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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일요일
울렸을
사고가
목숨을

2008 년 8 월 30 일은 멋진 여름날이었습니다. 화창한 그 날 오후, 저는 집에 있었고 전화벨이
때 마당에 있었습니다. 그 전화는 제 좋은 친구 hein 의 전화였습니다. 그는 방금 브뤼셀에서
났다는 소식을 라디오를 통해 들었고, 두 명의 소방관이 Ukkel 에서 화재로 싸우던 중 안타깝게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Ukkel 사건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화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여러 증언을
토대로 이야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증언을 해주신 분들 중 일부는 이미 제 글을 읽었으며 그 중 내용
일부를 수정을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 글에서 사건과 관련된 가능한 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 분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그럼에도 본 글에서 100 %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임을 말씀 드리며 이 글을 시작합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전화를 끊은 후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오늘 근무가 어떤 팀이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4 일에 한 번씩 근무(당비비비)
하는 근무형태에서 열 번째 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뤼셀의 서장(지휘관 Chief
Officer)들은 이와는 다르게 24 시간 교대
근무 시간의 절반과 8 시간 근무 교대 근무
시간의 절반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
일에 한 번, 24 시간 교대근무 함을 의미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Figure 1 Lieutenant* Patrick Batselier (left) and 해당 직원을 사실 제가 얼마나 잘 알 수
corporal Alain Tacquenière (right) lost their lives while 있겠습니까?". 차후 확인해본 바 순번에 의한
fighting a fire in Ukkel.
40 번째 팀이 그날 근무를 했던 것으로
*본 글에서의 계급들은 명확성을 위해 미국 계급을 확인되었습니다. 몇 군데 더 전화를 해본 후에,
저는 Patrick Batselier 와 Alain Tacqu인용하였습니다.
enière 라는 두 직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atrick 은 사실 제가 많이 이름을
들어본 직원입니다. 그는 Technical Rope Rescue Team 의 강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Alain 은 다른
한편으론 제가 잘 모르는 직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매우 경험 많은 소방관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브뤼셀로 갔습니다. 교대까지 근무의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제 1 대대장(1st battalion chief, 1 구역서장,
브뤼셀소방본부는 2 개의 소방서가 1 개 본부직할로 함께 근무함)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녁에 저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순직 사건은 매우 민감한 사건입니다.
우리 직원을 잃는 것은 우리 소방조직의 커다란 비극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쓰기 위해 신중히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렸고, 지금은 그렇게 했던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극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2

The events

112 응급 전화 센터(상황실)는 14 시 42 분경, Ukkel 에서 발생한 화재 신고를 받았습니다. 2 대의
펌프차, 2 대의 사다리차, 1 대의 지휘 차량 및 구급차로 건물 화재에 대한 표준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Dieweg 도로로 접근하였습니다. 이것은 초기 출동지령과 함께 전달 된 주소입니다. 차후
St-Job 의 도로가 화재현장과 훨씬 더 가까웠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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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weg 도로와 St-Job 의 도로 사이 구역에는 여러 개의 건물이 밀집 되어 있습니다. Dieweg 도로가
St-Job 의 도로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화재현장은 큰 경사가 있는 비교적 범위가 넓은 지형이었습니다.
경사가 너무 가파르고 건물 앞에 U 턴형 경사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화재현장에서 지형의 경사도는 어찌
보면 하나의 난관이었습니다. 그것은 사고현장의 현장평가와 현장에서의 판단을 방해하였습니다.
지형의 크기로 인해 두 도로 사이의
거리와 차량이 설치된 장소가 매우
벌어졌습니다. Dieweg 도로에서
도착한 차량은 도로에서 불타는
건물까지 약 250m 를 더 주행해야
했습니다. St-Job 길로 왔다면
150m 에 불과했겠지만 출동할 당시,
이 점이 처음부터 명확하지는 않았
습니다.
14 시 48 분경 현장도착 후,
Chenaie 소방서 대원들은 한
건물에서 완전히 발달한(최성기)
화재에 직면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규모가 꽤 큰 건물이었습니다. 차후,
건물은 길이 40 미터, 폭 14 미터 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물은 U 자 형태의 세 개의 버려진
건물로 구성된 대규모 건축단지의
일부분입니다. 그림 3. 은 이 세
건물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건물
자체를 제외하고 그림 3. 은 복잡한

