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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ing the door entry procedure

1 Introduction

벨기에 소방에서는 출입문 진입 절차(door entry procedure)에 대한 정의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꽤 오랫동안 그래왔습니다. 현재의 절차 이전에도 SCBA 를 착용한 소방대원

2 명이 출입문을 진입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래된 절차는 소방대원들이 소방

호스를 들고 다니지 않아 현실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2008 년, 출입문 진입 절차는 건물 안으로 소방 호스를 가지고 진입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이 출입문 진입 절차는 순서대로 수행되어야 하는 여러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2010 년에는 130 시간 동안의 소방관 훈련 과정에 이 "새로운" 출입문 진입

절차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현재의 기본 소방관 훈련 과정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입문 진입 절차가 도입 된지

10 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 년 동안, 우리는 많은

새로운 지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행동들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행 출입문 진입 절차에 대한 비판의 요지는

공격대원들이 로봇처럼 순차적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대원들이

특정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이유를

생각하는 소방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절차를

아는 것보다 이 절차를 수행하는 목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공격대원들은 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소방조직 내부에서의 변화가 있었고 연구하는

소방관들의 노력으로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출입문

진입 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2012 년 Brandwerman 1 월호에는 이 시리즈의

10 번째 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출입문 진입

절차(door entry procedure)에 대한 고찰 입니다.

10 번째 글에서는 이미 모든 출입문 진입 절차

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이 글에서 부분적 으로 재검토되었습니다.

2 Goals of the door entry procedure

닫힌 문은 진압대원들이 실내 화재 진압 작업 중에 통과해야 하는 장애물 중 하나 입니다.

우선, 진압대원들은 출입문 진입 절차가 대원들이 화재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화재가 아파트 3 층에서 발생되었다면

지상의 공동 현관문에서 출입문 진입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억지스럽게

figure 1 A firefighter is directing a pulse
into the compartment during a door entry
procedure. (Photo: German Berck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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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겠지만, 가끔은 화재 발생 장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 화재가 발생한 주택의 1 층

현관문에서 진압대원들이 훌륭한 출입문 진입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집 뒤쪽(C 방면) 끝의 갈라진 틈새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지만 앞쪽(A 방면)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주택 화재를 들 수 있습니다. 화재는 뒤쪽의 방 중 하나에서 발생했고

그 방과 현관문 사이의 어딘가에 닫힌 문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필요한 출입문 진입 절차를 수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은 실내 화재 진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대한 빨리 화점에 주수를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절차에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입문 진입절차는 진압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출입문 진입 절차의 첫 번째 목표가 달성됩니다. 화재실 내부로 통하는 문이

있더라도 진압대원들이 그 문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진압대원들이

출입문 진입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출입문 진입 절차를 현재의 화재 환경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속도(speed) 입니다. 하지만 절대 경주(race)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한 절차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너무 빨리 진행하면 부주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안전(safety) 입니다. 진압대원이 출입문 진입 절차를 수행하기로 결정하면,

어느 정도의 위험이 예상됩니다. 출입문 진입 절차는 이러한 위험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절차는 적절한 주수와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의 흐름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위험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절차의 세 번째 목표로

이어집니다. 출입문 진입 절차를 잘 수행하면 상황 파악(size up)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팀워크를 잘 유지함으로써 올바른 출입문 진입 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팀워크의

중요한 요소는 의사소통(communication)입니다. 활동중인 대원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What has changed?

현재의 출입문 진입 절차는 2008 년에 개발되었습니다. 그 절차는 그 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그 절차는 연료 지배형 화재, 특히 성장

단계의 화재 행동을 전제로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소방관들은 환기가 불량한 화재 현장에

자주 직면해 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의 화재 행동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게다가, 열화상 카메라(TIC)는 모든 소방서 전반에 걸쳐 표준 장비가 되었습니다. TIC 는 이제

펌프차마다 하나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개선된 출입문 진입 절차에서는 TIC 의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TIC 는 문 뒤쪽의 실내에 연기가 가득 차 있을 때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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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모크 커튼(smoke stopper)은 벨기에 소방

