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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ndpipe
A link between fire prevention and fire fighting

1 Introduction

2003 년 7 월 29 일 20 시 44 분, 런던 소방국의 소방관들은 고층 빌딩의 화재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Dudeney 부국장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런던의 Telstar house는 60 년대 후반에 지어진 사무용 건물입니다. 건물의 바면적은 약

1,700m²(17 x 100m)입니다. 건물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사무실은

구획이 되어 있지 않은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건식시스템의 연결송수관

/옥내소화전(standpipe)이 설비되어 있었습니다. 런던 소방국은 일반적으로 고층 빌딩

화재현장에 2 대의 펌프차와 1 대의 사다리차를 출동시킵니다.

선착대는 출동 3 분 후에 화재 현장에 도착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때, 건물 외부

에서는 화재 징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압대원들은 기존의 소방시설의

오작동(동일 건물에서 지난 1 년 동안 14 건의

오작동 발생)과 같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선착대장은 건물 경비원과 통화했고 7 층의

화재 감지기가 경보를 울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격대원 중 한 명이 45mm 소방 호스 한

벌을 가지고 건물내로 진입하였고 공격팀은 승강기를 타고 6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곳에서 그들은 청소부 한명을 만났고 그 청소부는 대원들을 안내하고 계단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7 층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대원들은 연기와 화염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6 층에 위치한 선착대장에게 무전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대원들이

연결송수관을 충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격대원들이 벽걸이형 소방

호스릴(옥내소화전)로 불을 끄려고 하는 동안 45mm 소방 호스 라인이 (연결송수관에)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격 대원들은 호스릴으로 화재를 진압하지 못했습니다.

대원들이 진압하려고 했던 사무실 공간은 완전히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공격대원들은

후퇴해야 했습니다.

바로 후퇴하여 문을 닫았을 때, 두 명의 동료가 45mm 소방 호스의 연결 마치고 있었습니다.

소방 호스가 충수되었고 첫 번째 진압시도가 실패한 지 몇 분 만에 두 번째 화재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원들은 화재실에 들어서자마자 엄청난 열기를 느꼈고 다시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 무렵, 건물 밖에 있던 지휘관(company officer)이 쿵 하는 큰 소리를 듣고

살펴보니 7 층 창문의 일부가 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현장지휘관(company officer)은 대응 단계를 올리고 펌프차 2 대를 추가 요청했습니다.

소방대는 화재 현장에서 겨우 6 분 동안 진압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6 분 동안 런던

소방대원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7 층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연결송수관 /옥내소화전

(standpipe)을 통해 소방 호스를 전개하고 충수하여 화재를 두 차례 공격했습니다(소화전의

소방 호스릴, 연결송수관의 45mm 소방 호스). 현장에 도착한 단 2 대의 펌프차로 이루어낸

상당한 성과입니다.

figure 1 Example of an open spac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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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 뒤인 20 시 57 분경 펌프차 2 대가 추가로

현장에 도착합니다. 후착 대원들은 6 층과

8 층으로 진입했습니다. 6 층에는 교두보가

설치되어 있으며, 8 층에는 38mm 소방 호스

라인을 지참한 대원들이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색대원들이 8 층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8 츠은 이미 연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8 층에서는 진행중인 화재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때쯤 7 층 창문이 거의

다 깨졌고 건물 외부에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8 층 유리창에 엄청난 열이

가해졌습니다.

환기량이 증가하여 화재층의 열연기가 밖으로

분출하고 시야가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모든

창문이 깨져 있습니다. 또 다른 화재 공격이

시작 되었지만 소방 호스의 유량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창문이 깨어져 있어서

7 층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바닥면적이

1,000m²가 넘었습니다!

또 한번, 화재 공격은 고열로 인해 실패하고, 대원들은 어쩔 수 없이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

무렵, 화재는 8 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대응 단계가 다시 상향되어 총 10 대의 펌프차와

사다리차가 현장으로 추가 출동하였습니다.

런던 소방국의 우리 동료들은 열 스트레스 관련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진압대원 한

명이 동료들에 의해 구조되어야 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엔 펌프차

20 대와 사다리차 4 대가 출동했습니다. 총 135 명의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마침내

새벽 2 시에 11 층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건물 내 총 5,000m²의 면적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2 Travelling fires

지난 몇 년간, 우리들은 화재 행동 훈련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오늘날의

소방관들은 15 년 전의 소방관들보다 화재 행동 상황을 훨씬 더 잘 묘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환기가 양호한 격실 화재의 성장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고, 점점 커져서 약 4 분 후에 플래시오버가 일어나고, 실내 전체가

불타오릅니다.

