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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fighting: Command & Tactics

8 월말의 아름다운 여름날 오후에 여러분은 아이들과 옥수수 밭 옆에서 산책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아이들 중 한 명이 옥수수 밭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자고 제안 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옥수수 밭으로 달려가 숨바꼭질 놀이를 시작합니다. 농부가 옥수수 수확기와

함께 도착하여 옥수수를 수확하기 전까지는 완벽한 오후의 장면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아이들 중 한 명이 수확기에 빨려들어 간다는 상상하고 있을 때, 당신은 공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옥수수 밭에서 나가라고 외치지만, 아이들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끔찍한 사고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찾기 위해 옥수수밭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농부에게 달려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수확기를 멈추게 함으로써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더 낳은

방법 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농부에게 가서 수확기를 멈추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1 First rescue, then extinguishment

현재 교리는 건물 안에 아직 구조대상자가 있는 실내 화재를 진압할 때, 화재진압보다

인명구조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교리는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이 교리는 전

세계적으로 수 세기 동안 대부분의 소방기관에서 적용되어 왔습니다.

1.1 Origins of the doctrine

최초의 조직화된 소방기관은 19 세기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까지 화재 진압활동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양동이를 따라 한 줄로

늘어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

받았습니다. 진정한 소방조직(소방서)이 만들어지는 순간, 특정한 사람들(소방관들)은

화재진압활동을 이끌도록 임명되었습니다. 몇몇 장소에서, 사람들은 소방관들이 어떻게하면

더 효과적으로 활동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방관들을 위한 더 많은

장비가 만들어졌고 소방관들의 화재진압 능력은 더 커졌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구조대상자들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최초의 소방서는 주요 도시 내에 만들어졌습니다. 종종 그 도시의 소방관들은 화재현장에서

몇 개의 층으로 만들어진 건물들과 마주쳤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종종 건물 위층의

거주자들이 발코니로 도망치거나 창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소방기관은 먼저 이 사람들을

수동 사다리를 사용하여 구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인명구조, 그리고 나서 화재진압!"은 그 이후 소방관들의 표준 작전절차이자 원칙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의 소방관들이 진정으로 의미했던 것은 "먼저 건물 전면에서

사다리로 구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조하라!"였을 것입니다. 아마 화점까지

소방호스를 전개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인명구조, 그리고 나서

화재진압!"이 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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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Has anything changed?

처음 교리가 도입되었을 때, 소방관들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창문이나 발코니에 서 있는

구조대상자들을 구조하였습니다. 그 후 그들은 화재진압을 시작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방관들은 멀리 진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연기나

열이 너무 많으면, 그들은 더 이상의 전입을 멈춰야 했습니다.

Fig 1.1 The equipment of fire services in the early 19th century

(Photo: www.mechelsepompiers.be)

지난 세기동안 소방분야는 기술적인 발전을 겪었습니다. 소방관들의 보호복이 상당히

개선되었고 무엇보다도 자가호흡기의 사용이 일반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은 소방관들이 불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실내의 많은 연기와

열로 인해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던 방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소방관들은 건물 밖에서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구조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은 화재 현장에서 훨씬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난 1970 년대의 석유 파동으로 소방관들은 또 다른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쉽게 눈에 띄지 않았던 연료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석유 파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연료가격이 저렴했었지만, 지금은 귀중한 상품이

되었습니다. 주택은 점점 더 단열 상태가 향상되었습니다. 그 결과 화재의 행동도 바뀌었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화재현장도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의 화재현장은 과거의 화재현장과는

다르게 환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화재현장이 더 많아졌습니다(이 시리즈의 이전 글 참조).

현재 우리는 불타고 있는 건물에 들어가기 위한 장비를 갖추고 보호받는 소방관을 보고

있지만, 화재현장 자체는 훨씬 더 위험해졌습니다. "우선 인명구조, 그리고 나서

화재진압!"은 이제 200 여년 전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내부에 숨어 있던 구조대상자를 재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의 화재현장에는

연기가 훨씬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1950 년대의 가구가 구비된 전통적인 방의

화재와 현대의 가구가 구비된 현대적인 방의 화재를 비교한 동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두

방의 화재에서 발생되는 연기량의 차이는 큽니다. 이제 소방관들은 화재현장에서

구조대상자를 찾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생각의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구조대상자를 찾기 위해 건물 내부로 들어갈

것인가요, 아니면 화재를 먼저 진압하기 위해 들어갈 것인가요? 아이들을 쫓아 옥수수

밭으로 달려갈 것인가요, 아니면 먼저 농부의 수확기를 멈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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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New doctrine: First, put the fire out!