관들에게 서서히 인기를 얻고 있는 또 다른 장비

입니다. 출입문 진입 절차에 TIC 뿐만 아니라 스모크

커튼을 적극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스모크 커튼은

신선한 공기의 내부 유입을 제한 할 뿐만 아니라

매연의 외부 유출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킵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뜨겁고 독성 있는

연기가 화재실을 빠져나가는 것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연기는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다른

거주자들에게 온갖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이동이 불가한 거주자들이 있는 병원과

노인들이 생활하는 주택에서 더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의 출입문 진입 절차는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 수행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벨기에 소방관들이 훌리건

툴과 다른 장비로 문을 개방하는 강제 개방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대원들은

잠긴 문을 빠르게 열 수 있습니다. 출입문 진입 절차를

잘 수행하려면 필요에 따라 이러한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입문 진입 절차의 개선된 버전은 더 이상 엄격하게 정의된 9 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대원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출입문 진입 절차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출입문 진입 절차는 몇 가지 다른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중 일부는

아래에서 시간 순서대로 논의될 것입니다.

4 Possible parts of the door entry procedure.

이 단락에서는 출입문 진입 절차의 7 가지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모든 경우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는 화재 현장에서 공격대원이 새로운 구획에

진입해야 하는 순간 출입문 진입 절차를 계획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입문이 일반

도어(여닫이 문), 슬라이딩 도어(미닫이 문), 해치(위로 여는 문), 차고 문(셔터)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격대원들은 출입문 진입 절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에 설명된

필수 과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대원들끼리 서로 공감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출입문 진입 절차로 이어지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용한 훈련을 통하여 화재 현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figure 2 The smoke stopper certainly
impacts the door entry procedure. It is
important to take this into account.
(Photo: Lukas Derkits / Fire
Department Wiener Neudorf, Au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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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Approaching the door

대원들은 문에 접근하여 육안으로 검사합니다. 이것 과정은 관창수가 실시 합니다. 그는

그가 문을 찾았다고 동료들에게 전파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문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는 가능하면 문 틈을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배출되는 연기(맥동의 여부),

문 아래 틈에서 보이는 주황색 불빛, 문의 색깔, 페인트 박리 등을 살펴볼 것입니다.

TIC 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격팀이 TIC 를 사용할 수 있을 때, TIC 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종 관창보조 대원일 것입니다. 그는 TIC 를 사용해서 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상황에서, 지휘관은 TIC 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휘관은 관창보조 대원에게 TIC 를

전해주거나 내부 진입 도중 공격팀과 함께 일시적으로 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이

내부로 들어가기로 선택했다면 TIC 를 통해 출입문 진입 절차를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문을 관찰할 때 문은 육중한 나무 문이거나 방화 문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특정 징후 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은 교육용

컨테이너에 있는 금속 문과는 매우 다른 여러 징후들을 보여줍니다.

관창수는 문이 열리는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경첩 또는 문소란 1 (door stop)의 위치를 찾을

것입니다. 문은 안쪽으로 열리는 문(일명

"pushing door") 입니까? 아니면 바깥쪽으로

열리는 문(일명 "pulling door")입니까? 그는

관창보조 대원에게 확인된 정보를 전달할

것입니다 (지휘관이 동행하는 경우 지휘관

에게도 전달). 이 과정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변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현대식 출입문은

경첩이 감추어져 설치됩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음). 그 다음 문소란 을 찾았다면 그

문은 내부 개방(안쪽으로 열리는) 문(pusing

door)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관창수는 문이 잠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시도합니다. 손잡이를 부드럽게

아래로 누르고 문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면

됩니다. 문을 열지 않고 잠겼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으면

강제개방 없이 출입문 진입 절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문이 잠긴 경우 강제개방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원들은 그들이 현재 있는 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천장에 연기층이

1 문소란(門小欄): 문을 열었들 때 문이 지나치지 않게 하기 위해 틀이나 바닥 등에 부착하는 돌출물. 문지방에 제

바탕을 파거나 가느다란 나뭇조각을 가늘게 돌려 붙여 낸 턱.

