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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는 생존상황에서 가장 절박한 필수품 중 하나다.물 없이는 오래

살 수 없다.땀으로 수분을 빨리 잃어버리는 더운 지역에서는 특히

그렇다.추운 지역이라도 능률을 유지하려면 매일 최소 2리터의 식수

가 필요하다.

신체으 1 4분으1 301 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신체는 더우I，추우I，스트

레스 I 힘든 작업 등의 결과로 수분을 잃는다.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

하려면 I 여러분의 몸이 잃은 수분을 보충해야 된다.그래서 여러분의

첫 번째 목표 중 하나가 적절한 식수 공급을 받는 것이다.

식수원

어떤 환경이라도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물이 존재한다.그림 6-1은 다양한 환

경에 있는 식수원들의 목록이다.이것은 또한 식수를 마실 수 있게 하는 방법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 식수원
호-「|논l LL는 마실 수

특기사항
있게 만 E는 수단

극한지역 눈과 얼음 녹이고 정화한다. 녹이지 않고 먹어서는 안 된다.눈

과 얼음을 먹。면 체온이 떨어질 수

있고 I 더 심한 달수증。로 이어질

것이다.

눈과 얼음은 이것들을 만E 물보다

깨끗하지 않다.

회색이거나 불투명한 바다얼음은 짜

다.염분을 제거하지 않고 먹어서는

안 된다.푸己〈름한 색조로 투명한

바다얼음은 소금기가 거의 없다

바다 바닷물 달염키 E 를사용한 염분을 제거하지 않고 먹어서는 안

다. 된다.

빗물 방수쏘나 물을 담을 만일 방수쏘나 물을 담을 수 있는

수 있는 다른 재료나 다른 재료가 소금。로 덮여있다면 I

그릇에 받는다. 사용 전에 (소금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게)바닷물로 씻는다.

그림 6-1. 여러 환경의 식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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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식수원
호-「|논l r::r::는마실 수

특기사항
있게 만 C 는 수단

바다 바다얼음 앞의 극한지역 특기사항을 참조한

(계속) 다.

해변 지표 물이 〈며들게 구덩 만일 그릇이나 나무껍질 잔을 구할

이를 충분히 김게 파 수 있을 경우의 다른 방법:그릇이

고;돌을 구하여 I 모 나 나무껍질 잔에 바닷물을 채우고;

닥불을 피워 돌을 가 모닥불을 피워 증기가 나오게 물을

열하고;r::r::거운돌을 끓이고;증기를 릅수하기 위해 구덩

물에 떨어마리고; 증 이 위로 천을 갖다 대고;천에서 물

기를 릅수하기 위해 을 짜낸다.

구덩이 위로 천을 갖

다 대고;천에서 물

을 짜낸다.

사막 지표 물이 〈며들게 구덩 모래 언덕이 계속되는 곳에는 I 모래

•계곡과 저지대 이를 충분히 김게 판 언덕가장자리에 있는 원래의 계곡바

•마른 강의 오목한 다. 닥 아래에 어떻게 E 이용할 수 있는

모래톱 밑바닥 물이 있을 것이다.

•벼랑이나 바위 노

줄부의 밑바닥

•마른 저수지의 첫

번째 모래언덕

뒤의 첫 번째 구

덩이

•축축한 표면 모래

르르 차Zg己 -λ「。λλ| 느」

모 LI- 고ιA‘

• 뇨「:A「H 人「|드ξ긍a도ξ긍a 大;x:}도ξ긍a

수 있는 모 E 곳

선인장 원통선인장의 꼭대 길고 강한 가시를 지나서 단단한 껍

기를 잘라내고 과육 질을 잘라야하기 때문에 I 큰 칼이

을 。깨거나 짜낸다. 없다면 선인장을 자己는 것이 힘들

고 시간/에너지 낭비다.
유의사항:과육을 먹

어서는 안 된다. 펄

고를 입메 넣고 빨아

먹은 다음에 버린다.

구덩이나 바위의 주기적인 강우가 웅덩이에 모이고 I

구멍 갈라진 틈。로 〈며들거나 바위지대

의 구멍에 모일 수도 있다.

바위의 갈라진 틈 。연한 튜브를 넣어

서 빨아낸다.만일

바위의 갈라진 틈이

충분히 크다면 I 그릇

을 그 속。로 내릴

수 있다.

그림 6-1. 여러 환경의 식수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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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득

있게
특기사항식수원환경

변화
ι‘-，

기온의

일으킬

극심한
C>7~도~
C> ε크 ξ긍

밤과 낮 사이의

는 금속 표면에

있다.

。연한 튜브를

서 빨아낸다.

물을 릅수하기 위해

천을 사용하고 천에

서 물을 짜낸다.

넣어

금속 위에 응결

다공성 바위사막

(계속)

사막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을

도움이 되는 흔적들이다.

다음은

찾는데

•모든 발자국을 물로 이어진다.발

자국들이 집중되는 방향을 따라가

야 한다.야영지 I 모닥불 재 I 동물

배설물 I 짓밟힌 지형 등이 발자국

을 나타낼 수 있다.

