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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소개

이 교범은 전적으로 SURVIVAL 이라는 키워드를 기초로 한다.이 단어

의 글자들은 여러분이 어떠한 생존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활동하는데

안내를 도와줄 수 있다.생존상황을 마주할 때는 언제든지 SURVIVAL
이라는 단어를 기억한다.

생존활동 (SURVIVAL AC710NS)
다음 단락들은 생존 (survival) 이라는 단어의 각 글자의 의미를 확장한다.여러

분이 언젠가 작동시켜야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글자가 의미하고 있는 것

을 연구하고 기억한다

S -상황을파악한다 (Size Up the Situation)

만일 여러분이 전투상황에 있다면 I 적군에게서 숨을 수 있는 장소를 찾는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전장에서 감각을 익히기 위해 청

각I 후각 I 시각을 사용한다.적군은 무엇을 하고 있나?전진 중인가? 주둔 중

인가?후퇴 중인가? 여러분은 생존계획을 세울 때 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을 고려해야만 될 것이다.

주위 환경파악한다.

지역의 규칙적인 것을 결정한다.여러분 주변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감각을

익힌다.숲I 정글이나 사막이라도 모든 환경에는 반복되는 것과 규칙적인 것

이 있다.이러한 반복되는 것과 규칙적인 것에는 동물 새소리 f 01동I 벌레소리

등이 포함된다.또한 적군의 교통 I 민간인의 이동이 포함될 수도 있다.

신체 상태를 파악한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투의 압력이나 생존상황에 빠지는 정신적 외상이 자신

이 입은 부상을 못보고 넘어가게 만들 수도 있다.부상을 점검하고 자신을 응

급치료 한다.신체의 추가 손상을 방지하기위해 주의한다.예를 들면 I 어떤 기

후에서는 탈수증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물을 마신다.만일 여러분이 차갑거나

습한 기후에 있다면 I 저체온증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옷을 꺼입는다.

장비를 파악한다.

아마도 전투의 열기로 I 여러분의 장비의 일부가 분실하거나 손상된다.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고I 그것의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 본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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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상황 I 주위 환경 I 신체 상 EH，장비를 파악했으므로 I 여러분은 생존계획을

세울 준비가 되어있다.그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물I

음식 I 피난처 등을 명심해야 한다.

U -모든 감각을 이용하고，지나치게 서두르면 실패한다

(Use AllYour Senses，Undue Haste Makes Waste)

생각이나 계획 없이 빠르게 반응했을 때 잘못된 이동을 할 수도 있다.그 이

동의 결과로 여러분이 생포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단지 행동을 취하기 위

해 이동해서는 안 된다.결심을 하고 이동하기 전에 여러분의 상황을 모든 면

에서 고려한다(상황을 파악한다).만일 서둘러서 행동한다면 I 여러분은 여러분

의 장비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분실하게 될 것이다.서두르면 또한 방향감각을

잃게 되어 어느 기로 갈지 모르게 된다.이동을 계획한다.만일에 적군이 근처

에 있다면 I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빠르게 이동할 준비를 강춘다.상황

을 평가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감각을 이용한다.소리와 냄새에 주의한다.온

도 변화에 민감해 진다.주의를 기울인다.

R -자신의 위치를 기억한다 (Remember Where You Are)

지도에서 자신의 위치를 표시하고 I 주변 지형과 일치시킨다.이것은 항상 따

라야하는 기본 원칙이다.만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다면 I 그들도 확실히 위

치를 알도록 한다.여러분의 그룹 I 차량 또는 항공기에서 누가 지도와 나침반

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알아야 한다.만일 그 사람이 사망했다면 I 그 사람에

게서 지도와 나침반을 얻는다.여러분이 어디에 있고I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세

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경로를 계속 파악하는데 그룹에 있는 다른 사람

들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꾸준히 자신의 위치를 잡는다.최소한 자신의 위치

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항상 결정하려고 노력한다.

• 적군 단위부대와 점령지의 위치

• 아군 단위부대와 점령지의 위치

지역 수원지의 위치(사막에서 특히 중요).

양호한 엄호와 은신처가 있는 지역들.

이러한 정보는 여러분이 생존 및 도피 상황에 있을 때 똑똑한 결정을 내렬 수

있게 해준다.

v -두려움과 공황을 극복한다(Vanquish Fear and Panic)

생존과 도피 상황에서 가장 큰 적은 두려움과 공황이다.만일 제어되지 91'0
LO-

E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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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I 이것들은 여러분이 똑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망가뜨렬 수 있다.이것들

은 여러분이 자신의 상황보다 감정과 상상력에 반응하도록 만들지도 모른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낼 수 있고I 그것 때문에 다른 부정적인 감정

을 일으킨다.이전의 생존 및 도피 훈련과 자기 억제력은 여러분이 두려움과

공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I -급조한다(Improvise)

미국에서는 I 우리 모두의 필요에 적합한 물품들이 있다.이런 물품들 중 많은

것들은 파손되었을 때 대체하기가 저렴하다.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 바꾸

기 쉬운 우리의 문화로 우리가 임시변통으로 만드는 것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급조하는데 미숙한 것은 생존상황에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특정한

목적으로 설계된 도구를 잡고 I 그것을 얼마나 많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

는지 살펴본다.

각각의 필요마다 주변에 있는 자연물들을 사용하는 것을 배운다.예를 들면

망치 대신 돌을 사용하는 것이다.지니고 있는 생존키트가 아무리 완벽하더라

도I 그것은 얼마 후에는 다 써버리거나 못쓰게 될 것이다.키트가 못쓰게 될

때는 여러분의 상상력이 넘겨받아야 한다.

v -삶을 소중하게 생각한 C~(Value Living)

우리 모두는 태어나기위해 발길질 하고 싸우며 태어났지만 I 편안한 생활에 익

숙해지게 되었다.우리는 안락한 창조물이 되었다.우리는 불편하고 안락하지

않은 것을 싫어한다.우리가 스트레스를 주고 I 불편하고 I 안락하지 않은 생존

상황에 직면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때가 삶에 대한 의지-삶에 높

은 가치를 부여-가중요할 때이다.살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 I 육군의 훈련 등

은 여러분이 삶에 대한 의지를 간직하도록 할 것이다.여러분과 맞서고 있는

문제들과 장애물들에게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완고함은 I 견뎌낼 수 있는 정신

적 육체적 힘을 줄 것이다.

A -현지인처럼 행동한다 (Act Like the Natives)

지역의 현지인과 동물들은 그들의 환경을 받아들여 왔다.지역 감각을 익히려

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평범한 일상을 지내는지 지켜본다.언제 무엇을 먹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음식을 얻나?언제 어디로 물을 얻으러 가나?보통 몇 시

에 잠자리에 들고 I 일어나나? 이러한 활동들은 여러분이 붙잡히지 않으려고

할 때 중요하다.

지역 동물의 생태도 생존하는 방법의 실마리를 준다.동물들도 음식 I 물I 피난

처가 필요하다.그것들을 지켜보면 I 불과 음식의 출처를 발견할 수 있다.

동물들은 여러분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안내할 수 없다.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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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은 인간에게는 독이 되는 식물들을 먹는다.동물들의 반응이 적국에게

여러분의 존재를 알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한다.

만일 우군지역에 있다면 I 현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은I 그들의 연장과 그들이 음식과 물을 얻는 방법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사

람들을 관찰함으로써 I 그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I 종종 소중한 친구들을

사귀며 I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워서 생존 기회

를 증가시킨다.

L -현명하게살아가야 하지만 지금은 기본기술을 배운다

(Live by Your Wits，But for Now，Learn Basic Skills)

전장에서 생존 및 도피에 대해 기본기술을 훈련받지 못했다면 I 전투 생존 및

도피 상황을 통과하여 살아남을 기회가 적다.

이런 기본 기술들을 지금 배운 q--전투에 참여하거나 전투중일 때가 아니다.

배치 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기로 결심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생존하던

안하던 영향을 줄 것이다.여러분이 가는 곳의 환경에 관해 알아야 하며 I 그

환경에 대비하는 기본기술들을 연습해야 된다.예를 들면 I 여러분이 사막에

간다면 I 사막에서 물을 얻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모든 훈련 프로그램과 연습을 통하여 기본 생존 기술들을 연습한다.생존훈련

은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고 자신감을 심어준다.이것은

현명하게 살아가도록 까르쳐 춘다.

S
-
U
-
R
-
V
-
l
-
V
-
A
-
L

Size Up the Situation: Surroundings ，Physical Condition ，Equipment

(상황을파악한다:주위 환경，신체 상태，장비)

Use All Your Senses，Undue Haste Makes Waste
(모든감각을 이용하고，지나치게 서두르면 실패한다)

Remember Where You Are
(자신의위치를 기억한다)

Vanquish Fear and Panic
(두려움과공황을 극복한다)

Improvise
(급조한다)

Value Living
(삶을소중하게 생각한다)

Act Like the Natives
(현지인처럼행동한다)

Live by Your Wits，But for Now，Learn Basic Skills
(현명하게살아가야 하지만 지금은 기본기술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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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양식(PATTERN FOR SURVlVAl)
여러분이 생존의 장애물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생존양식을 개발한다.이

생존양식에는 중요한 순서대로 분류한 음식 I 물I 피난처 I 모닥불 I 비상약품 I 신

호장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예를 들면 I 추운 환경에서 필요하게 되는 것은 I

몸을 럽히기 위한 묘닥불;추우I，바람 I 비 또는 눈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음걱을 얻기 위한 딪과 올가미;아군항공기에 ι/호하기 위한 수

단;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약품등이다.'2/얄부상을 g/%만f!f，비록 여러

분이 어떤 날씨에 있다고 하더라도 비상의t품이 죄유전이다.

여러분의 당면한 신체적 욕구를 환경 변화에 따라 맞출 수 있게 생존양식을

변경한다.이 교범의 나머지를 읽어가면서 f SURVIVAL 이라는 키워드와 생존

양식의 필요성을 명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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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생존 심리학 (PSYCHOLOGY OF SURVIVA니

생존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으려면 피난처를 만들고 I 음식을 구하

고I 불을 피우고 I 표준항법장치의 도움 없이 여행하기위한 지식과 기술

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생존훈련을 거의 받지 않은 일부 사람들

은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에서 살아남았다.생존훈련을 받을 일부 사람

들은 그들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하였다.생존상황에서 핵심 요

인은 관련된 개개인(들)으|정신적 자세다.생존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생존의지가 필수적이다.생존의지가 크지 않으면 몸에 익힌

기술은 목적을 거의 잃어버리고 I 구|중한지식은 쓸모없게 된다.

생존하기위한 심리학이 있다.생존환경에 있는 군인은 마음에 궁극적

으로 충겪을 주는 많은 스트레스들을 마주치게 된다.만일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면 I 이런 스트레스들은 자신감이 있고 잘 훈련된 군인

을 생존능력이 의심스러운 우유부단하고 무력한 개인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 낼 수 있다.따라서 모든 군인은 일반

적으로 생존과 관련된 이러한 스트레스들을 알고 있고I 알아낼 수 있

어야 한다.덧붙여서 군인들이 생존과 관련된 매우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들을 알고 있는 것은 절대 필요하다.이 장에서는 스트레스

의 본질 I 생존의 스트레스 I 실제생존상황의 스트레스와 마주쳤을 때 군

인들이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되는 내부반응들 등을 확인하고 설명하

게 된다.여러분이 군인으로써 이 장과 교본의 다른 장에서 얻는 지식

은 여러분이 가장 힘든 시간을 살아서 통과할 수 있게 준비해 줄 것이

다.

스트레스 살펴보기(J4LOOK A T STRESS)
생존설정에서 우리들의 심리적 반응들을 이해할 수 있기 전에 I 스트레스에 대

해 약간 먼저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는 여러분이 치료하고 제거하는 질병이 아니다.그보다는 우리 모두

경험하는 컨디션이다.스트레스는 압박감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으로 묘사될

수 있다.이것은 우리가 생활의 긴장상태에 육체적으로 I 정신적으로 I 감정적으

로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가지게 되는 경힘에 주어진 이름이다.

2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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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의 필요성 (Need for Stress)

노마드생존전략윈구소

스트레스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가 필요하다.

스트레스는 우리를 도전하게 만들고;우리의 가치와 체력에 대해 배울 기회를

준다.스트레스는 무너지지 않고 압박감을 다루는 우리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우리의 적응성과 융통성을 시험하고;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우리는 보통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스트레스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

기 때문에 I 스트레스는 또한 우리가 일에 부여한 중요성의 훌륭한 지표가 될

수 있다-바꿔 말하면 I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살면서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I 무엇이든 지나치게 많

은 것은 나빠질 수 있다.목표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지 I 스트레스를 초과하

는 것은 아니다.너무 많은 스트레스는 사람들과 조직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는 괴로움으로 이어진다.괴로움은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

는I 오히려 피하는 불편한 긴장상태의 원인이 된다.아래에 열거된 것들은 너

무 많은 스트레스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이 동료 군인들이나 여러분 자신에게

서 발견할 수도 있는 괴로움의 일반적인 징후 몇 가지다:

• 의사결정 곤란 (Difficulty making decisions).

분노 폭발 (Angry outbursts).

• 건망증 (Forgetfulness).
체력 저하(Low energy level).

• 노심초사 (Constant worrying).

실수하는 성향 (Propensity for mistakes).

죽음이 나 자살에 관한 생각 (Thoughts about death or suicide).

•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함 (Trouble getting along with others).

• 사람들을 피함 (Withdrawing from others).

• 책임회피 (Hiding from responsibilities).

무관심 (Carelessness).

알다시피 스트레스는 건설적이거나 파괴적으로 될 수 있다.이것은 용기를 주

거나 실망시키고 I 우리가 가는 길을 따라 이동하게 하거나 딱 멈추게 하고 I 삶

을 의미를 부여하거나 외관상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스트레스는 여러분이

생존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최대한도의 능률을 발휘하여 실행하도록

고취시킬 수 있다.이것은 또한 여러분을 공황에 빠뜨려 모든 훈련을 잊어버

리게 할 수 있다.여러분의 생존에 대한 핵심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들을 관리하는 능력이다.생존자는 자기의 스트레스가 자신

을 움직이게 하는 대신에 자기의 스트레스와 함께 일하는 군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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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스트레스요인 (SulVival Stressors)

노마드생존전략윈구소

모든 사람이 경힘한 것처럼 I 어떤 일도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으며 I 일들은

하나씩 나타나지 않는다.가끔 스트레스가 많은 일들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

런 일들이 스트레스가 아니고 I 이것들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므로 “스트레스요

인”으로불린다.스트레스가 반응인 반면에 스트레스요인들은 명백한 원인이

다.몸이 일단 스트레스요인의 존재를 인식하면 I 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한다.

스트레스요인에 대응하여 I 몸은 “싸우거나도망치거나”를 준비한다.이 준비에

는 몸 천체로 보내는 내부의 구조신호 (SOS) 가 포함된다.몸이 이 구조신호에

반응하면서 몇 가지 행동이 일어난다.몸은 에너지를 빨리 공급하기 위해 저

장된 연료(당분과지방)를방출하고;혈액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호

롭수를 올리고;행동을 준비하기 위해 근육의 긴장을 높이고;상처의 출혈을

줄이기 위해 혈액응고기제를 활성화하고;주위 환경을 더 잘 알 수 있고I 근육

에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심박동수와 혈압을 올리기 위해 감각이 더

예민해진다(청각이 더 민감해지고 I 눈이 커지고 I 후각이 더 날카로워진다).이

보호 자세는 사람으로 하여금 잠재적인 위힘에 맞서도록 한다:그러나 사람은

그런 각성 수준을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 없다.스트레스요인들은 예의가 없

다;다른 스트레스요인이 왔다고 한 스트레스요인이 떠나지 않는다.스트레스

요인들이 합해진다.작은 스트레스요인들의 누적효과는 이것들이 모두 너무

가깝게 일어난다면 커다란 괴로움이 될 수 있다.스트레스에 대한 몸의 저항

이 약화되고 I 스트레스의 원인은 지속(또는증가)하면I 결국 기진맥진한 상태

에 도달한다.이 시점에서 I 스트레스에 저항하거나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방법

으로 이용하는 능력은 바닥나고 괴로움의 전조가 나타난다.스트레스요인을

예측하고 그것들에 대항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두 가지 요인이다.그러므로 생존설정에 있는 군인이 마주치게 될

스트레스요인들의 종류를 알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이것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본다.