소방관들에게 화재 발생에 대한 이러한 설명이 단순화시킨 현실의 모델일 뿐이라는 사실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델은 종종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환기가 양호한 화재 행동 모델은 실제로 크기가 제한된 단일 격실에서만 적용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침실, 거실 등을 생각합니다. 벨기에 소방관들은 주로 작은 규모의 화재

현장에서 활동합니다(< 60m²). 이러한 화재 현장에서는 위의 모델은 매우 유용합니다.

figure 2 Most of the windows have
collapsed and flames exiting the building are
a threat to the floor above. (Photo: London
evenin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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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star House 화재의 경우, 화재실의 크기는 1,000m²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큰 구획에서는

위의 모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플래시오버가 발생하면 방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플래시오버와 유사한 조건이 넓은 공간의 특정

위치에서 나타납니다. 화재실의 일정 부분에서는 화염에 완전히 휩싸여 있지만, 그 곳과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화재는 여전히 성장 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아무것도 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인접 구역에서 나오는 연기만 보일 뿐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무실이 열린 공간(open floor plan)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최대 2,500m²의 구획이 허용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고층 빌딩들이 있는데, 이 빌딩들은

해당 층이 하나의 넓고 개방된 사무실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러한 건물들에서도 몇

번의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넓은 구획의 화재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이유입니다.

Scotland의 Edinburgh 대학은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했고 Travelling Fires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이론은 화재가 넓은 공간에서 국부적으로 타오르는 동시에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즉, 화재가 발생한 특정 구역에서 최대 HRR 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화재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최대 HRR 에 도달하지 않은 인접 구역이

있습니다. 화재 발생 후기에는 화염이 잦아드는 구역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일정한

HRR 가 발생합니다. 이 구역 옆에는 화재가 최대 HRR 에 도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화재의 성장단계에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화재가 넓은 공간을 지나가는

방법입니다(그림 3 참조).

Paul Grimwood는 그의 뛰어난 저서 'Eurofirefighter 2'에서 분당 22m²가 화재 확산의

현실적인 추정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개방된 넓은 사무실 공간에서 발생한 여러

화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화재 확산 속도는 빨라보이지만, 작은 구획이 있는 건물과 달리,

개방된 공간의 사무실 형태에서는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가로막는 벽이 없습니다.

figure 3 Schematic representation of a travelling fire. Twenty-five minutes after the start, the fire
is in the lower right corner. After 37 minutes, this area is in decay, but the lower left corner is now
burning fiercely. After 49 minutes, the fire is most intense in the upper left corner while the two
bottom areas are in decay. After 65 minutes the fire has reached its peak in the upper right corner
while all the other areas are in decay. During all this time, the fire has been moving through the
entire floor. (Drawing: Paul Grimwood)

이 숫자는 이러한 화재에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를 나타내는 좋은 지표입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나요? 즉, 현장 도착 시간(response time)이

어떻게 됩니까? 벨기에의 목표는 최대 8 분의 현장 도착 시간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172m²의 큰 면적에 화재가 지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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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상태는 이미 꽤 크게 성장한 화재입니다. 그리고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했다고 해서

대원들이 즉시 화염에 주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주수가 시작되기까지

최대 15 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즉, 대원들이 화점층까지 올라가서 상황판단을 하고 소방

호스를 전개해야 합니다. 화재가 더 높은 층에서 발생할수록 이 모든 작업들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15 분의 시간이 지나면 대원들은 330m² 또는 그 이상의 면적에 화염이 지속되는

화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벨기에 화재 안전 규정에서는 2,500m²의 구획을 허용합니다. 이론적으로는 30 층에서 그

크기의 면적에 개방된 공간의 사무실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3 Which flow rate is needed for all this?

이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얼마의 유량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주제는 또한 수많은 과학 연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주제의 중요한

연구자는 Grimwood, Särdqvist, Hadjisopholous 입니다.

초기 연구는 주어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최소 유량이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임계 유량(CFR: Critical Flow Rate)이라고 정의 하였습니다. CFR 보다

낮은 유량으로 화재 공격이 이루어지는 경우 화재는 진압되지 않습니다. 화재는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연소할 것입니다. CFR 의 가장 일반적인 수치는 2L/m・ m²(2

lpm/m²)입니다. 이 숫자는 구획실 면적의 크기가 아니라 화염이 타오르는 면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획실의 면적은 잠재적 연소 영역입니다. 진압대원들이 물을 충분히

뿌려주지 못하면 화재는 빠르게 확산될 것입니다.

Paul Grimwood는 90 년대에 유량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는 전술 유량(TFR: Tactical

Flow Rate)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냈습니다. 전술 유량은 단시간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유량(in liters per minute)이며, 사용된 물의 총량(in liters)은 가능한 적어야 합니다. 그는

TFR 이 중간 화재하중(medium fuel loads)의 경우 4lpm/m²이고 큰 화재하중(heavy fuel

loads)의 경우 6lpm/m²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가정용 가구들이 큰 화재하중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Paul은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하여 화재 현장에서 5lpm/m²를 경험 법칙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경험 법칙은 간단하고 화재 현장에서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좋은 도구입니다. 이

값은 고압 소방 호스 라인의 경우 30m², 저압(Ø 45mm) 소방 호스 라인의 경우 60m²를 진압

가능 최대 면적으로 변환됩니다(6lpm/m²로 계산).