figure 3 The nozzle man is searching for
hinges to determine whether it is an inward
or an outward opening door. (Photo: German
Berckmans)



© CFBT-BE 5/10 Reviewing the door entry procedure
Versie 11/02/2019 Karel Lambert; Translation: KiDuck, Dominic, Choi

있거나 방에 연기가 가득 차 있다면, 그 연기는 이론적으로 출입문 반대편에 점화원이 있을

때 문이 열리면 점화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정보가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대원들은 이 정보를 토대로 출입문 진입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떤 과정을 포함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4.2 Using a smoke stopper

스모크 커튼(smoke stopper)은 화재 진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발전된 장비 입니다. 낮은

가격(약 450 유로, 55 만원) 이며, 모든 펌프차에는 2 개가 적재되어야 합니다. 스모크 커튼은

크기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적재하면 폭이 다른 문에 "적용(sealed off)" 할 수

있습니다.

스모크 커튼을 설치하는 이유는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와 외부로 유출되는 연기를

모두 방지하는 것입니다. 환기가 불량한

화재에서는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를 막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화재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스모크 커튼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화재 현장에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아직 환기지배형 화재가

아니라면 곧 환기지배형 화재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현재의 출입문

진입 절차로는 화재실의 환기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으며, 화재실의 문이

열리면 환기 유도 플래시오버 (VIFO)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단독, 공동, 다가구...) 주택

화재 현장에서 마주치는 상당수의 문은

“안쪽으로 열리는 문(pushing door)”

이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경우 출입문에 도착한 후 즉시 스모크 커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출입문을 열기 전에 스모크 커튼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문이

“바깥쪽으로 열리는 문(pulling door)”인 경우에는 문을 연 후에 바로 스모크 커튼을

설치합니다.

4.3 Cooling the smoke

문과 이어지는 내부 격실에 연기가 존재하면 공격대원들은 문을 열기 전에 연기를 냉각해야

합니다. 문과 이어지는 내부 격실에서 화염이 무섭게 타오르면 열린 문을 통해 화염이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화재실내의 연기는 열린 문을 통해 유입된 공기와 혼합되어 연기

혼합물이 인화성 범위 내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열린 문을 통해 화재실로 유입되는

화염은 연기-공기의 혼합물을 점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종의 화재 가스 점화(FGI) 현상이

발생합니다. FGI 는 압력 상승의 여부에 따라 플래시 파이어(flashfire, 압력파가 없는 점화)

또는 스모크 익스플로션(smoke explosion, 압력파를 수반하는 점화)으로 구분 됩니다. 이

figure 4 The smoke is exiting through the upper
end of the door while the rest of the door opening
is used for air that is flowing in. The fresh air will
cause the fire to grow faster. (Photo: Steve Kerber
– Underwriters Labora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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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공격대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야기합니다. 특히, 그들이 있는 방에는 가구가

비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구는 연기층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FGI 때문에 연기에

불이 붙는 순간 가구로 전달되는 열량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화재실에 충분한 산소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에 플래시오버가 발생할 것입니다. 공격팀이 문 앞에 위치하여

화재실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플래시오버의 발생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공격팀이 문 앞에 위치하는 동안 대원들 머리 위의 연기 층으로 두 번의 숏펄싱을 통해 FGI

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연기 층에서 물방울이 증발하여 증기의

형태로 문 바로 앞 상부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문이 열리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 앞에 수증기가 많은 구역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열린 문으로 화염이 유출되더라도 증기로 가득 찬 연기층에 화염이 부딪혀 점화 될

확률이 훨씬 낮아질 것입니다.

안쪽으로 열리는 문의 경우 문을 열기 전에 스모크 커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로 접혀진

스모크 커튼(그림 5 참조)은 화재실 밖으로 불꽃이 나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러면 문

밖에서 두 번의 숏펄싱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4.4 Forcible entry

만약 문이 잠겨 있다면, 공격팀은 강제

개방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훌리건 툴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제개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벨기에 소방관들은 강제

개방에 대한 지식을 점점 더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방관들이 이러한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제개방 시 설치된 스모크 커튼을 접어

올리면 대원들이 강제 개방 작업을 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즉시 스모크 커튼을

다시 아래로 펼쳐 놓아 연기의 외부 유출

흐름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4.5 Opening the door and using water

다음에, 관창보조 대원(hose man)이 문을 개방합니다. 관창수(nozzle man)가 내부를 살펴

볼 것입니다. 내부에 명확하게 형성된 연기층이 있습니까? 연기층의 높이는 얼마인가요?

