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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생존상황에서 식물의 성공적인 사용은 명확한 확인에 달려있다.

독성 식물을 아는 것은 식용식물을 아는 것만큼 생존자에게 중요하

다.독성 식물을 아는 것은 그것들로부터 부상을 당하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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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용 친척이나 다른 식용 식물들과 비슷하게 보인다.예를 들면 I 독미나리

는 야생 당근과 매우 비슷하게 보인다.몇몇 식물은 일정한 계절이나 성장 단

계에서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으며 I 다른 단계에서는 독성이 있다.예를 들면 I

미국자리공의 잎은 최초 성장을 시작할 때는 식용이지만 I 골 독성이 있게 된

다.여러분은 일부 식불과 과일을 익었을 때만 먹을 수 있다.예를 들면 I 포도

필룸 속 식물 (mayapple) 의 익은 과일은 식용이지만 I 다른 모든 부위와 생과일

은 독성이 있다.일부 식물은 식용과 독성 부위 둘 다를 지니고 있다;감자와

토마토는 흔한 식물 식품이지만 I 이것들의 덜 익은 부위들은 독성이 있다.

일부 식물들은 시들은 후에 독이 있게 된다.예를 들면 I 검은열매벚나무 (black
cherry)가 시들기 시작할 때 시안화수소산 (hydrocyanic acid)이 발생된다.특별

한 손질방법으로 일부 식물은 독성이 있는 날것을 식용으로 만든다.여러분은

가늘고 밟게 베고 I 완전히 말린 천남성의 알뿌리를 먹을 수 있지만 I 만일 완전

히 마르지 않았으면 독성이 있다.

생존환경을 시작하기 전에 식물을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을 배운다.식물에 관

한 정보의 일부 출처는 펌플릿 I 영화I 자연 탐사로 I 식물원 I 지역 시장 I 지역

원주민 등이다.여러 출처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I 가능한 많은 출처에서 정보를 모아서 상호 참조한다.

독성 식물을 피하는 규칙

최선의 방책은 틀림없이 확실하게 식물을 찾아내고 확인할 능력을 가지며 I 식

물들의 사용법과 위험성을 아는 것이다.여러 번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만일

여러분이 지역 식물에 대한 지식을 거의 또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 I ll일

반 식용성 테스트”을위해 식물을 고르는 규칙을 사용한다.피할 것들을 기억

한다 .

모든 버섯.버섯의 확인은 상당히 어렵고 다른 식물에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해야 된다.일부 버섯들은 아주 빨리 사망의 원인이 된다.

일부 버섯들은 알려진 해독제도 없다.버섯 중독의 일반적인 두 가지

종류는 위장과 중추신경 계통이다.

불필요하게 식물들과 접족하거나 만지지 않는다.

접촉 피부염(CONTACT DERMA 71715)
식물로 인한 접족 피부염은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대부분의 걱정거리를 일으

킬 것이다.긁으면 영향이 계속되고 I 퍼질 수도 있으며 I 만일 눈 속이나 주변

에 염증이 있으면 특히 위힘하다.이들 식물의 주된 독소는 일반적으로 식불

과 접족하여 피부에 묻은 기름이다.또한 기름이 장비에 묻어서 장비를 만지

는 누구라도 감염시킬 수 있다.접족 피부염 식물은 연기도 식물만큼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태워서는 안 된다.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땀을 흘렬 때 감염

되면 더 큰 위험이 있다.감염은 국부적이 되거나 몸 전체로 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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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나타나려면 몇 시간에서 며질이 걸렬 수도 있다.증세와 증상에는 달

아오르고 I 붉어지고 I 가렵고 I 붓고 I 물집이 생기는 것 등이 포함된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독성 식물을 접족하거나 처음으로 증상이 나타날 때I 기름

을 비누와 찬물로 씻어서 제거하도록 노력한다.만일 물을 이용할 수 없다면 I

진흙이나 모래로 피부를 반복해서 닦는다.만일 물집이 생겼다면 진흙을 사용

해서는 안 된다.진흙이 물집을 터뜨려 열어서 몸이 감염에 노출되게 할 수도

있다.기름을 제거한 후에 그 부위를 말린다.여러분은 식물이 원인인 발진을

치료하기 위해 감염 부위 위를 타닌산 용액으로 씻고 I 물봉선화를 으깨어서

문지를 수 있다.타닌산은 떡갈나무 껍질로 만들 수 있다.

접족 피부염을 일으키는 독성식물들은 .

덩굴풀 (Cowhage).

덩굴 좋나무 (Poison ivy).

좋나무 (Poison oak).

독성 좋나무 (Poison sumac).

• 랭가스 트리 (Rengas tree).

능소화 (Trumpet vine).

섭춰 중독(lNGES710N POISONING)
섭취 중독은 매우 심각할 수 있으며 아주 빨리 사망으로 진행될 수 있다.여

러분이 처음에 확실하게 확인한 경우 외에는 I 어떤 식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

먹은 모든 식물들의 일지를 작성한다.

섭취 중독의 증세나 증상에는 메스꺼움 I 구토 I 설사 I 복통 I 심박동과 호롭 저

하I 두통 I 환각 (hallucination) ，구강 건조 I 의식불명 I 혼수상태 (coma) ，사망 등이

포함된다.

만일 식물 중독이 의심스러우면 I 가능한 빨리 피해자의 입과 위장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려고 노력한다.만일 피해자가 의식이 있으면 목구멍 뒤쪽을 간

지럽히거나 따뜻한 소금물을 먹여서 구토를 유도한다.만일 피해자가 의식이

있으면 많은 양의 물이나 우유를 복용시켜 독을 붉게 한다.

다음의 식물들은 먹었을 때 섭취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 피口f자(Castor bean).

• 멀구슬나무 (Chinaberry).

• 나도여로 속 (Death camas).
• 란타나 (Lantana).

• 대극 과 (Manchineel).
• 협죽도 (Oleander).

• 팡기 (Pa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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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당근 또는 독미나리.

구슬 팔(Rosary pea)，

스트리크닌 트리 (Strychnine tree) ，

노마드생존전략윈구소

이런 식물들의 사진과 설명은 부록 C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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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은 좀처럼 나머지 환경만큼 생존자에게 위협적이지 않다.생존

자가 사자 I 곰I 다른 크거나 위힘한 동물들과 우연히 만나는 것을 피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또한 여러분은 뿔I 발굽이 있고 아주 무

거운 대형 방목동물들도 피해야만 된다.여러분의 행동이 예기치 않

은 만남을 방해할 수도 있다.그들의 환경을 조심해서 지나간다.식품

을 야영지 주변에 놔두어서 대형 육식동물들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

다.물이나 숲에 들어가기 전에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핀다.

작은 동물들은 실제로 생존자에게 큰 동물들보다 더 많은 위협을 일

으킨다.그들의 크기를 상소H하기 위하여 I 자연은 여러 작은 동물들에

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독니 I 침 같은 무기를 주었다.매년 몇몇 사

람들은 상어에게 물리고 I 악어에게서 상처를 입고I 곰에게서 공겪을

당한다.이런 사건의 대부분이 어떤 점에서는 피해자의 잘못이었다.

그렇지만 I 매년 더 많은 피해자들이 커다란 위험한 짐승한테보다 상

대적으로 작은 독사에게 물려서 사망한다.심지어 더 많은 희생자가

벌침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사망한다. 이런 이유로 I 우리는 작고

잠재적으로 더 위힘한 생물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이

것들은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서식지로 들어가거나 I 그들이

눈에 띄지 않는 여러분의 환경으로 살짝 들어와서 보다 쉽게 만날 것

같은 동물들이다.

만일 여러분이 몇 가지 간단한 안전절차를 사용한다면 I 주위 환경에

대해 냉정함과 인식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을 살아있게 할 것이다.

호기심과 부주의로 여러분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곤충과 거미류(INSECTS AND ARACHNIDS)
여러분은 지너 I(centipede) 와 노래기 (millipede) 를 제외하면 I 거미가 여넓 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여섯 개의 다리로 곤충을 알아보고 확인한다.여러분을

물고 I 찌르거나 염증을 일으킬 때 이런 모든 작은 생물들은 해충이 된다.

비록 그들의 독이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I 벌I 장수말벌 (wasp) ，말벌
(hornet) 등의 침은 생존자가 특별한 독에 알레르기가 있지 않는 한I 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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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를 죽이지 않는다.가장 위험한 거미들조차 좀처럼 죽이지 않으며 I 진

드기가 옮기는 질병들은 매우 느리게 반응한다.그렇지만 I 모든 경우에서 회

피가 가장 좋은 방어다.거미와 전갈이 있다고 알려진 환경에서는 매일 아침

신는 것과 의복을 점검한다.또한 그것들에 대비하여 침구와 피난처를 점검한

다.바위와 통나무를 뒤집을 때 주의한다.우|험한곤충과 거미류에 대한 예는

부록 D를 참조한다.

전갈

여러분은 전갈 (Buthotus: 부토투스 종)을세계의 사막 I 정글과 열대I 아열대 I 따

뜻한 온대지역의 삼림에서 발견한다.이들 대부분은 야행 습성이다.여러분은

죽음의 계곡 (Death Valley)으|해수면 아래부터 안데스 산맥으1 3，600미터 정도

로 높은 고도까지 사막 전갈을 발견할 수 있다.습기가 있는 지역에서는 전형

적으로 갈색이나 검정색이며 I 사막에서는 노란색이나 열은 초록색이 될 수도

있다.평균 크기는 약 2.5센티미터다.그렇지만 I 중앙아메리차 I 뉴기니 I 남부아

프리차의 정글에는 20센티미터의 대형들이 있다.전갈 침으로 인한 사망자는

좀처럼 없지만 I 어린이 I 노인 I 환자들에서는 발생될 수 있다.전갈은 들어 올리

고I 끝에 칩을 지니고 있는 마디가 있는 꼬리를 가진 작은 바다가재와 닮았다.

자연은 전갈붙 01류 (whip scorpion) 나 큰전갈 (vinegar-roon) 로 전갈을 흉내 낸

다.이것들은 해가 없고I 실제 전갈의 마디가 있는 꼬리와 침 보다는 오히려

절사나 채찍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다.

거미

여러분은 몸의 뒤쪽에 돌출한 바이올린 모양의 빛나는 점으로 북미의 갈색

은둔자 또는 바이올린 꼴의 거미(Loxosceles reclusa:갈색은둔거 미)를알아본
다.이것의 이름이 암시하는 것처럼 이 거미는 어두운 장소에 숨기를 좋아한

다.좀처럼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I 이것에 물린 상처는 상처 주위의 과도한 조

직 변성을 일으키고 I 만약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심지어 손가락의 절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러분은 비록 북미의 검정 과부가 아마도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세계적인

과부 가족 (Latrodectus: 과부거미 종)으|구성원을 찾는다.세계의 더 따뜻한 지

역에서 발견되는 과부는 종종 배에 모래시계 모양의 흰색 I 빨간색 I 또는 오렌

지색 점들이 있는 작고 I 어두운 거미다.

깔대기거미 (Funnelweb ，Atrax 종)는크고 I 호|색이나갈색인 호주 거미다.짧은

다리에 두툼한 이것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얻은 원뿔 모양의 거미줄을 위아래

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지역 주민들은 이것을 치명적으로 여긴다.이것들이

일반적으로 밤에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면 피한다.이들에 물린 상처는 과부거

미에 물린 것과 비슷하다 일주일간 계속될 수 있는 땀흘리고 I 떨리고 I 약해

지고 I 무능력해지는 증상들이 동반된 겪심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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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란툴라는 종종 애완동물 가게에서 팔리기 때문에 I 가장 잘 알려진 크고 털

이 많은 거미 (Theraphosidae: 짐승빛거미과， Lycosa: 늑대거미 종)다.유럽에는

한 가지 종이 있지만 I 대부분은 열대아메리차에서 온다.일부 남미 종은 위험

한 독을 주입하지만 I 대부분은 단순하게 아픈 물린 상처만 만든다.일부 타란

툴라는 만찬용 접시만큼 클 수 있다.이것들은 모두 새I 생주I，도마뱀 같은 먹

이를 잡기위한 커다란 독니를 가지고 있다.만일 타란툴라에 물렸으면 I 고통

과 출혈이 확실하며 I 감염은 될 것 같다.

지네와 노래기

지네와 노래기는 대부분 작고 해가없지만 I 일부 열대와 사막 종은 25센티미터
에 이를 수도 있다.일부 지네의 변종은 무는 것에 독성이 있지만 I 날차로운

발톱으로 피부를 파서 구멍을 내기 때문에 감염이 가장 큰 위험이다.피부가

뚫리는 것을 방지하려면 I 만일에 이것들이 여러분의 피부 위를 기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I 이것들이 이동하고 있는 방향으로 털어낸다.

벌，장수말벌，말벌

우리는 모두 벌I 장수말벌 I 말벌에 익숙하다.이것들은 여러 종류가 있고I 습성

과 서식지가 매우 다양하다.여러분은 장수말벌 I 말벌과 땅말벌 (yellow jacket)
이 더 날씬하고 거의 털이 없는 반면에 I 털이 많고 일반적으로 통통한 몸을

보고 벌을 알아본다.꿀벌 (honeybee) 같은 일부 벌들은 집단으로 생활한다.

이것들은 길들여지거나 동굴이나 속이 빈 나무에 야생으로 살수도 있다.여러

분은 나무의 개별적인 둥지 구멍에 있는 어리호박벌 (carpenter bee)OI나 땅에

있는 호박벌 (bumblebee) 같은 다른 벌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벌로 인한 큰

위험은 배에 자리 잡고 있는 미늘이 있는 침이다.벌이 여러분에게 칩을 쏠

때I 벌은 자기의 칩을 독주머 니와 함께 배 밖으로 내보내고 죽는다.살인 벌을

제외하고는 I 대부분의 벌들은 매끈한 칩을 가지고 반복공격이 가능한 장수말

벌I 말벌 I 땅말벌에 비해서 보다 유순한 경향이 있다.

회피가 자기 장어를 위한 가장 좋은 작전이다.벌들이 먹이를 먹을 수도 있는

꽃이나 과일들을 조심한다.물고기나 사냥감을 손질할 때 육식성 땅말벌을 조

심한다.평균적인 사람들은 벌침에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순간적인 반응을 보

이며 I 고통과 두통이 사라지는 한두 시간 이내에 회복된다.벌의 독소에 알레

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과민성 쇼크 (anaphylactic shock)，혼수상태 I 사망을 포

함하여 심각한 반응을 보인다.만일 항히스타민 (antihistamine) 약품을 입수할

수 없고I 대체 물질도 찾을 수 없다면 I 생존상황에서 알레르기 피해자는 중대

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진드기

진드기는 열대와 온대 지방에 흔하다.진드기는 여넓 개의 다리를 가진 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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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 절지동물이고 부드럽거나 딱딱한 몸을 가질 수 있다.진드기가 살아남아

번식하기 위해서는 숙주의 피가 필요하다.진드기는 라임병 (Lyme disease)，로
키산 홍반열 (Rocky Mountain spotted fever)，노|염(encepha Iiti s)과 결과적으로

무능해지거나 치명적으로 될 수 있는 다른 질병들을 퍼뜨리기 때문에 I 진드기

가 숙주를 위험하게 만든다.이런 질병에 일단 걸리면 여러분이 치료할 수 있

는 게 거의 없지만 I 이것들은 천천히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시간은 여러분

편이다.대부분의 전문가에 따르면 I 진드기가 질병 유기체를 옮기려면 적어도

6시간 숙주에 붙어있게 된다.그래서 여러분은 진드기의 출현에 대비하여 몸

을 절저하게 검사할 시간이 있다.달라붙는 우거진 식물을 지나갈 때I 식품으

로 숙주 동물을 세척할 때I 피난처를 건설하기 위해 천연 재료들을 모을 때는

진드기를 조심한다.만일 가능하다면 I 항상 해충 퇴치기를 사용한다.

거머리(LEECHES)
거머리는 벌레 같은 외형의 롭혈 생물체다.여러분은 열대와 온대에서 거머리

를 발견한다.여러분이 우글거리는 물에서 수영을 하거나 급조 도하 교량을

만들 때 확실히 거머리를 만날 것이다.늪이 많고 I 열대 식불과 습지를 지날

때 이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또한 민물에서 발견되는 거북 같은 식품 동물을

손질 할 때도 발견할 수 있다.거머리는 작은 구멍으로 기어들어올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이것들의 서식지에서는 야영을 피한다.바지를 군화에 밀어 넣

어 둔다.거머리에 대비하여 자주 자신을 점검한다.삼키거나 먹으면 I 거머리

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으|심스러운공급원에서 나온 물은 끓이거나 화학적

물 처리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삼킨 거머리로 생긴 상처가

감염되었을 때는 I 생존자들이 목이나 코 안쪽의 상처에서 심한 전염병에 걸린

것이다.

닙'1.즈l.，II
전설에도 불구하고 박주I (Desmod us:데스묘두스 종)는생존자에게 비교적 위험

이 작다.세계적으로 많은 변종 박쥐들이 있지만 I 실제 롭혈박주 I (vampire bat)
는 중미와 남미에서 발견된다.이것들은 대부분 소나 말 같이 잠자고 있는 희

생물 위에 내려앉아 I 희생물을 물은 후에 혈액 식사를 밟아 먹는I 작고 기민하

게 나는 것들이다.이것들의 타액에는 그들이 먹는 동안 혈액이 천천히 계속

흐르게 하는 혈액응고 방지제 (anticoagulant) 가 들어있다.이런 박쥐들 중 아

주 작은 비율만이 실제로 광견병 (rabies) 을 옮긴다;그렇지만 I 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박쥐는 피한다.이것들은 다른 질병과 전염병을 옮기고 다룰 때 즉

시 물을 것이다.그러나 박쥐가 차지하고 있는 동굴에 피난처를 잡는 것은 I 가

루가 된 박쥐의 배설물이나 구아노 (guano) 를 롭입하는 훨씬 큰 위힘을 일으

킨다.박쥐 배설물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여러 유기체들을 옮긴다.절저하게

익힌 큰박주I (flying fox) 나 다른 박쥐들을 먹는 것은 광견병이나 다른 질병들

로부터 아무런 위험도 없지만 I 다시 강조하는 것은 절저하게 익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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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사

지침들은 모두 뱀의 몸을 가까이 관찰하거나 다루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I

야외에서 독사를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한 결코 틀리지 않는 규칙은 없다.가

장 좋은 전략은 모든 뱀들을 혼자 있게 내버려두는 것이다.뱀들이 많고 I 독성

이 있는 종이 있는 곳에서 I 뱀에게 물리는 위험성은 그들의 식품 가치를 부정

한다.독사가 있는 지역을 여행할 때 다음의 안전 규칙들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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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를이동하기 전에바라보며밟는 곳을 살핀다

위를 밟는다.

주변을 이동할

걸으며

통나무

주의 깊게

넘기보다는

과일을 따거나

•

놀리고 I 성가시게 굴거나 괴롭혀서는

없다.따라서 여러분은 뱀이 자고 있는지

(mamba)，코브라 (cobra)，부시마스터 (bushmaster)

몰리거나 둥지를 지킬 때는 적극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통나무나 돌을 뒤집을 때는 막대기를 사용한다.

특히 밤에는 적절한 신발을 신는다.

침구 I 피난처 I 으|복 등을 주의 깊게

만났을 때 조용히 한다.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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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ιι，
맘바

궁지에

n드으
02

L C)

τ!:"2

。|닙
2，

님H .E드。
02 L-

없다.

본다.

으
」

배
며다

수

되
」
하
근

}
-
간

C
L

분

7~드프
E드 L-

유심히때
에

”

며

굳

뱀을

•
•

•
•

없으며 I 그것들이 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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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극지방은 황량한 환경 때문에 뱀이 없다.독사가 없는 지역으로 여져지는 그

밖의 지역은 뉴질랜드 I 쿠바 I 아이티 I 자메이차 I 푸에르토리코 I 아일랜드 I 폴리

네시아 I 하와이 등이다.

|미국의독사

없는뱀이

미국 구리머리살모사 (American Copperhead): AgIGιtrodon contort ri.χ
부시마스터 (bushmaster): Lachesis mutus.
산호뱀 (Coral snake): Micrurus ψ/끼us.
늪살무사 (Cottonmouth): Agkistrodon piscivorus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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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삼각머 리독사 (Fer-de-lance): Bothrops atrox.
방울뱀 (Rattlesnake): Crotalus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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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럽의 독사

커먼 매더 (Common adder): 때ers berus.
팔라스 바이퍼 (Pallas’vi per): Agkistrodon halys.

1아프리차와 아시아의 독사

붐슬랑 (Boomslang): Dιpholidus typus.
• 코브라(Cobra): 1\셔fa 종.

