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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ngs
1 Introduction

화재출동 벨이 울립니다. 상황실에서는 화재신고 내용을 중계합니다. 잠시 뒤 소방차량

4 대(지휘차, 사다리차, 펌프차, 구급차)에 타고 있던 12 명의 소방대원들이 화재현장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Schaarbeek소방서의 펌프차와 사다리차도 화재 현장으로 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chaarbeek소방서는 화재 현장에서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우리보다 몇 분 전에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화재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동안, Schaarbeek 소방대원들은 그들이 현장에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곧 큰 화재가

발생했다는 의미이며, 소방대원들도 해야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몇 분 후에, 우리는 화재현장 인근에 들어섭니다. Schaarbeek소속의 소방차량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선착한 Schaarbeek의 펌프차에서 고압 소방호스 라인 하나가 전개되어 정면

출입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짙은 검은 연기가 출입문 상부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빠져나오는 연기는 매우 격렬하며 이는 내부에 심각한 화재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선착한 Schaarbeek의 펌프차 기관원에게 정보가 더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모두 안에

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서 공격대 지휘관과 교신을 하려고 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소방서(Helihaven)에서 상급지휘관인 저를 보내어 화재 현장관리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브뤼셀에서는 각 화재에 대해 주 소방서인 Helihaven에서 소방차 4 대가 추가

출동합니다. 또한 화재와 가장 가까운 센터(fire house)에서 펌프차와 사다리차도 추가

출동하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초조함이 생겼습니다. Helihaven소속 펌프차의 4 명의

대원들은 무엇이든 하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저는 화재 강도를 감안하여 저압 소방호스

라인 패키지를 추가로 배치하여 필요할 경우 소화수를 더 많이 주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착대 펌프차에서 저압 소방호스 라인이 전개되지 않아 이러한 작업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화재는 저압 소방호스 패키지 시스템이 각 펌프차에

체계적으로 정착되는 동안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Schaarbeek의 공격대 지휘관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제가 매우 높게

평가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현장대원이었을 때, 그는 소방위(lieutenant)

였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출동대 지휘관으로 자주 일해 왔고, 그는 매우 유능한 모습을 제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기호흡기 면체를 벗고 몸을 숙여 구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잠시후 저는 그가 완전히 지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건물 내부에서 구조대상자를 찾았다고 제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Helihaven의 소방대원 4 명 중 2 명을 보내서 내부 구조작업을 돕고 추가로 3 대의

펌프차를 더 출동시켜 달라고 상황실에 요청하였습니다. 공격대장에게 구조 작업을

중단하도록 강요한다면, 공격대원들도 심각한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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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에서 흘러나오는 연기의 양과 색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씩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Schaarbeek소속의 소방대원 몇 명이 추가로 지쳐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저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계단아래 지하층에서 아주 큰 불이 진행중입니다.

아래층 복도에서 공격대원들이 구조대상자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상자가

벌거벗은 매우 비만인 남성입니다. 그는 아마 130~140kg 정도 무게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를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얼마 후, 내부에 남겨져있던 Schaarbeek 소속의 공격대원들과 Helihaven소속의 대원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축 늘어진 구조대상자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 대원들은

육체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밖에서 대기하던 진압대원들은 세 번째로 도착한

펌프차의 대원들과 함께 다시 진입하여 화재 진압을 다시 시작합니다.

화재 진압, 그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맹렬한 지하 화재를 진압하고

잔화정리를 시작하였습니다.

2 Rescuing victims

"화재 진압보다 피해자 구조가 우선이다"에서 "우선, 화재를 먼저 진압하라."로 바뀐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소방 교리의 가장 중요한 변화들 중 하나입니다.

화재의 성장 속도가 이전보다 10 배 빨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화재발생과 플래시오버
사이에는 30min 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겨우 3min 정도의 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져있습니다. 더 이상 구조대상자를 먼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 물론 아닙니다. 대부분의 화재에서 구조대상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화재를 통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그것은 우리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화점을 향해 전진하다가 구조대상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의 추론이 여전히
옳은것일까요?