2015 년에 Paul Grimwood 는 이 주제로 박사과정 연구를 마쳤습니다. 그는 건물들을 사용

목적별로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화재에 대해 그는 다음 공식을 찾았습니다.

F= 61 × Afire
0.57

물론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실제로 이 공식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공식을

사용하여 특정 층의 화재를 진압 할 수 있는 충분한 유량이 소화배관(standpipe)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방정식에 1,000m² 의 면적이 입력되면 공식은 분당

3,128L 의 유량이 필요하다고 산출합니다. 이 공식은 건축가를 위한 것이며 화재 안전

규정에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가는 화재 진압을 위해 충분한 유량이 보장되도록

연결송수관/옥내소화전(standpipe)을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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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량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압력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현대식 소방 관창(nozzle)은

50 년 전의 관창보다 더 높은 작동 압력을 필요로

합니다. Los Angeles에서는 1993 년에 모든

연결송수관/옥내소화전 설비의 말단에 최소 7bar

이상의 수압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1988 년 First

Interstate Bank의 대형 사무실 화재는 아마도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 규정 때문에,

소방관들은 이제 그러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적절한 유량과 적절한 수압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결송수관/옥내소화전은

계단실에 설치됩니다. 이를 통해 소방관들은 안전한

장소에 서 소방 호스를 연결한 후 화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벨기에의 많은 소방서에서도 G-Force 관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관창은 낮은 압력(< 4

bar)에서도 양질의 물줄기를 만들어 냅니다. 소방관들이 관창을 사용하면 압력이 거의 없는

배관에 연결된 소방 호스로도 고층 건물 화재의 진압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Kent 에서 Paul Grimwood 는 오래된 관창이 현대에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림 4 참조). 미국에서는 이러한 관창을 smooth bore 관창이라고 합니다. 이 관창은 가스

냉각기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체상의 물줄기(solid water stream)가 형성되기

때문에 낮은 압력에서도 먼 곳까지 물줄기가 도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창은 현대의

관창보다 마찰 손실이 적습니다. 전 세계적으로(그리고 유럽에서도), 낮은 수압을 상쇄하기

위해 많은 소방서에서 이러한 유형의 관창을 사용하여 고층 건물의 화재를 진압합니다. 그

관창들은 더 큰 소화 능력을 가지지만 더 안전성이 부족한 화재 진압 방식(가스 냉각 기능

없음)으로 진압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모든 곳에 충분한 압력을 가진

연결송수관/옥내소화전이 있다면 우리는 소화 능력의 손실 없이 가스 냉각 기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What does the future hold in Belgium?

4.1 Place of the standpipes and hose outlets.

벨기에에서는 계단실에 연결송수관/옥내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에 있는 이 규정은 유감입니다. 따라서 개방된 공간의 사무실 중앙에 소방 호스가

연결된 관창이 위치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원들은 화재층 아래 층에 있는

옥내소화전을 검색해야 할 것이고 이 때문에 화재실의 출입문을 강제로 열지 않아도 시간은

불필요하게 낭비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방된 공간의 사무실 화재는 매우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1 분 1 초가 중요해집니다!

우리(벨기에) 법률의 이 조항(art. 4.2.2.7 항)이 개정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계단실에

연결송수관/옥내소화전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은 건축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고 더 빠른 화재

진압 활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figuure 4 Nowadays there are modern
variants of this old nozzle. In the US, this
type of nozzle is called “Smooth bore”.
(Photo: Warre St-Ge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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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Water pressure in the standpipe

벨기에에서는 옥내소화전에서 요구되는 최소 수압은 2.5bar 입니다. 그 수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요구는 이미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국가는 우리의 화재 안전 기준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최소 7bar 의 압력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많은 소방서에서 연결송수관/옥내소화전에 더 높은 압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압이

너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배관에 감압 밸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감압 밸브가

없다면 (20 층 건물의) 최상층에서 소방대원들은 압력이 7bar 인 관창으로 활동할 때, 60m

아래의 소방대원들은 압력이 13bar 인 관창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13bar 의 압력을

가지는 관창을 제대로 다루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건물에서 연결송수관/옥내소화전의

관창을 위한 압력 범위가 규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 ~ 10bar 의 압력 범위 입니다.