• 가분 바이퍼 (Gaboon viper): Bii따 gabonica.
• 초록나무 살모사 (Green tree pit viper): Trimeresurus gramineus.
하부 살모사 (Habu pit viper): 7ηmeresurus 떠VOLψ 긴'is.

• 삿갓뱀 (Krait): Bungarus caeruleus.
말레이 살모사 (Malayan pit viper): Caν'aselasma rhodostoma.

• 맘바 (mamba): Dendraspis 종.

• 큰 독사 (Puff adder): Bi，따an감tans.
코뿔소 독사 (Rhinoceros viper): Bi，따naslcomι.

• 러셀살모사 (Russell’s vi per): Vipera russellii.
• 샌드 바01퍼(Sand viper): Ceαtes 때뼈.

• 톱 비늘북 살모사 (Saw-scaled viper): Echι carinatus.
와글러 살모사 (Wagler ’s pit vi per): 깐께eresurus wagleri.

1호주의 독사

• 데스 매더(Death adder): Acanthophis antarcticus.
타이판(Taipan): Oxyuranus scute떠tus.

• 타이거 스네 01크 (Tiger snake): Notechis scutatus.
• I::l~다뱀(Yellow-bellied sea snake): Pe떠mι platurus.

위험한도마뱀

큰도마뱀과 멕시코 독도마뱀은 위험하고 독성이 있는 도마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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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도마뱀 «Gila mon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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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를 포함하여 미국 남서부의 큰도마뱀 (Heloderma suspectru께은 거무

스름하고 I 핑크색 반점이 뚜렷한 매우 거친 피부의 커다란 도마뱀이다. 이것

은 길이가 평균 35~45센티미터이고 굵고 I 뭉룩한 꼬리를 가지고 있다.들쁨이

지 않으면 물가능성이 없으며 I 무는 것에는 독이 있다

멕시코 독도마뱀 (Me잉can beaded lizard)

멕시코 독도마뱀 (Mexican beaded lizard)은 친척인 큰도마뱀과 닮았다.색깔

[ej(큰도마뱀)보다더욱 일정한 점들을 가지고 있다.이것을 멕시코에서 중앙아

메리차까지 발견한다.

코모도 왕도마뱀 (Komodo Dragon)

이 거대한 도마뱀(떠ranus komodoensi 지은 길이가 3미터이상 자라며 I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포획하려고 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이 인도네시아 도마뱀은

135킬로그램 이상 무거울 수 있다.

강의위험동물

하마 I 앨리게이터 악어 I 크로커다일 악어 I 그 밖의 강에 사는 큰 동물들과 마

주치는 것을 피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그렇지만 I 주의해야만 되는 강에

사는 보다 작은 동물들이 몇몇 있다.

전기뱀장어 (Electric eels)

전기뱀장어 (Electrophorus electricu.찌는길이가 2미터 I 굵기가 20센티미터어|
달할 수도 있다.이것들을 피한다.이것들은 몸의 특정 기관에서 500볼트까지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이것들은 이 충겪을 먹이와 적에게 사용한다.보통

은 이 뱀장어는 남미의 오리노코 I 아마존 수계에서 찾는다.이것들은 더 높게

산소가 함유되고 많은 음식을 제공하는 얄은 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들은 토착 뱀장어보다 몸집이 더 크다.이것들은 윗부분이 어두운 회색이

나 검정색이고 I 아랫배는 밝은 색이다.

피라냐 (Piranha)

피라냐 (Serrasalmo 종)는원산지인 파라과이 강 유역뿐만 아니라 오리노코 I 아

마존 수계에도 또 다른 위험이다.이 물고기는 크기가 색이 아주 다양하지만 I

일반적으로 오렌지색 아랫면과 짙은 윗면의 조합을 이루고 있다.이것들은 분

명하게 보이는 흰색의 면도칼같이 날차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다.이것들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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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50센티미터까지 될 수도 있다.이것들이 사는 강을 건닐 때에는 극도로

조심한다.피가 이들을 끌어들인다. 이것들은 건기 동안에 얄은 물에서 가장

위험하다.

거북

북미의 무는 거북 (snapping turtle) 과 자라 (soft-shelled turtle) ，남미의 마타마

EHmatamata) 와 다른 거북들과 같이 커다란 민물 거북을 다루거나 포획할 때

는 조심한다.이 모든 거북들은 자기방어를 위해 물고 I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

라낼 수 있다.

오리너구리(Platypus)

오리너구리 또는 덕빌(duckbill: Omithorhyncus anatinu.의은자기 종의 유일한

일원이며 쉽게 구분된다.이것은 회색빛 도는 짧은 털로 덮인 긴 몸통 I 비버

같은 꼬리 I 오리 같은 부리를 가지고 있다.길이 60센티미터까지 성장하며 I 훌

륭한 식품 공급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I 세계에서 한 종류뿐인 산란하는 이

포유동물은 매우 위험하다.수컷은 몹시 고통스러운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독

이 있는 발톱을 뒷다리마다 가지고 있다.여러분은 호주에서만 주로 수로에

있는 진흙 둑을 따라 오리너구리를 발견한다.

만과 강어귀의위험 동물

바다와 강이 함께 모이는 지역에는 민불과 바닷물 양쪽과 관련된 위험 동물

들이 있다.얄은 바닷물에는 고통을 줄 수 있고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많은 생물들이 있다.예를 들어 I 성겨I(sea urchin) 를 밟으면 고통과 감염이 생

기게 될 수 있다.얄은 물에서 이동할 때는 어떤 형태의 신발이라도 신고 I 발

을 들어 올려서 걸음을 옮기는 것 보다는 바닥을 따라 발을 끈다.

가오리 (Sti ng ray: Dasyatidae 종)는특히 열대수역의 얄은 물에서는 정말 위험

한 동물이다.바닥의 종류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종 사이에 큰 변이가 있

지만 I 모두 꼬리에 독이 있을 수 있고 만일 밟는다면 극도로 아픈 상처의 원

인이 될 수 있는 날차롭고 뾰족한 것을 가지고 있다.모든 가오리는 연과 비

슷한 전형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다.여러분은 미국 I 아프리차 I 호주 등의 연안

을 따라 이것들을 발견한다.

바닷물의위험동물

다루거나 I 만지거나 I 접족해서는 안 되는 몇몇 물고기들이 있다.여러분이 먹

어서는 안 되는 다른 것들도 있다.

다루거나，만지거나，접촉하기 위험한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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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다루거나 I 만지거나 I 접족해서는 안 되는 몇몇 물고기들이 아래에

식별되어 있다.

상어

상어는 바다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동물이다.일반적으로 상어의 공겪은 피할

수 없고 사고로 여걱진다.생존자인 여러분은 상어들과 어떤 접족도 피하도록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만 한다.여러 상어 종이 있지만 I 일반적으로 비교적

해가 없는 상어들은 머리 안쪽 면에 작은 입을 가지고 반면에 I 우|험한상어는

큰 입과 보이는 이빨을 가지고 있다.그렇지만 어떤 상어도 물거나 그것들의

거친 피부로 긁어서 고통스럽고 가끔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 있다.

밀복어(Rabbitfish)
밀복어 또는 독가시치 (spinefoot) 는 주로 인도양과 태평양의 산호초에 나타난

다.이것들은 지느러미에 매우 날차롭고 I 아마도 독이 있을 가시를 가지고 있

다.만약 한다면 I 이것들을 조심해서 다룬다.이 물고기는 I 이 절에 있는 다른

위험한 여러 물고기들과 같이 I 물고기가 발견되는 지역의 원주민들은 식용으

로 여기지만 I 부주의한 취급으로 사망자가 발생된다.가능하다면 먹을 수 있

는 독이 없는 다른 물고기를 찾는다.

쥐돔(Tang)
쥐돔 또는 검은쥐치 (surgeonfish: Acanth u.ηdae 콩는 길이가 평균 20~25 센티
미터이고 I 종종 아름다운 색깔을 띤다.이것들은 외과용 메스 같은 가시가 꼬

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외과의사 물고기 (surgeonfish) 로 불린다.이런 가시로

입은 상처는 감염 I 유독동물외상 (envenomation) ，우연히 상어를 끌어들일 수

도 있는 혈액 손실 등으로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

복어(Toad.뀐~h)
복어 (Batrachoididae 콩는 미국의 멕시코만 연안에서 떨어진 열대수역과 중

남미 양쪽 연안을 따라 나타난다.이런 흐린 색깔의 물고기는 길이가 평균

18~25 센티미터다.이것들은 전형적으로 물고기와 다른 먹이를 기다리기 위해

모래에 자신을 묻는다.이것들은 잔등을 따라 날차롭고 I 아주 해로운 가시들

을 가지고 있다.

쏠뱅0/(Scorpion Fish)
독이 있는 씀뱅이 또는 제브라피시 (zebra fish: Scorpaenidae 콩는 주로 열대

인도양과 태평양 I 간혹 지중해와 에게해 지역에 있는 암초 주변에 있다.이것

들은 길이가 평균 30~75 센티미터다.이것들의 색은 적갈색에서 거의 보라색

이나 갈색을 띠는 노란색까지 아주 변화무쌍하다.이것들은 길고 I 굽이치는

지느러미와 가시를 가지고 있으며 I 가시에 찔리면 맹렬하게 고통스럽다.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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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한 친척들이 대서양에 서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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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기미 (Stone 뀐~h)
쑤기미 (Synanc 걷fa 콩는 태평양과 인도양에 있다.밟거나 부주의하게 다룰 때

이것들은 등의 가시로부터 고통스러운 독을 주입할 수 있다.이것들의 우툴두

툴한 모양과 진흙 색깔 때문에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크기는 40센티미
터까지 변동한다.

눈동미리(Weever Fish)
눈동미리(Trachinidae 콩는 평균 30센티미터 길이다.이것들은 유럽 I 아프리

타I 지중해의 연안에서 모래 속에 자신을 묻어서 찾기가 어렵다.이것들의 색

은 보통 흐린 갈색이다.이것들은 잔등과 아가미에 독성이 있는 가시를 가지

고 있다.

이런 독성 물고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F를 참조한다.

먹기에 유독한 동물과 물고기

생존 교범들은 북극곰의 간이 비타민 A으|고농도 때문에 유독하다고 자주 언

급한다.이런 이유로 I 우리는 이 장기를 먹은 후의 사망할 기회를 언급한다.

또 다른 유독한 고기는 대모 거북 (hawksbill turtle)의 살이다.여러분은 그것들

의 아래로 돌아간 부리와 목과 앞쪽 물갈퀴에 있는 노란색 물방울무늬로 그

것들을 알아본다.이것들은 무게가 275킬로그램 이상이고 I 포획될 가능성이

없다.

일부는 단지 계절적으로 유독하지만 I 연안의 암초 I 석호 I 강어귀에 서식하는

많은 물고기는 먹기에 유독하다.대다수가 열대어다;하지만 I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고기를 먹는 것을 조심한다.창꼬大 I，도미 같은

일부 포식 물고기는 만일 이것들이 얄은 물에서 먹은 물고기가 독성이 있으

면 유독해질 수도 있다.가장 유독한 종류는 앵무새 같은 부리와 가시가 있는

단단한 껍데기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I 종종 자기의 몸을 풍

선처럼 부풀렬 수 있다.그렇지만 I 한해 중 특정한 시간에 토착민들은 복어를

맛있는 것으로 여긴다.

팽창어(Blowfish)
팽창어 또는 복어 (puffer): Tetraodontidae 종)는차가운 물을 더 잘 견딘다.

여러분은 세계적인 열대와 온대 해안을 따라서 I 심지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

차의 일부 강에서 이것들을 발견한다.몸이 단단하고 둥근 I 많은 이런 물고기

들은 짧은 가시를 가지고 있으며 I 놀라거나 흥분할 때는 자신을 공 모양으로

부풀렬 수 있다.이들의 혈액 I 간I 생식선 (gonad) 은 매우 유독하여 28 밀리그램
(1 온스)이란작은 양이 치명적이 될 수 있다.이런 물고기는 길이가 75센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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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太1m꺼yge r.뀐~h)
쥐치 (Ba/istidae 콩는 주로 열대 바다에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이것들은 몸

통이 길고 납작하고 I 길이가 60센티미터에 달하는 크고 날차로운 가시가 있는

원양항해용 팬케이크를 닮았다.많은 것들이 독성이 있는 살을 가지고 있으므

로 이것들을 모두 피한다.

창꼬치(Barracuda)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들의 사나움 때문에 이것들을 피하더라도 I 때때

로 창꼬大 I(ψhyraena barracuda)를 먹는다.주로 열대 바다의 이런 육식동물

들은 길이가 거으I 1.5미터에 달할 수 있으며 I 도발이 없어도 인간을 공겪해왔

다.이것들은 간혹 살 속에 만일 먹히면 인간들을 치명적으로 만드는 시가테

라 독소 (poison ciguatera) 를 옮긴다.

이런 독성 물고기와 독성 연체동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F를 참조한다.

다른 위험한 바다 생물

푸른 고리문어 (blue-ringed octopus) ，해파리 Uellyfish)，청자고둥 (cone shell)，
죽순고둥 (auger shell) 등은 다른 위험한 바다 생물들이다.

푸른고리문어

대부분의 문어들은 적절하게 손질되면 훌륭하다.하지만 I 푸른 고리문어

(Hapa/och떠ena /unu떠ta)는 앵무새 같은 부리로 물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

힐 수 있다.다행히도 이것은 호주의 대보초 (Great Barrier Re태로 한정되고

매우 작다.이것은 회색이 도는 흰색의 전체적인 색깔과 무지개 빛깔의 푸른

고리로 쉽게 식별된다.전문가들은 많은 문어들이 살은 먹을 수 있지만 I 무는

것이 유독하기 때문에 I 열대지방의 모든 문어 종들은 조심해서 취급해야 된다

고 경고한다.

해파리

해파리와 관련된 죽음은 드물지만 I 이것들이 찌르는 침은 대단히 고통스럽다.

고깔 해파리 (Portuguese man-of-war) 는 바다에 떠다니는 커다란 핑크색이나

보라색 풍선을 닮았다.이것은 몸 아래로 12미터까지 매달려 있는 독성이 있

는 족수를 가지고 있다.거대한 족수들은 실제로 독침세포들의 집단이다.해

파리로 인한 잘 알려진 죽음들은 고깔 해파리에 기인한다.다른 해파리들도

역시 매우 고통스러운 칩을 찌를 수 있다.해변으로 밀려 올라와 외관상으로

는 죽은 것들이라도 I 모든 해파리의 긴 족수는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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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고둥

아열대와 열대지방의 청자고둥 (Canidae 콩은 미늘 같은 독성 작살 (harpoon)
을 가지고 있다.모두 원뿔모양이고 껍데기에 그물모양 무늬를 가지고 있다.

밟은 막이 어쩌면 이런 배색을 가렬 수도 있다.일부 매우 유독한 청자고둥이

있으며 I 심지어 인도양과 태평양에는 치명적인 것들이 일부 있다.아이스크림

콘과 같은 모양을 가진 어떤 조개도 피한다.

;c‘A‘-.=
，;r....L!를;

죽순고둥 또는 테레브라 (terebra: Terebηdae 콩은 청자고둥보다 훨씬 길고

가늘지만 I 거의 청자고둥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이것들은 온대와 열대 지방

바다에서 발견된다.인도양과 태평양에 있는 것들은 훨씬 유독한 독액을 찌르

는 미늘에 가지고 있다.이런 달팽이들은 살에 독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먹어

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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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야전급조 무기，도구와 장비

군인으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기I 도구와 장비의 적절한 관리와

사용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이것은 나이프(knife)에서는 특히 정말이

다.여러분은 항상 나이프를 날카롭게 유지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나이프는 생존환경에서 가장 귀중한 도구다.나이프 이

외에는 어떤 무기I 도구나 장비도 없이 생존환경에 빠져있는 것을 상

상해본다.이것은 일어날 수도 있다!심지어 나이프도 없이 일어날 수

가 있다.여러분은 아마도 무력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적절한 지식과

기술로 필요한 품목들을 쉽게 급조할 수 있다.

생존환경에서 여러분은 생존하기 위한 야전급조 도구와 장비를 개수

와 종류에 상관없이 만들어야만 될 수도 있다.여러분의 생존을 훨씬

더 편하게 해주는 도구와 장비의 예로는 로프，배낭，천，그물 등이

있다.

무기는 두 가지 목적을 만족시킨다.여러분은 식품을 구하여 손질하

고，자기방어에 대비하여 이것을 사용한다.무기는 또한 여러분에게

안전한 느낌을 주고 이동하며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곤봉 (CLUBS)
여러분은 곤봉을 잡고I 이것을 던지지 않는다.야전급조 무기로서I 곤봉은 여

러분을 적 병사로부터 보호하지는 않는다.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손끝보다

는 멀리 방어 범위를 늘렬 수 있다.또한 이것은 자신은 다치지 않고 타격의

세기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곤봄에는 기본적으로 세 종류가 있다.이

것들은 단순한 것I 추를 단 것I 던지는 곤봄이다.

단순한 곤봉 (Simple Club)

단순한 곤봉은 막대기나 나뭇가지다.여러분이 쉽게 휘두를 수 있게 충분히

작아야 하지만 I 타겪하는 것에 손상을 입힐 만큼 길고 강해야 한다.굵기는 손

바닥으로 편하게 잡을 수 있어야 하지만 I 충겪으로 쉽게 부러질 정도로 가늘

어서는 안 된다.만일 찾을 수가 있다면 I 세로로 나뭇결이 있는 단단한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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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다.

추를 단 곤봉(Weighted Club)

추를 단 단순한 곤봄이 다.추는 나무의 옹이 같은

동여맨 돌과 같이 무언가를 붙인 것일 수도 있다.

추를 단 곤봉은 한쪽 끝에

자연적인 추이거나 곤봄에

1싸서 동여맨다.

2 묶은끝쪽을쪼캔다.
3 톨을 끼운다.

4 룰를。，아래판 l

f루즐핀 단닫이
동여맨다.

5 톨을 고정시커기
위해 쪼개진 끝을
단단히 묶는다.54

15-20 em
(6~8 인치)

x
?

첼활청훨잃싶다

자루쪼개기 기술

‘.::-....;;;:;;도三.--

I"

갈라진 가지 기술

1 길이 1 m(39 인太|내
굵기 2.5 cm(l 이xl)
단단한 나무를합 i
끝단을 굵기의
천바 동I t::까AI
확하낸다--'...‘

2 1.8 kg(4 파운드)
정도의돌을

짧텐활흘짧|
깎아낸 끝단으로
감싼다.

3 단단히 동여맨다.

양흘를릎드은-듀-고~르윷놓~

鍵쫓

자루감싸기 기술

그림 12-1. 곤봉 동여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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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를 단 곤봉을 만들려면 I 우선 곤봄에 단단히 동여멜 수 있는 모양을 가진

돌을 찾는다.약간 모래시계 모양인 돌이 잘 어울린다.만일 여러분이 적당한

모양을 가진 돌을 찾을 수 없다면 I 쪼기 (pecking) 로 알려진 기술로 돌에 자국

이나 홈을 만들어야 된다.더 작고 단단한 돌로 곤봉의 돌을 반복해서 두드려

서I 원하는 모양을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맞는 나무 하나를

나무가 가장 좋다.나무의 길이는 돌의

다.마지막으로 돌을 자루에 동여맨다

돌을 자루에 동여매는 데에는 세 가지 기술이 있다:자루 쪼개기 I 갈라진

지I 자루 감싸기.여러분이 사용하는 기술은 여러분이 고르는 자루 종류에

를 것이다.그림 12-1 을 참조한다.

찾는다.세로로 나뭇결이

무게와 비교하여 편하게

FM21-76 미육구 색조 교번

곤봉 (Sling Club)

던지는 곤봉은 추를 단 곤봉의 또 다른 종류다. 추는 자루에서 8~10 센티미
터 떨어지게 강하고 탄력이 있는 끈으로 매단다(그림12-2). 이런 종류의 곤봉

은 사용자의 팔을 뻗는 거리를 늘리고 타겪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던지는

1 20 em(8 인지)정도 풀어 놓고
끈을곤봉에묶는다.

2 1.5 ，..2.25 kg(4....6 파운드)의
돌，암석 또는 다른 재료를
곤봉에서 7.5'" 10em(3"'4 인치)
떨어지게 묶는다.

