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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월 21일까지
일까지 연장
주지사 관목 태우기 금지를 5월

건조한 조건 때문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위험을 줄이려면 연장이 정당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주 전역에 지속되는 건조한 조건으로 인해 뉴욕주가 주거지 관목
태우기 금지를 5월 21일까지 연장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부스러기의 개방 연소가
봄 산불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선언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 공무원들은 최근 몇 주 동안 뉴욕주 전역에서 돌발한 여러 산불의 억제를 돕기 위해 지역
소방관들과 손잡고 협력하였습니다” 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조건이
지속되기 때문에 본인은 자신과 재산이 위험한 지경에 있을 수 있는 뉴욕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이 태우기 금지를 연장합니다. 본인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이웃 및
최초대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환경보존부에 의하면 주의 동부, 중부, 남부 및 먼 북부 지역이 화재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Southern Tier, Ontario호 및 Adirondack 지역은 화재 위험 가능성이 보통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기 경고는 단기의 임시 경고로서 새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기존 화재를 급속히 퍼지게 할 수 있는 온도, 바람, 상대습도, 연료 또는 가뭄 조건의 위험한
조합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금년에는 약 3600에이커에서 110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뉴욕주의 모든 산불이 억제되었지만 여러 주 기관들이 뉴욕주 동부 지역의 산불과 싸우기
위해 지난 2주에 걸쳐 자원을 배치하였습니다.
5월 5일에 Cuomo 지사는 Ulster 및 Sullivan 카운티의 대형 관목 화재를 모니터링하고 진화하기
위해 Albany의 뉴욕주 비상작전센터에 화재작전센터를 가동시켰하였습니다. 주
향토보안비상본부, 환경보존부, 주 경찰, 주 교통부 및 뉴욕주 군사해군업무과의 요원들이
Greene, Schoharie, Delaware 및 Broome 카운티 소방서의 지원을 포함한 화재 대응을
조율하였습니다. Sullivan 및 Ulster 카운티의 Roosa Gap 화재는 부스러기 태우기에 의해
야기되어 2,700여 에이커를 태웠습니다. 그 화재는 이제 진압되었습니다. 불꽃이 다시 타오르지
않도록 현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순찰이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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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e 카운티 Hunter 타운의 Hunter-West Kill Wilderness 지역의 모든 트레일이 이제 다시
열렸습니다. Heavenly Valley Road 화재가 110 에이커 이상을 태우는 동안 환경보존부는 5월
8일에 이 트레일들을 폐쇄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뉴욕주는 대부분의 산불이 발생하는 기간인 3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주민이
2만명 이하인 마을에 주거 덤불을 태우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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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태우기는 연중
금지되어 있습니다. 야외 연소 규제의 위반자는 1차 위반의 경우 최소 벌금 500달러의 형사 및
민사 집행 조치의적용을 받게 됩니다.
숯 또는 처리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한 캠프파이어는 Catskill 보존림지 이외에서 허용됩니다.
건조한 날씨 조건의 결과로 지속되는 높은 화재 위험으로 인해 Catskill 보존림지의 모든
캠프파이어가 5월 21일까지 금지됩니다. 캠프파이어는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소화시켜야
합니다.
환경보존부 부장 Joe Marte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태우기 금지를 1주 더 연장하는 것은
필요하며 현명한 처사입니다. Cuomo 지사의 연장은 사람들에게 조심하고 주변을 살펴보도록
상기시킬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뉴욕주의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즐기는데 우리 모두는
화재를 예방함으로써 이러한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친구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향토보안비상본부 본부장 John P. Melvill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 기간에는 작은 불꽃을 낼 수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관목불이 점화될 수 있음을
일반인들이 유념할 것을 우리는 촉구합니다. 번개, 버려진 성냥 또는 심지어 자동차 역화도
위험한 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급속하게 악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우리 이웃과 우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가 제정된 이래 년 평균 봄 화재 건수는 3,297건에서 1,425건으로 43.2% 감소했습니다.
뉴욕주에서 화재 위험 순위의 갱신된 지도를 보려면 여기를 방문 하십시오:
http://www.dec.ny.gov/lands/683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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