Figure 2 Areal picture taken after the fire. The upper street is
the Dieweg road. The bottom is the St-Job’s road. The empty
site with the hairpin bend below it, can be clearly seen at the
bottom right of the picture. (Photo: Google maps)

건물이 위치해 있는 경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건물은
A 건물로 소방대의 현장도착과 관련이
있는 건물입니다. A 건물의 맞은편에
위치한 건물은 B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약 45m 정도인 A 건물보다
약간 더 크고 길이가 깁니다. 폭은
14m 로 동일합니다. 도착 당시, 이
건물은 아직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B 건물에는
연기가
없었습니다. 두 건물 사이의 구역은
마당, 안뜰(중정)이었습니다. 마당의
뒷부분에는 또 다른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6 x 13m 크기의 C
건물입니다. 마당 옆으로 나 있던 작은
Figure 3 The buildings before the fire. From left to right: A, 도로는 수풀로 덮힌 산책로와 함께
C and B. The overgrown yard is clearly visible. (Photo: 마당을 둘러 싸고 있었습니다. 이
unknown)
산책로를 통해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비에 젖지 않고 A 건물과 B 건물 사이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3 개의 건물과 보도로 형성된
마당의 표면적은 432m²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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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물은 몇 년 동안 버려진 채 방치되었습니다. 때문에 A 건물과 B 건물 사이의 마당은 완전히 잘 자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림 3. 은 잘 자란 나무와 관목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방치되어있는 사이 마당은
나무와 식물이 15m 에 이를 만큼 작은 숲으로 변모했습니다.
소방 대원들은 A 건물에서 최성기에 다다른
화재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또한 이 화재는 두
건물 사이의 마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건물
안뜰에 소규모의 산불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이
결합된 복합적인 화재 (A 건물과 안뜰의 숲)는
엄청난 양의 연기를 생성하였습니다. 이 연기
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화재현장에 있는 모든 대원들에게 A 건물이
화재로 인해 전소(소실)되고 있음을 분명히
강조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B 빌딩은 화염으로
인한 심각한 연소확대의 노출 위험이 있었습니다.
안뜰에 많은 양의 연기와 높은 초목이 있기
Figure 4 Picture taken at 15u32. Building A is 때문에 뒤쪽에 다른 건물 (C 건물)이 있음을
hidden from view behind the smoke. The captain of 진압대원에게 알리는 것은 당시 정확하지
Helihaven has just exited building B after the
smoke explosion occurred. When the fire crews 않았습니다. A 와 B 건물은 완전히 별개의 두
arrived 40 minutes earlier, building B seemed to be 건물이라는 생각은 당시 모두의 공통된 생각
completely unaffected. (Photo: Robert Decock)
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Chenaie
소방서(우리소방서)의
지휘관(company
officer)은 A 건물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45 mm 공격 호스라인을 배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본서의
소방차량이 도착하고 지휘관(chief officer)은 B 건물과 통로의 모서리에 공격 주수를 위한 70mm
호스라인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호스 라인은 두 건물 사이의 마당에서 화재를 공격 진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B 건물의 내부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B 건물은 중앙 복도와 함께
양측에 사무실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5. 참조). 이 B 건물에 대한 주 출입은 외부 계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아래층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계단도 있었습니다.
지휘관(office)은 B 건물 안에 화재의 흔적이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건물은 화재로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또한 안뜰 쪽에 설치된 B 건물의 창문이 열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버려진
건물의 안쪽 창문의 유리창틀은 이미 모두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건물 반대쪽에 설치된 창문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창문으로 이뤄져 있었습니다. 반대편의 창문은 콘크리트 합판을 사용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무판자 프레임으로 설치되어 있는 안뜰의 창문들과는 반대로, 건물 외벽쪽 창문 합판들은
벽에 나사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비층인 1 충 뿐만 아니라 그 윗층인 2 층에도 마찬가지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11 참조).
지휘관(office)은 사무실 중 하나에 45mm 의 추가 공격 호스라인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무실은 건물 가운데 마당에서 확대되는 불을 피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B 건물의 모서리쪽에
배치해 있는 70mm 와 사무실 안쪽에 배치해 있는 45mm 의 2 개의 공격호스라인이 결합된 수압은
마당의 화재를 막는데 충분해야 했습니다 (그림 5 참조). 그리고 공격호스라인을 추가로 배치하는 이
결정에는 추가적인 장점이 있었습니다. 70 mm 호스의 소방대원은 비상시 대원의 탈출구를 방수로 덮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배치된 대원들은 만일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으면 창문 밖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공격팀과 왼쪽으로 약 20 미터 정도의 도보거리에 위치해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위치는 지휘관이 내부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의 두 번째 탈출 경로를 고려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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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Layout of building B. The hose lines are drawn in red. The Ø 70 mm on the left and the Ø
45 mm on the right. The two blue, vertical lines next to the Ø 70 mm are the beginning of the
covered walkway. In the middle of the central corridor there’s a double door. (Drawing: Bert
Vandeneynde, copied from [3])