35 ，..45 em
(14 "，18 인치)

으
」

드
근

모
「
하

。
다음의

그1호톨L
‘_0

날이 있는 무기(EDGED WEAPONS)
나이프 I 창날 I 화살족 등은 날이 있는 무기 종류로 분류된다

그런 무기들을 만드는 것을 논의할 것이다

그림 12-2. 던지는

-
즈
{
〕

르
근
|
1

자
-
기

있다.이것은 찌르고 I 베거나 찍고 I

품목들을 설치하는데 사용되는 매우

기능이

생존

기본적인

또한 다른

서| 가지

나이프는

나이프

나이프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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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프나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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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구다.여러분은 나이프가 없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다른 종류의

창날이 필요하게 될 수가 있다.급조하기 위해서는 나이프나 창날을

위한 돌I 뼈I 나무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ξ를

돌칼 (stone knife)을 만들려면 I 모서리가 날차로운 돌조각 I 쪼개기 (chipping) 도

구 f [더|내71(flaking) 도구가 필요할 것이다.쪼개기 도구는 돌을 작게 부수는데

사용되는 가볍고 모서리가 뭉룩한 도구이다，[더|내기도구는 돌을 밟고 평펑하

게 부수는데 사용되는 날차로운 도구이다.여러분은 쪼개기 도구는 나무I 뼈

또는 금속으로 f [더|내기도구는 뼈I 뿔 또는 연절로 만들 수 있다(그림12-3)，

칼날같은모양으로 만든
날카로운 모서 리의 돌조각

1날 보양올 만든다.날카롭게 하기에

충분하게 보서리훌 앓게 하기위해

보셔라 부근올 버스둡히 쳐서 젠다

2 날올 날카롭게 환다.돌 보서리에서

떼내기 도구로 아래로 누르거나

떼내기 도구률 보서리률 따라 민다.

자루(단단한나무，뿔)에
동여뱀 날

날을 자루어|
동매매기 위한홈

그림 12-3. 던지는 곤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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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도구를 사용하여 I 날차로운 돌조각 위에 원하는 모양을 대충 그려서

나이프를 만들기 시작한다.나이프를 상당히 밟게 만들려고 노력한다.그 다

음어 If [더|내기도구를 사용하여 모서리에 대고 누른다.이 행동은 아주 날차로

운 모서리는 남걱두고 I 모서리의 반대쪽 면에서 밟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날차롭게 할 필요가 있는 모서리 전체 길이를 따라 떼내기 도구를

사용한다.드디어 여러분은 나이프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날차로운 칼날을

얻을 것이다.

날을 몇몇 종류의 자루에 동여맨다(그림12-3).

쥬악 사항 돌은 뛰어난 구멍 뚫는 도구와 좋은 자르는 도구를 만들겠

지만 날카로운 모서리는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각암 (che얀)이나부
삿돌 같은 일부 돌들은 아주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질 수 있다.

뼈

여러분은 또한 날이 선 야외 급조 무기로 뼈를 사용할 수 있다.우선 적당한

뼈를 고를 필요가 있을 것이다.사슴이나 또 다른 중간 크기 동물의 다리 뼈

같은 큰 뼈가 가장 좋다.뼈를 또 다른 딱딱한 물체 위에 놓는다.바위 같은

무거운 물체로 처서 뼈를 부순다.조각들에서 적당한 날차로운 조각을 고른

다.나중에 이 조각들을 표면이 거친 바위에 문질러서 모양을 만들거나 날차

롭게 할 수 있다.만일 조각이 너무 작아서 다룰 수 없다면 I 그럼에도 그것에

자루를 추가하면 사용할 수 있다.자루용으로 적당한 단단한 나무를 고르고

뼈 조각을 고기에 단단히 동여맨다.

쥬악 사항 뼈칼 (bone knife)은 구멍을 뚫을 때에만 사용한다.이것은

모서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며，만일 다르게 사용된다면 벗겨지거

나 부서질 수도 있다.

나무

여러분은 나무로 날이 선 야전급조 무기를 만들 수 있다.이것들은 구멍을 뚫

을 때에만 사용한다.대나무는 적당한 모서리를 가지게 될 유일한 나무다.나

무를 사용하여 나이프를 만들려면 I 우선 길이 30센티미터 I 굵기 2.5센티미터
정도의 세로로 나뭇결이 있는 단단한 나무 하나를 고른다.길이가 약 15센티
미터의 날을 만든다.이것을 뾰족한 끝까지 깎아낸다.단단한 나무의 세로로

나뭇결이 있는 부분만 사용한다.고갱이나 심은 약한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

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불 담금질 (fire hardening) 로 알려진 과정으로 뾰족한 끝을 강하게 한다.만일

모닥불이 있다면 I 날 부분이 약간 탈 때까지 모닥불 위에서 천천히 말린다.나

무가 더 마를수록 I 뾰족한 끝이 더 단단해진다.날 부분을 약간 태운 후에 거

친 돌 위에서 날차롭게 한다.만일 대나무를 사용하며 날을 만든 후에는 I 날을

더 밟게 만들기 위해 대나무의 안쪽 부위에서 다른 목질부를 제거한다.대나

무의 가장 단단한 부분이 바깥증이므로 제거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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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가장 단단한 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증을 가능한 많이 보존한다.대

나무를 모닥불 위에서 태울 때I 나무 안쪽만을 태운다:바깥 쪽을 태워서는 안

된다.

;그;쇼
I그 -.

금속은 날이 선 야전급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재료이다.금속을 적절

히 디자인하면 찌르고 I 베거나 찍고 I 자르는 칼의 세 가지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다.우선 원하는 최종 물건과 가장 비슷한 적합한 금속 조각을 고른다.크기

와 원래의 모양에 따라서 I 금속을 표면이 거친 바위에 문질러서 뾰족한 끝과

칼날을 만들 수 있다.만일 금속이 충분히 무르다면 I 금속이 차가울 동안 한

쪽 모서리를 두드려 펼 수 있다.적당히 평평하고 단단한 표면은 모루로 사용

하고 I 돌이나 금속처럼 더 작고 더 단단한 것은 모서리를 두드려 펴는 망치로

사용한다.나이프 자루는 여러분의 손을 보호할 나무I 뼈 또는 다른 금속으로

만든다.

다른재료

여러분은 날이 선 무기를 만드는데 다른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다.만일 이용

할 수 있는 다른 재료들이 없다면 I 유리가 날이 선 무기나 도구에 좋은 대용

품이다.뼈에 대해 설명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적당한 조각을 얻는다.유리

는 자연스러운 모서리를 가지고 있지만 힘든 일을 하기에는 내구성이 없다.

또한 여러분은 플라스틱--만일충분히 두껍거나 충분히 단단하다면--을구멍

을 뚫기 위한 내구성 있는 뾰족한 끝으로 날차롭게 할 수 있다.

창날

측면도 정면도

그림 12-4. 대나무 창

창을 만들려면 I 칼날을 만드는데 사용한 I 날을 만드는 동일한 과정을 이용한

다.그 다음에 길이 1.2~1.5口|터의자루(골은어린 나무)를고른다.길이는 여

러분이 창을 쉽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어야 한다.동여매서 창날을 자

루에 부착한다.선호되는 방법은 자루를 쪼개고 I 날을 넣고I 단단하게 둘러싸

거나 동여매는 것이다.날을 넣지 않는 다른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다.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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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口|터의골고 단단한 나무 자루를 글라서 한쪽 끝을 뾰족한 끝까지 밀

어낸다.만일 가능하다면 뾰족한 끝을 불 담금질을 한다.또한 대나무는 훌륭

한 창이 된다.길이가 1.2~1，5口|터인것 하나를 고른다.뾰족한 끝으로 사용되

는 끝 쪽으I 8~10센티미터 뒤에서 시작하여 끝을 45도 각도로 깎아낸다(그림

12-4)，모서리를 날차롭게 하려면 안쪽 부분만을 깎는다는 것을 기억한다.

화살촉

화살족을 만들려면 I 돌칼 날을 만드는 것과 같은 과정을 이용한다.각암 I 부삿

돌I 조개 모양의 돌 등이 화살족용으로 가장 좋다.여러분은 떼내기를 사용하

여 뼈를 돌과 같이 만들 수 있다.여러분은 깨진 유리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화살족을 만들 수 있다.

다른 굽조 무기

여러분은 던지는 막대 (throwing stick) ，활쏘기 장비 (archery equipment) ，볼라

올가미 (bola) 같은 다른 급조 무기들을 만들 수 있다.나이프 I 창날 I 화살족 등

은 날이 있는 무기 종류로 분류된다.다음의 항목들은 그런 무기들을 만드는

것을 논의할 것이다.

던지는 막대

일반적으로 토끼 막대 (rabbit stick)로 알려진 I 던지는 막대는 작은 사냥감(다람

주I，얼룩다람쥐 I 토끼 등)에대해 매우 효과적이다.토끼 막대 자체는 무딘 막

대로 약 45도 각도로 자연스럽게 구부러져 있다.떡갈나무 같이 무겁고 단단

한 나무로 만든 원하는 각도의 막대를 고른다.막대가 부메랑 (boomerang) 같

이 평평하게 양쪽 면을 깎아낸다(그림12-5)，정화성과 속도를 위해 던지는 기

술을 연습해야만 된다.우선 I 던지지 않는 쪽 팔을 목표물의 중간 아랫부분에

향해 뻗어 목표물과 일직선으로 맞춘다.던지는 막대가 잔등을 약 45도 각도

로 가로지르거나 던지지 않는 쪽 엉덩이를 향할 때까지 던지는 팔을 위와 뒤

로 천천히 반복해서 들어올린다. 던지는 쪽 팔이 던지지 않는 쪽 팔 약간 바

로 위에 와서 평행이 될 때까지 던지는 쪽 팔을 앞쪽으로 당긴다.이것이 던

지는 막대를 놓는 위치가 될 것이다.정확도를 얻기 위해 천천히 반복해서 연

습한다.

45~SO cm(18~20 인太I}

그림 12-5.토끼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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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쏘기 장비

노마드생존전략윈구소

여러분은 생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료들로 활과 화살을 만들 수 있다

(그림12-6)，활을 만들려면 f 8장의 죽이는 기구에서 설명한 과정을 이용한다.

활성형

F---------_ ...... -------_._--키

그림 12-6. 활쏘기 장비

활과 화살을 만드는 것은 비교적 간단할 수 있는 반면에 I 하나를 사용하는 것

은 쉽지 않다.여러분이 목표물을 맞히는 것이 상당히 믿을 수 있게 되려면

이것을 사용하는 연습을 오랫동안 해야 된다.또한 야전급조 활은 새로운 것

을 하난 만들기 전에 그다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포함된 시간과 노력 때문

에I 여러분은 또 다른 종류의 야전급조 무기를 사용하기로 잘 결정할 수도 있

다.

볼라 올가미

볼라 올가미는 만들기 쉬운 또 다른 야전급조 무기다(그림12-7)，이것은달리
는 사냥감이나 떼를 지어 낮게 나는 날짐승을 포획하는데 특히 효과적이다.

볼라 올가미를 사용하려면 I 볼라 올가미 중앙의 매듭을 잡고 여러분의 머리

위로 돌린다.볼라 올가미가 목표를 향해 날아가도록 매듭을 놓는다.볼라 올

가미를 놓을 때I 추를 단 줄들이 분리될 것이다.이 줄들이 여러분이 맞힌 날

짐승이나 동물을 휘감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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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때듭을잡고

머리 위로블라
올가미를툴린다.

목표훨향해 놓는다.

30.25 kq(8 온스)의
추룰줄끝에
단단하 묶는다.

260 cm(24 인太I)끈올
합치기 위해 흙매듭올

사용한다.

1

그림 12-7. 볼라 올가미

끈과 맛줄 (LASHING AND CORDAGE)
많은 재료들이 끈이나 맛줄로 사용하기에 충분히 튼튼하다.약간의 천연 I 인

공 재료들을 생존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예를 들면 I 여러분은 면으로 된 웹

벨트 (web belt) 를 풀어서 훨씬 쓸모 있게 만들 수 있다.그 다음에 줄을 다른

목적(낚시줄I 바느질 실I 끈 등)으로사용할 수 있다.

선택

맛줄을 만들기 전에 I 재료들의 적합성을 결정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들이

몇 가지 있다.첫 번째로 I 강도를 테스트하기 위해 재료를 세로로 당긴다.다

음으로 I 재료를 손가락 사이에서 꼬고 섬유들을 함께 뭉친다.만일 재료가 이

렇게 다루어도 견디고 흩어지지 않는다면 I 섬유들을 흙매듭으로 한번 묶고 약

간 조인다.만일 매듭이 풀리지 않으면 I 재료는 사용할 수 있다.그림 12-8은
맛줄을 만드는 여러 방법들을 보여준다.

천연 맛줄

_.

한 가닥으로 다른 것
둘레률 반시째방향
으로꼼다.

만들기

3

;00;

를를

양쪽 가닥들을
시계방향으로몬다，

그림 12-8. 식물 섬유로

21 매듭에셔 단단히

묶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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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여매는 재료

노마드생존전략윈구소

작은 물체를 동여매기에 가장 좋은 천연재료는 힘줄 (sinew)이다.여러분은 사

슴 같이 큰 사냥감의 인대 (tendon) 로 힘줄을 만들 수 있다.사냥감에서 인대

를 제거하여 완전하게 말린다.마른 인대들을 섬유로 분리되도록 분해한다.

섬유들을 적셔서 이어지는 가닥으로 꽁다.만일 더 튼튼한 끈 재료가 필요하

다면I 가닥들을 딸을 수 있다.여러분이 작은 끈으로 힘줄을 사용할 때는 I 젖

은 힘줄은 끈적거리고 마르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매듭이 필요 없다.

여러분은 끈 (cord)을 만들기 위해 일부 식물의 안쪽 껍질에서 식물섬유를 찢

어서 딸을 수 있다.린덴(linden)，느릅나무 (elm)，히코리 (hickory)，갈참나무
(white oak)，뽕나무 (mulberry) ，밤나무 (chestn ut)，미국측백 나무 (red cedar)，편
백나무 (white cedar) 등을 이용할 수 있다.끌을 만든 후에 I 여러분의 목적에

맞게 충분히 튼튼한가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한다.여러분은 이런 재료들을 몇

몇 가닥을 함께 딸아서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은 더 크게 동여매는 일에 생가죽을 이용할 수 있다.중간이나 큰 사냥

감의 껍데기로 생가죽을 만든다.동물의 껍데기를 벗긴 후I 껍데기에서 지방

과 고기 고각들을 남김없이 제거한다.껍데기를 완전히 말린다.수분을 잡고

있는 주름이 없는 한 이것을 잡아당길 필요는 없다.껍데기에서 털을 제거해

야 되는 것은 아니다.껍데기가 마르는 동안에 껍데기를 자른다.약 6밀리미
터 폭으로 자른다.가죽의 중앙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죽의 바깥 모서리로 시계

방향으로 작업하며 I 하나의 이어지는 원형으로 자른다.생가죽을 2~4시간 동

안 또는 부드러워질 때까지 적신다.이것을 하는 동안 가능한 많이 당기면서

축축하게 다룬다.이것이 마르면 튼튼하고 질기게 될 것이다.

배낭 만들기(RUCKSACK CONSTRUC710N)
배낭이나 꾸러미를 만들기 위한 재료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여러분은 꾸러미

를 만들기 위해 나무I 대나무 I 로프 I 식물 섬유 I 으|복I 동물 껍데기 I 텐트 천I 기

타 많은 재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배낭을 만드는 몇 가지 기법들이 있다.많은 것들이 매우 정교하지만 I 단순하

고 쉬운 것들이 종종 생존환경에서 가장 쉽게 만들어진다.

말굽 꾸러 DI(Horseshoe Pack)

이 꾸러미는 만들고 사용하기가 간단하고 I 비교적 어깨에 걸처서 휴대하기가

편하다.판초우의나 I 담요 I 텐트 천 등과 같은 이용 가능한 네모난 재료를 바

닥에 펼처놓는다.품목들을 재료의 한쪽 모서리 위에 놓는다.단단한 품목들

은 덧댄다.재료를(물건들과 함께)반대쪽 모서리 방향으로 말아서 양쪽 끝을

단단히 묶는다.남은 줄을 꾸러미의 길이를 따라 묶는다.여러분은 양쪽 끝을

연결한 끈으로 한쪽 어깨 위로 꾸러미를 걸칠 수 있다(그림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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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 꾸러미 (Square Pack)

이 꾸러미는 만일 로프나 맛줄을 이용할 수 있다면 만들기가 쉽다.그렇지 못

하면 I 여러분은 맛줄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이 꾸러미를 만들려면 I 대나무 I 가

지 또는 막대기로 사각형 뼈대를 설치한다.크기는 개인과 운반될 장비의 양

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그림12-10) ，

줄올수펑으로

부착한다.

반드시 줄은한바퀴
돌아서 시작점에

고정될 수 있게

충분히 길어야한다.

수평줄들은

수직 줄들 사이에서

엇걸리고섞어 짜져야

한다.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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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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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0. 사각형 꾸러미

의복과 단열재 (CLOTHING AND INSULA710N)
여러분은 의복과 단열재용으로 여러 재료들을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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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재료 I 껍데기 같은 천연 재료 I 식물 재료

귀중하게 보호를 해준다.

노마드생존전략윈구소

c::0
o L-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I

낙하산 조립품 (Parachute Assembly)

낙하산 조립품 전체를 자원으로 여긴다.캐노피 (canopy)，매단 줄 (suspension
line)，연결 장치 걸소 I(connector snap)，낙하산 멜빵 (harness)를 포함하는 모든

재료와 설비를 사용한다.낙하산을 분해하기 전에 I 여러분의 모든 생존 필요

물품을 고려하고 I 그에 따라서 낙하산의 다른 부분들을 사용할 계획을 세운

다.예를 들면 I 의복 또는 단열재 부족분에 더하여 피난처 필요 물품 I 배낭용

부족분 등등을 고려한다.

동물 껍데기

생존환경에서 동물 껍데기의 선택은 여러분이 딪으로 잡거나 사냥을 하는 것

으로 가장 빈번하게 한정될 것이다.그렇지만 I 만일에 야생생물이 풍부하다면 I

껍데기가 두껍고 지방 함량이 많은 큰 동물들의 가죽을 선택한다.가능하다면

감염되었거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껍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동물들은 야

생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진드기 I 이I 벼룩 같은 해충들의 매개체들이다. 이런

해충들 때문에 I 어떤 동물에서라도 얻은 어떤 껍데기도 절저하게 세척하는데

물을 사용한다.만일 물을 사용할 수 없다면 I 적어도 껍데기를 절저하게 턴다.

생가죽과 마찬가지로 I 껍데기를 펼치고 모든 지방과 고기를 제거한다.껍데기

를 완전하게 말린다.구두 I 벙어리장갑이나 양말을 만들려면 뒷다리와 궁둥이

관절 부위를 사용한다.단열 요소에 적합하게 털을 안쪽으로 하여 가죽을 입

는다.

식물 섬유

몇몇 식물들은 추위를 막아주는 자원이다.부들은 호수 I 연못I 습지대 I 강의 후

미진 곳을 따라 발견되는 습지대 식물이다.줄기 꼭대기의 잔털은 정체공간을

형성하고 I 재료 두 장 사이에 놓으면 솜털 같은 좋은 단열재가 된다.박주가리

는 좋은 단열재로 작용하는 씨앗 같은 꽃가루를 가지고 있다.코코넷에서 나

온 껍질 섬유는 로프를 엮기에 매우 훌륭하고 I 마르면 뛰어난 부삿깃과 단열

재가 된다.

조리 및 식사기구 (COOKING AND EA71NG UTENSILS)
많은 재료들이 식품을 조리 I 식사 I 저장하기 위한 용품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릇 (Bo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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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을 만드는 데에는 나무I 뼈I 뿔I 나무껍질 또는 다른 비슷한 재료들을 사

용한다.나무 그릇을 만들려면 I 식품과 식품을 조리하기 위한 충분한 물을 담

게 되는 속을 파낸 나무 조각을 사용한다.나무 용기를 모닥불 위에 매달고 I

뜨거운 돌들을 불과 식품에 넣는다.식품이 조리될 때까지 돌이 식으면 돌을

꺼내고 I 더 뜨거운 돌을 추가한다.

경고

석회암 (limestone) 과 사암 (sandstone) 같이 공기 주머 니가 있는

해서는 안 된다.모닥불에서 가열되는 동안 폭발할 수도 있다.

.�프드드즈
E므 E므 E므 사용

또한 여러분은 나무껍질이나 나뭇잎으로 만든 용기에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그렇지만 이런 용기들은 여러분이 축축하게 유지하거나 불을 낮추지 않

으면 수면 위쪽에서 탈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봉해진 두 개의 마디 사이에서 마디 사이 (section) 를 오려낸다

면I 대나무의 마디 사이는 매우 잘 작동된다(그림12-끄).