부상，질병，사망(Injury，Illness，or Death)
부상 I 질병 I 사망은 생존자가 마주해야 되는 현실적인 가능성이다.아마도 적

대적인 행동이나 사고나 치명적인 것을 먹어서 사망할 수 있는 익숙하지 않

은 환경에 혼자 남게 되는 것보다 큰 스트레스는 없을 것이다.질병과 부상은

또한 움직이고 I 음식과 마실 것을 구하고 I 피난처를 찾고 I 자신을 방어하는 능

력을 제한하여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질병과 부상이 사망으로 이어지

지 않을지라도 I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고통과 불편함으로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다.군인이 생존임무와 관련된 위힘을 무릅쓰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I 오

로지 부상 I 질병 I 사망에 대한 취약성과 스트레스를 제어하기 때문이다.

불확실성과 제어부족 (Uncel1ainty and Lack of Controlj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은 장소에서 일하는데 문제를 일으킨다.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I 아무 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여러분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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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환경을 제어하는데 제한을 받는 장소에서 I 한정된 정보로 일하는 것은 아

주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 될 수 있다.이 불확실성과 제어부족은 또한 병들고 I

부상당하거나 사망하는 스트레스를 증대시킨다.

환경(Environment)
가장 이상적인 주위 환경에 있더라도 I 자연은 아주 만만하지 않다.생존에서 I

군인은 날씨 f AI형I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 등의 스트레스요인들

과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더우I，추우I，비I 바람 I 산I 늪I 사막 I 벌레I 우|험한파

충류 I 다른 동물 등은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군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도

전들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군인이 자기 환경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

에 따라 I 주위 환경이 음식과 방어의 원천이 될 수 있거나 부상 I 질병 I 사망으

로 이어지는 아주 불편한 것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기아와 갈증(Hunger and Thirst)
음식과 물이 없으면 사람은 약해지다가 결국 사망하게 될 것이다.그래서 음

식과 물을 구하고 보존하는 것은 생존설정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중요성

이 증가된다.지급된 식량을 먹는데 익숙해진 군인에게는 식량구하기가 스트

레스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피로 (Fatigue)
여러분이 점점 지처가면서 생존을 계속하도록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은 쉽지

않다.단지 깨어있는 상태로 있는 행동 차체가 스트레스가 될 정도로 너무 피

곤해질 가능성이 있다.

고립(lsolation)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역경을 맞이하는 것은 약간이 장점이 있다.군인으로서

우리는 개인 기술을 배우지만 I 우리는 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훈련

한다.비록 우리가 군인으로서 상급 지휘부에 대해 불평을 하더라도 I 특히 혼

란스러운 경우에는 우리는 거기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안내에 익숙해지게 된

다.다른 사람들과 접족하게 되는 것은 또한 더 큰 안전감과 문제가 발생하면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느낌을 제공한다.생존환경에서 중대한 스트레

스요인은 종종 개인이나 팀이 오로지 자체 자원에만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절에 언급된 생존 스트레스요인들이 결코 여러분이 부닥칠 수 있는 유일

한 것들은 아니다.어떤 사람에게 많은 스트레스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많

은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여러분의 경힘 I 훈련 I

삶에 대한 개인적 견해 I 육체적 정신적 컨디션 I 자신감의 수준 등은 여러분이

생존환경에서 만나게 되는 스트레스가 많은 것의 원인이 된다.목표는 스트레

스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I 오히려 생존의 스트레스요인들을 관리하고 I 그것들

을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생존에 공통적인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요인들의 일반적인 지

식이 있다;다음 단계는 우리가 대면할 지도 모르는 스트레스요인들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을 검사하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반응(NATURAL REAC710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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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오랜 세월동안 환경의 많은 변화에 생존해올 수 있었다.인간 주변의

다른 종족들이 점차 소멸되는 반면에 I 변화하는 세상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적

응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인간을 살아남게 하였다.우리의 조상들을 살아

남게 유지해준 것과 동일한 생존 메커니즘이 우리들도 살아남게 유지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러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생존 메커니즘이

만일에 우리가 이것들의 존재를 이해하거나 예상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또한 불리하게 될 수 있다.

생존환경에서 보통 사람이약간의 심리적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 놀랄 일은

아니다.이제 우리는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이 앞쪽 절에서 말한 생존 스트레

스요소들로 경험했을 수 있는 주요 내부 반응들 중 몇 가지를 검사하게 된다.

두려움 (Fear)
두려움은 우리가 사망 I 부상 또는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위

힘한 환경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이다.이런 피해는 단지 육체적 손상만

으로 한정되지 않고;개인의 감정적 정신적 안녕에 대한 위협은 두려움도 발

생시킬 수 있다.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군인에게는 I 만일에 두려움이 무

모하면 부상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에게 신중하도록 겪려한다면 두려

움은 긍정적인 기능이 될 수 있다.불행하게도 I 두려움은 또한 사람을 움직이

지 못하게 할 수 있다.이것은 사람이 너무 놀라게 되어 생존에 필수적인 활

동들을 실행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대부분의 군인들은 불리한

조건에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있을 때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군인은 각자 스스로 자신의 두려움에 패하지

않도록 훈련해야 한다.이론적으로는 I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감

을 올리고 그것으로 두려움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불안(Anxiety)
두려움과 관련된 것은 불안이다.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안을 경험하는 것도 자연스럽다.불안은 우리가

위험한 상황(육체적I 정신적 I 감정적)과마주쳤을 때 껄끄럽고 I 우려되는 느낌

으로 될 수 있다.건강한 상태일 때에는 I 불안은 우리에게 끝까지 행동하거나

적어도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위험요소들을 제압하도록 독족한다.만일 우

리가 전혀 불안하지 않다면 I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동기가 하나도 없다.생존

설정에 있는 군인은 힘들게 살아남으면 그의 복귀를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임무들을 수행하여 자신의 불안을 줄인다.그가 자신의 불안을 줄여감에 따

라I 군인은 불안--그의두려움의 근원도 제어하게 된다.이 형태에서 불안은

유익하다;하지만 불안은 또한 강력한 충겪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불안은 군

인을 쉽게 당황하게 하고 생각하기를 힘들어하는 시점까지 압박할 수 있다.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면 I 그가 현명한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 더욱

더 어려워진다.생존하기 위해서 군인은 자기의 불안을 가라앉히고 I 그것들이

해치지 않고 도움을 주는 범위에 있게 하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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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에 도달하려는 시도가 계속적으로 방해받을 때 좌절이 발생한다.생존의

목표는 여러분이 도움에 다다를 수 있거나 도움이 여러분에게 다다를 수 있

을 때까지 살아남는 것이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 군인은 최소한의 자원

으로 어떤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이런 임무들을 실행하려고 하면 I 어느 정도

는 잘못 되고;어느 정도는 군인의 제어 범위를 벗어나고;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어 모든 실수가 중요성에 따라 부각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그래서 조만간

군인들은 계획 몇 가지가 문제에 빠지면 좌절감에 대처해야 될 것이다.이런

좌절의 산물 중 하나가 분노다.생존상황에는 군인을 좌절시키거나 분노하게

만들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길 잃음I 파손되거나 분실된 장비 I 날씨I 황량

한 지형 I 적군의 정찰 I 육체적 한계 등이 바로 좌절과 분노의 원인이다.좌절

과 분노는 충동적인 반응 I 불합리한 습성 I 신중하지 못한 결단 I 어떤 경우에는

II그만 둔다 (I quitf는 태도(사람들은 때로는 자기가 숙달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는다)등을 조장한다.만일에 군인이 분노와 좌절에 관련된 감정의 세기를

이용하고 적절하게 이끌 수 있다면 I 그는 자기가 생존 도전에 대답하는 것처

럼 생산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만일에 군인이 자신의 분노 감정에 제대로 집

중하지 않는다면 I 자신의 생존기회나 주변사람들의 생존기회도 거의 진전시키

지 못하는 활동에 훨씬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우울증 (Depression)

생존의 고난을 마주하였을 때 적어도 잠시나마 슬픔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드물 것이다.이런 슬픔이 깊어지면 I 우리는 그런 감정을 “우울증”이라

이름 붙인다.우울증은 좌절과 분노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좌절한 사람

은 자기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수록 점점 더 화를 내게 된다.만약에 분노가

사람이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I 좌절의 수준이 한증 높아진다.분

노와 좌절 사이에서 파괴적인 순환은 사람이 육체적 I 감정적 I 정신적으로 바

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계속된다.여기메 이르면 포기를 시작하거나 “어떻게

하지 7"에서 II아무 것도 할 수 없다”로 관심이 변경된다.우울증은 이런 절망

적이고 I 무력한 느낌의 표현이다.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생

각하고 I ll문명 "01 나 “세상”으로돌아가는 것과 같은 인생을 기억하면서 슬퍼지

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사실상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에게 더 열심히 노

력하고 하루라도 더 살겠다는 욕망을 줄 수 있다.다른 한편으로 I 만일에 여러

분이 우울한 상태까지 가라앉게 놔둔다면 I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잃게 하

고I 더 중요한 생존 의지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군인 각자가 우울증에 굴복하

지 하고 저항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외로움과 무료함 (Loneliness and Bor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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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를 즐긴다는 것을 의미한다.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늘 혼자 있기를 원한다.알

다시피 생존설정에서는 고립될 가능성이 명백하다.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외로움과 무료함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던 겉보기 특성들이 될

수 있다.여러분의 상상력과 창의력의 범위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른

다.그렇게 하여야 될 때I 여러분은 어떤 숨은 재능과 능력을 발견할지도 모른

다.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내부의 힘과

용기의 저장소에 다가갈 지도 모른다.반대로 I 외로움과 무료함은 우울증의

또 다른 원천이 될 수 있다.군인으로서 혼자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존

하려면 I 여러분의 마음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기위한 방법들을 찾아야한다.게

다가 여러분은 자급률을 발전시켜야 한다.여러분으|“자립하는“능력에 믿음

을 가져야 한다.

죄책감 (Guilt)

생존설정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환경은 때로는 극적이고 비참하다.이것은

많은 목숨이 희생된 사고나 군사임무의 결과일 수 있다.어쩌면 여러분이 아

마도 유일하거나 또는 극히 일부 생존자중 한명이 될 수 있다.구원받아 생존

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여도 I 동시에 운이 좋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의 죽음

을 매도할지도 모른다.생존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반면에 죽음을

면하게 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 아니다.긍정적인

면에서 사용된다면 I 이런 감정은 사람들이 삶의 더 큰 목표를 위해 살게 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생존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용기를 주었다.때로는

생존자들이 죽은 사람들의 일을 계속하기 위하여 살아남으려고 노력했다.여

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유가 무엇이든 I 살아가는 것을 죄책감이 방해하

도록 해서는 안 된다.생존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런 행동은 가장 큰 비극이 될 것이다.

스스로 준비하기 (PREPARING YOURSELF)

생존상황에 있는 군인으로서 여러분의 임무는 살아남는 것이다.알다시피 여

러분은 강가지 종류의 생각과 감정들을 경힘을 할 예정이다.이런 경힘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거나 I 여러분을 몰락시킬 수 있다.두려움 I 불안 I 분노 I

좌절 I 죄책감 I 우울증 I 외로움 등은 모두 생존하기위한 일반적인 많은 스트레

스에 대해 가능한 반응들이다.이러한 반응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제어될 때에

는 군인의 생존 가능성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이것들은 군인이 훈련에

더 집중하고 I 두려울 때 저항하고 I 생계와 안전을 지키는 행동을 하고 I 동료

군인들과 약속을 지키고 I 큰 역경과 싸우게 자극한다.생존자가 건강한 상태

에서 이런 반응들을 제어하지 못할 때에는 I 이것들은 그를 정지 상태로 몰아

갈 수 있다.군인은 내부의 자원들을 불러 모으는 대신에 I 내부의 두려움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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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울인다.이 군인은 육체적으로 굴복하기 오래전에 심리적 패배를 경험한

다.생존은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지;생존의 삶과 죽음 속으로 갑자

기 뛰어들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한다 II이런 부자연스런 상황에 자

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을두려워해서는 안 된다.이런 반응들이 여러분의 최

종 관심사-미국 군인이 되는 것과 관련된 명예와 품위를 지니고 살아남는- 에

도움이 되도록 지배하기 위해 스스로 준비한다.

여기에는 생존설정에서 여러분의 반응이 생산적이며 I 파괴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기위한 준비가 포함된다.생존에의 도전은 영웅적 행우I，용71，자기희생
등의 본보기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만들어냈다.만일 여러분이 스스로 준비했

다면I 이것들은 여러분에게서 끌어낼 수 있는 특성들이다.생존을 위해 심리

적으로 스스로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는 몇 가지 비결들이 아래에 있다.이 교

범을 공부하고 생존훈련에 참가하면 여러분은 생존에 대한 사고방식을 발전

시킬 수 있다.

자신을 안다

훈련 가족 I 친구들을 통하여 자신의 내부에 누가 있는지 발견할 시간을 갖는

다.여러분의 강력한 자질을 단련하고 I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야를 개발하는

것은 생존에 필요하다

두려움을 예상한다

두려운 것이 없다고 속여서는 안 된다.만일 혼자서 생존해야만 된다면 I 여러

분을 가장 두려워하게 한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이런 여러분의 관심

분야를 훈련한다.목표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I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작용하는 여러분의 능력에 자신감을 심는 것이다.

현실적이 된다

상황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주위 환경을 여러분이 원

하는 대로가 아니라 I 있는 그대로 본다.상황 평가의 범위 안에서 여러분의 희

망과 기대를 유지한다.여러분이 비현실적인 기대감으로 생존설정에 빠졌을

때I 여러분은 쓰라린 실망감의 근거를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초|상의경우를

기대하고 I 초|악의경우에 대비한다”는 겪언에 따른다.예상 밖의 거친 주변 환

경으로 당황하는 것보다 I 예상 밖의 행운에 대한 뜻밖의 기쁨에 적응하는 것

이 훨씬 쉽다.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모든 것에 있는 잠재적인 미덕을 보는 법을 배운다.미덕을 찾는 것은 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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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훈련하기에도 훌륭하다.

가장 중요한 것을 명심한다

생존에 대처하기 위해 심리적으로 스스로 준비하는 것에 실패하면 우울증 I 무

관심 I 부주의 I 자신감 상실 I 서투른 의사결정 I 몸이 응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

같은 반응들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한다.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에게 의지하는 다른 사람들의 삶이다.

훈련한다

군사훈련과 생활의 경힘을 통하여 I 생존의 혹독함에 대처하기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것을 오늘부터 시작한다.훈련에서 여러분의 기술들을 선보이는 것

은 여러분에게 이것들이 필요할 경우 불러낼 수 있는 자신감을 주게 된다.훈

련이 현실적이 될수록 I 실제 생존설정의 저항이 약해진다는 것을 기억한다.

스트레스 관리기법을 배운다

만일에 사람들이 잘 훈련받지 못하고 어떤 주변 환경이 되더라도 심리적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I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들은 공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우리는 종종 우리가 있는 생존 환경을 제어할 수 없는 반면에 I

그런 주변 환경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을 제어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범위 안

에 있다.스트레스 관리기법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

람들을 살아있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게I 평정을 유지하고 집중하는 능력을 크

게 강화시킬 수 있다.발전시킬 일부 훌륭한 기법들에는 긴장을 푸는 기술 I 시

간관리 기술 I 자기주장 기술 I 인식의 재구성 기술(상황을검토하는 방법을 제

어하는 능력)등이 포함된다.

