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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VX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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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안내
생존 필수사항
최종 학습 목표: 생존 환경과 주어진 생존 키트에서 참고표에 따라 생존 필수사항들을 적
용한다.(MSVX.02.01)
학습 목표 부여:
⑴ 참고표의 도움 없이 “생존”이라는 문자가 주어지면, 참고표에 따라 “생존”이라
는 문자로 설명한다.(MSVX.02.01a)
⑵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생존 스트레스 요인들의 목록을 만든
다.(MSVX.02.01b)
⑶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생존 상황에서 작업 우선순위들의 목록을
만든다.(MSVX.02.01c)
⑷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생존 상황에서 작업 우선순위들을 시행한
다.(MSVX.02.01d)
개요
1. 생존 필수사항
a. 긍정적인 정신적 “다짐”은 여러 코스에서 중요하다. 통상 이것을 “정신적 자
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는 “생존 의지”라고 부른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올바른 정신적 자세를 갖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b.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은 “생존(SURVIVAL)” 이란 문자이다.
(MSVX.02.01a)
⑴ 평가(Size up)
⒜ 상황을 평가한다.
1. 적군으로부터 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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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존 계획을 실행 전에 이웃한 영향 지역에 나타난 상황을 판
단하는데 자신의 제정신을 유지하고 감각을 사용한다.
⒝ 주변 환경을 평가한다.
1. 지역에서 규칙적이거나 반복되는 것을 판단한다.
2. 동물이나 새의 소리나 이동에 유의한다.
3. 적의 통행량과 민간인의 이동에 유의한다.
⒞ 자신의 신체 조건을 평가한다.
1. 부상여부를 점검하고 응급처치 한다.
2. 추가적인 신체 손상 방지에 관심을 가진다.
3. 자신과 단위부대의 상태를 생존 계획 실행보다 우선하여 평가
한다.
⒟ 장비를 평가한다.
1. 이용할 수 있는 장비가 생존 감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고
려하여, 거기에 따라 준비한다.
⑵ 과도한 조급함은 실패로 이어진다. (Undue haste makes waste)
⒜ 적이 근처에 있다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다.
⑶ 자신의 위치를 기억한다. (Remember where you are)
⒜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위치를 표시하고 주변 지형과 일치 시
킨다.
⒝ 자신의 위치와 목표 지점에 주의를 집중한다.
자신의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 최소한 자신의 위치와 아래 사항들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려고 노력
한다.
1. 적군 부대와 점령지의 위치
2. 아군 부대와 점령지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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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의 식수원 위치
4. 양호한 엄호와 은신처가 제공될 수 있는 지역
⑷ 공포와 공황을 극복한다. (Vanquish fear and panic)
⒜ 공포와 공황의 감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생존도전자는 이러한 감정
들을 제어해야만 한다.
⑸ 임시로 개량한다. (Improvise and Improve)
⒜ 하나의 목적으로 디자인된 도구를 다른 작업에 사용한다.
⒝ 주변의 물건들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예. 돌을 망치로 사용)
⑹ 생명력을 평가한다. (Value living)
⒜ 생명력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 마주치는 문제점과 장해물에 집착하지 않는다.
⒞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힘을 받는다.
⑺ 토착민처럼 행동한다. (Act like the natives)
⒜ 지역 사람들을 관찰하여 그들이 먹고, 자고, 마시는 일상을 판단한다.
⒝ 지역 동물들 생활을 관찰하여 음식물과 식수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받
는다.
유의사항: 동물들의 반응으로 자신의 위치가 적군에게 알려질 수 있다.
동물들은 인간이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해 완벽한 안내자가 될 수 없다.
⑻ 나중에 지혜로 살아남으려면(Live by your wits), 기본 기술을 배운다.
⒜ 전체 훈련과정과 연습기간 동안 기본 생존 기술에 숙달한다.
2.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효용이 많다. 스트레스는 도전의식을 자극하여 가치
와 힘에 대해 배울 기회를 준다.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면 고통이 된다. 이러한 많은
증상들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게 되면, 모든 생존도전자들이 서로의 압박감 증세에
동조하는 심각한 상태가 발생될 수 있다. 다음은 과도한 압박감을 받았을 때 발견된
일반적인 고통의 증상들 중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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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결정의 어려움.(이 증상을 저체온증 증후군과 혼동하면 안 된다.)
b. 분노 폭발.
c. 건망증
d. 체력 저하.
e. 끊임 없는 근심.
f. 실수 연발.
g. 죽음과 자살에 대한 생각.
h.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함.
i. 사람들을 회피.
j. 의무에서 도피.
k. 부주의.
3. 스트레스 요인들. (MSVX.02.01b)

어떤 임무도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종종스트레스가

많은 임무들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러한 임무 자체가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스트레스
를 일으키므로 “스트레스 요인”이라 불린다. 스트레스 요인들에 반응하여 육체는 싸
우거나 물러날 준비를 한다. 스트레스 요인들은 늘어난다. 스트레스 요인들을 예측하
고, 대처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다루는 두 가지 요소다.
생존도전자가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들의 유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기
본이다.
a.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은 생존도전자가 실제로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아마도 적대행위, 사고, 또는 치명적인 음식물 섭취 등으로 사
망할 수 있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혼자 남게 되는 것보다 큰 스트레스는
없을 것이다.
b. 불확실성과 제어력 부족. 생존 상황에서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제어력 부족은 부상당하고, 질
병에 걸리거나 죽게 된다는 스트레스를 증대시킨다.
c. 환경. 생존도전자는 날씨, 지형,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생물 등의 스트레스
요인들과 싸워야만 할 수 있다. 열기, 한기, 비, 바람, 눈, 산악, 곤충, 동물
등 몇몇은 생존하려는 해병대원에게 도전하고 있다.
d. 굶주림과 갈증. 음식물과 식수가 없다면 사람은 약해지다가 결국 사망하게 된
다. 음식물과 식수를 획득, 보관하는 것은 생존 환경을 증가시키는 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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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서 중요성이 커진다. 설사 유사증세가 늘어나게 되면 전해질 보충이
심각하게 된다. 지급받은 보급품에 익숙한 해병대원에게는 식량 구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e. 피로. 생존도전자는 정신적 육체적 힘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유용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다. 음식물, 식수, 다른 에너지 보충물 등은 공
급이 끊길 수 있지만, 상실감을 피하려고 수면을 늘이는 것은 확실히 제어할
수 요인이다. 더구나, 수면을 없애는 것과 늘어나는 공포와는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
f. 고립. 타인과 접촉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해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는 커다란 안도감을 준다.
4. 자연스러운 반응. 인간은 수세기 동안 환경 속에서 많은 변신을 하여 생존할 수 있었
다. 변화하는 세상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인간은 살아있다. 보통
사람은 생존 상황에서 심리적 반응을 보인다. 다음은 생존 스트레스 요인들로 경험할
수 있는 몇몇 주요한 정신적 반응들이다.
a. 공포. 공포는 죽음, 부상, 질병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위험한 환경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다. 무모함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공포가 신중
해 지도록 용기를 준다면 공포는 건설적인 기능이기도 하다.
b. 근심. 근심은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 불편하고 걱정되는 느낌이 될 수 있다.
생존 도전자는 호된 생존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임무
들을 수행하여 근심을 줄인다.
c. 분노와 좌절. 분노는 목표에 도달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좌절당할 때 발생한
다. 좌절의 산물 중 하나가 분노이다. 길 잃음, 장비의 손상이나 분실, 날씨,
황량한 지형, 적군 정찰병, 육체적 한계들이 좌절과 분노의 원인이 된다. 좌절
과 분노는 비이성적 행동, 빈약한 생각에서 나온 결정, 어떤 경우에는 “포기한
다”는 태도까지 조장한다.
d. 우울증. 우울증은 생존이 곤란한 상황에서는 분노, 좌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분노와 좌절 사이에서 파괴적인 순환이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으로 바
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여기에 이르면 포기를 시작하거나 “무얼 할
까?”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로 관심이 변경된다.
e. 고독과 권태.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즐긴다. 고독과 권
태는 우울증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 해병대원은 마음을 생산적으로 유
지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f. 죄책감. 생존 상황에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은 때로는 극적이고 비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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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손실을 가져온 사고나 군사 임무로 결말이 날 수 있다. 아마도 단독 또
는 극히 일부 생존자중 한명이 될 수 있다. 구원받아 생존한 것이 당연한 것
이라 하여도, 동시에 운이 덜하였던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애도하게 될 수 있
다. 죄의식 감정이 생활을 방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5. 생존 상황에서의 작업 우선 순위. (MSVX.02.01c) 각각의 생존 상황에는 완료해야 할
임무에 따라 순서가 변경되는 중요한 관점들이 있다. 일반적인 지침은 시간을 모아서
생각하는 것이다.
a. 첫 번째 24시간. 생존 상황에서 첫 번째 24시간이 결정적이다. 상황에 대해
초기평가를 하여야 한다. 적군, 날씨, 지형, 시각, 가용한 자원 등으로 첫 번째
로 수행해야 될 작업을 결정한다. 작업들은 아래와 같다.
⑴ 피난처
⑵ 모닥불
⑶ 식수
⑷ 신호법
b. 두 번째 24시간. 첫 번째 24시간이 지나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번 기간에는 지역에 관한 지식을 확장하는데 시간을 써야 한다. 다음 작업
들을 완수하면, 가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
⑴ 도구와 무기. 필요한 자원의 위치를 알아내려고 피난처에서 짧은 거리
를 여행하면, 식용 음식물과 사냥감의 흔적을 알게 된다.
⑵ 덫과 올가미. 덫과 올가미를 설치하려고 피난처에서 보다 멀리 여행하
면, 여러 유리한 위치에 피난처 지역을 찾을 수 있다. 이것으로 피난
처 지역으로 접근 가능한 통로를 확인할 수 있다.
⑶ 접근로 경계병.

접근 가능한 통로를 알게 되면, 피난처 지역의 안전

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음과 그에 따른 접근로 경계병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c. 생존 상황 나머지 기간. 구조될 때까지 생존 상황을 계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시간을 써야 한다.
6. 집단 생존. 집단의 생존은 활동을 조직하는 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위급 상황은
사람들을 초기의 공통 목표로 모을 수 없다.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렵고 무질서하게 될
수록, 집단의 문제점들이 커지게 된다.
a. 집단 사기. 높은 사기는 외부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 응집력으로부터
노마드생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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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야 한다. 분위기와 태도는 격렬하게 전파될 수 있다. 제정신으로 잘 계획
된 조직과 책임의 위임이나 분담을 기반을 둔 리더십은 종종 공황을 방지한
다. 집단의 높은 사기는 많은 장점들이 있다.
⑴ 자신의 생존이 신뢰하는 타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개인
들은 힘이 나고 보호받는다고 느낀다.
⑵ 집단은 고집이 커져서 실패할 수 있다.
⑶ 집단은 미래에 상호 협조하는 것을 목표로 잡을 수 있다.
b. 집단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많은 요소들이 집단의 성공적인 생존여부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⑴ 인적 자원 조직 - 조직된 활동은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알고 있게
하는 것에 중요하다. 이것으로 집단의 구성원은 일반 상황과 위급시
모두 일을 해야 될 때 무엇을 할지 알게 되는 것이다.
⑵ 인원의 선택적 사용 - 잘 조직된 집단에서는 개인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일을 자주 한다.
⑶ 제안과 비평 수락 - 상급자는 최종 결심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타인의 제안과 비평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⑷ 시간 고려 - 일반적으로 바로 수행되어야 할 즉석 결심은 생존의 성
공을 결정한다.
⑸ 장비 점검 - 장비 점검의 실패는 생존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⑹ 생존 지식과 기술 - 개인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생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면 증가하게 된다.
참고표:
1. FM 21-76, Survival, 1992.
2. MCRP 3-02h, Survival, Escape, and Evasion, 1999.
3. B-GA-217-001/PT-001, Down but not out, Canadian Survival Guide.
4. AFM 64-5, Search and Rescue Survival,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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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해병대
캘리포니아주, 브리지포트시
마운틴 워페어 트레이닝 센터(MWTC)

MSVX 02.02
02/06/05
수강생 유인물
생존 키트
최종 학습 목표: 참고표의 도움 없이 작전지역이 주어지면, 참고표에 따라 개인별 생존
키트를 만든다.(MSVX.02.02)
학습 목표 부여:
⑴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생존 키트의 구성품 목록을 만든다.
(MSVX.02.02a)
⑵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생존 키트의 각 구성품마다 하나씩의 예
를 들어 목록을 만든다.(MSVX.02.02b)
개요
1. 생존 키트의 구성품
a. 환경이 생존 키트에 필요한 품목 형태를 정하는 열쇠이다. 자신의 키트에 얼
마나 많은 장비를 넣을 것인가는 키트 운반 방법에 달려있다. 몸으로 운반하는
키트는 차량으로 운반하는 것보다 훨씬 작아야 한다.
b. 항상 생존 키트는 감싸서, 몸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으로 유지한다.
c. 생존 키트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상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들을 고
른다.
d. 생존 키트는 정교할 필요가 없다. 단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품목들과 그것들을 담을 수 있는 상자면 된다. 상자는 응급처치 상자, 탄대 또
는 다른 적당한 상자가 될 수 있다. 케이스는 필수적으로,
⑴ 방수되고,
⑵ 운반과 부착이 용이하고,
⑶ 크기가 다양한 품목을 수납하기에 적합하고,
⑷ 튼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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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생존 키트를 조립할 때, 다음 구성품들이 있어야 한다.(MSVX.02.02a)
⑴ 발화 품목.
⑵ 식수 획득 품목.
⑶ 음식물 획득 품목.
⑷ 신호 발신 품목.
⑸ 응급처치 품목.
⑹ 피난처 품목.
2. 각 구성품의 세부 품목 (MSVX.02.02b)
a. 발화 품목
⑴ 성냥.
⑵ 확대경.
⑶ 부싯돌과 부시.
⑷ 라이터.
⑸ 설탕이나 동결방지제에 담긴 과망간산칼륨.
⑹ 밀봉 처리된 부싯깃.
- 상품화 된 것.
- 면봉과 석유 젤리.
b. 식수 획득 품목
⑴ 식수 소독 약품
- 요오드 알약
- 베타딘 용액
- 요오드 용액
⑵ 금속 용기 (끓는 물에 사용)
- 반합 뚜껑
- 생존 키트 용기.
- 석유 제품 아닌 것을 담았던 적당한 용기

노마드생존전략연구소

MSVX.02.02

02-2

⑶ 식수 운반 품목
- 반합
- 비닐 봉지
- 석유 제품 아닌 것을 담았던 플라스틱/금속/유리 용기
c. 음식물 획득 품목
⑴ 물고기
- 다양한 크기의 낚시 바늘.
- 다양한 크기의 봉돌/추.
- 금속 목줄과 도래.
- 작은 추 달린 바늘.
- 낚시 줄.
- 추와 크기를 선택할 때는 환경에 맞는 물고기 크기를 고려한다.
⑵ 사냥감
- 올가미
* 상품화 된 것.
* 낙하산 케이블.
* 묶음 와이어.
- 미끼
* 휴대식량, 젤리, 땅콩버터 뭉치.
- 어망과 덫 제작용 550 코드.
- 공업용/ 마킹용 테이프.
- 새총용 고무와 주머니.
d. 신호법 품목
⑴ 주간
- 거울.
- 호루라기.
- 신호탄 (연막, 화염).
- 항공 패널.
⑵ 야간
- 신호탄 (화염, 오성).
- 불빛 (플래시, 점멸등, 케미라이트).
- 호루라기.
e. 피난처 품목
⑴ 밧줄.
- 550 코드.
- 와이어.
- 전화선.
- 묶음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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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손가락 톱.
⑶ 의복 제작, 수선용으로 바늘이 포함된 바느질 키트
⑷ 텐트.
- 판초 우의.
- 방수포.
- 비상 담요(스페이스 블랭킷).
- 비닐 쓰레기봉투.
f. 응급처치 품목.
⑴ 밴드.
- 스테리스트립 테이프.
- 점착 테이프.
- 비접착 패드, 4x4 인치, 거즈, 외상 재료.
- 모슬린 붕대.
⑵ 연고
- 화상.
- 살균제.
⑶ 기타
- 소금.
- 설탕.
- 안약.
- 알코올 적신 패드.
- 봉합 키트.
- 외과용 메스.
- 얄로우(Yarrow) 허브.
g. 기타 품목
⑴ 손톱깎이
⑵ 나침반.
⑶ 펜 또는 연필이 있는 노트.
⑷ 목제용 둥근 고리 나사와 못.
⑸ 외과용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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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해병대원은 항상 질 좋은 고정 날 나이프, 다목적 나이프, 숫돌 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참고표:
1. FM 21-76, Survival, 1992.
2. Barry Davies BME, SAS Escape, Evasion, and Survival Manual, 1996.
3. John Wiseman, SAS Survival Guide,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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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해병대
캘리포니아주, 브리지포트시
마운틴 워페어 트레이닝 센터(MWTC)

MSVX 02.03
02/06/05
수강생 유인물
식수 획득
최종 학습 목표: 생존 상황에서 주어진 생존 키트와 식수 획득 물질로 참고표에 따라 마
시기에 알맞은 식수를 얻는다. (MSVX.02.03)
학습 목표 부여:
⑴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임시 식수 종류의 목록을 만든다.
(MSVX.02.03a)
⑵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마시기에 알맞은 물과 대체하지 말아야
하는 위험한 용액들의 목록을 만든다. (MSVX.02.03b)
⑶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식수 살균 방법들의 목록을 만든다.
(MSVX.02.03c)
⑷ 참고표의 도움 없이, 주어진 군용 식수 세정제로 참고표에 따라 유효 기간을
기술한다. (MSVX.02.03d)
⑸ 참고표의 도움 없이, 주어진 물 온도와 화학적 농도로 참고표에 따라 물의 살
균 접촉 시간을 기술한다. (MSVX.02.03e)
⑹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태양 증류기를 제작한다. (MSVX.02.03f)
개요
1. 식수 섭취
a. 갈증은 필요한 물의 양을 결정하는 데 강력하고 충분한 감각이 아니다.
b. 최선의 계획은 과음 방식을 활용하여 마시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언제라도, 특
히 식사 중에는 많은 양의 식수를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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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탈수가 가장 위협적이다. 단지 체액의 5%만 소모 되도 갈증, 과민반응, 멀미,
허약함이 나타나고, 10% 소모 되면 어지러움, 두통, 보행 불능, 손발이 쑤시
는 느낌, 15% 소모 되면 배뇨가 고통스럽고, 혀가 부어오르며, 귀가 안 들리
고, 피부의 무감각 증세가 나타난다. 체액이 15% 이상 소모되면 사망할 수도
있다.
d. 만일 다음의 경우라면 물이 더 필요하다.
⑴ 열병.
⑵ 공포나 근심 상태.
⑶ 필요 이상으로 체액을 소실. (즉, 편의를 위한 적절한 피난처를 사용
하지 않음)
⑷ 부적절한 복장.
⑸ 식수 배급.
⑹ 과로.
2. 임시 식수 (MSVX.02.03a)
a. 이동 중에 믿을만한 식수원에 도착하기 전에 식수를 배급받아야만 되는 경우
도 있다. 임시 식수는 때로는 식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믿을 수 없거나 부족한 식수원이라도 식수공급이나 위급사태를 연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래는 임시 식수 공급원들이다.
⑴ 이슬. 이슬이 중간정도 많은 지역에서는 발목 주변의 작은 풀밭을 어
슬렁거려서 이슬을 모을 수 있다. 해돋이 전에 이슬이 맺힌 풀밭을
걷는 동안에 옷과 풀은 적셔져서 그릇에 짜낼 수 있게 된다. 옷과 풀
은 바꿀 수 있고, 이 과정을 반복한다.
⑵ 비. 깨끗한 그릇이나 유해 독소가 없는 식물로 직접 모은 빗물은 일반
적으로 소독하지 않고 마시기에 안전하다. 생존 도전자는 항상 그 자
리에서 비를 모을 준비가 되어있어야 된다. 거꾸로 한 판초 우의로
비를 제대로 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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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한 액체 (MSVX.02.03b)
a. 생존 도전자들은 수시로 알코올 음료, 소변, 혈액, 바닷물 같은 다른 액체로
식수 공급을 늘리려는 시도를 한다. 이러한 액체들이 높은 내용물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포함된 불순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몸에는 더 많은 체액
이 필요하다.
⑴ 바닷물. 최소한의 양보다 많은 바닷물은 실제로 유독하다. 그 소금안
의 나트륨과 마그네슘 농도가 너무 높아서, 염류를 제거하려면 몸에
서 뽑아내야 하며, 결국은 신장 기능이 망가지게 된다.
⑵ 알코올. 알코올 음료를 마시면 신체에서 탈수작용이 일어나고, 체온이
떨어지고, 판단이 흐려진다. 과냉각된 액체는 바로 식도에 동상을 유
발시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⑶ 혈액. 혈액은 음식물로 여겨지고 있다. 혈액을 마시게 되면 몸은 그것
을 소화하려고 추가 체액을 소비하게 된다.
⑷ 소변. 소변을 마시는 것은 어리석다. 소변은 폐기물 이외에는 아무것
도 아니다. 소변을 마시는 것은 몸에 폐기물을 넣는 것으로, 이것을
내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체액이 필요하다.
4. 식수 품질. 식수에는 무기물, 독소, 병원균이 들어있다. 대량으로 충분한 양이 사용된
다면, 이것들은 인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병원균이 주된 관심사이다. 병원균은 바
이러스, 포낭, 박테리아, 기생충으로 나누어진다. 어떤 병원균은 화학약품에 내성이 크
고, 장비(즉, 티셔츠, 낙하산)에 있는 극히 작은 구멍 속으로 이동할 정도로 작다. 어
떤 병원균은 극히 차가운 물에서도 생존하는 능력이 있다. 병원균은 일반적으로 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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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에서 살지 않는다. 식수 품질은 가장 바람직한 수준인 살균, 그리고 정화, 마실
수 있는 것 등 3단계 안전 수준으로 나누어진다.
a. 살균. 식수 소독은 해로운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파괴한다. 지아르디아 포낭은
온 세상의 깨끗해 보이는 계곡물에도 존재하고 있는 위험물이다. 마시기에 적
합하지 않은 식수를 마시게 되면, 질병에 걸리거나 해로운 유기체를 삼킬 수
있다.

그런 질병과 유기체는 다음과 같다: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편충, 거머리.
b. 불결한 식수는 갈증을 일시에 해결할지라도 생존 상황에서 최악의 위험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c. 살균의 첫 단계는 처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논하려는 두 가지 방법은 다
음과 같다. (MSVX.02.03c)
⑴ 가열. 해군 예방약품 교본(P-5010)에는 사람이 마시기에 안전하다고
판단되기 전에는 물을 펄펄 끓여야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다.
⒜ 물을 끓는 점 이상이 되게 만들면 전체 지아르디아 포낭의
99.9%를 없앨 수 있게 된다. 지아르디아 포낭은 섭씨60°,크립
토스포리디움은 섭씨90°에서 죽는다. 물은 14,000피트(4,267미
터) 고도에서는 섭씨86°, 10,000피트(3,048미터) 에서는 섭씨
90°에서 끓는다. 아주 높은 곳이 아니면 고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⑵ 화학약품. 식수를 살균할 수 있는 다양한 화학약품이 있다. 이러한 화
학물질들은 할로겐산으로 불린다. 생존 상황에서는 가용한 것이면 무
엇이던지 사용하게 될 것이다.
⒜ 요오드 알약.
⒝ 염소 표백제.
⒞ 요오드 용액.
⒟ 베타딘 용액.
⒠ 군용 식수 정화 알약. (MSVX.02.03d) 이 알약은 국방부 전체
의 표준 지급품이다. 이 알약은 개봉되지 않았다면 제조일자
로부터 4년간 유효하다. 일단 개봉되었다면 원래의 4년 유효
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년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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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03
월 / 년 / 묶음 번호
⑶ 식수 살균 기법과 할로겐 사용량.
요오드화 기법
1 리터나 1 쿼트의 물에 첨가
요오드 알약
Tetraglcine hydroperiodide EDWGT
Potable Aqua
Globaline
2% 요오드 용액(요오드 팅크)
10% 포비돈-요오드 용액*

염소소독 기법

4 ppm용
사용량

8 ppm용
사용량

알약 ½ 개

알약 1 개

0.2 ㎖
5 방울
0.35 ㎖
8 방울

0.4 ㎖
10 방울
0.70 ㎖
16 방울

5 ppm용
사용량
0.1 ㎖
2 방울

10 ppm용
사용량
0.2 ㎖
4 방울

가정용 표백제 5%
하이포아염소산 나트륨
AquaClear
알약 1개
이염화이소시아눌산 나트륨
AquaCure, AquaPure, Chlor-floc
8 ppm
염소 추가 침전 약품
알약 1 개
* 포비돈-요오드 용액은 살균에 적합한 수준에서 요오드 성분을 방출하고 있지만,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
점적기(1 방울=0.05 ㎖)나 투베르쿨린 주사기로 측정.
ppm=part per million(1백만분의 1)

gtt=방울

㎖=mililiter(1천분의 1 리터)

여러 수온에서의 접촉 시간(분)별 농도 (WSVX.2.3e)
할로겐
섭씨 5°/ 화씨 40°
섭씨 15°/ 화씨 60° 섭씨 30°/ 화씨 85°
2 ppm
240
180
60
4 ppm
180
50
45
8 ppm
60
30
15
유의 사항: 접촉 시간은 일반적인 권고사항에서 최근 자료로 밝혀진 시간까지 연장되어
왔다. 이는 아주 차가운 물에서 지아르디아 포낭를 제거하려면 접촉시간 연장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유의 사항: 화학약품으로는 크립토스포리디움을 구제하지 못할 수 있다.
d. 정화. 식수의 정화는 유기, 무기 화합물, 방사능 입자를 포함한 미립자를 제거
하는 것이다. 정화로 불쾌한 색, 맛,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반면, 모든 미생
물을 제거하거나 죽이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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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여과장치. 여과장치 정화는 상업용 제조업체들이 식수 필터를 만드는
공정이다. 식수 필터는 삼층 구조이다. 첫 번째 층은 풀층으로 큰 불
순물을 거른다. 두 번 째 층은 모래층으로 보다 작은 불순물을 거른
다. 마지막 층은 숯층(재가 아니라 모닥불로 만든 숯)으로 독소들을 결
합시키고 잡아놓는다. 전체 층들은 걸러내는 장치 위에 위치시켜야 하
고, 숯층은 적어도 5~6인치(약13~15센티미터) 두께가 되어야 한다. 층
들은 자주 바꿔주어야 하고, 걸러내는 재료는 끓여야 한다. 이것은 살
균 방법이 아니고, 포낭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 이동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식
수

필
터

⑵ 상업용 식수 필터. 상업용 식수 필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소매점에
있고, 본인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필터가 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장래의 질병에서 안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 0.03 마이크론 보다 큰 구멍이 있는 필터는 크립토스포리디움
을 막을 수 없다.
⒝ 화학성분(즉, 요오드)을 방출하지 않는 필터 시스템은 모든 병
원균을 죽이지는 못한다.
⒞ 과도하게 사용된 필터는 막힐 수 있다. 계속 사용시 과도한
흡수 압력이 발생되어 해로운 병원균들이 구멍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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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마실 수 있는.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식수원이 일정 기간 이상 “최소 세균 위
험” 상태라는 것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질병 가능성이 있다.
⑴ 침전. 침전은 중력으로 빨리 가라앉혀서 비교적 큰 부유물들을 분리해
내는 것이다. 시간은 입자들의 크기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물을 흔
들림 없는 곳에 놓는다면 1 시간이 적당하다. 용기 바닥에 침전이 일
어난 후에 깨끗한 물을 위쪽부터 다른 그릇에 옮기거나 여과시킨다.
미생물, 특히 포낭은 나중에는 가라앉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쏟거
나 여과시키는 도중에 쉽게 뒤섞인다. 침전을 살균 방법으로 생각해
서는 안 되며, 마지막 수단이거나 극도의 전술적 상황에서만 사용해
야 한다.
5. 태양 증류기. (MSVX.2.03f)
a. 태양 증류기는 식수 보충 준비용으로 설계되었다. 믿음과는 다르게 이것들은
일일 식수 필요량에 맞는 충분한 식수를 공급하지 않는다.
b. 지상 태양 증류기. 이 장치로 생존 도전자는 식물에서 식수를 만들 수 있다.
지상 태양 증류기를 만들려면, 증류기, 투명한 비닐봉지, 초록색 잎이 많은
식물, 작은 돌을 놓을 수 있는 양지바른 비탈에 자리 잡는다.
⑴ 설치
⒜ 비닐봉지 열린 쪽을 바람을 향해 돌리거나, 공기를 퍼 담아서
비닐봉지에 공기를 채운다.
⒝ 비닐봉지의 절반에서 4분의 3정도로 초록색 잎이 많은 식물을
채운다. 비닐봉지에 구멍을 낼 수 있는 모든 단단한 나무토막
이나 날카로운 가지를 반드시 제거한다.
경 고
독이 있는 식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독이 있는 액체로 된다.
⒞ 작은 돌이나 비슷한 물건을 봉지에 넣는다.
⒟ 봉지를 막고 가능한 공기가 최대한 보관될 수 있도록 봉지 끝
쪽에 가깝게 입구를 단단하게 묶는다. 만일 작은 튜브 조각이
나, 작은 빨대 또는 속이 빈 갈대가 있다면, 한 쪽 끝을 봉지
를 단단히 묶기 전에 봉지의 입구에 끼워둔다. 공기가 빠지지
않도록 튜브를 묶거나 막는다. 이 튜브로 봉지를 풀지 않고
응결된 물을 빼낼 수 있게 된다.
⒠ 봉지를 햇볕이 많은 비탈에 입구가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봉
지 입구는 봉지의 가장 낮은 곳보다 약간 높게 위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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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 봉지의 아래쪽에서 내려가도록 봉지를 내려놓는다.
⒢ 증류기에서 응결된 물을 얻으려면, 모여진 물이 빠질 수 있게
묶은 것을 느슨하게 하고 봉지의 끝을 잡는다. 입구를 다시
묶고 응결이 계속되게 증류기를 다시 놓는다.
⒣ 물을 많이 뽑아낸 후에는 봉지 안의 식물을 바꾼다.
⒤ 쓰레기봉지 대신에 1 갤런(약3.8리터)용 지퍼달린 봉지를 사용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설치방법이다.

지상 태양 증류기

c. 지하 태양 증류기. 재료는 땅을 파는 막대, 투명한 비닐 시트, 그릇, 돌, 마시
는 튜브 등이다.
⑴ 설치
⒜ 흙에 수분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장소(마른 개울 바닥이나
빗물이 고였던 낮은 지점 등)를 고른다. 흙은 파기 쉬워야하
고, 햇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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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발 같은 구덩이를 지름 1미터, 깊이 24인치(약 60센티미터)
정도로 판다.
⒞ 구덩이 가운데에 물받이를 판다. 물박이의 깊이와 둘레는 그곳
에 넣어야하는 그릇의 크기에 따른다. 물받이의 바닥은 그릇
이 똑바로 서있을 수 있어야 한다.

