rangers): 대원 14명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지역 및 행정 직원 4명 



 화재 예방 및 통제 사무국 (Office of Fire Prevention and Control): 지역 직원 5명 

및 자원추적 요원 1명 

 공원, 여가 및 사적 보전 사무국 (Office of Parks, Recreation & Historic 

Preservation): 직원 22명과 레인저 트럭 4대 및 불도저 1대 

 

뉴욕주가 파견한 추가 인원 및 자원이 2곳의 오렌지 카운티 자원봉사 소방서와 1곳의 

록랜드 카운티 자원봉사 소방서 그리고 현장의 이동 통신 센터 1곳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턱시도와 슬로아츠버그의 소방대들은 또한 현지 그룹 캠프의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록랜드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 소재한 해리먼 주립공원은 주립공원 시스템 내에서 

2번째로 큰 공원입니다. 접근이 어려운 산비탈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이 화재는 산악 

지형 때문에 화재 진압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106번 도로의 

경우, 17번 도로와 Seven Lakes Drive 사이 부분이 폐쇄되었습니다. 

 

의심되는 산불을 보고하기 위해, 즉시 9-1-1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가족대피 계획을 유지하고 비상사태 대비키트를 준비할 것을 뉴욕 주민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긴급보급품 목록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nyprepare.gov/aware-prepare/step2.cfm. 산불 안전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hses.ny.gov/oem/safety-info/wildfire.cfm. 

여러분의 자택을 보호하는 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환경보존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ec.ny.gov/lands/42529.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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