，_

거북껍데기

뚫흘i
코코낫 껍더|기

혈릎흘

대나무 마디 사이

그림 12-11. 식품을 끓이는 용기

경고

대나무의 봉해진 마디 사이는 만일 열이 가해지면 마디 사이에 갇혀있는 공

기와 물 때문에 폭발할 것이다.

포크，나이프，스푼

나무 진액의 뒷맛을 보지 않거나 식품을 더럽히지 않게 진액이 없는 나무로

포크 I 나이프 I 스푼을 조각한다.진액이 없는 나무에는 떡갈나무 I 자작나무 I 다

른 단단한 나무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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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악 사항 나무껍질에서 또는 베어질 때시럽이나 액체 같은 진액을

분비하는 나무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냄비 (Pots)

여러분은 거북 껍질이나 나무로 냄비를 만들 수 있다.그릇으로 설명한 것과

같이 속을 파낸 나무 조각에 뜨거운 돌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대

나무가 조리용 용기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나무다.

거북 껍질을 사용하려면 I 우선 껍질의 윗부분을 절저하게 끓인다.그 다음에

불꽃 위에서 식품과 물을 데우는데 이것을 사용한다(그림12-끄)

I그 10M

롤딩

대형 동물의 위장으로 물병을 만든다.우|장을물로 절저하게 씻어 내리고 I 그

다음에 아래를 묶는다.다른 조이는 방법들로 닫히게 하고 I 꼭대기는 열어 놔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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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장 -사막 생존

노마드생존전략윈구소

건조지역이나 사막지역에서 생존과 도피를 하려면 I 마주하게 될 환경

에 대해 이해하고 준비하여야 한다.여러분은 요구되는 장비 I 사용할

작전 I 환경이 어떻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작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을 결정해야 된다.여러분의 생존은 지형에 대한 지식 I 기본적인 기

후 요인 I 이런 요인들을 극복할 능력 I 생존하려는 의지메 달려있다.

지형π'ERRAIN)
대부분의 건조지역에는 몇 종류의 지형이 있다.다섯 가지 기본적인 사막의
三은 E므츠=。TT 고-

산악 (높은고도)

• 바위고원.

• 모래언덕.

• 해수습지.

울퉁불퉁하고 I 파헤처진 지형(“거|벨，gebel" 또는 If와LI，wadi") ，

사막지형은 이동을 힘들고 벅차게 만든다.주요 지형지물이 극히 드물 수 있

기 때문에 지상에서 길 찾기가 몹시 어려울 것이다.엄폐와 은폐가 매우 제한

될 수도 있다:그러므로 적에게 노출되는 위협은 계속 남아있다.

산악사막 (Mountain Deserts)

드문드문한 산맥이나 민둥산 지역이나 건조하고 평평한 분지로 분리된 산들

이 산악사막을 특징짓는다.고지대는 평평한 지역에서 해수면 수천 미터 위까

지 서서히 또는 급겪하게 상승할 수도 있다.대부분의 흔하지 않은 호우는 고

지대에서 발생하며 갑자기 불어난 홍수 형태로 흘러내린다.이런 홍수로 불어

난 물은 깊은 협곡과 물짜기를 침식하고 I 분지 가장자리 둘레에 모래와 자갈

을 퇴적시킨다.비록 수명이 짧은 식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I 종전과 같이 불모

의 땅으로 남기면서 물이 빠르게 증발한다.만일 증발률 (rate of evaporation)
을 보충할 충분한 물이 분지로 들어온다면 I 유타 주 (Utah)의 그레이트솔트레

이크 (Great Salt Lake)나 사해 (Dead Sea) 같은 얄은 호수가 발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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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수들 대부분은 소금함량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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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고원사막 (Rocky Plateau Deserts)

바위고원사막은 광대하고 평평한 지역에 단단하거나 부서진 돌들이 지면이나

지면 근처에 다량으로 흩어져있는 비교적 적은 높낮이를 가지고 있다.중동에

서는 와디로 미국과 멕시코에서 소협곡 (arroyo) 이나 협곡 (canyon)으로 알려진 I

가파른 벅으로 둘러싸이고 I 침식된 계곡이 있을 수도 있다.이것들의 평평한

바닥이 집결지로서 표면상으로는 매력적일 수도 있긴 하지만 I 더 좁은 계곡은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사람이나 자재에 몹시 위험할 수 있다.바위고원사

막의 예는 물란고원 (G이an Height)OI 다.

모래 또는 모래언덕사막 (Sandy or Dune Deserts)

모래 또는 모래언덕사막은 모래나 자갈로 덮인 광대하고 평평한 지역이다.일

부지역에는 높이가 300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6~24 킬로미터인 모래언덕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평평하다”는것은 상대적인 용어다.그런 지형의 교

통능력 (trafficability) 은 모래언덕의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나 바람이 불어가는

쪽의 경사면과 모래의 질감에 의존할 것이다.그렇지만 다른 지역들은 3，000
미터나 그 이상 평평할 수도 있다.식물은 전혀 없는 것에서 2미터 이상의 관

목 덤불까지 변화할 수 있다.이런 종류의 사막의 예로는 사하라사막 (Sahara)
의 가장자리 I 아라비아사막 (Arabian Desert)으|공백지역 (empty quarter) ，캘리
포니아와 뉴멕시코 지역 I 남아프리차의 칼라하리사막 (Kalahari) 등이 포함된다.

해수습지 (Salt Marshes)

해수습지는 평평하고 I 황량한 지역으로 I 때로는 목초 덤불들이 여기저기 있지

만I 다른 식물은 전혀 없다.이것들은 빗물이 모여서 증발하고 알칼리염 (alkali
salt)과 높은 소금농도의 물이 커다란 퇴적물로 남걱진 건조지역에서 발생한

다.물은 너무 짜서 마실 수 없다.두께가 2.5~30 센티미터가 될 수도 있는 표

증이 소금물 위에 형성된다.

건조지역에는 수백 평방킬로미터의 해수습지가 있다.이런 지역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무는 많은 곤충들을 먹여 살린다.해수습지를 피한다.이 종류의 지형

은 군화 I 으|복I 피부 등을 강하게 부식시킨다.좋은 예는 이란과 이라크의 경

계를 따라있는 샤트엘아랍 (Shat-el-Arab) 수로다.

울퉁불퉁한 지형 (Broken Terrain)

모든 건조지역은 울퉁불퉁하거나 많이 파헤처진 지형 포함한다.부드러운 모

래를 침식하고 계곡을 파내는 폭풍우가 이런 지형을 형성한다.와디는 폭 3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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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와 깊이 2미터에서 폭과 깊이가 수백 미터까지의 범위에 걸처있다.이것이

안내하는 방향은 폭과 깊이만큼 변화한다.이것은 꼬이고 돌아서 미로 같은

무늬를 형성한다.와디는 여러분에게 좋은 엄폐와 은폐를 줄 수 있지만 I 뚫고

나아가기에 매우 어려운 지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하여 이동해서는 안 된

다.

환경요 인(ENVIRONMENTAL FACTORS)
건조지역에서 생존하고 적을 피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와 여

러분이 마주하게 될 환경조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달려있다.필요하

게 될 장비 I 이용할 작전 I 이것들과 여러분에 대한 영향의 영향 등을 결정한

다.

사막지역에는 고려해야만 되는 일곱 가지 환경요인이 있다 .

• "F:게드즈7~0 2.~
-;L- -0，0 ，
강렬한 햇빛과 열기.

큰 기온교차.

지표면 근처의 높은 무기물 함량.

희박한 식물.

• 모래폭풍.

신기루 (Mirage).

적은 강우량 (Low rainfall)

적은 강우량은 건조지역에서 가장 명백한 환경요인이다. 일부 사막지역은 연

간 10센티미터 미만의 비가 내리고 I 이 비는 지표면을 빠르게 흐르는 잠시 동

안의 급류가 된다.여러분은 높은 사막의 기온에서 물 없이 오랫동안 생존할

수 없다.사막 생존상황에서 여러분은 “내가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7
11와 “다

른 물 공급원이 어디에 있나
711를 먼저 고려해야만 된다.

강렬한 햇빛과 열기(Intense Sunlight and Heat)

강렬한 햇빛과 열기는 모든 건조지역에 존재한다.기온은 낮에 섭씨 60도(화
씨 140도)까지상승할 수 있다.열 획득은 태양 직사광 I 뜨거운 부는 바람 I 반

사열(모래에서 튀어나오는 태양광선)，사막의 모래와 바위와의 직접 접족에서

나오는 전도열 등이 원인이다(그림13-1).
사막의 모래와 바위의 온도는 공기의 온도보다 평균 섭씨 16~22도(화씨
30~40 도)높다.예를 들면 I 공기의 온도가 섭씨 43도(화씨끄O도)일때I 모래

의 온도는 섭씨 60도(화씨 140도)일수도 있다.

강렬한 햇빛과 열기는 물에 대한 몸의 욕구를 증가시킨다. 여러분의 체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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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보존하려면 I 낮의 열기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피난처가 필

요할 것이다.물의 사용을 줄이려면 밤에 이동한다.

강렬한 태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무전기와 장비 중 민감한 품목들은 제

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뜨겁고 1 불어오는，
모래가 설린 바람

휠깥열 모래와 바위에서
전도열 획득

그림 13-1. 열 획득의 종류

큰 기온교차(Wide Temperature Range)

건조지역의 온도는 낮에는 섭씨 55도까지 높고 밤에는 섭씨 10도까지 낮을

수도 있다.밤에는 온도강하가 급속히 발생되어 따뜻한 의복이 없는 사람을

줍게 만들어 돌아다닐 수 없게 할 것이다.시원한 저녁과 밤이 일을 하거나

이동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만일 여러분의 계획이 밤에 쉬는 것이라면 I

여러분은 양모 스웨터 I 긴 속옷 I 양모스타킹 모자가 대단히 도움이 된다는 것

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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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지역에는 식물이 희박하다.따라서 여러분은 피난처를 찾고 이동을 위장

하는데 곤란을 겪는다.낮 시간에는 넓은 지역의 지형이 보여서 소규모 적군

에게 쉽게 장악된다.

만일 적군 지역을 이동한다면 I 사막 위장의 원칙을 따른다 .

식물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마른 도랑(와디)어|숨거나 피난처를 찾고 I

사선관측으로부터 엄폐한다.

관목 I 바위 또는 노두로 드리워진 그림자를 이용한다.그늘이 있는 지역

의 온도는 기온보다 섭씨 11~17 도 시원할 것이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할 물건들을 덮는다.

이동하기 전에 I 엄폐와 은폐를 제공하는 장소를 위해 지역을 조사한다.여러

분은 거리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사막지형의 공허는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3으|약수로 거리를 실제보다 낮게 추정하게 한다:1 킬로미
터 떨어져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3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上드。
D:;:::-무기물 함량 (High Mineral Content)

모든 건조지역에는 표증토가 높은 무기물 함량(붕사I 소금 I 알칼리 I 석호I)을가

진 지역이 있다.이 토양과 접족하는 물건은 빨리 마모되고 I 이 지역에 있는

물은 매우 경질이라 마실 수 없다.서늘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군복을 이런 물

에 적시면 피부발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유타 주의 그레이트솔트레이크가 이

렇게 불과 토양에 무기물이 포함된 종류의 예다.식물이 거의 없다;따라서 피

난처를 찾기가 어렵다.가능하다면 이런 지역을 피한다.

모래폭풍 (Sandstorms)
모래폭풍(모래가 실린 바람)은대부분의 사막에서 빈번하게 발생된다.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의 모래바람 “세이스탄f Seistan)은 120일까지 끊임없이 분다.사

우디아라비아내에서 바람은 시간당 평균 3.2~4.5킬로미터 (kph)로 불며 I 오후

들면 끄2~128 kph어|이를 수 있다.심각한 모래바람과 먼지폭풍이 적어도 일

주일에 한번은 발생된다고 추측한다.

가장 큰 위험은 소용돌이치는 모래벽에서 길을 잃게 되는 것이다.고글을 착

용하고 입과 코를 천으로 덮는다.만일 천연적인 도피처를 이용할 수 없다면 I

이동 방향을 표시하고 I 누워서 I 폭풍이 끝나기를 기다린다.

먼지와 바람에 날린 모래는 무선 전송을 간섭한다.따라서 만약 이용할 수 있

다면I 불꽃 I 신호거울 I 표지판 등 다른 신호수단들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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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루 (Mir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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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루는 모래나 돌이 많은 표면에서 상승하는 가열된 공기를 통과하는 빛의

굴절이 일으키는 광학현상이다. 이것은 해안에서 약 10킬로미터 떨어진 사막

안쪽에서 발생된다.이것은 1.5킬로미터나 더 멀리 있는 물체가 움직이는 것

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 신기루효과는 여러분이 멀리에서 물체를 확인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또한

이것은 거리범위 윤곽을 너무 많이 흐리게 하여 I 여러분은 높이가 “섬”처럼

두드러진 물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고 느낀다.

신기루효과는 사람이 목표물을 확인하고 I 범위를 추정하고 I 목표물을 똑똑하

게 보는 것을 어렵게 한다.그렇지만 I 만일에 여러분이 높은 곳(사막바닥에서

3미터나 그 이상)에갈 수 있다면 I 지면에 가까운 과열된 공기 위쪽에 도달할

수 있어 신기루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신기루는 자연적인 특성들을 모호하게

하여 지상에서 길 찾기를 힘들게 만든다.여러분은 새벽 황혼 또는 신기루의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달빛으로 지역을 조사한다.

사막지역에서 빛의 수준은 다른 지리적 지역보다 더 강렬하다.달빛이 비치는

밤은 일반적으로 수정같이 맑고 I 바람이 수그러지고 I 아지랑이와 눈부신 빛이

사라지고 I 시계가 아주 좋다.여러분은 먼 거리에서 불빛 I 붉은 섬광 I 등화관제

등을 볼 수 있다.

정반대로 I 달빛이 거의 없는 밤에는 시계가 몹시 좋지 않다.이동은 대단히 위

험하다.여러분은 길을 잃고I 협곡으로 떨어지거나 우연히 적진에 들어가는

것을 피해야만 된다.그런 밤 동안의 이동은 만일 여러분이 나침반을 가지고

피난처에서 쉬며 I 지형을 관찰하고 기억하며 I 길을 선정하면서 하루를 보낸

경우에 한해서 타당하다.

물의필요성

저12차 세계대전 초기 미국 육군이 북아프리차에 참전할 준비를 할 때부터 사

막에서의 사람과 물의 관한 주제는 상당한 관심과 혼란을 발생시켰다.동시에

미국 육군은 훈련 중에 점진적으로 물 공급을 줄여서 사람들을 더 적은 물로

견딜 수 있게 훈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그들은 이것을 식수훈련이라

불렀다.이것이 수백 명의 더위 피해자가 생기게 하였다.

사막 생존의 핵심 요인은 신체활동 I 기온 I 물 소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

이다.몸은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수준의 활동을 위해서는 일정한 양의 물

을 필요하다.예를 들면 I 섭씨 43도에 햇볕 속에서 힘든 일을 수행하는 사람

은 매일 19리터의 물이 필요하다.필요한 양의 물의 부족은 효율적으로 결정

하며 임무를 수행할 개인의 능력을 급속히 감퇴시키는 원인이 된다.

여러분 몸의 정상온도는 섭씨 36.9(화씨 98.6도)다.여러분의 몸은 과도한 열

을 땀을 흘려서 제거(냉각)한다.여러분의 몸이 더 더워질수록--일I 훈련 또는

기온이 원인이 되던지--땀을 더 많이 흘린다.땀을 흘리는 것이 수분손실의

주요 원인이다.만일 사람이 높은 기온 기간 동안에 땀 흘리는 것을 멈춘다면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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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열사병 (heat stroke)OI 생길 것이다.이것은 즉각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위급한 경우다.

그림 13-2는 다양한 수준의 일에 대한 일일 물 필요량을 나타낸다.기온과 여

러분의 신체활동이 어떻게 물 필요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I 여러

분이 물 공급량에서 최대한 활용할 조치들을 취하게 한다.이런 조치들은.

그늘을 찾는다!햇볕에서 벗어난다!

여러분과 뜨거운 지면 사이에 무언가를 놓는다.

움직임을 제한한다!

땀을 보존한다.티셔츠를 포함하여 완전하게 군복을 입는다.소매를 내

리고I 머리를 덮고I 스카프나 비슷한 품목으로 목을 보호한다.이 단계

가 뜨겁게 불어오는 바람과 태양의 직사광선에서 여러분의 몸을 보호

할 것이다.여러분이 땀의 완전 냉각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땀을 피부

에서 보관하면서 의복이 땀을 롭수할 것이다.그늘에 조용히 머무르고 I

완전하게 옷을 입고I 말을 하지 않고 I 입을 다물고 I 코로 숨을 쉬면 I 생

존을 위한 여러분의 물 필요량은 극적으로 줄어든다.

만일 물이 부족하다면 I 먹어서는 안 된다.식품은 소화를 위해 물이 필

요하다;따라서 식품을 먹는 것은 여러분이 냉각을 위해 필요한 물을

사용할 것이다.

갈증은 물에 대한 욕구에 대한 믿을만한 지침이 아니다.갈증을 자참으로 사

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일 물 필요량으 I 3분으I 2만 마실 것이다.이런 자발적

인 II탈수증”을 방지하려면 I 다음의 지침을 사용한다:

섭씨 38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I 시간당 0.5리터의 물을 마신다.

섭씨 38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I 시간당 121터의 물을 마신다.

일정한 간겪으로 물을 마시는 것은 여러분의 몸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을

도와주고 I 땀을 흘리는 것을 감소시킨다.심지어 물 공급이 적을 때에도 I 물을

일정하게 조금씩 마시는 것이 여러분의 몸을 더 시원하게 유지하고 땀을 통

한 수분손실을 줄일 것이다.한더위에는 활동을 줄여서 체액을 보존한다.물

의 소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만일 여러분이 물의 소비를 제한하려고 노력

한다면 I 여러분은 더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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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래프는 사람의 일얄 평균 기온과 관련된 세 가지

활동 수준에 대하여 물 필요량을 하루당 리터 수로 나타

낸다.예률 들면 l 만일 한 사람이 하루의 평균 온도가 섭씨

50.도(수평눈금)일때 햇볕 속에서 8시간의 힘든 일을
한다면， 한 사람의 하루 물 필요량은 대략 25리터(수직
눈굽)가될 것이다.

기술 보고서 E-P118，서남 아시아:환경 및 굽사활동과

관련된 황경의 관계，1959 년 7월

대한 일일 물 필요량

더위 피해자 (HEAT CASUAl71ES)
여러분은 부상 I 스트레스 I 필수 품목 장비의 부족 때문에 생존자로서 더위 피

해자가 될 기회가 크다.다음은 주요 더위 피해자의 종류와 물이 거의 없고

이용할 수 있는 의학적 도움이 없을 때 이들의 치료방법이다.

가지 수준에그림 13-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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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땀 흘림으로 인한 염분의 손실이 열 경련의 원인이다.증상은 다리I 팔

또는 배의 경미한 심한 근육경련이다. 이 증상은 완만한 근육 불편으로 시작

될 수도 있다.이제 모든 활동을 멈추고 I 그늘에 들어가서 I 물을 마셔야만 된

다.만일 여러분이 초기 증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육체활동을 계속한다면 I 심

각한 근육 경련과 고통이 나타날 것이다.아래의 열사병과 같이 치료한다.

열사병 (Heat Exhaustion)

몸의 수분과 염분을 많이 잃으면 열사병을 일으킨다.증상은 두통 I 정신적 혼

란I 과민성 I 과도한 땀 흘림 I 허약 I 현기증 I 경련 I 창백하고 축축하고 차가운(끈

적끈적한)피부 등이다.즉시 환자를 그늘로 보낸다.지면에서 약 45센티미터
떨어진 들것이나 비슷한 품목에 둡힌다.의복을 느슨하게 한다.환자에게 물

을 뿌리고 부채질을 한다.3분마다 소량의 물을 마시게 한다.확실하게 환자

가 조용하게 머물며 쉬도록 한다.

일사병(Heat Stroke)

심각한 더위 부상은 극도의 불과 염분의 손실과 몸이 자체를 식힐 능력이 없

는 것이 원인이다.만일 즉시 식히지 않으면 I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증상

은 땀이 나오지 않고 I 뜨겁고 건조한 피부 I 두통 I 현기증 I 빠른 맥박 I 머|스꺼움I

구토 I 무의식에 이르는 정신적 혼란 등이다.즉시 환자를 그늘로 보낸다.지면

에서 약 45센티미터 떨어진 들것이나 비슷한 품목에 둡힌다.으|복을느슨하게

한다.환자에게 물을 붓고(물이오염되었거나 소금기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부채질을 한다.만일 환자가 의식을 되찾으면 f 3분마다 소량의 물을

마시게 한다.

