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AHF a.k.a. the art of reading fire
BE-SAHF “독화(讀火)의 기술”

1

Introduction(소개)

소방관들은 200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화재와 싸워왔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은 화재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중 한가지로 고안된 것이 바로 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화재’란 일정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통제를 벗어난 화학적 과정일 뿐입니다. 화재는 자신의
주변환경을 알고 있는 생물이 아니며,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고 진로를 결정 하지도 않습니다.
화재는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들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지만, 각 요소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요소들이 결합하면 그
최종 결과는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오늘날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화재성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대개
수많은 단순화 기술이 사용되는데, 단순화만이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 입니다.
또한, 10 분 가량의 화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하이엔드급 컴퓨터를 1~2 주 동안 가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엄청난 양의 컴퓨터 연산을 동원하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화재를 관찰 할 수 있습니다.
즉, 화재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컴퓨터와 달리 인간은 고도의 계산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재를 관찰하고, 관찰한
바에 따라 일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항상은 아니더라도 많은 경우 화재성상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화재를 읽는 작업은 부분적으로는 과학에 의존하고 부분적으로는 기술에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화재현장에서는 컴퓨터가 예측을 내리는데 필요한 많은 정보가 구비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재를 읽음으로써 내리는 판단은 언제나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합니다. 즉,
화재현장에서 이뤄지는 화재에 대한 예측은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소방관은 화재를 더 잘 읽어냅니다. 주기적으로 화재를 읽는 훈련을 하고, 현장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려 하는 소방관은 매우 능숙하게 화재를 읽을 수 있습니다. 화재현장은
시간적 압박이 있을 때의 결정능력이 중요한 곳입니다. 과학자들은 화재현장에서의 의사결정이 눈
앞의 화재를 과거의 화재들과 비교함으로써 이뤄진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의사결정을 “인식-촉발 결정”(recognition-primed decision making)* 이라고 합니다.
*인식-촉발 결정(R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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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History(역사)

Shan Raffel 은 호주 소방관입니다. 그는 250 만 명이 살고 있는 브리즈번에서 1983 년부터 활동 해
왔습니다. 현재 그의 직책은 센터장입니다. (벨기에 Fire Captain 급) 2000 년대 초, 그는 화재를
읽는 모델인 S.A.H.F (Smoke, Air track, Heat and Flame) 을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Edward Huizer 가 이 모델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후, 2000 년대 중반에 이르러 네덜란드 소방을
통해 이 모델은 벨기에에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Shan Raffel 은 국제소방교관워크샵인 IFIW
(International Fire Instructor 's Workshop)
국제

네트워크의

일원입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와 전문가들은 IFIW 를 플랫폼으로 삼아
화재성상 및 화재진압에 대한 지식을 공유합니다.
S.A.H.F 모델은 그동안 IFIW 에서 여러 국제적
전문가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Raffel 이 묘사한 화재징후 중

Figure 1 Shan Raffel during IFIW 2014 (Photo:
Karel Lambert)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페인트에 표면손상(기포)이 생기는 현상, 유리 창문에 금이 가는
현상 등이 토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스웨덴의 Stefan Svensson 은 이러한 현상들을 경험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Raffel 은 성장/발달 단계에 도달했던 호주의 모든 화재에서
이러한 징후를 목격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소방서장인 Ed Hartin 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머리 글자에 접두사로 문자 B (건축물Building)를 S.A.H.F (Smoke, Air track, Heat and Flame)
앞에 추가했습니다. Ed Hartin 은 화재가 격렬히 발생중인
건축물과 나누어 S.A.H.F 지표를 별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건축물도 화재발생 시 다른 지표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맥락으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2008 년

Shan

Raffel 은

자신의

모델을

B-SAHF 로

업데이트했습니다. 그 후, Karel Lambert 의 영향으로
네덜란드어

약어인

G-RSTV 가

만들어졌습니다.