지하 태양 증류기
⒟ 튜브를 느슨하게 외벌매듭지어 그릇 바닥까지 가도록 튜브를
고정시킨다. 튜브의 고정되지 않은 끝은 위로, 구덩이를 지나
입구 너머로 건너가게 한다.
⒠ 비닐 시트를 구덩이 위에 놓고 제자리에 있도록 가장자리에
흙을 쌓는다. 돌을 비닐시트의 가운데에 놓는다.
⒡ 비닐 시트가 지면에서 약 18인치(약 46센티미터)가 될 때까지
구덩이 속으로 내린다. 원뿔의 꼭지가 그릇 바로 위에 오도록
확인 한다. 수분이 땅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비닐이 구덩이의
옆면과 닿지 않게 해야 한다.
⒢ 비닐 가장자리에 흙을 더 쌓아서 단단히 고정시키고, 수분의
손실을 방지한다.
⒣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튜브를 막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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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 공급처로 구덩이에 식물을 놓을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구덩이의 옆면에서 추가로 흙을 파낸다.
⒥ 만일 오염된 물만이 수분 공급처라면, 증류기 입구에서 약10
인치(약 25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구덩이 밖으로 작은 홈통을
판다. 홈통을 약10인치 깊이와 3인치(약 8센티미터) 폭으로
판다. 오염된 물을 홈통에 붓는다. 비닐이 흙과 닿아있는 구
덩이 테두리에 오염된 물을 조금이라도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홈통에는 오염된 물이 있고, 증류기가 이를 끌어당기면
흙이 이것을 여과시킨다. 이 공정은 식수원으로 바닷물만 있
는 경우에 잘 작동된다.
⒦ 개인별 일일 식수섭취 필요량에 맞추려면 증류기 세 개가 필
요하게 된다.
참고표:
1. FM 21-76, Survival, 1992.
2. Paul Auerbach, Wilderness Medicine, 3rd Editio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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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해병대
캘리포니아주, 브리지포트시
마운틴 워페어 트레이닝 센터(MWTC)

MSVX 02.04
02/06/05
수강생 유인물
적절한 피난처와 모닥불
최종 학습 목표:
⑴ 생존 상황에서 주어진 생존 키트로 참고표에 따라 적절한 피난처를 만든다.
(MSVX.02.04)
⑵ 생존 상황에서 주어진 생존 키트로 참고표에 따라 인공물과 자연물을 활용하
여 생존 모닥불을 피운다. (MSVX.02.05)
학습 목표 부여:
⑴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안전하고 적절한 피난처의 특징들을 목록
으로 만든다. (MSVX.02.04a)
⑵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자연적인 피난처를 사용할 때 피해야하는
위험들을 목록으로 만든다. (MSVX.02.04b)
⑶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인공적으로 만든 생존 피난처들을 목록으
로 만든다. (MSVX.02.04c)
⑷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전술적인 모닥불 장소들을 목록으로 만든
다. (MSVX.02.05a)
⑸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생존 모닥불 피우는데 활용되는 재료들을
목록으로 만든다. (MSVX.02.05b)
⑹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원시적인 방법으로 모닥불을 피우기 시작
한다. (MSVX.02.05c)
⑺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인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모닥불을 피우
기 시작한다. (MSVX.02.05d)
개요

노마드생존전략연구소

MSVX.02.04

04-1

1. 피난처의 기본적 기준 (MSVX.02.04a) 영구적 건물, 텐트, 생존 피난처 등 어떤 형태
의 피난처라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
다.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a. 기본 요소로부터 보호. 피난처는 비, 눈, 바람, 햇빛, 기타 등등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한다.
b. 열기 유지. 열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라도 단열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여 연료의 소비를 줄인다.
c. 환기. 환기가 되어야만 한다. 특히 열기를 위해 연료를 태운다면 그렇다. 환기
는 일산화탄소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호흡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도 필요하다.
d. 건조대. 건조대는 젖은 의복을 말리기 위해 설치되어야 한다.
e. 자연 재해로부터 자유. 피난처 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눈사태 지역, 낙석
또는 “말라죽어 서있는” 나무 아래에 피난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f. 견고함. 피난처는 모진 날씨로 발생되는 압력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야 한다.
2. 자연적인 피난처. 자연적인 피난처는 설치하는 시간과 재료가 덜 들어 일반적으로 더
선호되는 형태이다. 다음은 약간 변형하여 자연적인 피난처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다.
(MSVX.02.04b)
a. 동굴 또는 돌출된 바위. 개방된 면을 가로질러 돌이나 통나무, 나뭇가지 등으
로 벽을 쌓아서 변형될 수 있다.
b. 속이 빈 통나무. 청소하거나 파내고, 열린 구멍을 가로질러 판초우의나 방수
포, 낙하산 등으로 보강한다.
c. 자연적인 피난처의 위험.
⑴ 동물. 자연적인 피난처가 이미 점유되고 있을 수 있다(즉, 곰, 코요테,
사자, 쥐, 뱀 등등). 동물들과 관련된 다른 관심은 배설물이나 썩고
있는 시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질병이다.
⑵ 환기 부족. 자연적인 피난처는 환기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난방이
나 취사를 위해 모닥불을 피울 수는 있지만, 연기가 생기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심지어 위험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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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가스 덩어리. 산악 지역에 있는 많은 동굴에는 내부에 천연가스 덩어
리가 존재할 수 있다.
⑷ 불안정성. 자연적인 피난처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너질
수 있는 함정이 될 수 있다.
3. 인공 피난처. (MSVX.02.04c) 여러 형태의 인공 피난처가 사용될 수 있다. 도회지나
전원 환경에서 발견되지만 무시해버린 인공 구조물들도 피난처로 사용할 수 있다(즉,
집, 헛간, 곳간 등). 상상력과 이용할 수 있는 재료에 한계가 있다면, 다음의 인공 피
난처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a. 판초우의 피난처.
b. 묘목 피난처.
c. 반지붕.
d. 이중 반지붕.
e. A형 피난처.
f. 쓰러진 나무 야영지(비박).
4. 인공 피난처 제작. 피난처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면, 해병대원은 제작에 앞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a. 고려사항.
⑴ 집단의 규모.
⑵ 자세를 낮추고 생활하는 면적을 줄이면 열기 유지를 개선할 수 있다.
⑶ 노출된 언덕 꼭대기, 계곡 바닥, 습기 찬 땅, 눈사태 길 등을 피한다.
⑷ 가능하다면 피난처의 지붕과 옆면에 눈을 쌓아서 보온성이 좋은 피난
처를 만든다.
⑸ 땔 나무, 식수, 필요하다면 신호표시가 있는 곳에 자리 잡는다.
⑹ 피난처 설치에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
⑺ 피난처가 기본요소로부터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는가(태양, 바람, 비,
눈 등)? 최악의 경우도 고려한 계획을 세운다.
⑻ 도구들이 제작에 사용될 수 있나? 아니면, 즉석 도구를 만들 수 있나?
⑼ 제작에 사용될 재료의 형태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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⑽ 전술적인 환경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 적의 정찰로부터 은폐 제공.
⒝ 위장된 탈출로 유지.
⒞ 길잡이로 머리글자 BLISS를 사용.
B - 주변 환경과 조화.(Blend in with the surroundings)
L - 낮은 자세.(Low silhouette)
I - 불규칙한 형태.(Irregular shape)
S - 작게.(Small)
S - 구석진 위치.(Secluded located)
b. 판초우의 피난처. 이것은 가장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피난처 중 하나다. 제작에
필요한 재료는 줄과 일반 발수성 재료다(즉, 판초우의, 낙하산, 방수포 등). 만
일 한 장소에 짧게 머무를 계획이라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피난처 형태들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⑴ 발수성 재료의 긴 축을 따라 반으로 접어서 가운데를 찾는다.
⑵ 밧줄을 사용하여 양쪽 끝의 중앙 지점을 매단다.
⑶ 막대기나 돌로 네 귀퉁이를 아래로 받친다.
c. 묘목 피난처. 이 피난처 형태는 묘목들이 대량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에서 제
작된다. 이것은 우수한 탈출용 피난처다.
⑴ 적어도 길이가 약1.2미터이고, 대략 30센티미터에서 60센티미터 간격
으로 나란히 있는 묘목 두 줄이 있는 장소를 찾거나 치운다.
⑵ 묘목들을 함께 구부려서 묶어 피난처의 골격이 될 여러 개의 둥근 테
를 만든다.
⑶ 둥근 테를 발수 커버로 덮는다.
⑷ 그러면 피난처는 나뭇잎, 잡목, 눈, 나뭇가지 등과 차단되게 된다.
⑸ 한쪽 끝을 완전히 막는다. 다른 쪽 끝에는 위에 재료를 매달아 문이
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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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반지붕. 반지붕은 숲이 우거진 지역에 설치된다. 만드는데 적은 양의 밧줄만
있으면 된다. 반지붕은 효율적인 피난처이지만 기본 요소들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⑴ 사람이 누울 수 있게 충분히 간격이 떨어져있는 나무(지름 약 10~30
센티미터) 두 그루가 있는 장소를 고른다. 두 개의 튼튼한 막대기를
적당한 간격으로 땅에 묻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⑵ 지붕을 지탱할 막대기를 자른다. 적어도 지름이 약 7~10센티미터이고,
양쪽 나무를 약 10~15센티미터 넘어갈 정도로 길어야 한다. 막대기를
바닥에서 대략 1미터정도 띄워서 두 나무 사이에 수평으로 묶는다.
⑶ 세로 보로 사용할 긴 막대를 여러 개 자른다. 이것들을 수평 지지대를
따라 약 45센티미터 간격으로 늘어놓고 바닥에 닿게 한다. 모든 세로
보들은 수평 지지대에 묶이거나 지지대 위에 닿게 된다. 작은 벽이나
바위 또는 통나무로 세로 보를 지면에서 들어 올리게 하여, 추가적인
높이와 거실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⑷ 묘목을 몇 개 잘라서 세로 보 사이를 수평으로 엮는다. 발수물질과 단
열재로 지붕을 덮는다.

반지붕(LEAN-TO)
e. 이중 반지붕. 이중 반지붕 피난처는 2~5명용으로 제작된다. 이것은 두 개의
반지붕을 만들어 함께 붙여서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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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반지붕(DOUBLE LEAN-TO)
f. A형 피난처. A형 피난처는 1~3인용으로 제작된다. 뼈대가 제작되면, 뼈대와
가능하다면 외부 단열재 위에 뭉쳐진 눈 위로 큰 가지와 텐트를 섞어 엮는다.

A형
g. 쓰러진 나무 야영지. 모든 작업이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쓰러진 나무 야영지
가 가장 우수하다.
⑴ 제작에 앞서 나무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⑵ 아래 부분의 가지들을 잘라내어 아래쪽을 비운다.
⑶ 추가 단열재를 나무의 위와 옆면에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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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작은 모닥불은 피난처 밖에 피운다.

쓰러진 나무 야영지(FALLEN TREE BIVOUAC)
5. 반사 벽. 피난처를 덥히는 데에는 아주 오랫동안 일정한 열을 공급하는 작은 모닥불이
필요하다. 반사 벽은 열린 면이 있는 모든 피난처에서 제작되어야만 한다. 반사 벽은
평평한 바위나 생 통나무로 모닥불 뒤쪽을 받치게 만든다. 놀랄 만큼 많은 양의 열이
모닥불에서 피난처 안으로 반사될 것이다.
6. 모닥불. 모닥불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취사용으로 설치하는 것과 보온 및 신
호용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단계는 둘 다 동일하다. 모닥불 장소를 준비하고,
땔감을 모으고, 불을 피우고, 적절하게 불을 끄는 것이다.
a. 모닥불 장소 준비. 모닥불 장소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불구덩이와 다코타 구
멍이다. 대개 불구덩이가 가장 일반적이다.
⑴ 열을 가두고 바람에 불꽃이 날리지 않게 위해 바람막이를 만든다. 모
닥불 장소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바위나 통나무를 바람방향과 나란히
놓는다.
⑵ 젖은 바위는 피한다. 사암, 이판암, 개울에 있던 돌의 젖은 부위에 열
이 가해지면 폭발할 수 있다.
⑶ 다코타 구멍. (MSVX.02.05a) 다코타 구멍은 전술적인 모닥불 장소다.
어떤 모닥불도 100% 전술적이 아니지만, 이 모닥불 장소로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다.
⒜ 모닥불이 지면보다 낮게 되어 흔적을 줄여준다.
⒝ 집중된 열원을 끓이고 조리하는데 더 많이 가게 하여, 연료를
아끼고 연소시간을 단축하게 한다.
⒞ 열을 집중시킬 커다란 공기 통풍구가 있어서, 모닥불이 불구덩
이보다 연기를 적게 내며 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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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풍에서도 쉽게 불을 붙일 수 있다.

다코타 구멍(DAKOTA HOLE)
b. 땔감 모으기. 많은 해병대원들이 땔나무를 모을 때 손쉬운 방법을 택한다. 약
간의 여유시간을 갖는 것이 모닥불을 쉽게 피우느냐, 실패 하느냐의 차이로 나
타날 수 있다.
⑴ 부싯깃. 부싯깃은 최초의 땔감이다. 부싯깃은 가늘고 말라있어야 한다.
불을 붙이기 위해 두 움큼의 부싯깃을 모으고, 여분으로 두 움큼을
다음날 아침에 사용하기 위해 마른 장소에 저장한다. 이슬로 부싯깃
을 축축하게 되면 불을 붙이기 어렵게 될 수 있다. 부싯깃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삼나무 조각이나 노간주 나무껍질, 솔잎.
⒝ 마른 풀.
⒞ 마른 나무에서 쪼개진 조각.
⒟ 벌집.
⒠ 송진이 첨가된 장비의 천연섬유(즉, 면직물 전투 붕대).
⒡ 면봉, 바세린 또는 숯 섬유 직물.
유의사항: 부싯깃으로 사용되는 막대는 말라있고 이쑤시개보다 굵지 않아야한다.
⑵ 불쏘시개. 이것은 부싯깃으로 불이 붙여지면 땔감에 불이 붙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동안 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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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필 굵기에서 엄지손가락 굵기 사이의 작은 나뭇가지나 가는
나뭇가지. 마른 것을 확인한다.
⒝ 일반적으로 송진이 많기 때문에 소나무 줄기는 종종 가장 좋
은 불쏘시개가 된다. 화력이 세고 빨리 타지만, 일반적으로
오래가지 못한다.
⑶ 땔나무. 땔나무는 불길을 목적에 맞게 충분한 시간동안 유지시키는데
사용된다. 이상적으로 땔나무는 땔감을 절약하기 충분하게 천천히 타
고, 열을 많이 내고, 넉넉한 양의 오래가는 숯을 남겨야 한다.
⒜ 서있는 나무의 죽은 가지에서 꺾은 땔나무나 바람으로 지면에
떨어진 나무들은 습기를 덜 흡수하므로 쉽게 탄다.
⒝ 살아있는 생나무는 자르지 않는다.
⒞ 부드러운 나무(상록수와 침엽수)는 많은 연기와 불꽃을 내면서
화력이 세고 빨리 타서 숯 같은 것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 딱
딱한 나무(잎이 넓은 나무)는 연기를 적게 내면서 천천히 타고
좋은 숯 무더기를 남긴다.
⒟ 지역의 토종 나무들을 알아야 한다. 자작나무, 말채나무, 단풍
나무 등은 우수한 땔감이다. 뽕나무, 흑단, 철쭉 등은 자르기가
힘들지만 아주 좋은 숯을 남긴다. 포플러, 미루나무 등은 깨끗
이 타지만 숯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
⒠ 비축용 나무는 가능한 가까우면서, 안전을 위해 불꽃에서 떨어
진 곳에 쌓아 놓는다. 비축용이 나중에 젖지 않게 보호해야 한
다.
⒡ 만일 우연히 불타지 않은 항공기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경우에
는 가스와 기름 혼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혼합물에 불을
붙일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c. 모닥불 피우기. 모닥불의 형태는 취사용, 난방용, 신호용 등 의도하는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⑴ 취사용 모닥불. 다음에 나열한 모닥불들은 취사용으로 널리 사용된다.
⒜ 원뿔형 모닥불. 원뿔형 모닥불은 집중된 열원이 필요할 때 사
용되는 것으로 주로 취사용에 사용된다. 일단 좋은 숯이 만들
어 지는 것이 보이면, 원뿔형을 헐어버리고 불씨를 다져진 침
상 속으로 밀어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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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뿔형 모닥불
⑵ 난방용 및 신호용 모닥불.
⒜ 피라미드형 모닥불. 피라미드 모닥불은 많은 양의 조명과 열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된다. 젖은 나무와 옷을 말릴 수 있다.

피라미드형 모닥불
d. 불붙이기. 불을 붙이는 것은 현대적 방법과 원시적 방법의 두 가지 범주로 나
누어진다.
⑴ 현대적 방법.

현대적 점화장치는 우리가 보통 불을 붙인다고 생각하

는 현대적 장치를 사용한다. 이 방법에 대한 믿음이 생존 상황에서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품목들은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
고할 때 실패할 수 있다.
⒜ 성냥과 라이터. 이 품목들은 방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노마드생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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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록렌즈. 쌍안경, 카메라, 망원 조준기 또는 확대 렌즈 등은
밝고, 양지바른 있는 날에만 부싯깃에 불을 붙일 수 있다.
⒞ 부싯돌과 부시. 때로는 금속 성냥 또는 “맥 블럭(Mag Block)"
으로 불린다. 칼이나 탄소강을 부싯돌에 긁어서 부싯깃위에
불꽃을 일으킨다. 일부 부싯돌과 부시 일체형 형태는 장치에
마그네슘 덩어리가 부착되어, 불을 붙이기 전에 이것이 부싯
깃위로 깎여지게 되어 있다. 다른 형태는 부싯돌에 마그네슘
을 혼합하여 더 좋은 불꽃을 만들어 낸다.
⑵ 원시적 방법. 원시적인 불붙이기 방법은 초기 인류에 의해 개발되었
다. 이 범주에는 수없이 많은 기법들이 있다. MCMWTC 에서 가르치
는 유일한 방법은 ‘활과 드릴’이다.
⑶ 활과 드릴. (MSVX.02.05b) 활과 드릴로 불을 붙이는 기법은 실제 야
전에서 임시로 불붙이는 방법으로, 생존 키트에 있는 끈 하나와 칼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활과 드릴의 구성요소는 활, 드릴, 소켓, 불판,
불씨 집게, 새둥지 등이다.
⒜ 활. 활은 탄력성이 있는 생나무로 직경이 약 2센티미터, 길이
가 약 75-150센티미터 정도 되어야 한다. 활줄은 어떤 종류라
도 상관없지만 550 코드가 가장 잘 작동된다. 줄을 활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느슨하지 않게 묶는다.
⒝ 드릴. 드릴은 곧고 잘 마른 단단한 막대로 직경이 약 1.2~2센
티미터, 길이가 약 20-30센티미터 정도 되어야 한다. 위쪽 끝
은 소켓에서 발생되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 뭉툭한 지점까지
가늘게 한다. 아래쪽 끝은 불판의 오목한 지점에 꼭 맞도록
약간 둥글게 한다.
⒞ 소켓. 소켓은 한쪽 면이 약간 오목하여 잡기 쉬운 돌 또는 단
단한 나무나 뼈 조각이다. 이것을 사용하여 드릴을 제자리에
있게 하고 아래쪽으로 누를 수 있게 한다.
⒟ 불판. 불판은 잘 마른 부드러운 나무판으로 이상적으로는 두께
가 약 2센티미터, 폭이 약 5~10센티미터, 길이가 약 20~30센
티미터가 되어야 한다. 불판의 한쪽 모서리에서 약 2센티미터
오목하게 판다. 불판의 모서리에서 오목한 곳의 중심까지 U자
형태의 홈통을 판다. 이 홈통은 부싯깃에 불을 붙이는 데 사
용되는 불씨를 모으고, 뭉치는 용도로 만들어진다.
⒠ 불씨 집게. 불씨 집게는 적당한 재료(즉, 가죽, 알루미늄박 또
는 나무껍질)면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 있다. 불판에서 새둥
지로 불씨를 집어서 옮기는 데 사용된다. 이상적으로는 가로
약 10센티미터, 세로 약 10센티미터 크기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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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둥지. 새둥지는 두 움큼 정도의 부싯깃으로, 둥지 형태로 만
들어 진다. 부싯깃은 마르고 잘게 쪼개진 재료(즉, 노간주/삼
나무/샐비어의 바깥 껍질 또는 포플러/미루나무의 안 껍질 또
는 마른 풀/이끼)이어야 한다. 부싯깃을 약 10센티미터 폭에
약 20~30센티미터 길이로 두 줄로 펼쳐 놓는다. 첫 번째 줄
을 느슨하게 굴려 공을 만들고, 부싯깃의 섬유질이 더 부수어
지도록 주무른다. 이 공을 두 번째 부싯깃 줄 위에 직각으로
놓고 둘러싼다. 공의 모든 섬유질이 서로 얽힐 때까지 부싯깃
을 주무른다. 드릴을 공속으로 반쯤 넣어서 부분적으로 원통
을 만든다. 여기에 불씨를 놓게 된다.
⑷ 활과 드릴로 불붙이기.
⒜ 불씨 집게는 U자 형태의 홈통 아래에 놓는다.
⒝ 무릎을 꿇고. 왼발을 불판의 오목한 지점 가까이에 놓는다.
⒞ 활에 드릴을 건다. 드릴이 활과 활줄 사이에 있는지 확인한다.
드릴을 불판의 오목한 지점에 넣는다. 소켓을 드릴의 가늘어
진 끝에 놓는다.
⒟ 왼손을 사용하여 아래로 누를 수 있는 소켓을 잡는다.
⒠ 오른손은 활을 잡는데 사용한다. 부드러운 톱질 동작으로 활을
앞뒤로 움직여서 드릴이 회전하게 한다.
⒡ 부드러운 동작으로 안정된다면 연기가 나타나게 된다. 일단 연
기가 나타나면, 아래로 더 세게 누르며 톱질 동작을 더 빨리
한다.
⒢ 진한 연기가 오목한 지점 주변으로 모였을 때 모든 동작을 멈
춘다. 불판을 움직이지 말고 불판에서 활, 드릴, 소켓을 치운
다. 조심스럽게 왼발을 불판에서 뗀다.
⒣ 불판을 부드럽게 두드려 불씨가 모두 U자 형태의 홈통에서 떨
어져서 불씨 집게 위에 올라오게 한다. 불판을 치운다.
⒤ 검정 가루를 천천히 불어서 달아오른 불씨 속으로 뭉치도록
한다. 불씨 집게를 잡고, 새둥지 원통 속으로 불씨를 조심스
럽게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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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통이 얼굴 방향을 향하고 지면과 평행이 되도록 새둥지를
잡는다. 원통에 부드럽게 바람을 불어 넣는다. 둥지에서 나오
는 연기가 진해지면, 불꽃이 나타날 때까지 원통 속으로 바람
을 계속 불어 넣는다.
⑸ 활과 드릴 고장진단
⒜ 드릴이 오목한 지점에 위치하지 않는다- 아래로 더 세게 누르
거나 오목한 지점의 크기나 깊이를 늘려본다.
⒝ 드릴이 회전하지 않는다- 아래로 누르는 힘을 줄이거나 활줄
을 팽팽하게 해본다.
⒞ 소켓에서 연기가 난다- 아래로 누르는 힘을 줄여본다. 드릴의
강도와 비교해서 나무가 너무 부드러울 수 있다. 윤활제를 발
라본다: 동물 지방, 기름, 윤활유 등.
⒟ 연기가 안 난다- 드릴과 불판이 같은 나무다. 나무가 마르지
않았을 수 있다. 드릴이 일직선인지 확인해 본다. 톱질 동작
중에 왼손을 정강이에 기대어 고정시켜본다.
⒠ 연기는 나지만 불씨가 없다- U자 형태의 홈통이 오목한 지점
의 중심으로 파지지 않았다.
⒡ 활줄이 드릴 위아래로 움직인다- 톱질 동작을 할 때 오른 팔
을 고정시켜 본다. 드릴이 일직선인지 확인해 본다. 활줄이
왼쪽 보강재 꼭대기 위로 이동하는지 확인해본다.
⒢ 새둥지에 불이 붙지 않는다- 부싯깃이 마르지 않았다. 둥지가
너무 단단하다. 부싯깃을 충분히 주무르지 않았다. 너무 세게
불었다.(불씨가 부서진다)
e. 모닥불 끄기. 모닥불은 확실하게 꺼져야 한다. 이는 물을 뿌리고, 휘젓고, 더
듬어 보는 방법으로 달성된다.
⑴ 모닥불 장소에 물을 부어서 모닥불을 끈다.
⑵ 불씨가 있던 장소를 휘저어서 모닥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한다.
⑶ 모닥불이 있던 장소에 뜨거운 지점들을 더듬어 보면서 점검한다.
⑷ 뜨거운 지점들이 발견되면, 위의 전체 과정을 다시 시작한다.
참고표:
1. FM 21-76, Survival, 1992.
2. Chris Janowski, A Manual that Could Save your Lif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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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해병대
캘리포니아주, 브리지포트시
마운틴 워페어 트레이닝 센터(MWTC)

MSVX 01.01
02/06/05
수강생 유인물
핵심 가치와 산악 리더십 도전
학습 목적: 이 훈련 기간의 목적은 성공적인 작전 지휘에서 리더십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모든 수준의 지휘자들이 모여서 여름 산악 환경에서의 단위부대
작전에 공통적 문제점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이 학습은 여기 MCMWTC에서
받게 되는 모든 훈련들과 관련이 있다.
개요
1. 적극적 리더십과 올바른 정신 자세. 리더십은 모범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처음
에는 거칠고 생소한 상황에 놀라게 된다. 해병대원들은 전에 마주친 적이 전혀 없
는 많은 도전들에 대항하는 자신들을 발견할 것이고, 실수를 한다면 자신들이 사상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환경을 통해 끊임없이 깨닫게 된다. 환경의 도전에 소신
있게 대처하고 극복하는 진취적인 리더십은 임무 완수에 필수적이다. 싸워야 하는
적군이 둘일 수 있다. 적군 병사와 환경 자체이다. 이러한 적군들을 이기는 첫 단계
는 부하 해병대원들이 올바른 정신 자세를 갖는 것이다. 지휘자는 임무, 부하 해병
대원, 작전을 수행해야 할 장비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제대
로 동기가 부여되지 않은 단위부대의 증상을 모른다면, 정신적으로 패배할 수 있다.
a. 생존 상황에 적용되는 핵심 가치. 핵심 가치는 생존 상황에서의 리더십
에 잘 들어맞는다. 우리의 핵심 가치를 일정하게 고수하지 않는다면, 예
하의 해병대원들은 결과적으로 부상과 극단적인 경우 사망의 고통을 당
할 수 있다.
b. 명예. 명예는 성실, 의무, 책임이다. 이런 형태의 환경에서 명예가 없다
면, 결단은 부정확하고 그르치기 쉬운 정보를 바탕으로 내려진다. 명예롭
지 않은 행동과 의도는 극단적으로 파렴치한 행동으로 나타나서...해병대
원 사이의 신뢰가 감퇴되고, 신뢰성이 대수롭지 않게 되어, 결론적으로
에너지 유지 결과가 부대의 단결과 임무 수행력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c. 용기. 용기는 올바른 판단으로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환경에서 작은 단위부대 지휘자의 용기는 자기 부대를 책임지는 것이다.
산악 지형에서 유발된 가중된 스트레스와 압력으로 판단이 더 힘들어도
힘든 판단을 내려야 한다: 용기 있는 지휘자는 그와 같은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 리더십에서의 신뢰와 자신감은 부대원들이 적군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 거친 환경을 극복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한 철저
한 훈련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아래는 용기에 대한 일부 예이다.
⑴ 해병대원들이 수행할 임무에 적합한 복장을 갖추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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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해병대원들이 기상 상태와 상관없이 안전을 유지하게 한다.
⑶ 무기력과 나태가 해병대원의 판단 숙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
⑷ 거친 환경의 도전에 대응하고, 견고한 리더십으로 추운 날씨를
이겨낸다.
d. 서약. 서약은 부대와 부하 해병대원들에 대한 헌신이다. 서약이 없으면
단위 부대의 단결은 무너진다. 해병대원들은 자신의 안전과 행복이 타인
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해병대원들은 똑같은
안전과 행복을 자신과 타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런 서약을 통해서만
단위부대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
2. 산악 작전 특유의 리더십 도전
대부분의 온화한 환경에서의 리더십 도전과정은 추운 날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되지만, 급히 수정해야만 되는 일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a. 누에고치 같은 존재. 많은 사람들이 옷을 겹겹이 껴입고 두건으로 머리
를 감쌌을 때, 그들 속으로 물러나거나 “누에고치 같은 존재“ 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옷을 입으면, 개인적인 청력과 시각이 크게 제한되
어 주변 환경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대원의 정신 능력이 둔화
되어, 바라보기는 하지만 알아채지는 못한다. 지휘자는 이런 증상을 파악
하고 극복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지휘자는 자신의 내부에서 무기력감이
커지는 것을 감시하고 이를 막기 위해 경계해야 한다. 본인이 항상 부하
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누에고치 같은 존재로 주
저앉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⑴ 부하 해병대원들이 껍질 속으로 물러나거나 변덕스럽고 우울해진
다면, 그들을 서로 대화하도록 끌어들여야 한다.
⑵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는 받지 않는다. 추운 날씨
의 훈련은 모두 너무나 빈번한 야영 여행이 된다. 리더십은 부
하 해병대원들이 실전처럼 훈련받을 수 있게 도전되어야 한다.
⑶ 해병대원들이 여전히 “누에고치 같은 존재” 를 보이고 있다면 육
체 활동을 하도록 한다.
b. 개인과 집단의 동면. 이 문제는 둘러싸인 것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침낭의 편안함을 찾는 개인들의 경향
과 자신들의 의무를 잊고 천막이나 다른 피난처에 남아있는 집단에 의해
파악된다. 심한 경우 경계와 방호 수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여러 번
리더십이 위반되면, 단위부대의 신뢰와 자신감이 파괴한다.

노마드생존전략연구소

MSVX.01.01

05-2

⑴ 지휘자는 모든 부대원이 빈틈없고 활동성을 유지하도록 확인해야
한다. 모든 군복무의 적절한 수행, 단체로 하는 여러 “잡일”의
신속하고 적절한 실행에 대해서 엄격한 주장이 필수적이다.
⑵ 할당된 업무를 앞에 두고 자신의 육체적 편안함을 추구하는 개
인들에게 경고조치 한다. 그들에게 해병대원의 임무는 전투이고,
성공적인 전투를 위해서는 화기와 장비가 운용지침에 따라 유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c. 개인접촉과 통신. 일어나는 일을 각 개인과 집단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
수적이다. 추운 날씨에서 대표적으로 만나는 감각의 둔화로, 혼자 남겨진
대원은 급속히 자기 주변 환경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고, 방향감각과
자기 부대, 극단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관심도 잃게 된다. 그 대원은 자기
부대가 전진하는지 후퇴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이, 양같이 겨우
따라만 다니게 된다. 각 지휘관은 작은 단위부대의 지휘자들이 부대원들
에게 알리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
은 특히 중대장이 소대장들에게 알리고, 소대장이 분대장들에게 알리고,
분대장이 대원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일반적인 정보도 가치가 있지만, 개
인들의 당면한 관심사와 흥미가 있는 사항들을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한다. 명령 계통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고, 지휘자는 인접한 주위 환경
과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 대원이 없도록 점검해야 한다.
⑴ 부하 해병대원들이 배운 것들을 기억하기 힘들어 한다면, 끈기를
보여주고, 지시 사항, 교본, 부대예규(SOP)들을 복습시킨다. 대
원들의 정신을 바쁜 상태로 유지한다.
⑵ 이런 훈련 도중에는 일반적으로 짜증이 갑자기 터질 수 있으므
로, 예상을 하여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
다. 유머감각을 유지하고, 예를 들면서 이끌고, 예상치 못한 문
제들로 곤란을 겪지 말아야 된다.
d. 시간/거리 요인. 산악 작전의 원칙으로 추천되는 것은, 전술 지휘관들에
게 기회가 있을 때 국지 상황을 장악하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동이 포함되면 시간이 증가되고, 단순
임무에도 추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술 계획을 변경하기 어렵다.
전술 계획은 철저한 정찰과 상세한 상황 평가 후에 만든다. 각 예하 지
휘자들이 임무 완수에 주도권과 재능을 발휘하도록 충분한 융통성이 고
려된다. 시간 지체는 경고 명령의 적시 하달, 전술상황의 선행 돌격, 수
류탄 명령의 조기 하달 등으로 보충된다. 시간/거리 요인을 인식하는 것
이 추운 날씨의 산악 지역에서의 성공적인 전술 작전의 열쇠이다.
⑴ 시간-거리 공식(TDF). 이 공식은 지침으로 만든 것으로 기동에
필요한 정확한 시간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 공식
은 전형적인 조건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TDF는 하절기 도보 소
대 또는 동절기 스키 소대용으로 만들어졌다. 눈이 깊은 곳에서
도보행군을 한다면, 전체 시간에 2를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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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3㎞인 경우 오르막에서 300미터마다 1시간 추가
또는 내리막에서 800미터마다 1시간 추가한다.
e. 에너지의 유지. 산악 지역에서는 두 가지 환경을 이겨내야 한다. 첫째는
적군에 의해 생성된 것이고 둘째는 기후와 지형에 의해 생성된 것이다.
기후 환경으로 적군과 더 이상 대처할 수 없는 한계까지 단위부대의 에
너지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지휘자는 보다 나은 신체 상태에 있어야
한다. 지휘자는 부하 대원을 걱정하는데 필요한 추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없고, 계속해서 전투 중인 부대를 이끌고 지휘하는 데 필요한 에너
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친 부대는 없고, 단지 지친 지휘관만 있
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⑴ 만일 부대가 목표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
다면, 부대에는 적절하게 유지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증명된 것은, 섭씨 영하23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생존을 위한 개인적인
싸움이 다른 모든 문제들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3. 리더십의 생존 전망. 생존 상황에서 리더십 도전을 다룰 때, 지휘자가 가져야하
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조심성이다. 지휘자의 주의력은 단위부대의 모든 해병대
원들이 전반적인 성공상황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a. 단결. 지휘자로서,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단위부대의 생존력을 목표로 수
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들이나 작은 집단이 자기들 나
름의 행동 목표나 계획을 세우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b. 자존심. 자존심이 없는 해병대원은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해병대원이
다. 리더십은 중요하다: 자존심을 세우는 요인이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
으려고 시도하는 동안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임무들이 각 해병대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즉, 다리가 골절인 대원은 모닥불을 감시할 수 있고,
팔이 골절인 대원은 부대를 위해 여전히 식수를 조달할 수 있다.) 이것
으로 각각 모든 해병대원이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원들에게 쓸모 있고,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된다.
c. 스트레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 리더십은 부하 해병대원들이 나타낼
수 있는 스트레스 증세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들(즉, 공포, 불안, 죄의
식, 우울증 등)을 신속히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증세들을 초기에 인지
하지 못하면 단위부대의 전투 효율성을 감퇴시키는 부상, 질병 또는 사
망으로 끝나게 된다. 바로잡는 행동이 즉시 취해져야 한다.
d. 생존 의지. 생존 의지는 모든 해병대원들에게 주입시키고 강조되어야 할
“사고 방식”이다. “생존 의지”가 없으면 해병대원은 성공할 수 없다. 다
음 수단들은 이 “사고 방식”을 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⑴ 행동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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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국기에 대한 맹세.
⑶ 국가에 대한 신뢰.
⑷ 애국가.
⑸ 정신적인 믿음.
4. 결론.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와 훈련으로, 자연 요소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부대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길러준다.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부대는
생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술의 부족으로 “생존 의지”를 갖지 못한다.
개인의 자신감은 해병대원에게 생존 방법과 추운 날씨의 효과적인 장비 사용법을
가르치는 도전과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서 형성된다.
“신뢰의 정신은 훈련과 전통에서 나온다...해병대원 각자는 부대의 전투 전통과 훈
련의 강도 때문에 자기 자신과 동료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이와 같은 그들 자신
과 다른 대원에 대한 신뢰는 너무나 자주 성공과 생존, 실패와 전멸의 차이점으로
나타난다.” FMFM 1-0 "해병대원 지휘“
참고표:
1. ALMAR 439196, Core Values
2. MCDP 1-0, Leading Marines
3. FMFM 7-21, Tactical Fundamentals for Cold Weather War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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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해병대
캘리포니아주, 브리지포트시
마운틴 워페어 트레이닝 센터(MWTC)

MSVX.02.06
02/06/05
수강생 유인물
신호법과 구조
최종 학습 목표.
⑴ 생존 상황에서 주어진 생존 키트로 참고표에 따라 생존 복귀를 지휘한
다. (MSVX.02.06)
⑵ 생존 상황에서 주어진 생존 키트로 참고표에 따라 생존 신호법을 지휘한
다. (MSVX.02.18)
학습 목표 부여:
⑴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구조를 실행한다. (MSVX.02.06a)
⑵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국제 음향 조난 신호를 기술한다.
(MSVX.02.18a)
⑶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국제 시각 조난 신호를 기술한다.
(MSVX.02.18b)
⑷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급조 신호 장치를 만든다.
(WSVX.02.06d)
개요
1. 신호 장치. 아래에 나열된 장치는 몸에 지니고 있거나 항공기 내부에 있는 품목
이다. 일반적으로 이 품목들은 기동 중에 신호 장치로 사용된다. 이것들은 바로 사
용할 수 있게 가까이 있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여름의 산악 환경에서, 해병대원들은
눈이 덮인 지역을 체험할 수도 있으며 눈이 독특한 신호 장치가 되는 효과에 익숙
해져야 한다.
a. 발연통. 발연통은 오성 신호탄과 연막탄을 포함한다. 눈덩어리 위에서 연
막탄을 사용하려면 받침대가 있어야 한다. 받침대가 없다면 연막탄은 눈
덩어리 속으로 가라앉게 되어 모든 연기가 눈에 흡수될 것이다. 로켓 낙
하산 신호탄과 휴대용 신호탄은 최대 56킬로미터, 평균 16킬로미터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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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도 보인다. 발연통이 야간에는 효과적이지만, 주간에는 효과가 90퍼센
트 감소한다.
b. M-186 펜 신호탄. M-186 펜 신호탄은 모든 승무장과 조종사의 구명동
의에 휴대되어 있는 신호 장치이다. 신호탄을 넣기 전에 발사기의 공이
치기를 당겨야 하는 것을 기억한다.
c. 점멸등. 점멸등은 일반적으로 모든 승무장과 조종사의 구명동의에 휴대
되어 있다. 이것은 야간에 신호로 사용될 수 있다. 조종사들이 고글을 끼
고 있어 점멸하는 신호와 적군의 사격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야간사
용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적외선 뚜껑을 사용해야 된다.
d. 손전등. 손전등을 사용해서 모스 부호를 보낼 수 있다. SOS 구난 신호
는 도트 3개, 대시 3개, 도트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신호를 반복한다.
e. 호루라기. 호루라기는 국제 음향 조난 신호와 결합하여 사용된다. 이것은
지상에 있는 군대간의 통신에 사용된다.
f. AN/PRC-90 및 AN/PRC-112. AN/PRC-90 생존 무전기는 비행사 생존
구명동의의 부품이다. AN/PRC-112는 나중에는 AN/PRC-90으로 교체될
것이다. 두 무전기는 톤(무선표지)과 음성을 모두 송신할 수 있다. 두 무
전기의 주파수는 음성용이 282.8, 무선표지용이 243.0 이다. 이 두 주파
수는 극초단파(UHF) 대역을 사용한다.
g. 주간/야간 겸용 신호탄. 주간/야간 겸용 신호탄은 괜찮은 평시의 생존 신
호이다. 주간에는 연막인 반면 야간에는 조명 신호용이다. 새로운 신호탄
은 어둠 속에서 구분할 수 있도록 몸통 둘레에 세 개의 고리가 있는 반
면, 종전의 신호탄은 꼭지가 세 개인 적색 마개로 구분된다. 연막이 약
60초 정도 타는 반면 조명은 약 20초 정도 탄다.
유의 사항: 일단 한쪽이 사용되었으면, 물에 넣어 식히고 다음 사용을 위하여 다른
쪽을 보관한다.
h. 신호 거울. 거울이나 반짝이는 물체는 신호 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것은 필요하면 여러 번 사용될 수 있다. 거울 신호는 72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나 약5000미터 상공에서도 감지되지만, 평균 감지거리는 8킬로미터
다. 이것은 한 지점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적군의 관측으로부터 안전하다.
거울이 생존에 가장 좋은 신호 장치이지만 사용자에게만 효과가 있다.
생존 상황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전에 사용법을 배워야 한다.
⑴ 군대용 신호 거울에는 뒷면에 사용법을 표시한 지시사항이 있다.
적에게 보일 수 있는 우발적인 점멸을 막기 위해 덮어야 한다.
⑵ 다른 반짝이는 금속 물체도 신호용 거울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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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아지랑이, 지표 안개 또는 신기루 등은 조종사가 점멸하는 물체
에서 신호를 찾아내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점멸 신
호를 할 때에는 위치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만일 항공기의 위치를 판단할 수 없다면 항공기 소음이 나는 방
향으로 신호를 점멸한다,

신호 거울의 조준
2. 통신 방법
a. 음향. 소리 형태로 신호를 보내는 것은 좋지만 다소 취약한 점이 있다.
⑴ 소리를 크게 해주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한 범위가 제한된다.
⑵ 메아리와 바람 때문에 한 지점을 집어내기가 곤란하다.
⑶ 국제 조난 신호. (MSVX.02.18a) 생존도전자는 1분에 6회 소리를
내고, 구조자는 1분에 3회 대답하게 된다.
b. 시각. 시각 신호는 일반적으로 음향 신호보다 우수하다. 이것은 위치를
집어낼 수 있고, 날씨가 좋으면 아주 먼 거리에서도 볼 수 있다.
⑴ 국제 시각 구조 상징물은 같은 간격으로 연속된 3개의 급조 신
호 장치들로 알아본다. (MSVX.02.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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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조 신호 장치. (MSVX.2.6c) 급조 신호 장치는 사실상 고정된 것이 일반적이
다. 이것은 구조자들에게 보이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것은 자연적이던 인
공적이던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재료로도 만들어진다.
a. 연기 발생장치. 연기 발생장치는 우수한 급조 신호 장치이다. 생존도전자
가 주간이나 야간 조건 모두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융통성이 있다. 이런
형태의 신호는 19킬로미터, 평균 13킬로미터 떨어져도 보인다. 연기 신
호는 바람이 없는 조건이나 개활지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시간과 상황이
허락되는 한 빨리 설치하고, 필요시까지 보호한다.
⑴ 모닥불을 자연적인 개간지나 하천(또는 장애물 제거) 가장자리를
따라 설치한다. 두껍고 무성한 잎 아래에 있는 신호용 모닥불은
공중에서 보이지 않는다.
⑵ 지름이 약 15~25센티미터이고, 길이가 대략 약 150센티미터인
통나무 두 개를 찾는다. 통나무 두 개를 약 90~120센티미터 간
격으로 나란히 놓는다.
⑶

대략 지름이 약 5센티미터이고, 길이가 약 120센티미터인 나무
토막들을 많이 모아서 첫 번째 통나무 두 개에 가로질러 놓는
다. 이것은 모닥불 받침대로 사용된다.