“생존의지”는또한 “포기거부”로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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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생존계획과 생존키트

생존계획이란 여러분을 생존상황에 밀어 넣는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I 그로 인하여 생존기회를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지나

지 않는다.따라서 생존계획은 준비를 의미한다.준비란 생존품목들을 소지하

고I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눈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열악한 도로사정에 대비하여 차량을 준비한다. 이들은 차량에 스노타이어를

장착하고 I 견인용으로 뒤편에 추가 중량을 덧붙여서 삽I 소금 I 담요 등을 운반

한다.준비의 다른 예는 여러분이 비행을 위해 탑승했을 때 항공기에 있는 비

상구를 찾는 것이다.준비는 또한 여러분의 계획된 여행노선을 알고 I 그 지역

에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초|종적으로비상계획이 필수적이다.

계획의중요성

잠재적인 생존상황에서는 상세한 사전 계획이 필수적이다.임무계획에서 생존

고려사항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만일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여러분의 생존기

회를 향상시킨다.예를 들면 I 만일에 여러분의 임무가 여러분이 몸에 지닐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작고 둘러싸인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면 I 배낭이나

단독군장휴대용탄띠 및 엑스반도를 놓을 수 있는 장소를 계획한다.여러분이

그 지역을 빨리 벗어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장소이며 I 아직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메 이것을 놓는다.

사전계획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예방의학이다. 치아문제가 없고I 예방주사

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잠재적인 치아나 건강 문

제들을 피하는데 도움을 준다.생존상황에서 치아문제는 마주치는 다른 문제

들에 대항하는 여러분의 능력을 떨어뜨렬 것이다.여러분이 조준을 잘 유지하

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그 지역에 퍼져있는 질병에 면역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할 지도 모른다

생존키트를 준비하고 운반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된 고려사항들 만큼 중요하

다.모든 육군 항공기에는 통상적으로 비행하게 되는 지역에 맞는 생존키트가

탑재되어 있다.수상 생존 I 고온 기후 생존용 키트와 비행사 생존조끼가 있다

(이들생존 키트와 내용물은 부록A으|설명을 참조한다).만일 여러분이 비행

사가 아니라면 I 여러분은 아마도 생존조끼나 생존키트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

다.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키트에 담걱있는 것을 안다면 I 여러분이 계획을 세

우고 I 자신만의 생존키트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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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작은 생존키트일지라도 I 적절히 준비되었다면 I 생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매우 유용하다.그러나 여러분의 생존키트를 만들기 전에 I 여러분의 단위부대

의 임무I 작전 환경 I 부대에 배속된 장비와 차량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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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키트

환경이 여러분의 생존키트에 필요한 품목 형태를 정하는 핵심이다.자신의 키

트에 얼마나 많은 장비를 넣을 것인가는 키트 운반 방법메 달려있다.몸으로

운반하는 키트는 차량으로 운반하는 것보다 훨씬 작아야 한다.항상 생존키트

를 감싸서 I 몸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으로 유지한다.예를 들면 I 지도와 나침반

은 항상 몸에 지녀야한다.보다 덜 중요한 품목들은 단독군장휴대용탄띠 및

엑스반도로 운반한다.부피가 큰 품목들은 배낭에 넣는다.생존키트를 준비하

는데 한 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 선택한다.만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두 가지 품목을 가지고 있다면 I 다른 기능에도 사용할 수 있

는 하나를 고른다.품목들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이것들은 키트의 크기와

무게를 증가시킨다.

생존키트를 정교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단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적인 품목들과 그것들을 담을 수 있는 상자면 된다.상자는 응급처치 상자 I 탄

대 또는 다른 적당한 상자가 될 수 있다.이런 케이스는 필수적으로 ...

적합하고 I

또는 방수가 되고 I

운반하거나 휴대하기 편하고 I

여러 가지 크기의 부품들을 수납하기어

튼튼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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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응급처치•

도:l..OHo --，알약 또는저λ 요。，。•
도구.피우는

신호용

붐
도

•
=1:그
[5'=;-.

=1:그
[5'=;-.ιl 맏 호|튿

l‘J ---， I

피난처

•
•

=1:그
[5'=;-.•

면드근

님 }λ 서 L~。，00'

3二깅

예를

라이터 I 금속성냥 I

올가미 와이어.

신호용 거울.

모
「
-
#
며

이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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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나침반.

낚시와 올가미

。t껴;。_._

•
•

작은 확대경.

옥시테트라사이클린

•
•

감염).LL上;_._ '-알약(설사•
알약.저λ 요。--，-。•

가리개.햇빛•
칼날.

나비모양 봉합사.

식수저장용

」λ ιk‘C>

T굳응•
•

三크E늄
'-c 그 ••

크림.

바늘과 실.

나이프.

。1.6
닙굳•

•

이 교범에서 생존기술을 읽고

작전을 수행할 환경을 고려한

3二3

•

명령받은 상황인 경우에만 무기를 포함시킨다.

연습한다.여러분의 단위부대의 임무와 부대가

다.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존키트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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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장소로 돌아오기 위한 생존자의 능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I 낙하산 강하와 착지I 극한 기

후，지상 전투，탈출，감금으로 전염된 질병 등으로 인한 의료문제다.

많은 도피자와 생존자들은 훈련과 의료품의 부족으로 부상과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생포나 항복

으로 이어졌다.

생존자들은 이런 환경에서 자신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무관심과 무

력함에 관련된 느낌을 받았다.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사기와

단결을 증대시키고，생존에 도움을 받아 결국 아군에게 돌아온다.

상당히 많은 기초 의료지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다.자격이 있는 의료인을 이용할 수 없다면，살아 남기위해

해야 될 일을 알아야 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다.

건강유지의 필수품

생존하기 위해서는 식수와 식량이 필요하다.여러분은 또한 높은 개인위생표

준을 보유하고 적용해야 한다.

AI스...，I

몸은 일반적인 신체작용(땀I 소변 I 호롭)을통해 물을 잃는다.대기 온도가 섭

씨 20도(화씨68도)일때I 평균적인 일일 활동으로 어른은 하루에 평균 2~3 리
터의 물을 배출하고 I 그런 까닭에 물을 필요로 한다.더위에 노출 I 추위에 노

출I 겪렬한 운동 I 높은 고도 I 화상 I 질병 등과 같은 다른 요소들은 몸이 더 많

은 물을 잃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탈수증은 수분손실을 불충분하게 보충한 것이 원인이다.이것은 능력을 감소

시키고 I 만일에 부상을 입었다면 심각한 쇼크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킨다.

다음의 수분손실의 결과를 고려한다:
각걱



5퍼센트의 수분손실은

10퍼센트의 수분손실은

으킨다.

15퍼센트의 수분손실은

피부

1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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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킨다.
c::00" 므갈증 I 과민성 I 머|스꺼움I 허약함

어지러움 I 두통 I 보행불능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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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c::00" 므손발의 저림•

배뇨고통 I 보행불능 I 혀의 부기 I 난청I시력약화 I

일으킨다.

•
c::00" 므

무감각

있다.수
l

나

금끝사망으로으
」

시

큰
소
」분

λ
T의

사

。
0•

즈드.AJ드등드즈
002 L-'"증세와일반적인가장탈수증의

소변.검은색심한

감소.

냄새가 아주

소변배출

어둡고 I 쑥

•
•

L
τc·들어간

피로.

정서 불안정.

피부탄력

•
•
•

손톱아래 모세혈관

중앙에 아래로

갈증.여러분이

때문에 목록의

.AJ人|
C)2·•

지연.

A-I
L.:•

*
숨보•

탈수된 것이기이미 2퍼센트시간이면7~口~，!:;"L..!:::
己。'-'I L-

파인

액체를

마지막.

•
•

여러분은 잃는 것만큼 물을 보충한다.부족분을 보완하려는

에서 어렵고 I 갈증은 필요한 물의 양의 지표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l리터 이상의 물을 한 번에 편안하게

서 목마르지 않을 때에도 탈수증을 방지하기 위해 매시간

물을 조금씩 마신다.

만일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에 시달리고 있다면 I 물의 섭취를 늘린다.

24시간마다 최소 0.5리터의 소변배출을 유지하려면 충분히 액체를 마신다.

량섭취가 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 6~8 리터의 물을 마신다.극한 기후 I

히 건조한 곳에서는 I 평균적인 사람이 시간당 2.5~3.5 리터의 물을 잃을 수

다.이런 종류의 기후에서는 하루에 14~3021 터의 물을 마셔야 한다.

물의 손실과 더불어 전해질(몸의 염분)으|손실도 있다.평균적인 음식물은 보

통 이런 손실을 따라잡을 수 있지만 I 극한 상황이나 질병이 있으면 I 추가 공급

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소금 0.25티스푼을 물 l리터에 섞은 것은 신체 조

직이 쉽게 롭수할 수 있는 농도가 된다.

생존상황에서 만나는 모든 육체적인 문제들 중에서 I 물의

생존상황

시
「
트
「
이
샤

가장 예방이

각二깅

마실 수 없다.그래

일정한 간겪으로

조건심각한

시도는

있거나

손실이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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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이다.기본적인대한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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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ιι ;><:;-므--，-。다음은가능하다.

마신다

이어질 수 있다.

적응되었을 때 극한 상황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된다.

보존한다.땀을 만드는 활동을 제한하지만 물은 마신다.

물을 지급한다.적합한 식수원을 찾을 때까지.물을 현명하게 지급한다.

하루에 설탕과 물의 혼합물(리터당 2티스푼)500cm'(0.5리터)씩섭취하면
적어도 일주일동안 심각한 탈수를 막아주고 I 활동과 열의 획득이나

의 손실을 제한하여 물의 손실을 최소한도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사용되고소

여
E므

뾰부
l소화 과정의 한

C그 o
표를τ:

며

굳

로수l
타
므

u

”
I

다

다

고
하
」

을

되

응

과

머
「

베
빅

저
「

따
口

E프드즈
E그 L-

c5~.A.J
00

며

굳

•

•
•
•

0.25리터
수용한다.

다음을 지

여러 방법으로 액체의 손실을 추정할 수 있다.표준 야전붕대는 약

(수통으14 분의 1)의 혈액을 수용한다.젖은 티셔츠는 0.5~0.75 리터를
또한 액체의 손실을 추정하는데 맥박과 호롭수를 사용할 수 있다.

침으로 사용한다:

는보 c~
i투。슴

람
{오01하I분당 100번맥박수가

는보 c~~。슴
람

{오분당 100~120 번I맥박수가~도표
L---，

는보 c~~。슴
람

{오분당 120~140 번I맥박수가

으
근

。
률

목

비

소
」

0.75리터 손실되면 손목

12~20 번 이하로 된다.

0.75~1.5 리터 손실되면

20~30 번이 된다.

1.5~2 리터 손실되 면

30~40 번이 된다.이런

•

•

•
꾀
E치료가더 전문적인생명징후는넘는

요하다.

식량

여러분은 식량 없이 몇 주간 살 수 있지만 I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양이 필요하다.식량이 없으면 정신적 I 육체적 능력이 급속히 악화될 것이고 I

약해지게 될 것이다.식량은 물질을 보충하여 몸이 연소시켜 에너지를 공급하

게 한다.이것은 비타민 I 무기물 I 염분I 건강에 좋은 다른 기본 성분들을 공급

한다.아마도 더 중요하거I，이것은 사기에 도움이 된다.두 가지의 기본적인

식량 공급원은 식불과 동물(물고기 포함 )Olq. 다양한 수준으로 둘 다 보통의

일상적인 신체 기능에 필요한 열량I 탄수화물 I 지방 I 단백질 등을 공급한다.

칼로리는 열과 잠재 에너지의 단위다.평균적인 사람은 최저수준의 기능을 하

는데 하루에 2，000칼로리가 필요하다.적당한 열량이 없는 적당한 양의 탄수

화물 지방 I 단백질의 섭취는 굶주림과 에너지를 위해 자신의 조직을 잡아먹

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각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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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음식은 주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공급한다.많은 식물들은 신체가 정

상적인 효율성으로 유지하기에 풍부한 단백질을 공급한다.비록 식물이 균형

이 잡힌 식품을 공급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I 고기의 열 발생 품질이 일반적

으로 기본적인 I 북극지방에서도 식물이 여러분을 지탱시켜 줄 것이다.견과와

씨앗 같은 많은 식물성식량은 전상적인 효율성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과 기름

을 공급할 것이다.뿌리 I 녹색 야채 I 천연 당분을 가지고 있는 식물성식량 등

은 신체에 자연적인 에너지를 주는 칼로리와 탄수화물을 공급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적군을 피하고 있거나 야생생물이 거의 없는 곳에 있다면 I 식

물의 식량가치는 더욱더 중요하게 된다.예를 들면 .

여러분은 공기 I 햇볕 또는 모닥불로 식물들을 말렬 수 있다.이것이 손

상을 지연시켜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기 위해 식물성식량을 저장하거

나 운반할 수 있다.

여러분은 고기보다 더욱 쉽고 조용하게 식물들을 구할 수 있다.이것은

적이 근처에 있을 때 아주 중요하다.

동물서시랴
':)，0

고기는 식물성식량보다 영양분이 많다.사실상 이것은 심지어 어떤 장소에서

도 더욱 쉽게 이용될지도 모른다.그러나 고기를 얻으려면 I 여러분은 다양한

야생생물의 습관과 잡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당면한 식량부족을 채우려

면I 우선 곤충 I 갑각류들 I 연체동물 I 물고기 I 파충류 등과 같이 보다 풍부하고

더욱 쉽게 얻는 야생생물을 찾는다.이것들은 여러분이 더 큰 사냥감을 위해

딪과 올가미를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의 당면한 굶주림을 채워 줄 수 있다.

개인위생

어떤 상황에서도 청결은 감염과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인이다.이것은 생

존상황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된다.빈약한 개인위생은 여러분의 생존기회

를 감소시킬 수 있다.더운 불과 비누로 매일 샤워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I 여

러분은 이런 사치 없이 청결하게 머무를 수 있다.씻는데 수건과 비눈물을 사

용한다.처|내침입과감염의 주요 부위인 발I 걱드랑 01，손I 머리차락 등에 특별

한 주의를 기울인다.만일 물이 부족하다면 I ll공기”욕을 한다.실질적으로 옷

을 많이 벗고I 신체를 햇볕과 공기에 적어도 한 시간 동안 노출시킨다.햇볕에

타지 않도록 조심한다

만일 비누가 없으면 재나 모래를 사용하거나 I 상황이 허락된다면 동물성 지방

과 나무재로 비누를 만든다.비누를 만들려면 .

지방을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냄비에 넣고 삶아서 동물성 지방에서 기

각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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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빼낸다.

• 삶아지면서 지방이 들러붙지 않게 냄비에 물을 충분히

지방을 수시로 저어주면서 천천히 삶는다.

• 지방이 정제된 후에 I 굳히기 위해 그릇에 붓는다.

바닥 가까이에 분출구멍이 있는 그릇에 재를 넣는다.

재 위에 물을 붓고 I 분출구멍으로 떨어지는 액체를 다른 그릇에 모은다.

이 액체가 탄산칼륨 즉 햇물이다.햇물을 얻는 다른 방법은 현탁액(재

넣는다.

와 물의 혼합물 )01 약수건을 통과하게 붓은 것이다.

삶는 냄비에 기름과 탄산칼륨을 2대 l로 섞는다.

이 혼합물을 불에 올려놓고 걸쭉해질 때까지 끊인다.

혼합물-비누-이식은 후I 여러분은 냄비에서 바로 반액체상태의 이것을 사용

할 수 있다.또한 이것을 납작한 냄비에 부어서 I 굳혀서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막대모양으로 자른다.

손을 청결하게유지한다

손에 있는 세균이 음식과 상처를 감염시킬 수 있다.세균을 운반할 것 같은

어떤 재료라도 다룬 후I 화장실을 다녀온 후I 환자를 돌본 후I 어떤 식량과 식

기들을 다루거나 물을 마시기 전에 손을 씻는다.손톱을 바싹 자르고 깨끗하

게 하고 I 손가락을 입에 넣지 않는다.