차후

Siemco Baaij 가 저술한 책의 ‘Brandverloop’ 챕터에서 이
용어가 소방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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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경에는 북미 지역에서 ‘Wind Driven Fire’(바람에 의한 화재, 단순 비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화재성상은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아 급진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중요성이 충분히 인정 받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소방관이 이러한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사고는 고층 빌딩의 상층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바람에 의한 화재는 고층 화재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젊은
소방관의 생명을 앗아간 일반 주택의 1 층에서 발생한 특수 화재는 그러한 환상을 종식 시켰습니다.
그 후, 캐나다의 Peter McBride 는 두 번째 BS.A.H.F

모델

업데이트를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B-SAHF"에서 B 뒤에 문자
E 를 붙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자음(‘E’)은
바로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에어
트랙에서 바람을 따로 분리하고 그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자는 것입니다. 바람은 화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Shan
Figure 3 Canadian Peter McBride has also

Raffel 은 2014 년, 그의 모델을 BE-SAHF 로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the BE-SAHF
model. (Photo: Karel Lambert)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

Goals (목표)

BE-SAHF 모델을 사용하는 소방관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앞으로 전개될
몇 분 안에 화재가 어떻게 진행 될지 알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연소기간의 평가 및 화재의 환기개요를
결합한 ‘BE-SAHF’ 모델을 통해서 알 아낼 수 있습니다. 이 ‘연소시간평가’, ‘화재의 환기개요’(조건),
‘BE-SAHF’의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현재와 잠재적인 미래의 화재 성상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어디까지나 추정 일뿐, 예측 가능하다는 사실만을
충분히 강조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론 중요한 요소들이 소방관에게 발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잘못된 결론들이 도출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BE-SAHF 모델을 화재에 적용 할 때, 몇 가지 질문이 주어질 것입니다.

1.2.1 어떤 종류의 화재 진행단계에 있습니까?
화재성상에 관한 서적들은 보통 두 종류의 화재 성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화재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
되면

화재는

플래시오버로

진행됩니다.

플래시오버가

발생하면

소방관은

완전히

발달된

화재(최성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창문과 다른 입구를 통해 나오는 불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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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종류의 화재 진행단계를 ‘환기지배화재’(ventilated fire) 단계라고 합니다.

화재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 플래시 오버에 도달합니다.

Figure 4 The ventilated fire progress. (Figure: Karel
Lambert)

두 번째 종류의 화재 진행단계는 일반적으로 열린 문이나 창문들이 없습니다. 화재는 방 안에 있는
제한된 산소 의 영향만을 받습니다. 닫힌 채로 있는 방은 산소가 부족하지만 그 안의 제한된 산소로도
화재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는 플래시오버가 발생하기 전에 ‘통제된 배연(ventilation
controlled)’ 상태가 됩니다. FC / VC
(통제된

가연물/통제된

배연)

포인트를

통과한 후 소방관은 연기로 가득 찬 건물에
직면하게 됩니다. 화염이 거의 보이지 않고
균열된 틈을 통해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화재

‘환기부족화재’(under
fire)라고

Figure 5 The under ventilated fire is formed by the
red line followed by the grey line. (Figure: Karel 진행하기에
Lambert)

합니다.

진행단계는
ventilated

플래시

오버로

충분한 환기가 없는 화재를

말합니다.

두 종류의 화재 진행단계는 모두 눈에 보이는 특정 징후들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종류 모두
화재 현장의 특정 위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화재진행단계 모두 화재를 해결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소방전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 소방전술에 대한 지휘관의 선택은 화재가
이미 어떤 단계로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단 참조).

All models are wrong but some are useful – Ed Hartin
모든 모델들은 틀렸지만, 그 일부는 유용합니다. – Ed Hartin

© CFBT-BE
Versie 07/08/2016

4/10

The BE-SAHF model
Karel Lambert; translation: Heoyng-Eun, Parcker, Lee

환기지배화재(ventilated fire)와 환기부족화재(under ventilated fire) 는 현실의 모델 일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 모델들이 100 %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정보들은 화재 현장에서 유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 Ed Hartin 의 인용문이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 두 모델은 대부분의 화재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공장과 같은 매우 큰
규모의 산업시설 화재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 한 화재와 또 다른 화재의 종류는 소위 ‘건축물 화재’(construction fire)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화재에서는 건축물 자체가 화재로 불타고 있습니다. 이것의 예로, 숨겨진 공간에 있는 단열재
화재입니다. 이러한 화재의 화재성상은 두 가지 고전적인 모델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는 또한
이러한 화재에 대한 전술적인 진압방식 혹은 접근법 또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현장
지휘관은 이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진압방식과 접근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2.2 화재의 현재 연소유형은 무엇입니까?
화재의 발전단계는 연료로 제어되거나 환기로 제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화재를 관찰하고
있는 동안 쉽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여러 구획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예를
들어, 부엌에서 화재가 시작되어 거실로 불길이 번졌습니다. 이것은 거실의 화재가 여전히
가연물들로 인해 연료 지배되는 동안 부엌에서의 화재는 환기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지 않은 두 개의