점점 더 많은 소방관들이 환기가 불량한 화재현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화재의

성장은 산소 부족에 의해 제한됩니다. 하지만 화재현장에는 많은 화재가스가 존재합니다.

화재실내부의 구조대상자들의 생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티브 케버(Steve

Kerber)의 연구에서는 ([2] 참조) 거주자들이 문을 닫은채로 화재실과 분리된 다른 방에 있을

때 생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방들은 열기와 유독가스의 농도가

낮습니다. 우리는 성장단계의 화재행동에 동일한 추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독가스에 노출된 구조대상자들의 혈류에 이러한 독성물질들이

점차적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유독가스의 농도가 높을수록 이런 일이 더 빨리 일어나고

구조대상자들은 더 빨리 죽게 될 것입니다. 유독가스는 화재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는 한 연기의 가스 농도가 계속 높아져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화재를

진압하면 유독성 화재가스의 생성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화재를 진압하면 화재가스의

농도가 안정되고 그 후 환기를 통해 화재가스의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대상자들의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킵니다.

연기가 가득한 집에서 구조대상자를 찾는 것은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 옥수수가 빽빽한

밭에서 숨바꼭질하는 아이들을 찾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화점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열화상카메라(TIC)를 사용하여 연기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고 열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연기의 흐름을 관찰하면 화점을 찾기 위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작전 절차의 변화를 주장하는 최종적이고 중요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관들이

인명검색과 구조를 위해 불타는 건물에 들어갈 때, 진입대원들은 소방호스없이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검색과 구조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원하며

소방호스가 모서리나 가구 주변에 끼어서 생기는 어떠한 장애도 원하지 않습니다.

소방호스가 없어도 여러 격실을 검색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 불은

자유롭게 행동할 것입니다. "환기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New insights into

ventilation)"이라는 글에서 우리는 건축물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화재행동이 플래시 오버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불타는 건물 안에서 구조대상자들을 검색하다가 순직하는 것으로 알려진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은 소방관들이 구조대상자를 검색하는 동안 작은 불씨가 빠르게

성장했었던 화재현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먼저 재빨리 불을 끄고 나서

구조대상자들을 찾는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이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교리로 이어집니다: "먼저, 화재를

진압하라!"

1.4 Network of stations

많은 사람들이 위의 내용을 읽을 때 반박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의 내용은 현재의 모든

교리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전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기관은 여러 개의

출동대를 구성하여 함께 활동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선착한 출동대는 화점 공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출동대가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인명검색과 구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안은 선착대의 진압대원들이 공격 라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수지원 팀은 인명검색과 구조 활동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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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대에 6 인의 진압대원으로 구성된 팀이 있을 때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출동대가 출동중이라는 보장도 필요합니다. 6 명의 진압대원으로 구성된 팀은 각각 두 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공격팀과 검색ㆍ구조팀, 그리고 지휘관과 기관원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팀(공격팀 / 검색ㆍ구조팀) 모두 적절한 훈련을 받고 최소한 한 명의 경험이 있는

팀원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팀의 활동(공격 / 검색ㆍ구조) 모두 백업 팀이 없을

경우 매우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마지막 전술적 측면은 이러한 전술이 선착대

자체의 제한된 수량을 사용하여 수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동대는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해야만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급수를 제공하고 백업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Case: Cherry Road Fire

건물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확실할 때라도, 가능한 한 빨리 화재를 진압하거나 최소한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면 화재를 잡아두고(confine)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팀이

배치되는 경우, 먼저 화점을 먼저 발견한 팀이 화재를 진압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진압대원들의 안전도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물론 화점 공격은 정확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소방관들이 다른 진입팀의 생명을 위협할 것을 우려하여 즉시 화재를 진압하지 않은 사례가

체리 로드 화재 1입니다. 이 화재는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대수롭지 않은 화재로

여겨졌고 소방관들은 그들이 훈련받은 것을 수행하고 화점을 검색하였습니다. 검색하는

동안 화재는 더욱 성장하였습니다. 두 명의 소방관이 순직하고 세 명의 소방관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현장에는 백업팀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현장지휘관(IC)이 내부검색팀이