예방책(PRECAU710 N.의
사막 생존과 도피환경에서 I 여러분에게 더위 피해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위생병

이나 의료품을 있을 것이라는 것은 믿기 어렵다.따라서 더위 피해자를 피하

기 위해 특별히 주의한다.낮에는 쉰다.시원한 저녁과 밤에 일한다.더위 부

상을 살피기 위해 전우조 (buddy system) 를 이용하고 I 다음 지침들을 지킨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곳과 돌아올 때를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말한다.

더위 부상의 증세를 살핀다.만일 누군가가 피로를 불평하거나 그룹에

서 떨어져 헤맨다면 I 그가 더위 피해자일 수도 있다.

적어도 한 시간에 한번 물을 마신다.

• 쉴 때는 그늘로 들어간다;지면에 바로 누워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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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셔츠를 벗고 일해서는 안 된다.

오줌 색깔을 점검한다. 열은 색깔은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I 진한 색깔은 물을 더 많아 마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사막의 위험요소 (DESERT HAZARDS)
사막 생존에 특유한 몇몇 위험요소들이 있다.이것에는 곤충 뱀I 가시가 있는

식불과 선인장 I 오염된 물 I 일광부상 I 눈의 자극 I 기후상의 스트레스 등이 포함

된다.

거위 모든 종류의 곤충들이 사망에 많이 있다.사람은 불과 식품의 공급원으

로 이I 진드기 I 말벌 I 파리 등을 끌어들인다.이것들은 극도로 불쾌하고 질병을

옮길 수도 있다.오래된 건물 폐허 I 동굴 등은 거미 I 전갈 I 지네 I 이I 진드기 등

이 선호하는 서식지다.이들 지역은 비바람을 막아주고 또한 다른 야생동무를

끌어 들인다.따라서 이런 지역에서 머무를 때는 특별히 주의한다.사막에서

는 언제나 장갑을 낀다.무엇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지 않은 곳은 아무데도 손

을 놓아서는 안 된다.안거나 둡기 전에 시각적으로 검사한다.일어났을 때I

군화와 의복을 털고 검사한다.모든 사막지역에는 뱀이 있다.이것들은 원주

민 마을 I 쓰레기 처리장 I 동굴 I 그늘을 제공하는 자연적인 바위 노두 등에 서

식한다.맨발로 나가거나 이런 지역을 뱀에 대비하여 주의 깊게 조사하지 않

은 채 걸어서는 결코 안 된다.여러분의 발과 손을 놓는 곳에 주의를 기울인

다.대부분 뱀에게 물린 상처는 뱀을 밟거나 다루는 것이 원인이다.이것들을

피한다.여러분이 일단 뱀을 보면 I 뱀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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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장 -열대지방 생존

노마드생존전략윈구소

대부분의 사람들을 열대지방을 통과하는 걸음마다 잘라버려야 되고 I

길 구석구석에 위험이 우글거리는 거대하고 험악한 열대우림으로 생

각한다. 실제로는 열대지방에 있는 땅의 절반이상이 어떻게든 경작되

어있다.

야전 기술에 대한 지식 I 급조 능력I 생존법척의 적용 등은 생존 가망

을 증가시킨다. 정글에 혼자 남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두려움

은 공황으로 이어진다. 공황은 탈진으로 이어져서 생존기회를 감소시

킨다.

정글에서는 놀라운 속도로 번식하는 병원균과 기생충을 포함하여 모

든 것들이 무성하다. 자연은 물，식품， 피난처를 세울 풍부한 재료들

을 제공할 것이다.

토착민들은 사냥과 채집으로 천년동안 살아왔다. 하지만 I 외부인이 열

대지방 생존의 조건과 멈추지 않는 활동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열대기후π'ROPICAl WEATHER)
높은 온도 I 큰 비 I 숨이 막힐 듯한 습기 등이 고지대를 제외하고는 적도와 아

열대 지역의 특색을 이룬다. 저지대에서는 온도변화가 좀처럼 섭씨 10도이하
가 되지 않으며 I 종종 섭씨 35도 이상이 된다. 1，500미터 이상의 높이에서는

종종 밤에 얼음이 형성된다. 비는 냉각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I 비가 그치면 온

도가 급상승한다.

강우량이 많고 I 이따금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다. 갑작스러운 비가 나무의 천

개 (canopy) 를 두드리고 I 실개천을 거친 급류로 만들고 I 강물이 상승하는 원인

이 된다.아주 갑자기 비가 그친다. 보통 여름절 끝 무럽에 겪렬한 폭풍이 발

생될 수도 있다.

허리케인 (Hurricane) ，사이클론 (cyclone) ，태풍 (typhoon) 바다위에서 발달되어 I

내륙으로 돌진하여 I 해일과 해안가 파괴를 일으킨다. 야영지를 선정하는 데는

반드시 잠재적 침수 위쪽에 있어야 한다. 탁월풍은 걱울과 여름 사이에 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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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건기에는 하루에 한번 비가 내리고 I 우기에는 계속적으로 비가 내린다.동

남아시아에서는 인도양에서 부는 바람은 우기를 초래하지만 I 중국대륙에서 바

람이 불 때는 날씨가 건조하다.

열대지방의 낮과 밤은 길이가 같다.어둠이 빨리 내리고 I 새벽은 아주 갑자기

온다.

A1';'그 3Ei!!!!
O를 oTT

일반적인 정글이란 없다.적도지역은 다음 중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다:

우림 (Rain forest).

• 2차 정글 (Secondary jungle).

반상록 (Semievergreen) 계절강우림과 겨|절풍림(monsoon forest).

관목산 림(Scrub)과 가시 덤불 (thorn forest).

• 대초원 (Savanna).

바닷물습지 (Saltwater swamp).

민물습지 (Freshwater swamp).

열대우림(Tropical Rain Forests)

우림에서는 기후가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여러분은 아마존 I 콩고분지 I 인도네

시아 일부I 태평양의 몇몇 섬에서 적도를 가로지르는 이런 숲들을 발견한다.

강우가 3.5口|터까지연간 고르게 내린다.온도는 낮에 섭씨 약 32도에서 I 밤에

섭씨 21도까지 변동한다.이 정글에는 다섯 개의 식물 증이 있다(그림14-1).

5종

4층

3 층

2종

1층

그림 14-1. 열대우림 식물의 다섯 층

사람이 손대지 않은 곳에서는 I 정글의 나무들이 판자뿌리 (buttress root) 부터
60미터 높이까지 자란다.그 밑에는 더 작은 나무들이 천개를 생성하여 정글

바닥에 빛이 거의 도달하지 못한다.묘목들이 그 아래에서 빛을 받으려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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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하고 I 가득한 덩굴과 리아나 (Iiana)가 햇볕까지 감아 올라간다.양치류 I 이끼 I

초본식물 (herbaceous plant)들이 두껍게 쌓인 나뭇잎들을 뚫고 나오고 I 아주

다양한 버섯들이 나뭇잎과 쓰러진 나무줄기 위에서 자란다.

정글 바닥에는 햇빛 부족 때문에 I 이동을 방해하는 관목이 거의 없지만 I 밀집

성장으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된다.이런 정글에서 여러분은 쉽게 방향감

각을 잃을 수 있고I 항공기에서 여러분을 보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FM21-76 미육구 색조 교번

2차 정글

2차 정글은 우림과 매우 비슷하다.햇빛이 정글 바닥까지 관통하는 지역에서 I

다산 성장 (Prolific growth)OI 이런 종류의 숲을 상징한다.이런 성장은 주로

강둑을 따라 I 정글 가장자리와 인간이 우림을 개간한 곳에서 일어난다.버려

진 후에는 I 엉킨 많은 식물들이 이런 경작 지역들을 빠르게 메운다.여러분은

자주 이 식물 중에서 경작된 식품 식물들을 찾을 수 있다.

일치한다.아시아 계절풍림과트지으
---，0 L-

계절강우림과 계절풍림

미국과 아프리차의 반상록 계절강우림의

이런 특징들은

반상록

평균나넌다.우|증의나무들은

평균 7~13미터이다.
이곳의 나무들은 두 증의 나무 증으로

18~24미터이고;아래증의 나무들은

나무들의 긁기는 평균 1.5口|터이다.
계절적 가뭄 기간에 이것들의 나뭇잎이

•

•
떨어진다.

사고야자 (sago)，LI파야자 (nipa)，코코낫야자 외에는 I 같은 식용식물들이 열대

우림에서처럼 이런 지역에서 자란다.여러분은 이런 숲을 콜롬비아 I 베네수엘

라의 일부지역 I 남미의 아마존 분지에서 발견한다;아프리차의 케냐 남동 연

안 일부지역 I 탄자니아 I 모잠비크;인도 북동부 I 미얀마 전역 I 태국 I 인도차이나

반도 I 자바 섬I 아시아의 인도네시아의 다른 섬들 일부 등.

•

열대 관목산림과 가시덤불

흔하지있다;풀이들어나

트지드으
---，O i::므L-••••••

지면이

주된

잎이 없다.

제외하고는

열대 관목산림과 가시덤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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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가 있는 식물들이 지배적이다.

화재가 빈번히 발생된다.

여러분은 열대 관목산림과 가시덤불을 멕시코 I 유차탄반도 I 베네수엘라 I 브라

질의 서부 해안에서 발견한다;아프리차의 북서 연안과 중부 지방;아시아 I 투

르키스탄 I 인도 등.

열대 관목산림과 가시덤불지역 안에서는 I 건기 동안에 식물 식품을 구하는 것

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우기 동안에는 I 식물들이 상당히 많이 풍부

하다.

열대 대초원(Tropical Savannas)

대초원의 일반적인 특징들은.

이것은 남미와 아프리차의 열대 내부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나무들이 오랜 시간의 간겪을 두고 떨어져 있는 광대한 초원처

럼 보인다.

이것은 때때로 적색토 (red soil)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과나무 같이 왜소하고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드문

드문 있는 나무들을 키운다.또한 야자는 대초원에 나타난다.

여러분은 대초원을 남미의 베네수엘라 I 브라질 I 기아나의 일부지역에서 발견

한다.아프리카에서는 사하라 남부(차머|룬북부 중앙 I 가봉 I 수단 남부)，베냉 I

토고 I 나이지리아 전역 I 자이르공화국 북동부 I 우간다 북부 I 케냐 서부 I 멕시코

일부지역 I 탄자니아 일부지역 I 짐바브웨 남부I 모잠비크 I 마다가스차르 서부

등에서 발견한다.

바닷물습지

바닷물습지는 밀물이 들어오기 쉬운 연안지역에 흔하다.맹그로브 나무들이

이런 습지에서 잘 자란다.맹그로브 나무는 높이가 12미터에 달할 수 있으며 I

이것들의 엉킨 뿌리들이 이동의 장애물이다.이런 종류의 습지에서는 시계가

불량하고 I 이동이 극도로 어렵다.때로는 떳목으로 갈 수 있는 개울이 수로를

형성하지만 I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걸어서 이 습지를 통과하여 여행해야 된다.

여러분은 바닷물습지를 서부 아프리차 I 마다가스차르 I 말레이시아 I 태평양 섬

들I 중미와 남口I，인도의 캔지스 강어귀에서 발견한다.오리노코 I 아마존 I 기아

나 강어귀에 있는 습지는 진흙과 그늘이 거의 없는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다.

바닷물습지의 조수는 12미터까지 변할 수 있다.

거머리와 곤충들부터 크로커다일 악어와 카이만 악어 (caiman)까지 바닷물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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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적대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이 습지에 있

는 위험한 동물들을 피한다.

할 수 있다면 I 이런 습지 전부를 피한다.만일 습지를 지나는 수로가 있다면 I

여러분은 벗어나기 위해 떳목을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다.

민물습지

여러분은 낮은 내륙지역에서 민물습지를 발견한다.이것들의 특징은 가시가

많은 관목 I 갈대 I 목초 I 때때로 시계를 감소시키고 여행을 힘들게 하는 작은

야자나무들이 가득한 것이다.가끔 이럼 습지들이 점점이 있어I 여러분을 물

에서 벗어나게 하는 섬들이 있다.이럼 습지에는 야생생물들이 풍부하다

정글지역통과 여행

실습함에 따라서 무성한 관목과 정글을 통과하는 이동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베이거나 긁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항상 소매가 긴 것을 입는다.

쉽게 이동하려면 I 여러분은 “정글눈Uungle eyer 을 길러야 한다.즉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덩굴과 나무의 무늬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멀리 있는 정글에

초점을 맞추고 나뭇잎에 자연적으로 갈라진 틈을 찾아야 된다.정글을 똘어보

며I 자세히 보지 않는다.간간히 정글 바닥을 따라 바라보기 위해 멈추어서 몸

을 구부린다.이 행동은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는 사냥감의 오솔길을 밝힐 수

도 있다.

방심하지 않고 천천히 꾸준하게 무성한 숲이나 정글을 통과하여 이동한다.구|

를 기울이고 위치를 잡기위해 주기적으로 멈춘다.무성한 식물들 사이로 길을

내기 위해 마체터I(machete) 칼을 사용하지만 I 불필요하게 잘라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을 지치게 만들게 될 것이다.만일 마체테 칼을 사

용한다면 I 정글에서는 소리가 멀리 가기 때문에 소음을 줄이기 위해 덩굴을

자를 때는 위쪽으로 가겪한다.식물을 가르기 위해서는 막대기를 사용한다.

막대를 사용하는 것은 또한 무는 개미 I 거미 I 뱀 등을 쫓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경사면을 오를 때 덤불이나 덩굴을 움켜쥐어서는 안 된다;그것들은

염증을 일으키게 하는 바늘이나 날차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많은 정글과 숲의 동물들은 사냥감의 오솔길을 따라간다.이런 오솔길은 구부

러지고 교차되지만 I 종종 물이나 개간지로 통한다.만일 이런 오솔길이 여러

분의 여행 방향과 통한다면 I 이것들을 이용한다.

많은 나라에서 I 전기와 전화선은 인적이 드문 지역을 통과하여 수 마일메 달

한다.일반적으로 우선통행권 (right-af-way) 은 쉬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충분

히 방해받지 않는다.이런 줄들을 따라서 여행할 때I 여러분이 변압기나 중계

소에 접근하면 조심한다.적지에서는 이것들이 보호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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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행 정보

안전한 곳으로 여행하는 대강의 길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분의 처음 위치를

가능한 정확하게 찾아낸다.만일 여러분에게 나침반이 없다면 I 야외 급조

방향설정 방법을 사용한다.

식수 비축량 재고와 장비를 챙긴다.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지만 I 직선일 필요는 없다.장애물을 피한다.적지에

서는 자연적인 엄폐와 은폐를 이용한다.

부드럽게 정글을 통과하여 이동한다.여러분은 많은 상처가 나고 긁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I 통과하는 데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관목 사이를 미끄러

져 움직일 필요가 있으면 어깨를 돌리고 I 엉덩이 위치를 바꾸고 I 몸을 굽히

고I 걸음을 좁히거나 늘린다.

즉석고려사항

다른 생존환경에서 보다 울창한 정글 천개 아래에서 여러분이 구조될 가능성

은 거의 없다.여러분은 아마도 안전한 곳에 도달하기 위해 여행을 해야될 것

01 다.
만일 여러분이 항공기 추락의 조난자라면 I 추락장소에서 가져 갈 가장 중요한

품목들은 마체테 칼I 나침반 I 구급상자 I 낙하산 또는 모기장과 피난처로 사용

할 다른 재료 등이다.

피난처에서 비I 햇빛 벌레 등을 피한다.말라리아 매개 모기와 다른 벌레들은

직접적인 위험물이므로 물리지 않게 스스로 보호한다.

조심스럽게 여러분의 길은 새기거나 표시하지 않고서 추락장소를 떠나서는

안 된다.

열대지방에서는 I 아주 작은 긁힘조차도 골 위험하게 감염될 수 있다.아무리

작아도 I 어떤 상처라도 즉시 치료한다.

AI흐 I 탄，，- ....£...=
대부분의 열대지역 환경은 물이 풍부할지라도 I 생존자로서의 여러분은 물을

찾는 것을 어려워할 수도 있다.만일 여러분이 확실히 물을 찾는다면 I 물이 마

시기에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여러 공급원 중 일부는 덩굴I 뿌리 I 야자나

무I 응결 등이다.여러분은 이따금 물을 얻기 위해 동물을 따를 수 있다.종종

진흙투성이 개울이나 호수에서 기숨에 있는 모래땅에 l미터 가량 구멍을 파

서 거의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다.물이 구멍 속으로 스며들 것이다.이런 방

법으로 얻은 물은 어떤 것이라도 정화해야 된다.

물의 길잡이로서의 동물 (Animals as Signs of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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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동물들은 여러분을 물로 이끈다.대부분의 동물들은 정기적으로 물을 필

요로 한다.사슴같이 풀을 뜯어먹는 동물들은 I 일반적으로 물에서 결코 멀리

떨어지지 않고 I 보통 새벽과 황혼에 물을 마신다.한 곳으로 합치는 사냥감의

오솔길은 종종 물로 통한다.육식동물(고기를 먹는)은물에 대한 믿을만한 지

표가 아니다.이것들은 자기들이 먹는 동물들에게서 수분을 얻고I 장기간 물

없이 돌아다닐 수 있다.

새들도 이따금 여러분을 물로 이끌 수 있다.도|새류(finche)，비둘기 같이 곡물

을 먹는 동물들은 I 물에서 결코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이것들은 새벽과 황혼

에 물을 마신다.이것들이 똑바로 낮게 나를 때는 물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물에서 돌아올 때I 이것들은 배가 불러서 자주 쉬면서 나무에서 나무로 날아

다닐 것이다.여러분을 물로 이끄는 물새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이것들은 쉬

지 않고 먼 거리를 날아간다.매I 독수리 I 다른 맹금류 (bird of prey) 등은 그들

의 먹이에서 체액을 얻는다;여러분은 이것들을 물에 대한 지표로 사용할 수

없다.

벌레들 I 특히 벌은 물에 대한 지표로 좋다.벌들은 좀처럼 자기들의 둥지와 벌

통에서 6킬로미터 이상 이동하지 않는다.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이 범위 안에

물 공급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개미들은 물이 필요하다.나무 위로 행진하

는 개미의 행렬은 고인 물의 작은 저장소로 가고 있는 것이다.여러분은 심지

어 건조한 지역에서 그런 저장소를 찾을 수 있다.대부분의 파리들 I 특히 유럽

메이슨 파리 (mason fly)는 물에서 100미터 이내에 있으며 I 빛나는 녹색 몸통

으로 쉽게 구별된다.

사람의 흔적은 일반적으로 우물 I 파낸 구멍 또는 웅덩이로 통할 것이다.증발

을 줄일 수 있게 덤불과 바위들이 그것을 덮을 수도 있다.사용 후에는 덮개

를 교체한다.

식물에서 얻는 물

덩굴I 뿌리 I 야자나무 같은 식물들은 좋은 물 공급원이다.

덩굴(Vines)
5센티미터 정도 두께의 거친 나무껍질과 어린 가지가 있는 덩굴은 유용한 물

공급원이 될 수 있다.여러분은 모든 것이 마실 수 있는 물을 가지고 있는 것

은 아니기 때문에 I 어느 것이 물을 함유한 덩굴인지 경힘으로 배워야 된다.심

지어 일부는 독성 수액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독성이 있는 것은 베었을

때 끈끈하고 우유 같은 수액을 낸다.독성이 없는 덩굴은 맑은 액체를 준다.

일부 덩굴은 접족하면 피부염증을 일으킨 q: 따라서 덩굴에 입을 대기보다는 I

액체가 입속으로 떨어지도록 한다.덩굴에서 물을 얻으려면 6장에서 설명된

절차를 이용한다.

뿌리(Ro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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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I 물나무 (water tree)，사막 떡갈나무 I 블러드우드 (bloodwood) 등이

지면 가까이에 뿌리를 가지고 있다.이런 뿌리들을 지면에서 떼어내서 30센티
미터 길이로 자른다.나무껍질을 제거하고 수분을 빨아먹거나 뿌리를 과육으

로 깎아서 입 위에서 쥐어싼다.

야자나무 (Palm Trees)
부리 (buri) ，코코낫，LI파(nipa) 야자나무는 모두 마시기에 아주 좋은 달콤한 액

체를 가지고 있다.액체를 얻으려면I 아래로 향한 이런 야자나무 중 하나의 꽃

이 피어있는 줄기를 구부리고 I 꼭대기를 자른다.만일 줄기를 12시간마다 가

늘고 밟은 조각으로 잘라내면 I 흐름이 다시 시작될 것이므로 I 하루당 121터까
지 모으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니파 야자나무 어린 가지는 여러분이 지상에

서 작업할 수 있도록 바닥에서부터 자란다.성장한 이런 종의 나무에서는 I 여

러분이 꽃이 피어있는 줄기에 도달하려면 나무를 기어올라야 될 수도 있다

코코넷에서 나온 수액은 수분 함량이 많지만 I 익은 열매에는 강한 설사약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이 수액을 너무 많이 마시면 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많

은 체액을 잃을 수도 있다.

