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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들불 때의 칼름타후트 히스 보호지역 (사진 제공: 보리스 라우세이우)

산불 등 화재진화에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칼름타우트 소방서

FLIR K50 열화상 카메라는
가벼운 무게로 320x240
픽셀의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칼름타우트는 벨기에 앤트워프 북쪽 약 20km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 약 2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이지만, 이 시의 소방서는 화재진화 장비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이 소방서에서는
칼름타우트 시내뿐 아니라 유명한 칼름타우트 히스 지대를 들불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열화상 카메라가 필수 장비입니다.
칼름타우트 소방서장 로니 판 리엘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소방서에서 열화상
카메라는 이미 친숙한 장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한 것은 10년
전으로서, 당시에 구입한 FireFlir 열화상
카메라는 아직도 훌륭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FLIR K50을 한 대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FireFLIR 보다
크기가 훨씬 더 작아서 휴대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소방대원의 장비나 산소호흡기에
쉽게 부착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방서에서는 FLIR K50을 항상
화재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되는 소방차에
설치했습니다. 이 FLIR K50 전원을 켠 후
사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아서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칼름타우트 히스 보호지역의 들불
칼름하우트 히스 보호지역은 히스 들판이
지평선 끝까지 펼쳐져 있고, 습지에서 자라는
많은 들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황금 고사리,
바람을 받아 잎을 반짝이는 자작나무,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벨기에 칼름타우트에 있는 이 자연보호지역은
면적이 약 8,000 헥타르에 달합니다.
이 지역은 덥고 건조한 여름철이 되면 들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히스 보호지역에 2011년 큰 들불이
일어났습니다. 들불은 빠른 속도로 번져서
약 600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들불 진화작업은 매우 큰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인근 지역에서 많은 소방대원과 장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수 백 명의 소방관들이 이
자연보호지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밤낮없이 화재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칼름타우트 소방서의 로니 판 리엘 서장

이때도 열화상 카메라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상에서 눈에 보이는 불을 끄고 난 곳에서도
지하에서는 여전히 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지하에서 상당한 기세로 불이 붙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에서 불을 끈 후,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다시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장소를
열화상 카메라로 조사하면 지하에서 타고
있는 불이나 불씨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소에는 소방수를 충분하게
살포하여 남아 있던 불씨가 자체 발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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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높은 장소를 조사하는 데는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리콥터에 짐벌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하고
공중에서 비행하면서 지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장소를 찾아서 지상에 있는 소방관들에게
무전으로 통보하여 즉시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온도를 측정하여 롤오버 현상에서
소방관을 보호

롤오버란 미연소된 가연성 기체가 과열된
상태로 천장 아래 또는 실내 위쪽에 모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화재현장에서 실제로 연소되고
있는 것은 물체가 아니라 물체에서 방출된
가연성 기체입니다. 이런 미연소 가연성
기체의 농도가 높아져서 발화점에 이르게 되면
실내의 온도가 급하게 높아집니다.
화재현장에서 실내에 진입할 때 롤오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보이면 연기의 온도를 낮추는
소화작업을 진행하면서 열화상 카메라로 천장의
온도를 계속 관찰합니다.

FLIR K50과 FireFLIR. FLIR K50은 콤팩트한 크기로 인기가 있지만, FireFLIR 역시 10년이 지난 지금도
훌륭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는 2011년 칼름타우트 히스 보호지역의 들불 진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천장 부분의 온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플래시 오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롤오버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소방관들은 그 실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할 때에는 반드시
최소한 두 명의 소방관들이 함께 현장에
진입해야 합니다. 한 사람은 소방 호스로 물을
뿌리고 다른 사람은 열화상 카메라로 실내
구조를 파악하여 물을 분사하는 소방관에게 물
분사 방향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연통 화재(Chimney fire)
불완전 연소된 연료 가스가 연통이나 연돌
속에서 연소되는 현상이 연통 화재(침지 파이어)
입니다. 연소장치 내에서 휘발된 물질이
온도가 낮거나 산소가 부족하여 연소되지 않은
채 연통으로 배출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통에 들어온 미연소 물질이 온도가 낮은
연통에 접촉하면 냉각 응축되어 연통의 표면에
타르나 검댕과 같이 달라붙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연통이 완전히 막히거나
또는 연통의 온도가 발화점에 도달하고 산소가
공급되면 부착된 미연소 물질이 발화하게
됩니다.
칼름타우트 소방서의 의용 소방대원 40명 중 한
소방관이 휴대하고 있는 FLIR K50 열화상 카메라

연통 화재는 외부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연통의 온도가 높은 부분을 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높은 부분은 열화상
카메라에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화상 카메라로 진화되는 상황을 계속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난자 구조
이 소방서에서는 최근 FLIR 열화상 카메라로
칼름타우트 히스 평원에서 길을 잃고 조난당한
어린이를 찾아서 구조한 일이 있습니다.
조난 신고가 접수된 때는 이미 날이 저물기
시작했으므로 소방관들은 열화상 카메라로
조난당한 어린이를 수색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기 전에
어린이를 찾아서 구조할 수 있었지만, 완전히
어두워진 후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아니면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열화상 카메라는 소방관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하고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소방차에는 FLIR K50이 설치되어 있으며
소방관은 FireFLIR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소방관들의 생명은 물론
화재현장에서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나
조난당한 사람을 찾아서 구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주)플리어시스템코리아
서울 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66, 6층
(삼성동, 구구빌딩)
Tel:(02)565-2714~7
Fax:(02)565-2718
E-mail:flir@flirkorea.com

www.FLIR.com
이 자료에 수록된 이미지의 해상도는 해당 카메라의 실제
이미지 해상도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이미지들은 예시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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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에서는 짙은 연기 속으로 진입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짙은 연기 속에서는 눈 앞이
있는 자기 손도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열화상 카메라는 연기를 투시할 수
있어서 건물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대피하지 못한 사람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화재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주 위험한
롤오버(rollover) 현상에서 소방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