4.3 Flow rate

벨기에 화재 안전 기준은 지름이 70mm인 소화 배관을 요구합니다. 이 옥내소화전은

2.5bar 에서 500lpm 의 유량을 보장해야 합니다. Grimwood는 초기 연구를 통해 500lpm 의

유량은 소방대원들이 100m²의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Telstar house 화재의 사례는 화재현장에서 진압대원들이 충분한 유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화재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고 피해가 커졌으며 소방대원들도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Travelling fires 이론은 소방관들이 언제든 100m² 이상 면적이 타오르는 화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훈소 화재(smoldering fire) 또는 연료 하중이 화재실에

고르게 분포되지 않아 화점으로부터 연소 확대되지 않는 화재만을 진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실제 화재현장에서는 화재의 면적이 100m²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스프링클러가 없는 열린 공간의 사무실이나 스프링클러가 고장 난 곳에서 진짜 화재가

발생하면 절망적인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획의 크기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유량에 관한 현행 화재 안전 기준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기준 유량(500lpm)은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만 허용됩니다. 주거용 면적이 100m²보다

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 내부의 벽도 화재 속도를 늦추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확산속도는 분당 22m²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점과 사무실 용도의 건물에서는 넓은

구역이 자주 보입니다. 특히 이 구역들이 고층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소방대원들이 화점층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지연될 것입니다.

5 Influence of the large surface area

큰 구획실의 화재 또는 고층 건물에서의 화재는 대형화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

현장에서는 많은 수의 소방대원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많은 자원들이 높은 곳으로

운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원은 소방 호스 라인, 공기호흡기 예비용기, 대원들을 위한

음식과 음료, 응급처치 기구 등 입니다.

연결송수관/옥내소화전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충분한 유량이 부족할 때, 또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브뤼셀 소방국은 소방 호스 연장 절차(mobile standpipe procedure)를

진행합니다. 이 절차는 Ø 70 mm의 소방 호스가 계단실에서 전개됨을 의미합니다. 모든

펌프차에는 Ø 70mm 소방 호스가 적재된 두 개의 박스(cassette)가 있습니다. 그 박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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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40m/Ø 70mm 의 소방 호스가 적재되어 있어 진압대원들이 4 층까지 소방호스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펌프차에는 8 층까지 70mm 소방 호스를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40 층까지 급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압력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소방차는 최대 15bar까지 수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펌프차가 물을 더 많이 펌핑해야 할수록 정수적 손실(hydrostatical losses)과 마찰

손실(friction losses)은 더 커집니다. 때문에 관창에 남아 있는 압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동용 소방펌프(transporting portable pumps)를 엘리베이터로 운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압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높이의 절반층에서 이동용 소방펌프를 배치하여

소방 호스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고층 건물에 열린 공간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관할하는 소방서는 적어도 이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이동용 소방펌프가

엘리베이터로 운반하기에 적합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동용 소방펌프의 구동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기식 소방펌프에는 충분한 전류가 흐르는 콘센트가 필요합니다. 엔진식

소방펌프는 연소 생성물을 생성합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고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적용해야 합니다.

고층 건물의 넓은 면적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현장에서의 진압활동 시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높은 온도와 많은 계단이 어우러져 진압대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대원들은 어느 순간 피곤해지거나 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교체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무실 화재현장에서 진압대원 3 명이 각각 15 분에서 20 분 정도 화재를 진압 활동 후

30 분에서 40 분 정도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 화재 사례들 중 많은 수가 진압활동이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방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압대원들이 처음부터 적절한 유량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진압활동 시간의

단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소방대원의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현재의 화재 안전 기준을 바꾸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주거용

아파트에서의 최소 2.5bar 의 수압 기준을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용도의 건물에

걸맞는 적절한 유량 기준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Telstar house 화재 진압을 위해 런던 소방대는 135 명의 소방관을 동원하였습니다. 최근

Grenfell tower 화재에는 400 명의 소방관이 투입되었습니다. 런던은 모든 벨기에의

소방조직에 비해 매우 큰 소방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뤼셀은 벨기에에서 가장 큰

소방서이지만 약 160 여명의 소방관들이 각 안전센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약

50 명은 구급대원 입니다. 이는 화재 초기에는 약 100 명의 진압대원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런던과 뉴욕과 같은 매우 큰 소방조직에서는 매우 많은 수의 진압대원을

화재현장에 출동시킴으로써 부족한 화재 예방 조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화재현장에 100 여 명의 진압대원이 투입돼도 이들의 일상 업무는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벨기에의 소방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Antwerp 소방서장인 Major

Brugghemans은 만약 고층 건물화재가 발생하면 벨기에의 5 대 소방국이 협력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Telstar house 화재와 같은 화재를 예방하려면 연결송수관/옥내소화전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의 업데이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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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ire safety laws

벨기에에는 매우 좋은 화재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이

기준을 만들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대체로 우리 건물들은 매우 안전합니다.

하지만 고층 건물의 화재에 관해서는, 우리가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몇 년 이내에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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