⑷ 피라미드 모닥불을 만들기 위한 완전히 마른 가지들을 많이 모
은다. 피라미드 모닥불은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120센티미터,
높이 60센티미터가 되어야한다.
⑸ 부싯깃을 받침대 아래에 놓는다.
⑹ 피라미드 모닥불 위에 놓을 소나무 큰가지를 많이 모은다. 부싯
깃이 들어갈 수 있게 바닥에 작은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
면 소나무 큰가지를 치우지 않고 부싯깃에 불을 붙일 수 있다.
⑺ 불을 피려면, 바닥의 작은 통로를 통해 부싯깃을 불을 붙인다.
특히 모닥불이 여러 개인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면 불붙이는 작
업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횃불을 만든다.
⑻ 밝은 시간대에 연기 효과를 내려면, 소나무 큰가지를 불이 붙은
모닥불 위에 놓는다.
⑼ 연막탄이나 색깔이 있는 신호탄을 받침대 아래에 놓으면, 연기의
색깔이 바뀌게 된다. 배경과 대비되는 연기 색깔을 만들어 성공
기회를 증대되게 연막 속으로 모닥불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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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발생장치
b. 자연 재료의 배치 또는 변경. 작은 가지나, 큰 가지 같은 것들을 글자나
기호가 되게 눈에 놓고 대비되는 재료로 채운다. 주의를 더 끌기위해
지상 신호는 커다란 기하학적 무늬가 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⑴ 국제 기호. 다음 기호들은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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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그림자. 만일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태양이 그림
자를 드리우도록 작은 언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작은 언
덕은 국제 조난 무늬 중의 한가지로 만들어져야 한다. 효과적이
려면 그림자 신호를 가장 좋은 그림자를 드리우도록 태양방향으
로 맞추어야 한다. 적도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남-북 방향의 선
은 정오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그림자가 생긴다. 적도에서 남
쪽이나 북쪽으로 많이 떨어진 지역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으려
면 동-서 방향의 선이나 나침반 중간의 지점을 사용한다.
⑶ 크기. 글자는 조종사나 승무원이 찾아낼 수 있게 가능한 커야한
다. 모든 문자 기호에 대해 크기 비율을 통합하려면 아래의 도
형을 사용한다.

크기와 비율
⑷ 대비. 글자 기호를 만들 때 글자를 주위의 식물 및 지형과 대비
시킨다. 이론적으로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재료를 가져와야 한다. 이것에는 군복, 항공기 패널, 비상 담요
등등이 될 수 있다.
⒜ 눈 위에서는, 소나무 큰 가지들을 쌓거나 개인용 구명동
의에 있는 바닷물 염료 표지를 사용한다. 형광성의 바닷
물 염료 표지는 16킬로미터 떨어져도 보이고, 평균 4.8
킬로미터 거리에서도 탐지된다.
4. 공대지(空對地) 통신. 공중에서 지상에 대한 통신은 표준 항공 승인서에 따라서
달성될 수 있다.
a. 항공기는 지상 신호가 관측되었고, 해석하였다는 것을 알리려면:
⑴ 날개를 좌우로 흔들기. 이것은 주간이나 밝은 달빛 아래에서 수
행될 수 있다.
b. 항공기는 지상 신호가 관측은 되었지만, 해석 못했다는 것을 알리려면:
⑴ 주간이나 밝은 달빛 아래에서 왼쪽으로 완전한 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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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 미래의 교전에서 적의 전선 뒤에서 함정에 빠진 해병대원들은 빠른 구조를
체험하지 못할 수 있다. 해병대원들은 구조 부대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지점으로 이동 해야만 될 것이다. 해병대원이 어떤 통신수단을 사용하던지
상관없이, 그는 구조 부대의 안전을 최대화시키는 책임을 져야한다.
a. 배치 고려사항. 적대 상황에서 급조 신호 장치들은 누설 가능성으로 인
해 다음의 지역 가까이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⑴ 장애물 및 방벽.
⑵ 도로 및 오솔길.
⑶ 거주 지역.
⑷ 수로 및 교량.
⑸ 퇴적물의 자연적인 경계선.
⑹ 인공 구조물.
⑺ 모든 민간인과 군인.
b. 전술적 고려사항. 급조 신호 장치를 가동하기 전에 다음의 전술적 고려
사항들이 지켜져야 한다.
⑴ 구조 부대나 자신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방식으로 신호
를 사용한다.
⑵ 신호 장치, 접근로를 관측할 수 있고 탈출로(만일 적군에게 발각
된다면)를 은폐할 수 있는 장소를 잡는다. 장소는 구조 부대의
“지상 소비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확한 지점에 비교적
가까이 있어야 한다.
⑶ 신호 장치를 사용하는 중에는 시각적으로 살피고 청취하면서 지
속적으로 안전을 유지한다. 만일 무기 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면,
사격과 관측을 통해 신호 장치들을 지켜야 한다.
⑷ 만약 지역에서 적군의 기동이 감지되면, 가능하다면 신호 장치의
회수를 시도한다.
⑸ 급조 신호 장치는 작전 명령에서 지시되었다면 약정된 시간에만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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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구조 장치. (MSVX.2.6d) 산악 지형에서 헬리콥터 착륙이 지표의 경사,
눈덩어리, 식물 등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생존 도전자는 항공기에 적재
될 수 있는 구조 장치들에 익숙해져야 한다.

2

1

찍찍이 지퍼를 잡아 푼다

끈을 빼내고,
고리를 머리 위와 겨드랑이
아래에 놓는다

4

3

자리에 앉아
끈을 조인다

자리를 펼친다

5

6

케이블을 잡고
준비되면 신호한다

관통줄을 팔로 감싸고
머리는 아래를 향한다
정글 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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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3

4

슬링 호이스트
d. 항공기 이외의 구조. 항공기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한 구조가 수행될 수
있다. 부대예규에는 다음 장소에서의 신호법과 부대와의 연결 방법이 포
함되어야 한다.
⑴ 국경 통과. 중립 국가로 건너가는 도피자는 전쟁 기간 동안 그
국가에 의해 구금당한다.
⑵ 전투지역전단(FEBA)/전선부대진출선(FLOT).
⒜ 정체. 정체중인 전투지역전단 따라서 수행되는 구조는
항상 어렵다. 이런 조건에서는 적군과 아군이 좋은 화력
진지에 밀집 배치되고 잘 위장되어 있을 것이다. 전투지
역전단을 관통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 전진. 전진하는 아군 부대 전면에 고립된 개인들은 즉시
숨어서 아군 부대가 자신의 위치를 돌파할 때까지 기다
려야 한다.
⒞ 후퇴. 대치하고 있는 부대 사이의 개인들은 즉시 숨어서
적군 부대가 자신의 위치를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
다. 대부분의 적군 부대가 기동한 후에, 도피자들은 고
립된 다른 분대들과 연결을 하여 아군에게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⑶ 아군 정찰대와 연결. 부대 인증 번호와 국지적으로 만들어진 암
호들은 전투지역전단 주변에서 아군 부대가 접근했을 때 도피자
가 안전하게 접촉하게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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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해병대
캘리포니아주, 브리지포트시
마운틴 워페어 트레이닝 센터(MWTC)

MSVX.02.07
02/06/05
수강생 유인물
생존 방향설정
최종 학습 목표. 생존 상황에서 주어진 생존 키트로 참고표에 따라 급조 방향설정
보조 장치들을 사용한다. (MSVX.02.07)
학습 목표 부여:
⑴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이동시 고려사항들을 목록으로 만든
다. (MSVX.02.07a)
⑵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춘분점과 하지점 사이에서 태양과
태양의 이동간의 계절적인 관계를 기술한다. (MSVX.02.07b)
⑶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주어진 원형 방향설정 도표와 해당
위도로 일출 및 일몰의 태양의 방위각을 결정한다. (MSVX.02.07c)
⑷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휴대용 방향설정 장치를 만든다.
(MSVX.02.07d)
⑸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북극성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들을
기술한다. (MSVX.02.07e)
⑹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휴대용이나 재를 태운 그릇으로 길
을 찾는다. (MSVX.02.07f)
개요
1. 체류 또는 이동시 고려사항. (MSVX.02.07a)
a. 가능한 항공기나 차량에 머무른다. 적당히 아는 누군가보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더 많이 알게 된다. 이것은 미리 만들어진 피난처에서도 같다.
b. 이럴 때에만 떠난다.
⑴ 현재 위치를 확신하고, 목적지를 알고 있고,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⑵ 식수, 음식물, 피난처 등과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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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구조대가 오지 않는다고 확신할 때.
c. 이동하기로 결정되었으면,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⑴ 이동할 방향과 이유.
⑵ 뒤따르는 계획.
⑶ 휴대해야할 장비.
⑷ 오솔길 표시방법.
⑸ 일기 예보.
d. 전술적 상황이 허락된다면, 출발점에 다음 정보를 남긴다.
⑴ 출발 시각.
⑵ 목적지.
⑶ 이동 경로/방향.
⑷ 개인 건강상태.
⑸ 이용 가능한 보급품.
2. 주간의 생존 방향설정.
a. 태양의 이동. 태양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 경험의 법칙은 아주 잘못되었다. 실제로는, 관
측자의 위도와 계절에 따라, 태양은 진동과 진서 방향에서 50도까지 벗
어나서 뜨고 질 수 있다.
a. 다음 도표와 용어들은 어떻게 태양과 별들이 방향 결정에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춘분점과 하지점의 태양의 위치
⑴ 하지/동지점: (6월 21일/12월 21일) 태양이 외견상 북쪽이나 남
쪽으로 이동하지 않을 때이며 일 년에 두 번 있다.
⑵ 춘분/추분점: (3월 20일/9월 23일) 태양이 천구의 적도를 통과하
여 밤낮의 길이가 거의 같을 때이며 일 년에 두 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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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태양의 겉보기 운동. (MSVX.02.07b) 위의 도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지
구는 하지(동지)점에서 춘분(추분)점으로 순환하며 계속해서 이동한다. 하
지만 태양은 매일같이 일출부터 일몰까지 하늘을 가로질러 일정한 길을
따라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확히 하루 이동의 절반 지점에서, 태양
은 관측자의 정남 방향에 있게 된다(만일 관측자가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다면 정북 방향). 이러한 규칙은 열대지방(북위와 남위 23.5도 사이)이
나 극지방(위도 60도)에 있는 관측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위치에서 그림자가 가장 짧아진다. 이것이 일어나는 시각이 “지방남중시
각” 이 된다.
d. 지방남중시각. 방향을 정하기 위한 어떤 형태의 그림자 도구를 사용 할
때 마다 “지방남중시각” (즉 하루 중 태양이 최고 높은 시점)을 알고 있
어야 한다. 지방남중시각은 다음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⑴ 작전 명령에서 일출과 일몰시각을 얻는다. 예를 들면, 일출
0630, 일몰 1930. 전체 일광시간(13 시간)을 2로 나누어서(6시
간 30분) 일출시각에 더한다(0630 더하기 6시간 30분). 이 예에
서는 지방남중시각이 1300 이 된다.
⑵ 끈 방식 이용. 끈 방식은 예상되는 지방남중시각 전과 후의 그림
자 길이가 같은 두 지점을 찾는데 사용된다. 이 두 지점의 중심
이 지방 남중 시각을 나타낸다.
c. 태양의 방위각. (MSVX.02.07c) 태양의 일주 운동과 계절별 경로를 이해
하면, 일출과 일몰시의 실제 태양의 방위각을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이 나
온다. 원형 항로 도표를 이용하여 태양의 실제 방위각에 기초하여 정확
하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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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도표의 상단 부분을 이용하여 해당 위도에서 태양의 최대 고도
를 정한다.
⑵ 가운데 숫자로 0이 표시된 도표의 중심 기준선에 눈금을 매기고,
가로의 남, 북 기준선에 최대 고도를 기록한다.
⑶ 기준선에 계속 눈금을 매겨서 기준선을 6에서 10개의 점 표시로
구분해야 한다. 이것은 최대 고도를 균등 분할하는 것이다.
⑷ 원주에서 오늘 날짜를 찾아서 기준선과 교차할 때까지 직선을
내려 긋는다.
⑸ 이 교차점이 오늘의 태양 고도이다. 만일 숫자가 0의 왼쪽에 있
으면, “북쪽” 고도이고, 숫자가 0의 오른쪽에 있으면, “남쪽” 고
도이다. 일출과 일몰시의 태양의 방위각을 측정하기위해 도표의
하단에 있는 공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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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북 또는 남)
최대 고도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24° 24° 24° 25° 26° 27° 29° 31° 34° 38° 44° 53°

남쪽 고도

북쪽 고도

일출
= 90° - 고도
방위각

일출
= 90° + 고도
방위각

일몰
= 270° + 고도
방위각

일몰
= 270° - 고도
방위각

원형 방향설정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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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그림자용 막대 설치. 이 기법은 지방남중시각에서 두 시간 이내에 측정
된다면, 10도 이내의 정확성으로 기준 방향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
면, 이 기법은 극지방에서는 그림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적도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림자가 너무 짧다.
⑴ 가지가 없고 끝이 뾰족한 약 90~180센티미터의 곧은 막대기와
3~5개의 작은 표시물을 구한다.: 즉, 막대기, 돌, 못 등등.
⑵ 막대기를 지표면에 똑바로 세우고 그림자 끝을 표시물로 표시한
다.
⑶ 10-15분 기다렸다가 다시 그림자 끝을 표시물로 표시한다.
⑷ 표시물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 이것을 반복한다.

그림자용 막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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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표시물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선을 이루게 된다.
⑹ 왼쪽 발을 첫 번째 표시물 위에 놓고, 오른쪽 발은 마지막 표시
물 위에 놓으면 북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게 된다.
2. 소형 방향설정 장치. (WSV.2.7d) 필요한 것은 그림자 끝의 자취를 그릴 수 있는
작은 판지나 표면이 평평한 재료, 그림자를 만들 봉으로 사용될 약 2.5-5센티미
터의 핀, 못, 작은 가지, 성냥개비 같은 것 등이다.
a. 이런 작은 봉을 평평한 재료위에 바로 세워서, 태양이 그림자를 드리우
게 한다. 봉의 바닥이 있는 곳의 위치를 표시하여 나중에 같은 지점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재료가 움직이지 않게 하고 재료의 위치를 끈, 자
갈, 작은 가지로 표시한다. 그래서 종이를 움직일 필요가 생긴다면 원래
자리에 정확히 돌려놓을 수 있다. 이제 봉의 그림자 끝을 표시한다.
b. 태양이 이동함에 따라 그림자의 끝도 이동한다. 15분마다 반복하여 그림
자의 끝을 표시한다. 그림자의 끝을 표시하면서 시각을 확실히 기록한다.
c. 하루가 끝날 때 그림자 끝의 표시들을 연결한다. 결과는 일반적으로 곡
선이 될 것이다. 이 곡선은 춘분점이나 추분점(3월 20일과 9월 23일)에
가까울수록 굴곡이 덜 뚜렷하다. 만약 불편하거나 전술적 상황으로 하루
종일 그림자 끝 측정을 하는 것을 허가되지 않는다면, 다음 날 그림자
끝이 종전에 표시한 점들과 일치되게 소형 방향설정 장치의 방향을 지상
에 정렬시키고 측정을 계속할 수 있다.
d.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높은 지점, 즉 진정오에서 표시한 점은 남과 북을
연결한 선이다. 북쪽 방향이 정해지면 빨리 방향설정 장치에 화살표로
표시되어야 한다. 남북 선은 막대의 바닥에서 진정오에 표시된 점으로
그어진다. 이 선은 핀의 바닥에서 그림자 끝 곡선으로 그을 수 있는 가
장 짧은 선이다.
e. 소형 방향설정 장치를 사용하려면, 특정한 시각에 그림자 끝이 종전에
표시한 점들과 일치될 수 있게 잡고 있어야 한다. 즉, 만일 지금이 0900
이라면 그림자 끝을 그 지점에 정렬하여야 한다. 이러면 확실하게 소형
방향설정 장치가 똑같이 된다. 이제 그어진 화살표는 진북으로 정렬되어,
이동을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f. 소형 방향설정 장치는 하루 종일 작동되고, 대략 일주일정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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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방향설정 장치
4. 야간의 생존 방향설정.
a. 북쪽 표시. 야간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받으려면, 태양이 어디로 지는 지
를 관찰하는 것이 유익하다. 어두워진 후에 기동을 시작하려 한다면 북
쪽 방향을 표시해둔다.
b. 북극성 찾기. 북극성 찾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MSVX.02.07e)
⑴ 북두칠성 이용 (큰곰자리 ). 가장 좋은 지표는 두 개의 “국자자리
(곰자리)” 이다. 북극성은 발견하기 가장 쉬운 별자리는 아니지
만, 작은 국자자리(작은곰자리)의 손잡이 끝에 있는 별이다. 그
러나 북두칠성(큰 국자자리)은 북반구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별자
리 중 하나이다. 북두칠성의 국자부분의 가장 아래에 있는 두
개의 별은 북극성을 향한 지시별로 이용한다. 만약 이 두 별을
선으로 이으면 북극성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이 직선을 따라
북극성까지의 거리는 두 지시별 사이 거리의 5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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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카시오페아 이용 (큰 M 또는 W자리 ). 중앙의 별에서 직선을 대
략 북두칠성(큰 국자자리)까지의 절반 거리까지 그린다. 북극성
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다.

북극성 찾기
유의사항: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아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항상 동일
한 위치의 하늘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북극성이 하늘
높이 나타나기 때문에 방향 설정용으로는 효율성이 낮다. 북극권의 중심에서는 북극
성이 바로 머리 위에 있게 되어 모든 방향이 남쪽을 향한다.
c. 남십자성. 남반구에서는 북극성이 보이지 않는다. 남십자성이 가장 뚜렷
한 별자리 이다. 남십자성의 긴축인 진짜 십자가를 지나는 가상의 직선
은 남극에서 대략 3도를 벗어나서 별들이 없는 어두운 점을 가리킨다.
진짜 십자가를 근처의 가짜 십자가로 알려진 더 큰 십자가와 혼동해서
는 안 된다. 이것은 덜 밝고, 더 넓게 퍼져있고, 다섯 개의 별로 되어있
다. 진짜 십자가는 가로대 뒤쪽에 붙어 가까이 있는 아주 밝은 두 개의
별들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별들은 종종 십자가 자체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이것들을 찾아본다. 진짜 십자가의 두 개의 별들은 하
늘에서 가장 밝은 별들에 속하는 것으로 남쪽과 동쪽 방향의 별이다.
북쪽과 서쪽 방향의 별들은 또렷하지도, 밝지도 않다.
유의사항: 그림에 그려진 가상점은 별들이 없는 어두운 점이다.

노마드생존전략연구소

MSVX.02.07

07-9

남십자성
d. 달 방향설정 장치. 태양과 마찬가지로 달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
다. 주간에 수행하였던 것과 같이 그림자용 막대 방법을 사용한다.
5. 급조 나침반. 나침반을 설치하는 세 가지 급조 기법이 있다.
a. 합성 기법. 필요한 품목은 합성 재료(예, 낙하산복) 조각과 길고 가늘고
가벼운 작은 철이나 강철 조각이다. 알루미늄이나 놋쇠는 작동되지 않는
다(녹이 생기는 물질만 가능). 핀과 바늘은 완벽하고, 종이 클립 편 것,
포장용 철사 조각, 철조망 등도 작동 된다.
⑴ 바늘을 한쪽 방향으로 합성 재료를 반복해서 비빈다. 과정이 끝
날 때마다 재료를 약간 공중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하
고, 같은 방향으로 다시 비비기 전에 바늘을 시작한 위치로 되
돌린다. 이런 과정을 대략 30번 수행한다. 이러면 바늘을 자화
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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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폐지, 나무토막이나 나뭇잎 등을 사용하여 고요한 물위에 금속을
띄운다. 자성이 없는 그릇이나 웅덩이처럼 오목하게 땅을 판 곳
에 물을 넣는다. 금속으로 만든 “통조림 깡통”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알루미늄 깡통은 작동된다.) 부유물을 물 위에 놓고, 금속
을 그 위에 놓는다. 부유물이 방향을 잡으며 천천히 회전한다.
b. 자석 기법. 자석을 이용하면 동일한 결과를 달성하게 된다. 합성 기법에
서 하였던 것과 같은 과정을 따른다. 유용한 것으로 가장 가지고 있음직
한 자석은 라디오의 스피커나 헤드폰에 있는 것이다.
c. 배터리로 자석 만들기. 배터리가 2 볼트 이상의 전원이면 절연 철사 토
막으로 자성을 띤 금속을 만들 수 있다. 바들 둘레를 철사로 감는다. 만
일 철사가 절연된 것이 아니라면, 바늘을 종이나 판지로 싼다. 철사의 양
쪽 끝을 배터리 전극에 5분 동안 접촉시킨다.
d. 급조 나침반 관련 문제점. 다음은 모든 급조 나침반과 관련된 공통적인
문제점들이다.
⑴ 연한 금속은 자성을 상당히 빨리 잃어버리므로, 하루에 두세 번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바늘을 이따금 다시 자화시
켜야 한다.
⑵ 나침반이 안정된 후에 건드려서 나침반을 시험한다. 여러 번 시
험한다. 만일 같은 방향으로 돌아온다면 정상이다. 나침반은 남
과 북으로 정렬되어서, 어느 쪽 끝이 북쪽인지 다른 방법으로
정하기만 하면 된다. 지역에서 태양, 별 또는 다른 자연적인 표
시 등을 사용한다.
⑶ 이것이 자북을 알려준다는 것을 기억한다. 극단적인 북극의 위도
에서는 경사각이 극단적이 될 수 있다.
6. 자연을 이용한 방향설정
a. 주된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는지 찾는다.
b. 북반구에서 태양의 궤도는 남동-남서 방향이다.
1. 굽어진 나무는 주된 바람 때문이다.
2. 묘목의 배색: 한쪽 면은 더 흰색이고, 다른 쪽 면은 더 어두운
녹색이다. 양지 바른 쪽(남쪽)은 자연적인 자외선차단으로 나무를
희끄무레하게 변화시킨다. 나무의 남서에서 남동 방향이 희게 된
다. 개활지에 하루 종일 햇볕에 노출되는 나무를 하나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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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사지의 가장 뜨거운 쪽이 성장을 촉진한다: 식물이 더 무성한
쪽이 남서 면이다.
4. 눈은 나무의 돌출 면에서 녹는다: 녹고/어는 것이 남쪽 면을 가
리킨다.
5. 바래진 돌: 태양광선은 표백 효과가 있어서 보다 엷은 쪽이 남쪽
이 된다. 명백한 흰색 바위는 그냥 흰색 바위일 뿐이다.
c.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표시를 찾는다.
7. 생존 방향설정 기법
a. 방향설정 장치.
⑴ 방향설정 방법을 선택한다.
⑵ 기본적인 방향을 찾는다.
⑶ 이동을 원하는 방향에 있는 진행 목표물을 고른다.
b.

이동기록 유지. 지역의 지도가 없을 때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동기
록은 제자리를 맴도는 위험을 줄여준다.
⑴ 구조물.
⒜ 자신이 손에 넣을 수 있는 어떤 재료라도 이용한다. 즉,
종이, 피복, 간이식량 상자, 기타 등등.
⒝ 북쪽 방향, 저명한 지형 특징, 적군/아군 위치 등을 설명
하는 야외 스케치를 그린다.
⑵ 유지.
⒜ 이동 거리, 상승 하강한 고도, 기본 방향 등의 설명
⒝ 전진 기동함에 따라 야외 스케치를 유지하고 갱신한다.
⒞ 작성한 야외 스케치는 알아볼 수 있게 한다. (즉, 너무
난잡하게 하여 스케치를 읽을 수 없게 하지 말아야 한
다.)

c. 기동 중에 항상 참조할 사항.
⑴ 이동기록.
⑵ 진행 목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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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길을 잃었을 때의 행동.
⑴ 즉시 행동.
⒜ 스케치한 것의 방향을 잡는다. 이것이 명백한 실수를 범
하게 하였을 것이다.
⑵ 수정 행동.
⒜ 자신이 실수로 결정한 장소까지 진행 목표물을 이용하여
되돌아간다.
⒝ 스케치한 것의 방향을 다시 잡는다.
⒞ 기동 방향을 선택하고 행군을 계속한다.
참고표:
1. FM 21-76, Survival, 1992.
2. AFM 64-5, Survival, 1969.
3. David Seidmond, The Essential Wilderness Navigato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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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해병대
캘리포니아주, 브리지포트시
마운틴 워페어 트레이닝 센터(MWTC)

MSVX.02.08
02/06/05
수강생 유인물
덫과 올가미
최종 학습 목표. 생존 환경에서, 생존키트가 주어지면 참고표에 따라 덫과 올가미를
사용한다. (MSVX.02.08)
학습 목표 부여:
⑴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사냥감을 잡기위한 여덟 가지 일반
적인 고려사항들을 목록으로 만든다. (MSVX.02.08a)
⑵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사냥감을 잡는 일반적인 기법들을
목록으로 만든다. (MSVX.02.08b)
⑶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올가미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을
목록으로 만든다. (MSVX.02.08c)
⑷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올가미를 사용한다. (MSVX.02.08d)
⑸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방아쇠의 형태들을 목록으로 만든
다. (MSVX.02.08e)
⑹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덫을 사용한다. (MSVX.02.08f)
⑺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음향 발생 통로 방호물을 사용한다.
(MSVX.02.08g)
개요
1. 사냥감을 잡기위한 일반 고려사항. (MSVX.02.08a)
A. 일반 고려사항. 약간의 일반적인 힌트와 비결을 알고 있으면, 덫으로 동
물들을 보다 쉽고 아주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부분
의 고려사항들은 “매복 심리”와 연관되어 있다. 각각의 고려사항에서 자
신이 적군 부대의 매복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사냥감을
잡기위한 여덟 가지 일반적인 고려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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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사냥감을 알아야 한다. 덫이나 올가미로 잡으려는 동물들의 습성
을 알고 있으면 기회가 증가된다. 동물들이 이동하고, 먹이와 물
을 먹는 시간과 장소 같은 것들은 가장 효과적으로 도구를 배치
할 장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⑵ 도구는 간단하게 한다. 생존 상황에서 정교한 도구를 만들 시간
이 없고, 반드시 더 나은 사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도 않다.
⑶ 도구를 올바른 장소에 놓는다. 동물들은 일정한 장소에서 이동하
고 정지한다. 거기가 도구를 설치할 장소다.
⑷ 자신의 냄새를 감춘다. 동물들은 위협적이거나 생소한 냄새들을
피한다.(즉, 인간 냄새 또는 장비나 피복에서 나오는 냄새)
⒜ 인간은 땀샘에서 피부 모공을 통해 냄새를 남긴다. 도구
를 만들 때에는 냄새가 없는 작업 장갑을 사용한다. 장
갑 없이 만들었다면 냄새가 사라지는데 삼 일까지 걸릴
수 있다.
⒝ 어떤 군화 밑창이나 피복은 냄새를 남길 수 있는데 일반
적으로 이런 것은 인간의 코로 감지할 수 있다. 만일 알
았다면 모닥불 연기로 냄새를 숨기려고 시도한다.
⑸ 올바른 형태의 도구를 사용한다. 어떤 도구는 특정한 동물에 대
해서 다른 도구들 보다 잘 작동한다.
⑹ 올바른 장비를 사용한다. 올바른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는 동물의 무게에 비례하여 들어 올
리는 장치의 무게, 동물의 힘에 지탱할 수 있는 밧줄이나 철사,
방아쇠의 장력 등이 포함된다.
⑺ 덫을 점검한다. 덫을 매일 아침과 저녁 두 번씩 점검한다. 덫을
하루에 두 번 이하로 점검하면 사냥감이 도망가거나 썩거나 다
른 육식동물이 가져갈 수 있다.
⑻ 도구에 미끼를 단다. 미끼는 성공할 기회를 높여준다. 어떤 미끼
는 한 해 특정 시기에만 적합한 것으로 동물들의 욕구에 달려있
다. 미끼는 네 개로 분류된다.
⒜ 가짜 미끼.
⒝ 울음 미끼.(음향 장치임)
⒞ 분비물이나 세력권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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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 미끼
2. 사냥감을 잡는 일반적인 기법. (MSVX02.08b) 일반적인 기법은 동물을 죽이려는
의도로 덫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 기법을 "SICK"로 줄여서 기억하는 것이 도움
이 된다.
⑴ S-조르기(Strangle). 이 방법은 올가미 등으로 동물의 목을 조른
다.
⑵ I-찌르기(Impale). 이 방법은 말뚝을 박은 벼락틀 등으로 동물을
찌른다.
⑶ C-뭉개기(Crush). 이 방법은 얼룩다람쥐용 벼락틀으로서 동물을
뭉갠다.
⑷ K-두드리기(Knock). 이 방법은 벼락틀 등으로 의식이 없는 큰
동물을 두드리는 것이다.
3. 올가미 명칭과 급조 올가미. 올가미는 동물의 목 아래를 조이게 한쪽 끝이 고리
로 되어있는 철사, 밧줄, 끈 등일 뿐이다. 올가미는 덫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
고, 시간이 적게 들고, 효과가 더 좋다.
a. 철사. 올가미에는 밧줄이나 끈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철사보다 효과가
적다. 철사는 복원력이 있고 꼬임방지가 되어야 한다. 항공기 케이블
7x7 종류로 1/16~3/8인치(약 1.6~9.5밀리미터) 규격이 사용되어 한다.
이런 철사는 동물들이 물어뜯지 못하고, 파손되지 않는다. 동물을 잡고
있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굵기의 케이블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한다.
b. 잠금 장치. 잠금 장치는 올가미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한
다. 잠금 장치는 올가미를 동물의 목둘레를 단단히 고정시킨다. 잠금 장
치에 유용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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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듭
4. 올가미. 어떤 환경에서도 올가미가 사냥감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올가
미는 동물의 목 아래를 조이게 한쪽 끝이 고리로 되어있는 철사, 밧줄, 끈 등일 뿐
이다. 올가미는 덫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고, 시간이 적게 들고, 효과가 더 좋다.
a. 올가미 필요사항. (MSVX.02.08c) 올가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세 가지 필요사항이 있다. 위치, 표현, 제작이다.
b. 위치. 위치는 성공에 가장 중요하다. 다음 지침이 도움이 된다.
⑴ 코요테, 여우, 오소리: 도로, 소방로, 관개 수로, 울타리 경계, 산
등성이로는 좀처럼 다니지 않고, 산마루 정상, 목초지 경계, 죽
음 짐승 근처로 다닌다.
⑵ 살쾡이, 스라소니: 절벽과 큰 암벽 기슭; 산마루 및 산등성이 교
차점, 하천 아래쪽으로 다닌다. 고양잇과 동물은 나무, 관목 또
는 은신처에서 멀리 떨어져서 매우 조심스럽게 다닌다.
⑶ 너구리, 주머니쥐, 스컹크, 알락꼬리고양이: 하천 바닥과 제방;
하천 바닥, 연못, 강, 다른 물길 옆 오솔길로 다닌다. 너구리는
물, 잘 익은 나무, 건물, 쓰레기 더미, 곡물이나 배합사료 같은
안정된 먹이 공급처 등 다양한 장소를 좋아한다.
⑷ 족제비: 습지와 무성한 목초지.
⑸ 담비와 피셔: 목초지 가장자리, 산마루 경계, 폭포.
⑹ 밍크: 다리 밑, 배수구 근처, 개울, 강, 호수, 샘, 물새는 곳 속
이나 근처의 토관 또는 쓰레기 더미. 사향뒤쥐와 비버는 굴과
댐에 산다. 밍크는 하천바닥 주변의 거의 모든 구멍과 웅덩이에
멈추어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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⑺ 비버, 사향뒤쥐: 얼음 아래 먹이 숨겨두는 장소 근처.
⑻ 토끼: 통로와 오솔길을 따라 서있는 무성한 버드나무.
b. 표현. 표현은 잡으려는 동물에 대한 도구 형태이다. 구멍 도구는 살쾡이,
너구리, 담비, 피셔, 주머니쥐, 스컹크에 잘 작동되고, 오솔길 도구는 코
요테, 여우, 밍크, 토끼에 잘 작동된다.
c. 제작. 제작은 도구를 실제로 설치하는 것이다.
⑴ 쪼개진 막대기는 올가미를 지지하고 올가미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이용된다. 쪼개진 막대기는 생나무나 마른 나무 모두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올가미가 쪼개진 틈으로 미끄러지지 않
아야 한다. 잠금 장치는 쪼개진 막대기 옆에 있어야 한다. 쪼개
진 막대기는 지면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만일 추가 달린
올가미를 사용한다면, 잠금 장치는 12시 위치에 있어야 된다.)
⑵ 올가미는 저항이 있는 물체에 고정되거나 매어져 있어야 한다.
⑶ 올가미는 빨리 작동되도록 장전되어 있어야 한다.