화점이 이곳에 있습니까? 내부는 천장에서 바닥까지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신선한

공기가 많이 유입되나요? 지휘관이 문 앞에 있다면 TIC 를 사용하여 상황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관창보조 대원은 문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기가 밖으로 많이 나옵니까? 그 연기는 무슨 색 입니까? 문 밖으로 화염이 분출됩니까?

figure 5 Combination of working with the halligan
tool and use of the smoke stopper during a door
entry procedure. (Photo: Pieter Ma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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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쪽의 상황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가 달라집니다.

· 문 안쪽에는 천장에서 1m 정도 내려온 연기층이 있습니다. 이 경우, 관창수가 관창을

실내로 향하게 하고 롱 펄싱(안개 패턴)을 실시 합니다. 문 안쪽에 있는 연기층을

냉각히기 위해서는 물이 격실 내부로 유입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방법으로 진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원들이 위치하려는 곳이 먼저 냉각되어야 합니다.

· 문 안쪽에는 완전히 성장한 화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화재실에 적어도 하나의 다른

개구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성장한 화재는 많은 산소를 소비합니다.

문이 닫혀 있고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다른 개구부가 없는 경우 완전히 성장한

화재를 지탱할 공기가 부족합니다. 완전히 성장한 화재의 경우, 관창수는 간접 공격을

실시합니다. 그는 화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간접적인 진압 방법을 사용 할

것입니다(좁은 안개 패턴과 최소 분당 400 리터인 유량으로 동그라미를 2, 3 회

그리며 주수합니다). 그런 다음 직접 공격을 실시하여 불씨가 남아있는 물체를

냉각시켜 화재를 완전히 진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TIC 는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 문 안쪽의 격실은 시커멓고 뜨거운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입문이 이 방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막다른 곳(“a dead end”)곳에 완전히 성장한 화재가 있는 상황 입니다. 문

근처에 있는 부분은 산소가 부족해서 화염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문으로

유입되는 신선한 공기로 인해 화염이 빠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간접

공격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증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수 후

문을 다시 닫아야 합니다. 다음에 문이 다시 열리면, 관창수가 TIC 의 지원을 받아

직접 공격으로 전환하여 시커멓고 뜨거운 연기를 발생시키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관창수가 문 뒤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주수 작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관창보조 대원이

충분히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 출입문 진입 절차

에서는 소방관들이 최대 10cm 까지

문을 열도록 교육 받았습니다.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40cm 이상 문을 열어야 합니다.

미닫이 문에서는 슬링을 사용하여,

관창보조 대원이 문을 완전히 열고,

제어하고, 필요할 때 다시 닫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초고속으로 문을 여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이 5 초만 열린다면 내부의 상황을 제대로 관찰할 수 없고 그 5 초 동안

내부로 3 번의 펄싱을 실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 합니다. 한 가지 예외(문을 바로 닫는

figure 6 Using a sling, the hose man is able to fully
open the door while retaining control. (Photo: Karel
Lam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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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문을 열자마자 화염이 분출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상황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문을 다시 닫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증기가 연기를

냉각하고 불활성화 시키기를 기다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동안 소방관들은 잠시

생각을 교환하고, 다음 행동이 무엇일지 결정하고, 의사소통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더

안전한 작업 환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4.6 Discussion and communication

문이 다시 닫히면 대원들 간에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아마 관창수는 이제 화점의 위치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관창보조 대원이나 지휘관이 TIC 를 통해 무언가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대원들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 문을 다시 여닫고 왼쪽이나 오른쪽 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문을 다시 여닫고 TIC 로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세요. 대원들은 화점이나 구조대상자를