구획실에서 두 건의 다른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 방화). 이 경우 두 화재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료지배형 연소유형에서 화재에 직면 할 때 플래시 오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화재가 최종 쇠퇴기에 있지 않은 경우). 반면에, 화재가 환기지배형이 되면 화재 진행단계와
환기 상황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각의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화재평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1.2.3 현재 화재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화재 발전단계 곡선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화재 진행단계(환기지배 또는 환기부족)와 연소환경 (통제된 가연물 또는 통제된 배연)이 모두 확인
된 후에 화재 발달의 진행단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얼마나 많이 진행 되었는지? 어떤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하고 어떤 위험이 여전히 상존 하는지? 가까운 미래에 어떤 종류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지?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다른 지표들을 평가함으로써, 훈련된 소방관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화재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2.4 화재가 난 곳이 어디입니까?
대답해야 할 다음 질문은 화재의 위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표들을 기반으로 화재가 발생한 혹은
발생하지 않은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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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까지 다음의 정보들이 수집되었습니다.
·

The type of fire development (화재진행단계 유형)

·

The burning regime(화재환경)

·

The current stage of fire development(화재진행단계 중 현재단계)

환기 조건상황 및 환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변경 사항도 화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정보들을 사용하여, 훈련 된 지휘관은 화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잘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은 현장에서의 화재 관련 정보들을 잘 평가하여 하단 사항들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Estimating risks (위험예측)
2. Determining tactical goals (전술적 목표결정)
3. If needed, request additional units and call for a higher alarm level
(필요한경우 추가지원을 요청하고, 더 높은 레벨의 대응단계를 요청하기 위해)
소방관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화재는 자연스럽게 연소진행됩니다. 화재발전단계는 처음부터
조건에 맞추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표현으로 불은 특정한 방식으로 발전하도록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119 의 목표는 화재를 통제하고 구조 가능한 요구조자를 구출하며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소방 대원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와 활동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BE-SAHF’ 모델은 소방관이 수행한 작업의 결과로 화재 발생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평가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 진화의 변화는 긍정적일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의 두 경우 모두 잘 훈련된 지휘관은 ‘BE-SAHF 모델’을 사용하여 해당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6 An example (예시)
소방관은 일반주택 1 층에 발생한 최성기에 도달한 화재에 도착합니다. 현장에 있는 첫 번째 펌프차
지휘관은 현장도착 후 환기지배된 화재를 다루고 있음을 판단합니다. (1) 다음으로 그는 통제된
배연을 깨닫고 (2) 화재가 최성기의 단계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방의 창문이 완전히 열려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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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합니다. 비록 방 뒷쪽을 볼 수는 없지만, 화재가 옆으로 번질 연소확대의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도에서의 두 번째 플래시 오버 발생은 매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휘관은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도의 왼쪽에 있는 방은 화재가 빠르게
번집니다. 화재가 시작된 방 안에서만 화재가 진행 되는 만큼은 그 위층에 있는 구조가능한
요구조자들의 생존 기회는 합리적으로 많아집니다. 이 가능성은 두 층을 분리하는 바닥재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휘관은

진압대원에게

mm(인치반)

호스

45

두

줄을

전개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는 이

Figure 6 Fully developed fire venting from the ground floor
windows of a house. (Photo: Nico Speleers)

두 개의 화재진압 호스 라인의
전체

유량으로

공격주수를
빠르게

간접적인

실시하여

제압할

수

화재를
있음을

깨닫습니다. 화재를 제어 한 후
진압대원은

안전하게

요구조자

검색 및 구조 작업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은 복도 왼쪽에
여러

개의

방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는 먼저 이 방들을
수색하라고

지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대원들에게 상층에 있는 방들을 대상으로 인명검색을 지시 할 것 입니다.
화재진압을 위한 수관을 더 전개하거나 늘리는 것은 위에 언급한 작업들 만큼 우선 순위가 높지
않습니다. 결국, 화재상황을 올바르게 읽음으로써, 화재가 펌프차(혹은 다른 소방차량) 자체의 물
공급만을 사용하여 충분히 통제 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