⑷ 고리 크기. 제대로 사용된 올가미는 동물의 목 부근을 잡고있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 고리의 크기는 잡으려는 동물에 따라 올가
미에서 조정한다. 너무 크면 몸이나 발을 잡게 되어 물어뜯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있다. 너무 작으면 동물들이 올가미를 밀어버
릴 수 있게 되어 놓치게 된다. 추가적으로 올가미는 특별히 벌
채한 지면에 자리 잡아야 한다. 이론적으로 고리의 밑면이 잡으
려는 동물의 가슴 높이에 있어야 한다. 올가미 방아쇠는 동물의
가슴에 닿는 고리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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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올가미 크기

지면과의 거리

다람쥐

2½~3인치 (약 6.3~7.5센티미터)

½~1½인치 (약 1.2~3.7센티미터)

토끼

4~5½인치 (약 10~13.8센티미터)

1½~3인치 (약 3.7~7.5센티미터)

너구리

6인치 (약 15센티미터)

3~4인치 (약 7.5~10센티미터)

여우

7~10인치 (약 17.5~25센티미터)

8~10인치 (약 20~25센티미터)

코요테

12~14인치 (약 30~35센티미터)

12인치 (약 30센티미터)

살쾡이

9인치 (약 22.5센티미터)

8인치 (약 20센티미터)

유의 사항: ⑴ 올가미 크기는 올가미 고리의 직경이다.
⑵ 지면과의 거리는 고리의 밑면에서 지면까지 측정한 것이다.
⑸ 울타리. 울타리의 목적은 동물이 “저항의 작은 통로” 또는 더 중
요한 올가미를 통과하여 이동하게 하는 것이다. 울타리는 알기
어렵게 해야되지만, 과도해서는 안 된다.

⑸ 미끼. 생존 상황에서 수많은 올가미를 만들 둘 알아야 한다. 모
든 올가미에 가짜 미끼를 달게 되면 성공의 기회가 증가된다.
⒜ 가짜 미끼.
- 간이식량(MRE) 땅콩버터, 치즈스프레드, 젤리.
- 죽은 짐승.
- 죽은 설치류.
⒝ 분비물이나 세력권 미끼
- 비버 향수 또는 동물 분비물과 섞은 동물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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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 미끼
- 미풍에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묶어서 나무
가지에 매달아 놓은 깃털, 새 날개, 모피 조각.
5. 올가미 도구. (MSVX.2.8d) 올가미 사용에는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오솔길 도구

구멍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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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도구

다양한 통나무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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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급조 덫. 급조 덫은 다양한 재료들로 만들어 진다. 이런 덫들은 어떤 형태의 작
동으로 동물들을 붙잡거나 죽이기 위해 고안되었다. 작동은 일반적으로 무거운 물건
이나 용수철이 장전된 장치로 시작된다.
a. 방아쇠. (WSVX.02.08e) 세 가지 기본적인 방아쇠가 모든 덫과 통로 방
호물에 사용된다. 상황에 따라 이 방아쇠들을 변형시켜 사용할 수 있다.
모든 급조 덫의 핵심은 방아쇠 장치다.
⑴ 변형된 4자 굳히기. 생존4자 굳히기 벼락틀은 설치하는데 칼과
줄이 약간 필요하다. 이것은 작은 설치류를 눌러버리게 고안되
었다. 벼락틀용 방아쇠는 변형된 4자 굳히기다.

변형된 4자 굳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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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똑딱이.

⑶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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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용수철 기둥. 용수철 기둥을 설치하는데 작은 묘목과 줄이 필요하다. 용
수철 기둥의 방아쇠는 똑딱이다. 이것은 동물을 지면에서 들어올려서,
육식동물이 사냥감을 가져가지 못하게 고안되었다. 방아쇠가 너무 팽팽
하면 잡으려는 사냥감이 걸려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용수철 기둥
c. 상자 덫. 상자 덫은 설치하는데 줄이 약간 필요하다. 이것은 작은 설치
류와 새들을 붙잡기 위해 고안되었다. 상자 덫의 방아쇠는 변형된 4자
굳히기다.

상자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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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미끼를 매단 3단 바늘. 대형 세바늘을 동물이 충분히 뛰어오르게 하지만
도달하지 못할 만큼은 높지 않은 높이의 나뭇가지에 묶는다. 세바늘에
미끼를 매단다.
7. 통로 방호물. (MSVX.02.08g) 통로 방호물은 적군이나 육식 동물로부터 피난처
지역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것들은 소음과 사상자 발
생 통로 방호물로 분류된다.
a. 소음발생 통로 방호물. 소음발생 통로 방호물은 피난처 지역의 경보장치
로 사용된다. 방아쇠가 작동되면, 이것은 어떤 형태의 큰 소음이나 시각
적 신호를 발생시켜야 된다. 제작은 이용 가능한 재료들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그 중 한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일반 방아쇠로 사용할 어린 묘목을 확보한다.
⑵ 묘목의 끝부분에서 금속 조각 몇 개를 묘목에 매단다. 어떤 금속
이라도 이용한다.
⑶ 지면의 금속을 위장한다.
⑷ 방아쇠가 작동되면, 금속이 소리를 내게 묘목이 앞뒤로 흔들려야
된다.
b 사상자 발생 통로 방호물. 방아쇠가 작동되게 되면, 적군이나 육식 동물
을 죽이거나 부상당하게 하여야 한다. 뾰족한 것에 생존 식물 사용법 과
정에서 다루는 것과 같이 독약을 발라야 한다. 이런 형태의 사상자 발생
통로 방호물에는 일반 방아쇠가 사용되어야 한다.
⑴ 통나무 던지기.

통나무 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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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낚시 바늘 악몽.

낚시 바늘 악몽
참고표:
1. Dr. Major L. Boddicker, Trapping Rocky Mountain Furbearers, 1980.
2. Raymond Thompson, Snares and Snaring, 3rd Edition 1996.
3. Chris Janowski, A Manual that Could Save your Life,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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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해병대
캘리포니아주, 브리지포트시
마운틴 워페어 트레이닝 센터(MWTC)

MSVX.02.09
02/06/05
수강생 유인물
사냥감의 생존 사용
최종 학습 목표. 생존 환경에서 생존키트와 획득한 사냥감이 주어지면, 참고표에 따
라 사냥감을 섭취할 수 있게 준비를 한다. (MSVX.02.09)
학습 목표 부여:
⑴ 참고표의 도움 없이 동물이 주어지면, 참고표에 따라 사냥감을 손질하고
가죽을 벗긴다. (MSVX.02.09a)
⑵ 참고표의 도움 없이 가공하지 않은 가죽이 주어지면, 참고표에 따라 적
절한 물건을 제작한다. (MSVX.02.09b)
⑶ 참고표의 도움 없이 고기 조각이 주어지면, 참고표에 따라 고기를 보관
한다. (MSVX.02.09c)
⑷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TOM" 이란 문자를 목록으로 만든
다. (MSVX.02.09d)
⑸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인간이 섭취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사냥감 부위들을 목록으로 만든다. (MSVX.02.09e)
개요
1. 사냥감 죽이기.
A. 코 두드리기와 심장 밟기. 곤봉으로 동믈의 코를 두드린다. 이것이 동물을
기절시킨다. 곤봉을 목에 가로질러 놓는다. 동물이 아래에 있게 한쪽 발로
곤봉을 밟는다. 그리고 다른 쪽 신발의 뒤꿈치로 동물의 가슴부위를 여러 번
때린다. 이러면 심장이 부풀어 올라 동물은 내출열을 일으킨다.
B. 피 빼기. 동물의 목을 베어내거나 흉강을 뚫어서 이 방법을 완성한다.
C. 두드리기. 동물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단순히 두드린다.
D. 목 부러뜨리기. 첫 단계는 코를 두드리는 것과 같다. 곤봉을 목에 가로질러
놓고, “뚝 부러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뒷다리를 끌어당겼다가 놔준다. 일
단 동물이 뒷다리를 똑바로 펴면 죽은 것이다.
2. 사냥감 준비. (MSVX.02.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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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손질하기. 일단 동물이 죽으면 즉시 손질을 해야 한다. 그래야 흉강이 식어
서 부패와 세균의 중가를 늦춘다. 흉강에 버팀대를 사용하면 이 과정에 도움
이 된다.
1) 사냥감.
a) 잘 갈아진 휴대용 칼로 항문 주위를 자른다. 장과 콩팥에 구멍이
나지 않게 조심한다.
b) 가죽을 항문에서 흉강 쪽으로 자른다. 이것은 먼저 가죽 밑으로
손가락 두 개를 넣어서 처리한다. 다음으로, 휴대용 칼날을 손가
락 사이에 끼운다. 이것은 장이 찢어져서 고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한다.
c) 심장, 폐, 간에 도달하면 끌어내서 창자와 분리하여 놓는다. 이런
기관들은 식용에 적합하다. 간에 흰점들이 있는지 점검한다. 만일
간위에 흰점들이 있다면 동물은 들토끼병에 걸렸을 수가 있다.
2) 조류.
a) 몸통이 따뜻하거나 뜨거운 물에 담글 수 있을 때 깃털을 뽑는다.
b) 조류도 껍질을 벗길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으로 조류의 지방층
이 제거되어 생존 상황에서는 낭비가 된다.
c) 항문에서 꼬리 쪽으로 절개하여 내장을 끌어낸다.
3) 파충류/양서류.
a) 머리를 독주머니 뒤쪽까지 충분히 잘라 버린다.
b) 항문에서 목까지 가죽을 벌린다. 내장 기관을 끌어내서 버린다.
유의사항: 상자거북, 밝은 색깔의 개구리, 등에 "X" 표식이 있는 개구리,
두꺼비 등은 피해야 한다.
B. 가죽 벗기기. 보호 층 역할을 하고 있는 가죽은 가능한 빨리 제거되어야 한
다. 그래야 고기가 식게 되고 막이 형성된다. 피는 음식 재료이므로 가능할
때 모아야 한다.
⑴ 큰 사냥감 - 망토 방식
⒜ 발목 바로 위에 있는 아킬레스건을 찾아 뼈와 근육 사이에 작은
틈을 자른다. 그러면 틈에다 밧줄이나 끈 등을 꿰어서 동물을
나뭇가지나 임시 선반으로 만든 곳에 거꾸로 매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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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을 매달은 바로 아래에서 뒷다리 둘레를 완전히 자른다. 그
리고 뒷다리 안쪽에서 항문 쪽으로 자른다.
⒞ 가죽을 머리 쪽으로 똑바로 끌어내린다. 뒷다리에 사용한 절차를
앞다리에서 반복한다. 가죽이 머리에서 벗겨질 때까지 계속 잡
아당긴다. 만일 뿔이 있는 동물이라면 가죽을 잘라야 한다.

⑵ 작은 사냥감 - 뒤집기 방식
⒜ 작은 사냥감은 큰 사냥감과 비슷하게 가죽을 벗기거나 뒤집을
수 있다. 가죽 뒤집기는 전체 가죽을 몸통 뒤쪽에서부터 벗겨내
는 것으로, 동물의 발목 둘레와 뒷다리에서 꼬리까지 자르기만
하면 된다. 이 방법으로는 가죽으로 벙어리장갑, 가방, 기타 담
을 수 있는 물건을 만들 수 있다.

뒤집기 방식
⑶ 물고기
⒜ 물고기의 껍질은 보통 그대로 놔둔다.
⑷ 조류
⒜ 조류의 껍질은 그대로 놔둬야 한다. 껍질과 고기 사이에 두꺼운
지방 조직 층이 있다.
⑸ 파충류/양서류
⒜ 파충류의 껍질은 그대로 둔다.
C. 고기 자르기. 고기 자르기란 단순히 다루기 쉬운 크기로 고기를 자르는 것이
다. 더 작은 동물은 보통 통째로 놔두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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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자르기
유의사항: 독약을 사용해서 죽인 사냥감은 오염 부위에서 2인치(약 5센티미

터)의 육면체 크기로 고기를 제거해야 한다.
D. 세척. 고기는 오물을 제거하기 위해 씻어야 한다. 방광이나 배설기관이 가죽
을 벗기는 과정에서 터진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3. 고기의 조리.
A. 고기의 조리는 세균과 기생충을 죽이는 것이다. 모든 사냥감을 완전히 익을
때까지 조리한다. 생존에서는 흔적이 없어야 한다. 빨리 섭취할 수 있을 때
에만 조리한다. 이론적으로는 오염되는 것을 피하려면 심장과 간을 먼저 먹
어야 한다. 조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1) 삶기. 이것이 가장 좋은 조리 방법이다. 삶는 것은 생존 도전자가 국물
에 모아진 동물의 지방과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게 한다.
2) 굽기. 이 방법은 낭비가 심하여 생존 상황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4. 가죽 다듬기. (MSVX.02.09b)
A. 살 바르기. 살 바르기는 실제로 가죽에서 고기, 조지, 지방 등을 제거하는 것
이다. 살 바르기는 되도록이면 가죽이 마르기 시작하기 전에 가능한 빨리 하
는 것이 더 쉽다.
1) 만약 말랐다면 가죽을 물에 담그거나 적신다.
2) 가죽을 단단하고, 매끈하고, 등근 물건에 놓는다.(즉, 통나무 또는 반합)
3) 대검, 무딘 칼, 날카로운 돌이나 뼈 도구 등을 몸통과 10도 각도로 벌여
서 쥐고, 밀어서 지방과 막을 가죽에서 떼어낸다. 복부의 보다 부드러운
부분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비버와 오소리는 반드시 가죽으
로부터 지방을 때어내야 한다.
4) 모든 지방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이것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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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늘리기. 갓 만들어진 다듬지 않은 것이나 젖은 가죽은 늘려야 한다. 틀이나
땅을 이용하여 늘릴 수 있다.
1) 틀에서 늘리기는 가죽을 끈으로 틀에 고정시키고 단단히 당기는 것이다.
2) 땅에서 늘리기는 가죽을 땅에 말뚝으로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다.
3) 틀은 막대기를 원래 방향과 반대로 구부려서도 사용할 수도 있다.
4) 가죽이 덜 줄어들고 덜 딱딱해질수록 처리 결과물은 더 부드럽게 된다.
C. 털.
1) 날카로운 돌 도구를 사용하여 털을 긁어 벗긴다. 가죽을 물에 담그면 이
과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D. 뇌수 사용하기. 뇌수는 윤활제와 같은 성질이 있어 임시 방수제가 된다.
1) 들것 위에서 가죽을 흠뻑 적신다.
2) 동물로 부터 뇌수를 꺼낸다.
3) 뇌수를 물에 섞어서 풀 같은 용액을 만든다.
4) 일단 뇌수가 따뜻하고 충분히 섞이면 가죽 안쪽에 문지른다. 혼합물을
털이 없는 쪽에만 손으로 철저하게 문지른다.
E. 연마 하기. 이 과정은 강제로 뇌수를 가죽 속으로 충분히 스며들게 한다.
1) 가죽을 추가로 눅눅하게 하기 위해 물에 적신다.
2) 막대의 무딘 쪽을 사용하여 가죽에서 물이 없어질 때까지 섬유질을 긁어
내고 늘리면서 구석구석 압력을 가한다.
3) 가죽을 들것 위에 팽팽하게 하고 마르도록 놔둔다.
F. 문지르기. 다음의 중요한 과정은 약간의 열을 나도록 심하게 마찰을 일으키
며 문질러서, 말리기, 늘리기, 거친 것 다듬기 등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1) 제거할 수 없는 묶는 구멍과 털만 남겨두고 가장자리를 따라 틀에서 가
죽을 잘라낸다.
2) 두 나무 사이에 반 인치(약 1.3센티미터) 밧줄을 매어서 이용한다. 모든
가장자리 둘레 다른 지점에서 가죽을 붙잡고 당기고, 당기고, 당긴다.
3) 밧줄을 이용할 수 없다면, 땅에 앉아 가죽을 발위에 걸고 잡아당기며 가
죽을 문지른다.
G. 그을리기. 가죽을 그을리는 것은 가죽이 방수가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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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젖은 나무나 생나무토막을 불에 넣는다. 샐비어나 버드나무가 좋다. 목적
은 나무토막이 타지 않고 연기를 내는 것이다.
2) 그을리는 것은 금방 되지만, 불꽃으로 가죽을 망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H. 동물 가죽 활용. 동물 가죽 활용은 실제로는 제한이 없다. 다음에 열거된 것
은 일부 아이디어들이다.
5. 고기의 보관. (MSVX.02.09c)
A. 보툴리누스 중독. (MSVX.02.09d) 보툴리누스 중독은 부적절하게 보관된 고
기가 원인인 종종 치명적인 식중독이다. 보툴리누스균은 관리되는 환경에서
자란다. “TOM" 이란 문자가 보툴리누스 중독을 이기는데 유익하다. 만일 보
관 과정에서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제거된다면, 보툴리누스균은 살
수 없다.
1) T - 온도, 보툴리누스균은 섭씨 4~60도 사이에서 잘 자란다.
2) O - 산소, 보툴리누스균이 살아있으려면 밀폐된 환경이 필요하다.
3) M - 습기, 보툴리누스균이 살아있으려면 습기가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B. 냉동.
1) 냉동 전에 고기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조각들로 자른다.
2) 사용할 준비 때까지 냉동 상태로 보관한다. 고기가 만약 해동되고 다시
냉동된다면 상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
C. 냉장.
1) 뚜껑이 있는 금속이나 나무 그릇에 넣는다. 그릇은 환기를 시켜야 한다.
2) 그릇을 물속에 넣거나 축축한 땅, 되도록이면 그늘진 장소에 묻는다.
3) 곰팡내 나는 고기를 버리지 않고, 곰팡이를 잘라 내거나 벗기고 평소처
럼 조리한다.
D. 육포. 육포는 탈수로 고기의 무게가 줄어들도록 몇 주간 계속 놔둬야 한다.
육포는 고기로만 만든다.
1) 고기를 약 ¼인치(약 0.6센티미터) 두께의 얇은 띠 모양으로 자른다. 두
꺼운 지방 부위를 모두 제거한다.
2) 모닥불 옆에 놔서 약간 그을린다. 고기에 얇은 껍질 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벌레와 곤충을 막아준다. 침엽수 종류가 아닌 단단한 나
무를 사용하는 것을 기억한다. 그을리려면, 고기를 조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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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단 고기에 껍질 층이 생기면, 고기를 제거하고 대략 24시간 동안 공기
중에서 건조시키기 위해 띠 모양의 고기를 걸이에 건다. 건조가 되면 고
기를 약간씩 당겨서 떼어내며 섬유질을 쪼개고 다시 24시간 건조시킨다.
4) 딱딱하고 부서지기 쉽게 되면, 걷어 내려서 공기가 통하는 자루나 천에
보관한다. 이것을 스튜, 스프에 사용하거나 숯으로 살짝 구워서 먹는다.
5) 작은 동물, 물고기, 조류 등은 통째로 말린다. 껍질을 벗긴 후 등을 다리
사이에서 나누고 막대기를 넣어서 체강이 열린 상태가 되도록 한다. 동
물은 약간 그을리고 햇볕에 늘어놓아서 건조시킨다. 완전히 말랐을 때
뼈가 부서질 때까지 가루로 만든다. 공기 중에서 하루가 더 지나면 골수
가 말라서 보관할 수 있게 된다.
E. 페미컨. 페미컨으로 고기를 수 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1) 딸기를 말리고 가루로 반죽을 만든다.
2) 건조된 육포를 반죽에 첨가한다.
3) 녹인 기름(콩팥 주변의 지방이 많은 조직)을 딸기와 육포에 섞는다.
4) 혼합물을 굴려 작은 공으로 만들어서 큰 동물의 깨끗한 내장에 넣는다.
4) 내장자루는 닫아서 묶고, 기름으로 막아서 비닐이나 가죽 주머니에 저장
한다.
6. 특정 부위.
A. 사냥감의 실제 고기 이외에 먹을 수 있는 다른 부위들이 있다. 이것들은 다
음과 같다. (MSVX.02.09e)
1) 뇌수,
2) 눈.
3) 혀.
4) 간.
5) 심장.
6) 폐.
7) 콩팥.
8) 모래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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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급조 도구, 무기, 장비
최종 학습 목표. 생존 환경에서 생존키트가 주어지면, 참고표에 따라 야외 급조 도
구를 제작한다. (MSVX.02.10)
학습 목표 부여:
⑴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야외 급조 도구를 제작하는 데 사용
되는 자원들을 목록으로 만든다. (MSVX.02.10a)
⑵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야외 급조 도구용 손잡이를 묶는 방
법들을 목록으로 만든다. (MSVX.02.10b)
⑶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곤봉의 종류들을 목록으로 만든다.
(MSVX.02.10c)
⑷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곤봉을 제작한다.
(MSVX.02.10d)
⑸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그릇을 제작한다.
(MSVX.02.10e)
개요
1. 자원. (MSVX.02.10a) 모든 야외 즉석 도구, 무기, 장비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
료들은 5개의 범주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a. 돌.
b. 뼈.
c. 나무.
d. 금속.
e. 다른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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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돌. 돌은 훌륭하게 두드리고, 구멍 뚫고, 자르는 도구로 만들 수 있지만,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다. 각암, 부싯돌 또는 흑요석 같은 일부 돌은 아주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지고 있다.
⑴ 쪼개기와 떼내기. 돌의 모서리를 날카로운 돌을 만들려면 쪼개기
와 벗기기 도구가 필요하다. 떼내기 도구는 돌을 작게 부수는데
사용되는 가볍고 모서리가 뭉툭한 도구이다. 테내기기 도구는
돌을 얇고 평평하게 부수는데 사용되는 날카로운 도구이다. 쪼
개기 도구는 나무, 뼈 또는 금속으로, 떼내기 도구는 뼈, 가지
뿔 또는 연철로 만들 수 있다.

⑵ 무기의 윗부분. 어떤 돌은 힘이 가해지면 압력에 의해 부서진다.
돌을 고를 때는 사용하기 전에 강도를 시험한다.
g. 뼈. 벼는 용도가 다양하다. 낚싯바늘, 화살촉, 흙손, 송곳, 소켓, 손잡이
등은 극히 일부의 생각일 뿐이다.
⑴ 생 뼈. 생 뼈는 바위 같이 무거운 물체로 부수어야 한다.
⑵ 모양 만들기와 날 세우기. 부서진 뼈 조각에서 쓸 만한 날카로운
조각을 고른다. 나중에 이 조각을 표면이 거친 바위나 금속 줄
(즉, 다목적 칼에 있는)에 문질러서 모양을 만들거나 날을 세울
수 있다.
h. 나무. 나무는 용도의 제한이 없다. 칼날로 나무를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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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형태. 나무는 일반적으로 단단한 것과 무른 것 두 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모든 생존 사용에서 단단한 나무가 선호된다. 나무의
강도를 시험하려면 손톱으로 나뭇결을 눌러보면 된다. 자국이
보이는 나무는 대개 무른 것이다.
⑵ 날 세우기. 모든 나무의 끝은 자루의 옆 방향으로 날을 세운다.
나무는 중심이 가장 약하여 뾰족한 것이 유지되지 않는다.

⑶ 불 담금질. 마르지 않은 “생나무”는 사용 전에 불 담금질을 해야
한다. 이 나무를 시험하려면, 엄지손톱으로 껍질을 부드럽게 긁
는다. 만일 습기나 초록색이 엷게 나타나면, 생나무로 판단한다.
불 담금질은 도구의 끝 부분을 뜨거운 숯 위에 가까이 대고 천
천히 돌리면 된다. 점차 나무에서 쉿 소리가 나며 증기가 나오
게 된다. 불 담금질은 세포를 부풀리고 수액을 진해지게 하여,
나무가 마모와 충격에 더 잘 견딜 수 있게 된다. 태우지 말아야
한다. 끝 부분만 엷은 갈색이 될 때까지 불 담금질을 한다.
⑷ 숯 태우기. 나무를 오목하게 파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나무를
오목하게 파내는 것은 숯 태우기라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집게를 사용하여 뜨거운 숯을 파낼 곳 위에 놓고, 불씨가
계속 타도록 약하게 꾸준히 바람을 분다. 가능하면, 바람의 방향
을 조정하기 위해 얇은 갈대나 속이 빈 뼈를 사용한다. 숯이 다
타탄 후에 태운 부분을 칼이나 날카로운 돌로 긁어낸다. 원하는
깊이까지 오목해 질 때까지 새 숯으로 이 과정을 반복한다.
d. 금속. 금속은 날이 선 야외 급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재료이다.
적절히 고안하면 금속은 찌르고, 베고, 자르는 칼의 세 가지 기능을 충족
시킬 수 있다. 먼저 원하는 최종 물건과 가장 비슷한 적절한 금속 조각
을 고른다. 크기와 본래의 모양에 따라 금속을 표면이 거친 바위나 금속
줄에 문질러서 뾰족한 끝과 칼날을 만들 수 있다. 만일 금속이 아주 무
르다면 금속이 차가울 때 한 쪽 모서리를 두드려 펼 수 있다. 적당히 평
평하고 단단한 표면은 모루로 사용하고, 돌이나 금속처럼 더 단단한 것
은 모서리를 두드려 펴는 망치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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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다른 재료. 다른 재료는 다음과 같이 몸에 지니고 있거나 휴대하고 있는
품목으로 야외 급조 도구를 제작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⑴ 휴대장비 부착 클립. 미끄럼 유지 클립은 빼내어 끝이 뾰족하게
날을 세울 수 있다.
⑵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렉시 유리, 항공기용 유리는 모양을 만들
고 끝이 뾰족하게 날을 세울 수 있다. 또한 플라스틱은 녹여서
접착제로 사용할 수 있다.
⑶ 낙하산 줄. 낙하산 줄은 야외 급조 도구를 제작하는데 제한 없이
사용된다.
⑷ 송진 접착제. 송진 접착제는 제대로 만들면 에폭시 접착제와 유
사하다. 소나무에서 송진을 찾아서 따낸다. 사용하기에 가장 양
질의 송진은 신선한 수액이다. 오래된(마르고 단단한) 수액도 사
용될 수는 있지만 같지는 않다. 송진을 평평한 바위 같은 높은
받침대 위에 녹인다. 송진이 받침대 아래로 떨어진다. 15~20센
티미터의 막대를 사용하여 막대가 커다란 성냥개비처럼 될 때까
지 송진에 담가서 코팅을 한다. 송진 막대를 접착제로 사용하려
면, 막대 끝의 송진에 불을 붙여서 송진을 접착하려는 부분에
떨어뜨린다. 일단 송진을 충분히 덮었으면 송진위에 활성제를
뿌린다. 활성제는 곱게 갈은 달걀껍질이나 나무 태운 재다.
2. 곤봉. (MSVX.02.10c) 곤봉은 잡는 것이지 던지는 것이 아니다. 야외 급조 무기
로 곤봉으로는 적군에게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 하지만 손끝보다는 멀리 방
어 범위를 넓힐 수는 있다. 또한 자신은 해를 입지 않으면서 타격의 세기를 증
가시킬 수 있다. 곤봉에는 단순한 것과 강화된 것 두 종류가 있다.
a. 단순 곤봉. 단순 곤봉은 막대나 나뭇가지 이다. 이것은 쉽게 휘두를 수
있게 충분히 작아야 하지만, 타격하는 것에 손상을 입힐 만큼 길고 강해
야 한다. 굵기는 손바닥으로 편하게 잡을 수 있어야 하지만, 충격으로 쉽
게 부러질 정도로 가늘어서는 안 된다.
b. 강화 곤봉. 강화 곤봉은 단순 곤봉 한쪽 끝을 무겁게 한 것이다. 무거운
것은 나무의 옹이같이 자연적인 것이나, 곤봉에 묶은 돌같이 무언가를
붙인 것일 수 있다. 곤봉을 강화시키려면, 다음과 같이 제작한다.
⑴ 곤봉에 묶을 수 있는 모양의 돌을 찾는다. 약간 모래시계 모양의
돌이 잘 된다. 적당한 모양의 돌을 찾을 수 없다면, 쪼기로 알려
진 기법으로 돌에 자국이나 홈을 만들어야 한다. 더 작고 단단한
돌로 곤봉의 돌을 반복해서 쪼면, 원하는 모양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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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맞은 길이의 나무 하나를 찾는다. 이왕이면 단단한 나무가 가장
좋다. 길이는 돌의 무게와 비교하여 편하게 느껴져야 한다.
⑶ (MSVX.02.10b) 돌을 자루에 묶는다. 돌을 자루에 부착하는 기법
에는 찍기와 감싸기 두 종류가 있다.

감싸기
3. 생존 막대. 생존 상황에서 유용한 생존 막대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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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땅파기 막대. 먹을 수 있는 뿌리를 찾는 것은 아주 쉽지만, 대부분의 뿌
리들이 깊게 자라서 몇 가지 좋은 기법이 없다면 파내기가 어려울 수 있
다. 솜씨 좋게 사용하는 땅파기 막대라는 간단한 도구가 시간과 에너지
를 절약하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긁어내고 파내는데 평평한 돌과 손가
락으로 쓰게 되어, 감염될 수도 있다.
⑴ 길이가 약 90센티미터, 지름이 약 2.5센티미터이고, 가능하다면
곧은 단단한 나무 막대를 찾는다.
⑵ 나무껍질을 제거한다.
⑶ 나무 끝을 끌 모양으로 만든다.
⑷ 생나무로 만들었다면 끌을 불 담금질을 한다.

땅파기 막대
b. 올가미 막대. 올가미 막대는 올가미에 제대로 걸리지 않아 여전히 살아
있는 동물들의 목을 조르고 잡는데 유용하다.
⑴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 만큼 긴 막대를 찾는다.
⑵ 가는 쪽 끝에 철사나 뻣뻣한 밧줄로 만든 올가미를 붙인다.
⑶ 동물을 잡으려면 올가미를 목 뒤로 넣어서 단단히 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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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새총. Y자 모양의 나무로 새총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새총은 대단히 효과적이고
정확한 무기이다.
⑴ 단단한 Y자 모양의 막대를 찾는다.
⑵ 생존 키트에서 새총 고무줄과 탄대를 꺼내어 붙인다.

d. 던지는 막대. 생존용 무기로 가장 단순한 것 중 하나가 던지는 막대다.
도구로서 던지는 막대는 보통 닿기에는 너무 높은 나무의 죽은 가지를
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죽은 가지는 땔나무로 사용될 수 있다.
⑴ 길이가 약 5-90센티미터, 지름이 약 4-5센티미터로 가능하면 곧
은 막대를 찾는다.
⑵ 막대에서 나무껍질을 벗긴다.
⑶ 막대의 양쪽 끝을 가늘게 한다.
⑷ 생나무로 만들었다면 막대기 전체를 불 담금질을 한다.
⑸ 던지는 막대 사용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 숲이 우거진 장소에
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깨위로 손을 들어 휘두르는 동작을 하
는 것이다. 훤히 트인 장소에서는 옆으로 휘두르는 동작으로 살
상 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다.
4. 밧줄. 밧줄을 만들기 전에 재료의 적합성을 결정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시
험이 있다. 우선, 강도를 시험하기 위해 재료를 길이로 당긴다. 다음으로, 손가락
을 사용하여 꼬아서 섬유질을 함께 뭉친다. 만일 이렇게 다루어도 재료가 견디고
흩어지지 않는다면 섬유질을 옭매듭으로 묶고 약간 조인다. 매듭이 풀리지 않는
다면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a. 적합한 밧줄은 붓꽃 잎, 유카, 또는 쐐기풀 줄기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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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조 꾸러미. 말굽모양 꾸러미는 만들고, 사용하기가 간단하고, 비교적 어깨에
걸쳐서 휴대하기에 편하다.

a. 이용 가능한 판초우의나 방수포 같이 네모난 재료를 바닥에 펴놓는다.
b. 물건들을 재료의 한쪽 모서리 위에 놓는다. 자주 사용되는 물건들(즉, 반
합 등)은 바깥쪽으로 놓는다. 단단한 물건들을 덧댄다.
c. 재료를(물건들과 함께) 반대쪽 모서리 방향으로 말아서 양쪽 끝을 단단
히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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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남은 줄을 꾸러미의 길이를 따라 묶는다.
e. 꾸러미 가운데를 접고, 줄의 긴 쪽을 접은 자리 위쪽까지 잡아맨다.
f. 꾸러미를 둘러멘다.
6. 기구. 기구들은 음식물을 조리하고, 먹고, 보관하는데 사용된다.
a. 그릇과 용기. 그릇과 용기에 음식물을 담거나 보관할 수 있다. 이것들은
뼈나 나무로 만들 수 있다. 나무로 만들려면:
⑴ 나무 조각을 찾거나 쪼갠다.
⑵ 원하는 깊이까지 숯으로 태운다.