대원들은 용수 공급에 필요한 호스 라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몇 가지 공격 호스라인 (2 x 70 mm, 1 x 45
mm 및 1 고압 호스 라인)이 배치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다리차 한 대가 높은곳에서 방수를 하기 위한
방수포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두번째 사다리차는 물 공급 부족으로 이런 방식으로 방수포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 지휘관(IC)는 Batselier 중위(Lieutenant)에게 건물 안쪽으로 45mm 호스 라인을 진입전개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2 인 1 조가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Batselier 중위의
대원(관창보조)은 뒤편에서 추가 호스 라인을 두 배로 늘리기에도 바빴습니다. 안더레흐트(Anderlecht)
서의 사다리차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Tacquenière 대원은 Batselier 중위와 함께 1 팀으로
구성하도록 지시 받습니다. 그들은 내부 진입을 위한 45mm 공격 호스 라인을 계속 설치하였습니다.
현장지휘관(IC)은 B 건물을 체크하고 Batselier 중위로부터 호스 라인이 연결되어 충수 준비가 되었음을
보고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부로부터의 희미한 연기만이 있었습니다. 그 연기는 마당의 불에서 부터
나와 안쪽으로 밀려 나고 있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Batselier 중위가 송풍기 배치를 요청하여 연기가
배출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연기의 양은 한정되어 있어 보여 실제로 호흡 보호장비를 착용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현장지휘관(IC)이 건물 밖으로 나올 때 팀장(captain)은 호스에 충수할 준비가 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Anderlecht 서의 사다리차도 현재 화재에 방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장지휘관은 수습 대대장(probationary battalion chief)에게 사다리차 방수 준비가 되었으니
Batselier 중위의 옆에 있는 사다리차 운전대원 (cac. Tacquenière)과 교체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팀장(captain)에게 송풍기 설치를 지시합니다.
수습 대대장(probationary battalion chief)이 지시를 받고 포지션을 바꾸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현장지휘관(IC)이 건물을 나올 때는 연기가 거의 나지 않았지만 수습지휘관(probationary
officer)은 진입 시 완전히 다른 조건에 직면했습니다. 그녀가 진입할 때는 거의 연기가 없었기 때문에
건물의 첫 번째 구역에서 쉽게 전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입구인 양문을 통과하자마자 (그림 5.
참조) 연기층이 갑자기 밑으로 떨어지고 시야가 가려 손가락에 의존하여 호스라인을 따라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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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앞서 건물로 진입한 2 인 1 조인 공격조의 호스 라인을 계속 따라 갑니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많은
잔해들이 떨어졌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잠시 후, 두 번째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내부의 온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녀는 Batselier 중위와 Tacquenière 상병의 무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현장을
탈출하려는 무전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계단 오른쪽 옆에 있는 벽 뒤에서 쭈그리고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림 5 참조). 그녀는 화재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메이데이를 요청합니다. 당시 시각은
15 시 28 분이었습니다.
수습 대대장(probationary battalion chief)이 화재현장에 있는 유일한 여성 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즉시
누가 곤경에 빠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70 mm 호스 라인을 운영한 대원은 방수를 중지하고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처음에는 호스 라인을 완벽한 시야로 배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무거운 연기를 뚫고 동료 수색을 위한 길을 나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복도 중앙를 검색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수색 하는 동안, 그들은 그림 5 의 입구 오른쪽에 위치한 계단에 다다릅니다.
그 사이, Helihaven 서의 팀장(Captain) 또한 건물에 진입합니다. Helihaven 은 주 소방서입니다. 젊은
동료와 함께, 그는 Batselier 중위를 돕기 위해 호스 라인을 따라 건물 안으로 진입합니다. 그들은 당시
수습 대대장(probationary battalion chief)이 건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중 문을
지나친 직후, 호스 라인에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많은 잔해가 호스 라인 위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젊은
소방관은 팀장(Captain)에게 자리를 바꿔 이끌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의 앞뒤 위치를 바꿀 때,
팀장(Captain)은 일어 서서 방화복을 통해 연 층에서부터 그에게 오는 엄청난 열기를 느낍니다. 강렬한
복사열, 두꺼운 검은 연기와 멍한 소리 때문에 그는 외부로 퇴각하기로 결심합니다. 계속 진입하기에는
내부가 너무 뜨겁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후퇴하는 동안, 그는 수습 대대장(probationary
battalion chief)의 구조 요청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복도로 가는 길을 찾은,
곤경에 처한 동료를 돕기 위해 관창수와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는 중위 (70 mm 호스 라인)와
만납니다. 결국 4 명의 소방관은 정문을 통해
다시 바깥으로 나간 후, 다른 방법을 통해 내부의
동료들을 도우려 하기로 결정합니다.
수습지휘관(probationary officer)은 시간이
없다는 것과 쭈그려 앉아만 있는 것이 더 이상
Figure 6 The side view of building B. All windows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have been boarded up except for one. The 출구를 나타내는 표지판을 보고 계단을 향해
probationary officer escapes the building through 기어서
들어갑니다.
계단은
장애물들로
this opening. (Photo: Robert Decock)
바리케이드화 되었지만, 그녀는 자신을 그 안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바닥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을 그녀는 보게 됩니다. 그녀는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움직이고 불에 아직 타지 않은 하나의 창문을 찾게 됩니다. 이 창문을 통해 그녀는 안전에 이르는
길을 찾고 그 비극에서 살아남습니다.
다른 두 명의 소방관을 구출하려는 모든 시도는 하나씩 실패합니다. 소방간부 Batselier 와 대원
Tacquenière 는 매우 비극적인 상황에서 순직하였습니다. Batselier 중위는 건물 파편이 무너져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상병 Tacquenière 는 쓰러진 중위를 복도 건너 건물 반대쪽으로 끌어냅니다.
거기에서 그들의 탈출구는 타고 있는 창문으로 막혀있었습니다 (그림 6. 참조). 마지막 노력에서, 그는
창문을 막고 있는 보드판을 부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의 이 행동은 바깥에서 보였습니다. 그림 6.은
필사적으로 방수하여 창문들의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대원들을 보여줍니다. 그 후, 안타깝게 사망한 두
명의 동료가 바로 이 위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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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ypothesis: Smoke explosion