증기에 의해 다칠 것을 우려해 외부에서 화재를 공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비극적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1 The building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주택가(at 3146 Cherry Road NE, Washington D.C.)에 위치해

있었습니다(그림 2.1). 지하 1 층, 지상 1, 2 층의 작은 연립주택입니다. 이 건물의 앞면(at side

A)과 뒷면(at side C)의 지면과 접하는 층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뒷면(at

side C)에서는, 지면이 지하실과 같은 높이에 있어 마치 지상 1 층, 2 층, 3 층 등 3 개의 층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그림 2.2). 이러한 상황은 항상 건물 앞ㆍ뒷면(at side A & C)에 있는

소방관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그 건물은 목조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층의 철제빔과 기둥이 지상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합니다. 앞면과 뒷면 모두 벽돌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러한 건설 방법은

수동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passive and low energy house 2 )에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건축 방식입니다.

1'TheCherryRoadFire'라는 검색어를 통해 구글 검색을 하면 많은 사진,도표등의 자료를 검색가능

2passiveandlowenergyhouse: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특정기준(국가마다 상이)이하의 주택으로 높은

수준의 단열조건과 낮은수준의 환기장치를 가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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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Location of First Alarm Companies and Hoselines.

(Drawing: Adapted from Report from the Reconstruction Committee: Fire at 3146 Cherry Road NE,

Washington DC, May 30, 1999, p. 27. District of Columbia Fire & EM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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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A cross section of the building. The front end is on the left hand side of the drawing. The

back end with the yard at basement level is on the right hand side.

(Drawing: Ed Hartin, www.cfbt-us.com)

지하층은 휴게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책꽂이, 소파, 긴 탁자 등이 몇 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방에는 상당한 양의 화재하중이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앞면 도착했을 때 1 층(1st floor at side A)현관문은 이미 열려있었습니다. 또

다른 소방관들이 건물 뒷면에 도착했을 때 2 층(2nd floor at side C) 유리 창문도 열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뒷면에 있는 소방관들)에게 이곳은 3 층처럼 보입니다. 다른 문은

모두 닫혀있습니다.

2.2 The fire

1999 년 5 월 30 일 워싱턴디시 체리 로드 3146 에서 00 시 15 분에 화재가 시작되었습니다.

건물에 화재 경보가 울리고 주민들은 화염과 열연기에 갇히기 전에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후 조사 결과 화재는 지하실 조명의 전기적 고장으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조명은 1 층 바닥(지하실 천장)에 위치하였고 화염이 번지면서 점점 더

많은 지하실 일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순간 지하실에서 플래시오버 현상이

일어나고 열린 계단을 통해 지하 1 층으로부터 뜨거운 열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시점에서 두 명의 소방관이 1 층에서 화점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급속한

화재성장 현상에 직면했고 결국 순직하게 됩니다.

2.3 Fire departments tactics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양의 연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지휘관(IC)은 대응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합니다. 공기의 양방향 유도경로는 정면의

현관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농연이 문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고 소방관들은 앞면(at

side A)에서 저압 38mm 공격 라인 2 개를 첫 번째 펌프차(E-26)로부터 전개하였습니다.

공격팀은 이 호스 라인 2 개를 사용하여 건물 내부로 진입하였습니다. 세 번째 펌프차(E-

10)는 38mm 백업 라인 1 개를 구축하였습니다. 많은 벨기에 소방관들은 이러한 화재에

3 대의 펌프차가 출동되었다는 것을 알면 놀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더 적은 인원으로

펌프차(engine)에 출동대를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소방서들이 한 대의 펌프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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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의 소방관을 편성하고 있으며, 어떤 소방서에서는 한 대의 펌프차에 3 명이나 5 명을

편성합니다. 이 화재의 경우에는 4 명의 소방관으로 편성된 펌프차를 운영하고 있었고

4 대의 펌프차(Engine)과 2 대의 물탱크차(Truck)를 화재현장으로 출동시켰습니다. 더 적은

인원으로 편성된 펌프차는 더 많은 수의 펌프차를 출동시킵니다.

Fig 2.3 Floor layout of the ground level and basement.