숯으로 태운 그릇
b. 스포크(포크 겸용 스푼). 스포크는 먹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칼로 나무
조각을 깎아 원하는 모양을 만든다.

스포크
c. 부젓가락. 부젓가락은 숯 불씨같이 뜨거운 것들을 옮기는데 도움이 된다.
⑴ 생생한 어린 나무를 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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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어린 나무를 반으로 갈라서 나무껍질을 벗긴다. 각 부분의 양쪽
끝을 평평하게 한다.
⑶ 각 반쪽들을 불 담금질을 한다.

부젓가락
참고표:
1. FM 21-76, Survival, 1992.
2. Chris Janowski, A manual that could save your life, 1989.
3. Tom Brown, Field Guide to Wilderness Survival,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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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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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 워페어 트레이닝 센터(MWTC)

MSVX.02.11
04/19/00
수강생 개요
생존 용도의 식물과 벌레 찾기
최종 학습 목표.
⑴ 생존 환경에서 생존키트가 주어지면, 참고표에 따라 식물자원을 확인하
고 먹고 산다. (MSVX.02.11)
⑵ 생존 환경에서 생존키트가 주어지면, 참고표에 따라 벌레자원을 확인하
고 먹고 산다. (MSVX.02.12)
학습 목표 부여:
⑴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피해야 될 식물들을 목록으로 만든
다. (MSVX.02.11a)
⑵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손질한다.
(MSVX.02.11b)
⑶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약용 목적의 식물을 손질한다.
(MSVX.02.11c)
⑷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동물들을 중독시킬 수 있는 식물들
을 목록으로 만든다. (MSVX.02.11d)
⑸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피해야 될 여섯 종의 벌레들을 목록
으로 만든다. (MSVX.02.12a)
⑹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먹을 수 있는 벌레들을 손질한다.
(MSVX.02.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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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일반 고려사항. 전 세계에 어떤 형태이던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없는 지역은 거
의 없다. 식물은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 섬유 등을 가지고 있
다. 일반 고려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a. 새나 동물이 식물을 먹었기 때문에, 사람도 먹을 수 있다고 추측하면 안
된다.
b. 식물 인식기술이 부족하면 생존의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받게 될 것이다.
c. 겨울철에는 식물의 휴면과 강설로 식물을 찾기가 어렵다.
d. 일반적으로 식물에 중독되는 것은:
⑴ 섭취. 독성 식물의 부위를 먹었을 때.
⑵ 접촉. 어떤 형태라도 피부자극이나 피부염을 일으키는 독성 식물
의 부위를 접촉했을 때.
⑶ 흡수. 피부를 통해 독을 흡수했을 때, 신체의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
⑷ 흡입. 중독은 독성 식물의 찌꺼기가 포함된 연기의 흡입을 통해
발생될 수 있다.
e. 식물의 특성은 성장 시기동안 변할 수 있다. 특정한 시기에는 식물을 먹
을 수 있는 반면에 다른 때에는 독성이 있다.
2. 식물 확인. 식물확인에 숙달하는 것은 복합적하고 열심히 연구해야 한다. 식물들
을 확인한다. 식물의 확인은 친숙함을 통해 특정한 종류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
라, 잎의 모양과 둘레, 잎의 배열, 뿌리의 구조 등의 요소들을 이용한다.
a. 잎 둘레. 기본적인 형태의 잎 배열들은 마주보기, 둘레는 톱니 모양, 둥
글게 튀어나온 모양, 톱니가 없거나 매끈한 모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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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잎 모양. 잎들은 창 모양, 타원, 달걀 모양, 장방형, 쐐기 모양, 삼각형,
길고 뾰족한 모양, 지붕 모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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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잎 배열. 기본적인 잎의 배열은 마주나기, 어긋나기, 겹잎, 홑잎, 방사상
잎 등이다.

d. 뿌리 구조. 기본적인 뿌리의 구조는 알뿌리, 작은 알뿌리, 곧은 뿌리, 덩
이줄기, 땅속줄기, 알줄기, 관 뿌리 등이 있다. 알뿌리는 우리에게 익숙
한 양파로, 반을 잘랐을 때 동심원상의 고리들이 나타난다. 작은 알뿌리
는 알뿌리와 비슷한 구조로 우리에게 마늘로 알려져 있으며, 쪼개질 때
작은 조각으로 분리된다. 이런 특징으로 야생 양파와 야생 마늘을 나눈
다. 곧은 뿌리는 당근을 닮아서 뿌리가 하나이거나 갈라져 있지만, 보통
뿌리 하나에서 하나의 줄기만 자란다. 덩이줄기는 감자와 원추리 같으며
어미식물 아래에서 이러한 끈이나 덩어리 구조를 찾을 수 있다. 땅속줄
기들은 옆으로 뻗는 커다란 뿌리줄기나 땅속의 줄기로, 뿌리의 “마디”에
서 식물들이 자라난다. 알줄기는 알뿌리와 비슷하지만 잘랐을 때 고유의
고리들 보다는 균일하다. 관 뿌리는 아스파라거스 같은 식물에서 발견되
는 뿌리 구조로 토양의 표면 아래에 놓은 대걸레를 많이 닮았다.

노마드생존전략연구소

MSVX.02.11

11-4

3. 식용 결정. 식물 음식으로만 구성된 식사를 한다는 생각은 종종 고통스럽다. 이
것은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신뢰와 지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생존 프로그램에
서는 그렇지 않다. 만일 해병대원이 무엇을 찾을지 알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
고, 그것을 먹을 수 있게 적절하게 손질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먹을 것을 발
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a. 피해야 할 식물의 종류. (MSVX.02.11a) 전문가들은 약 30만개의 분류된
식물들이 있다고 추정한다. 식물 음식을 구할 때 명심해야 될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첫 번째 고려사항은 식물이 먹을 수 있고, 가급적이면
입에 맞는 것이다. 다음으로 식물이 발견되는 지역에 상당히 풍부해야
한다. 만일 같은 분류인 식물에 먹을 수 없거나 독성이 있는 종류가 포
함되어 있다면, 식용식물은 독성이 있는 것과 평범한 관찰로도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줄기, 과일, 견과 등 특정한 부위를
먹을 수 있어서 선택된다. 모르는 식물을 식량원으로 선택할 때는 다음
의 일반적인 규칙을 적용한다.
⑴ 버섯과 곰팡이. 이것들은 아무 맛이 없는 독성 펩티드와 단백질
에서 나온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는 안 된다.
⑵ 우산 모양의 꽃이 있는 식물. 이런 식물들은 당근, 셀러리, 딜,
파슬리 등과 같은 분류라고 해도 철저히 피해야한다. 가장 독성
이 강한 식물 중 하나인 독미나리도 이것과 같은 분류다.
⑶ 버섯콩, 완두콩, 꼬투리 속의 씨앗. 모든 콩과 식물 분류를 피해
야 한다.(콩, 완두통) 이것들은 토양에서 무기질을 흡수하여 문
제를 일으킨다. 흡수된 가장 일반적인 무기질은 셀레늄이다. 셀
레늄은 로코초에 명성을 준 것이다.
⑷ 세 잎, 돌려나기 잎의 잎차례. 이런 잎차례는 층층이 부채꽃과
다른 독성 식물의 분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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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모든 알뿌리. 일반적인 규칙으로는 모든 알뿌리는 피해야 한다.
독성 알뿌리의 예로는 튤립과 애기백합이 있다.
⑹ 백색과 황색 딸기. 색깔이 있는 딸기들은 대부분 모두 독성이므
로 피해야 한다. 잘 알려진 적색 딸기의 절반정도가 독성이다.
⑺ 우유 같은 수액이 있는 식물. 독성 식물을 가리킨다.
⑻ 빛나는 잎이 있는 식물. 이런 종류의 식물들은 독성이 있는 것으
로 염려되어 주의해야 한다.
⑼ 피부를 자극하는 식물. 이런 종류의 식물들에 덩굴 옻나무가
b. 모르는 식물의 손질. (MSVX.02.11b)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모든 식물
포함된다.들은 시험 삼아 섭취하기 전에 적절하게 손질한다. 피해야 할
식물의 종류로 기술한 식물들을 손질해서는 안 된다. 식물에 있는 여러
해로운 독들은 열로 파괴되거나 물에 녹을 수 있지만, 일부 독들은 예외
로 남는다.
⑴ 일부(잎, 꽃, 줄기 또는 뿌리 등)를 반합 뚜껑에 놓는다.
⑵ 반합 뚜껑에 물을 채우고 끓인다.
⑶ 물이 끓은 후에 반합 뚜껑을 불에서 꺼낸다. 물을 따라 버리고,
식물을 반합 뚜껑에 남겨놓는다. 삶고 물을 버리는 것으로 식물
에 있을 수 있는 독의 양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끓는 단계
가 매번 최소 5분씩은 지속되어야 한다.
⑷ 반합 뚜껑에 물을 채워서 과정을 반복한다.
⑸ 물을 두 번 따라 버린 후에야 식물을 시험한 것이 된다.
c. 식물 시험 절차. 인간이 섭취하는 식물의 안전성을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군은 식물 시험 절차를 개발하였다. 이 절차는 최후의 수단
으로 장기적인 생존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⑴ 최소 8시간 동안 어떤 음식도 먹지 못했음을 확인한다. 비상 소
비를 위해 숯을 반합 뚜껑 하나정도로 준비한다.
⑵ 그 지역에서 풍부하게 자라고 있는 식물을 선택한다. 시험을 원
하는 식물 부위를 분리한다. 뿌리. 줄기, 잎, 꽃 등. 식물의 특
정 부위는 독성이 있고, 다른 부위들은 식용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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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선택한 식물 조각을 팔뚝 안쪽에 비빈다. 15분 지난 후 부기, 발
진이나 염증 등이 있는지 찾는다. 시험하는 것은 접촉 독성이다.
⑷ 위에 기술한 모르는 식물 절차를 사용하여 손질한다.
⑸ 입술 바깥 표면에 손질한 식물의 작은 양(소량)을 대고 화끈거리
거나 가려운가를 시험한다. 만약 3분 후에도 입술에 반응이 없
으면, 손질된 식물 음식 소량을 혓바닥에 놓고 15분간 유지한
다. 삼켜서는 안 된다.
⑹ 15분간 혓바닥으로 유지한 후에도 반응이 없으면, 찬찬히 씹어서
다시 15분간 입에 문다. 삼켜서는 안 된다. 만일 불쾌한 현상
(화끈거리거나 쓰거나 구역질나는 맛)이 발생한다면, 즉시 입에
서 식물을 뱉고 식량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기한다. 만일 불쾌
한 현상이 없다면 식물 재료를 삼키고 8시간 기다린다.
⑺ 만일 8시간 후에도 불쾌한 현상(메스꺼움, 경련, 설사)이 없다면,
손질한 식물을 1/4컵 먹고 8시간 기다린다.
⑻ 이번 8시간이 끝날 때도 불쾌한 현상이 없다면, 식물이 같은 방
식으로 손질된다면 식용으로 생각될 수 있다.
⑼ 만일 증상(메스꺼움, 경련,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토하
고 준비한 숯을 먹는다.
⑽ 후일의 사용에 참고가 되도록 관측 일지에 식물을 완전히 기록
하고 스케치한다. 이것이 나중에 이 식물을 조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일 식물 특성이 변하였다면, 식물 시험 절차를 반
복해야 할 것이다.
4. 식용 식물. 구분될 수 있는 많은 식물들이 전 세계에 자리 잡고 있다. 공복에 한
가지 식물 음식의 대부분을 먹는 것은 설사, 메스꺼움, 경련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여기에 두 가지 좋은 예는 풋사과와 야생 양파같이 익숙
한 음식들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적당히 먹는다.
a. 일반 고려사항. 다음은 전 세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반 고려사항이다.
⑴ 사람들이 재배한 것과 유사한 식물들을 선택한다.
⑵ 줄기에 하나씩 있는 과일은 통상 먹기에 안전하다고 여겨진다.
⑶ 청색과 검정 딸기는 일반적으로 먹기에 안전하다.
⑷ 뭉쳐진 과일과 딸기는 항상 먹을 수 있다.(예를 들면, 심블베리,
라즈베리, 새먼베리, 블랙베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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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물이나 습한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종종 입에 잘 맞는다.
⑹ 방울이 있는 모든 나무들은 방울 속에 먹을 수 있는 씨앗을 만
든다. 부름켜, 송진, 솔잎 등은 비타민 C의 원천이다.
⑺ 하나의 과일 끝에 5장의 꽃잎이 있는 모든 과일들은 장미과에
속한다. 열매(과일)와 꽃은 식용이고 비타민 A와 C의 원천이다.
⑻ 모든 풀의 씨앗은 식용이다.
b. 특수 식물. 미국 서부지역에서 몇 가지 식용 식물들이 발견되었으며 쉽
게 확인할 수 있다.
⑴ 야생 양파 - 식물 전체
⑵ 민들레 - 뿌리와 잎
⑶ 물냉이 - 식물 전체
⑷ 부들 - 뿌리, 줄기와 대
⑸ 엉겅퀴 - 앤더슨, 황소, 엘크 엉겅퀴 뿌리와 꽃.
⑹ 얌파 -알뿌리
⑺ 노간주 나무 - 열매
⑻ 까치밥 나무 - 열매
5. 약용 식물. (MSVX.02.11c) 해병대원이나 부대의 생존에 위한 노력이 의학적인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다. 부상을 당하면 생존기대치와 도피능력을 감소시킨다.
a. 버드나무. 버드나무는 무리를 이룬 줄기와 매우 좁은 잎들로 두꺼운 관
목을 형성한다. 이것의 서식지는 젖은 토양, 강둑, 모래톱, 평평한 토사
등이 있다.
⑴ 속껍질로 만든 차를 마시면 열을 줄일 수 있다.
⑵ 속껍질 말린 가루는 심한 출혈을 막는데 사용될 수 있다.
⑶ 버드나무 숯 반 컵을 물에 타서 투여하면 설사를 치료할 수 있
다.
⑷ 버드나무 뿌리는 짓이겨서 치통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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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서양톱풀(야로우). 서양톱풀은 식물(크고, 보통 가지가 없고, 흰색 머리모
양으로 모인 꽃) 이다. 서양톱풀과 독미나리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⑴ 다진 서양톱풀 한 움큼을 문지르고 노출된 피부에 놓으면 벌레
를 쫒을 수 있다.
⑵ 서양톱풀 잎 찜질제를 상처에 놓으면 출혈을 막을 수 있다.
⑶ 작은 화상과 옻나무, 덩굴 옻나무로 인한 여러 발진들을 서양톱
풀 잎으로 영향 받은 위치를 눌러주면 완화시킬 수 있다.
⑷ 서양톱풀 뿌리를 씹으면 치통의 아픔을 완화시키고 열을 떨어뜨
릴 수 있다.
⑸ 신선한 서양톱풀 뿌리를 씻기 위해 물에서 비비는 것으로 강력
한 마취약을 만들 수 있다. 일단 뿌리를 씻겨 지면, 으깨어 부
드러운 덩어리로 만들어서 상처 부위에 약하게 누른다.
c. 의학용어와 정의. 다음 용어들과 그들의 정의는 약용 식물의 사용과 관
련이 있다.
⑴ 즙 또는 차. 내복 또는 외용 약초의 준비. 사발에 작은 양의 허
브를 놓고, 뜨거운 물을 붓고 사용 전에 20분 동안 (뚜껑을 덮
거나 안 덮거나) 담가둔다.
⑵ 찜질약. 부상이나 상처에 직접 붙이거나 천으로 감싸는, 짓이긴
잎이나 다른 식물의 일부에 붙여진 이름. 식물을 거즈나 비슷한
다른 재료에 놓고 접어서 거즈가 식물을 제자리에 잡고 있도록
한다. 거즈를 약 15~20센티미터의 더 큰 천에 놓고, 옆면을 안
쪽으로 만다. 식물이 떨어지지 않게 천을 위로 접는다. 물이 끓
는 동안에 식물이 담긴 천의 모서리를 잡고 아랫부분을 뜨거운
물에 담갔다 꺼낸다. 식물이 흠뻑 젖을 때까지 끓는 물에 잠겨
있게 한다. 천을 돌리는 동작으로 똑바로 꺼내며, 남은 물은 짜
서 그릇에 넣는다. 찜질약이 상처에 놓을 만큼 충분히 식자마자
환부에 붙인다. 효과를 보려면 찜질약은 참을 수 있을 만큼 뜨
거워야 한다.
⑶ 습포. 습포는 찜질약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상처에 붙일
때 차가운 것만 다르다.
유의사항: 찜질약과 습포는 필요하면 1~24시간 동안 붙여야 한다. 찜질약을 붙이면,
찜질약이 감염을 빼내고 독소를 중화시키면서 욱신거리는 통증을 경험할 수도 있다.
통증이 가라앉으면 찜질약의 임무가 완료된 것으로 제거시켜야 한다. 필요하면 원하
는 치료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새로운 찜질약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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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성 식물. (MSVX.02.11d) 생존도전자가 대형 사냥감을 죽이는 이상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특정한 식물들이 생존도전자를 도울 수 있다. 우
리가 논하려는 두 가지 식물은 독미나리와 투구꽃무리다.
a. 독성 식물 손질. 일단 독성 식물을 찾아냈다면, 식물의 뿌리를 파낸다.
독미나리와 투구꽃무리의 뿌리는 일반적으로 약 15~20센티미터 깊이까지 자란
다. 뿌리를 다룰 때 극도로 조심하여야 한다. 손과 뿌리 사이에 가르는 것 없이
뿌리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 가리는 것은 장갑, 양말, 티셔츠, 심지어 이끼도 될
수 있다. 독성이 있는 뿌리 안쪽이 드러나게 뿌리를 길게 찢는다. 뿌리가 찢어지
면, 창/활 끝을 식물의 벌려진 안쪽에 문지른다. 세심한 자세로 천천히 끝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작업한다. 일단 끝부분이 완전히 칠해지면, 독을 건조시키고 끝부
분을 다시 칠한다. 독을 칠한 후에 뿌리에서 독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칠하는
것을 계속한다. 이제 완성되어 끝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7. 벌레. 벌레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생명체이며 뛰어난 생존 음식이다. 이것
들은 잡기 쉽고, 쇠고기가 20%인 것과 비교되게 65~80%의 단백질을 제공한다.
이것들은 너무나 입맛을 당기지 않지만, 생존 상황에서 개인의 편견을 내세울 수
없다. 초점을 건강 유지에 맞추어야 한다.
a. 피해야 될 벌레.
⑴ 쏘거나 무는 모든 성충.
⑵ 털이 많거나 반짝이는 색깔의 벌레.
⑶ 모든 애벌레.
⑷ 자극성 냄새를 가진 벌레.
⑸ 모든 거미.
⑹ 진드기, 파리, 모기 같은 질병 매개체.
b. 식용 벌레.
⑴ 벌레 유충.
⑵ 메뚜기.
⑶ 딱정벌레.
⑷ 땅벌레.
⑸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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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흰개미.
⑺ 지렁이.
c. 벌레 찾기. 누구나 바꿀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에너지를 음식을 얻는데
소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메뚜기 같은 벌레들을 잡는
것이 좌절감을 주고 피곤하게 될 수 있다.
⑴ 야간에 메뚜기는 키 큰 식물에 올라가 꼭대기 근처의 줄기에 매
달린다. 이것들은 이른 아침에 차가워져서 쉬고 있는 동안에 식
물에서 잡아낼 수 있다.
⑵ 축축한 부엽토 속, 바위/통나무 아래에 있는 벌레를 파내거나 비
가 온 후에 지표면에서 이것들을 찾는다.
⑶ 왕개미는 죽은 나무와 그루터기 속에서 발견되고, 손으로 모을
수 있다.
⑷ 대부분의 다른 벌레들은 썩은 통나무 속, 바위 아래, 트인 풀밭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다.
d. 식용 벌레 손질. (MSVX.02.12b)
⑴ 단단한 겉껍데기가 있는 벌레들은 기생충을 가지고 있다. 조리하
기 전에 날개와 가시가 있는 다리를 제거한다.
⑵ 벌레를 먹는 물에 최소 반시간동안 넣는다. 이것들 스스로 자연
적으로 정화될 것이다. 조리하거나 날것으로 먹을 수 있다.
⑶ 대부분의 다른 벌레들은 날것으로 먹을 수 있다. 벌레를 조리하
면 맛이 향상될 것이다. 만일 벌레를 먹는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다면, 그것들을 반죽에 갈아 넣고 다른 음식들과 섞는다.
참고표:
1.
2.
3.
4.
5.
6.

APM 64-5, Aircrew Survival 1985
FM 21-76 Survival 1992
Edible Plants, Video
Poisonous Plants of California
North American Trees
Healing Plants & Poisonious, WSI, Chris Janowski,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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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해병대
캘리포니아주, 브리지포트시
마운틴 워페어 트레이닝 센터(MWTC)

MSVX.02.13
02/06/05
수강생 유인물
생존 낚시
최종 학습 목표. 생존 환경에서 생존키트가 주어지면, 참고표에 따라 물고기를 구한
다. (MSVX.02.13)
학습 목표 부여:
⑴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소들을 목록으
로 만든다. (MSVX.02.13a)
⑵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야외 급조 낚싯바늘을 제작한다.
(MSVX.02.13b)
⑶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낚시를 시도한다.
(MSVX.02.13c)
⑷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손질한 물고기를 먹는다.
(MSVX.02.13d)
개요
1. 물고기. 산악 지역에서 물고기는 보통은 풍부한 자원이다. 물고기는 음식재료일
뿐만 아니라, “남겨진 것”은 덫과 올가미에 훌륭한 미끼를 제공한다.
a. 낚시 장소. (MSVX.02.13a) 산의 개울에서 낚시는 일반적으로 손줄로 하
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개울에서 낚시를 할 때, 항상 이러한 낚시 장
소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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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장소
2. 낚시 도구. 위치, 이용 가능한 자원, 수원의 종류 , 물고기의 종류와 크기에 따
라 특정한 낚시채비가 필요하게 된다.
a. 급조 낚싯바늘. (MSVX.02.13b) 비록 낚싯바늘이 생존키트에 들어있어야
하지만, 생존도전자는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로 낚싯바늘을 제작할 수 있
어야 한다. 급조 낚싯바늘은 물고기의 목구멍에 걸릴 수 있도록 만든다.
아래에 몇 가지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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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낚싯바늘

조각 낚싯바늘

급조 낚싯바늘
b. 작살. 물고기가 크고 많은 얕은 물(허리 정도) 가까이에 있다면 물고기를
작살로 잡을 수 있다.
⑴ 곧고 단단한 나무의 묘목을 약 45~60센티미터로 잘라서 생나무
라면 불 담금질을 한다.
⑵ 묘목의 한쪽 끝을 날카롭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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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두 개의 묘목을 깎아서 갈래가 되게 한다.
⑷ 갈래에 미늘을 판다.
⑸ 갈래를 지탱하게 중심 막대를 붙인다.
⑹ 갈래를 중심 막대에 묶는다.
⑺ 손가락 힘으로 쉽게 휘어지지 않는 갈래들은, 묶기 전에 깎아서
가늘게 할 필요가 있다.
⑻ 작살로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모이거나 지나가는 장소를
찾는다. 작살 끝을 물속에 넣고, 천천히 고기를 향해 움직인다.
그러다 갑자기 밀어서 물고기를 개울 바닥에 찌른다. 물고기를
작살과 같이 들어 올리지 않는다. 한손으로 작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물고기를 움켜줘서 잡는다. 작살을 던지면 아마도 작살
을 잃어버릴 것이다.

작살
c. 물고기 갈고리. 물고기 갈고리는 강둑 근처 밀집된 지역에서 물고기를
구하거나 손 줄로 잡았을 때 물고기를 물 밖으로 들어내는 효율적인 방
법이다. 이것은 하나의 나무로 만들고 짧은 쪽 끝을 날카롭게 한다.

d. 밑밥 바구니. 밑밥 바구니는 헐겁게 엮은 바구니로 물고기 내장을 채워
물가에 매달아 놓는다. 이틀 정도 안에 구더기가 나와서 물에 떨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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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근방에 물고기가 몰려들게 된다. 구더기는 손 줄에 미끼로 사용될
수 있다.
3. 물고기 덫. 물고기 덫은 만일 얕은 개울이 있고, 제작할 시간이 있다면 효과적일
수 있다. 기본적인 물고기 덫은 돌과 막대로 개울을 가로질러 만든 방어벽 정도
일 뿐으로, 물고기가 들어와서 나갈 길을 찾기 어렵게 한 깔때기 모양의 입구를
사용하는 다른 방어벽과 연결된다. 일단 물고기가 이런 두 개의 방어벽 사이에서
덫에 걸리면, 작살로 찌르거나, 막대로 치거나, 손으로 움켜잡을 수 있다. 덫의
형태는 물고기를 잡기에 매우 효과적이다. 여분의 물고기를 필요할 때까지 살려
두기 위해 덫의 입구에 출입구를 제작할 수 있다.

물고기 덫
4. 고정 주낙 낚시. 생존 상황에서 낚시채비는 다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폭풍을 벗어
나는 도중에 물고기를 잡는 수단이다. 고정 주낙은 에너지를 보존하면서 낚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몇 개의 미끼를 달은 낚싯바늘이 부착된 고정 주낙
을 밤새도록 던져 놓는다. 물고기가 먹이를 먹는 장소라고 판단될 때까지, 낚싯
바늘이 달린 주낙을 바닥이나 바닥에서 띄워서 놓는다.
a. 표준 고정 주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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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물. 호수같은 고요한 물(유입구와 배출구 인근이 좋은 위치)이나 큰 개
울의 후미(생존에서는 개울을 막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에서는 걸그물
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물은 낙하산 슈라우드 라인의 안쪽 줄을 사용하
여 제작될 수 있다. 뜨는 것은 위에 무거운 것은 바닥에 놓아 그물이 물
에 수직이 되게 한다. 호수에 얼음이 있다면 물고기는 더 깊은 곳에서
머무는 경향이 있다. 그물코가 작을수록, 더 작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
만, 작은 그물이 여전히 큰 물고기를 꼼짝 못하게 한다. 3인치(약 7.6센
티미터)의 그물코가 보통 수준이다. 걸그물은 시간 소비가 아주 많고, 제
작하기 위해 재료를 배분해야 한다.

그물
5. 먹기 위한 물고기 손질. (MSVX.02.13d) 물고기에는 많은 기생충이 있을 수 있
어, 부적절하게 손질되면 사람이 감염될 수 있다.
a. 물고기 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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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소형 칼을 사용하여 꼬리에서 머리까지 앞뒤로 물고기의 비늘을
긁어낸다.
⑵ 칼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항문에서 시작하여 아가미 방향으로 절
개하여 벌린다.
⑶ 손가락이나 엄지를 사용하여 창자를 모두 꺼내고 충분히 씻는다.
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고기가 무엇을 먹었는지 알아낸다. 이것
이 더 많은 물고기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b. 물고기 조리하기. 모든 기생충을 확실히 파괴하기 위해서, 물고기는 반합
뚜껑이나 비슷한 그릇에 넣고 끓여야 한다.
참고표:
1. Larry Dean Olson, Outdoor Survival Guide, 5th Edition, 1990.
2. Chris Janowski, A manual that could save your life, 1989.
3. AF 64-4, Search and Rescue Survival Training,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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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해병대
캘리포니아주, 브리지포트시
마운틴 워페어 트레이닝 센터(MWTC)

MSVX.02.14
02/06/05
수강생 개요
추적(TRACKING)
최종 학습 목표. 생존 환경에서 생존키트가 주어지고 장소가 지정되면, 참고표에 따
라 발자국을 확인한다. (MSVX.02.14)
학습 목표 부여:
⑴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걸음걸이 종류를 기술한다.
(MSVX.02.14a)
⑵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주요 동물군의 발자국을 기술한다.
(WSVX.02.14b)
⑶ 참고표의 도움 없이 동물의 자취가 주어지면, 참고표에 따라 동물을 확
인한다. (MSVX.02.14c)
⑷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발자국의 경과시간을 결정하는 요소
들을 목록으로 만든다. (MSVX.02.14d)
개요
1. 기본 용어. 추적을 논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기본 용어 몇 개를 이해해야 한다.
a. 오솔길과 통로. 어떤 지역이던지 많은 도로 또는 오솔길과 통로가 있을
것이다. 어떤 것들은 계절적인 반면에 다른 것들은 여러 다른 동물들이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통로는 드물거나 간헐적으로 이용되는 도로로,
먹고, 잠자고, 물을 얻는 특정한 지역으로 가는 오솔길과 연결되어 있다.
만약 오솔길이 도시와 지방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같다면, 통로는 주유
소, 슈퍼마켓, 이웃집으로 갈 수 있는 길과 같다.
b. 잠자리와 숨는 곳. 잠자리는 잠자는 지역으로 자주 이용되며 보통 우리
나 굴로 불린다. 이런 것들은 속이 빈 통나무, 나무, 돌무더기, 잡목림,
목초지, 덤불, 심지어 개활지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숨는 곳은 쉬고, 잠
자는 지점으로 드물게 이용된다. 이것은 거의 한번 이상은 사용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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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문지르기. 문지르기가 어떤 것은 우연한 것이지만, 어떤 것은 의도적이
다. 우연한 문지르기는 굴이나, 오솔길, 오솔길을 가로지른 쓰러진 나무
의 위아래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의도적 문지르기는 동물들이 닿기 어려
운 지점을 긁을 때 또는 사슴이 녹용을 제거하기 위해 나무에 대고 가지
진 뿔을 잘라버릴 때 일어날 수 있다.
d. 긁기. 이것 또한 우연한 것이거나 의도적인 것이다. 우연한 긁기는 동물
들이 나무나 통나무 위로 기어오를 때 배를 문지른 것으로 남는다. 의도
적 긁기는 동물들이 여러 이유로 나무에 올라가서 아래쪽으로 발톱을 긁
는 나무 밑동에서 발견될 수 있다. 또한 고양잇과 동물이 배설물을 묻고,
다람쥐가 견과류를 숨겨두거나 동물들이 냄새로 파헤치는 지면에서 긁기
가 발견될 수 있다.
e. 전달. 이전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위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전
달은 진창인 개울둑을 따라 걷거나 통나무를 건널 때 발생될 수 있다.
통나무에 남아있는 진흙은 전달로 판단된다.
f. 눌림. 눌림은 흙이나 눈덩이가 실제로 평평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흙,
모래, 돌, 잔가지, 나뭇잎 등이 몸무게로 눌려지거나 평평해지는 것이 원
인이다. 눌림은 수분이 없어 뚜렷하고 영구적으로 자국이 유지되는 얼고,
단단하고, 마르고, 모래가 많은 조건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다.
g. 어지럽힘. 어지럽힘은 남의 눈을 끄는 부자연스런 무늬이다.
h. 걸음걸이. (MSVX.02.14a) 걸음걸이는 일반적으로 동물이 이동하는 방식
이다. 걸음걸이는 동물의 발자국을 확인하는데 매우 결정적이다. 어떤 걸
음걸이는 특정 동물을 더 잘 나타내지만, 동물들이 (주변 환경에 따라)
자기의 걸음걸이를 다른 모양으로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⑴ 대각선으로 걷는 동물. 모든 육식성 동물들의 일반적인 무늬로
개, 고양이, 발굽 있는 동물, 인간 등을 포함한다.

⑵ 일정하게 걷는 동물. 곰, 미국너구리, 주머니쥐, 스컹크, 북아메
리카 오소리, 오소리, 비버, 호저, 사향뒤쥐, 마멋 같이 몸체가
넓은 모든 동물들의 일반적인 무늬이다. 대각선으로 걷는 동물
처럼 몸의 반대편 발을 동시에 이동하는 대신에, 몸의 한쪽편의
두 발을 동시에 이동하는 것을 쉬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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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뛰어오르는 동물. 몸체가 길고 다리가 짧은 담비, 담비류, 밍크
등의 족제빗과 대부분의 동물들의 일반적인 무늬이다. 뛰어오르
는 동물은 앞발을 뻗고. 뒷발을 그 뒤로 끌어당기며 걷는다.