사건이 발생한 후, 무슨 일이 일어 났는지 명확하게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모든 소방서에는
평균적인 소방관, 불량한 소방관 및 예외적인 소방관이 있습니다. Ukkel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은 드림팀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건을 지휘하는 지휘관, helihaven 소방서의 팀장, Batselier
중위는 모두 브뤼셀 소방서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직원들이었습니다.
제가 가설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A, B 및 C 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는 약간 뾰족한 지붕이 있습니다. 연기는 건물
A 에서 건물 C 를 거쳐 건물 B 의 탁트인 개방된 공간으로 퍼질 수 있었습니다. 가설 천장 위의 공간은
아래 바닥에서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은 프레임 작업에 부착된 석고 보드로 구획되었습니다. 아마도
천장은 화재의 경우 30 분 동안은 구조적으로 문제없이 무결성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장의
목표는 사무실의 불이 천장 위의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보호는 아래에서 위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장 위의 빈 공간 내부로 연기가 퍼지면
이 연기들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그 공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사각형 형태의 있는 폼으로 된
울(wool)로 석고판 위에 단열재를 놓았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 현장대원들은 그들 위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천장면 바닥 아래에서 일하는 대원들에게는 빈 공간 안쪽에 모인
연기가 눈에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건물 A 의 화재가 완전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서 엄청난 양의 연기를 발생 되었습니다. 연기의
일부가 수직으로 상승하고 또 다른 부분은 건물 C 의 천정 위의 빈 공간으로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연기가
건물 전체의 지붕 아래 빈 공간으로 더 퍼졌습니다 (그림 7. 참조). 건물 C 는 정면입구로 건물 B 에
연결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기가 건물 C 에서 건물 B 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건물 A 에서 점화가 발생했습니다. 이 점화는 연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연기 폭발은
연기와 공기의 거의 이상적인 혼합물의 화재 가스 점화(fire gas ignition)입니다. 그런 혼합물의 점화는
폭발과도 같은 중대한 압력파를 발생시킵니다.
사고 후 몇 차례의 인터뷰에서 사다리차 바스켓에 올라가 있는 사다리차 대원은 건물 A 에서 건물 B 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이를 보고하기 위해 무전을 보냈지만 그 메시지는 현장에 있던
누구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몇 가지 추론 가능한 설명이 있습니다(낮은 배터리수준,
다른 채널, 혹은 다른 어떤 무선을 차단하는 통신 등, ...). 결국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습 대대장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에게
경고하기 위해 물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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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fire in building A causes smoke
to build up here (upper left drawing). Smoke
concentration
increases
as
does
the
temperature of the smoke. The smoke is forced
into the void space of building C. Once there,
the smoke will again start to build up (upper
right drawing). After some time, the void space
underneath the roof of building B also fills up
with smoke (bottom right drawing). All of the
void spaces are now filled with a mixture of
smoke and the air that was already there.
(Figure: [3])