(Drawing: Ed Hartin, www.cfbt-us.com)

첫 번째 펌프차(E-26)의 또다른 소방관들이 건물의 앞 유리창을 깨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소방관들은 신속한 환기가 항상 상황을 개선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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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번째로 도착한 펌프차(E-17)에서는 긴 호스 라인을 건물 뒤쪽(side C)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 착대의 소방관들은 3142 호의 측면(side B)을

통과했습니다(그림 2.1, 2.3 참조). 꽤 먼거리(약 140m)를 소방호스 1 개를 전개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하실의 유리 미닫이문에 도착했고 이것은 화점실의 높이였습니다. 그들은 지하실

안쪽에서 점점 불길이 치솟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화재의 규모는 여전히 작은

불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것을 몇 개의 작은 화점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후에 이것들은

천장에서 떨어진 나무 조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점(at side C)에서 그것은 지상에서의 화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동료들이 화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같은 층의 맨 끝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리

미닫이문은 방범창살로 덮여 있었고 2 착한 펌프차(E-17)의 소방관들이 이 창살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유리문을 부수었고 바로 다음에

깨진 문을 통해 내부로 빨려들어가는 공기흐름(air track)을 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소방관들은 원치 않은 수평굴뚝을 만들었습니다. 건물의 1 층 앞면(1st floor at side A)에는

배기구(깨진 창문)가 만들어졌고, 아래층(basement floor at side C)에는 급기구(깨진

유리문)가 만들어졌습니다. 수평굴뚝의 영향으로 화재진행 속도가 빨라졌을 것입니다. 건물

뒷편의 진압대원들은 불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호스 라인 없는 대원들이

구조대상자들을 찾기 위해 지하실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검색을 하는 동안,

그들은 화재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실내의

온도가 상승하고 상부의 연기층에서

불꽃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퇴하는

동안 그들은 내부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의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그들이 출구로 돌아가는 길을 빨리

찾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건물 뒤쪽(at

side C)의 방면지휘관(E-17 officer)이

현장지휘관(IC)을 호출하여 자신의

위치에서 화재를 공격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증기가 형성되면 내부공격

대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지휘관(현장 및

방면지휘관)이 같은 층(ground level)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소방관들은

직사주수가 화점의 반대편에 위치한 모든

내부공격 대원들에게 뜨거운 증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Fig 2.4 Exiting flames from the sliding window

into the back yard. (Photo: District of Colombia

Fire & 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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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후, 1 층의 내부공격팀은 화염을 발견하고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화점의

원래 위치가 지하실 즉, 그들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방수를 통해 화염이

사그러들어도, 온도는 계속 올라갔고 연기층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내려갔습니다.

곧이어, 공격팀과 백업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열 때문에 1 층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뒤이은 혼란 속에서, 세 명의 소방관이 건물 안에 남겨졌습니다.

그 후 건물 뒤쪽(at side C)의 방면지휘관(E-17 officer)이 현장지휘관(IC)에게 외부 화재

공격을 허용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안에 있는 세 명의 소방관 중 한 명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가까스로

출구를 찾아 탈출하였습니다. RIT 는 나머지 두 명의 소방관을 구하기 위해 투입되었지만

실내의 고열 때문에 구조 시도는 중단되었습니다.

건물 뒤쪽의 방면지휘관(E-17 officer)이 세 번째로 외부 화재 공격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서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때에 지하실의 화재는 완전히 성장했습니다.

화점에 주수가 되자 곧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지는 않았지만,

에너지가 끊기고 온도가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시한번 구조 시도가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RIT 대원들이 실종된 두 명의 진압대원을

가까스로 구조하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이미 순직하였고 둘째는 다음날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2.4 Simulating a fire

체리 로드 화재는 화재조사 중에 컴퓨터

화재 모의실험을 한 최초의 화재입니다.

