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se handling
우리는 오랫동안 정기적인 화재 진압 훈련에서 소방 호스 취급에 관한 훈련에 비교적 적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벨기에에서) 90 년대 이전 소방관 기본 과정에서는 내부 공격은

거의 고압(HP) 소방 호스(호스릴 방식으로 적재된 장비)를 이용한 훈련만을 실시 하였습니다.
저압 소방 호스(국내의 40mm)는 대부분 건물 외부에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방어적인
전술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압 소방 호스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매우 정적입니다.
이는 소방 호스가 전개된 후 다시 움직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내부 공격의 경우, 안전을
위해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진압대원 2 명이 공격 라인에 서로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는 데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관창보조는

가급적

관창수의

공기호흡기

바로

뒤에

위치하였습니다. 내부 공격에 저압 소방 호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한 결과, 이러한
방식은 심각한 단점이 발견되었습니다.

1

Handling a high pressure hose line

(벨기에에서) 많은 소방서들은 여전히 주로 내부 공격에 고압 소방 호스(HP)를 사용합니다.
HP 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화재현장에 적합한 장비 입니다. HP 의 가장 큰 이점은 소방
호스의 유연성입니다. 그 관창보조(hose man)는 수 미터짜리 소방 호스를 아주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몇 번의 원형 사리기(말은수관) 방식으로 수 미터의 소방
호스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창수(nozzle man)는 몇 미터를 더 전진할
수 있습니다.
관창보조는 HP 를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잡고 관창수 뒤에서 자신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창보조가 소방 호스 반대편에 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두 소방관
사이에 소방 호스가 위치합니다. 이렇게 위치하여 관창보조는 앞뒤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관창보조가 관창수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시야확보가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1.1

Providing additional hose line

2004 년 브뤼셀에서 소방관 기본 교육을 시작했을 때 HP 소방 호스 운영에 많은 교육이
집중되었습니다. HP 소방 호스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지배적인 장비였습니다.
브뤼셀 소방은 의심할 여지 없이 벨기에에서 HP 소방 호스에 대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기관 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았던 측면 중 하나는 소방 호스의 길이를 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방 호스를 화점의 위치까지 전개하려고 할 때 주요 위치에서 소방
호스를 추가로 당겨야만 합니다.

© CFBT-BE
Versie 19/10/2014

1/8

Hose handling
Karel Lambert; translation: Ki-Duck, Dominic, Choi

이것의 좋은 예는 3 층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HP 소방
호스가

1층

현관을

통해

전개되면

공격팀이

내부

진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수 미터 정도
전진한 후에는 꼼짝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진압대원들은 서로 다른 마찰점(문틀, 계단, 문, 90° 꺽인
곳 등)을 가진 소방 호스를 잡아당기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공격팀은 먼저 모든 마찰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게 잡아당겨야 하고, 릴에서부터 소방 호스를
당겨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Figure

1

The

attack

crew

is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브뤼셀의소방에서는 HP 소방 kneeling in front of the door. The
additional hose line is placed in
호스는 4 명의 진압대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관창수가 loops behind them. (Photo: Pieter
공격(주수) 지점에 도착하면 약 5m 의 여유 소방 호스를 Maes)

준비합니다(그림 1 참조). 건물 입구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약간의 여유 소방
호스는 소방차 앞에도 준비됩니다. 이렇게 하면 공격대원의 진입 경로에 약 15m 정도의
여유 소방 호스가 생깁니다. 이것은 공격대원들이 더 빨리 전진할 수 있게 해줍니다.
1.2

Pulling up a HP hose line

브뤼셀 소방관들이 자주 사용하는 HP 소방 호스를
전개하는 또 다른 방법은 건물 외부에서 소방 호스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5 층까지 소방
호스를 연장하는 현장에 적합합니다. 브뤼셀에서,
공격대원들은 두 개의 30m 로프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 로프들은 또한 자신을 구조하기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로프는 HP 소방
호스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공격 대원들은
창문에서 지상으로 로프를 던져 소방 호스를 끌어
올립니다(그림 2 참조). 개방된 계단실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로프를 사용하여 소방 호스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재실에서는 건물 외부를 통하여 소방
호스를 연장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Figure 2 Pulling up a HP hose line using a