머리카락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머리차락은 박테리아 I 벼룩 I 이I 다른 기생충 등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머리

차락을 청결하고 I 빗질하고 I 손질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위힘을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

의복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기생충의 체내침입 위힘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피부감염의 기회를 줄이기 위

해 의복과 침구를 가능한 청결하게 유지한다.겉옷은 더러워 질 때마다 닦는

다.매일 청결한 속옷과 양말을 신는다.만일 물이 부족하면，2시간 동안 의복

을 흔들고 I 바람을 쏘|고I 햇볕을 쪼|어If공기”로세척한다.만일 침낭을 사용하

고 있다면 I 사용 후에는 매번 뒤집어서 털고 바람을 펀다.

이를 청결하게유지한다

최소한 하루에 한번은 칫솔로 입과 이를 절저하게 청결하게 유지한다.칫솔이

없다면 이쑤시개를 만든다.길이가 약 20센티미터 I 폭이 l 센티미터의 작은

가지를 찾는다.섬유를 분리하기 위해 막대의 한쪽 끝을 씹는다.이제 이를 빈

틈없이 닦는다.다른 방법은 손가락 둘레를 깨끗하고 천 조각으로 싸서 음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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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꺼기를 닦아내기 위해 이를 문지른다.또한 소량의 모래 I 베이킹 소다 I 소금

또는 비누 등으로 이를 문지를 수 있다.그리고 물I 소금물 I 버드나무 껍질 차

등으로 입을 행군다.또한 실이나 섬유로 치실을 하는 것은 구강위생에 도움

이 된다.

만일 충치가 있다면 양초밀랍 I 담배 I 아스피린 I 매운 후추 I 치약이나 가루치약

또는 생강뿌리 일부를 충치에 넣어서 임시 충전재로 만들 수 있다.충치에 충

전재를 넣기 전에 행구거나 충치에서 찌꺼기들을 빼내어 충치를 청결하게 해

야 된다.

발을돌본다

심각한 발의 질환을 방지하려면 어떤 임무에서도 신발을 신기 전에 길들인다.

매일 발을 씻고 주무른다.발톱을 똑바로 가로질러 깎는다.안창과 적절한 크

기의 마른 양말을 신는다.물집에 대비하여 매일 발에 분을 뿌리고 점검한다.

작은 물집이 생겼다면 I 터뜨려서는 안 된다.손대지 않은 물집은 감염에서 안

전하다.물집 둘레에 충전 재료를 대어서 압박을 완화시키고 마찰을 감소시킨

다.만일에 물집이 터지면 I 벌어진 상처로 여기고 치료한다.매일 상처를 씻고

치료하고 둘레에 덧댄다.큰 불집들은 손대지 않고 놔둔다.압박으로 물집이

터지거나 찢어져서 통증과 아물지 않은 상처가 되는 것을 피하려면 다음과

같이 한다:

바느질용 바늘과 깨끗하고 소독된 실을 얻는다.

물집을 닦은 후에 실을 웬 바늘로 물집을 통과시킨다.

바늘을 떼고 I 물집을 관통한 실의 양쪽 끝을 물집에 놓아둔다.실이 내

부의 액체를 롭수할 것이다.이것은 구멍의 크기를 줄이고 I 구멍이 막히

지 않게 해준다.

물집 둘레에 덧댄다.

충분히휴식한다

계속 가기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휴식이 필요하다.일일 활동 중에는 적어도

시간당 10분의 규칙적인 휴식시간을 계획한다.이상적인 조건 이하에서 스스
로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을 배운다.정신적 활동에서 육체적 활동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것은 시간이나 상황이 전반적인 이완을 허용하지 않을

때 생기를 되찾을 수 있다.

야영지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야영지의 지면을 소변이나 배설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가능하다면 화장실

을 사용한다.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을 때I ll야전 화장실”을파고 배설물을 덮

는다.식수는 야영지 상류에서 얻는다.모든 물은 정수한다.

각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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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출문제나 응급상황에는 호룹장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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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응굽상황

여러분이 직면할 수도 있는 의학적인

혈I 쇼크 등이 포함한다.

호룹장애

있다.ιι，이어질호룹정지로되어원인이口}上;
I '-기도를하나도

이물질01上;
Aλ '-입구에머

。
맑口}上;

I '-로토

。

목구입과알레르기 반응으로롭입하거나증기를

것이놓이는가슴위에턱이

사람이 의식이

근육이 풀어져

막게 된다.

것을 막는다

아래턱과 혀의

공기의 통행을

구부러져

있다.

공기가 폐로 가는

떨어지는 것처럼

혀가 뒤로 넘어가서

도수l

어느

-
딩

여
口

으

나

하

의

-

관

이

객

멍

띈

롭

면

기

의

구

인

는

호

안

연

멍

목

원

혀

가는

도표 01 1::::1A~
I-I ，0'

자극적인

염중과 부기.

If경련If(목이앞쪽으로

공기의 통과를 막을

의식불명 상태에서

때I 목이 앞쪽으로

아래턱이 처지고

=
걷5다음

•
•
•

•

어으
닙A i::므

서I

•

후혀
E를 를를

신체의 어떤 주요 혈관이라도 심한 출혈은 상당히 위험하다. 121터의 혈액손

실은 보통의 쇼크증상을 일으킬 것이다 .2 리터의 혈액손실은 신체를 상당한

위험에 빠뜨리는 심각한 상태의 쇼크증상을 일으킬 것이다 .3 리터의 혈액손실

은 일반적으로 치명적이다.

심한

이것은 장기와 조직에

동맥을 채우기에 심

상태다.

쇼크

쇼크(급성스트레스 반응)는자체로는 질병이 아니다.

적절한 혈액공급을 하기에 충분한 압력에서도 혈액으로

박출량이 불충분할 때 일어나는 증상들이 특징인 임상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

실시한다.부상의 원인을

시작하지만 알아차려야 한

막힌 것보다 빨리 사망할

각-

인명구조 단계

여러분 자신과 피해자 둘 다의 공황을 억제한다.

가 암전히 있도록 노력한다.신속하게 신체검사를

찾고 응급처치의 기본에 따르며 I 기도와 호룹으로

다.어떤 사람은 동맥출혈로 다른 경우에서 기도가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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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한다열고기도를

이I 으|치I 모

여러분은 다음 단계들을 이용하여 기도를 열고 유지할 수 있다.

l 단계.피해자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기도가 막혔는지 점검한다.만일

피해자가 기침이나 말을 한다면 I 피해자가 막힌 것을 자연스럽게 치우게 한

다.옆에서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기도를 치울 준비를 하며 I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구강 대 구강 인공호룹을 실시하여야 된다.만일 피해자의 기도가

완전히 막혔다면 I 막힌 것이 제거될 때까지 복부 밀기를 취한다.

2 단계.손가락을 사용하여 빨리 피해자의 입에서 이물질 I 부러진

래 같은 것들을 깨끗이 청소한다.

3 단계.턱 밀기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아래턱 모서리를 잡고 양손으로

들어올린다.안정을 위해 여러분의 팔꿈치를 피해자가 누워있는 지면에 놓는

다.만일 피해자의 입술이 닫혀있다면 I 엄지손가락으로 아랫입술을 천천히 벌

린다(그림4-1) ，

�아래턱보새리를 첩고

락을 앞으로 01동하면서
한쪽에 환손썩 양손으로
틀어올린다.

라

「
히

이
가
천

솔
손
천

입
지
을

의
엄
술

자
센
입

해
띤
햇

피
앉
아
다

일
혀
로
린

만
닫

으
벌

그림4-1. 턱 밀기 방법

4 단계.피해자의 기도를 열고I 엄지손가락과 집계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를

쥐어서 막고 I 피해자의 폐 속으로 두 번 최대로 숨을 불어 넣는다.두 번째 불

어넣은 후 폐가 오므라들게 하고 다음을 실시한다:

피해자의 가슴이 들썩거리나 짖는만.

내쉬는 동안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듣는만.

여러분의 볼에 공기의 흐름을 느낀만.

•
•

호

있다.구토에 대

각二g

•

5 단계.만일 강제 호룹이 자발적인 호룹을 유도하지 않는다면 I 피해자의

룹을 구강 대 구강 인공호룹을 실시하여 유지한다.

6 단계.구강 대 구강 인공호롭 도중에 피해자의 구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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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운다.따라 깨끗이필요에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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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드즈
1::::1;::므피해자으|비하여

ζ〉

o

쥬악 사항 심폐소생술 (CPR)은 기도를 깨끗하게 한 후에 필요할 수도

있지만，주요 출혈이 잡힌 후에만 한다.CPR어|대한 상세한 설명은

FM 21-2Q 미국심장협회 교범I 적십자사 교범 또는 대부분의 다른

급처치 책 등을 본다.

억제

생존상황에서 I 보통은 대체 혈액을 손에 넣을 수 없고I 피해자가 비교적 단시

간 내에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I 여러분은 심각한 출혈을 즉시 억제해야만 된

다.오|출혈은다음의 분류로 나눈다(원인에 따라):

후혀
E를 를를

혈액을관통하여멀리 신체를심장에서혈관은불리는동맥이라�口H
o I'•

는르따

고압혈액은

리듬에

01上;
λλ 」

심장고동의

상처에서 전홍샌의 혈액이 나온다.동맥어

이기 때문에 사람은 동맥에 커다란 크기로 손상이

뚜렷한 분줄이나상처는�口H01o I-I운반한다.

박동으로

짧은시간때
에

”

님~.A.H 도|
근 b 己

심각한가장출혈은�口H
o I있다.따라서ιι

--，-
。|드즈
E송 <=혈액을양의에 많은

있다.도 1 ./'、

己 --，-치명적으로않는다면억저|도|지즉시출혈이다.형태의

돌아오는심장으로통해서혈관을불리는정맥이라혈액은;처口H
o I

;처口H
o I'•

?어
o

억제할

것은나오는

동맥출혈보다 쉽게

적갇샌 딛L느 프Eλ 흔하 현액이 계속
.- ’ _. . __ ... -

?어口H 측드승 드즈
0 ，;::프<= L-뾰저「

바
」

이

E특징이다.

혈액이다.암적샘

맥출혈의

있다.ιι
--，-

혈관이다.모세혈관C디켜 ii"L느=-~아드즈
L <= ~I L- I L-모세혈관.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형태이런일어난다.주로찰과상에서상처와자으
I L-뾰저「

바
」

이

E출혈은

E드 O
0-지혈대결찰또는디지털

않다.

점)압박I 올리 7

억제하기가 어렵지

여러분은 직접압박 I 간접(지압

로 외출혈을 억제할 수 있다.

출혈은

직접압박 (Direct Pressure)
외출혈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다.압박은 출혈이 멈출 만큼 단단해야

II막힐” 만큼 오래 유지되어야 한다

만일 직접압박을 30분간 한 후에도 출혈이 계속된다면 I 압력드레싱 (pressure
dressing)을 감는다.이 드레싱은 거즈로 된 두꺼운 드레싱이나 상처에 직접

압박을 가하는 것

닙상 입은 표면이

상처 위에 직접

될 뿐만 아니라 I

각二딩



노마드생존전략윈구소

바르고 단단하게 감싸는 붕대(그림4-2)로 고정되는 다른 적당한 재료로 구성

되어 있다.이것은 일반적인 압박붕대 (compression bandage) 보다 단단해야

되지만 I 너무 단단해서 나머지 손발의 순환을 해처서는 안 된다.일단 드레싱

을 감으면 I 드레싱이 피투성이가 될 때라도 풀맨 안 돈/만.

FM21-76 미육구 색조 교번

드래싱

부착된
붕댐

손으로 상처어I
추가압력을가함

E도벽I상머|부착된
붕聊로 상처어|
앓력을가함

삼각검 01나 가느다란 천쪼각으로
패드(조각)를탠단송|묶어
상처얘 추가않력을차함

압력드레싱은 1~2일 동안

싱으로 교체할 수 있다.

장기 생존환경에서는 새것으로 매일 드레싱을 교체하고 감염징후를 검사한다.

붕대를 풀고 작은 드레

그림4-2. 압력드레싱 사용법

고정시켜 놔두고 I 그 후에

올리기(Elevation)

각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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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당한 끝부분을 심장 위치보다 가능한 높이 올리는 것은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족진하고 상처의 혈압을 낮추어 혈액손실을 지연시킨다. 그러

나 올리기 단독으로는 출혈을 억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I 뱀에게 물린 상

처를 치료할 때는 끝부분을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FM21-76 미육구 색조 교번

지압 점(Pressure Points)
지압 점은 상처로 가는 대동맥이 피부표면 가까이에 있거나 동맥이 뼈가 돌

출된 위로 직접 지나가는 있는 위치다(그림4-3) ，여러분은 압력드레싱을 사용

할 때까지 동맥출혈을 지연시키기 위해 지압 점에 디지털 압력계를 사용할

수 있다.지압 점 제어는 출혈을 억제하기엔 상처에 가해지는 직접압박만큼

효과적이지 않다.하나의 압축될 수 있는 대동맥이 손상된 혈관으로 공급되는

경우는 드물다.

아래

팔꿈치댄

4‘JiI..
i 듀~--，

。}
n

관자놀이
멸옆

쇄괄위

중양

님}동표
E프 --，

。}n

사타구나

며

댐

그림4-3. 지압 점

만일 지압 점들의 정확한 위치를 기억할 수 없다면 I

한 부위 바로 위쪽 관절 끝에 압력을 가한다. 양손 I

손목 I 발목 I 목이 될 것이다.

경고

목에 압력을 가할

사망의 원인이 될

규칙을 따른다: 부상당

머리에서 이것은 각각

01
님}
21

의식불명이나

안 된다.

오래 I 너무 큰 압력은

지혈대를 감아서는 결코

조심한다. 너무

있다.목둘레에

때

수도

관절을 막대 위로 구부리고 I 단단히 구부러지게 묶

유지한다.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

각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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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I 양손이 다른 부위에서 작업할 수 있게 자유로워진다.

노마드생존전략윈구소

디지털 결찰(Digital Ligation)
여러분은 출혈되는 정맥이나 동맥의 끝을 손가락 한 개나 두 개로 압력을 가

하여 큰 출혈을 즉시 멈추게 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압박붕대 I 올리기 등등

을 시행하기에 충분할 만큼 출혈이 멈추거나 지연될 때까지 압력을 유지한다.

지혈대(Tournique t)
출혈지점 위로 직접 압박하는 것과 다른 모든 방법들이 출혈을 억제하지 못

했을 때만 지혈대를 사용한다.만일 지혈대를 너무 오래 묶어 놓는다면 I 조직

의 손상이 나중에 손발을 잃을 수 있는 괴저로 진행될 수 있다.또한 부적절

하게 실시된 지혈대는 조여진 위치에 있는 신경과 다른 조직에 영구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만일 여러분이 지혈대를 사용해야 된다면 I 상처와 심장 사이에서 상처 위치보

다 5~10 센티미터 높게 팔다리 둘레에 지혈대를 감는다(그림4-4) ，지혈대를 상

처나 물절 바로 위에 놓아서는 절대 안 된다.지혈대를 조이는 손잡이로 막대

를 사용하고 I 혈액 흐름이 멈출 정도로만 조인다.지혈대를 조였을 때 막대의

자유로운 쪽 끝을 손발에 묶어 풀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지혈대를 단단히 묶은 후에 상처를 닦고 붕대를 감는다.단독 생존자는 감걱

진 지혈대를 제거하거나 풀지 않는다.그러나 전우조에서는 동료가 나머지 손

발에 혈액이 흐르게 하여 손발을 잃지 않게 10~15 분마다 1~2분씩 지혈대의

압력을 풀어줄 수 있다.

각二1걷



노마드생존전략윈구소FM21-76 미육구 색조 교번

1 손벌 둘라때|고리를
만든다.붉매듭물 묶는다

옮때둡

아래로 학때，컬집
대검을 통과시킨다.