그러한 경우에는 더 이상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이미 구조대상자를 찾았습니다!
구조대상자를 발견한 후, 공격팀은 (검색)구조팀으로 변합니다. 구조대상자를 구출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최고 지휘관에게 구조대상자를 찾아서 다시 밖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최고 지휘관은 화재 공격을 위해 다른 대원을 투입시킬 수
있습니다. 즉, 화재진압도 중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화재 공격대원들이 구조대상자들을 뒤쫓아 온 구조대원들에게 인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격팀은 화점 검색을 계속할 수 있고 구조팀은 구조대상자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IC 와의 원활한 통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브뤼셀에서는 모든
화재 출동에 구급차와 응급의사 및 구급대원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IC 는 응급 콜센터 112 를 통해 의료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 CFBT-BE 3/9 Slings
Versie 27/10/2017 Karel Lambert; Translation: KiDuck, Dominic, Choi

위 예에서, 구조대상자의 덩치가 너무 커서 그를 이동시키려면 모든 대원들이 구조대상자를

이동시키는 작업에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복도에 있던 구조대상자와 6 명의 대원들이 그를

끌고 나오려 했지만, 그 지점에 있는 (고압)소방호스를 잡고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3 Moving a victim

모든 것은 시작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학교에서는 약 30~50kg 의 훈련용 더미가

구조대상자로 사용되어 구조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런 종류의 무게는 2 명의 대원이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의 대부분은

몸무게가 70kg 이 넘습니다.

사람을 들어 올려 이동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기술은 Rautek lift(extremity lift)입니다. 이

기술은 EMT 가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이동방법입니다. 첫번째 EMT 가 구조대상자의 뒤에

위치하여 대상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대상자의 팔을 잡아 안아올리고 두번째

EMT 가 구조대상자의 다리를 들어올릴 때(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하중을 운반할 때)

신속하게 구조대상자를 대피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EMT 대원의 등과 허리에 큰

부담을 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화재 상황에서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 화재현장에서의 소방대원들은 거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때로는 뜨거운 연기 아래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연기층 아래의

환경에서는 그나마 대원들이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작업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소방대원들이 몸을 낮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서있는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기법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밤 시간대에는 벌거벗은 구조대상자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잡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슬링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Slings

슬링은 크기와 색상이 다양합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중량물 인양

작업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슬링은 거의

항상 고리가 있는 박음질된 일종의 웨빙

입니다. 클라이밍과 구조활동 모두에서,

이러한 슬링은 항상 일정한 하중을 견디도록

테스트되고 인증됩니다. 클라이밍에서는,

2.2kN 의 작업 하중을 받는 슬링이 일반적

입니다. 이러한 슬링은 최대 2.2 톤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슬링이 화재현장에서 사용될 때에는 그렇게

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조대상자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

되는 슬링은 그러한 무거운 작업 하중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Figure 1 Two slings for sports climbing. Both
have a working load of 2,2 kN. The top one is
1m20 and the bottom one is 2m30.
(Photo: Filip Lem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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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밍용으로 사용되는 슬링은 소방에서도 흔합니다. 그들이 필요
이상으로 강하다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등산용품 또는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거의 모든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뤼셀 소방조직에서, 수 십여명의 소방대원 들이 3.2m 의 튜블러 웨빙 슬링을 주문
하였습니다. 이러한 슬링으로, 소방대원들은 화재현장의 구조대상자를 간단한 방법과
복잡한 방법 모두를 수행하여 구출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Rhinoevac'이라는 장비를 개발 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쪽 끝에 카라비너를
부착한 화재진압대원들을 위한 맞춤형 오픈 슬링입니다. 이 카라비너는 슬링의 한쪽 끝에
박음질된 작은 루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전체 슬링은 또한 루프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카라비너가 슬링의 반대쪽 끝의 루프에 고정되면 더 큰 루프가 만들어 집니다.

Figure 2a and 2b The Rhinoevac stretched out and made into a loop. (Photo: Karel Lambert)

5 Using slings to rescue victims

모든 유형의 슬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구출 기술은 슬링을 구조대상자의
다리(발목)에 결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간편하고 효과적인 부착 지점을 만들어
구조대상자를 건물 밖으로 쉽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슬링으로 구조대상자의 구출을
시작할 때, 희생자가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있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구조대상자의 배가 바닥을 향하게 하고 그를
끌고 나온다면,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조대상자의 등이 바닥에 있는지 배가 바닥에
있는지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구조대상자의 무릎을
찾아 구부리는 방법입니다. 다리가 위로
구부러지는 경우(그림 3 참조), 구조대상자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구조대상자를 뒤집어야 합니다.