창문이 열려진 격실은 화재실과 접촉해서는 안 rope. (Photo: Pieter Maes)

됩니다. 화재실로 추가 공기가 유입되면 화재가 성장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소방관)들이
화재의 진행 속도를 과소평가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소방관)들이 롤오버 현상을
겪었을때는 대부분 주수가 가능한 관창을 손에 쥐고 있을 때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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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를 아래로 던지는 것은 아래층에 있는 대원들에게 공격대원들이 HP 소방 호스를
끌어올리기를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로프는 말뚝매듭(호스방향)과 절반매듭(관창방향)을
사용하여 관창을 묶고(그림 3 참조) 그 후에 소방 호스를 위로 당겨 올립니다.
펌프차의 기관원은 지휘관의 지시를 받아
소방 호스가 위로 올려진 다음 방수구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HP 소방 호스의 무게가 줄어들고 이를
끌어올리는 작업이 상당히 쉬워집니다.
HP 소방 호스가 위로 올려지면 로프를
풀어버립니다. 다음으로, 약 10m 의 추가
소방 호스를 당겨 올립니다. 창문에서부터
화점까지의 거리가 더 멀어지면 더 많은
Figure 3 A half hitch and a clove hitch are used
to tie a rope around a HP nozzle. (Photo: Pieter
Maes)

여유 소방 호스를 당겨 올립니다. 이 일을
결정해야

할

사람은

상층부에

있는

지휘관입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HP 소방 호스를 고정합니다. 모든 브뤼셀 소방관들은
짧은 로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프를 사용하여 소방 호스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이 기술을 통해 HP 소방 호스를 5 층까지 빠르게 연장할 수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추가의
소방 호스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Handling a low pressure hose line

벨기에 소방에 동그랗게 사려진 소방 호스(coils), 접은 소방 호스(cassettes) 방식의
적재방식이 도입되면서 저압 45mm(LP 45) 소방 호스의 사용이 증가했습니다. 이 소방
호스를 사용하면서 내부 공격시에 더 높은 유량의 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소방관들이 점점 더 직면하고 있는 환기가 불량한 화재 현장에서는 열 방출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큰 유량의 소방 호스를 가지고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LP 45 소방 호스를 HP 소방 호스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납작하게 적재된 LP 소방 호스는 HP 소방 호스보다 훨씬 덜
유연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소방 호스를 전개하여 고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대원 두 명이 서로 바짝 붙어 앉는 낡은 절차는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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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dvancing a LP 45

일반적으로 공격팀은 동그랗게 사려진 소방
호스(coil)를

손에

들고

전개하며

주수

하려는 지점까지 전진합니다. 이 때 하나
또는 두개의 동그랗게 사려진 소방 호스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각 20m 또는
40m(벨기에에서는

1 벌의

소방

호스가

20m)의 추가 소방 호스가 전개 됩니다.
이것은 HP 소방 호스를 사용하여 화점까지
전개하는 방법 대신 사용하는 방법 입니다.
공격대원들은 화점으로 전진하면서 소방
호스를

다루는(handle)

채택할

필요가

새로운

Figure 4 The hose man is two to three meters

방법을 behind the nozzle man. His body is positioned
관창보조는 towards the hose line. (Photo: Pieter Maes)

있습니다.

관창수가 충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창보조가 관창수 바로 뒤에
위치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관창보조는 관창수보다 약 2~3m 뒤에 위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때로는 추가적인 소방 호스를 전개하기 위해 마찰 지점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그림 4 참조).
관창수는 전진하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눈앞의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관창을 사용하여 주변 지역(숏펄싱 또는 롱펄싱)을 냉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펜슬링, 페인팅, 대량주수). 관창보조는
가급적 몸을 소방 호스 쪽으로 향하도록 위치해야 합니다(그림 4 참조). 이것은 관창보조가
뒷쪽의 상황을 관찰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는 대원들 뒤에서 움직이는 열연기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장 같은 것이 대원들 뒷쪽에 있다면 불타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것들은 소방대원들에게 중요한 위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관찰해야하는 것은 관창보조의 몫입니다. 그
외에도,