2 고리
또는

3 동백출혈 01 멈출딴큼만
지혈매를조얀다.

으
르

l
F
F

끝
자
한

쪽
돼
치

。
논
훨

르
봐
。

로
지
을

유
어
것

자
묶

는

의
빼
폐
지

대
발
어

마
껴

손
효

를

A
앙

그림4-4. 지혈대 사용법

쇼크 방지와 치료

모든 부상자에서 쇼크를 예상한다.모든 부상자는 나타나는 증상과 상관없이

각二13



노마드생존전략윈구소FM21-76 미육구 색조 교번

다음과 같이 치료한다(그림4-5) ，

의식맑 있는 피해자

- AI 면과 차단한다.
�비바람에새 피환다，
�체온을유지한다.
�낮은쪽 훨다리를
15....20cm 올린다.

�평탄환지면대l 놓는다.
�젖은옷을 모두 벗낀다，

�따훗함음료를훈다.
-24λ|간 쉬게한다.

의식 01 없는 피해자

다픔 여외에는 의식 01 있는 피해자와 같다.

�피해자를 옆으로 놓고 I 머리를 한쪽으로
돌려 구토 t 혈액 또는 다른 O체로 숨 01
말허는 것을 방지한다.

�팔다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액체를벅01지 않는다-

그림4-5. 쇼크 치료법

있으면 I 피해자를 평탄한 지면에 놓고 I 손발의 낮

올린다.

각二1강

만일 피해자가 의식이

은 쪽을 15~20센티미터

•



만일

구토 I 혈액 또는

한쪽으로 돌린다.

만일 가장 좋은 자세라고

놓는다.일단 피해자가 쇼크

피해자를 주변과 차단하고

지시킨다.

만일

노마드생존전략윈구소

엎드리게 하고 I

위해 머리를

놓거나

방지하기

옆으로피해자를

숨이 막히는

없으면

액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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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으|식이

다른

•

o
TT

것을

피해자를 완전히 편평하게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외부 열을 가하여 체온을

확신되지 않으면 I

자세가 도|면I

어떤 경우에는

•

•

젖었다면 I 가능한 빨리

을 갈아입힌다.

피해자를 비바람에서 차단하기 위해

외부 온기를 제공하기 위해 따뜻한

사람 I 수통의 데워진 물I 옷으로 감싼

피운 모닥불 등을 사용한다.

만일 피해자가 의식이 있으면 I 가능하다면

조금씩 천천히 먹인다.

만일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복부부상이

된다.

피해자를 적어도 24시간

만일 여러분이

면의 움푹한

만일 동료와

_Q_
}‘마른벗기고투

l모_Q_드으
ιι E므젖은피해자으|

업힌 침낭 I 다른

피해자의 양쪽에

안

人게 E~드프드즈
2 C5i::므E므

먹여서는

소금이나

액체를

피난처를 급조한다.

음료나 식량 I 미리

뜨거운 돌 LL土;_，__'-

따뜻한

있으면 I

•

•
•

•

지뒤쪽에

둡는다.

동안 쉬게 한다.

생존자라면 I 발보다 머리를 낮추고 I 나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장소라도

있다면 I 환자를 끊임없이 다시 진단한다.

단독

곳이나

같이

•

•
•

•

뼈와관절손상
여러분은 뼈와 관절이 있다.직면할 수손상에부러지고 I 어긋나고 I 삐는

골절 (Fractures)

을절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다:개방과 폐해다.개방(또는복합)을

절이면 I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오며 I 벌어진 상처로 실제 을절이 악화된다.부러

진 뼈를 접합한 후에 I 다른 벌어진 상처처럼 상처를 치료한다.

폐해물절에는 벌어진 상처가 없다.고정을 위해 다음 지침을 따르고 I 부러진

뼈를 접합하고 부목을 댄다.

을절의 증세와 증상은 고통 I 통증 I 변색I 부종변형 I 기능상실 I 삐걱거림(부러

진 뼈끝이 서로 마찰될 때 발생하는 소리나 느낌)등이다.

을절의 위험은 물절이 있는 곳에서 신경이나 혈관이 끊어지거나 눌리는 것이

다.이런 이유로 최소한도로 매우 주의 깊게 처리되어야만 한다.만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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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러진 아래 부분이 마비되고 I 붓고 I 만지면 차갑거나 창백해지고 I 피해자

가 쇼크증세를 보이는 것을 관찰한다면 I 주요 혈관이 끊어졌을 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이 내출혈을 억제해야 한다.쇼크에 대비하여 피해자를 쉬게 하고 I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한다.

부목을 대고 치료하는 과정 중에는 자주 견인을 유지해야 된다.여러분은 팔

이나 아래쪽 다리같이 더 작은 뼈는 손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당길 수 있다.

나무으IV 자 홈에 손이나 발을 밀어 넣고 다른 손발로 나무에 대고 밀어서 견

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그 다음에 부러진 곳에 부목을 댈 수 있다.

매우 강한 근육들이 치료 중에 견인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부

러진 엉덩이뼈(대퇴을)를고정하고 있다.여러분은 자연재료를 사용하여(그림

4-6) 다음과 같이 급조 견인 부목을 만들 수 있다:

FM21-76 미육구 색조 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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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二-대각보
그림4-6. 급조 견인 부목

굵기가 적어도 5센티미터인 갈라진 가지나 어린 나무 두 개를 구한다.

나무 하나로 환자의 걱드랑이부터 부러지지 않은 다리를 20~30 센티미
터 지나는 곳까지 챈다.다른 나무로 사타구니부터 부러지지 않은 다리

를 20~30 센티미터 지나는 곳까지 챈다.두 개 모두 다리 끝을 지나 같

은 길이가 늘어났는지 확인한다.

부목 두 개를 덧댄다.갈라지지 않은 끝단들에 홈을 내고 그 사이에

센티미터 굵기의 가지로 만든 20~30 센티미터의 대각보를 묶는다.

둘레와 부러진

4-1(i

5

재료(덩굴I 천I 생가죽)를사용하여 I 상반신01上;
λλ 」

너으 λ
ξ5"2 --，-

•

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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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길이만큼 부목으로 묶는다.부목고정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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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넣을 수 있는 재료로 I 두 곳의 묶이지 않은 끝단을 대각보에 묶어

서I 발목둘레까지 확장되게 싸개를 만든다.

10 x 2.5센티미터의 막대기를 발목 두르개의 묶이지 않은 끝단 중앙에

놓고 I 견인을 더 쉽게 하기위해 재료를 비튼다.

부러진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다리보다 약간 더 길어질 때까지 계속 비

튼다.

견인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기를 묶는다.

쥬악 사항 시간이 지나면서 재료가 약해지기 때문에 견인을 상실할

수도 있다.주기적으로 견인을 점검한다.만일 부목을 교환하거나 수리

해야 된다면，잠사 동안은 수동으로 견인을 유지한다.

탈구 (Dislocation)

탈구는 뼈가 적절한 배열에서 벗어나는 원인이 되는 뼈마디의 이탈을 말한다.

이러한 어긋난 배열은 아주 아플 수 있으며 I 환부 아래의 신경이나 순환기능

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여러분은 가능한 빨리 이러 관절을 배열로 돌려놓

아야 한다.탈구의 증세와 증상은 관절통증 I 통증 I 부종 I 변색I 제한된 동작범

우I，관절의 변형 등이다.여러분은 이런 탈구를 유합 I 고정 I 재활 등으로 치료

한다.유합 (reduction) 즉 II접합”은뼈를 적절한 배열로 돌려놓는 것이다.여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I 뼈를 잡아당기기 위해 수동으로 견인하거나 추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쉽다.일단 실시되면 I 유합은 피해자의 고

통을 덜어주고 I 기능과 순환이 정상이 되게 한다.엑스선 없이 여러분은 관절

의 외관과 족감으로 적절한 배열을 판단할 수 있다.

고정 (Immobilization)은 유합 후에는 탈구에 부목을 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은 부목용으로 어떠한 야전 급조 재료도 사용할 수 있거나 I 그렇지 않

으면 손발을 몸에 부목을 댈 수 있다.부목을 대는 기본적인 치침은 .

부러진 위치 위아래에 부목을 댄다.

불쾌감을 줄이기 위해 패드를 부목에 댄다.

부목 위를 각각 묶은 후에 을절 아래의 순환을 확인한다.

탈구를 재활하려 면f 7~14일 후에 부목을 제거한다.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점

차적으로 손상된 관절을 시용한다.

염화(Sprains)
각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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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줄과 인대를 우발적으로 과도하게 늘리면 염좌를 초래한다.증세와 증상은

고통 I 부종 I 변색(시퍼렇게 멍든다)등이다.

염좌를 치료할 때，RICE를 생각한다 ..

R 손상된 곳을 그대로 놔둔다 (Rest injured area).

24시간 얼음으로 식히고(Ice for 24 hours)，그 후에 따뜻하게 한다.

C 안정에 도움이 되게 압박하여 감싸거나 (Com pression -wra ppi ng) 부
목을 댄다.가능하다면 순환에 지장이 없는 한 뻔 발목에서 군화를 벗긴다.

E 환부를 올린다 (Elevation).

물림과 쏘임(BITES AND S71NGS)
벌레 및 관련된 해충은 생존상황에서 위험요소다.이것들은 짜증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I 종종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질병

의 매개체가 된다.여러분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미국에서는 마주치지 않는

심각하고 I 심지어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될 것이다.

즈[드7/(πck)는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흔한 로키산 홍반열 (Rocky Mountain
spotted fever) 같은 질병을 옮기고 전염시킨다.진드기는 또한 라임병 (Lyme
disease) 을 전염시킨다.

묘7/까1osquito) 는 말라리아 (malaria) ，맹기열 (dengue) ，여러 많은 질병들을 옮

길 수도 있다.

파2/(FIy)는전염되는 발생지과 접족하여 질병을 퍼뜨렬 수 있다.이것들은 수

면병(sleeping sickness) ，장티푸스 (typhoid) ，콜레라(cholera) ，이질(dysentery)
의 원인이다.

벼룩 (Flea)은 역병을 전염시킬 수 있다.

0/μouse) 는 발진티푸스 (typhus) 와 회귀열 (relapsing fever) 을 전염시킬 수 있

다.

벌레에 물리고 쏘이는 합병증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신 면역접종(추가

예방주사 포함)을유지하고 I 벌레가 들끓는 지역을 피하고 I 방충망과 구충제를

사용하고 I 모든 옷을 적절하게 입는다.

여러분이 벌레에 물렸거나 쏘였다면 I 감염 될 수도 있는 물리거나 쏘인 상처

를 긁어서는 안 된다.여러분에게 붙어있는 벌레가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몸을 검사한다.만일에 몸에 붙어있는 진드기를 발견

한다면 I 바셀린 I 중유 I 나무 수액 같은 물질로 덮어서 공기 공급을 차단한다.

공기가 없으면 진드기는 잡은 것을 놓게 되어 I 진드기를 제거할 수 있다.진드

기 전체를 제거하는데 조심한다.만일 족집게를 가지고 있다면 사용한다.주

둥이 부분이 피부에 붙어있는 진드기를 붙잡는다.진드기의 몸을 꽉 쥐어서는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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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진드기와 접족한 후 양손을 씻는다.진드기 상처가 치료될 때까지 매

일 깨끗하게 한다.

치료법

물리고 쏘인 모든 종류의 치료법을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물리고 쏘인

것을 다음과 같이 치료한다:

만일 여러분에게 사용할 항생물질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I 배치 전에

익숙해지고 나서 사용한다.

배치 전 예방접종은 모기가 옮기는 일반적인 질병과 I 파리가 옮기는 일

부 질병을 방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파리가 옮기는 질병은 페니실린 (penicillin) 이나 에리트로마

이신 (erythromycin) 으로 치료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진드기 I 벼룩 I 이 등 진드기가 옮기는 질병은 테트라사이클린

(tetracycline) 으로 치료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항생물질은 250~500밀리그램 (mg)알약이다.만일 여러분이

질병을 치료하는 정확한 복용비율을 기억할 수 없다면 f 10~14일간 하

루에 4번 2알씩 복용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박테리아도 죽일 것이다.

벌과 말벌에 쏘임

만약 벌에 쏘였다면 I 만일 박혀있다면 손톱이나 칼날로 긁어서 I 즉시 칩과 독

주머니를 제거한다.짜내는 것은 더 많은 독을 상처에 강제로 밀어 넣게 되므

로 침이나 독주머니를 짜내거나 붙잡아서는 안 된다 .2 차 감염기회를 줄이기

위해 쏘인 부위를 비누와 물로 절저하게 씻는다.

만일 여러분이 벌레의 침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거나 의심이 간다면 I

언제나 벌레 침 키트를 몸에 휴대한다.벌레에게 물려서 발생한 가려움과 불

편을 덜기위해 바르는 것은...

냉찜질.

진흙과 재로 만든 냉각 연고.

• 민들레 수액.

• 코코넷 과육.

으샌 마늘 한 쪽.

• 양파.

각二1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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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에 물림과 전갈에 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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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거미 (black widow spider)는 배에 빨간 모래시계가 있어 식별된다.오직 암

컷만이 물고 I 신경독을 가지고 있다.초기의 통증은 심하지 않지만 I 심한 국부

적인 통증이 급속히 커진다.고통이 점차적으로 몸 전체로 퍼지고 I 배와 다리

에 자리 잡는다.경련성 복통과 계속되는 메스꺼움 I 구토 I 발진 등이 발생될

수도 있다.소|약I 떨림 I 발한 I 타액 분비 등이 발생될 수도 있다.과민성 반응

이 발생될 수 있다.증상은 몇 시간 후에 가라앉기 시작하며 I 통상 며칠간 계

속된다.쇼크의 우려가 있다.CPR을 시행할 준비를 한다.감염의 위험성을 줄

이기 위해 물린 부분을 깨끗하게 하고 치료한다.항사독사 (antivenin) 를 이용

할 수 있다.

깔대기거미 (funnel web spider)는 호주에서 발견된 커다란 갈색이나 회색 거

미다.물린 것에 대한 증상과 치료는 흑거미의 경우와 같다.

갈색집거口 I(brown house spider) 나 북미산 독거미 (brown recluse spider)는
잔등에 암갈색의 바이올린이 있어 식별되는 작고 I 연갈색인 거미다.통증이

없거나 통증이 아주 작아서 I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물린 것을 알지 못한다.몇

시간 내로 가운데가 얼룩덜룩한 청색인 고통스러운 붉은 부분이 나타난다.괴

사는 모든 물린 것에서 발생되지 않지만 I 일반적으로 3~4일 내에 물린 자리

에 별모양으로 짙은 자주색으로 변색된 단단한 부분이 나타난다.이 부분은

한 두주 후에 검게 변하고 바싹 마른다.가장자리가 분리되고 딱지가 떨어지

고I 벌어진 종양을 남긴다 .2 차 감염과 부분적으로 부어오른 림프샘이 일반적

으로 이 단계에서 보이게 된다.갈색집거미에 물리는 것의 눈에 띄는 특징은

치료되지 않고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궤양이다.궤양에 더해서 종

종 심각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전신 반응이 있다.반응들(발열I 오한 I 관

절통 I 구토 I 전신에 퍼진 발진)은어린이와 허약한 사람에게 주로 발생된다.

타란툴라 (Tarantula) 는 크고 털이 많은 거미로 주로 열대지방에서 발견된다.

대부분 독을 주입하지는 않지만 I 일부 남미 종은 주입한다.이것은 커다란 독

니를 가지고 있다.만일 물린다면 I 고통과 출혈이 확실하고 I 감염도 될 수 있

다.타란툴라 물린 것의 치료는 벌어진 상처의 경우처럼 하고 I 감염을 방지하

기위해 노력한다.만일 중독증상이 나타나면 I 흑거미에 물린 경우처럼 치료한

다.

전갈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독이 있다.종에 따라 두 종류의 다른 반

응이 있다:

찔린 부분 둘레에 고통과 부기를 동반한 심각한 부분적인 반응 뿐.입

주변의 따끔따끔 아픈 감각과 혀의 둔한 느낌.