⑷ 달리는 동물. 집토끼, 산토끼, 설치류(몸체가 넓은 비버, 사향뒤
쥐, 마멋, 호저 등 제외) 동물들의 일반적인 무늬이다. 이 동물
들은 뒷발로 차서 밀고, 앞발로 치고, 뒷발을 위치로 가져온다.
나무에 사는 달리는 동물은 앞발을 나란히 하여 착지하고, 땅에
사는 달리는 동물은 앞발을 대각선으로 하여 착지한다.

i. 갉기. 모든 동물은 식물을 씹는다. 일부는 식량으로 먹지만, 육식성 동물
은 특정한 비타민이 필요해서다. 갉는 것은 나무(부름켜 층)나 식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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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배설물. 배설물은 실제 동물들이 배출한 것이다.

k. 흔적. 조금만 자연 조건이 흐트러져도 동물, 인간 또는 무언가가 있거나
지나간 것으로 나타난다. 흔적의 예로 원래 위치에서 떨어진 돌, 어두운
아랫면을 보이며 뒤집힌 나뭇잎, 바위에 쌓인 모래, 끌거나 문지른 표시,
이동된 잔가지, 나무에 문지른 표시 등이 있다.
l. 자취. 크기, 모양, 형태와 무늬를 확인할 수 있는 동물의 실제 발자국이
나 자국.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발자국과 같이 사용된다. 자취는 공중과
지상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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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취 판독. 분명하게 보이는 지면의 자취를 판독할 수 없다면, “어떤 동물이 이
렇게 했을까?”라는 결정을 위한 해석을 해야만 한다. 자취를 판독하려는 어떤 시
도에 앞서서, 지역에 있는 동물들에 관해 철저하게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걸음걸이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러면 일반적으로 종류를 좁힐 수
있다. 다음 단계는 발자국이 속하는 동물군을 결정하는 것이다. (MSVX.02.14b)
a. 고양잇과. 살쾡이류, 스라소니, 산 사자(쿠거) 등. 발은 4개의 발가락이
있으며, 발톱 자국을 볼 수 없다. 이것은 의도한대로 움직이며, 앞발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뒷발은 개의 것보다 훨씬 더 구분되어 있다.

b. 개과. 여우, 코요테, 이리. 발톱 자국이 보이고, 발은 4개의 발가락이 있
다. 여우를 제외하고는 의도한대로 움직이지 못하여, 고양이처럼 행동하
지만 내리누르는 것을 좋아한다. 뒷발은 훨씬 둥글다.

c. 토끼과. 집토끼와 산토끼(북아메리카 산토끼 포함)의 주된 차이점은 집토
끼는 대부분 털이 없고, 눈을 감은 상태로 태어나는 반면에, 산토끼는 두
꺼운 털가죽을 가지고, 눈을 뜬 상태로, 아주 일찍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발가락이 네 개이며, 앞다리에 비해서 비교적
매우 큰 뒷다리를 가지고 있다.

d. 설치류. 들쥐류, 생쥐, 시궁쥐, 얼룩다람쥐, 다람쥐, 마멋류, 사향뒤쥐, 비
버 등. 발자국의 크기가 종이 달라지면 크게 변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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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서, 모두 뒷발 쪽에 5개의 발가락 자국이 있는 반면에 앞발 쪽에 4
개의 발가락 자국이 있다.

e. 족제빗과. 족제비, 밍크, 담비, 담비류, 스컹크, 수달, 오소리, 호저, 북아
메리카 오소리 등. 모두 5개의 발가락 자국이 있다.

f. 너구리, 주머니쥐, 곰. 모두 5개의 발가락 자국이 있으며, 어린애 손자국
처럼 보인다.

g. 과를 알아낸 후에 개별 종을 확인해야 한다. 동물의 습관에 관한 다양한
단서를 이용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MSVX.02.1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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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만약 추적자가 동물들의 행동이나 습관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면,
개별 종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정보는 올가미와 덫을 보다 좋
게 설치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아래에 예가 있다.
⒜ 샛강 둑을 따라 걷다가 앞발과 뒷발 모두 다섯 개의 발
가락 자국이 있고 발톱 자국이 보이는 발자국을 발견한
다. 이 정보는 자국이 족제빗과에 속하는 것이라고 알려
준다. 발자국이 뛰어오르는 걸음걸이 무늬라면, 몸체가
넓은 오소리, 스컹크, 호저, 북아메리카 오소리 등은 제
외시킨다. 지나간 발자국이 대략 동전 크기이므로, 담비
와 담비류를 제외시킨다. 발자국이 하천 둑을 따라 어느
정도 이어지다가, 둑 가장자리를 따라 작은 구멍에서 멈
춘다. 족제비가 풀이 무성한 관목을 좋아한다는 것을 안
다면, 발자국은 밍크가 만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3. 경과시간 결정. (MSVX.02.14d) 발자국의 경과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 지역과 기후로 발자국의 경과시간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지역에서의 실습, 실험, 경험이 절대로 필요하다. 다음 요소들은 모든 발자국을
약화시키므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a. 날씨 - 마지막 눈 또는 비, 안개, 이슬 등.
b. 햇빛.
c. 바람.
d. 토양 성질 - 딱딱함, 모래땅, 굳은 땅, 습함.
e. 발자국의 침식. 모든 발자국은 특정한 기간이 지나면 침식하게 된다. 다
음의 시간표를 일반적인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⑴ 몇 분 - 상단 모서리가 마르기 시작한다.
⑵ 24 시간 - 상단 모서리가 침식되기 시작한다.
⑶ 48 시간 - S자 곡선이 보인다.
⑷ 72 시간 - 비나 이슬로 인한 작은 구멍 표시들이 보인다. 발자
국이 거의 평평하다. 부스러기로 발자국이 채워질 수 있다.
f. 배설물의 경과시간. 모든 배설물은 안쪽에서 먼저 마른다. 그러므로 상대
적으로 바깥쪽이 젖은 배설물이 오래된 것일 수 있다. 경과시간을 결정
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안쪽을 분석하는 것이다. 배설물에 접근할 때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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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적.
a. 추적에 가장 좋은 시각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로, 태양이 그림자를
만드는 높이에 있어야 한다. 자취를 판독할 때는 항상 자취가 자신과 태
양 사이에 있도록 해야 한다.
b. 다음 표시를 발견할 때까지는 지나간 최종 표시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
것을 “표시 자르기”라고 부르며 뒤에서 논할 예정이다. 훈련에서는 항상
모든 발자국들을 찾도록 노력한다.
c. 일단 처음 발자국이 발견되면, 다음에 참조하기 위해 상세히 기록하고
스케치한다. 이 스케치가 추후에 틀린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다음 정보들을 기록한다.
⑴ 신발 길이.
⑵ 밑창 폭.
⑶ 뒤축 폭.
⑷ 밑창 길이.
⑸ 뒤축 길이.
⑹ 4등분하여 기록한다:
- 닳은 무늬
- 밑창 무늬

노마드생존전략연구소

MSVX.02.14

13-8

d. 하나씩 모든 발자국을 찾아내려는 시도는 더디고 지루한 일이다.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추적막대를 사용하는 것이다.
⑴ 재료: 약 120센티미터의 곧은 막대 1개
고무 밴드 또는 비슷한 재료 2개
⑵ 연달아 있는 발자국 2개를 찾는다.
⑶ 막대의 끝을 앞발자국의 뒤축 모서리에 놓는다.
⑷ 뒷발자국 발가락을 표시하기위해 고무 밴드를 감는다.
⑸ 뒤축을 표시하기위해 두 번째 고무 밴드를 감는다.
⑹ 추적막대를 앞발자국의 고무 밴드 표시로 이동시켜 다음 발자국
이 발견될 때까지 막대로 바닥을 쓴다.
⑺ 과정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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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추적 팀. 만약 추적 팀을 이용할 수 있다면, “표시 자르기”로 추적과정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
⑴ 모든 추적 팀(최소 2명)은 처음 발자국을 문서로 만들고 스케치
해야한다.
⑵ 처음 팀은 다른 추적 팀이 오솔길 앞쪽에서 동일한 발자국을 확
실히 발견할 때까지 추적을 계속한다. 마지막 자국은 다음에 참
조하기 위해 표시해 놓는다.
⑶ 두 번째 팀은 첫 번째 팀에게서 “너희가 그 발자국을 찾았다”라
는 무전을 받을 때까지 각 발자국을 찾아낼 의무가 있다고 여겨
진다. 이것이 “표시 자르기” 이다.
⑷ “표시 자르기”는 팀들이 “토끼뜀”으로 임무를 교대하는 시간에
발자국이 발견될 때까지 최초의 추적 팀 앞쪽에서 대규모 청소
대형을 만들어서 완성된다.
⑸ 만일 발자국을 잃었거나 잘못 확인하였다면, 팀들은 마지막으로
표시한 발자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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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탐색
f. 추적자나 추적 팀 지연시키기. 만일 자신이 추적을 당하고 있다면, 주된
관심사는 자신과 추적자 사이의 거리를 많이 벌리는 것이다. 거리를 더
많은 벌릴수록, 시간을 더 많이 추적자를 좌절시킬 장치들을 만드는데
쏟을 수 있다.
⑴ 독성 식물 찾아서 파낸다. 추적자들은 자기 지역의 초목을 알고
있다. 만일 그들이 독성식물들이 오솔길을 따라 파져있는 것을
본다면, 그것들을 사용했던 안했던, 그들은 보다 조심하고 보조
를 늦추게 될 것이다.
⑵ 오솔길을 따라 간단한 통로 방호물을 만든다. 숙련된 추적자는
“위장 폭탄” 가능성 때문에 통로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들지 않
는다. 만일 추적자가 함정을 알아챈다면, 더 경계하고 보조를 늦
추게 될 것이다.
⑶ 통로를 따라 이동할 때 경계한다. 이동할 때는 추적자가 발자국
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든다. 보호대를 넣은 덧신이 전투화로 남
진 “흔적”을 지우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참고표:
1. David Scott Donelan, Tactical Tracking Operation, 1998
2. Tom Brown, Field Guide to Nature Observation and Tracking,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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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해병대
캘리포니아주, 브리지포트시
마운틴 워페어 트레이닝 센터(MWTC)

MSVX.02.15
02/06/05
수강생 유인물
생존 약품
최종 학습 목표. 생존 환경에서 생존키트가 주어지면, 참고표에 따라 개인과 단체의
건강수준을 유지하고, 생존 약품 기술과 절차를 적용한다. (MSVX.02.15)
학습 목표 부여:
⑴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건강유지의 필수품들을 목록으로 만
든다. (MSVX.02.15a)
⑵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환경적 상해들을 목록으로 만든다.
(MSVX.02.15b)
⑶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저체온증의 정의에 대해 명확히 기
술한다. (MSVX.02.15c)
⑷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헬기수송 절차의 일반적인 고려사항
들을 목록으로 만든다. (MSVX.02.15d)
⑸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야생생물의 질병에 대한 예방 조치
를 실시한다. (MSVX.02.15e)
개요
1. 건강유지의 필수품. 건강유지의 첫 번째 단계는 부상을 방지하는 것이다. 세 가
지 필수품들은 아래와 같다. (MSVX.02.15a)
A. 식수
⑴ 인간은 물 없이 며칠 이상 생존할 수 없다. 몸은 일반적인 신체
작용(땀, 소변, 호흡)를 통해 물을 잃는다. 일반적인 활동 중에
신장은 하루에 물 1~2쿼트(약1~2리터)를 배출하고, 몸은 하루에
0.5~1쿼트(약0.5~1리터)를 증발시킨다. 더위에 노출, 추위에 노
출, 격렬한 운동, 높은 고도, 화상, 질병 등과 같은 다른 요소들
은 몸이 더 많은 물을 잃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물의 섭취는 질
병예방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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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음식
⑴ 신체는 음식 없이 몇 주간 살 수 있다. 그러나 건강을 유지할
적당한 공급이 없으면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급속히 악화될 것
이다. 음식은 몸에 필요한 영양분과 생존을 위한 에너지를 준다.
⑵ 음식 공급원은 식물, 동물, 물고기 등이다.
⒜ 섬유질. 섬유질은 과민성대장 증후군을 막아준다. 포클랜
드 전쟁에서 영국군은 변비와 설사로 큰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주로 탈수와 섬유질이 적은 식품이 원인이었다.
풀잎과 솔잎이 식이성 섬유의 좋은 공급원이다.
⒝ 비타민. 비타민은 육체의 신진대사 기능에 필수적이며,
추운 날씨는 이 기능을 증가시킨다. 우리의 신체는 비타
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공급받아야만
한다. 대부분의 식용 식물은 여러 종류의 비타민을 가지
고 있다. 장기간 결핍과 관련된 병으로는 괴혈병(비타민
C)은 육체적 질병이고, 각기병(비타민 B1)은 정신적 질
병이다. 비타민은 나무의 형성층, 솔잎, 침이 있는 쐐기
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 무기물. 우리가 주로 관련된 무기물은 철분이다. 철분 결
핍은 열에너지 생산을 9%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철
분은 열 조절장치로 작용한다. 단지 철분을 하루섭취 권
고량의 ⅓만 섭취한다면 추위에 노출되는 동안 열손실이
29%나 커지게 된다. 동물의 피, 민들레, 침이 있는 쐐
기풀, 골수 등이 철분의 주요 공급원이다. 이런 음식들
이 적절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 열량.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몸은 열량을 사용한다. 단백
질, 지방 또는 탄수화물은 열량을 만든다. 이들 셋 중에
서 어떤 한 가지가 다른 것들 보다 더 좋은 에너지를
만든다. 동물의 고기는 열량 섭취의 훌륭한 공급원인 반
면에 솔방울에서 얻은 견과는 열량을 보충할 수 있다.
1. 단백질. 단백질은 아미노산 사슬로 구성된 복합분
자들로 된 치유 음식이다. 몸에서는 합성할 수
없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
렇게 식품에서 얻어야 한다. 순수한 단백질 식품
은 비교적 지방이 없는 토끼 고기만 먹고 사는
데 사용되는 용어인 토끼 결핍증으로 3-8주 안에
사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단백질은 민들레,
견과류, 고기 등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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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 지방은 에너지의 주요 보관 장소 역할을
한다. 지방은 뼈 골수, 간 또는 물고기의 위장 등
에서 가장 잘 얻을 수 있다.
3.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신속한 에너지 음식으로 알
려져 있다. 이것들은 많은 열을 만든다. 이것들은
간과 근육에 저장된다. 이 장기들은 크지는 않지
만 최소 24 시간 이내의 단식으로 현저히 고갈될
수 있다. 부들, 견과 등이 탄수화물 공급원이다.
C. 개인 위생법
⑴ 청결이 감염과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생존 상황에서는 더욱 더 중요하다.
⑵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발, 손, 겨드랑이, 가랑이,
털 등이다. 외관검사, 신체검사는 매일 수행되어야 한다. 손과
손톱은 점막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깨끗하게 유지한다.
⒜ 비누(잿물)은 동물의 지방과 재로 만들 수 있다.
⒝ 일광욕
⑶ 이도 깨끗하게 유지해야할 중요한 부분이다. 칫솔로 매일 이를
닦거나, 칫솔이 없으면 씹는 막대를 만든다.
⒜ 씹는 막대는 약 15-20센티미터 길이의 가는 가지로 만든
다. 섬유질을 분리하기 위해서 막대의 한쪽 끝을 씹는다.
그러면 이를 닦을 수 있다.
2. 몸이 열을 잃는 다섯 가지 방식
A. 복사: 몸에서 주변 환경으로 직접 열을 잃는 것이다. 만약 주변 환경이
몸보다 더 차갑다면, 최종 결과는 열손실이다. 나체라면 몸 천체 열의
약 60%를 복사로 잃는다. 특히 열은 적외선 복사 형태로 잃게 된다.
적외선 추적 장치들은 복사되는 열손실을 감지하여 작동한다.
B. 전도: 어떤 대상이 차가운 물체와 접촉하면 직접 열이 전달된다.
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전도는 눈, 지면 또는 바위 같은 차가운 물
체에 직접 앉거나 쉴 때 발생한다. 해병대원과 물체 사이에 단
열층(이소프렌 매트 등)이 없다면, 대원은 급속히 열을 잃기 시
작한다. 이것 때문에 차가운 지면이나 눈 위에 매트나 단열재
대용 꾸러미 등이 없이 직접 앉거나 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C. 대류: 공기나 액체 속으로 열을 잃는 것이다. 공기와 물은 모두 몸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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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흐르는 “액체”로 생각될 수 있다. 몸과 접촉하는 물 또는 공기는
몸과 공기 또는 물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몸으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그러나 만약 공기 또는 물이 계속적으로 몸 위를 지나간다면, 온도는
결코 평형을 이룰 수 없으며 몸은 계속 열을 잃는다.
D. 증발. 증발로 인한 열손실은 피부 표면의 물(땀)이 수증기로 변할 때 발
생한다. 이 과정에 열 형태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열은 몸에서 나온다.
⑴ 이것은 몸이 스스로를 식히는 데 사용되는 주된 방법이다. 이것
때문에 작업을 심하게 하거나 PT체조를 하면 땀이 난다. 힘든
PT체조 한 시간이면 쉽게 흘릴 수 있는 땀 1쿼트(약1리터)가 증
발할 때 약600칼로리의 열을 사용하게 된다.
E. 호흡. 숨을 들이쉴 때, 빨아들인 공기는 몸에서 데워지고 수증기로 포화
된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 열을 잃는다. 이것 때문에 차가운 공기에서
는 숨쉬기를 볼 수 있다. 호흡은 대류(열이 폐를 지나는 공기로 전달)와
증발의 진정한 결합으로, 두 과정은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3. 열에 대한 신체의 반응. 몸이 열을 과다하게 만들기 시작할 때, 몸은 스스로 열
을 없애기 위해 몇 가지 방식으로 반응한다.
A. 기본적으로, 피부의 혈관을 확장하거나 팽창시킨다. 이런 확장은 더 많
은 혈액을 표면으로 보내 열이 쉽게 주변 환경으로 전달되도록 한다.
B. 그 후에 바로 땀을 흘리기 시작한다. 이것은 대류와 증발을 통해 열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된다.
4. 추위에 대한 신체의 반응. 열에 대한 것과 거의 반대로 발생한다.
A. 첫 번째, 피부 표면의 혈관을 오므리거나 수축시킨다. 이것은 두 가지
일을 한다.
⑴ 몸의 표면 근처에는 혈액을 적게 보내서 바깥으로 열을 잃는 것
을 줄인다.
⑵ 더 많은 혈액이 “중심부” 즉 신체의 중심으로 가서, 뇌, 심장,
폐, 간, 신장 등을 따뜻하게 한다. 이것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차
가워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B. 만약 그래도 신체를 따뜻하게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다음 단계는
떠는 것이다. 떠는 것은 반복되는 규칙적인 근육 수축으로, 이 근육운동
이 열을 만들어낸다. 앞에서 논한 것과 같이 떠는 것은 탈진하기 전에
짧은 시간만 지속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떨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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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더워지거나, 더 추워져서 저체온증이 시작될 수 있다. 저체온증은
뒤에서 논할 것이다.
5. 환경적 상해 (MSVX.02.15b) 추운 날씨로 인한 상해, 탈수, 고도와 관련된 질병
등이다.
A. 추운 날씨로 인한 상해:
⑴ 저체온증 (MSVX.02.15c) 은 신체 중심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
하로 떨어질 때의 상태이다. 이것은 생존 상황의 사람에게 일급
살인자다. 저체온증이 발생되려면 극한의 저온이 필요하다는 일
반적인 믿음은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온도가 섭씨 영
하 1도와 영상 10도 사이일 때 발생된다. 이것은 겨울의 혹한기
를 제외한다면, 마운틴 워페어 트레이닝 센터에서는 통상적인
범위의 온도이다.
⒜ 탈수증의 원인. 몸이 열을 만들고 잃는 방식은 앞에서
논의하였다. 아주 단순히 보면, 탈수증은 몸의 열손실이
몸의 발열 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다음은 원인이
되는 요소들이다.
∙ 주변 온도. 바깥 공기의 온도.
∙ 바람의 냉기. 이것은 부적절한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만 영향을 미친다.
∙ 젖은 옷.
∙ 찬물에 담금.
∙ 부적절한 복장.
∙ 탈진.
∙ 알코올 중독, 니코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같은 약품.
∙ 손상. 이것이 움직일 수 없거나 대량 출혈, 큰 화상과
두부 외상의 원인이 된다.
⒝ 저체온증의 증세 및 증상
∙ 찾아야 하는 첫 번째 증세는 변화된 정신 상태이다.
즉, 뇌가 글자그대로 점점 차가와진다. 이런 증세는
혼동, 말더듬, 이상한 행동, 과민반응, 판단장애, 환각
또는 피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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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체온증이 악화 될수록, 피해자는 의식을 잃게 되고
결국 혼수상태에 빠진다.
∙ 떨림. 떨림은 몸이 일찍부터 스스로 덥히려고 애쓰는
중요한 방식으로, 이때 처음으로 추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한다. 떨림은 두 가지 원인으로 멈춘다.
∙ 몸이 정상 온도 범위까지 돌아와서 덥혀졌다.
∙ 몸이 차가운 상태로 유지된다. 섭씨35도 이하에서 떨
림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섭씨32도에서 완전히 멈춘다.
∙ 명백하게, 차가운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나쁘다. 그래
서 만일 함께 작업하는 해병대원이 떨고 있다가 떠는
것을 멈춘다면, 따뜻해진 것인지 차가운 상태가 계속
된 것 때문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 심한 저체온증인 피해자는 실제로 호흡이나 맥박이 없
이 완전히 죽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태
에서 발견되었던 사람들이 영구적인 손상 없이 성공적
으로 “삶으로 복귀” 하였다. 따라서 따뜻하고 죽은 상
태가 될 때까지는 죽은 것이 아니다 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저체온증 예방
∙ 명백하게, 예방이 치료보다 항상 더 좋다. (또한 훨씬
쉽다)
∙ 추운 날씨 의복은 알맞게 따뜻하고 보호되어야 한다.
∙ 의복을 가능한 건조하게 유지한다.
∙ 만일 발이 차갑다면, 모자를 쓴다. 신체 열의 80%까
지 머리로 빠질 수 있다.
∙ 탈수를 피한다. 하루에 6-8쿼트(약6-8리터)를 마신다.
∙ 적절하게 먹는다.
∙ 피로와 탈진을 피한다.
∙ 기온이 떨어질수록 활동 수준을 증가시킨다. 기온이
매우 낮을 때에는 정지 상태로 있지 않는다. 만일 전
술 상황이 움직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연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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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근육들로 등척운동(아이소메트릭스)을 실시한다.
∙ 서로 저체온증 증세와 증상을 점검하기 위해 둘씩 짝
짓는 방식을 사용한다.
⒟ 저체온증 치료
∙ 진단을 한다.
∙ 추가적인 열손실을 막는다.
∙ 피해자를 주변 환경에서 옮긴다. (즉, 피난처나 눈 동
굴 속으로)
∙ 피해자를 격리시킨다.
∙ 피해자를 아래 방법으로 다시 따뜻하게 한다.
* 침낭 두 개를 지퍼로 함께 연결한다.
* 침낭을 옷을 벗은 해병대원이 미리 덥힌다.
* 두 명의 옷을 벗은 해병대원이 피해자의 양옆에
있게 하여 피해자를 침낭에 넣는다.
∙ 가능하면 헬기수송 한다.
⒠ 기억해야 할 다른 사항들.
∙ 액체. 만일 피해자가 약한 저체온증이면, 뜨거운 물기
를 줄 수 있다. 아니면 입으로 아무 것도 안준다.
∙ 가능하면 피해자를 심하게 이동시키지 않는다. 만일
희생자가 흔들리면 심장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 큰 부상. 피해자를 다시 덥히기 전에 큰 부상을 우선
적으로 응급처치를 한다. 사망할 정도로 출혈이 심한
피해자를 다시 덥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 저체온증 피해자에게 결코 알코올을 주지 않는다.
∙ 피해자를 다시 덥히는 것을 시작한 후에도 피해자를
끊임없이 관찰해야 한다. 피해자를 잊어서는 안 된다.
⑵ 동상. 동상은 실제로 조직이 어는 것이다. 생존 환경에서 심각하
게 동상이 걸린 부분을 다시 따뜻하게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
다. 구조되어 의료 처치를 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다.
⒜ 동상 예방. 동상은 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손상이다.
∙ 옷을 껴입는다. 편안하게 시원함을 유지한다. 만약 불
편해지기 시작하면 더 껴입는다.
∙ 옷을 건조하게 유지한다. 만일 의복(특히 양말과 장갑)
이 젖으면 바꾼다. 이것은 하루에 양말을 4-5번 바꿔
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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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히 입는다. 만일 바람이 분다면 올바른 보호복을
입는다.
∙ 탈수를 피한다. 탈수면, 손가락과 발가락을 덥히는데
필요한 혈액량이 부족해 동상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 굶주림을 피한다. -음식은 연료다-라는 것을 기억한다.
몸은 그 연료로 열을 만든다.
∙ 지휘자는 예방 조처가 취해졌는지 확인해야만 한다.
⒝ 동상의 증세 및 증상.
∙
∙
∙
∙

귀, 코, 손가락, 발가락이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일부분이 차갑게 느껴지고, 쑤시면 진행될 수 있다.
마비는 진행 중이다.
피부가 뻣뻣하고 창백해지고, 관절 위로 자유롭게 움
직이지 못한다.