응결 κondensation) 에서 얻는 물

종종 물을 가지고 있는 뿌리를 찾아 땅을 파기에는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

다.식물이 응결 형태로 여러분을 위해 물을 생산하게 하는 것이 더 쉬울 수

도 있다.깨끗한 비닐봉지를 초록색 나뭇잎이 우거진 가지 둘레에 묶는 것이

나뭇잎들에 있는 물이 비닐봉지에서 증발하여 응결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비

닐봉지에 식물을 잘라서 놓으면 마찬가지로 응결이 일어날 것이다.이것이 태

양 증류기 다(6장 참조)

AI프
Ie

식품은 열대지방 생존환경에서 일반적으로 풍부하다.동물 식품을 얻으려면 I

8장에서 대강 설명한 절차들을 이용한다.

동물 식품에 더하여 I 여러분은 식용 식물들로 음식물을 보충해야 될 것이다.

식량을 찾기 가장 좋은 장소는 개울이나 강의 둑이다.햇빛이 정글을 관통하

는 곳에는 어디든지 I 식물이 가득하지만 I 강둑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지역이

될 수도 있다.

만일 여러분이 약하다면 I 식품을 위해 나무에 기어오르거나 쓰러뜨리는데 에

너지를 소비해서는 안 된다.더 쉽게 얻을 수 있는 지면에 더 가까운 식품 공

급원들이 있다.필요한 것보다 많은 식품을 채집해서는 안 된다.식품은 열대

지방의 상태를 빠르게 망처놓는다.자라는 식물들에 있는 식품은 여러분이 필

요할 때까지 남걱놓고 I 나중에 싱싱하게 먹는다.

선택할 수 있는 식용 식물은 거의 무한정하게 있다.여러분이 이런 식물들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I 우선 야자나무 I 대나무 I 일반 과일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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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작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아래의 목록은 가장 일반적인 식품들

중 일부를 밝힌 것이다.자세한 설명과 사진들은 부록 B어| 있다.

|열대지방의 식품 식물

벨나무 과일 (Bael fruit): 멍갈린스꺼 egle marmelos).
• 대나무 (Bamboo): 만양한 종.

바나나 또는 플랜테인(plantain): 바냐냐까1usa) 종.
빅나이 (Bignay): 안티데스마부니우스 (Antidesma bunius).

빵나무 열매 (Breadfru it): 깐르토카르푸스 f!.!AIOf(Artocarpus inci검~.
코코 낫야자 (Coconut palm): 코코섯 (Cocos nuci.흰ra).
공작야자 (Fishtail palm): 공장야자 (Caryota urens).
서양고추나무 (Horseradish tree): Moringa pterygosperma.

•연ι。.otu:의하I: 연(I씨N，‘J따l

• 맘고(Man 딩이 망고(Mangifera indica).
• 마니옥 (Mal끼lioc): Manihot utillissima.
니파야자 (Nipa palm): Lj.파푸르티Z안때/때frutican깅.

• 파파야 (Papaya): 파파야 과(Carica) 종.
감(Per 닙;Immol 씨 버지니아 감(Diospyros virginiana).
등나무야자 (Rattan palm): 장표 (Ca떠mus) 종.
사고야자 (Sago palm): 메트록실론 사구 (Metroxylon sagu).
사고야자 (Sago p하뼈 메트록실론 사구 (Metroxylon sagu).
벅오동과 (Sterculia): Sterculia foetida.

• 사탕속속 (Sugarcane): Af탕수수 (Saccharum officinarum).
• A~탕야자 (Sugar palm): 사탕야자꺼 renga pinnata).
번려지 (Sweetsop): Annona squamosa.

• 타로 토란 (Taro): 토란(Colocasia) 알로카시아 (Alocasia) 종.

숙련1‘Nater lily): Nymphaea odorata.
• 야생무화과나무 (Wild fig): 피큐스 속따 :cus) 종.
풀풀 (W 끼d rio의 Zizania aquatica.

• 참마인am): 디오스코리아 (Dioscorea).

도서 AI를
.0 • ξ를

열대 지역에서 독성식물의 비율은 세계의 어떤 지역보다도 크지 않다.그렇지

만 열대지방의 대부분의 식물들은 일부 열대 지역의 커다란 식물성장 밀도

때문에 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부록 C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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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츠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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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힘든 생존환경 중 하나가 추운 날씨 계획안이다. 추운 날씨는

적군병사만큼 위험한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여러분이 위

힘을 무릅쓰고 추위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I 스스로 천재지변과 걱루

게 된다.환경 I 적당한 계획 I 적합한 장비 등에 대한 약간의 지식으로 I

여러분은 천재지변을 극복할 수 있다.이런 요소들 중 하나 이상을

제거하면서 I 생존은 점점 더 힘들게 된다.걱울날씨는 매우 변화무쌍

하다는 것을 기억한다.햇볕이 잘 들고 청명한 날씨라도 강한 눈보라

상태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매우 큰 위협이다.이것은 여러분의 사

이외에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를 약화시

적이다;몸과 마음을 마비시키고 I 생존

추위는 보이는 것보다 생존에

고력을 떨어뜨리고 럽히는 것

킨다.추위는 방심할 수 없는

하려는 의지를 억누른다.

잊어버리게쉽게아주것을--살아남는목표인최종의
닙

τ
며
넉

애
녁는

다

위

든

추

만

추운 지역과 장소

추운 지역은 북극과 북극에 가까운 지역 I 그 곳에 아주 가까이메 이웃한 지역

들을 포함한다.여러분은 북반구 전체 대륙의 약 48퍼센트를 기온의 영향과

범위 때문에 추운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해류는 추운 날씨에 영향을 미치

며I 보통 온대에 포함된 넓은 지역을 걱울절 동안에 추운 지역으로 떨어뜨리

는 원인이 된다.또한 고도는 추운 지역을 정의하는데 뚜렷한 효과를 미친다.

추운 날씨 지역 안에서 I 여러분은 --축축하거나건조한 두 종류의 추운 날씨

환경에 직면할 수도 있다.여러분의 작전지역에 닥치는 환경을 아는 것은 추

운 날씨 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섭씨 영하 10도 이상일 때 축축한 추운 날씨 상태

특징은 더 추운 밤 시간 동안에는 얼고 낮 동안에

날씨 환경

24시간 동안의 평균기온이

가 나타난다.이런 상태의

으
”l*T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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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녹는 것이다.이런 상태에서 온도가 더 따뜻해지더라도 I 지형은 일반적으

로 진창이 된 눈과 진흙 때문에 매우 질척거린다.여러분은 축축한 지면과 진

눈깨비와 젖은 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집중해야 된다.

.-f F‘ f녁 。、
언@3· rη ‘D ‘。 r-I

If) ι1 F‘ r、 。、 σ、 σ、 a
r키

’ ’ ’ ‘ ’。양。 양니1 。。 ‘g r、J r、 C그 π1 ‘p‘。 「、 。。 00 σ、 。、 。、
l l

‘
l

‘。 α1 r‘1g π1 。「、、g 「α、3 g g‘T ‘T 「、• ’ ’
l

π"<t、 ‘‘。#
g 、 ‘@。3 κ1 。、 rα13 ‘∞*r。、。 。u、

「‘ r、• l ;띠솜
iOD

~ π언1· F‘ If).-l、。 σ1 N N :jOD ε o~U"\ 1.0 r、 r、 F、 。。 。。
아-

’ ’
l . l

01-f 버
「、 。"<t~ ‘N。 U"\ F녁 rY、“。 。r、、 띠J 0 ~뉴δ삐m ‘I、 ‘。 「‘ F、 「、• ’ 써 δm
;힘 F、 uF커、 F、 「‘。1 g3 F’ π1 M

、。m‘-‘
。

π1 m 「、 「‘ r、
;매’ ’ ’ ’

.
’j!ijf t、‘ π‘t1 1.0 흙

。、 N α1 。。 .-l
0") ‘t U"\ ‘。 ‘.J:)‘。 F、 파」1

’
l

‘ ’~r σN、 r、‘ tπr、 r커 ‘U*1 σ、 r、。v r‘。1 U"\ 써뻐
버

π1 U"\ u、 ‘。
룰O • .

‘
， l l 뇌、。 어j σ、

C‘t3 ‘‘。*
.-l t냥、 F、 。、 。、

파」
버 버

r、I r、l ‘r、 u、 U"\ U"\ Fr~
l

‘ ’
-< rFf4‘ 를O 、r。v rrf、1 κ〈t1 ‘tp 「키 흙 ‘u*1 r1f、1 ar

어」중
u、

rtiD|휘 ‘ ‘
l

~n
「→

파」 0") N ζ'<:t그 R성1· 、!。t 。#。「→ r카
_._

때 “-‘’{‘에 5매 N π1 U"\ U"\ --'--。 〈. .
’

. l

!i"-~띠 파

나{
。。 내O F에

앙t、‘、혹 「rη、 πt1 、。 ‘。 α3 KIO 둥 장
olJ

「→ r、J ‘t ‘* ‘tj

’
l 5끄

어」 If)
α「-1’ ‘.J:)N ‘* 「、 g ζ양〉 κ‘r1

하 는f 버
.-f r、‘ rη M κ1 :jOD -0~f-

~r .
’

l l

‘r、i If)rY、。、 rrYv1〈rt1 FE rn、1 rrη、 01-쁘 oil!어〈
콜O 「→ 「→ r‘ N.

’ ’
l

‘
l

)

:jQJ 입
。。 M ‘.0。、 N ‘t ~ F:。、 F녁 N N N rY、M M -'-

5매 ’
. {。

바0 r-- σ、 「σ내、 f 녁 ‘V"l‘。 。、 σ、 。、 R삐
N N N 「에 N N

’ ‘ ’
. l 'Kr

"<:t- 「、 t、j 。。 α3 .-I rY、M ‘。F녁 0-1 f녁 N r、4 r、J N :jODl

’
l l .

‘
「→ 잉- g、 r[v {ιr、 。F。에 。F。에 「게 r→ 아-

’
N r、‘

~J’ ’ ’
.

’
，→ F‘ 。、 N N u、 U"\ 。。

하「N • ‘
r키 「→ .-f rl 「키

’ ‘ ‘
l

.q- N r키 ‘* F、 。1 rF、~ 입 NF에. .
‘ ‘

l

압매 세「 。。 ‘。 ‘nrj Nrη 양 。양。‘。 ;g 이」#:￡L」
마

rl II"、
서「

〈 힘n #「1r R5E
숨뼈

꾀매
찌뻐 띠l 띤1Jr:;-히

‘t σ、 π1 r、 N ‘P o II")

마 퍼
F커 F커 N N rY、M 풀 ~~K

그림 15-1. 체감온도 .±I:.



FM21-76 미육구 색조 교번

건조한 추운 날씨 환경

노마드생존전략윈구소

24시간 동안의 평균기온이 섭씨 영하 10도 이하로 머물 때 건조한 추운 날씨

상태가 나타난다.이런 상태의 온도가 일반덕인 것보다 훨씬 더 낮을지라도 I

여러분을 얼고 녹는 것과 씨름할 필요는 없다.이런 상태에서는 I 섭씨 영하

60도 정도 낮은 온도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기위해 여러 겹의 속옷이 필요하다.

바람과 낮은 온도가 결합될 때 극단적으로 위험한 상태가 나타난다.

체감온도(WlNDCHIl니
체감온도는 추운 지역에서 위힘을 증가시킨다.체감온도는 노출된 살 위로 이

동하는 공기의 효과다.예를 들면 I 시속 27.8킬로미터 (15 노트)으|바람과 섭씨

영하 10도의 온도에서는 I 동등한 체감온도가 섭씨 영하 23도다.그림 15-1은
다양한 온도와 풍속에 대한 체감온도 지수 (windchill factor)를 가리킨다.

바람이 없을 때라도 I 여러분은 스키를 타고I 달리고 I 차량 뒤에 스키를 신고

끌려가고 I 돌풍을 일으키는 항공기 둘레에서 작업하며 동일한 바람을 만들 것

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추운 날씨 생존의 기본원칙

여러분은 따뜻한 환경보다 추운 환경에서 기본적인 식수 I 식품 I 피난처 등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더욱 힘들다.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가

지고 있다하더라도 I 역시 적당한 방호복을 입고 생존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

다.생존하려는 의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건들만큼 중요하다.훈련받고 좋

은 장비를 강춘 개인들이 삶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운 날씨 환경

에서 생존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있어왔다.반대로 I 대한 의지는 다소 덜 훈련

되고 장비를 덜 강춘 개인들을 살아가게 하였다.

오늘날 미군에 지급된 추운 날씨 장비와 의복에는 여러 가지 다른 품목들이

있다.특수부대는 폴리프로필렌 속옷 I 고어텍스 (GORETEX) 겉옷 I 기타 특별한

장비 같이 새롭고 가벼운 군장을 접하게 될 수도 있다.그렇지만 구형 군장이

여러분이 몇 가지의 추운 날씨 원칙들을 적용하는 한 여러분을 따뜻하게 유

지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만일 새로운 종류의 복장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면I 이용한다.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I 여러분의 복장은 바람막이 재킷은 예외

로 하고 I 전체적으로 모직물이어야 한다.여러분은 추위를 막아줄 충분한 의

복을 입어야할 뿐만 아니라 I 거기에서 얻는 온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

법을 알아야 된다.여러분은 보호하지 않은 머리에서 체온으I 40~45 퍼센트를 I

보호되지 않은 목I 손목 I 발목에서 훨씬 많이 잃을 수 있다.이런 신체부위들

은 좋은 방열기이며 I 단열지방이 극히 적다.뇌는 추위에 매우 민감하며 I 아주

작은 냉각을 견딜 수 있다.머리에는 많은 혈액순환이 대부분 표면에 있기 때

문에 I 만일 여러분이 머리를 덮지 않으면 열을 빠르게 잃을 수 있다.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따라야 되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이 기본 원칙을

기억하는 쉬운 방법은 COLD 라는 단어를 이용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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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복장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Keep 디othing clea끼
o - 과열을 피한다 (Avoid overheatin껴.
L - 옷을 느슨하게 여러 겹 꺼입는다 (Wear clothes loose and in 떠~e찌.
D - 복장을 건조하게 유지한다 (Keep 디othing dJ끼.

c - 복장을 깨끗하게 유지한다.이 원칙은 위생과 편안함을 위해 항상 중

요하다.겨울에는 온기의 관점에서도 또한 중요하다.오불과 기름으로

뒤엉킨 옷은 단열효과의 많은 부분을 잃는다.열은 옷의 찌그러지고

채워진 공기주머니를 통해 몸에서 더욱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과열을 피한다.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I 땀을 흘리고 I 으|복이수분을 롭

수한다.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온기에 영향을 미친다:습

기가 옷의 단열성능을 감소시키고 I 땀이 증발하면서 몸이 식는다.땀을

흘리지 않게 의복을 조절한다.파차나 재킷을 부분적으로 벌리거나 I 으|

복의 내피를 벗거나 I 두꺼운 외부 벙어리장갑을 벗거나 I 파차의 두건을

뒤로 젖히거나 가벼운 절모로 바꾸어서 그렇게 한다.머리와 손은 과

열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열은 분산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옷을 느슨하게 여러 겹 꺼입는다.꼭 끼는 의복과 군화를 착용하는 것

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냉해를 초래한다.또한 이것은 옷 사이에 갇

혀있는 공기의 양을 감소시켜서 단열효과를 떨어뜨린다.여러 겹으로

된 가벼운 의복은 증들 사이에 단열 공기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 한

겹으로 된 같은 두께의 의복보다 좋다.단열 공기증은 추가적인 단열

을 제공한다.또한 I 여러 겹 꺼입는 것은 과도한 땀 흘림이나 온기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의복을 벗거나 더 입을 수 있게 한다.

D - 복장을 건조하게 유지한다.추운 온도에서는 I 으|복의내피가 땀으로 젖

게 될 수 있고I 오|피는만일 발수성이 아니라면 체온으로 녹은 눈과

서리로 젖게 될 수 있다.만일 이용할 수 있다면 I 발수성 겉옷을 입는

다.이것이 목은 눈과 서리에서 모인 대부분의 물을 발산할 것이다.난

방이 된 피난처에 들어가기 전에 눈과 서리를 털어낸다.여러분이 취

한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젖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때가 여러 번

있을 것이다.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의 의복을 말리는 것이 가장 중요

한 문제로 될 수도 있다.행군 중에는 I 축축한 벙어리장갑과 양말을 배

낭에 매단다.이따금 결빙온도에서는 I 바람과 햇볕이 이 의복을 말렬

것이다.또한 여러분은 젖은 양말이나 벙어리장갑을 체온으로 말렬 수

있게 펼친 상태로 몸 가까이에 놓을 수 있다.야영지에서는 I 젖은 의복

을 피난처 안쪽에 꼭대기 근처에 빨랫줄이나 급조한 걸이를 사용하여

매단다.심지어 각 품목들을 모닥불 앞에서 잡고서 말렬 수도 있다.가

죽 제품은 천천히 말린다.만일 여러분의 군화를 말렬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면 I 군화를 침낭 외피와 안감 사이에 넣는다.여러분의 체

온이 가죽을 말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o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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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껍고 I 솜털로 안감을 댄 침낭은 추운 날씨에서 귀중한 생존 도구다.

솜털을 건조하게 유지한다.만일 여러분에게 침낭이 없다면 I 여러분은

천이나 비슷한 재료와 나뭇잎 I 솔잎 또는 이끼 같은 자연적으로 마른

침낭을 만들 수 있다.마른 재료들을 두 증의 재료 사이에 놓는다.

다른 중요한 생존 품목들은 나이프;되도록 부삿돌이 부착되어 있는 방수용기

에 담긴 방수성냥;튼튼한 나침반;지도;시겨I; 방수 바닥 천과 커버;플래시;

쌍안경;선글라스;기름진 비상식품;식품 채집 도구;신호용 품목 등이다.

추운 날씨 환경은 매우 거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추위에서의 생존을

한 올바른 장비를 선정하는데 많은 생각을 한다.만일 전혀 사용해 본적이

는 품목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I 모힘을 더하기 전에 ”하룻밤동안 뒷마당 II

경에서 테스트한다.일단 여러분의 생존에 필수적인 품목들을 선정했다면 I

운 날씨 환경에 들어간 후에 이것들을 잃어서는 안 된다.

위생법(HYGIENE)
추운 환경에서 씻는 것이

그렇게 하여야 된다.씻는

예방한다.

일부 환경에서 I 여러분은 눈 목욕을 할 수도 있다.한 움큼의 눈을 쥐고 걱드

랑이와 다리 사이 같이 땀과 습기가 쌓이는 위치의 몸을 씻은 다음에 닦아서

말린다.만일 가능하다면 I 매일 발을 씻고 I 깨끗하고 마른 양말을 신는다.적어

도 일주일에 두 번은 속옷을 갈아입는다.만일 속옷을 세탁할 수 없다면 I 벗어

서 한두 시간동안 마르게 밖에 놔둔다.

만일 여러분이 종전에 사용되었던 피난처를 사용한다면 I 매일 밤 이에 대비하

여 몸과 의복을 점검한다.만일 의복에 꼬이게 되면 I 만일 살충제 가루를 가지

고 있으면 사용한다.그렇지 않으면 I 으|복을추위에 걸어놓은 다음에 두들기

거나 솔질을 한다.이것이 이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I 알은 안 된

다.만일 면도를 한다면 I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한다.이것이

여러분의 피부가 천재지변에 노출되기 전에 회복할 기회를 줄 것이다.

비현실적이고 불쾌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I 여러분은

것은 더 심각한 문제로 진전될 수 있는 피부발진을

의학적관점

여러분이 건강할 때I 여러분의 중심 온도(몸통온도)는거의 일정하게 섭씨 37
도(화씨98.6도)를유지한다.팔다리와 머리는 몸통보다 덜 보호되는 신체

직을 가지고 있으므로 I 이들의 온도는 변화되며 중심 온도메 달하지 못할

도 있다.

여러분의 몸은 온도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극한기온에 반응하도록 하는 제어

계통을 가지고 있다.이 온도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요인들--열

생산 I 열 손실 I 증발 등이 있다.몸의 중심 온도와 주변 온도의 차이는 열 생

산 속도를 결정한다.여러분의 몸은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열을 없앨

수 있다.땀을 흘리는 것이 열평형을 조절하도록 도와준다.초|대한으로땀을

흘리는 것은 최대한으로 격렬하게 열을 생산하는 것만큼 빠르게 열을 제거할

조
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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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떨림은 몸으로 하여금 열을 생산하게 한다.또한 이것은 교대로 체온이 떨어

지게 되는 피로의 원인이 된다.몸 주변의 공기의 이동은 열 손실에 영향을

미친다.섭씨 0도 정도의 정지된 공기에 노출된 벌거벗은 사람은 만일 있는

힘을 다해 떤다면 열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추정되었다.