관창보조는

또한

소방

호스가

어디에도 끼어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는
먼저 관창수에게 알려야 할 것이고 그런
다음 관창보조가 마찰 지점으로 돌아와
추가 소방 호스를 당기는 동안 관창수는
가스

냉각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창보조는 소방 호스 옆에서
관창수와 90 도의 각을 이룰 때 관창수와 Figure 5 The hose man forms two loops while
the

nozzle

man

analyzes

and

controls

the

쉽게 의사소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situation. The loops make for additional hose line
to advance later on. (Photo: Pieter Maes)
관창보조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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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창보조는 전진하면서 소방 호스 고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고리는 동그란 모양일
것입니다(그림 5 참조). 이러한 고리는 바닥에 놓을 수 있지만, 벽에 기대어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움직일 공간이 거의 없는 좁은 공간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 호스 고리를 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추가적으로 소방
호스를 몇 미터 더 전개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관창보조는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는 공격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으로 소방 호스를 옮기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소방 호스가 화재실 쪽으로 더
멀리 전개될수록 이 작업은 더 어려워집니다.
공격팀에 출입문담당(door man)을 추가하는 것도 화재진압에 도움이 됩니다. 문 개방을
제어하는 것 외에도, 출입문담당은 소방 호스 이동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2.2

Withdrawing a LP 45

소방관 기본과정에서는 지금까지 소방 호스를 가지고 퇴각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방관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미래에는, 공격팀이 전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할 것입니다. 환기가 불량한 화재는 공격대원들이 진입하기 위해
화재실 출입문을 여는 순간 열 방출 속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천장을 가로질러 불길이 치솟기 시작하는 가운데 시야가 불량한 환경에서 공격대원들이
퇴각해야 할 상황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때 관창수가 퇴각하며 롱펄싱으로
대응하는
종류의

것이

중요합니다.

연기층이

연기층이

섞여

교란되는

것은

다른
안정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증기의 팽창과 연기 가스 수축이
균형을

이루어

중성대를

유지하는

것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격

대원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관창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롱펄싱이

원하는

결과를 산출하지 못할 경우, 최대

Figure 6 The nozzle man is on the left of the picture

유속(400~500L/min)으로 관창을 열어 and is withdrawing. The hose man has formed a loop

behind his back. With one hand he is managing the line

연기 상단을 목표로 직사로 주수된 to the nozzle man and with the other he is steering the
물방울이 연속해서 흐르도록 선택할 other lengths of hose line. (Photo: Thierry Brossé)

© CFBT-BE
Versie 19/10/2014

5/8

Hose handling
Karel Lambert; translation: Ki-Duck, Dominic, Choi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공격대원들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되어가는 화재실에서
(신속하게) 퇴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롱펄싱의 효과가 충분할 경우, 관창수는 롱펄싱과 뒷걸음질을 반복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창보조는 계속해서 소방 호스를 당기며 퇴각해야 합니다. 물을 항상 주수해야
한다면 이것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그림 6 참조).
분당 400 리터의 유량을 가지는 소방 호스를 가지고 퇴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흐름은 관창에서 상당한 반발력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1.90m 의 건장한 체형의 관창수는 1.65m 의 마른 체형의 관창수보다
소방 호스를 다루는 데 더 수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 호스를 가지고 퇴각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모든 소방대원들은 자신에게 맞는
역할과 그렇지 않은 역할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2.2.1 Hose man forms a loop