사다리차 대원은 다음으로 건물 지붕이 약간 들어 올려지고 건물 B 의 측면벽이 붕괴되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45mm 호스 라인으로 진입해 있는 팀의 탈출 경로가 이로 인해 차단되었습니다. 지붕을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힘은 바로 그 밑에 연기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먼저 압력파가 공기와
화재 가스의 혼합물을 통해 건물 B 쪽으로 이동합니다. 잠시 후 충격파가 화염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점화의 하류에서 두 가지 현상이 발생 함을 의미합니다. 먼저 천장의 (부분적인) 붕괴를 일으킬 만큼
강력한 압력파. 그리고 그 후 곧 불길에 의해 모든 것이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 화염의 앞과 뒤의 조건 사이 차이는 분명히 눈에 띄어 야합니다.
이 특정 구성에서 연기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두 단계는 수습 지휘관이 차후 증언한 두 가지 현상으로 설명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또한 화재 현장에 있던 팀장(Captain)이 제공했습니다. 그는 지붕 덮개가 암갈색으로
만들어 졌다고 말합니다. 역청(Bitumen)은 가열되면 인화성 가스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는 빈 공간에 축적되어 당시 발생했던 사건의 연료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것들은 일어난 일을 설명하려고 하는 가설 그 이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격적인 테스트 등과
같은 과학적 연구 없이 통해 이 가설을 확인하거나 반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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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mportant factors

이 사건의 결과에 기여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래 내용으로 간단히
논의됩니다. 본 글과 같이 짧은 글로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4.1

Size up

먼저,
화재
현장의
현장평가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건물은 가파른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건물 A 의 1 층은 건물 B 의 2 층과
같은 높이에 있었습니다. 건물 B 에 대한 출입은
외부 계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대원들은 결국 2 층에서 진입해야 했습니다.
경사면 바깥쪽에 배치 된 대원의 경우 해당층은 2
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화재 진압에
대한 해당 건축물의 정확한 그림을 얻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층수가 다른 건물은 그
자체만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구조물 (예 : Cherry Road)에 몇 가지
Figure 8 View of the front of the building. Notice
치명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the staircase that provides access to the upper
floor level. Also take note of the rectangular shape
높이의 차이는 또한 더 긴 벽을 따라 외부의 of the brick wall. Behind this wall, there’s a pitched
지면에 있는 사람들(연소중인 창문 포함)이 roof hidden from view. (Photo: Robert Decock)

상황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아래쪽에서 보기에는 건물에 지붕이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그림 6. 참조). 건물 앞면의
직사각형 벽이 이 인상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형 때문에 건물의 360 도 현장평가를 수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건물 A 의 화재로 인해
불타는 건물과 담장 사이를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건물의 뒤편을 지나가는 것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건물의 높이 차이와 360° 현장평가를 수행 할 수 없다는 이 두가지 요소는 거대한 연기 생산과 함께
무성하게 자란 안뜰이라는 상황이 함께 "추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 알려진 방법을 사용하여 화재
현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현장에 있는 대원들로 하여금, 진입한 대원들이 건물 B 에 연결되지 않은 건물 A 에서
화재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Batselier 중위와 Tacquenière 상병은 외부의 대원들 생각으로는
인접한 건물에서 건물 A 에 대한 외부 주수를 실시하기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화재와 싸울 수
있는 최고의 위치였습니다.
만일 두 건물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면 차후 발생한 것과 같은 연기 폭발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당시의 부정확한 현장평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4.2