구조대상자가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있지만 방향이 잘못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구조대상자의 머리가 출입구를 향하고 있고 우리가 발을 먼저 끌어내려 한다면,

Figure 3 By bending the knee, it becomes
clear whether or not the victim is on its back.
(Photo: Karel Lam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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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상자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넓은 지역 에서 구조대상자를 돌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좁은 복도에서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구조대상자의 양 무릎을 몸쪽으로 구부리는 것입니다. 소방대원은 구조대상자의
다리를 이 자세로 잡고 머리 아래로 팔을 팔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구조대원은 등을
바닥에 대고있는 구조대상자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Figure 4, 5 and 6 The technique for quickly turning a victim around in a small space. (Photo’s:
Karel Lambert)

구조대상자에게 슬링을 결착하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대상자의

양쪽 다리를 슬링의 루프 안쪽에 집어넣습니다(7 참조). 다음으로 다리 아래에 위치한

루프의 일부분을 다리 위로 당깁니다(그림 8 참조). 그런 다음 다리 위에 있는 부분을 위로

당기고 슬링 전체를 팽팽하게 당깁니다(그림 8 참조). 이렇게 하면 다리에 단단한 손잡이가

만들어집니다(그림 9 참조). 그러면 구조대상자는 한 명 이상의 소방대원으로 쉽게 끌려갈

수 있습니다(그림 10 참조). 이 기법의 단점은 구출(이동) 중에 구조대상자의 머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Figure 7, 8, 9 and 10 Step 1: The sling is placed under the legs. Step 2: The bottom part of the
sling is pulled up between the leg and the upper part is run through. Step 3: Run the upper end all
the way through and pull it tight. Step 4: The victim can now be dragged feet first. (Photo’s: Karel
Lam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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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상자를 구출시키는 또 다른 쉬운 방법은 상체에 슬링을 결착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조대상자가 엎드려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그림 3 과 같이 무릎을 위로 굽힘). 그런 다음,

슬링의 양쪽 끝을 대상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집어 넣습니다(그림 11 ~ 14 참조). 양쪽 끝은

어깨 위로 당기고, 당긴 부분을 슬링의 중앙 부분을 통과하게 합니다. 전체 슬링을 팽팽하게

당길 때, 중앙 부분은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체)

구조대상자를 당길 수 있는 손잡이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매듭은 구조대상자에게

불편함을 느끼게(당기면 매듭이 조여짐) 하지만, 대상자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Figure 11, 12, 13 and 14 Step 1: Put the two ends of the sling under the armpits. Step 2: Put
both ends in one hand and bring them back from the top of the shoulders. Run both ends through
the bottom center part of the sling. Step 3: Continue to pull back the ends and guide the center
part of the sling under the victim’s head. Step 4: Take hold of both ends at an appropriate length in
order to easily drag the victim. (Photo’s: Karel Lambert)

슬링을 구조대상자에게 묶기 위한 수많은 다른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는 종종 더 복잡하기

때문에 화재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즉, 대부분의 작업은 간단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몇몇 특정한 기술들은 대부분의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수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연기가 없는 조건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특정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시야가 확보되면 신속하게 구조대상자를 묶을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끌고 이동하고 창문을 통과하고 사다리에 있는

대원들에게 구조대상자를 인계하고 로프와 도르레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안전하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다른 장비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대상자의 수가 많은 작업에서는 이러한 기법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6 Critical comments

위에 설명된 각 방법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방법이 복잡할수록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맨손으로 완벽한 시야에서 매듭을 만드는 것과 짙은 연기 속에서 진압 장갑과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매듭을 만드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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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기술을 모두 익히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과

연습에 할당된 시간은 이러한 기술을 익히는 것에 비해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주제들이 소방관 교육 과정에 추가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소방서에서는 화재 현장에서 구조대상자를 구조하는 일이 극히 드물것입니다. 다른

소방서들의 경우, 이러한 구조작업이 거의 정기적으로 일어납니다. 후자의 경우, 구조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거의 없는 소방관들보다 슬링의 사용법을 훈련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비와 관련하여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Rhinoevac은 훌륭한 장비이지만,

상당히 복잡하기도 합니다. 짙은 연기 속에서 루프를 만드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작업에는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도구의 복잡성은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Rhinoevac의 또 다른 단점은 슬링 길이입니다. 덩치가 크고 무거운 사람의 상체에 고리를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Rhinoevac은 구조대상자의 큰 덩치에 비해 너무 짧을 수도

있습니다.