미국 정부 기관인 미국표준기술연구소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는 화재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재 역학 시뮬레이터(FDS: Fire

Dynamics Simulator)입니다.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정확한

화재 행동을 확인하기 위해 이 건물을

모델링하고 화재를 시뮬레이션

하였습니다. 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들은 화재가 산소 부족 상태였고 지하실의 유리

미닫이문이 깨지기 전에 환기가 덜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급기구가 만들어진 후

화재는 60 초 만에 플래시오버 단계로 넘어갔습니다([12] 참조). 그러한 결과는 10 년 후

스티브 케버의 미국보험협회연구원(UL: Underwriters Laboratory) 연구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림 2.5 의 단면도에는 1 층과 지하 1 층 계단실의 온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앞면(at side A)은 왼쪽에 있고 뒷면은 오른쪽(at side C)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 2.5 의

단면도에서는 계단 뒤의 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은 문이 닫혀 화점실과 분리되어

있습니다(그림 2.3 참조). 앞서 언급했듯이,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또한 지하실에서 나오는 뜨거운 연기가 창문과 계단을 통해

지하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연기의 흐름경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1 층의

Fig 2.5 Image from FDS (drawing: Dan Madrzykowski
& Robert Vett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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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대원들은 상당히 안정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실 유리문이 깨지는 순간,

공기 흐름경로가 형성되었고 공기가 공급되어 화재는 플래시오버 단계로 진행되었슯니다.

그리고 즉시 1 층의 실내온도는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3 What could have been done differently?

이 화재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주요한 요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1 Extinguishing the fire

"먼저, 화재를 진압하라!"는 새로운 교리입니다. 화재진압은 매우 혼란스러운 현장에서의

활동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타는 건물 안에서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며 기어다니고 있으며,

화재를 완전히 진압한 후에 건물 내부의 구조에 놀라곤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화재를 잡아두고(confine) 통제(control)하는 것이 중요해 집니다. 이것은 무모한

카우보이같은 행동이나 임기응변에 대한 변명이 아닙니다!(This isn’t an excuse or plea

for reckless cowboy behavior or improvisation!) 현장지휘관(IC)은 화재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화재 공격을 실시하려는 진압대원은

허가를 요청하거나 최소한 현장지휘관(IC)에게 공격을 개시할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소방관들에게 익숙한 것과는 달리, 그러한 외부 화재 공격은 강력한 직사주수로 수행될 수

없습니다. 건물 외부에서 직사주수를 실시하면 건물 내부에 대량의 증기가 발생하고 내부에

있던 진입대원들에게 욕을 먹을 것입니다. 게다가, 직사주수의 효율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부드러운 외부 공격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Fig 3.1 Use of penciling in a container during
CFBT (Photo: Christophe Gardin)

펜슬링주수기법을 사용하여 다량의 증기를
만들지 않고 여러 개의 작은 화점을 없애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화세가 너무 강하면
펜슬링주수기법과 페인팅주수기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글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화재 진압훈련의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해
집니다. 실화재 진압훈련을 통해 관창의
효율적인 사용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 뒷편의 진압대원들이
외부로부터 공격하는 것을 허가 받았다면,
화재는 빠르게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하의 유리문을 개방한 후에 펜슬링
주수기법으로 몇 개의 작은 화점을 진압하는
것이 가능했을 지도 모릅니다.

3.2 Effect of ventilation

끔찍한 사건의 과정에서 명확한 역할을 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창문을 깨뜨리는 것이 표준 절차입니다. FDS 시뮬레이션은 1 층에 개구부를

만든 것이 화재행동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하실의

유리 미닫이문이 개방된 후에야 내부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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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지의 화재현장에서 무조건 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술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화재건물의 현관문을 열어서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이 축적되어

유리창이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환기가 불량한 화재는 "강력하게 공기를 빨아들이려는"

행동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 화세가 강력하게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리 로드 화재의

경우, 적절한 주수기법으로 즉시 화염을 공격하는 것이 화재 행동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3 Gas cooling

주목할 만한 마지막 요소는 가스 냉각 또는 3D 주수기법 입니다. 이 주수기법들은 미국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벨기에에서도 여전히 이 기법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2012.02. 현재). 지하실 계단에서 뜨거운 열연기가 1 층으로 흘러

올라오는 순간 고온의 열연기는 1 층의 연기층과 혼합되고 곧이어 1 층의 연기층이 점화 될

것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내부 공격팀이 전진하는 동안 연기를 냉각시켰다고

가정하면, 연기층은 많은 양의 불활성 증기를 포함할 것입니다. 이것이 플래시오버를 막지는

못했겠지만, 가스냉각은 공격팀을 얼마간 보호할 수 있었을 것 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은

살아서 밖으로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Final thoughts

체리 로드 화재와 같은 사례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많은 사례 연구들이 있습니다. 여러 조직 또는 개인에 의해 분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인간이고, 사후분석적인 시각에서 언급하기 쉽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 활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례 연구는 이것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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