Water supply

용수 공급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소방관은 560m²의 면적과
432m²의 작은 산불에 완전히 발달된 화재에 직면했습니다. 총면적이 약 1,000m²인 화재가
발생한것입니다. 이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을 즉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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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은 더 높은 수준의 출동단계를 요구했습니다. 브뤼셀
소방에서는 탱크차가 일반 건물 화재 출동에 표준출동단위로
추가되지는 않았습니다. 8000 리터를 운반하는 두 개의 물
탱크차와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 펌프차가 필요했습니다.
충분한 용수 공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15 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브뤼셀 소방에서도 다소 특이하게 오래 걸린 시간 입니다.
다른 차량의 위치와 소화전 사이의 거리가 멀어 매우 긴 길이의
용수 공급 호스 라인이 설치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이 차이로
인해 압력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여 일부 라인이 두 배가되었습니다
필요한 용수 공급이 10 분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가정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화재가 오랫동안 방해 받지 않고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화재가 연기 폭발에 필요한 가스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스 혼합물을
점화시키기에 충분한 에너지가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명쾌한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충분한 용수공급으로 일찍
화재를 진압하면 결과적으로 화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Figure 9 The water supply line
going from the hydrant to the
않았을까라는 그럴듯한 생각이 듭니다.
engine was exceptionally
(Photo: Robert Decock)

4.3

long.

Type of construction

Ukkel 의 화재는 버려진 폐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내부에는 큰 화력(가연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버려진 건물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것들입니다. 건물 A 와 C 의 일부는 창고와
같은 보관실로 화가 / 장식가가 사용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량의 페인트 병 및 기타 인화성 건축 자재가
보관되었습니다.
Ukkel 의 이 해당 건물에 사용 된 건축 유형은 벨기에 표준에 있어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벨기에는 더
견고한 건축물을 선호합니다. 벽돌과 콘크리트가 표준입니다. 이러한 건물의 장점은 화재에 대한 저항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발달한 화재에서,
이러한 건축물들은 언제든지 붕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중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을
움직이려면
매우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Ukkel 에서 각 건물은 바닥이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위에, 경량
나무가 올라가 있는 건축구조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건설은 미국에서는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들은 매우 낮은 내화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통상적인 화재에 노출되었을 때, 그들은
이러한 이유로 비교적 빨리 붕괴됩니다.
이러한 건축물의 꼭대기에 압력파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유형의 건축물의 무게는 매우 무겁지는
않습니다.

Figure 10 Top down view on to the burnt down
buildings B and C. In both buildings, the concrete and
steel structure is still intact. The wooden structure
above it has burned down completely. On the
rectangular wall of building B there’s still a charred
imprint visible of the trusses that supported the roof.
This gives an idea of the volume between the roof and
the false ceiling. This picture also shows the trees 추가적인 문제는 건물 B 의 지붕이 지지벽에
behind the building, as well as the fence. Because of 간신히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붕을
these, a 360° size up during the incident was
지지하는 벽은 그 무게로 그 자리에
impossible. (Photo: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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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습니다. 지붕은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의 원래 청사진으로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조립식 지붕 구조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립식 목재 구조가
지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건물건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금속 트러스는 목재 구조보다
더 강하고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나무 트러스도 화재 하중에 추가되었습니다. 금속 구조의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연기 폭발로 인해 압력이 발생했습니다. 이
압력파가
지붕을
들어
벽을
바깥쪽으로
밀었습니다. 과압이 잠시 후에 원상태로 가라 앉을
때, 지붕은 다시 아래로 떨어지고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벽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구조의 일부가 붕괴됩니다. 이 붕괴가
소방간부 Batselier 중위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유형은 사건의 결과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화재 현장에 특이한 또 다른 측면은 화재가
버려진 건물에서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벽의
모든 창문은 닫힌 상태로 연소됐습니다(하단
바닥의 단일 창 제외). 창문에 사용 된 합판보드는
또한 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금형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보드가 매우 단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Figure 11 View of the side wall of building
wooden boards sealing off the windows are
visible. At the far end, crews are doing a
attempt from the ladder basket. (Photo:
Decock)