찾기 위해 방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 문을 다시 여닫고 화점에 대한 직접 공격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 …

4.7 Going in

대원들이 진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내부로

연장될 수 있는 소방 호스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유 호스를 루프모양

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림 7 은 TIC 를

통해 동료를 감시하는 관창보조 대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방금 또다른 문을 통해

새로운 격실로 들어갔습니다. 출입문 진입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관창보조 대원이 여유

호스를 루프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창보조 대원이 추가 루프를 끌어 당기면서

격실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공격 대원들과 함께 움직이는 10m 의 여유

소방 호스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막다른 곳에 다다르면 대원들은 10 미터의

여유 소방 호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화점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관창수는 격실에 들어가자마자 연기를 냉각

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롱펄싱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는 또한 화점을 향해 전진하기

figure 7 The nozzle man has gone in and
is following the left side wall. The hose
man is watching with the TIC and will
follow shortly pulling in the loop that is
now outside. (Photo: German Berck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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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할 것입니다. 관창보조 대원은 몇 미터 거리를 두고 뒤따라 들어가기 전에 격실 안에

소방 호스가 충분히 있는지 확인 할 것입니다. 그는 여유 소방 호스를 끌고 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대원들은 육성으로 의사소통을 유지합니다. TIC 를 들고 있는 대원은 화재

행동을 관찰하고, 구조대상자를 찾고, 동료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스모크 커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문을 최대한 닫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도어맨 배치).

그렇게 하면 유입되는 공기와 유출되는 연기를 제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What do we no longer do?

또한 쓸모 없게 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 년 전보다 화재 행동을 더 잘 이해합니다. 아래 절에서는 이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수행되지 않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5.1 Wetting the door

우리가 과거에 배운 것 중 하나는 문을 냉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문 바로 앞에 있는

연기 층으로 주수하는 두 번의 펄싱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펄싱은 연기층을

증기로 가득 채워 문에서 나오는 불꽃에 의한 점화를 막는 완충구역 역할을 합니다.

물을 사용하여 문을 냉각하는 것이 바로 문에 물이 흐르게 하는 것(페인팅 주수)입니다. 이

주수를 통해 강사들은 문에서 연기층의 높이를 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 표면에서

연기층과 일치하는 부분이 물을 증발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열이 문 반대쪽으로 완전히 전달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열기로 문도 망가질

것입니다. 물이 증발하려면 문 외부의 온도가 100°C 를 넘어야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문

안쪽은 얼마나 뜨거울까요? 문은 어떤 상태일까요?

5.2 Strictly defined positioning

현재의 출입문 진입 절차에서는 관창수와 관창보조 대원의 위치에 많은 중점을 둡니다. 문의

열림 방향과 도어 핸들의 위치에 따라 두 대원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대부분 이것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를 낳을 일련의 위치를 고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 이상

엄격하게 정의된 위치를 고수하지 않으려는 이유입니다. 각 대원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둘 다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관창수는 필요한 경우 올바른 물방울 모양과 적절한

수량으로 격실에 주수해야 합니다. 관창보조 대원은 문을 열고 닫아야 합니다.

공격팀이 그들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위치도 좋습니다.

대원들은 당면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위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문이

열리고 관창수가 문 옆에 있는 벽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면 효과적으로 내부에 주수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들 다시 닫고 서로의 위치를 변경하여 문을

다시 열면 더 낳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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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Temperature check

과거에는 격실에 진입하면 바로 온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관창수 머리 위에 한번의

펄싱을 통하여 수행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격실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관창수는 물방울의 효과를 살펴보고 물방울이 증발하는 소리를

들으며 물방울이 다시 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가스 냉각을 실시할 때마다 이러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모든 펄싱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물방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 연기는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알 수 있나요?

· 쉭쉭거리는 소리(hissing sound)를 들을 수 있나요?

· 물방울이 다시 떨어지는 모습과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아니요 뜨겁고 컴컴한 화재실에서는 그 어떤 모습도 보기 힘들고, 그 어떤 소리도 듣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전처럼 온도 점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창수는 문을

통과하자마자 가스 냉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점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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