브뤼셀에서 사용되는 3.2m 의 맞춤 슬링은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하지만, 일부 기본

사용법을 수행하기에는 조금 길이가 깁니다. 이는 슬링을 접어서 두 겹으로 사용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1.6m 의 더블 슬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성이 전혀 없는(zero-

visibility) 환경에서 슬링을 두 겹으로 접고 다시 원래대로 만드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긴 슬링은 화재 중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다른 사고 시에는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추가 옵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테러 공격과 같은 많은 사상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브뤼셀에서 테러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브뤼셀 소방관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벨기에의 다른 지역에 있는 대다수의 소방관들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클라이밍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슬링은 어떠한 길이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적용 가능한 용도는 적지만 교육도 덜 필요로 합니다. 여러 기법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슬링의 길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재

이외의 다른 유형의 현장에서 슬링의 사용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본 용도를 쉽게 습득하고 그러한 기술을 쉽게 유지할 수 있는 값싼 슬링이

있다면, 그러한 슬링이 우리의 표준 장비 보유 기준에 추가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7 Other applications

슬링은 또한 화재 진압 활동 중 여러 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출입문 진입 절차에서,

우리는 소방대원들 중 한 명이 출입문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문이 약간만 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만큼 문을 열려면 문을 붙잡고

있어야하는 도어맨의 손이 문에 닿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아매기 매듭(lark’s head knot)을 문 손잡에 만들 수 있습니다(그림 15 참조). 이는

매우 간단한 매듭이며, 제어력을 유지하면서 출입문을 원하는 만큼 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문이 열려 있는 동안 (슬링이 느슨해져) 매듭이 때때로 문 손잡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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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부드럽게 열리는 손잡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브(동그란 모양의 손잡이) 또는 닫힌 레버('ㄷ'자 또는 'ㄱ'자 모양의 손잡이)의

모가지에 결착한 매듭은 문을 다룰 때 매듭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약간의 훈련을 통해 문

안쪽에 감아매기 매듭을 결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매듭은 팽팽한 상태를 유지하여

손잡이로부터 미끄러져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Figure 15 and 16 A lark’s head knot is attached to the door handle or door knob. The door can
then be closed with a quick pull and the firefighter keeps control of the door.

슬링의 또 다른 용도는 좀 더 복잡합니다. 소방대원들은 현장활동 중에 장애물을 극복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면 창문이나 벽을 기어올라가야 합니다). 기동복 차림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이지만 방화복을 입고 각종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경우에는 이러한

행동이 훨씬 더 어려워 집니다. 이는 약 25kg 의 추가 중량이 더해진 상태에서 수행해야하는

작업입니다. 슬링의 한쪽 끝을 손으로 잡고 다른 쪽 끝을 매달아서, 밟을 수 있는 지점을

만듭니다(그림 17 참조). 이제 이 곳을 밟고 일어서서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들은 소방대원들의 현장활동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구조대상자를 구출하는 데 필요한 "매듭"과는 달리, 이러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 번 보여주고 한 번 연습 시키면 대부분의 소방대원은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Figure 17 and 18 The vaulting box represents a window sill at one and a half meter height. Such
an obstacle is not that easy to pass while carrying a load. By gripping the sling at the far end in the
hand, a loop is left dangling at the front. This loop can be used as a foot hold. The firefighter can
push himself up using the legs. Since leg muscles are much stronger than arm muscles, it becomes
possible to clear the obstacle in full turnout gear with BA. (Photo: Karel Lam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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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ord of thanks

대부분 그렇듯이, 저는 위에서 설명한 아이디어를 스스로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받습니다. 이번에 저에게 영감을 준 사람은 Pieter Maes였습니다.

Pieter는 BIN(Brandweerman In Nood, 네덜란드어로 '위기에 처한 소방관') 1 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BIN 이 추구하는 목표는 소방관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스스로를

구조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Pieter 는 브뤼셀

소방서의 11 번째 company에서 근무하는 Patrick Vanderbeyen, Eric Plas 와 함께 이 슬링을

현장활동에 사용하기위해 도입하였습니다. 11 번째 company의 대원들은 3.2m 슬링의 단체

구매를 계획했으며, 이제 거의 모든 대원들이 슬링을 그들의 방화복에 달고 다닙니다.

해외에서 동료들을 만나면서 모아진 그런 아이디어가 벨기에 소방관들에게 반영되는 것을

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는 소방대원들이 스스로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가 매일매일 수행하는 현장활동 방식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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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program regarding firefighter survival으로 모든 소방관들이 진압활동 또는 동료구출 활동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기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