거의 안보이거나 조금도 보이는 않는 부분적인 반응을 동반한 심각한

전신 반응.부분적인 고통이 나타날 수도 있다.전신 반응에는 호롭곤

란I 둔한 느낌의 혀I 신체 경련 I 침 흘림 I 우|의팽창 I 겹처 보임 I 실명 I 안

각二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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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무의식적인 빠른 움직임 I 무의식적인 배뇨와 배변 I 심부전등이 포

함된다.주로 어린이와 고혈압이나 질병이 있는 어른에게 일어나지만 I

사망하는 것은 드물다.

전갈에 찔린 것은 흑거미에 물린 경우처럼 치료한다.

뱀에 물림

만일 여러분이 여러 종류의 뱀과 그들의 서식지를 잘 알고 있다면 생존상황

에서 뱀에 물랄 기회는 적은 편이다.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I

여러분은 뱀에 물린 것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뱀에 물려서 사망하

는 것은 드물다.뱀에 물린 피해자의 절반이상은 독에 거의 중독되지 않고，4
분으11 정도만 심각한 전신 중독이 나타난다.그러나 생존상황에서 뱀에 물렬

기회는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I 예방책 실시에 실패하거나 뱀에 물린

것을 적절하게 치료하는데 실패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뱀에 물린 것을 치료하는데 근본적인 관심은 물린 부분 주변에 일어날 수 있

는 조직파괴의 양을 제한하는 것이다.

물린 상처는 I 상처를 낸 동물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동물의 입에 있는 세균에

감염될 수 있다.독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독이 없는 뱀에 물리면 I 발생되는

넓은 범위의 잔류 손상은 이런 국부 감염 때문이다.

뱀의 독액에는 중추신경계(신경독)와혈액순환(혈액독)를공겪하는 독뿐만 아

니라I 자기의 먹이를 소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소화효소(세포독소)도포함하

고 있다.이런 독들은 크게 벌어진 상처를 남기는 넓은 범위의 조직괴사의 원

인이 될 수 있다.만일 치료되지 않는다면 I 이런 상태는 결과적으로 절단수술

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

뱀에 물린 사람의 쇼크와 공황은 또한 그 사람의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흥분 I 히스테리 I 공황 등은 순환 속도를 증가시켜서 I 신체가 독소를 빨리

롭수하게 만든다.쇼크증세는 물린 후 처음 30분 내에 발생된다.

여러분이 뱀에 물린 것을 치료하기 전에 I 뱀이 독이 있는 것인지 독이 없는

것인 지를 판단한다.독이 없는 뱀에게 물린 것은 나란한 이빨들이 보인다.독

이 있는 뱀에게 물린 것은 나란한 이빨들이 보일 수 도 있지만 I 독니의 관통

으로 한 개 이상의 독특한 구멍 표시가 있을 것이다.독이 있는 물림의 증상

은 코와 항문에서 무의식적인 출혈 I 소변의 피I 물린 자리의 통증 I 몇 분에서

2시간 뒤 이내에 물린 자리의 부기 등이 있을 수도 있다.

호롭곤란 I 마비 I 허약 I 경련 I 무감각 등도 역시 신경독액의 증세들이다. 이런

증세는 일반적으로 물리고 1.5~2시간 후에 나타난다.

만일 여러분이 독이 있는 뱀이 누군가를 물었다고 판단한다면 I 다음 단계들을

실시한다: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I 움직이지 않게 한다.
각二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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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크에 대비하고 I 강제로 수분을 섭취하게 하거나 링거주사를 투여한다.

시계 I 반지 I 팔찌 또는 조이는 다른 품목들을 제거한다.

물린 자리를 청결하게 한다.

기도를 유지하고(만일 얼굴이나 목 근처를 물렸다면

인공호룹이나 CPR을 실시할 준비를 한다.

상처와 심장사이에 조이는 끈을 사용한다.

부위를 고정한다.

기계적 롭입장치를

특히)구강 대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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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거한다.도
「

가능한 빨리사용하거나 짜내어•

들어가는AI;체
，1::::1흐름에

케으""" ....

피해자에게 술이나 담배제품을 준다.

모르핀이나 중추신경계통 (CNS) 강압약을

물린 부위를 깊게 벤다.독과 감염을 위해 혈액

번갈아 노출하는 모세혈관을 절개한다.

준다.

되안해서는

•
•
•

로토

。

쥬악 사항 만일 의학적 치료가 한 시간 이상 떨어져있다면 I 피부 첫

번째나 두 번째 증만을 관통하여，독니 구멍을 넓힐 수 있게 속으로

충분히 김게 베면서，각 구멍을 절개(길이6밀리미터 이하，김이 3밀리
미터 이하)한다.양호한 진공 밀폐를 얻기 위해 부항단지를 물린 곳 위

에놓는다.물린 부위를 3~4번 빨아낸다.최후의 수단이며 여러분의

입에 아물지 않은 상처가 없는 경우에만 입으로 빵다.독이 있는 혈액

을 뱉어내고 물로 입을 행군다.이 방법은 25~30퍼센트의 독을 빼낼

것이다.

문지른다.
L 0
τ!:'"2대고얼굴에이O 口큰 。t강느드으

λλ-- 누r:;;;_/OL二 2

될 수도 있다.

물집들을 터뜨린다

양손에 있을 수도

실명의 원인이

부위 주변의 三크
L

이

은

린

도
「
도
「
며
굳

•

•

위해최소화시키기효과를부
l

{우5응호;:I_
E므 L피해자를설명한 것과 같이

취한다:승H£ 드응드즈
0022

위에서

다음

사용한

각二깅깅

여으
E므 2

청결하게 한다.

24~48시간 후에

벌려놓고

도|거|

도움이 된다.

덮는다.

만일에 감염이 나타나면 I 상처를

국부감염의 확장을 막는데 도움이

다.열은 또한 감염을 끌어내는데

상처를 마르고 I 살균된 드레싱으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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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인다
며

굳양의피해자에게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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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AI사라질감염이•

벌어진상처들은가로막는 것이 상처를 특징짓는다.이런

참호 족I 화상 등이 될 수 있다.

모 λ 。--
1::::1"므

�，AJ
001

본래의

피부질환 I

상처
피부

상처 I

상처 (Open Wounds)

벌어진 상처는 조직손상과 혈액상실 때문뿐만 아니라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

에 생존상황에서 심각하다.상처를 낸 대상 I 개인의 피부와 의복 또는 상처와

접족하는 다른 외부 물질이나 오물 위에 있는 세균이 감염을 초래할 수도 있

다.상처를 적절하게 보살피면 추가 오염을 줄이고 치료를 족진할 수 있다.다

음과 같이하여 상처가 나타난 후에 가능한 빨리 상처를 청결하게 한다.

벌어진

느
」
또

램

화
」

자
근

F
L

제거하거나

물체 I 발사된 발사체가 상처의 원인이라면 I 항

찾으

상처에서 옷을

만일 날카로운

상 출구 상처를

상처 주변을

•
•

이용하
며

굳않음)，만일

함.

행꿈(문지르X

사용할 수 있다.

청결하게

르
근

생

뿔소

절저하게

고압의 많은 양의 물로

못한다면 새로운

•
•
지

If개방요법 (open treatment) “방법은 생존상황에서 상처를 다루는 가장 안전한

수단이다.어떤 상처라도 봉합하거나 유사한 절차로 꿰매려고 애써서는 안 된

다.감염으로 인한 어떠한 고름도 배출되게 상처를 벌려서 놔둔다.상처가 고

름을 배출하는 한I 그것이 얼마나 불쾌하게 보이고 냄새나는 것인지에 상관없

이 일반적으로 생명을 위협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깨끗한 드레싱으로 상처를 덮는다.상처를 고정하기 위해 드레싱

놓는다.감염을 점검하기 위해 드레싱을 매일 교환한다.

만일 상처가 크게 벌어진다면 I 접착테이프를 “나비”나“아령”모양으로 잘라서

양쪽 가장자리를 함께 끌어올 수 있다(그림4-7) ，
생존상황에서 I 어느 정도의 상처 감염은 대체로 피할 수 없다.

증I 부기 I 붉어짐 I 상승된 체온 I 상처나 드레싱 위의 고름 등은

것을 나타낸다.

감염된 상처를 치료하려면 .

붕대를

상처 주변의 통

감염이 있다는

우|어|

놓는다.압박

압박붕대를 교

각二깅3

AI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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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면

압박붕대를 감염된 상처위어

따뜻하게 누르며 I

압박붕대를 사용한다

01上;
λA L-

동안 상처를

3번이나 4번

따뜻하고 I 습기가

붕대로 전부 30분
환한다.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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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에서 물기를 빼낸다.감염된 상처를 살균된 기구로 버리고 부드럽

게 조사한다.

상처를 치료하고 붕대를 감는다

물을 많이 먹인다.

‘ 1

、----'r--~.
I 、

A

c
그림4-7. 나비 마감

이런 치료를 감염증세가 사라질 때까지 매일 계속한다.

만일 여러분에게 항생물질이 없고 상처가 심하게 감염되었고 I 치료가 되지 않

으며 통상적인 괴사조직제거(debridement) 가 불가능하다면 I 우|험에도불구하

고 구더기 大|료(maggot therapy) 를 고려한다:

상처를 하루 동안 파리에게 노출시키고 나서 덮는다.

매일 구더기를 점검한다.

일단 구더기가 발생하면 I 상처를 덮어놓지만 매일 점검한다.

구더기가 모든 죽은 조직을 치우고 건강한 조직을 치우기 시작하기 전

에 모든 구더기를 제거한다.커진 통증과 상처의 선홍색의 혈액은 구더

기가 건강한 조직에 도달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구더기를 제거하기 위해 살균된 물이나 새로운 소변을 반복적으로 상처

에 쏟아 붓는다.

모든 구더기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며칠 동안은 4시간 마다 상

처를 점검한다.

• 상처를 붕대로 감고 다른 상처와 같이 치료한다.이것은 일반적으로 치

료될 것이다.

각二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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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병과 피부질환 (Skin Diseases and Ailments)

종기 I 곰팡이 감염 I 발진 (rash) 등이 심각한 건강문제로 발전되지는 않지만 I 불

편합의 원인이 되어 여러분은 그것들을 치료해야만 된다.

종기(boil)
종기를 굶게 하기위해 따뜻한 찜질을 한다.그리고 종기를 살균된 칼I 절사 I

바늘 또는 유사한 품목으로 벌린다.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절저하게 고름을

치운다.종기 부위를 덮고I 더 이상 감염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곰팡이 감염(fungal infection)
피부를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고 I 감염 부위를 가능한 많아 헬볕에 노출시

킨다.감염 부위를 긁어서는 안 된다.동남아시아 전투에서 I 병사들은 곰팡이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좋은 결과로 항진균성 가루약 I 알칼리 비누 I 염

소 표백저I，알코올 I 식초 I 농축 소금물 I 요오드 등을 사용한다. //!:if정통적 all 지

료방법과 함께 이것을 조심스럽게 사용한다.

발진(rash)
피부발진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려면 I 우선 원인이 무엇이지를 판단하다.이 판

단은 상황이 좋은 경우에서조차 어려울지도 모른다.발진을 치료하는 다음 규

칙들을 준수한다:

만일 발진이 축축하다면 I 건조하게 유지한다.

만일 발진이 건조하다면 I 축축하게 유지한다.

발진을 긁어서는 안 된다.

물이 나오는 발진을 건조시키기 위해 식초 또는 잣잎이나 도토리나 단단한

나무의 껍질을 끓여서 추출한 타닌산 찜질을 사용한다.마른 종기는 정제된

동물의 지방이나 기름을 감염 부위 위에 조금 문질러서 축축하게 유지한다.

상처가 벌어진 채로 매일 발진을 치료하고 I 닦고 I 손질한다는 것을 기억한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살균제용으로 야생에 있거나 포로가 된 생존자에게 유

용한 물질들이 많이 있다:

요오드 (Iodine) 알약.치료 중인 상처용에 좋은 청결제 (rinse)를 만들기

위해 물 l리터에 5~15알을 사용한다.

마늘.상처에 문지르거나 기름을 추출하기위해 끊이고 감염된 부위를

행구는데 그 물을 사용한다.

각二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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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물.세균을 죽이기 위해 물 121터에 2~3 스푼을 사용한다.

벌꿀.그대로 또는 물에 녹여 사용한다.

물이끼 (Sphagnum moss)，세계적으로 늪이 많은 지역에서 발견되었으

며I 요오드의 천연 공급원이다.드레싱으로 사용한다.

다시 말하자면 I 상업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물질들은 조심해서 사용한다.

동상 (Frostbite)

이 부상은 얼은 조직이 원인이다.가벼운 동상은 둔감하고 약간 흰색으로 창

백해진 피부만 포함한다.심한 동상은 피부 밑 깊이까지 확장된다.조직이 단

단해지고 움직이지 않게 된다.여러분의 발 손I 노출된 얼굴 부분이 특히 동

상에 취약하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I 전우조를 이용하여 동상을 방지한다.여러분 전

우의 얼굴을 수시로 점검하고 I 반드시 그가 여러분의 얼굴을 점검하도록 한

다.만일 여러분이 혼자 있다면 I 벙어리장갑으로 코와 얼굴 아래 부분을 주기

적으로 덮는다.

감염된 부위를 노출된 불꽃에 가까이 놓아서 녹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미지

근한 물에서 부드럽게 문지른다.체온으로 럽히기 위해 부위를 말리고 피부

옆에 댄다.

참호 족(Trench Foot)

이 상태는 빙점 바로 위의 기온에서 젖거나 축축한 상황으로 여러 시간이나

며칠간 노출되어 발생한다.신경과 근육이 주요 손상을 입지만 I 괴저가 발생

될 수 있다.심한 경우에는 살갖이 죽고 I 발이나 다리를 절단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가장 좋은 예방은 발을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다.방수봉지

에 여분의 양말을 휴대한다.젖은 양말은 몸으로 말린다.매일 발을 씻고 I 마

른 양말을 신는다.

화상

화상에 대한 다음의 야전 치료는 고통을 다소 완화시키고 I 빠른 회복에 도움

이 되기도 하고 I 감염을 어느 정도 방지한다:

우선 I 불타는 과정을 멈추게 한다.옷을 제거하고 I 물이나 모래를 끼얹

거나 땅에 굴려서 불을 끈다.뜨거운 피부를 얼음이나 물로 식힌다.백

린(white phosphorous) 으로 인한 화상에서는 I 족집게로 백린들을 집어

낸다;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드레싱이나 깨끗한 천 조각을 타닌산 용액(잣잎I 단단한 나무의 7커 AI LL
닙 큰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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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를 물에 끓여서

드레싱이나 깨끗한 천

벌어진 상처와 같이 치료한다.

수분손실을 보충한다.

유지한다.

대비해 치료한다.

얼굴 근처에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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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간 담근다.

화상 위에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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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도를

쇼크에

화상이

•
•

환경적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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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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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을

일어나지

열사병(Heatstroke)

체온조절체계의 붕괴(섭씨 40.5도[화씨 105도]이상의 체온)는

킨다.경련 I 탈수증 같은 다른 열부상은 항상 열사병보다 먼저

다.열사병의 증세와 증상들은 .....

얼굴.홍당무가 된

붉어진 흰색의

흘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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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가 차가

피해자.

푸르스름한 색깔이고(청색증)，

의식불명이나 정신착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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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악 사항 이때 쯤 피해자는 심각한 쇼크에 빠져있다.피해자를 가능

한 빨리 식힌다.피해자를 차가운 랫물에 담가서 식힌다.만일 의학적

치료가 한 시간 이상 떨어져있다면，피부 첫 번째.만일 한사람을 이용

할 수 없다면 I 소변I 물을 끼얹거나 적어도 모든 관절 특히 목I 겨드랑

이I 사타구니에 냉습포를 붙인다. 두피를 통한 열손실이 크다. 링거주

사(IV)를놓고 마실 액체를 준다.그 사람을 부채질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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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부 림(Struggling).