대부분의 퇴각하는 공격대원들에게 관창보조가 관창수로부터 약 3~4m 떨어진 곳에 소방
호스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 현장활동하기가 가장 쉬울 것입니다. 관창보조는 자신의 등 뒤로
소방 호스를 지나가게 하여 고리를 만들고(그림 6 참조) 한 손으로 자신의 앞에 있는
관창수가 잡고 있는 소방 호스를 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소방 호스를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안 됩니다. 너무 강하게 당기면 관창수가 관창을 놓칠 수 있습니다. 분당 400 리터의
유량을 가지는 소방 호스는 단단히 고정되지 않으면 춤을 추듯 날아다니기 시작할 것입니다.
관창수가 관창을 놓치면 관창이 아래로 향하게 되고 물은 더 이상 상부의 뜨거운 연기층에
도달하지 않게 됩니다. 관창수과 관창보조 사이에 있는 소방 호스를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면,
직선 부분이 상대적으로 측면의 반응력이 낮춘다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방관들은 측면 반응력 때문에 흐르는 소방 호스를 가지고 퇴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웅크리고 있는 자세에서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창보조는 계속 소방 호스를 관창수로부터 당길 것입니다. 당기는 손 반대쪽에서는
관창수가 퇴각할수록 만들어지는 고리가 더 커지게 됩니다(그림 6 참조). 이 고리는 너무
커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엔가 관창수가 넘어질 정도로 커지면 관창수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퇴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창보조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창보조가 관창수로부터 약 3m
떨어져 있으면, 고리를 만드는 소방 호스가 약 6m 의 길이가 되어 관창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 때부터는, 관창보조도 고리를 끌고 뒷걸음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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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Nozzle man forms a loop

또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창수는
퇴각하며 소방 호스로 자신을 둘러싸는
고리를
만듧니다.
이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관창수는 열연기를 향하여
주수하며 소방 호스를 제어하고 고리를
끌고 퇴각해야 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고리 길이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창보조는 재빨리 출입문 개방부까지
기어 들어가 거기서 소방 호스를 다시
잡아당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창수의 손에서 관창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창수 옆에는 항상 작은
고리가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림 7
참조). 이 퇴각 방법에서 가장 어려운 Figure 7 The loop is formed by the nozzle man.
The hose man can crawl back towards a friction
부분은 관창수의 등 뒤에 고리를 만드는 point and once there, pull back the hose line.
것입니다.
관창보조가
소방
호스를 (Photo: Thierry Brossé)
적당하게 당기고 관창수가 이 어려운 작업(고리 만들기)을 반복해야 합니다.
관창보조는 소방 호스를 당겨서 원형 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관창수가 문에 도착하는
순간 관창보조는 이 고리를 다음 출입구로 옮기거나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출입문담당이 있는 것이 공격 대원들을 무사히 퇴각(탈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2.3 Standing up

대부분의 소방관들은 구부정한 자세로 일어서서 화재실로부터 걸어 나오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소방 호스를 끌기가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훈련중에는 이러한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염이 대원들을 긴급 탈출(forced withdrawal) 하도록
밀어내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주변 온도가 급겨가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부정한 자세로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다. 이렇게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비상사태에서는 그러한
구부정한 자세를 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Practice

소방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퇴각할 수 있으려면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HP 를 주로 사용하는 소방관은 HP 라인으로 이러한 연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시스템(HP 와 LP)을 모두 자주 사용하는 소방관은 두 시스템을 모두 연습해야
합니다. LP 를 주로 사용하는 소방관은 마지막 시스템을 더 많이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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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에서 주수를 하면서 소방 호스를
가지고 퇴각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은 몇 가지
이차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두 명
이상의 대원들은 서로 협력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창수와 관창보조의
위치 또는 소방 호스에 대한 올바른 위치 선택,
의사소통 및 소방 호스의 처리 등의 기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일단 공터에서 기본적인 연습을 실시하고, 동일한
연습을 두 벽 사이에서 반복할 수 있습니다(그림 8
참조). 다음으로, 가구들이 있는 환경에서 같은
연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진압대원들은
공기호흡기
없이
먼저
훈련하고
그다음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
Figure 8 Ed Hartin conducting a tactical
withdrawal exercise in between two 경우 대원들의 무게중심, 소방 호스의 접촉 등과
containers during a 3D-firefighting course. 관련하여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Photo: Pieter Maes)

이는 모두 소방관들이 필요할 때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 호스를 보다 쉽게 배치하고
철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능력과 팀의 능력 모두 향상될 것이고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현장활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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