B. The
clearly
rescue
Robert

내부에 갇힌 대원들이 그 보드 중 하나를 움직이자마자 문제가 발생한 대원들의 위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내부의 대원들은 보드를 제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외부에 있는 사다리차의 바스켓에서
행해져야했습니다. 사실 바깥 쪽의 대원들도 이 상황에서 추가 단점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사다리차는
현장에서 이상적으로 화재진압을 위해 배치되었지만 특정 창문 판넬의 강제 개방을 위해 배치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판자가 못 박히지 않고 벽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꼭대기 층의 모든
창문에는 심지어 한겹이 아닌 두겹의 이중 보드가 울 단열재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사다리차의
바스켓에서 소방관들은 필사적으로 보드를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림 11. 참조). 모든 도움은 결국
너무 늦고야 말았습니다. 사다리를 조작하는 대원들은 그들의 구조노력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점점 명확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5

Lessons to be learned

비극이 끝나자 기술적인 브리핑 보고가 열렸습니다. 소방국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 이번 사고로부터 교훈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래에 필자는 Ukkel 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 그러므로 본 챕터는 제 자신의 견해와 경험에 근거함을 밝힙니다.
5.1

Ladder truck as a watch tower

Ukkel 사건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현장평가를 도울 수 있는 사다리차의 잠재력입니다. 종종
사다리차대원은 지상에서 볼 수 없는 높은 곳에서 건물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사다리차 운영요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 동료들이 지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그 후 그는 그 정보를 모두와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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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그는 현장지휘관(IC)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현장지휘관(IC)는 필요할 경우
그의 관점을 통해 현장 상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새로운 정보들을 기반으로 전술적
선택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5.2

More hose in the vehicles

브뤼셀은 평균 인구 밀도가 km² 당 7,000 명이 넘는 도시 지역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수치가 24,000 p/km²로 증가합니다. 용수 공급은 그런 지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거주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도심의 상수도는 일반적으로 시골 지역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높은 압력으로 작동하는 대구경 파이프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Ukkel 은 브뤼셀의
부유한지역 중 한 곳입니다. 즉, 거기에 살고 있는 인구는 브뤼셀 내의 다른지역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수도관은 직경이 더 작고 그에 따라 압력은 낮습니다. 소화전의 낮은 압력과 지형의 기울기 때문에 충분한
유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용수 공급 호스 라인을 두 배로 늘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선착한 첫 번째 펌프차는 물보수 호스 라인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위한 호스 라인이 차량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기능의 소방용 펌프차를 다기능 다목적 펌프차로 개조한 결과 지금은
차량에 적재되고 사용되는 호스의 양이 전보다 적어졌습니다. 기술적인 구조 및 차량 구조장비를 위한
공간이 펌프차 내에 만들어져야만 했습니다. 또한 당시 화재현장에서 그 길이의 물보수를 위한 용수 공급
라인을 배치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사다리차의 뒤쪽에 붙어 있는 호스릴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길이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사다리차의 호스릴 길이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펌프차의 적재 호스량이
증가했습니다. 아코디언 식, 혹은 호스를 지그재그로 사용하는 접이식 등 최근의 변화로 인해 더 많은 호스
라인이 각 차량에 적재 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호스 라인 적재방식은 기존의 말아서 적재하는 호스
라인과 달리 긴 호스라인을 신속하게 늘리는 데 더 적합합니다.
5.3

Procedure “abandoned buildings”

해외의 여러 소방서에는 버려진 건물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싸우는 특정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중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들 중 하나가 대원들이 해당 화재 건물에 진입한 창문입니다. 화재와 싸울 때, 우리는
항상 대원들을 위한 두 개의 분리 된 양방향 탈출로가 있다고 가정하고 활동합니다. 건물의 일반적인
진입점은 탈출의 첫 번째 경로입니다. 저층 또는 중층 건물의 두 번째 탈출 경로는 창문을 통과하는
경로입니다. 후자의 아이디어는 상황이 나빠질 때 창을 통해 도망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동료들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부 대원들을 대피시킵니다.
창문이 닫혀있을 때 이 가정은 더 이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우리에겐 하나의 탈출 경로만
남게됩니다. 이는 현장활동을 하는 대원들의 현장 안전 수준이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버려진 건물" 대응
절차에는 창문을 여는 작업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방서가 버려진 건물의 화재를 다루는 것이
확실시 되는 즉시 이를 위한 추가 대원이 절차 상 배치됩니다. 종종 이 대원은 이 작업을 위해 약간의 추가
기술 및 관련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다리차가 출동됩니다. 그러면 몇 개의 창이
이러한 절차를 통해 외부에서 다시 열리고 그 위치가 내부에 있는 대원들에게 전달됩니다. Ukkel 의 경우,
이 특별한 행동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연기 폭발은 첫 번째 펌프차가 현장에 도착한 후 약 40
분 만에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여 폭발까지 사전에 몇 개의 보드를 외부에서 제거하고 순직한
Tacquenière 에게 탈출구를 제공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5.4

