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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캘리포니아 산불 지원을 위해 뉴욕 소방관 팀 파견  

  

20명의 환경 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전문가 팀, 

2주간 가장 긴급한 산불 진화를 위해 여러 주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환경 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20명의 황무지 소방관으로 이뤄진 팀이 가장 긴급한 산불 진화를 

돕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이동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환경 보존부의 삼림 

감시원(Forest Rangers) 및 기타 다른 환경 보존부 프로그램 구성원으로 구성된 훈련된 

소방관 전문가는 캘리포니아에 도착하자마자 임무를 받아 다른 주에서 온 팀과 협업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위기에 상관없이 뉴욕주는 어려운 시기에 

다른 주를 돕기 위해 항상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산불 진화 작업을 돕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소방관 팀을 보냈습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을 대표하여 산불 사태 

해결을 위해 지원한 헌신적인 20명의 소방관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뉴욕팀은 2주간 캘리포니아의 산불 진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팀의 여행 경비와 행정 

비용은 미 산림청(U.S. Forest Service)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주에서 부담합니다. 뉴욕은 

1979년에 처음으로 소방팀을 서부 주에 파견하여 대형 산불 진화를 도왔고, 그 후에도 

수년간 주기적으로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서부 산불의 진화를 돕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 외에도, 이 대원들은 뉴욕의 산불 진화에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환경 보존부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 보존부의 소방관 

팀은 주 전역에서 우리 시민과 서식지를 보호했고, 서부 산불 진화에서 익힐 지식과 

기술은 좋은 귀중한 자원입니다. 40년 동안, 뉴욕주는 도움이 필요한 주를 기꺼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소방관 분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최근 뉴욕주는 허리케인 도리안(Hurricane Dorian)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주립 

소방국(State Office of Fire Prevention and Control) 및 환경 보존부에서 이번 주 34명의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deploys-water-rescue-personnel-and-resources-north-carolina-assist-hurricane#_blank


 

 

해양 구조자를 배치하는 등 긴급 임무가 있는 주를 돕는 특별 전문팀을 보냈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피해가 예상보다 적어 이들은 이번 주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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