⒞ 동상 치료. 동상은 세 등급으로 분류된다. 얼음 박힘, 피
부동상, 심부동상 이다.
∙ 얼음 박힘은 신체 열 다시 덥히는 방법으로 정상상태
로 되돌아 갈 수 있다.
∙ 환부를 잡고, 피부끼리 15분 동안 맞댄다.
* 손으로 얼굴, 코, 귀를 다시 덥힌다.
* 손을 겨드랑이, 사타구니, 배에 놓고 다시 덥힌다.
* 발을 산악 동료의 겨드랑이나 배로 다시 덥힌다.
∙ 만약 환부가 15분 동안에 다시 따뜻해지지 않는다면,
피부동상이나 심부동상이 의심된다.
더 이상 다시 덥히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환부에 부목을 댄다.
환부를 추가 손상에서 보호한다.
가능한 빨리 헬기수송 한다.
어떠한 동상도 눈으로 문지르지 않는다.
환부를 마사지하지 않는다.
난로나 불로 다시 덥히지 않는다. 화상이 예상된다.
조여진 의복을 느슨하게 한다.
담배제품을 피한다.
⒟ 피부동상과 심부동상 치료. 손상 정도에 상관없이 어떠
한 동상도 동일하게 치료한다 -부상자를 후송시켜서 후방
에서 다시 덥힌다. 전술상황에서 후송이 금지되거나 생존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면, 야외에서 동상을 다시 덥히는
것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유는 소위 동결-해빙-재동결
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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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결-해빙-재동결 부상은 동상에 걸린 말단부분이 녹
았다가, 치료(몇 주,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되기 전에
다시 얼 때 발생한다. 이것은 파괴적인 효과가 있어.
초기의 상해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
∙ 심각한 응급 상황에서는 동상에 걸린 발로 걷는 것이
발을 녹인 다음에 다시 얼게 되는 것보다 좋다.
∙ 언 말단 부분은 골절처럼 다룬다 -조심해서 지지대를
넣고 부목을 댄다.
∙ 언 발은 들것 환자처럼 다룬다.
∙ 다시 어는 상해를 방지한다.
∙ 저체온증을 잊지 않는다. 피해자를 따뜻하게 하고, 건
조시킨다.
∙ 일단 후방에서는, 동상에 걸린 말단 부분을 섭씨 38도
- 42도로 정밀하게 유지되는 욕조에서 다시 덥힌다.
⑶ 설맹.
a. 정의. 망막의 화상.
b. 설맹의 원인. 동계 산악 환경에서 해병대원에게 설맹의 위험
이 증가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 높은 고도. 자외선 이하의 광선(LTV)은 필터로 제거되
므로, 자외선(UV)이 설맹 (화상뿐만 아니라)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높은 고도에서는 더 많은 자외선이 손상
을 일으킬 수 있다.
∙ 눈. 눈의 흰색은 더 많은 자외선을 지표에서 반사하여
얼굴로 보낸다.
c. 설맹의 증세 및 증상.
∙ 눈의 고통.
∙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과 같이 뜨겁고, 끈끈하고, 모
래 같은 감각.
∙ 흐려진 시력.
∙ 두통이 심해질 수 있다.
∙ 과도한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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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구 근육의 경련
∙ 충혈된 눈.
d. 설맹 예방. 예방은 아주 간단하다. 항상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만일 선글라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판
지 조각에 수평으로 틈을 내어서 야외 급조 선글라스를 만들
수 있고, 숯을 눈 아래에 발라서 눈에서 반사되는 햇빛을 감
소시킬 수 있다.
e. 설맹 치료.
∙ 가능하면 후송한다.
∙ 더 이상 빛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눈을 가린다.
∙ 날씨기 아주 춥지 않다면, 습포가 불편함을 다소 완화
시켜줄 수 있다.
∙ 치료는 일반적으로 가벼운 환자는 이틀, 보다 심각한
환자는 일주일까지 걸린다.
⑷ 참호족(Trenchfoot) / 침족병(Immersionfoot)
⒜ 정의. 이것은 결빙 온도 이상의 물에 장기간(보통 7~10
시간) 노출로 발이나 손이 차갑게-젖은 손상이다.
⒝ 참호족 / 침족병의 원인. 주요한 위험 요소는 젖고, 차갑
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 참호족 / 침족병의 증세 및 증상.
∙ 주된 증상은 고통이 될 것이다. 참호족은 극심하게 고
통스러운 손상이다.
∙ 참호족과 동상은 보기만 해서는 종종 분리해서 말하기
가 아주 어렵다. 이것들은 자주 동시에 나타날 수 있
다. 증세들은 다음과 같다.:
∙ 적색과 보라색의 피부 반점.
∙ 부분적으로 흰색인 피부.
∙ 주름이 많이 잡힌 피부.
∙ 심한 환자는 괴저나 물집이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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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풀어 오름.
∙ 맥박이 느려지거나 없어지기도 함.
∙ 참호족은 가벼운 증상부터 심각한 증상까지 분류된다.
⒟ 참호족 / 침족병의 예방은 단순히 추위와 젖음, 움직이지
않는 발(또는 손)을 방지하는 것이다.
∙ 발을 따뜻하게 하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 양말을 최소한 하루에 한번 바꿔 신는다. 바꿔 신는
동안에 발을 잠시 말리고, 군화 내부를 닦는다. 양말
은 더 자주 바꿔 신을 수도 있다.
∙ 운동.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마다 일정하게 발 운동
을 하는 것은 혈액의 흐름에 도움이 된다.
⒠ 참호족 / 침족병의 치료
∙ 모든 참호족 환자는 후송되어야 한다. 이것은 야외에
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
∙ 후송을 기다리면서:
발은 건조시키고, 따뜻하게 하고, 들어 올려야 한다.
손상이 약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통증이 자주 심해진
다. 모르핀 같은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 후방에서 참호족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최소 두 달에서
일 년까지 걸린다. 심한 환자는 절단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참호족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B. 탈수증
1. 탈수증은 몸 전체에 물이 부족한 것이다. 탈수증은 생존 상황에서 마
주하는 문제들을 더 크게 할 수 있다. 탈수증은 생존상황의 모든 사
망에서 두 번째 주된 원인이다.
⒜ 증상. 탈수가 되면 다음의 증세 및 증상이 나타난다.
∙ 두통과 메스꺼움.
∙ 현기증과 졸도.
∙ 복부와 손발의 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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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약함과 혼수상태.
∙ 냄새가 아주 심한 검은색 소변.
⒝ 예방. 예방이 탈수증을 막는 열쇠이다. 다음은 탈수증을 예방하
는 기본적인 지침이다.
∙ 먹을 때 항상 물을 먹는다. 물은 소화 과정의 한 부분으로 사
용되고 소비된다. 만일 음식은 많지만 물이 없다면 - 물 공급
처를 찾을 때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
∙ 에너지를 보존한다. 자신의 속도를 지킨다.
∙ 가능할 때는 하루에 6-8쿼트(약6-8리터)의 물을 마신다. 바꾸
어 말하면 하루 종일 계속 물을 마신다. 탈수가 될 때까지 기
다리지 않는다.
∙ 소변의 색깔을 관찰한다.
∙ 갈증을 지표로 삼지 않는다.
2. 열과 관련된 질병 다음의 질병은 탈수증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
1. 열 실신. 열 실신은 열로 인한 혈관-확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2. 열 탈진. 열 탈진은 땀을 흘려서 신체의 염분 손실과 탈수증
이 심해져서 더 이상 적절한 혈압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발생
된다. 열 탈진은 열사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
⒜ 포함되는 증상;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 피로, 졸도.
3. 열사병. 열사병은 몸에 과도하게 만들어진 열을 식히는 몸의
냉각장치가 고장이 난 것이다.
⒜ 증세와 증상.
증상은 열 탈진과 같다. 증세는 정신착란이나 혼수,
작아진 동공, 붉어진 피부, 땀 흘림이 나타나거나 나
타나지 않을 수 있다.
⒝ 열 경련. 열 경련은 신체 염분의 결과로서 골격 근육
의 고통스러운 경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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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든 질병들은 생존에 이롭지 않다. 적절하게
옷을 입고, 휴식하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면 이런 질
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C. 고도와 관련된 질병:
1. 급성 고산병. 급성 고산병(AMS)은 풍토에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이
높은 고도에 급하게 노출되는 것(예를 들면, 산에 헬리콥터 추락)이
원인인 자기 제어 질병이다. 8,000~9,000피트 (약 2,440~2,740미터)
까지 급하게 상승한 사람 중 약25%가 AMS에 걸린다. 사실상
11,000~12,000피트 (약 3,350~3,660미터)까지 급하게 상승한 풍토에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은 모두 AMS에 걸린다.
⒜ 포함되는 중세 및 증상; 무감각, 현기증, 쉽게 지침, 메스꺼움, 식
욕 감퇴, 두통 등. 탈수증으로 잘못 진단될 수 있다. 만일 충분한
물을 섭취해도 두통이 계속된다면, 탈수증은 제외한다.
2. HACE. HACE 즉, 고산 뇌부종은 뇌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다.
⒜ 증세 및 증상은 AMS와 유사하고 별스러운 행동, 환각, 혼동, 심한
환자는 혼수상태 등을 동반한다.
3. HAPE. 고산 폐수종은 폐에 물이 차는 것이다.
⒜ 포함되는 증세 및 증상; 분홍색 거품이 있는 가래를 동반하여 계
속되는 기침, 헐떡임, 혼미, 졸도, 차갑고 끈끈한 피부, 파란 입술
등.
⑴ 치료.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간다. HACE와 HAPE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⑵ 예방. 천천히 고도를 높힌다. 10,000피트 (약 3,050미터)는 하루
에 1,000피트 (약 300미터), 14,000피트 (약 4,270미터) 이상은
하루에 500-1,000피트 (약 150-300미터)씩 이동한다. 휴식을 취
하고 신체를 풍토에 익숙해지게 한다.
D. 일산화탄소 중독
1. 정의. 일산화탄소(CO)는 무겁고, 무취, 무색, 무미의 기체로, 화석 연
료의 불완전 연소에서 발생한다. CO는 충분한 산소가 있는 곳에서도
질식으로 죽인다. 이것은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CO에 대한
친화력이 산소에 대한 것보다 210배나 크기 때문이다. 이것의 의미
는 CO가 몸의 산소와 대체되어 일산화탄소 중독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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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세 및 증상. 증세 및 증상은 피해자가 흡입한 CO의 양에 달려있
다. 가벼운 경우, 피해자는 현기증, 두통, 혼란 등만 겪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깊은 혼수상태로 될 수 있다. 갑자기 호흡 정지가 될
수 있다. CO 중독의 대표적인 증세는 선홍색 입술이지만, 이것은 통
상 너무 지연되고 심각한 증세로 실제로는 피부가 일반적으로 창백
하거나 청색을 띠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CO 중독은 통풍이 잘 안 되는 장소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주저
앉을 때마다 의심을 품어야 한다. 모임의 모든 일행들이 중독되
었을 때에는 이런 상황을 알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
3. 치료. 첫 번째는 즉시 피해자를 오염된 지역에서 옮기는 것이다.
⒜ CO 중독이 가벼운 의식을 잃지 않은 피해자는 최소 네 시간은 신
선한 공기와 가벼운 근무가 필요하다. 만약 산소를 이용할 수 있
다면 공급한다. 더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인공호흡이 필
요하다.
⒝ 다행히도 폐는 CO을 몇 시간 안에 배출한다.
⒞ 예방. 피난처 근처에서 모닥불을 이용할 때는 적절한 통풍장치가
있는 것을 확인한다.
6. 의료 지원. 불행하게도, 생존 상황 도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생병을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생존 도전자는 해병대 전투기술 훈련 안내
서에서 가르친 것과 같은 기초 응급처치 지식이 있어야 한다.
A. 생명을 구하는 네 단계.
⑴ 숨을 쉬게 한다.
⑵ 출혈을 멈추게 한다.
⑶ 부상을 치료한다.
⑷ 쇼크를 막는다.
B. 물림과 쏘임. 모든 종류의 파충류와 벌레는 생존 상황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한 옷을 입는 것이다.
감염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물리거나 쏘인 자리를 긁지 않는다.
⑴ 벌과 말벌에 쏘임. 만일 벌에 쏘이면 즉시 손톱이나 칼날로 긁어
벌침과 독주머니를 제거한다. 쏘인 자리를 물로 철저히 씻는다.
⒜ 물리고 쏘여서 가렵고 불편한 것을 완화:
냉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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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흙과 재로 만든 냉각 연고.
⒞ 다른 식물들 사용.
⑵ 거미에 물림. 거미와 관련된 독에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들이 있
다. 이 곳에서 가장 독한 거미들은 블랙위도우와 갈색 은둔자다.
블랙위도우는 검정색으로 신경독소가 있는 배에 붉은 모래시계
가 있다. 갈색 은둔자는 혈액독소가 있는 등에 테두리가 있다.
⑶ 전갈에 쏘임. 전갈의 쏘이면 호흡 장애로 발전될 수 있다.
MWTC 지역에는 전갈들이 있다. 전 세계에 있는 전갈들은 일반
적으로 신경독소를 가지고 있다.
⑷ 뱀에 물림. 세계 모든 지역에서 뱀에 물릴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
다. 작전하려는 지역의 토착 뱀들의 서식지를 배우면, 물릴 기회
가 줄어들 수 있다.
⒜ 뱀에 물려 죽은 것은 드물고, 치료의 주요 관심은 물린
부위 둘레의 최종적인 조직파괴의 양을 제한하는 것이다.
C. 상처. 상처는 피부 본래의 모습이 실제로 파괴되는 것이다. 상처는 우연
이나 동물에 의해 생길 수 있다. 이런 상처는 조직 손상과 혈액 손실 때
문만이 아니라, 감염 때문에도 생존 상황에서 가장 심각하다. 상처를 적
절하게 치료받으면, 감염에 쉽게 노출되는 기회를 줄일 수 있다.
D. 동물. 동물에게 물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행동, 특징, 경향에 대한 지
식을 통해서 최고로 숙달되는 것이다.
⑴ 동물들은 보통 그들의 의도를 광범위하게 경고하여, 침입자를 쫒아버
리거나 도망갈 수 있도록 한다. 미친 것처럼 행동하며 사람에게 접근
하는 동물은, 광견병에 걸렸고 피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된다.
⑵ 동물에게 물리면 찢어지고, 잘라지고, 눌러터진 상처가 함께 발생된
다. 항상 부차적인 상처를 살핀다.
E. 응급 처치. 상처가 우연이든 동물에 의한 것이든, 치료법은 동일하다.
⑴ 상처를 초기에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세균 감염 기회를 줄이고, 광견병
과 다른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씻어서 깨끗이 한
다. 또한 출혈이 있는 상처도 초기의 세척 과정에 도움이 된다.
⑵ 벌어진 상처 치료는 “개방 요법”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봉합하거
나 상처를 덮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오물과 감염을 상처
속에 밀봉시킬 수 있다. 상처가 말라붙기만 하면, 상처는 보통 생명
을 위협하게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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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더기
⒝ 순간접착제
⒞ 단락(션트)
⑶ 생존 상황의 지혈대. 만약 두 시간 이상 구조나 의료 지원이 없을
것 같으면, 지혈대를 사용하고 20분 후에 천천히 풀어볼 수 있다.
⒜ 압박 붕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한다.
⒝ 출혈이 멈추었는지 확인한다.
⒞ 순환을 복구하기 위해 지혈대를 천천히 푼다.
⒟ 풀어진 지혈대를 출혈이 되는 경우를 위해 제자리에 놓는다.
⒠ 붕대를 감는 것은 상처를 외부 물질(예를 들면, 오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 몸에 상처가 있으면, 물 흡입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벌어진
상처에는 더 많아야 한다.
E. 약초.
⑴ 적절한 훈련을 받았고, 의약품 재고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만 약초
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⑵ 경고. 어떤 약초는 위험하고 추가 상처나 심지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7. 부상자 후송. 추운 날씨의 산악 환경에서 부상자 후송을 시행하기 전에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빈약하게 계획된 후송은 추가 상해, 시간 낭비, 장비 파손 등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집단 생존 상황에서 급조 들것은 환자를 효과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A. 일반 고려사항. (MSVX.02.15d) 다음의 고려사항들이 성공적인 후송계획
에 중요하다. 사용하는 유용한 약어는 “APASSNGG" 이다.
⑴ Apply: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한다.(즉, 부목, 압박붕대 등)
⑵ Protect: 환자를 자연으로부터 보호한다. 부상자를 적절히 차단
하여, 따뜻하고 건조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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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Avoid: 불필요하게 환자를 손대지 않는다.
⑷ Select: 가장 편안한 길을 선택한다. 가능하면 길을 내기위해 정
찰병을 앞서 보낸다.
⑸ Set: 중계 지점과 덥힐 수 있는 장소를 설정한다. 만약 길이 멀
고 힘들면, 끄는 사람-드는 사람을 교대하고 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계 지점과 덥힐 수 있는 장소를 설정한다.
⑹ Normal: 일반적인 들것 팀은 힘든 지형에서는 보강되어야 한다.
⑺ Give: 들것 팀에게 가야하는 명확한 목적지를 지정한다. 이 일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몹시 지치는 것이다.
⑻ Gear: 환자용 기구는 후송하는 중에는 환자와 함께 있어야한다.
8. 야생생물의 질병. (WSVX.02.15e) 죽었거나 살았거나 동물을 다룰 때에는, 개인
들은 야생동물의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방수단을 활용해야만 한다.
비록 질병의 가능성은 적지만, 특정한 증상은 동물이 병에 걸렸을 수 있다는 것
을 가리킨다. 다음은 미국과 세계 전역에서 발견되는 매우 공통적인 질병들이다.
A. 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 한타바이러스, 즉 HPS는 뉴멕시코와 애리조나에
서 발발하여 1993년에 처음으로 인정된 심각한 호흡기 질병이다. 이것
은 사슴쥐로 불리는 일반 야생 설치류가 옮기는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⑴ 전파 방식. 바이러스는 사슴쥐의 배설물, 소변, 침에서 퍼진다.
바이러스는 그런 물질들이 말라서 공중에 떠 있다가 흡입되어
사람에게 전파된다.
⑵ 증세 및 증상. 질병은 독감 같은 증상이 노출 후 3~45 일 부터
시작된다. 질병은 급속히 진행되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호흡
을 떨어뜨리는 질병으로 폐에 물이 많이 차는 특징이 있다.
⑶ 치료. 감염에 대한 어떠한 치료나 예방약이 아직 없다. 감염 후
의학적 치료를 빨리 찾을수록, 회복 기회가 더 좋아진다.
⑷ 예방. 쥐를 다루지 않는다. 설치류의 굴을 휘저어 놓지 않는다.
음식을 포장하여 설치류가 음식물 위로 기어다지지 않게 한다.
설치류가 있을 것 같은 피난처는 사용하지 않는다.
B. 페스트. 페스트의 원인은 복합적인 벼룩-설치류 순환을 통하여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페스트균(예르시니아 페스트) 이다.
⑴ 전파 방식. 사람이 감염되는 것은 벼룩에게 물리고, 페스트에 감
염된 설치류와 직접 접촉하거나, 설치류가 아닌 집토끼, 산토끼,
고양이, 때로는 다른 동물같이 감염된 숙주와 직접 접촉하여 발
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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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증세 및 증상. 사람이 감염되어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사율이
50% 이상인 심각한 질병이다. 림프절에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것이 보통 나타난다.
⑶ 치료. 감염된 사람들은 의료적 치료를 찾아야만 한다.
⑷ 예방. 벼룩이 있는 동물은 피해야 한다. 생존 상황에서 죽은 동
물은 즉시 차가운 물에 넣어서 모든 벼룩이 물로 제거되거나 죽
을 때까지 담가두어야 한다.
C. 진드기가 원인인 질병.
⑴ 라임병. 감염은 5월에서 9월 사이에 가장 자주 발생된다. 어떤
경우에는 특징적인 피부 발진이 진드기에게 물린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 발진은 직경이 5인치(약 12.5센티미터) 또는 그 이상까
지 넓어질 수 있고, 독감 같은 질병을 동반할 수 있다. 만일 치
료를 하지 않으면, 감염은 신경 장애, 심장 질환, 관절염 등의
특징인 만성 질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
⑵ 로키산 홍반열. 사람의 잠복기는 2~14일이다. 초기 증상은 독감
같고, 보통 열, 두통, 근육과 관절 통증, 메스꺼움, 구토를 포함
된다. 발진이 보일 수 있다. 치사율은 항생제치료 받으면 약
5%, 받지 않으면 25%까지 올라간다.
⑶ 치료. 감염된 사람들은 의료적 치료를 찾아야만 한다.
⑷ 예방. 모든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매일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D. 음식물이 원인인 질병. “식중독”으로 불리는, 음식물로 인한 질병은 세균
이나 세균의 독소로 오염된 음식물을 먹어서 발생된다. 살아있는 동물이
병원체를 옮길 수도 있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손질하는 도중에 다른 공
급원에서 오염이 발생될 수도 있다.
⑴ 보툴리누스 중독. 보툴리누스 중독은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일
반적으로 육류의 부적절한 저장이 원인이다. 증상은 구토와 설
사로 시작될 수 있지만, 특징적인 시력 손상, 하행 마비로 진행
된다. 보툴리누스 중독은 치명적이다.
⑵ 살모넬라균. 세균은 가금류, 돼지, 소, 애완동물을 포함한 광범위
한 동물들의 창자와 배설물에서 발견된다. 살모넬라균은 치명적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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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선모충병. 선모충병은 근육 조직의 들어있는 기생충이 원인이다.
가장 일반적인 매개체는 야생 돼지와 곰이다. 고기를 완전히 익
히면 기생충을 죽일 수 있다.
⑷ 야토병. 캘리포니아주 툴레어 지방에서 발견되었다. 야토병은 45
종 이상의 척추동물에서 보고되었지만, 질병은 매우 자주 진드
기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집토끼와 설치류에서 발
견된다. 이것은 익히지 않은 고기나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는
오염된 고기를 다루어서 전파된다. 야토병은 세계 도처에서 생
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항생제로만 치료할 수 있다.
⑸ 치료. 숯을 먹는 것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
다. 가능하다면 의료적 치료를 찾아야 한다.
⑹ 예방. 다음과 같이 하면 음식물이 원인인 질병을 예방할 수 있
다.
⒜ 신속히 사냥감을 손질한다.
⒝ 위장 내용물로 오염되는 것을 피하거나 최소화한다.
⒞ 음식물을 완전히 익힌다. 음식물 내부의 온도가 섭씨 약
74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조리한 음식물은 즉시 먹는다.
⒠ 저장식품은 적절히 보관한다.
E. 짐승의 배설물. 만일 배설물을 보호조치 없이 다룬다면 배설물에서 발견
되는 특정한 기생충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 미국너구리 회충은 배
설물에서 최소 30일간 발견될 수 있다. 반면에 여우 회충은 배설물에서
대략 7일 간만 발견될 수 있다. 이 기생충들은 둘 다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으며, 거의 치명적이다.
참고표:
1. FM 21-76, Survival, 1996.
2. Paul S. Auerbach, Wilderness Medicine, 3rd Edition, 1995.
3. William R. Davidson, Field Manual of Wildlife Diseases in the United
States, 2nd Editio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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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해병대
캘리포니아주, 브리지포트시
마운틴 워페어 트레이닝 센터(MWTC)

MSVX.02.16
02/06/05
수강생 유인물
산악 날씨
최종 학습 목표. 생존 환경에서 생존키트가 주어지면, 참고표에 따라 날씨 상태를
예측한다. (MSVX.02.16)
학습 목표 부여:
⑴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한랭과 온난 전선에서의 구름의 생
성을 기술한다. (WSVX.02.16a)
⑵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구름의 각 형태를 묘사한다.
(WSVX.02.16b)
⑶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다섯 가지 자연현상을 기술한다.
(WSVX.02.16c)
⑷ 참고표의 도움 없이, 하늘이 막힘없이 보이면, 참고표에 따라 다음 24시
간의 일기예보를 구두로 기술한다. (MSVX.02.16d)
개요
1. 일반 사항.
A. 지구는 대기로 둘러 싸여 있고, 대기는 몇 개의 층으로 나뉜다. 지구의
날씨 시스템은 층들 중 가장 낮은 층인 대류권에 관한 것이다. 이 층은
높이가 40,000피트(약 12,000미터)에 이른다.
B. 대기 중의 먼지와 구름은 태양이 지구로 내려 보내는 많은 에너지를 흡
수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태양에너지의 절반 이하가 실제로 지구 표면과
낮게 있는 대기를 데운다.
C. 데워진 공기는 지구의 회전(자전)과 결합하여 바람을 만들어 열과 습기
를 지구 둘레에 골고루 퍼뜨린다. 이것은 태양이 극지방보다 적도를 더
가열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바람
이 없다면, 지구상의 대부분에서는 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공기
가 식으면, 구름, 비, 눈, 우박, 안개, 서리 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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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어디에서나 만나는 날씨는 많은 요인들에 달려있다. 예를 들면, 공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공기가 얼마나 습한지, 바람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일
지, 특히 공기가 상승하나 안하나?
2. 기압
A. 이런 모든 요인들은 주어진 지역에서의 공기의 무게인 대기압과 관련되
어 있다. 압력이 낮아질수록, 비와 강한 바람이 더 많은 경향이 있다.
B.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기 중의 공기가 액체와 매우 비슷하게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C. 이 액체가 높은 지역은 지구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므로 “고기압 지역”
으로 불린다.
D. 낮은 지역은 “저기압 지역”으로 불린다.
E. 고기압 지역이 같게 되기 위해서는 액체를 저기압 지역으로 밀어 보내야
할 것이다.
F. 이 두 기압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⑴ 고기압 지역. 압력을 같게 하기위해서 흘러 나간다.
⑵ 저기압 지역. 압력을 같게 하기위해서 흘러 들어온다.
G. 고기압 지역의 공기는 주변의 공기와 압력을 같게 하기위해서 기본적으
로 서서히 흘러 나가려고 하고 있다. 반면에 저기압은 수직으로 형성되
기 시작한다. 일단 저기압이 같은 압력에 도달하면, 멈추지 못하고 수직
으로 계속 형성되어 난류의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날씨가 나빠진다.

유의사항: 기상도를 볼 때 등고선과 유사한 것들을 알아챌 것이다.
이것은 “등압선” 이라 불리며, “압력이 같은 지역” 의미로 해석된다.
H. 등압선. 압력은 밀리바(mb)로 측정되거나 더 일반적인 “인치수은
(inchHg)“으로 측정한다.
I. 충분히 이어 맞추고, 고기압 지역을 “마루”라고 부르고, 저기압 지역을
“골”이라고 부른다.

유의사항: 해수면의 평균기압은:
29.92 inchHg.
1,013 mb.
J. 높이 올라갈수록, 대기의 압력(또는 무게)이 감소한다.
예: 해수면의 기압은 1,013밀리바인 반면에 18,000피트(약 5,500미
터) 고도에서의 대기압은 500밀리바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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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습도. 습도는 공기 중의 수분의 양이다. 모든 공기는 거의 안보여도 수증기를 가
지고 있다.
A. 공기는 일정한 수증기만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공기가 따뜻해지면 더
많은 수분을 가질 수 있다.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를 모두 가지게
되면, 공기가 포화되었다고 한다(상대습도 100%).
B. 만약 그 다음에 공기가 차가워지면, 과다한 수분이 응결된다. 즉, 분자들
이 결합되어 우리가 볼 수 있는 작은 물방울을 형성한다.
C. 이것이 발생한 온도를 “응결점”이라 부른다. 응결점은 수증기의 양과 공
기의 온도에 따라 변한다.
D. 만약 공기가 아주 많은 양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다면, 섭씨 20도에서 응
결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기가 비교적 건조하고 많은 수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응결은 온도가 섭씨 0도나 빙점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응
결되지 않을 수 있다.
E. 단열감율. 단열감율은 공기가 상승하면 차가워지고, 하강하면 따뜻해진다
는 것이다. 이 비율도 공기에 포함된 수분에 따라 변한다.
⑴ 포화된 공기 = 섭씨 0.5도/100미터
⑵ 건조한 공기 = 섭씨 1도/100미터

4. 바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태양으로 인한 공기의 불균일한 가열과 지구의
자전이 바람의 원인이다. 세계의 많은 날씨는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의 배치
에 의존된다. 이런 형태는 다른 지역에서 받는 햇빛(열)의 양이 다르다는 것과
지구의 자전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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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뜨거운 지표위로 공기가 상승하며 빈 공간을 만든다. 차가운 공기가 빈
공간 속으로 이동하여 자리를 잡는다. 차가운 공기는 다시 데워져서 상
승을 시작하거나 제자리에 머문다. 이것은 태양의 열에너지에 달려있다.
대기는 항상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서 평형을 이루려고 한다. 크게 보
면, 이것은 극지방에서 지구 표면을 따라 적도까지, 적도에서 상승하여
극지방을 향해 다시 이동하는 공기의 순환을 형성한다.
B. 여기에 지구의 자전이 더해지면, 순환의 형태가 혼란스럽게 된다.
C. 지구의 자전에 따른 가열과 냉각 때문에 이러한 지상의 바람이 발생한
다. 모든 바람은 시작된 곳부터의 방향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다.
⑴ 극편동풍. 이것은 극지방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다. 이것은
냉각되어 극지방에 머물고 있는 공기이다.
⑵ 편서풍. 이 바람은 북위 30도 부근에서 서쪽에서 분다. 이것은
지구의 자전으로 너무 이르게 냉각된 공기가 다시 지표면에 머
무는 지역이다.
⑶ 북동무역풍. 이것은 북위 30도 부근에서 북쪽에서 북동쪽으로 부
는 바람이다. 역시 너무 이르게 냉각된 공기이다.
D. 제트기류. 제트기류는 길고, 대류권계면(대류권과 성층권의 경계면) 부근
에서 굽이쳐 흐르며 일반적으로 서풍에서 부는 종종 시속 250마일(약
400킬로미터)이 넘는 강풍이다. 제트기류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⑴ 극지방과 적도 둘레의 공기의 순환.
⑵ 중위도 이상에서의 공기 흐름의 방향.
⑶ 제트기류의 실제 경로는 서쪽에서 와서, 적도지역에서 아래로 내
려와 기단을 잡아 북쪽으로 가서 극지방에 기단을 내려놓는다.

유의 사항: 제트기류에의 긴 파장의 평균 숫자는 세 개에서 다섯 개 사이로 계절별
로 다르다. 극지방과 적도지방의 온도 차이가 여기에 영향을 준다. 긴 파장은 하루
에서 일주일까지의 날씨변화에 영향을 준다. 몇 시간만 날씨변화에 영향을 주는 짧
은 파장도 있다.
E. 산악 환경에서는 특별하지만 날씨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다른
형태의 바람이 있다.
⑴ 상승기류. 이것은 따뜻한 상승 공기를 밀어내며 산골짜기로 불어
올라가는 것으로 보통 약한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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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하강기류. 이것은 차가운 공기가 원인이 되어 산골짜기 경사면
아래로 불어 내려오는 것로 이따금 강한 바람이다.

5. 기단. 알고 있듯이, 이런 모든 형태는 공기를 움직인다. 이 공기는 “기단”으로
알려진 덩어리가 된다. 이러한 기단은 작은 마을만큼 작거나 국가만큼 크게 크기
가 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단은 발생되는 지역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다.
A. 해양기단. 바다 위.
B. 대륙기단. 육지 위.
C. 극기단. 북위 60도 이상.
D. 적도기단. 북위 60도 미만.
E. 위의 것들을 결합하면 네 개 기단의 형태의 이름과 특성을 알 수 있다.
⑴ 대륙극기단. 차갑고 건조한 기단.
⑵ 해양극기단. 차갑고 습한 기단.
⑶ 대륙적도기단. 건조하고 따뜻한 기단.
⑷ 해양적도기단. 습하고 따뜻한 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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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기단에 대해서 알아야할 점은, 기단은 온도와 포함한 습도가 다른 기단
과 혼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개의 다른 기단들이 충돌할 때 전선이
형성되는데, 이 훈련기간 뒤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된다.
6. 상승/냉각. 알고 있듯이, 공기는 온도에 따라서 일정한 수증기만 가질 수 있다.
공기를 포화점 아래로 냉각하면, 공기는 이 수증기를 하나 또는 다른 형태, 즉
비, 눈, 안개, 이슬 등등으로 배출해야만 된다. 공기가 상승하여 포화점 아래로
냉각될 수 있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A. 지형성 치올림. 이것은 공기가 밀어 올려져 산과 같이 크고 높은 지형을
넘을 때 발생한다. 단열감율에 때문에 공기는 고도에 따라 냉각되고, 만
약 포화점에 도달하면 강수가 시작될 것이다.

지형성 치올림

B. 대류 효과.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나타나는 효과로, 지표면의 태양
열 복사와 포화점까지 똑바로 위로 밀어 올리는 공기의 흐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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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류 효과
C. 전선성 치올림. 알고 있듯이, 다른 습도와 온도를 가진 두 기단이 충돌
할 때 전선이 형성된다. 기단은 혼합되지 않으므로, 따뜻한 기단이 위로
들려져서 냉각되어 포화점에 도달한다. 전선성 치올림은 강수가 많은 지
역에서 발생한다. 다른 형태의 치올림의 조합도 드문 것은 아니다.
7. 구름. 공기가 상승하여 포화점(상대습도 100%)을 지나서 냉각될 때는 언제나 구
름이 형성된다. 구름은 우리에게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 중 하나이
다. 구름은 여러 다른 방법으로 묘사될 수 있고, 또한 높이와 모양 또는 수직,
수평으로 걸쳐있는 지역의 크기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MSVX.02.16b)
A. 권운. 이 구름은 중위도 지역의 매우 높은 고도(약 20,000피트 에서
35,000피트: 약 6,000미터에서 10,000미터)에서 얼음 알갱이로 형성되
며, 얇고 깃털 같은 구름이다. 이 구름으로 온난전선보다 수백 킬로미터
앞에 접근하고 있는 나쁜 날씨를 24시간 전까지 주의할 수 있다. “말꼬
리“ 또는 짙은 권운층, 새털모양과 같이 약하고 흐트러져 있는 것은, 좋
은 날씨를 보여주지만, 낮은 구름의 접근과 강수 및 전선의 도착의 전
조로 예보가 될 수 있다.
B. 적운. 이 구름은 상승하는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생성되고, 수직으로 발
달하기 쉬운 불안정한 공기에 많다. 이러한 공기의 흐름은 쌓아올리거나
뭉쳐진 모습으로 적운형 구름을 형성하여, 목화송이와 유사하게 보인다.
적운 종류에는 날씨를 예보를 돕는 세 가지 다른 형태가 있다.
⑴ 적운의 목화가 부푼 모양은 좋은 날씨 구름이지만, 탑적운이나
적란운으로 발달될 가능성은 관찰되어야 한다.
⑵ 탑적운은 수직으로 발달되는 특징이 있다. 뜨거운 여름 오후나
바람이 산의 경사면 위로 밀어 올려질 때 발견되는 대류 흐름
같은 상승작용, 또는 아마도 전선배치에 있을 수 있는 상승작용
이 원인이다. 탑적운은 부풀어 올라 “꽃양배추 형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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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적란운은 탑적운과 같은 방식으로서 특징이 있고, 익숙한 “소나
기구름”을 형성하고 뇌우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구름은 구름의
윗부분을 최고 높이까지 울리는 격렬한 상승기류가 특징이다.
토네이도, 우박, 집중 호우 등은 이런 형태의 구름이 형성하는
것이다. 구름의 윗부분에 평평한 모루 형태가 나타나면 뇌우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C. 층운. 층운은 습한 공기층이 포화점 이하로 냉각될 때 형성된다. 층을
이루는 구름은 수직으로 발달되지 않고 대부분 수평 층이나 판과 같이
있다. 층운이란 라틴어의 “층(layer)"에서 나왔다. 층운은 매우 균일하
고, 안개를 닮았다. 구름은 하단이 상당히 균일하고, 흐리고 회색으로
보인다. 층운은 하늘을 무겁게 보이게 허고, 때때로 작은 이슬비나 안개
를 동반한 아주 가벼운 눈을 생성한다. 그러나 층운에서는 수직 이동이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 많은 비나 눈의 형태로 강수를 생성하지 않는다.
8. 전선. 알고 있듯이, 전선은 습도와 온도가 다른 두 기단이 상호작용을 할 때 종
종 발생된다. 전선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는, 구름의 발
달을 확인하는 것이다. (MSVX.02.16b)
A. 온난전선.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보다 느린(또는 정지중인) 차가운
기단 속으로 이동하여 넘어갈 때 발생된다.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더
낮기 때문에, 보다 차가운 공기를 밀어 내리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된다.
이 단계에서 볼 수 있는 구름은 적운이다.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층운이 보이게 된다. 상승이 계속되면서, 이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
와 함께 받아들인 수분에 의해 냉각된다. 수분이 생성되면서, 어두워져
서 “난층운”이 된다. 이것은 뇌운성 비를 뜻한다. 그 시점에서 수분의
다른 형태가 보통 하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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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한랭전선. 한랭전선은 차가운 기단(기단이 지나는 지표보다 차가운)이 정
지중이거나 느리게 이동하는 온난전선을 추월할 때 발생된다. 차가운 공
기는 밀도가 높아서, 따뜻한 공기 아래로 이동하여 따뜻한 공기를 높이
밀게 된다. 물론 아무도 이것을 볼 수는 없지만, 구름을 볼 수 있고, 구
름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찾을 수 있는 구름의 발달
은 권운에서 권적운, 적운으로 되고 최종적으로 적란운이 되는 것이다.

C. 폐색전선.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빨리 이동한다. 그래서 결국은 한랭
전선이 온난전선을 추월하게 되어, 따뜻한 공기가 지표면에서 점차적으
로 들려지게 된다. 차가운 공기의 앞쪽과 뒤쪽 사이의 구간지대를 “한랭
폐색”이라 부른다. 만일 전선 뒤쪽의 공기가 앞쪽보다 따뜻하면, 온난폐
색이다. 대부분의 육지 지역은 다른 형태의 전선보다 폐색전선이 많이
발생된다. 전선으로 이어지는 구름의 발달에서, 지형성 치올림은 실제
전선 형태를 가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지형성 적운을 동반하는 온
난전선으로 이어지는 구름의 발달이 여기에 속한다. 폐색전선에서의 구
름의 발달은 온난과 한랭전선에서의 구름의 발달을 같이 결합한 것이다.
9. 자연현상 이용. (MSVX.02.16c) 이런 현상들은 다가오는 날씨 상태를 일반적으로
예보할 수 있게 한다. 가능한 많은 현상들을 함께 이용하면, 예보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런 모든 현상들은 비교적 정확하게 시험되었지만, 100% 의존해서
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틀리게 날씨를 예보하는 것보다 몇 배 더 맞
을 수 있다. 여기에서 다가오는 날씨 예보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만
큼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작업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신의 경험에 따라 정보
들을 편집할 수 있다. 현상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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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행운. 저기압 지역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제트 항공기의 비행운
을 주목하는 것이다. 만일 비행운이 두 시간 이내에 흩어지지 않는다면,
머무르고 있는 지역이 저기압 지역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대개
접근하는 전선보다 24시간 정도 앞서서 발생된다.
B. 렌즈운. 이것은 바람에 의해 깎인 광학렌즈 모양의 적운이다. 이것은 공
기 중에 수분이 있고 위쪽에 상층바람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한랭전
선이 오기 전에 바람과 구름이 하강하기 시작한다.
C. 고도계 및 지도 또는 기압계는 야외에서 날씨예보에 사용될 수 있다. 그
러나 사용자는 기구에 대한 작동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D. 거미의 습관은 몇 시간 앞의 날씨 상태를 가장 잘 알려주는 표시이다.
낮이 맑게 개고 비교적 바람이 적을 것 같으면, 거미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긴 거미줄을 만든다. 비가 올 것 같으면, 거미는 거미줄을 짧고 단
단하게 만들고 거미줄 중앙에 가만히 있게 된다.
E. 벌레들은 폭풍이 오기 두 시간에서 네 시간 전에 특히 불안해 진다.
F. 만일 벌들이 떼를 지어 다니면, 최소한 앞으로 반나절은 좋은 날씨가 계
속될 것이다.
G. 사슴, 엘크 등의 큰 사냥물은 폭풍이 오기 네 시간에서 여섯 시간 전에
평소와 달리 많이 먹게 된다.
H. 모닥불에서 나온 연기가 뜨거운 공기와 함께 짧게 올라갔다가 아래로 퍼
지면,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꾸준히 올라가는 연기는 좋은 날씨
를 가리킨다.
I. 회색으로 흐린 저녁 하늘은 대기 중에 먼지 알갱이를 운반하고 있는 수
증기에 물이 초과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상태는 비가 되기 쉽다.
J. 회색으로 흐린 아침 하늘은 낮은 대기 중의 먼지에 붙어있는 수분이 모
여서 발생되는 안개 위쪽에 마른 공기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상당히
좋은 날씨를 기대할 수 있다.
K. 태양이 깨끗한 지평선 아래로 내려갈 때 태양 주위가 위쪽에서 엷은 녹
색으로 보일 때, 대개 앞으로 24 시간동안은 좋은 날씨가 예상된다.
L. 늦은 오후의 무지개는 좋은 날씨가 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아침의
무지개는 나쁜 날씨가 계속된다는 표시이다.
M. 코로나는 태양이나 달 둘레에 나타나는 고리이다. 고리가 점점 커지면
대기 중의 물방울들이 증발하여, 날씨가 틀림없이 맑게 될 것을 가리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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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면, 대기 중의 물방울들이 커져서 구
름을 만들게 되어, 비가 내릴 것이 거의 확실하다.
N. 북반구에서 바람이 남풍이면 통상 저기압배치를 가리킨다. 이런 배치는
자주 폭풍우와 관련되어 있다.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입에 비를 물고
있다”.
O. 폭풍 전에는 아주 조용하여, 먼 거리의 소리도 보다 뚜렷하게 들린다.
이것은 폭풍이 오기 전 몇 시간 동안은 야생생물들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P. 자연적인 샘물은 폭풍이 접근하고 있을 때 더 많이 흐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낮은 기압이 원인이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연못 바닥에 있는
식물 썩은 것들이 연못을 순간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다.
Q. 아침에 이슬이나 서리가 많은 것은 나머지 하루는 좋은 날씨라는 표시
이다. 이것은 지표에 가라앉은 대기 중의 수증기가 강수를 대신하는 것
이 원인이며, 앞으로 12 시간까지는 좋은 날씨가 계속된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참고표:
1. William J. Kotsch, Rear Admiral, USN RET., Weather For the Mariner, 3rd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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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해병대
캘리포니아주, 브리지포트시
마운틴 워페어 트레이닝 센터(MWTC)

MSVX.02.17
02/06/05
수강생 유인물
도피 소개
최종 학습 목표. 생존 환경에서 생존키트가 주어지면, 참고표에 따라 도피 기술을
이용한다. (MSVX.02.17)
학습 목표 부여:
⑴ 참고표의 도움 없이, 도피를 위한 계획과 준비 고려사항들을 목록으로
만든다. (MSVX.02.17a)
⑵ 참고표의 도움 없이, 도피선정지점(SAFE: Selected Area For Evasion)
의 정의를 기술한다. (MSVX.02.17b)
⑶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SAFE 점령 중에 취하는 단계들을
목록으로 만든다. (MSVX.02.17c)
⑷ 참고표의 도움 없이, 참고표에 따라 기초적인 도피 기술을 이용한다.
(MSVX.02.17d)
개요
1. 잠재적인 도피 상황 준비. 행동강령은 평화유지, 전투 또는 생존 등 어떠한 군사
작전이라도 관련된 해병대원들에게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작전이 심하게 악화되
어 해병부대가 어쩔 수 없이 생존 기술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단위부대는 적대
적인 적군 부대를 “도피”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JP 3-50.3에서 정의한 도피는,
적대적이거나 비우호적인 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요원들이 아군의 통제가 되는
지역으로의 성공적 구조를 목표로 생포되는 것을 피하는 과정이다. 적군을 피하
는 것이 요구되는 생존 상황이라면, 성공은 사전 계획에 달려있다.
a. 계획과 준비. (MSVX.12.17a) 도피를 위한 적절한 준비와 계획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관계된 요원들에게 있다. 모든 해병대원들은 어떤 작전을 수
행하더라도 다음 사항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⑴ 첩보 상황설명. 임무 노선, 적군 부대의 배치, 아군이나 다국적
군에 대한 적군 작전의 영향, 미국이나 다국적군의 정세, 적대적
주민의 태도 변화 등에 대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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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실전도피계획(EPA: Evasion Plan of Action). EPA는 성공적인
구조 계획을 위한 중요한 문서들 중 하나이다. 적대 지역에 고
립되기에 앞서서 잠재적인 도피자가 작성한 전달 수단으로, 고
립후의 의도를 구조 부대에게 전한다. EPA의 자세한 내용은 부
록 D, “실전도피계획 양식”을 본다.
⑶ 도피선정지점(SAFE) 지역 첩보 기재사항. (WSVX.02.17b) SAFE
는 “적대 지역에서 고립된 요원에게 생포되는 것을 피하고, 구조
될 때까지 생존할 수 있는 적당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계획된 지
역이다.”
⒜ 이것은 국방정보국(DIA: Defense Intelligence Agency)
이 계획하고 분류한다.
⒝ 장기적인 도피를 돕게 설계된 것은, 승인을 위해 특정한
필요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⑷ 도피와 구조(E&R: Evasion and Recovery) 지역 연구. E&R 지
역은 작전이나 사전대책 필요조건에 기초하여 어떤 지리적 지역
에서도 선택될 수 있다. SAFE 지역과 대부분의 사항이 비슷하지
만, SAFE 지역에 대한 모든 전통적인 선택 기준이 아닌 점에서
다르다. 이것은 지역에 퍼져있는 현재의 정치적, 군사적, 환경적
요소들 때문이다.
⑸ 생존, 도피, 저항과 탈출 안내서 및 소책자. 여기에는 개인 생존,
성공적인 도피, 잡혔을 경우의 적군의 학대에 저항하는 것에 도
움이 되는 기본적인 정보가 담겨있다. 이러한 소책자에는 지형학,
수로학, 음식과 식수원, 안전하고 위험한 식물과 동물, 관습과 문
화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⑹ 고립된 요원 보고서(ISOPREP: Isolated Personnel Report). 작
성이 되면, DD 양식 1983은 기밀로 분류된다. 이것은 구조 부대
가 도피자를 인증할 수 있게 한다.
2. 실전도피계획(EPA)의 실행. 예기치 않은 환경으로 해병대원들은 그들의 EPA를
실행해야만 될 수도 있다.
a. 초기 계획. 접촉을 끊자마자, 자신과 적군 사이의 거리를 최대로 늘리려
고 시도한다.
⑴ 모든 계획과 실행 도중에 METT-T(임무, 적군, 지형 및 날씨, 가
능한 병력 및 지원-가능한 시간)를 신중하게 고려한다.
⑵ 단위 부대의 전투 유효성을 결정한다.
⑶ 행동 방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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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동 기술. 가능하면, 계획된 SAFE나 E&R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군이나 중립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관측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한다.
더구나 적군이 탐지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평가하는 것은 자
신의 은폐를 최대화 시키는 기술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⑴ 적의 탐지를 피하는 방법.
⒜ 표준적인 순찰 활동 기술을 적용한다.
⒝ 이동물체의 자연적인 선과 주요 보급선(MSR)을 피한다.
⒞ 모든 도시지역, 작은 마을, 농장들을 피한다.
- 개와 기르는 새 등은 아주 흔하고, 적군의 수색이
시작되게 하는 “최초 경고”를 울리게 될 것이다.
⑵ 도피자를 탐지하는 방법.
⒜ 직접 감시.
⒝ 탐지 장비.
-