Organization of the fire service during and after the incident

우리 스스로가 상처받은 사건은 소방 조직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동료들의 심신은 이러한 사고로 인해 황폐화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어찌보면
비정상적인 비국적인 상황에 대한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표출되는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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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적절한 사후 지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도 소방서는 계속해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관련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상처받은 동료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직원들은 더 이상 근무를
못하고 퇴직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교대를 끝내고 다음 근무에 제외 되는 등의 배려를
준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그들은 그러한 배려에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소방관들 중 어떤 사람은 근무를 계속 문제없이 할 수 있겠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편차 때문에 이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다행히 브뤼셀 소방서는 직원들간에 매우 높은 수준의 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소방관이 자발적으로 소방서로 와서 도움을 줍니다. 3 월 22 일 갑자기 발생한 테러공격 중 300 명의
소방관이 근무를 수행중인 150 명 대신해 근무를 지원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소방서에 충분한 인력들을 확보하는 것이 현장대원의 즉각적인 지원에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나 안정된
마음으로 평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한 발 뒤로 물러나라고도 합니다. 당시 소방조직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장이 아닌 소방서에서
교대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건과 일들은 사실 우리 가족보다 동료 소방관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우리에게 발생한 일들을 쉽게 공감할 수 있지만,
때로는 사건 발생에 따른 모든 영향력을 실제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브뤼셀 소방은 현재의 모든 화재 지역과 마찬가지로 소방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합니다. 화재 발생 시 주
소방대원들은 항상 본서에서 출동됩니다. 즉, 주말에는 다른 서나 센터에 서장급(chief officer)이 없으며
일부 소규모 센터에는 서장급(chief officer)이 없습니다. 주요 소방서는 브뤼셀 응급 서비스의 중추 신경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다른 소방서에서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 이후 그 여파를 처리하는 동안 브뤼셀 소방서의 8 개 소방서 중 7 개
소방서의 차량이 한대 이상씩 각 관할의 출동 현장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소방서마다 지원이 필요한
동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각 소방서에는 이러한 재난발생 상황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본부 혹은 본서와 원활하게 통신하기 위한 최고책임자(chief officer)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하루 동안 일하고 다음 3 일 동안 집에 돌아가는 24 시간 교대 근무를 합니다. 비극적인
사고 후 사흘 만에 그들은 다음 당번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직원들에게 다음 화재로 다시 아무렇지
않게 출동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Ukkel 이후의 첫 번째 화재는 완벽하게 진행되었고
진압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첫번째 교대 근무 동안 Eric De Soir 의 지도하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응급 서비스에 대한 위기 지원 분야의
관련자입니다. 3 월 22 일의 테러공격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근무에도 그는 동료를과 함께 우리 동료들을 도우기 위해
왔었습니다. Eric 은 그의 팀과 함께 환상적인 일을 합니다. 이와
관련 된 추가적인 지침 및 지원 조치는 언제든지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가 이러한 비용을 처리 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방관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극단적인 길로
갑니다. 그게 소방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소방관들에게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 소방관들 돕는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달려있습니다.
Figure 12 Erik De Soir was
instrumental in the support of our
colleag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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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ing remarks

본 글은 소방간부 Batselier 와 상병 Tacquenière 및 그날 사고와 관련된 모든 소방관에게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 날 드림팀이 Ukkel 의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매우 유능한 사람들의
조합이 당시 화재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소방간부 Batselier 와 과거에 함께 긴밀하게 일해 왔으며
또한 저는 그 사건을 지휘한 최고책임자(chief officer)와 그와 함께 근무한 팀장(Captain)과
함께일합니다. 그들은 모두 내가 아는 가장 숙련된 소방관입니다. Ukkel 후 마음에 온 많은 생각들: “만일
그들에게 그러한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리고 그 일이 제게도 일어났다면 제게는 심지어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지식으로 이 화재는 다른 결과를 가져 왔을 것입니다. 지금은 보편적일지라도 그 지식의 상당
부분이 8 년 전에는 쉽게 구할 수 없었다는 무언가를 배울 것을 희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다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조직에서 이러한 교훈을 계속 배우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은 그것을 익힌 대원들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사고들로부터의 배움은, 벨기에에서는 우리가 뭔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바꾸며 나아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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