그렇지만 I 그 사람이 영원히 떨 수는 없다.또한 추운 환경에서 최대한 북극지

방의 의복을 입고 휴식하고 있는 사람 온도가 빙점 훨씬 아래에 있는 동안에

도 내부 열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추정되었다.하지만 언제까지나 정말로

추운 상태를 잘 견디려면 I 그는 활동적이거나 떠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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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로 인한 손상

손상과 질병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그것들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

하는 수단을 취하는 것이다.발생하는 어떤 손상이나 질병을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빨리 치료한다.증세와 증상에 대한 지식 I 전우조의 이용 등

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이다.다음은 발생할 수 있는 추위로 인한 손상

들이다.

저체온증 (Hypothermia)

저체온증은 몸이 열을 생산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체온이 내려가는 것

이다.저체온증의 원인은 일반적인 노출이나 호수에 빠지거나 연료나 다른 액

체가 뿌려져서 몸이 갑작스럽게 젖는 것일 수도 있다.초기 증상은 떨림이다.

이 떨림은 억제할 수 없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방해하는 시

점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이것은 몸의 중심(직장f rectal) 온도가 섭씨 35.5(화
씨 96도)정도까지 떨어질 때 시작된다.중심 온도가 섭씨 35~32 도(화씨
95~90 도)어|도달할 때I 느려진 생각 I 비이성적인 추리 I 온기에 대한 잘못된 감

각 등이 발생될 수도 있다.섭씨 32~30 도(화씨90~86 도)이하의 중심 온도는

근육경직 I 의식불명 I 걱우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징후 등을 초래한다.만일 피

해자의 중심 온도가 섭씨 25도(화씨77도)이하로 떨어지면 I 사망이 거의 확

실하다.저체온증을 치료하려면 I 몸 전체를 다시 업힌다.만일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I 먼저 섭씨 37.7~43 .3도(화씨100~끄0도)으|따뜻한 물에 몸통

부위만을 담가서 다시 업힌다.

경고

따뜻한 물이 있는 욕조에서 몸 전체를

arrest) 와 다시 업히는 쇼크의 위힘성이

수행되어야 한다.

내부 중심으로 열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들 중 하나는 따뜻한 물로 관장

(enema) 을 시키는 것이다.그렇지만 I 그런 행동은 생존환경에서는 불가능 할

수도 있다.다른 방법은 피해자를 이미 따뜻한 다른 사람과 같이 업힌 침낭에

넣어 감싸는 것이다;둘 다 벌거벗어야 된다.

심장마비 (cardiac
병원 환경에서만

다시 업히는 것은

증가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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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피해자와 같이 침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만일 침낭에 너무 오래 머무른다면

또한 저체온증이 될 수 있다.

만일 사람이 의식이 있다면 I 뜨겁고 달게 한 음료수를 준다.칼로리의 가장 좋

은 공급원 중 하나는 벌꿀이나 포도당 (dextrose) 이다;만일 이용이 가능하다

면I 설탕 I 코코아 또는 비슷한 물에 녹는 감미료 등을 사용한다.

경고

의식이 없는 사람을 강제로 마시게 해서는 안 된다.

저체온증을 치료하는데 두 가지 위힘이 있q--지나치게 빨리 다시 럽히는 것

과 “후하강(after dropf 이다.지나치게 빨리 다시 럽히는 것은 피해자가 혈액

순환 문제를 겪는 원인이 되어 심부전 (heart failure) 이 일어날 수 있다.후하

강은 피해자를 따뜻한 물에서 꺼낼 때 예민한 몸의 중심 온도 하강이 발생되

는 것이다.이것의 예상되는 원인은 재순환이 일어나면서 이전에 고여 있는

손발의 혈액이 중심(몸통 내부)부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중심 부분을 럽

히는 것을 집중하고 말초 순환을 자극하는 것은 후하강의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다.만일 가능하다면 I 따뜻한 욕조에 몸통을 담그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법이다.

동상 (Frostbite)

이 손상은 언 조직의 결과다.가벼운 동상은 둔하고 회끄무레하고 창백하게

나타나는 피부만 포함된다.심한 동상은 피부 아래까지 확대된다.조직들이

굳고 움직이지 않게 된다.여러분의 발 손I 노출된 얼굴 부위들이 특히 동상

에 상처를 입기 쉽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I 가장 좋은 동상예방법은 전우조를 이

용하는 것이다.전우의 얼굴을 수시로 점검하고 I 반드시 전우도 여러분의 얼

굴을 점검하게 한다.만일 혼자 있다면 I 주기적으로 벙어리장갑을 낀 손으로

여러분의 코와 얼굴 아래쪽을 덮는다.

다음의 지침들은 몹시 추울 때나 적절한 의복보다 덜 입었을 때 온기를 유지

하고 동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얼굴.얼굴을 찌푸리 면서 얼굴 피부를 잡아당기고 주름잡아 순환을 유

지한다.

구I. 구|를꿈틀거리고 움직인다.손으로 업힌다.

손.장갑 안쪽에서 손을 움직인다.손을 몸에 가깝게 대서 업힌다.

• 님}
근�

님}드으
근 <= 움직이고 I 발가락을 군화 안쪽에서 꼼지락거린다.

손과 발의 감각상실이 동상의 증세다.만일 여러분이 아주 짧은 시간동안만

감가상실을 겪었다면 I 동상은 아마도 가벼운 것이다.그렇지 않다면 I 동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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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것으로 추정한다.가벼운 동상을 다시 럽히려면 I 얼굴과 귀를 럽히는데

손이나 벙어리장갑을 사용한다.여러분의 양 손을 걱드랑이 아래에 넣는다.

여러분의 양 발을 전우의 배에 가까이 놓는다.심한 동상 손상이 만일 녹았다

가 다시 언다면 I 으|료적훈련이 안된 사람이 다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손

상을 일으킬 수 있다.그림 15-2는 동상에 관하여 지켜야 할 규칙 몇 가지를

나열하였다.

할것 하지 말 것

•주기적。로 도사。 저커하다
•소사。 」。로 口지근다

DO i::큰 DC그 L...:

」 ζ〕큰 τ:c-=- τr τ:

•가벼운 동상을 다시 덤힌다.
•알코오으료 a 마시다E큰 E그 E큰 L..:，-I"

•손상된 부위가 다시 어는 것을 •담배를 핀다

예방한다. •만일 명확한 의료혜택과 떨어져

있다면，심한 동상 손상을 녹이

려고 노력한다.

그림 15-2. 동상 행동 규칙

참호족과 침족병(Trench Foot and Immersion Foot)

이런 상태는 빙점 바로 위의 온도에서 젖거나 축축한 상태에 몇 시간이나 며

칠 동안 노출된 결과이다.증상은 핀과 바늘로 찌르고 I 얼얼하고 I 마비되는 감

각이고 I 그다음에 아픈 것이다.피부는 처음에 젖고 I 습하고 I 하양고 I 쪼글쪼글
하게 보일 것이다.이것이 진행되면서 손상이 나타나고 I 피부는 붉어지다가

푸르스름하거나 검게 탈색될 것이다.발이 차갑고 부풀게 되고 I 밀랍 같은 모

습이 된다.걷기가 힘들어지고 발이 무겁고 마비된 것으로 느낀다.신경과 근

육이 주된 손상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I 괴저가 발생될 수 있다.심한 경우에는

살이 죽어서 발과 다리의 절단이 필요하게 될 지도 모른다.가장 좋은 예방법

은I 발을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다.방수 꾸러미에 여분의 양말을 휴대한다.

여러분의 몸통(잔등또는 가슴)에대어서 젖은 양말을 말렬 수 있다.매일 발

을 씻고 마른 양말을 신는다.

탈수증 (Dehydration)

추운 날씨 동안에 여러 겹의 의복으로 싸매고 있을 때I 여러분은 몸의 수분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두꺼운 의복은 공기 중에서 증발하는

수분을 롭수한다.여러분은 이와 같은 체액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물을 마

셔야 된다.물의 필요성은 따뜻한 환경에서와 같이 추운 환경에서도 중요하다

(13장).여러분이 탈수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눈 위에서

소변의 색깔을 검사하는 것이다.만일 소변이 눈을 진한 노란색으로 만든다

면I 여러분은 탈수증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체액을 보충해야 된다.만일 눈을

밟은 노란색이나 무색으로 만든다면 I 여러분의 체액은 아주 정상적인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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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고 있는 것이다.

추위의 이뇨 (Cold Diuresis)

노마드생존전략윈구소

추위에 노출되는 것은 소변 배출을 증가시킨다.또한 이것은 여러분이 보충해

야 되는 체액을 감소시킨다.

일광화상 (Sunburn)

노출된 피부는 기온이 빙점 이하일 때도 일광화상을 입을 수 있다.햇빛은 피

부의 민감한 부우1--입술I 콧구멍 I 눈꺼풀 등에 상처를 주면서 눈I 얼음I 물에서

모든 각도로 반사한다.햇볕에 노출되는 것은 낮은 곳보다 높은 곳에서 더욱

빨리 일광화상을 일으킨다.햇볕에 있을 때 얼굴에 일광화상 크림이나 입술연

고를 바른다.

설맹 (Snow Blindness)

이런 빛에 장기적인 노출되는 것은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눈

덮인 지역에 방사되는 태양 자외선의 반사가 이 상태를 일으킨다.설맹의 증

상은 눈에 모래가 낀 것 같은 감각 I 눈동자 움직임과 함께 증가되는 눈 속과

위쪽의 고통 I 핏발이 서고 눈물이 나는 눈I 빛에 계속되는 노출로 강해진 두통

등이다.설맹을 치료하려면 I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양 눈을 붕대로 감는다.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설맹를 예방한다.만일 선글라스가 없다면 I 급조한다.판

지I 밟은 나무I 나무껍질 또는 다른 이용 가능한 재료 조각에 틈을 자른다(그

림15-3)，눈 아래에 검탱을 질하는 것이 빛남과 눈부심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변비(Consti pation)

그림 15-3. 급조 선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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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때 용변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추운 상태 때문에 미루어서는 안

된다.추위 때문에 용변을 미루고 I 건조식품을 먹고I 액체를 너무 적게 마시는

것과 불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은 변비가 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무능력

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I 변비는 다소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다.만일 가능하

다면I 통상적인 일일 2~3리터의 롭입에 더하여 액체의 롭입을 적어도 2리터
늘리고 I 과일과 대변을 붉게 해줄 다른 식품들을 먹는다.

벌레 물림(Insect Bites)

벌레 물림은 계속해서 긁으므로 감염이 되게 할 수 있다.파리는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들을 옮길 수 있다.벌레 물림을 예방하려면 I 방충저I，모기장

을 사용하고 적절한 의복을 입는다.벌레 물림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끄장 I

치료에 대해서는 4장을 참조한다.

피난처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이 휴대하는 장비가 설치할 수 있는 피난처의 종류를

결정할 것이다.여러분은 숲이 우거진 지역 I 트인 지대 I 황량한 지역 등에 피

난처를 설치할 수 있다.숲이 우거진 지역은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위치를 제

공하지만 I 황량한 지역에는 건축 재료로는 눈뿐이다.숲이 우거진 지역은 피

난처 설치용 통나무 I 모닥불용 나무 I 관측으로부터의 은폐 I 바람으로부터의 보

호 등을 제공한다.

쥬악 사항 극도의 추위에서는 피난처용으로 항공기 동체 같은 금속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금속은 여러분이 만들어 댈 수 있는 조그마한 열

도 피난처에서 밖으로 전도할 것이다.

얼음이나 눈으로 만드는 피난처는 일반적으로 눈 도끼나 톱 같은 도구들이

필요하다.또한 여러분은 그런 피난처를 설치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

야 된다.밀폐된 피난처는 특히 만일 여러분이 내부에 모닥불을 피려고 한다

면 반드시 환기시키도록 한다.열은 안에 바람은 밖에 있게 하기위해 가능하

다면 피난처의 입구를 항상 막는다.배낭과 눈덩어리를 사용한다.필요한 것

보다 크지 않게 피난처를 설치한다.추운 날씨 피난처 설치에서 치명적인 실

수는 피난처를 크게 만들어서 체온을 저축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빼앗는 것

이다.피난처 공간을 작게 유지한다.

지면에서 직접 잠자서는 절대 안 된다.지면이 여러분의 체온을 롭수하지 못

하도록 약간의 소나무 큰 가지 I 풀I 또는 다른 단열 재료들을 아래에 깐다.

난로나 등불을 끄지 않고 잠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환기가 나쁜 피난처 안에

서 불을 피우는 것은 일산화탄소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일산화탄소는 큰

위험이다.이것은 색도 없고I 냄새도 없다.노출된 불꽃을 사용한다면 I 그것은

일산화탄소를 생성할 수도 있다.항상 환기를 점검한다.환기가 되는 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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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더라도 I 불완전연소는 일산화탄소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일반적으로 아

무런 증상이 없다.경고 없이 의식불명과 사망이 발생될 수 있다.그렇지만 때

로는 I 관자놀이 압박 I 타는 듯한 눈I 두통 I 백막 두근거림 I 졸음 I 또는 메스꺼움

등이 발생될 수도 있다.일산화탄소중독의 특징적인 뚜렷한 증세는 입술I 입I

눈꺼풀 안쪽 조직이 선홍색을 띠는 것이다.만일 이들 중 어떤 증상이라도 나

타나면 I 즉시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여러분이 빨리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야전 급조 피난처가 몇 종류 있다.

많은 것들이 단열용으로 눈을 사용한다.

눈 동굴 피난처 (Snow Cave Shelter)

눈 동굴 피난처(그림15-4)는 눈의 단열 특성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피난처다.

설치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I 설치하는 동안에 젖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우선 I 여러분이 파고들 수 있는 깊이가 3미터 정도의 쌓인 눈

을 찾을 필요가 있다.이 피난처를 설치하는 동안에 견고성을 위하고 녹은 눈

이 측면으로 빠지도록 지붕을 아치형으로 유지한다.추|침용받침대를 출입구

보다 높게 설치한다.추|침용받침대를 눈 동굴의 벽과 분리하거나 받침대와

벽 사이에 작은 도랑을 판다.이 받침대는 녹는 눈이 여러분과 장비를 적시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이 구조는 만일 여러분이 눈 동굴 안에 좋은 열원을 가

지고 있다면 특히 중요하다.반드시 여러분이 취침용 받침대에 앉기에 충분할

정도로 지붕이 높아야 한다.출입구를 눈 덩어리나 다른 재료로 막고 I 출입구

의 낮은 지역은 취사용으로 사용한다.벽과 천정은 적어도 두께가 30센티미터
는 되어야 한다.환기 굴뚝을 설치한다.만일 눈 동굴을 설치할 만큼 쌓인 눈

이 충분하지 않다면 I 눈을 쌓아서 파내기에 충분하게 더미를 크게 만들어서

변화를 줄 수 있다.

눈 도랑 피난처 (Snow Trench Shelter)

이 피난처(그림15-4) 이면의 아이디어는 눈과 바람 증 아래로 들어가서 눈의

단열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다.만일 여러분이 단단해진 눈이 있는 지역에 있

다면I 눈덩이를 잘라서 머리 위의 덮개로 사용한다.만일 그렇지 않다면 I 판초

우의나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입구를 하나만 설치하고 I 문으로 눈덩이

나 배낭을 사용한다.

눈덩이와 낙하산 피난처 (Snow Block and Parachute Shelter)

측면용으로는 눈덩이를 I 머리위의 덮개용으로는 낙하산 재료를 사용한다(그림

15-4)，만일 적설량이 크다면 I 낙하산 재료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규칙적

인 간겪으로 꼭대기에서 눈을 치워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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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와 낙하산 피난처 (Snow Block and Parachute Shelter)

일정한 지역에서 I 원주민들이 사양과 낚시 피난처로 종종 이런 종류의 피난처

(그림15-4)를 사용한다.이것들은 효율적인 피난처지만 I 올바르게 만들려면 약

간의 연습이 요구된다.또한 눈덩이를 자르기에 적합한 지역에 있어야 하고 I

이것들을 자를 장비(눈톱 또는 나이프)를가지고 있어야 한다.

확첩할→
C그τr

단면도

눈동굴펴난처

도랑에서 잘라낸
눈덩이

↓，.

눈 도랑 피난처

쥐사증

단면도 측면도

-..I.I I一‘-+，\、 -•

e 종심 블록

눈 잡 디자인과구조

그림 15-4. 눈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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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지역에서 I 원주민들이 사양과 낚시 피난처로 종종 이런 종류의 피난처

(그림15-4)를 사용한다.이것들은 효율적인 피난처지만 I 올바르게 만들려면 약

간의 실습이 요구된다.또한 눈덩이를 자르기에 적합한 지역에 있어야 하고 I

이것들을 자를 장비(눈톱 또는 나이프)를가지고 있어야 한다.

반지붕 피난처 (Lean-To Shelter)

이 피난처를 다른 환경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다;그렇지만 I 단열을 위

해 측면 둘레에 눈을 쌓아올린다(그림15-5)，

그림 15-5. 자연적인 피난처로 만든 반지붕

쓰러진 나무 피난처 (Fallen Tree Shelter)

이 피난처를 설치하려면 I 쓰러진 나무를 찾아서 그 아래쪽의 눈을 파낸다(그

림15-6)，나무 아래에 눈이 깊지 않을 것이다.만일 내부에서 가지들을 제거해

야 된다면 I 그것들은 바닥을 채우는데 사용한다.

그림 15-6. 피난처로서의 쓰러진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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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큰 나무 아래에서 눈을 파낸다.나무 밑동 부근만큼 깊지 않아도 될

것이다.바닥을 채우는데 자른 가지들을 사용한다.눈이 나무에서 피난처 속

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머리 위의 뚜껑으로 바닥 천을 사용한다.만일

제대로 설치한다면 f 360도 시계를 확보할 수 있다(5장I 그림5-12)，

20인용 구명보트 (20-Man Life Raft)

이 보트는 미국공군 항공기에 있는 표준 구명보트다.여러분은 이것을 피난처

로 사용할 수 있다.머리 위쪽 보호물에 많은 양의 눈을 올려서는 안 된다.만

일 개활지에 자리 잡았다면 I 이것은 역시 머리 위쪽 항공기에게 좋은 신호를

제공한다.

모닥불

모닥불은 추운 날씨에서 특히 중요하다.이것은 식품을 조리하는 수단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I 또한 온기를 얻고I 식수를 위해 눈이나 얼음을 녹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조금 더 안전을 느끼게

만들어서 귀중한 심리적 지지를 제공한다.

모닥불을 설치하고 피우려면 7장에서 설명한 기술들을 이용한다.만일 여러분

이 적군지역에 있다면 I 모닥불에서 나오는 연기I 냄새I 빛이 여러분의 위치를

드러낼 수도 있다.간접 조명 조차도 위힘의 근원으로 만들면서 I 빚은 둘러싸

고 있는 나무나 바위에서 반사된다.연기는 줍고 I 고요한 날씨에는 똑바로 올

라가는 경향이 있으며 I 주간에는 신호를 만들지만 I 야간에는 냄새를 감추는데

도움을 준다.따뜻한 날씨에는 I 특히 나무가 무성한 지역에서 연기는 지면에

깔리는 경향이 있으며 I 주간에는 눈에 덜 띄게 하지만 I 냄새를 퍼지게 한다.

만일 여러분이 적군지역에 있다면 I 화목용으로 나무 전체보다는 오히려 낮은

가지들을 자른다.쓰러진 나무는 공중에서 쉽게 보인다.

모든 나무는 타지만 I 일부 종류는 나무는 다른 것들보다 많은 연기를 만든다.

예를 들면 I 송진과 타르를 가지고 있는 침엽수 (coniferous) 나무들은 낙엽수

(deciduous) 나무들보다 더 많고 진한 연기를 만든다.북극의 높은 산악지역에

서는 연료로 사용할 재료들이 거의 없다.여러분은 약간의 풀과 이끼를 찾을

수도 있지만 아주 적다.고도가 낮아질수록 사용가능한 연료가 많아진다.여

러분은 수목한계선 (tree line) 위쪽으로 일부 버드나무 관목 I 작고 발육부족의

가문비나무 등을 발견할 수도 있다. 바다얼음 위에는 I 연료가 외관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유목 (driftwood)OI 나 지방은 북극이나 북극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메마른 해안선에서 생존자가 이용 가능한 유일한 연료다.