떨림(Shiveri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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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침(Shouting) .

• 장기 의식불명.

48시간 이내의 열사병 재발 (Rebound).

• 심장마비 (Cardiac arrest); CPR을 실시할 준비를 한다.

쥬악 사항 잃은 소금물로 탈수증을 치료한다

저체온증 (Hypothermia)

신체가 체온을 섭씨 36도(화씨97도)로유지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정의된다.

서늘하거나 차가운 기온에 단기간이나 장기간 노출되는 것은 저체온증을 일

으킬 수 있다.탈수증과 식량과 휴식의 부족은 생존자가 저체온증에 걸리기

쉽게 만든다.

열사병과 달라서 I 여러분은 제체온증 피해자를 점차적으로 업혀야 한다.피해

자에게 마른 옷을 입힌다.수분손실을 보충하고 I 따뜻하게 한다.

설사 (Diarrhea)

불과 음식을 바꾸고 I 오염된 물을 마시고 I 상한 음식을 먹고I 기운이 빠지고 I

더러운 접시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일반적으로 무기력해지는 병.여러분은 예

방의학을 훈련하여 이런 것을 대부분 피할 수 있다.그러나 만일 설사가 나고I

지사제 (anti-diarrheal) 약이 없다면 I 다음의 치료들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24시간 동안 수분섭취를 제한한다.

설사가 지연되거나 멈출 때까지 2시간 마다 진한 홍차용액을 한 컵씩

마신다.홍차 속의 타닌산이 설사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타닌산을

만들려면 단단한 나무의 안쪽 껍질을 2시간 이상 끓인다.

가루로 만든 분필 I 숨 또는 마른 뼈와 처리된 물로 한 줌의 용액을 만든

다.만일 여러분에게 사과 찌꺼기나 감률 껍질이 있다면 I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같은 양을 혼합물에 첨가한다.설사가 지연되거나 멈출 때

까지 2시간 마다 용액 2 스푼씩 복용한다.

장내 기생충(Intestinal Parasites)

만일 여러분이 예방수단을 취한다면 I 일반적으로 벌레의 체내침입과 다른 장

내 기생충을 피할 수 있다.예를 들면 I 맨발로 결코 나가지 않는다.장내 기생

충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리하지 않은 고기와 미처리 하수나

거름으로 사용된 인간 배설물로 오염된 생야채를 피하는 것이다.그러나 여러

각二깅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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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오염되고 I 적절한 약이 부족하면 I 가정치료약을 사용할 수 있다.이런 가

정치료약은 위장기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원리에 따라 작동된다는 것을 명

심한다.다음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정치료약이다:

二슨금물.물 121터에 소금 4스푼을 녹여서 마신다.이 치료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담배.담배 1~1.5 개비를 먹는다.담배에 있는 니코틴이 여러분의 신체가

그것들을 배설하기에 충분히 오랫동안 벌레들을 죽이거나 기절시킬 것

이다.만일 체내침입이 심각하다면 I 빠를 필요는 없이 24~48 시간 내로

이 치료를 반복한다

등우 /κerosene). 등유를 2스푼만 마신다.만일 필요하다면 24~48 시간
내로 이 치료를 반복할 수 있다.증기를 롭입하지 않게 조심한다.증기

가 폐의 자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

매윤 휴츄 (Hot peppe r:.깅.후추는 후추가 여러분의 음식물에 고정된 요

소인 경우에만 효과적이다. 여러분은 후추를 날것으로 먹거나 스프나

쌀과 고기요리에 넣을 수 있다.이것들이 기생충의 롭착을 금지시키는

환경을 만든다.

천연물 의약품 (HERBAL MEDICINES)

현재의 놀랄만한 약품 I 연구소 I 장비 등이 의지 I 상식 I 간단한 치료 등을 포함

하고 있는 보다 원시적인 형태의 의약품들을 감추어왔다.그러나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전히 지역으|“주술사”나치

유자에 의지하고 있다.그들이 사용하는 많은 허브(식물)와치료법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현대적인 약물치료만큼 효과적이다.사실상 많은 현대 약물치료

는 정제한 허브로 만든다.

경고

그러나 천연물 의약품은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하고 I 으|료품이부족

하거나 제한받았을 경우에만 사용한다.일부 천연물 의약품은 위험하고 I 추

가 손상이나 심지어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일부 기초적인 천연물 의

약품에 대해서는，9장I 식물의 생존 사용을 참조한다

각二깅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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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처5장

비I 눈I 뜨겁거나 추운 날씨I 적의 관측 등

수 있다.이것은 여러분에게 행복감을 줄

살아남으려는 의지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피난처는 햇볕I 벌레I 바람I

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다.이것은 여러분이

수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I 피난처에 대한 욕구가 식품에 대한 욕구보다 I 어쩌면

심지어 물에 대한 욕구보다 우선될 수도 있다.예를 들면，추위에 장기

간 노출되는 것은 심한 피로와 쇠약(기진맥진)의원인이 될 수 있다.

기진맥진한 사람은 “소극적인”사고방식으로 발전되어 I 그것으로 살아

남으려는 의지를 잃을 수도 있다.

피난처를 만드는데 가장 일반적인 실수는 너무 크게 만드는 것이다.

피난처는 여러분을 보호할 만큼 충분히 커야만 된다.또한 이것은 특

히 추운 날씨에서는 여러분의 체온을 보존할 만큼 작아야만 된다.

신의 신체 열을 보존할 만큼 충분히 작아야만 한다.

깨달으면 I 가

필요하게 될

피난처 장소 선정

여러분이 생존상황에 처해 있고 피난처가 최우선 순위라는 것을

능한 빨리 피난처를 찾기 시작한다.그렇게 하면서 그 장소에서

것을 기억해둔다.두 가지 필요조건들은.

있어야재료가01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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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한다.

그곳은 여러분이 편하거

•

평탄해야만 한다

고려한다고 I 여러분의 전술상황이나 안전을 무시할

장소가 어떤지도 고려해야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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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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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필요조건들을

수는 없다.여러분은 또한

제공한다.

적합하다.

적의 관측으로부터 은폐를

위장된 탈출로가 있다.

필요하다면 I 신호보내기에

•
•
•



노마드생존전략윈구소

보호한다.있는 죽은 나무 등으로부터

등으로부터 벗어나있다.

도수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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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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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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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질바우L야생동물 I

벌레I 파충류 I

•
도서
--，0•

두어야 한다.

작은 언덕에 있는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지역을 피한다

산악지형에 있는 눈사태나 산사태 지역을 피한다.

홍수 흔적 아래에 있는 물줄기 근처의 장소를 피한다.

기억해。-E
亡

-
근

미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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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역에서는 I 한해 중의 계절이 여러분이 선택하는 장소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피난처로 이상적인 장소는 걱울과 여름에 따라 다르다.추운 걱울기간

동안에는 추위와 바람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지만 연료와 물 공급처

가 있을 장소를 원할 것이다.같은 지역에서 여름기간 동안에는 물 공급처를

원할 것이지만 I 대체로 벌레에서 벗어난 장소를 원할 것이다.

피난처 장소 선정을 고려할 때는 f BLISS라는 단어를 길잡이로 사용한다.

B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 (Blend in with the surroundings).
L - 낮은 윤곽 (Low silhouette).
I - 불규칙한 형태 (Irregular shape)
S - 소형 (Small).
S - 구석진 위大 I (Secluded location).

명심한다.하지만르
”

피난처의종류

피난처 위치를 찾을 때에는 필요한 피난처(보호물)으|

또한 여러분이 고려해야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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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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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사

필

피난처

피난처가

있는가.

설치에

설치에

•
•

•

방법과 피는드만다양한 종류의 피난처를

알 필요가 있다.

•

이런 질문에 답변하려면 I 여러분은

난처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판초우의 반지붕(Poncho Lean-To)

이런 반지붕(그림5-1)을 설치하려면 짧은 시간과 최소한의 장비만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판초우으L 로프나 낙하산 매단 줄(suspension line) 2~3 미터I 길

이 30센티미터의 막대기 세 개 f 2~3 口|터떨어져있는 나무 두 그루나 기둥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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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등이다.사용할 나무나 기둥의 위치를 선정하기 전에 I 바람방향을 조사한

다.반지붕의 뒤쪽이 바람을 향하게 되도록 확인한다.

반지붕을 만들려 면 .

판초우의 두건을 묶는다.졸라매는 끈을 단단히 당기고 I 두건을 길이로

말고 I 삼등분으로 접어서 졸라매는 끈으로 묶는다.

로프를 둘로 자른다.판초우의의 긴 면 한쪽에서 I 로프의 절반을 코너

쇠고리에 묶는다.다른 절반을 다른 쪽 코너 쇠고리에 묶는다.

빗물받이 막대(약10센티미터의 막대)를쇠고리에서 약 2.5센티미터 띄

어서 각 로프에 부착한다.이 빗물받이 막대는 빗물이 반지붕 속으로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게 된다.

판초우의의 상단 모서리를 따라 줄(길이약 10센티미터)을 각 쇠고리에

묶는 것은 물이 피난처 속으로 떨어지지 않고 줄을 따라 흘러 내려가게

한다.

로프를 허리정도의 높이로 나무에 묶는다.신속분리 매듭 (quick-release

knot)과 함꺼 I，돌려서 두매듭 (Round Turn and Two Half Hitches)을 사

용한다.

판초우의를 펼치고 I 뾰족하게 깎은 막대를 쇠고리를 통과시켜 지면에

넣어서 I 판초우의를 지면에 고정시킨다.

여러분이 하룻밤 이상을 반지붕을 사용할 계획이거나 비가 예상된다면 I 반지

붕에 가운데 지지대를 만든다.이 지지대는 줄로 만든다.줄의 한쪽 끝을 판초

우의 두건에 I 다른 쪽 끝을 뻗어 나온 가지에 부착한다.줄에 느슨한 곳이 없

게 확인한다.

다른 방법은 반지붕의 가운데 아래에 막대기를 놓는 것이다.그러나 이 방법

은 피난처 안에서 여러분의 공간과 움직임을 제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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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바람과 비를 막으려면 I 약간의 덤불 I 배낭 I 다른 장비 등을 반지붕 쪽

에 놓는다.

지면으로 가는 열손실을 줄이려면 I 나뭇잎이나 솔잎 같은 일부 종류의 단열

재료를 반지붕 안쪽에 놓는다.

쥬악 사항 쉴 때I 여러분은 체온으180퍼센트 정도를 지면으로 잃는다.

적의 관측으로부터 여러분의 안전을 높이려면 I 두 가지를 변화시켜서 반지붕

의 윤곽을 낮춘다.첫째로 I 무릎까지 오는 막대기들을 두 개의 가운데 쇠고리

(반지붕의 옆면)에사용하여 지지줄을 무릎높이에서(허리높이가 아님)나무에

잡아맨다.둘째로 I 우|와같이 뾰족하게 깎은 막대로 고정시키면서 판초우의를

지면으로 기울인다.

판초우의 텐트 (Poncho Tent)

이 텐트(그림5-2)는 낮은 윤곽을 제공한다.또한 이것은 양쪽에서 기본요소로

부터 여러분을 보호한다.그러나 이것은 반지붕 보다 쓸 수 있는 공간과 관측

지역이 작아서 I 적을 탐지하는 반응시간을 감소시킨다.이 텐트를 만들려면 I

판초우으I，1.5~2.5 口|터의로프 두 개I 길이 30센티미터 정도의 뾰족하게 깎은

막대기 여섯 개 f 2~3 口|터떨어져있는 나무 두 그루 등이 필요하다.

그림 5-2. 뻗어나온 가지를 이용한 판초우의 텐트

텐트를 만들려 면 .

판초우의 두건을 판초우의 반지붕과 같은 방법으로 묶는다.

판초우의 양쪽의 가운데 쇠고리에 1.5~2.5 口|터의로프를 묶는다.

• 로프의 양쪽 끝단을 무릎정도의 높이로 2~3 미터 떨어져 있는 나무에

묶고 판초우의를 단단히 잡아당긴다.

판초우의의 한쪽 면을 단단히 당기고 I 뾰족하게 깎은 막대를 쇠고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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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시켜서 지면에 고정시킨다.

다른 면에서도 같은 절차를 따른다.

만일 가운데 지지대가 필요하다면 I 판초우의 반지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또 다른 가운데 지지대는 외부이지만 텐트의 가운데 위에 있는 A형 세트다

(그림5-3)，A형을 만드는데 I 막대기 하나는 끝이 갈라진 I 길이 90~120 센티미
터의 막대기 두 개를 사용한다.텐트의 가운데를 지지하기 위해 두건의 졸라

매는 끈을 A형에 묶는다.

그림 5-3. A형의 판초우의 텐트

세 기둥 낙하산 원뿔형 텐트(Three-Pole Parachute Tepee)

만일에 낙하산과 기둥 세 개가 있고I 전술상황이 허용된다면 I 낙하산 원뿔형

텐트를 만든다.이 원뿔형 텐트는 만들기가 쉽고 I 시간이 거의 들지 않는다.

이것은 기본요소로부터 보호하고 I 모닥불이나 춧불에서 나오는 작은 양의 빛

을 강화시켜 신호 장치로 작동될 수 있다.이것은 몇 사람과 그들의 장비를

유지하고 I 잠자고 I 요리하고 I 장작을 저장할 만큼 충분히 크다.

여러분은 개인용 주낙하산이나 보조낙하산 캐노피의 일부나 전체를 사용하여

이 원뿔형 텐트를 만들 수 있다.만일에 표준 개인용 낙하산을 사용한다면 I 길

이가 3，5~4，5口|터이고굵기가 5센티미터 정도인 기둥 세 개가 필요하다.

이 원뿔형 텐트(그림5-4)를 만들려면 .

기둥들을 지면에 놓고 한쪽 끝을 함께 동여맨다.

뼈대를 세우고 기둥들을 펼처서 삼각대를 구성한다.

추가로 지지하려면 I 삼각대에 기대어 추가 기둥을 놓는다，5~6개의 추

가 기둥이 가장 좋지만 I 이것들을 삼각대에 동여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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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대에 다시 기대어 놓아서 I 캐노피의 정점이 세 기둥을 동여맨 것과

같은 높이가 되게 한다.

캐노피를 삼각대 한쪽 면 둘레를 감싼다. 낙하산 전체를 감싸게 되면 I

캐노피는 두 겹이 되어야 한다.캐노피의 남은 부분이 반대방향으로 삼

각대를 둘러싸게 되면 I 삼각대의 절반만 감쌀 필요가 있다.

캐노피의 접힌 모서리로 두 개의 묶지 않고 세워놓은 기둥 둘레를 감싸

서 출입구를 제작한다. 그 다음에 막대기들을 원뿔형 텐트 가까이에 나

란히 놓을 수 있다.

피난처용 바닥을 만들기 위해 남은 모든 캐노피를 원뿔형 텐트 기둥 아

래와 안쪽에 놓는다

만일 원뿔형 텐트 속에서 불을 피우려고 한다면 통풍용으로 꼭대기를

30~50 센티미터 열어놓는다.

한 기둥 낙하산 원뿔형 텐트 (One-Pole Parachute Tepee)

이 원뿔형 텐트를 제작하려면， (일반적으로) 14폭 (gore)으로 구분된 캐노피 I

말뚝 I 단단한 가운데 기둥， LH부심(inner core)，바늘 등이 필요하다. 캐노피의

하부 측면 띠에서 매단 줄을 40~45 센티미터 길이로 남기고 자른다.

그림 5-5. 한 기둥 낙하산 원뿔형 텐트

이 원뿔형 텐트(그림5-5)를 만들려면 .

피난처 장소를 선정하고 지면에 직경이 4미터 정도인 원을 그린다.

하부 측면 띠에 남아있는 줄들을 사용하여 낙하산 재료를 말뚝에 완전

히 맨다.

