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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의 황무지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 복귀 환영 

  

환경 보존부(DEC) 삼림 감시대와 직원,두 건의 북부 캘리포니아 화재 진압  

  

복귀한 삼림 감시 대원 및 직원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캘리포니아의 클라마스와 플러마스 국유림 화재를 

진압하여 확산을 억제한 지원한 뉴욕주 환경 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삼림 감시대 및 기타 환경 보존부 프로그램의 황무지 소방관 팀 

20명의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소방관 팀은 9월 9일에 캘리포니아에서 작업을 시작했고 

지난밤 주도 지역에 돌아왔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사회와 주에 도움이 필요할 때 뉴욕은 이에 

항상 앞장섭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의 위험한 산불 퇴치를 도왔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과 봉사의 가치를 보여 준 용감한 소방관분들의 복귀를 환영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스키유 카운티의 클라마스 국유림에 석회 화재는 1,800에이커 이상의 산지를 

뒤덮도록 번져 수백 명의 소방관이 화재 진압에 참여했습니다. 당국은 화재가 9월 4일에 

번개에 의해 촉발하고 강풍으로 인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커 파이어(Walker 

Fire)산불은 9월 4일 플러마스 국유림에서 시작되었으며, 화재 진압 노력을 지원한 두 

번째 화재였습니다. 현재 화재의 97%가 진압되었고, 그 크기는 54,600에이커로 

확대되었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 총 1,073명의 인원이 워커 파이어 산불 진압에 

배정되었고 산불의 원인은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이러한 화재 및 기타 화재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nciweb.nwcg.gov/.  

  

• 뉴욕주는 수공구, 전기톱으로 통제선을 만들고 의도적으로 화재를 내 산불 확산을 

억제하고 위험에 처한 주택을 보호했습니다. 이번 산불 억제 활동에 참여한뉴욕 

소방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mee Bills, 삼림 감시대, 옷세고 카운티  

• James Canevari, 어류 및 야생 동물부,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 Joshua Choquette, 어류 및 야생 동물부, 델라웨어 카운티  

• Shay Faulkner, 운영부, 앨러게니 카운티  

• Rebecca Ferry, 어류 및 야생 동물부, 얼스터 카운티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Governor_Cuomo_Welcomes_Home_Crew_Of_New_York_Wildland_Firefighters.pdf
https://protect2.fireeye.com/url?k=b8ed7d69-e4c98b08-b8ef845c-0cc47a6d17e0-0d63c8f9c2ea2a6c&q=1&u=https%3A%2F%2Finciweb.nwcg.gov%2F


 

 

• Michael Giocondo, 토지 및 산림부, 루이스 카운티  

• Daniel Kinsley, 자원 관리부, 오논다가 카운티  

• Stephanie Larkin, 어류 및 야생 동물부,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 Robert Mackenzie, 토지 및 산림부, 더치스 카운티  

• Gary Miller, 삼림 감시대, 해밀턴 카운티  

• Phillip Parlier, 삼림 감시대, 오렌지 카운티  

• Robert Praczkajlo, 삼림 감시대, 에섹스 카운티  

• Scott Sabo, 삼림 감시대, 프랭클린 카운티  

• Matthew Savarie, 삼림 감시대, 루이스 카운티  

• Nathaniel Shea, 삼림 감시대,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 Kevin Slade, 삼림 감시대, 얼스터 카운티  

• Mark Solan, 자원 관리부, 워싱턴 카운티  

• Timothy Watson, 어류 및 야생 동물부, 풀턴 카운티  

• Daniel Welc, 토지 및 산림부, 셔냉고 카운티  

• Timothy Yeatts, 어류 및 야생 동물부, 오논다가 카운티  

  

Basil Seggos DEC환경 보존부 커미셔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산불을 억제하고 귀중한 천연 자원과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희생하며 용감한 

모습을 보여 준 환경 보존부의 산림 감시대원과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뉴욕 

주민은 이러한 화염과 싸운 소방대원들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이제 이들은 뉴욕에서 

앞으로 산불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약 40년 동안, 뉴욕주는 

도움이 필요한 자매 주를 기꺼이 도울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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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했습니다. 그 후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평균적으로 1명 또는 2명의 

소방대원을 필요에 따라 파견해 왔습니다. 국내 산불을 진화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돕는 일 이외에, 대원들은 뉴욕주의 산불 진화 및 모든 위험한 유형의 사건을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진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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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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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url?k=464d2c2c-1a68204f-464fd519-0cc47aa88e08-88f6e1bd49680e00&q=1&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F70C4888A32CF4D18525847C00518639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