수목한계선 안에서 풍부한 연료들은.

내륙지역에는 가문비나무가 일반적이다.침엽수이기 때문에 I 가문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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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봄과 여름절에 태우면 아주 많은 연기가 난다.그렇지만 I 이것은

늦은 가을이나 걱울에는 거의 연기를 내지 않고 탄다.

미국낙엽송 (tamarack) 도 침엽수다.이것은 가을에 솔잎이 떨어지는 유일

한 소나무 과의 나무다.솔잎이 없으면 죽은 가문비나무처럼 보이지만 I

드러난 가지 위에 우툴두툴한 눈과 솔방울이 많이 있다.태울 때I 미국

낙엽송 나무는 많은 연기가 나서 신호 목적용으로 우수하다.

자작나무 (bir다1)는 낙엽수이며 I 마치 기름이나 석유에 홈빡 젖은 것처럼

고온으로 빨리 탄다.대부분의 낙엽수는 개울과 호수 근처에서 자라지

만I 간혹 더 높은 지대이며 물에서 떨어진 곳에서 일부를 찾을 것이다.

버드나무와 오리나무 (alder)는 북극 지역에서 I 보통은 늪지역이나 호수

나 개울 근처에서 자란다.이런 나무는 많은 연기 없이 고온으로 빨리

탄다.

마른 이끼 I 풀I 버드나무 관목 등은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재료들이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툰드라(광활하고 나무가 없는 평야)어|는개울가에 풍부

하다.풀이나 다른 관목 식물들을 묶고 구부려서 크고 단단한 덩어리로 만들

면I 천천히 타며I 보다 생산적인 연료를 가지게 될 것이다.만일 연료난 기름

을 부서진 차량이나 추락한 항공기에서 입수할 수 있다면 I 그것을 연료로 사

용한다.여러분이 필요할 때에만 재고에서 꺼내며 I 저장용 탱크에 연료를 남

긴다.극도로 추운 날씨에서는 기름이 응결된다.따라서 만일 폭발이나 화재

의 위험이 없다면 여전히 따뜻할 때 차량이나 항공기에서 기름을 빼낸다.만

일 그릇이 없다면 I 기름이 눈이나 얼음위로 빼낸다.여러분이 필요할 때 연료

를 떠낸다.

경고

극도로 추운 날씨에서는 살을 석유 I 기름 I 윤활제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제품들의 액체 상태가 동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속인다.

간이식량 (MRE) 스푼 I 절모 차양 I 차양 케이스 I 보조 발포고무 같은 일부 플라

스틱 제품들은 타고 있는 성냥에서 빨리 불이 붙는다.또한 이것들은 모닥불

을 피우는데 도움이 되게 충분히 오랫동안 탈 것이다.예를 들면 I 플라스틱 스

푼은 10분 정도 탈 것이다.추운 날씨 지역에서는 I 난방을 하거나 조리를 하

던지 모닥불을 사용하는데 몇 가지 위험요소들이 있다.예를 들면..

모닥불은 땅 속에서 타다가 근처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따라서 모닥불을 피난처에 너무 가깝게 피워서는 안 된다

• 눈 피난처에서는 I 과도한 열은 여러분의 위장이 될 수도 있는 눈으로

된 단열증을 녹일 것이다.

적절한 환기가 부족한 피난처 속의 모닥불은 일산화탄소중독을 일으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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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몸을 녹이거나 옷을 말리려고 애쓰는 사람은 부주의해져서 의복과 장비

를 태우거나 그슬렬 수도 있다.

머리 위의 눈이 녹는 것은 여러분을 적시고 I 여러분과 장비를 파묻고 I

노마드생존전략윈구소

어쩌면 모닥불을 끌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I 작은 모닥불과 일부 종류의 난로는 조리 목적에 맞는 최고의 조

합이다.호보 (hobo) 난로(그림15-7)는 특히 북극지방에 적당하다.이것은 빈

깡통으로 만들기 쉽고 I 연료를 절약한다.뜨거운 숨 바닥이 가장 좋은 조리용

열을 제공한다.열십자 모닥불로 만든 숨은 균일하게 가라앉을 것이다.화목

을 열십자로 쌓아서 이런 종류의 모닥불을 피운다.갈라진 막대에 기대놓은

단순한 크레인이 모닥불 위로 조리용 그릇을 붙잡을 것이다.

호보난로 냄비를 잡고있논 크쾌연

그림 15-7. 조리용 모닥불/난로

난방 목적으로는 I 춧불 하나면 에워싸인 피난처를 럽히기에 충분한 열을 공급

한다.사람의 손 정도의 크기인 작은 모닥불이 적군 지역에서 사용하기에 이

상적이다.이것은 아주 작은 연료가 필요하지만 I 꽤 많은 온기를 생산하며 액

체를 데울 정도로 충분히 뜨겁다.

AI흐，-，

북극이나 북극에 가까운 지역에는 식수 공급원이 많다.여러분의 위치나 한해

중의 계절이 식수를 구할 곳과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

북극이나 북극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식수 공급원은 기후와 환경조건 때문에

다른 지역들보다 더 위생적이다.그렇지만 마시기 전에는 항상 정화한다.여

름절 동안어I，가장 좋은 자연적인 식수 공급원은 민물 호수 I 개울 I 저수지 I 강I

샘 등이다.저수지나 호수에서 얻은 물은 조금은 고여 있지만 I 여전히 이용할

수 있다.개울 I 강으로 흐르는 불과 거품이 나는 샘은 일반적으로 신선하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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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적당하다.

여름 동안 툰드라에서 발견되는 갈색을 띤 지표수는 좋은 식수 공급원이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물을 정하하기 전에 여과를 시켜야 될 수도 있다.식수용

으로 민물 얼음과 눈을 녹일 수도 있다.둘 다 입에 넣기 전에 완전히 녹인다.

입속에서 얼음과 눈을 녹이려고 하는 것은 체온을 빼앗고 I 추위로 인한 내부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만일 바다에 있는 얼음 덩어리 위나 근처에 있다면 I

여러분은 식수용으로 오래된 바다 얼음을 사용할 수 있다.결국 바다 얼음은

염분을 잃는다.여러분은 둥글게 된 모서리와 푸르스름한 색깔로 이 얼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은 눈을 녹이는데 체온을 이용할 수 있다.물주머니에 눈을 넣고I 주머

니를 의복 사이에 넣는다.이것은 더디게 진행되지만 I 여러분은 이동 중이나

모닥불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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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프물을 얻을 수 있을 때는

안된다.

쥬악 사항 다른 공급원에서 마실 수 있는

음이나 눈을 녹이는데 연료를 낭비해서는

얼음을 이용할 수 있을 때I 눈보다는 얼음을 녹인다.얼음 한 컵이 눈 한 컵보

다 많은 물이 생긴다.또한 얼음은 녹이는데 시간이 덜 든다.여러분은 물주머

니I 휴대용 간이식량 주머니 I 빈 깡통 또는 급조한 그릇 등을 모닥불 가까이

놓아서 얼음이나 눈을 녹일 수 있다.그릇에 작은 양의 얼음과 눈을 넣어 시

작하여 I 물로 바뀌는 만큼 더 많은 얼음과 눈을 추가한다.얼음과 눈을 녹이는

또 다른 방법은 이것을 구멍이 많은 재료로 만든 자루에 넣어 불 가까이에 걸

어두는 것이다.물을 받기 위해 자루 아래에 그릇을 놓는다.추운 날씨에서는

잠자기 전에 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을 피한다.용변을 보려고 밤에 따뜻한 침

낭에서 기어나간다는 것은 수면을 줄이고 I 추위에 노출을 늘인다는 것을 의미

한다.일단 식수를 얻으면 다시 어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분 옆에 간수한다.

또한 그릇을 완전히 채워서는 안 된다.물이 출렁거리게 하는 것이 어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있다.식품의 종

중의 시기와 여

지역에는 여러 개의 식품 공급원이

또는 식물--와구하기 쉬움은 한해

AI프
Ie

북극이나 북극에 가까운

류--물고기I 동물 I 새고기

러분의 위치에 달려있다.

해역 I 개울 I 강I

설명한 기술들을

가재 I쉽게풍부하다.여러분은

물고기

여름절 동안에 여러분은 물고기와 다른 수생 생물들을 연안

호수 등에서 쉽게 잡을 수 있다.물고기를 잡으려면 8장에서
이용한다.

북대서양과 북태평양 연안 해산물이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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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 01，대합조개 I 굴I 킹 크랩 등을 발견할 수 있다.밀불과 썰물의 높이 차가

아주 큰 지역에서는 I 썰물에서 갑각류를 쉽게 찾을 수 있다.간석지에서 모래

를 판다.조수 웅덩이와 해안에서 떨어져 있는 암초를 들여다본다. 밀불과 썰

물의 높이 차가 작은 지역에서 폭풍파가 종종 갑각류를 해변으로 밀어낸다.

알류산 열도 (Aleutian Island)와 남부 알래스차 주변의 해역에 서식하고 있는

가시가 있는 성게의 알은 훌륭한 식품이다.조수 웅덩이에서 성게를 찾는다.

돌 두개 사이메 이것을 놓고 껍데기를 부순다.알은 색깔이 밝은 노랑이다.

북쪽에 있는 눌고기와 물고기의 알은 대부분 식용이다.예외는 북극상어의 고

기와 둑중개류 (sculpin) 의 알이다.

대합조개나 홍합 같은 쌍각류 조개는 달팽이 같이 나선형 껍질을 가진 해산

물보다 더 맛이 좋다.

경고

북쪽 지역에서 흔한 검정 홍합은 I 어떤 계절에는 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홍

합의 살에서 이따금 발견되는 독소는 스트리크닌만큼 위힘하다.

해삼 (sea cucumber) 은 또 다른 식용 동물이다.이것의 몸 안쪽은 대합조개의

살과 아주 비슷한 맛이 나는 다섯 개의 길고 흰색인 근육이다.초여름에는 바

다 빙어류 (smelt spawn)가 해변 파도에 알을 낳는다.이따금 여러분은 이것들

을 양손으로 퍼올렬 수 있다.종종 한여름에 해초에 붙어있는 청OJ (herri ng)알
들을 발견할 수 있다.또한 연안의 바위 사이에서 자라는 긴 리본 같은 해초

인 켈프와 다른 작은 해초들은 식용이다.

바다 얼음 동물

여러분은 사실상 모든 북극 해안지역에서 북극곰을 발견하지만 I 내륙에서는

드물다.가능하다면 이것들을 피한다.이것들은 모든 곰들 중에서 가장 위험

하다.이것들은 좋은 시력과 비상한 후각을 가진 I 지칠 줄 모르고 영리한 사냥

꾼이다.만일 식품을 위해 한 마리를 죽여야 된다면 I 신중하게 접근한다.노|를

걱냥한다;다른 곳의 종알은 좀처럼 한 마리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북극곰을

먹기 전에 항상 익힌다.

경고

북극곰의 간에는 유독한 비타민 A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I 간을 먹어서는

안 된다.

바다표범 (Earless seal)은 손에 넣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고기 중 일부다.그렇

지만 I 여러분은 바다표범을 죽이기 위해 바다표범에 충분히 다가갈 수 있는

상당한 솜씨가 필요하다.봄절에는 I 바다표범이 종종 그들의 공기구멍에서 벗

어나 얼음위에서 햇볕을 펀다.그렇지만 그것들은 자기들의 적인 북극곰을 살

피기 위해 약 30초마다 머리를 들어올린다.바다표범에 다가가려면 I 에스키모

가 하는 것과 같이 행동한다--바다표범에게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머무르

고I 그것이 잘 때 조심스럽게 가까이 이동한다.만일 그것이 움직이면 I 멈추어

서 얼음위에 납작 엎드리고 I 머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I 몸을 약간 꿈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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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면서 그것의 움직임을 따라한다.여러분의 몸을 바다표범과 수평으로 하고 I

팔을 몸에 붙여서 가능한 여러분이 또 다른 바다표범과 아주 비슷하게 보이

도록 하면서 이것에 접근한다.공기구멍 가장자리의 얼음은 일반적으로 미끄

럽고 경사져 있어서 I 바다표범이 최소한의 이동으로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

갈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따라서 바다표범의 22~45 口|터안에 들어가도록 해

서 즉시 죽인다(뇌를 걱냥한다).바다표범이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전에

그것에 도달하도록 한다.걱울에는 I 죽은 바다표범이 일반적으로 뜰 것이지만 I

물에서 그것을 회수하기가 어렵다.

바다표범의 지방증과 가죽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는 긁힘이나 까진 피부

에 접족되지 못하게 한다.여러분은 “스펙손가락 (spekk뛰ngerf ，즉 양손이

몹시 부어오르는 원인이 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바다표범이 있는 곳에

는 일반적인 북극곰과 살그머니 접근하여 바다사자 사냥꾼을 죽이는 북극곰

이 있다는 것을 명심한다.

여러분은 나무가 있는 남극에 가까운 지역에서 호저 (porcupine) 를 발견할 수

있다.호저는 나무껍질을 먹이로 한다;만일 여러분이 길게 벗걱진 나무 가지

를 발견한다면 I 그 지역에서 호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뇌조 (Ptarmigan) ，
올빼미 (owl)，캐나다 어치 (Canadian jay)，노|조(grouse)，갈가마구I(raven) 등은
걱울 동안 북극에 머무는 유일한 새들이다.이것들은 수목한계선 북쪽에는 드

물다.노|조와올빼미는 다른 사냥감 새들 만큼 식품으로 좋다.갈가마귀는 너

무 여위어서 이것을 잡으려고 들이는 노력의 가치도 못된다.

자기 주변과 어우러지게 색깔을 바꾸는 뇌조는 I 찾아내기가 어렵다.뇌조

(Rock ptarmigan) 는 짝을 지어 여행하여 I 여러분은 쉽게 다가갈 수 없다.사할

린뇌조 (Willow ptarmigan) 는 저지대의 버드나무 덤불 속에 서식한다.이것들

은 큰 무리로 모여서 여러분은 딪으로 쉽게 잡을 수 있다.여름절 동안에는

모든 북극의 새들이 2~3주의 털갈이 시기를 강게 되어 I 그동안에는 날지 못

하여 쉽게 잡힌다.이것들을 잡으려면 8장에서 설명한 기술들 중 하나를 이용

한다.

아직 따뜻한 동안에 사냥감의 박피와 도살을 한다 (8장 참조).만일 사냥감의

껍질을 벗길 시간이 없다면 I 보관하기 전에 적어도 내장I 사향샘 I 생식기 등을

제거한다.만일 시간이 있다면 I 고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각들로 자르고 I 필요

할 때마다 조각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 나누어서 얼린다.바다사자를 제

외한 모든 동물들은 지방을 남걱둔다.걱울 동안에는 사냥감을 밖에 놔두면

빨리 언다.여름 동안에는 이것을 얼음 구멍 지하에 저장할 수 있다.

AI룰
I i::크

비록 따뜻한 계절 동안에는 툰드라가 다양한 식물들을 먹여 살리지만 더 따

뜻한 기후에 있는 식물들과 비교할 때는 모두 작다.에를 들면 I 북극지방의 버

드나무와 자작나무는 나무라기보다 오히려 관목이다.다음은 북극이나 북극에

가까운 지역에서 발견되는 일부 식물 식품들의 목록이다(설명은 부록 B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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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다).

내딸i역 식품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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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 나무딸기 (Arctic raspberry) 와 블루베 리(blueberry).
• 북극 버드나무 (Arctic willow).

• 베어베리(Bearberry).

• 크랜베 리(Cranberry).
• 민들러I(Dandelion).

• 에스키모 감자 (Eskimo potato).

분홍바늘꽃 (Fireweed).

• 아이슬랜드 이끼(Iceland moss).
• 눈동이 나물 (Marsh marigold).

순록 이끼(Reindeer moss).

• 석01(Rock tripe).

• 황수련(Spatterdock).

북극이나 북극에 가까운 지역에는 만일 먹으면 유독한 식물들이 일부 자라고

있다(부록C 참조).여러분이 식용으로 알고 있는 식물들을 이용한다.이심이

생길 때는，9장의 그림 9-5，일반 식용성 테스트를 따른다.

여행

북극이나 북극에 가까운 지역에서 생존자나 도피자로서 I 여러분은 많은 장애

물에 직면할 것이다.여러분의 위치와 한해 중의 시기가 장애물의 종류와 내

재된 위힘을 결정할 것이다.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강한 눈보라 (blizzard) 동안에는 여행을 피한다.

밟은 얼음을 건빌 때에는 조심한다.납작 엎드리고 기면서 여러분의 몸

무게를 분산시킨다.

수위가 가장 낮을 때 개울을 건넌다.통상적으로 얼고 녹는 작용은 개

울의 수위를 하루에 2~2.5 센티미터까지 변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

다.이런 변동은 빙하로부터의 거리 I 온도 I 지형에 따라 하루 중 언제라

도 일어날 수가 있다.개울 근처에 야영지를 선정할 때 수위의 이런 변

동을 고려한다.

투명한 북극 공기를 고려한다.이것은 거리추정을 어렵게 한다.여러분

은 더욱 빈번하게 거리를 과대평가하기보다 과소평가한다.

If화이트아웃 (wh iteout)" 상태에서는 여행을 해서는 안 된다.대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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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의 부족이 지형의 본래모습을 판단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항상 눈으로 된 다리는 가로지르고 있는 장애물에 직각으로 건넌다.막

대기나 눈 도끼로 여러분의 앞을 찔러서 다리의 가장 강한 부분을 찾는

다.납작 엎드리고 기거나 설상화 (snowshoes) 나 스키를 신어서 여러분

의 몸무게를 분산시킨다.

피난처를 만들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 야영지를 일찍 만든다.

여행길로 결방되거나 결빙되지 않은 강을 고려한다.그렇지만 결빙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 강은 부드럽고 I 여행을 매우 어렵게 하거나 도보 I

스키 I 썰매 등이 허락되지 않는 열린 지역일 수도 있다.

만일 눈 덮인 지형위로 여행하고 있다면 설상화를 사용한다. 30센티미
터 이상 깊은 눈은 여행을 어렵게 한다.만일 설상화가 없다면 I 버드나

무I 가늘고 긴 천I 가죽 또는 다른 적당한 재료 등을 사용하여 한 컬레

를 만든다.

설상화난 스키 없이 깊이 쌓인 눈에서 여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도보

로 여행하면 어떤 추적자도 따라올 수 있게 눈에 띄는 발자국을 남긴다.만일

여러분이 깊이 쌓인 눈에서 여행을 해야 된다면 I 눈 덮인 개울을 피한다.단열

재로 작용하는 눈이 얼음이 물위에 있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산악 지형에서

는 눈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피한다.눈사태의 위험이 있는 지

역은 이른 아침에 여행한다.산마루에서 눈은 코 LI스 (cornice) 라 불리는 매달

려있는 더미의 바람이 불어가는 쪽 면에 모인다.이것들이 때때로 산마루에서

멀리 뻗어 나오며 I 만일 밟으면 떨어져 나올 수도 있다.

날씨전조

몇 가지의 훌륭한 기후 변화의 지표들이 있다.

바람

나뭇잎이나 풀을 조금 떨어뜨리거나 나무 꼭대기를 관찰하여 바람 방향을 결

정할 수 있다.일단 바람 방향을 결정하면 I 눈앞에 닥친 날씨 종류를 예측할

수 있다.빠르게 이동하는 바람은 불안정한 대기와 날씨의 예상되는 변화를

가리킨다.

구

구름은 모양과 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이것들이 표시하는 구름과 대기상

태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여러분이 날씨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세한 것을 부록 G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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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느다란 수직 기둥 모양으로 올라가는 연기는 청명한 날씨를 표시한다.낮게

올라가거나 “평평하게 퍼진 (flattened outr 연기는 힘악한 날씨를 표시한다.

새와곤충

새와 곤충은 거칠고 I 물기를 포함한 공기에서는 평소보다 지면에 낮게 난다.

이런 비행은 비가 올 것 같다는 것을 가리킨다.대부분의 곤충의 활동은 폭풍

우 전에 증가하지만 I 벌의 활동은 청명한 날씨 전에 증가한다.

저기압 전선

천천히 움직이거나 감지할 수 없는 바람과 힘악하고 습한 공기는 종종 저기

압 전선을 나타낸다.이런 전선은 대개는 며칠간 질질 끌게 될 나쁜 날씨의

조짐을 보인다.여러분은 이 전선을 “냄새맡고 lII ll들을”수 있다.느리고 습한

공기가 고기압 상태 기간보다 황무지 냄새를 더욱 뚜렷하게 만든다.게다가

소리는 고기압 상태보다 더 날차롭고 더 멀리 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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