피난처의 문을 낼 곳을 결정한 후에 I 말뚝을 설치하고 첫 번째 줄(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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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형 텐트의 재료를 조이고 I 나무줄기에 단단히 묶는다.

개인 피난처 (One-Man Shelter)

낙하산을 사용하여 쉽게 만들 수 있는 개인 피난처는 나무와 기둥 세 개가 필

요하다.기둥 하나는 길이가 약 4.5미터 I 다른 두 개는 길이가 약 3미터가 되

어야 한다.

이 피난처(그림5-7)를 만들려면 .

그림 5-7. 개인 피난처

4.5口|터기둥을 허리 높이 정도로 나무에 단단히 묶는다.

3口|터기둥 두 개를 4.5미터 기둥과 같은 방향으로 지면에 양쪽으로

놓는다.

접혀진 캐노피로 4.5口|터기둥을 덮어씌우고 I 양쪽 면에 대략 같은 양의

재료가 매달리도록 한다.

남은 재료는 3口|터기둥 밑으로 밀어 넣고 바닥으로 사용하기 위해 안

쪽으로 지면에 펼친다.

피난처 출입구에 있는 두 개으I 3미터 기둥이 안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말뚝으로 고정하거나 기둥 사이에 버팀대를 놓는다.

남는 자료가 있으면 출입문을 덮는데 사용한다.

낙하산 천은 이 피난처를 방풍으로 만들고 I 피난처는 쉽게 업혀질 수 있게 충

분히 작다.조심해서 사용되는 춧불 하나면 내부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그러나 이 피난처는 눈이 내렬 때에는 적은 강설량으로도 움푹 들어갈

수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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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해먹(Parachute Hamm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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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캐노피를 6~8폭과 4.5口|터 정도 떨어져 있는 나무 두 그루로 해먹을

만들 수 있다(그림5-8).

1 낙화산올 펼쳐서 여섯 폭으로

재료훌륭 자른다.

2 한쪽부터 시작하여，한폭 너비로

각강 루번썩 접어서，바닥 쩨료를

세겹으로 만든다.

버팀 막대

3 혜먹올 꼭짓점보다 가장자리를

높여서 나무사。|에때단다.

* 버팀 막대률 가장자리에 있는

줄 사대에 놓고 가장자리에 끈
으로 묶는다.나무사이이 지붕

줄올 잡아당 ξI다.

* 대쩨되는 더 안정적댄 배치는

가장재리를 각각 별도의 나무에

묶는 것이다.그러나 이멀 다무

세 그루 뼈치는 찾기가 어려울

수있다.

4 남은 세 폭올 자붕 줄 위로
걸치고 t 여섯 폭올 퍼난처 속

으로 밀어 넣는다，퍼난처훌륭

안정시키려면 갈라전 가지로

버팀막대 아례를 보강한다.

그림 5-8. 낙하산 해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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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전급조 반지붕 (Field-Expedient Lean-To)

노마드생존전략윈구소

만일 여러분이 숲이 우거진 지역에 있고I 자연 재료가 충분하다면 I 연장 없이

칼만 가지고 야전급조 반지붕(그림5-9)를 만들 수 있다.이런 종류의 피난처를

만드는 데에는 다른 종류를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들지만 I 이것은 기

본요소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것이다.

그림 5-9. 야전급조 반지붕과 모닥불 반사장치

2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나무 두 그루(또는세워진 기둥 들)가필요하다;길이

약 2미터이고 굵기가 2.5센티미터의 기둥 한개;길이 약 3口|터이고굵기가
2.5센티미터의 대들보용 기둥 5~8개;수평 지지대를 나무에 단단히 묶을 끈이

나 덩굴;대들보에 교차시킬 다른 기둥 I 묘목 I 덩굴 등이다

이 반지붕을 만들려면 .

2미터 기둥을 허리와 가슴사이의 높이로 두 그루의 나무에 묶는다.이

것이 수평 지지대다.만일 서있는 나무를 이용할 수 없다면，Y자 모양

막대기나 삼각대 두 개를 사용하여 두발로 서는 것을 설치한다.

대들보 (3미터 기둥)한쪽 끝을 수평 지지대의 한쪽 면에 놓는다.모든

반지붕 종류의 피난처와 같이 I 반지붕의 뒷면을 반드시 바람 방향으로

놓아야 한다.

묘목이나 덩굴을 대들보에 교차시킨다.

바닥에서 시작하여 차근차근 올라가며 빌뻔지같이 덤불I 나뭇잎 I 솔잎

또는 풀로 뼈대를 덮는다.

잠자리용으로 짚I 나뭇잎 I 솔잎 또는 풀을 피난처 안에 놓는다.

。τ츠l 날씨에서는 I 모닥불 반사장치 벽을 설치하여 반지붕에 편안함을 더한다



FM21-76 미육구 색조 교번 노마드생존전략윈구소

(그림5-9). 벽을 지지하게 1.5口|터길이의 막대 네 개를 지면에 박는다.지지말

뚝 사이에 생 통나무들을 차곡차곡 쌓는다.진흙으로 채울 수 있는 벽의 안쪽

으로 내부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통나무 쌓은 것을 두 줄 만든다.이 활동은

벽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열을 더 많이 반사하게 한다.지지말뚝 위를 묶어

서 생 통나무와 진흙이 제자리에 있도록 한다.

단지 약간의 노력만 더 들이면 여러분은 마른 침상을 마련할 수 있다 .2 센티
미터 굵기의 기둥(길이는 반지붕의 수평 지지대와 모닥불 반사장치 벽의 꼭대

기 사이의 거리에 달려있다)몇 개를 자른다.기둥의 한쪽 끝을 반지붕의 지

지대 위에 놓고 I 다른 쪽 끝을 반사장치 벽의 꼭대기에 놓는다.이런 기둥들을

가로질러 더 작은 막대기들을 딱 맞게 놓고 묶는다.이제 여러분이 옷I 고기

또는 물고기를 말렬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습지 침상(Swamp Bed)

늪이나 습지 I 또는 물이 괴어있는 일부 지역이나 계속적으로 습한 지면에서는

습지 침상(그림5-10)이 여러분을 물에서 떨어져 있게 한다. 그런 장소를 고를

때I 날씨I 바람 I 이용할 수 있는 재료 등을 고려한다.

그림 5-10. 습지 침상

습지 침상을 만들려면 .

사각형으로 모여 있는 나무 네 그루를 찾거나 I 기둥(대나무가 이상적)

네 개를 잘라서 사각형을 이루게 지면에 단단히 박아 넣는다.이것들은

여러분의 키와 몸무게를 지탱하고 장비까지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멀

리 벌어지고 충분히 강해야만 된다.

사각형의 폭에 걸치는 기둥 두 개를 자른다.이것들도 역시 여러분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충분히 강해야 된다.

이 기둥 두 개를 나무(또는기둥)에단단히 묶는다.이것이 조수나 최고

수위를 고려하여 지면이나 물에서 충분히 높다는 것을 꼭 확인한다.

사각형의 길이에 걸치는 기둥들을 추가로 자른다.이것들을 두 개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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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기둥에 교차하여 놓고 단단히 묶는다.

침상 뼈대의 윗면을
너。
21:1τ- 나뭇잎이나 풀로 덮어 부드러운 취침용 바닥

을 만든다.

습지 침상 모서리에 점토 I 토사 또는 진흙을 쌓아서 모닥불 받침을 설

치하고 마르도록 한다.

여러분을 물이나 습한 지면 위쪽에 떨어져 있게 하도록 설계된 다른 피난처

도 같은 사각형 배치를 습지 침상으로 사용한다.수면높이 위쪽으로 취침용

바닥을 끌어올렬 수 있는 재료가 충분히 남아있을 때까지 아주 간단하게 나

무(기둥)안쪽에 막대기와 나뭇가지를 세로로 놓는다.

자연 피난처 (Natural Shelters)

피난처를 제공하는 자연 형성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예로는 동굴 I 바위 틈I

덤불 숲I 작은 침강 I 작은 구덩이 I 언덕의 바람이 불어가는 쪽 큰 바우I，큰 가

지가 낮게 매달린 큰 나무I 굵은 가지가 있는 쓰러진 나무 등이 있다.그러나

자연 형성물을 선정할 때는...

산물짜기 I 좁은 계곡 또는 하구 바닥 같은 저지대와 거리를 둔다.낮은

지역엔 야간에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모이고 I 따라서 주변의 고지대보

다 줍다.또한 무성하고 I 덤불이 많은 저지대는 더 많은 벌레들을 숨기

고 있다.

독사 I 진드기 (tick)，작은 진드기 (mite)，전갈 I 쏘는 개미 등을 살핀다

여러분의 피난처 위로 떨어질 수 있는 헐거운 바우I，죽은 나뭇가지 I 코

코낫 또는 다른 자연발생 물을 찾는다

잔해 막사 (Debris Hut)

따뜻하고 설치를 쉽게 하려면 I 이 피난처가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다.피난처가

생존에 필수적일 때 이 피난처를 만든다.

잔해 막사를 만들려면(그림5-11) ......

짧은 말뚝 두 개I 긴 대들보 한 개로 삼각대를 만들거나 튼튼한 기초 꼭

대기에 긴 대들보 한쪽 끝을 놓아서 막사를 설치한다.

• 대들보(피난처의 길이가 되는 기둥)를삼각대 방법을 사용하여 단단히

묶거나 허리 높이 정도로 나무에 고정시킨다.

쐐기모양의 늑재 효과 (ribbing effect) 를 만들기 위해 대들보 양쪽 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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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큰 막대기로 지지한다.늑재는 반드시 여러분의 몸이 들어갈 정도

로 충분히 넓고I 물방울이 튀길 정도로 충분히 가팔라야 한다

더 가느다란 막대와 덤불을 늑재에 교차하여 놓는다.이것들은 단열 재

료(풀I 솔잎 I 나뭇잎 등)가늑재를 지나 수면공간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

는 겪자모양을 형성한다.

가능하다면 I 단열 재료가 적어도 l미터--두꺼울수록좋q-- 두께가 될

때까지 가볍고 I 마르고 I 부드러운 잔해들을 늑재 위에 올린다.

• 피난처 내부에 30센티미터의 단열재료 증을 둔다.

출입구에는 I 출입구를 닫거나 문을 만들기 위해 피난처 내부로 한 번에

끌어들일 수 있는 단열 재료를 쌓는다

이 피난처 설치의 마지막 단계로 I 단열 재료가 폭풍에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빌뻔지 재료나 나뭇가지들을 잔해 증 꼭대기에 올린다.

1

2

그림 5-11. 잔해 막사

나무 구덩이 눈 피난처(Tree-Pit Snow Shelter)

만일 여러분이 상록수가 자라는 줍고 I 눈에 덮인 지역에 있고I 땅을 파는 연장

을 가지고 있다면 I 나무 구덩이 피난처를 만들 수 있다(그림5-12).
이 피난처를 만들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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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스
‘.;JI-，I

큰가지

뭉친눈 뭉친눈

-AI 표면
그림 5-12. 나무 구덩이 눈 피난처

엄개를 제공하는 잔가지가 많은 나무를 찾는다.

원하는 깊이나 지름이 될 때까지 또는 지면에 닿을 때까지 나무줄기 둘

레에서 눈을 파낸다

힘을 보태기위해 위쪽 둘레와 구덩이 내부의 눈을 다진다

다른 상록수 큰 가지들을 찾아서 자른다.추가적인 엄개를 위해 이것들

을 구덩이 꼭대기에 놓는다.단열을 위해 구덩이 바닥에 상록수 큰 가

지들을 놓는다.

그밖의 북극이나 추운 날씨의 피난처에 대해서는 15장을 참조한다.

해변의 그늘 피난처 (Beach Shade Shelter)

이 피난처는 여러분을 햇볕 바람 I 비와 열 등으로부터 보호한다.자연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기가 쉽다.

이 피난처를 만들려면(그림5-13) ....

대들보와 땅을 파는 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목 (driftwood)OI 나 자연

재료들을 찾아서 모은다.

홍수 흔적보다 높은 장소를 선정한다.

가장 작은 양의 햇볕을 받게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참호를 긁어내거

나 판다.여러분이 편하게 둡기에 충분하게 참호를 길고 넓게 만든다.



FM21-76 미육구 색조 교번 노마드생존전략윈구소

도랑의 세 면에 흙을 쌓아 올린다.흙더미가 높을수록 피난처 내부 공

간이 많다.

지붕용 뼈대를 만들기 위해 흙더미 꼭대기에 참호에 걸치는 대들보(유

목이나 다른 자연 재료)를놓는다.

앞쪽에서 더 많은 모래를 파내어 피난처의 출입구를 넓힌다.

피난처 안쪽에 침상을 만드는데 풀이나 나뭇잎 같은 자연 재료를 사용

한다.

‘i

一ζ‘-
-‘-:=:-
걷즙‘

그림 5-13. 해변의 그늘 피난처

사막 피난처 (Desert Shelter)

건조한 환경에서는 I 피난처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 I 노력 I 재료 등을 고려한

다.만일 여러분이 판초우으I，캔버스 천 또는 낙하산 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

면I 여러분의 피난처를 만들기 위해 이것들을 암석 노출지 I 모래더미 I 또는

모래언덕이나 바위 사이의 구덩이 같은 지형지물에 따라 사용한다.

암석 노출지를 사용하여 ..

판초우으I(캔버스천 또는 낙하산 같은 재료 등)으|한쪽 끝을 바위나 다

른 무거운 것을 사용하여 노두의 모서리에 고정시킨다.

최대한의 그늘을 만들기 위해 판초우의의 다른 쪽 끝을 펴서 고정한다.

모래투성이 지역에서는.

• 피난처의 한쪽 면으로 모래더미를 만들거나 모래 언덕의 옆면을 사용한

다

모래나 다른 무거운 것을 사용하여 더미 꼭대기에 재료의 한쪽 끝을 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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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의 그늘을 만들기 위해 재료의 다른 쪽 끝을 펴서 고정한다

쥬악 사항 만일 재료가 충분하다면 I 그것을 반으로 접어서 그 사이에

30~45센티미터의 공기증을 형성한다.이 공기증이 피난처 아래의 온

도를 떨어뜨릴 것이다.

지하 피난처(그림5-14)는 한낮의 열기를 섭씨 16~22 도(화시I 30~40 도)만큼
떨어뜨렬 수 있다.그러나 이것을 설치하려면 다른 피난처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여러분의 육체적 노력이 땀을 더 많이 흘리게 하여 탈수증

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I 한낮의 열기 이전에 설치한다.

판초우의 고정용모래

J

이 피난처를

모래언덕이나 바위 사이의 낮은 지점이나 구덩이를 찾는다.만일 필요

하다면 I 여러분이 편하게 둡기에 충분하게 참호를 40~60 센티미터의 깊

이로 길고 넓게 판다.

모래를 세 면 둘레에 더미를 만들기 위해 모래를 참호에서 꺼내어 쌓아

올린다.

참호의 열린 쪽 끝에서 I 더 많은 모래를 파내어 여러분이 피난처로 쉽

게 드나들 수 있게 한다.

재료로 참호를 덮는다.

모래 I 바위 또는 다른 무거운 것을 사용하여 재료를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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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분의 재료가 있다면 I 재료를 다른 덮개 위로 30~45 센티미터 단단히

고정시켜서 한낮의 참호의 온도를 더 떨어뜨렬 수 있다.이렇게 재료를 겹치

는 것은 내부 온도를 섭씨 끄~22도(화씨 20~40 도)떨어뜨렬 것이다.

다른 종류의 지하 그늘 피난처는 공기의 흐름과 순환을 위해 모든 면을 열어

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구조다. 초|대한보호하려면 I 최소한 두 증의 낙

하산 재료가 필요하다(그림 5-15)，흰색이 열을 반사하기에 가장 좋은 색깔이

며;가장 안쪽 증은 더 어두운 재료가 되어야 한다.

층간격
30 ....45cm
，(12-18 인太I)

그림 5-15. 사막의 열린 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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