Method of operation (MO) 작동방식

1.3.1 The context (문맥)
BE-SAHF 모델을 적용 할 때 특정 작동방식이 사용됩니다. 첫째, 화재가 발생하는 모든 조건변수에
대한 윤곽이 확립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매개 변수와 관련된 그 문맥은 건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건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외부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화재가 한 가정의 화재와 동일한
외장재 및 가연물 등의 동일 조건으로 보았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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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함께 환경이 재검토됩니다.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바람입니다. 날씨의 다른
측면도 화재 현장에 개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위로 인해 현장이 얼어 붙을 수 있습니다.
영하의 기온은 진압과정에서 화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 개의 화재 지표(Smoke, Air track, Heat and Flame) 는 상황과 연결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지표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연기는 연소중인 화재의 유형에 대한 많은 정보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에어 트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열과 화염은 화재성상에 대해 오히려 앞선 두 지표에 비해 정보가
부족합니다.

1.3.2 누가 BE-SAHF 를 사용할까요?
4 가지 지표들을 검토하는 것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최고
지휘관 (또는 펌프차 운전대원)은 건물 내부에서 작업하는 대원이나 다른 지휘관과는 다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그들 모두는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없는 징조를 외부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중요한 정보를 무전기를 통해 즉시 중계해야
합니다.
내부 화재가 발생한 예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압대원은 발화점을 찾아 화재진압을 시작한다고
무전보고합니다. 그러나 그 시각, 외부에서는 연기 지표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연기의 양이
많아지면 색상이 어두워지고 건물을 빠져 나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고 지휘관은
아마도 내부에 진입한 화재진압대원들의 전술적인 철수를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외부에서의 관찰되는 징후와 내부에서 보여지는 화재의 사이에는 뚜렷히 대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징후의 차이가 설명 될 수 없는 한, 진압 대원에 대한 위험 또한 커집니다.

1.3.3 Points of interest(관심포인트들)
4 개의 화재 지표(Smoke, Air track, Heat and Flame) 들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모든 지표를
독립적으로 개별 분석해서는 안됩니다. 이로 인해 화재 현장의 잘못된 결과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네 가지 화재지표들을 동시에 살펴보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상황에 대한 좋은 평가 도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4 가지 지표들을 평가하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현장 도착 후 만들어진 "스냅 샷
사진 혹은 장면(현장도착 즉시 보는 상황)"보다 화재의 특정 기간에 보이는 지표들을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외부의 소방관들은 내부에서 작업하는 소방관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징후들을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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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예는 문이 개방되어있는 한 주택 화재입니다. 119 가 도착하여 희미한 회색 연기가 표출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현장지휘관은 그의 대원이 주수를 위해 말려있는 수관을 준비하는 동안
내부를 확인하고 화재의 크기를 신속하게 살펴 봅니다. 지휘관이 확인을 마치고 대원이 진압을 위한
진입준비를 마치면 집 앞을 다른 관점으로 다시 한 번 살펴 봅니다. 상황은 변경되어 더 많은 연기가
이제 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는 더 어둡고 이전보다 빨리 표출되어 나옵니다. 진압대원이 내부
화재진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펌프차 운전대원은 기존의 연기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연기의 색깔이 점점 어두워지고 연기가 점점 더 격렬 해지고 있습니다.
위의 예시는 시간 경과에 따라 4 가지의 화재 지표(Smoke, Air track, Heat and Flame) 들이
변경되면 도착 시 진압대원이 보는 ‘단일 스냅 샷(현장도착 즉시 보는 상황)’ 이미지보다 훨씬 중요한
정보가 보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부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다른 화재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변경 사항이 화재현장과 대원의 안전에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BE-SAHF 모델’을 적용하려면 교육이 필요합니다. 결국 많은 지표와 정보들을 한
번에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매 단계를 하나하나 고려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화재는
거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상황 그 자체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YouTube’에서 관련된 화재발생 동영상들을 찾아서
시청하는 것입니다. 관련 영상물을 시청하며 ‘BE-SAHF 모델’을 적용해보고 훈련을 해볼 수 있습니다.
Ed Hartin 의 웹 사이트 www.cfbt-us.com 에는 약 15 편의 위와 관련된 교육훈련 영상물들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한 연습을 통해ㅣ BE-SAHF 모델ㅣ을 자동 반사 반응처럼 적용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모든 4 가지 지표(Smoke, Air track, Heat and Flame) 와 관련된 매개 변수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처리됩니다.

Edward

Huizer 는

이러한

자동반사반응을

SAHF

스캔(SAHF-

scan)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 화재상황을 더 빨리 분석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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