열 이미지 장치
야간투시경(NVG) 같은 능동형 적외선(IR)
음향 탐지기/센서
무선용 방향 추적 장치

⒞ 추적 팀.
- 군대/민간인
- 추적자
⒟ 개.
- 공격 또는 추적용 개
- 만일 개들에게 추적을 당한다면 결정하기 어려움
- 개들이 추적하지 못하도록 방해 시도
c. SAFE 또는 E&R 점령. (WSVX.02.17c) SAFE 또는 E&R로 이동하고 점
령하기에 앞서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⑴ 적군이 위협하고 있는 전체 지역의 정찰을 수행한다. 이것은 물
리적 또는 시각적 정찰이 될 수 있다.
⑵ 다음 사항이 제공될 수 있는 점령 장소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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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적군에게 발견되는 것에 대비한, 숨겨진 탈출로.
⒝ 잠재적인 탈출 장소에 가까운 접근성.
⒞ 접근하는 지역과 도로의 감시.
⑶ 생존의 필수 사항들을 적용한다.
⑷ 명령 받은 대로 통신과 신호표시 계획을 실시한다.
참고표:
1. JP 3-50.3, Joint Doctrine for Evasion and Recovery,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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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브리지포트시
마운틴 워페어 트레이닝 센터(MWTC)

실전도피계획 양식(EVASION PLAN OF ACTION FORMAT)
1. EPA(실전도피계획)를 완성하는 개인은 이 서류의 대용으로 “특별지시(PER SAR
SPINS"라는 문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장은 구조 부대에게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없고, 구조 작전을 계획하는데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 한다.
2. EPA는 다음의 최소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규정된 정보를 한 문서
에 포함시키는 것은 작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결정적인 정보가 시간이 민감
한 상황에서 유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다. 이러한 문서는 최
소한 제공하는 임무에 대한 작전명령 수준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단락은 하나하
나 적절한 수준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a. 인식.
⑴ 개인별 이름과 계급.
⑵ 임무 번호, 항공기 또는 호출 부호.
b. 계획된 비행 또는 이동 경로.
⑴ 노선 지점들은 진입, 진출 모두에 대해 EPA에 기술되어야 한다.
⑵ 임무 구간별 기내 비상 계획을 기술한다.
c. 상해를 입지 않은, 최초 48시간 동안의 긴급 도피 활동과 의도. (예는):
⑴ 부대와 분리된 인근 비행 기지와 지역을 숨긴다(거리 및 방향).
⑵ 단독 도피 또는 재편성 지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 도피.
⑶ 이동 계획(거리, 기간 또는 시간, 속도, 다른 상세 사항들).
⑷ 의도적인 활동과 최초 은신 장소에서 머무르는 기간.
d. 만일 상해를 입었으면, 긴급 도피 활동과 의도.
⑴ 만일 상해를 입었으면, 숨기는 의도를 제공한다.
⑵ 만일 상해를 입었으면, 도피 의도를 제공한다.
⑶ 만일 상해를 입었으면, 이동 의도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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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만일 상해를 입었으면, 은신 장소에서 의도된 활동을 제공한다.
e. 48시간 후의 보강된 긴급 도피 활동과 의도.
⑴ 목적지 (SAFE: 도피선정지점, 산맥, 해안, 국경, FEBA: 전투지역
전단).
⑵ 이동 경로, 계획, 기술(글로 쓰거나 스케치한 것들).
⑶ 잠재적인 접촉이나 구조 지점에서의 활동과 의도.
⑷ 구조/접촉 위치 신호, 표식, 절차(글로 쓰거나 스케치한 것들).
⑸ 만일 필요하다면, 위의 것들에 대한 예비 계획.
3. 다음의 정보는 적절한 통신과 신호, 정보 요원에 의해 완성되고 EPA에 첨부되어
야 한다.
a. 통신과 인증.
⑴ 암호.
⑵ 이용할 수 있는 통신과 신호 장치.
⑶ 주 통신 계획, 절차와 주파수(최초 48시간과 48시간 후)
⑷ 예비 통신 계획, 절차와 주파수
b. 위의 최소 필요 정보에 추가하여, 부대는 다음의 선택적인 정보가 추가
되기를 바랄 수 있다.
⑴ 휴대한 무기와 탄약.
⑵ 개인 도피 키트 품목들.
⑶ 생존, 도피 키트 품목의 지급 목록.
⑷ 도피 임무 예비조사 점검표.
⑸ 검토한 공무원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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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E(군사전문교육) 비디오 지원 토론

“디 엣지(THE EDGE)"

인디언을 찾아가는 비행에서 정지
1. 곰의 위협을 토론하고, 야영 일과와 식품 저장을 강조한다.
2. 북부 지방에서 이용할 수 있는 햇빛의 양을 토론한다(겨울/여름).
3. 책의 지식 대 기술을 토론한다.
4. 타이가 생태계(Taiga Ecosystem)와 지구에서의 범위를 설명한다.
첫 번째 하루가 지난 후에서 정지
1. 유치하고, 아무런 생존키트도 없는 오두막에서의 그들의 “사고방식/자세”
를 토론한다.
2. 차가운 물에 빠진 후에 무엇이 그들의 첫 번째 관심이 되어야 했는가?
3. “성냥 가진 사람이 있었나?” - 그들은 어떻게 마른 채로 머물렀나?
4. 모닥불을 피우기 위한 어떤 부싯깃이 있었나? 마녀의 머리카락을 사용했
어야 된다.
5. 그들이 달성한 작업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밤의 모닥불에서 정지
1. “창피해서 죽다”, 그것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
엇인가?
2. 관측 방법/ 급조 나침반 - 생존 방향설정에 관한 문제.
3. 여행하는데 왜 그것이 좋은 결정이었나?
4.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했었나?
5. 집단 생존 - 집단을 이루어서 함께 계획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약점이
강점으로, 임무를 맡았을 때 어떻게 약점이 강점으로 되었는지 찾아낸다.
헬리콥터의 저공비행에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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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처의 지붕을 잇는 작업을 토론한다.
2. 피 묻은 붕대에 관한 범행/ 용기를 토론한다. “무슨 차이점이 있나?”
3. 산에서 언제든지 일어나는 눈 폭풍을 토론한다.
4. 준비한 생존 신호방법을 토론한다.
곰을 죽인 후에서 정지
1. 그들이 어떻게 막대한 음식 공급원을 놓쳤는지 토론한다.
- 순록 이끼
- 물고기
2. 겨울의 시작에 앞서서 장기간 생존에 대해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야
하는지 토론한다.
3. 곰이 어떻게 숲을 통과해서 똑바로 달릴 수 있었는지 찾아낸다.
4. 곰이 언제 공격할지를 찾아낸다.: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앞발로 앞뒤
로 할퀸다.
5. 사람이 곰을 앞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찾아낸다.
6. 상처가 난 생존자는 곰한테서 훈련만 받은 것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영화가 끝난 후 토론
1. 어떤 도구가 중요하게 되었나.
2. 큰 함정 구덩이를 팔수 있는 가능성.
3. 안소니 홉킨스가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앉아서 생각했는가 - “지
나치게 서두르지 않는다(Undue haste makes waste)”.
4. 실제적으로 얼마만큼의 나뭇가지로 연기를 만들 수 있나.
5. 마지막으로 지식은 중요한 것이 되지만, 기술이 뒤따르지 않는 지식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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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엣지(The Edge, 1997, 20세기 폭스)
감독: 리 타마호리(Lee Tamahori) / 각본: 데이빗 마멧(David Mamet)
출연: 안소니 홉킨스(Anthony Hopkins) / 알렉 볼드윈(Alec Baldwin)
극장개봉 : 디 엣지(1998.08.29) / 비디오출시명 : 디 엣지(19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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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참고할 수 있는 생존 점검표
S - Size up the situation, surrounding s, physical condition, & equipment.
상황, 주변 환경, 신체 상태 및 장비를 파악한다.
U - Undue haste makes waste.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는다.
R - Remember where you are. 자신의 위치를 기억한다.
V - Vanquish fear and panic.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낸다.
I - Improvise & Improve. 즉석에서 개선한다.
V - Value living. 생명을 존중한다.
A - Act like the natives. 원주민처럼 행동한다.
L - Live by your wits, but for now, Learn Basic Skills.
슬기롭게 처신하지만, 당분간은 기본 기술을 익힌다.

1. 즉석 행동.
a. 즉석 상황을 할당한다...행동하기 전에 생각한다!
b. 화생방(NBC) 재난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한다.
c. 은신처를 찾는다.
d. 의학적 조건을 할당한다; 필요하면 치료를 한다.
e. 잠재적으로 의심스러운 정보가 있는 의복을 소독한다.
f. 구역, 버리고 가는 가죽 장비를 소독한다.
g. 위장을 실시한다.
h. 순찰 기법을 이용하여 처음 장소에서 이동한다.
I. 지형을 유리하게 활용한다; 엄폐, 은폐, 통신의 장점.
j. 아래를 갖춘 재편성 지점을 찾는다.
- 엄폐와 은폐.
- 적 위치와 병참선(LOC)에서의 안전거리.
- 은폐된 탈출로의 다양한 접근 방법.
- 청음초(LP)와 관측소(OP)용 장소 확보.
- 비바람으로부터 보호.
- 믿음직한 물과 연료 공급원에 인접.
- 통신/신호를 보낼 기회가 있는 장소.
2. 재편성
a.
b.
c.
d.
e.

지점
안전 확보: 상처 치료, 장비 재고조사, 위장 개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휘관의 의도인 IAW(지시, 분석, 경고) 할당.
전투 효율성 수준의 결정.
METT-TSL을 사용하는 행동 과정의 개발; 우선권 확보.
행동 과정의 수행...융통성 있게 머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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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동
a.
b.
c.
d.

천천히 신중하게 이동한다.
이동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소리와 불빛을 통제한다.
병참선(LOC)에서 떨어져 머무른다.
표준 순찰 기법을 사용한다.

4. 접촉 기회
a. 합리적인 승리의 기회가 있을 때만 적과 교전한다.
b. 모든 교전에서 METT-TSL을 사용한다.
c. 모든 불리한 교전에서 접촉을 차단한다.
5. 통신과
a.
b.
c.

신호법
특히 송신을 “침묵(blind)"으로 유지할 때 현장 통신 절차마다 전달한다.
짧은 내용을 보낼 수 있는 신호 장비 사용을 준비해야 한다.
임무 명령마다 신호법을 실시한다.

6. 구조 작전
a. 장소별 IAW 임무 명령을 선택한다.
b. 장소를 재난과 적에게서 벗어나게 확보한다.
c. 통신과 신호장비에 가장 좋은 장소를 고른다.
d. 적의 활동과 병참선을 근접 관측한다.
e. 구조 부대 지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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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습성
⑴ 코요테(Coyote)와 이리(Wolf). 코요테와 이리는 특히 계절 초반에 종종 가족 집
단으로 다닌다. 같은 집단의 동료가 잡히면, 일반적으로 다른 코요테들은 같은
지역에 있는 올가미들을 되돌려 놓기 위해 설치된 장소로 되돌아온다. 이들은 호
기심이 많아서 냄새를 맡거나 관찰하게 할 필요가 있다. 통상 이들은 3-25제곱
마일(약8-65제곱킬로미터)영역을 다니며, 험한 날씨 기간에는 더 커지기까지 한
다. 이들은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좋은 음식 공급원 둘레를 돌아다니며 집합한다.
어떤 해에 자연 식량이 풍부하게 되면 이들은 한 가지 종류만 먹어, 다른 음식
이나 미끼는 관심이 전혀 없게 된다. 새로운 배설물을 보고, 그들이 먹고 있는
것을 미끼를 선정한다. 코요테는 북아메리카에서 다양한 고도와 서식지 형태에서
발견되는데 반하여, 이리는 북서부 주로 한정되어 있다. 눈이 많은 겨울 동안에
높은 고도에 있는 코요테는 사슴, 엘크, 가축을 따라 낮은 고도로 이동하게 된
다. 그래도 일부는 많은 눈에서 참고 견딘다.
⑵ 여우(Fox). 회색, 적색, 프레리 스위프트(Prairie Swift), 사막 키트(Desert Kit)
여우 등이 미국 전역에서 발견된다. 회색 여우는 피니언-노간주나무
(pinion-juniper), 삼나무, 오크 숲, 계곡 바닥, 깎아지른 산등성이 등에서 발견
된다. 적색 여우는 높은 산의 자연공원과 고지대에 있는, 산맥 기슭과 대초원의
강을 끼고 있는 관개된 농지에서 발견된다. 프레리 스위프트 여우는 미국의 대초
원이 있는 주에서 발견된다. 사막 키트 여우는 남서부 구석의 주에서 발견된다.
이들 두 종은 별나게 서로 다르다. 여우의 습성은 코요테와 매우 닮았다.
⑶ 살쾡이류(Bobcat)와 스라소니(Lynx). 살쾡이류는 일반적으로 서부에서 발견되지
만, 스라소니는 북서부 주에서 발견된다. 이들은 코요테와 경쟁관계에 있고 때
로는 코요테의 먹이가 된다. 영역은 통상 2제곱마일(약5제곱킬로미터)이다. 이들
의 굴은 바위 동굴, 쓰러진 나무, 속이 빈 나무와 통나무 등이다. 이들은 시각
을 이용하는 사냥꾼으로 후각 감각보다 눈과 귀를 많이 이용한다. 이들은 먹잇
감을 직접 죽이는 것을 선호하고 썩은 고기는 회피한다. 살쾡이류는 호기심이
있는 미끼가 있는 지역으로 “끌려”들 수 있다. 이들은 종종 넓게 훤히 트인 공
간을 피한다.
⑷ 미국너구리(Raccoon)와 주머니쥐(Opossum). 이들은 미국 전역에 서식한다. 이
들은 물, 오래된 단풍나무, 건물과 쓰레기 더미, 곡식이나 저장된 사료 같은 안
정된 먹이 공급처 등의 조합을 선호한다.
⑸ 알락꼬리고양이(Ring-tailed Cat). 이들은 바위가 많은 협곡이나 부서진 바위,
침식된 구멍, 험한 지형이 있는 수로에 거주한다. 이들은 서부 주에서 발견된
다. 고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과 이후에 미국너구리의 서식지와 밀도가 확
대되기 전에 아주 많았던 알락꼬리고양이에 대해 이야기 한다. 알락꼬리고양이
의 많은 초기 거주지에서 알락꼬리고양이가 미국너구리로 대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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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오소리(Badger). 이들은 수목한계선 위로부터 서부의 낮은 고도까지 발견된다.
이들은 외관상으로는 밀도가 높은 것을 참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제곱마일(약2.6
제곱킬로미터)당 3-4마리가 있고, 1-3제곱마일(약2.6-8제곱킬로미터)을 다닌다.
이들은 설치류를 선호하지만 썩은 고기, 과일, 곤충, 뿌리, 곡물 등을 먹는다. 이
들은 아주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동면하고, 혹독한 날씨 전후에만 이
동한다. 이 동물들은 동굴까지 추적하여, 동굴에서 덫으로 잡을 수 있다. 이들은
종종 프레리 도그 타운(Prairie Dog Town)에도 거주한다.
⑺ 스컹크(Skunk). 세 종류가 서부에서 발견된다: 줄무늬(striped), 점박이(striped),
돼지코(striped). 스컹크는 어디에나 있다. 이들의 사향은 가짜 미끼의 원료로 높
이 평가되고 있다.
⑻ 족제비(Weasel). 두 종류의 족제비가 서부 전역에서 발견된다: 산족제비 즉, 짧
은 꼬리 족제비와 긴 꼬리 족제비. 이들은 고기와 피를 선호하지만, 이따금 땅콩
버터로 잡히기도 한다. 몸의 형태는 먹이 자체의 영역, 굴, 터널, 통로에 살면서
먹이를 잡기에 적합하도록 되어있다. 이들은 굉장한 식욕을 가지고 있고, 뇌조
(burrow), 토끼, 오리, 다람쥐 등을 잡는다. 이들은 호기심이 많아 빈 공간, 옹
이 구멍, 뇌조 출입구 등을 검사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⑼ 담비(Marten). 담비는 저산지대 위쪽과 8,000피트(약2,400미터) 이상의 준고산
지대에서 발견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나무 은신처의 도망갈 길에서 멀리까지
모험을 하지 않는다. 이들은 다람쥐, 토끼, 들쥐, 사슴쥐, 뇌조, 작은 새와 포유
동물을 먹고 살아간다. 제곱마일(약2.6제곱킬로미터)당 3-5마리가 있을 수 있다.
이들은 먹이의 신선한 신장, 심장, 비장을 선호한다.
⑽ 밍크(Mink). 이들은 적당한 물가 환경이나 둑이 양호하게 발달되고 조용한 습지
대 식물이 있는 습지 땅에서 발견된다. 이들은 물고기, 갑각류, 대합조개, 작은
포유동물과 새 등을 먹는다. 이들은 통상 개울둑을 따라서 이동한다.
⑾ 비버(Beaver). 이들은 대부분 미루나무(cottonwood), 포플러(Aspen), 버드나무
(Willow)가 있는 물에서 발견된다. 비버의 최대 활동은 댐과 집을 수리하고, 음
식물 저장고를 만드는 구월부터 결빙기까지이다. 일반적으로 물에서 나무를 자르
는 장소까지 미끄럼틀이 있다. 이들의 해리향은 가짜 미끼의 훌륭한 첨가물이다.
⑿ 사향뒤쥐(Muskrat). 이들은 봄철에 참호, 댐, 이따금 흐르는 개울, 강, 관개 수
로, 산악 호수, 비버의 연못에 항상 있는 물웅덩이 등에서 발견된다. 이들의 굴
은 일반적으로 수면보다 아래에, 둑 속에 있다.
⒀ 흑곰(Black Bear). 이들은 북아메리카 전지역에서 발견된다. 암컷은 대체로 겨울
동면기간 동안 한두 마리의 새끼를 가지고 있다. 새끼의 생존은 최소 일년은 부
모의 돌봄을 받기 때문에 양호하다. 암컷은 격년으로 새끼를 배며, 새끼가 두세
살이 될 때까지 낳지 않는다. 먹이는 잡식성으로 벌레, 설치류, 딸기, 뿌리,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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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썩은 고기 등 입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던지 먹는다. 이들은 호기심이 많
다. 색은 검정색, 갈색, 황갈색에서 금색까지 변동한다.
⒁ 퓨마(Mountain Lion). 식민지 시대의 아메리카에서는 산사자, 퓨마(Painter), 팬
더(Panther), 고양잇과 야생동물(Catamount), 쿠거(Cougar) 등이 미국 전역에
서 발견되었다. 이들 대부분이 사라진 것은 개발을 진행하면서 숲을 개간하고,
토지이용을 변경한 것이 원인이다. 이들은 1-6 마리의 새끼를 배는데, 보통 평균
2-3마리이다. 이들은 통상 늦은 겨울과 이른 봄에 태어난다. 굴은 대체로 산악
지역의 동굴, 속이 빈 통나무, 바람에 쓰러진 나무, 날씨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빈공간이다. 수컷은 무게가 276파운드(약125킬로그램), 암컷은 175파운드
(약79킬로그램)까지 나갈 수 있다. 이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성숙한
퓨마가 완전히 자란 사슴을 벼랑 위로 운반하고, 650파운드(약250킬로그램)의 소
를 옮기고, 성숙한 엘크를 멀리까지 운반한다는 보고가 있다. 이들은 먹잇감을
직접 죽이는 것을 선호하고 시어진 것과 썩은 고기는 거부한다. 잡은 동물은 목
과 어깨에 깊게 할퀴고 도려낸 자국과 목둘레, 얼굴, 눈에 물고 할퀸 자국이 있
다. 가죽은 껍질이 벗겨져서 피가 많은 간장, 비장, 신장, 폐 등이 먼저 먹힌다.
힘줄 조직 뼈에서 갉아 내진다. 사자는 대체로 오물을 긁어내고, 먹이를 냇물 위
에 숨겨놓고 놔두었다가 나중에 먹으려고 돌아오게 된다.
⒂ 집토끼(Rabbit)와 산토끼(Hare). 솜꼬리토끼(Cottontail), 검은꼬리잭
(Black-Tailed Jack) 같이 다양한 종류가 북아메리카 전역에 있고, 흰꼬리잭
(White-Tailed Jack)은 훈련 지역에 있다. 겨울 동안 이들은 포플러와 버드나무
잔가지를 먹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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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해병대
캘리포니아주, 브리지포트시
마운틴 워페어 트레이닝 센터(MWTC)

전술적 고려사항
만일 절반이 허가되거나 또는 허가되지 않은 환경에서 생존 기술을 수행할 필요가
발생한다면, 해병대원은 적군 요원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해병전투기술 안내서
이등병-일등병(Pvt-Lcpl: Private-Lance Corporal)에 언급된 기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적군은 당신을 생포할 것인가 사살할 것인가를 결정하
는데 당신의 군사주특기(MOS: Military Occupational Specialty)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해병대원은 “모든 해병대원은 근본적으로 명사수(every Marine is a
basic rifleman)” 라는 말을 실천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모든 가능한 생존 시나리오와 적 상황을 토론하는 것은 무의미해 질 것이다. 다음
의 개요를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식과 생존 기술을 이런 고려사항에 더하면
생포되거나 만일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킬 것이다.
A. 키워드인 생존(SURVIVAL)을 적용한다. (ICBT-20.01) (PVTX.14.16)
1. 상황을 파악한다(Size up the situation):
§ 임무
임무가 무엇인가?
임무를 여전히 완성할 수 있는가?
§ 적
적의 상황은 어떠한가?
§ 병력과 가용한 화력지원
상급부대와 통신은 연결되는가?
부상자가 있는가? 부상자를 어떻게 후송할 것인가?
소속 부대의 다른 해병대원들과 어떻게 의사를 통할 것인가?
팔과 손의 신호는?
§ 지형과 날씨
지도가 있는가?
지형이 엄폐와 은폐를 제공하는가?
식수는 어디 있는가?
비바람으로부터 보호가 되는가?
현재의 날씨에서 이동하는 것이 유리한가?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조명은 얼마나 되는가?
§ 시간, 공간, 병참
낮인가 밤인가?
시간 거리 공식.
어떤 종류의 배급품과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가?
2.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는다(Undue haste makes waste):
§ 머무르거나 현재의 위치로부터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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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린 것이 편안하고, 편안한 것이 빠르다” 즉, SAFE 까지 달려갈 필요가
있거나, 생존 필요조건이 통로에서 이행되어야 하는가? 안전이 최고다 속력울 위해 이것이 희생되는가?
3. 자신의 위치를 기억한다(Remember where you are):
§ 허가되지 않은 환경에 있는가?
§ 지형이 무엇과 비슷한가?
§ 육지에서의 방향설정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가?
4.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낸다(Vanquish fear and panic):
§ 좋은 결정이 되었는가?
§ 집단 모두 길을 잃고, 지도자가 없는 상태인가?
§ BAMCIS(Begin the Planning, Arrange Recon, Make Recon,
Complete Planning, Issue Order, Supervise: 계획 수립, 정찰 준비,
정찰 실시, 계획 완성, 명령 작성, 감독)
5. 즉석에서 개선한다(Improvise & Improve):
§ 자신의 생존 키트를 가지고 있는가?
§ 깔짚은 이용할 수 있는가 또는 즉석에서 만들어야 하는가?
§ 음식과 식수를 얻을 수 있는 공급처가 있는가?
§ 보급품과 장비가 비바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가?
§ 보급품과 장비가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가?
6. 생명을 존중한다(Value living):
§ 죽은 바퀴벌레처럼 등을 대고 누워서 다리를 공중에 내놓고 싶은가?
7. 원주민처럼 행동한다(Act like the natives):
§ 원주민의 습관을 관찰한다.
8. 슬기롭게 처신하지만, 당분간은 기본 기술을 익힌다(Live by your wits, but
for now Learn Basic Skills):
§ 상식과 기본적인 해병대원 훈련을 이용한다.
§ MWTC에서 배운 훈련기술.
§ 앞선 계획은 어설픈 실행을 방지한다.
§ 도피와 복귀(E&R) 계획을 수립하고, 대체 요원에게 알린다.
B. 추가적인 개인훈련 표준(Individual Training Standard):
§ 신호 장비 사용. (ICBT-20.03)
§ 모닥불 설치 및 유지. (ICBT-20.04)
§ 전술적 상황은 어떠한가?
§ 생존 키트 준비. (ICBT-20.05) (PVTX.14.15)
§ M16A2 군용 소총의 손질. (PVTX.11.1)
§ 전술 작전에서 개인 장비 준비. (PVTX.14.1)
§ 자신과 장비를 위장. (PVTX.14.7)
§ 수동 운반구와 개선된 들것을 이용하여 부상자 수송. (PVTX.17.4)
§ 신체적 건강을 유지. (PVTX.20.1)

노마드생존전략연구소

부록 E

E-2

§ 개인 이동 수행. (PVTX.14.2)
§ 보안 순찰에 참여. (PVTX.13.1)
§ 팔과 손의 신호.
§ 조사 및 통과 / 근거리 및 원거리 인식.
§ 재편성 지점.
§ 적 조우시 행동.
§ 안전 정지.
§ 목표물 정찰.
§ 5 포인트 대체 계획.(GOTWA)
§ Going (Where): 어디로 가는가?
§ Others (Who is going with you): 누가 함께 가는가?
§ Time away: 떠나있는 시간은?
§ What happens (you and them): 어떤 일이 발생하나?
§ Action taken on enemy contact (you and them): 적 조우시 행동?
§ 적의 간접 사격에 대한 역습. (PVTX.14.3)
§ 적의 직접 사격에 대한 역습. (PVTX.20.1)
C. 추가 고려사항:
상황을 파악할 때 임무나 지휘관의 의도가 완료될 수 있는 지를 결정하게 된다.
명백하게 임무 완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임무가 완료될 수 없으
면, 단위부대가 수행할 분리된 임무 명령이 수립되어야 한다.(즉, 0900 정각에
단위부대는 복귀를 위해 SAFE로 이동하기 위하여 생존 필수사항을 수행한다.)
전술적으로 이동하여 SAFE를 점령하기 위하여, 단위부대는 임무가 팀별로 조직
화되어 부과된다. 팀들은 추가 임무를 할당받는다. 팀의 임무는 통상 순찰 기지
를 점령하고 있는 도중에 완료된다. 게다가 단위부대의 개개인에게 임무가 할당
된다.
1. 팀:
§ 안전. 모든 정찰 요원들은 공중 감시를 포함하여 사격 구역을 할당받아야
한다.
§ 정찰.
§ 습격. (수행되지 않을 수 있다)
§ 지원. (수행되지 않을 수 있다)
2. 팀
§
§
§
§
§
§

임무:
식수 확보.
음식 획득.
나무 모으기. (설치 재료, 신호, 땔감)
피난처 설치.
통로 감시.
신호 표시.

3. 개인 임무:
§ 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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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방향 안내자.
정찰 지휘자 또는 보조자.
측위(좌우) 방어.
두 명의 향도.
후위(Tail end charlie).

생존 상황에서는 무력 대신에 정찰을 통해서 순찰 기지를 점령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약어 SAFE(Security, Automatic weapons, Fields of fire,
Entrenchment: 안전, 자동화 무기, 사격 범위, 참호)의 최초 점령은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 순찰 기지는 한 장소로 들어가거나 나와야만 한다. 단위부대
내의 통신이 필수적이다. 모두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즉, 현재 계획, 대체
순찰 기지 또는 재편성 지점, 몇 명의 해병대원이 순찰 기지를 떠났고 언제
돌아올 예정인지, 근거리 원거리 인식 신호 등.) 어떤 대원도 순찰 지휘자의
허가 없이 자기의 판단을 발휘하여 순찰 기지를 떠나거나 임무를 수행해서
는 안 된다.
순찰 기지는 빈둥거리기 위한 장소가 아니다. 이곳은 소음과 불빛 통제가
강요되고 계속적으로 안전이 유지되는 장소이다. 작업의 우선순위는 점령
후에 확립한다. (즉, 무기 정비, 위생, 식사, 휴식 계획 등) 안전 또는 정찰
팀들은 적의 위협을 판단하거나 통로 선택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보내질 수 있다. 이런 순찰대에도 땔감을 모으거나 다른 일상 임무가 부여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땔감을 모으는 도중이라도 안전은 유지되어야 한다.
대개는 적에게서 도피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순찰 기지 부근에서의 활동은
제한되어야 한다. 순찰 기지의 점령이 24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전술 상
황에 따라서 화기의 사용은 적절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D. 결론:
위의 정보는 가이드라인으로 지원된다. 생존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생각하는 사
람의 도전이다. 상황이 변화하면 해병대원은 받아들이고, 상황을 파악하고, 생존
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행해야만 한다. 만일 자신에게 개인훈련 표준 중 일
부가 부족하다면, 올바른 활동을 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모든 해병대원은
근본적으로 명사수라는 것을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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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해병대
캘리포니아주, 브리지포트시
마운틴 워페어 트레이닝 센터(MWTC)

동계 산악 생존 코스
성취 평가 되풀이 용지
1. 학생은 필기시험이나 필기 재시험에서 만족하게 80% 또는 그 이상의 점수를 달
성해야 한다.
2. 학생은 평과 과제 12개 중 10 개를 만족하게 숙달하여야 한다.
3. 정직을 위반하고, 학생에게 부적당한 행동을 하거나 생존 코스에 맞설 능력이 없
는 사람은, 산악 생존 코스에서 즉시 퇴교가 될 것이다.
4. 위의 모든 것들은 산악 생존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기에 앞서서 완성되어야
만 된다.
5. 완성에 실패한 사람은 누구나 코스에서 퇴교될 수도 있는 숙달 반으로 들어간다.
6. 격리 중에는 긴급사태가 아니라면 다른 학생과 대화를 할 수 없다. 어떤 학생도
다른 학생의 반경 50미터 이내로 들어갈 수 없다.

성취 임무

M-N/M

특기 사항

각 임무 아래에 나열된 모든 기준은, 그 임무를 숙달하기 위해서 완성되어야 한다.
1. 생존 키트 (MSV.2.2) M / NM
발화 품목
식수 획득 품목
음식물 획득 품목
신호 발신 품목
응급처치 품목
피난처 품목
2. 생존 방향설정 (MSV.2.7.) M / NM
기본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이동기록을 준비하고 유지한다
진행 목표를 사용한다
위치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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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과 드릴 (MSV.2.13a) M / NM
활
드릴
소켓
불판
불씨 집게
새둥지
불쏘시개
땔나무
4. 생존 피난처 (MSV.2.4) M / NM
기본 요소로부터 보호
열기 유지
환기
건조대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
견고함
5. 생존 필수사항 (MSV.2.1) M / NM
첫 번째 24시간
피난처
모닥불
식수
신호법
두 번째 24시간
도구와 장비
덫과 올가미
접근로 방호물
6. 급조 신호 장치 (MSVX.2.6) M / NM
연기 발생장치
적합한 크기
부싯깃
불쏘시개
위치
90초 이내의 타오름
7. 식물과 동물 (MSVX.2.6) M / NM
식용 식물을 반합 뚜껑 1/2에 채운다
사용가능한 숯을 반합 뚜껑 1/2 준비
손질한 식물을 먹는다
땅에서 계속 살아간다
손질한 벌레를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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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구와 무기 (MSV.2.11) M / NM
그릇
나무 쪼개기
껍질 벗기기
숯으로 태우기
4인치(10센티미터) 깊이, 4인치(1센티미터) 직경
새지 않아야 한다
단순한 곤봉
단단한 나무 사용
껍질 벗기기
불 담금질 (필요하다면)
기능적인 곤봉
둥글게 된 양끝
9. 도구와 무기 (MSV.2.11) M / NM
단단한 나무 사용
껍질 벗기기
불 담금질 (필요하다면)
기능적으로 훌륭한
다음 세 개 중 하나를 만든다: 얼음 끌, 얼음 국자, 새총
10. 물고기와 사냥감 (MSV.2.10) M / NM
사냥감 손질하고 가죽 벗기기
먹기 위해 사냥감 손질
사냥감 먹기
가죽 살 바르기, 뇌수 사용하기, 그을리기
가죽 꿰매기, 목적 용도에 적합하게
11. 덫과 올가미 (MSV.2.9) M / NM
목표 동물에 적합한 사용 기법
a. 위치
b. 표현
c. 구조
고리 크기와 벌채한 지면
미끼 사용
필요하면 막대 쪼개기
12. 접근로 경계 (MSV.2.9) M / NM
접근 가능한 통로
소음 발생
숨김
피난처에서 적절한 전술적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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