•새떼는 물구덩이 위를 선회할 것

이다.일부 새는 새벽이나 일몰에

물로 날아간다.그 시간의 그들의

이동은 보통 매우 빠르고 지면에

가깝다.새의 발자국들이나 이른

아침이나 저녁의 새소리는 물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가리킬 수

있다.

식수원(계속)그림 6-1. 여러 환경의

쥬악 사항 만일 수통I 컵I 깡통 또는 다른 그릇 종류가 없다면 I 비닐이

나 방수 천으로 하나를 급조한다.비닐이나 천을 주름잡아 그릇모양을

만든다.핀이나 다른 적당한 품목-여러분의 손이라도-을 사용하여 주

름을 고정한다.

없다면 I 환경이 여러공급을 계속 보충할 확실한 공급원이

수 있는 방법에 정신을 바짝 차린다.

며
굳
되
己

이
「
미
씨

부
i

。
古

러

도

애
녁

케
”

이
E

메
케

만

분

경고

식수용으로 안 된다.대용해서는액체들을나열된그림 6-2에

액체 특기사항

알코올성 음료 신체에서 탈수작용이 일어나고 판단이 。려진다.

소변 해로운 몸의 폐기물을 포함한다. 2% 정도의 염분이 있다.

eE5프j。-1H
염분이 있고 식붐。로 여겨지고 있다-소화시키려면 체액이 주가로 필

요하다.질병을 옮길 수도 있다.

4% 정도의 염분이 있다.바닷물 1리터에서 나온 폐기물을 제거하는데 2
바닷물 리터의 체액이 사용된다.수확체감은 달수증。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효과그림 6-2. 대용 액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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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슬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발목 둘레에 천 조각이나 가는 풀 다발을

묶고 해뜨기 전에 이슬로 덮인 풀밭을 걸어 다닌다.천 조각이나 가는 풀 다

발이 이슬을 롭수하게 되면 I 그릇에 물을 짜낸다.물 공급이 될 때까지나 이슬

이 사라질 때까지 과정을 반복한다.호주 원주민은 자주 이 방법으로 시간당

l리터 이상을 빨아들인다.

나무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려는 벌과 개미는 물이 채워진 구멍을 가리킬

수도 있다.플라스틱 튜브로 물을 빨아올리거나 급조한 국자로 물을 떠올린

다.또한 여러분은 물을 롭수하려고 그 구멍에 천을 채워 넣고I 나중에 천에

서 물을 짜낼 수 있다.

때로는 물이 나무 갈라진 곳이나 바위 갈라진 틈에 모인다.물을 얻기 위해서

위의 과정들을 사용한다.건조한 지역에서는 바위틈 주변의 새의 배설물이 틈

속이나 가까이에 물이 있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다.

푸른 대나무 수풀은 신선한 물의 훌륭한 공급원이다.푸른 대나무에서 나온

물은 맑고 향기가 없다.물을 얻으려면 I 푸른 대나무 줄기를 구부려서 I 꼭대기

를 잘라낸다(그림6-3)，밤에는 물이 저절로 떨어진다.늙고 I 금이 간 대나무는

물을 담을 수도 있다.

I그
를를

|경고
물을 마시기 전에 정화한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바나나 또는 바나나 종류의 나무를 발견하더라도 I 물을 얻

을 수 있다.나무를 쓰러뜨리고 I 그루터기를 30센티미터 정도 남기고 I 줄기 가

운데를 퍼내어 오목한 곳이 그릇 모양이 되게 만든다.뿌리에서 오는 물이 즉

시 오목한 곳을 채우기 시작할 것이다.초|초 세 번 채워지는 물은 쓴맛이 나

겠지만 I 다음에 채워지는 것들은 입에 맞을 것이다.그루터기(그림6-4)는 4일
동안이나 물을 공급할 것이다.벌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틀림없이 뚜껑을 덮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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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모양으로파넨다

..
...‘

�물이 뻗라에서 나와 그릇을 채우게 된다.

그림 6-4. 바나나 종류 또는 바나나 나무에서 나오는 물

• “

일부 열대 덩굴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여러분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에 있는 덩굴에 칼자국을 낸다I 덩굴을 지면에 가깝게 잘라낸다.떨어지는 액

체를 그릇이나 입에 모은다(그림6-5).

경고

만일 액체가 끈적거리고 I 유백색이거나 쓴 맛이면 마셔서는 안 된다.

생(익지않은)코코넷에서 나오는 수액은 갈증을 가시게 하는 좋은 음료다.하

지만 I 익은 코코넷에서 나오는 수액은 설사제로 작용하는 기름을 포함하고 있

다.적당하게만 마신다.미대륙 열대지방에서는 가지에 기생식물이 자라는 큰
마무들을 발견할 수고 있다.이 기생식물들은 겹처져서 I 무성하게 자라는 나

뭇잎에 상당한 양의 빗물을 강고 있을 수도 있다.벌레와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천으로 물을 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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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덩굴에서 나오는 물

과육 속이 축축한 식물에서 물을 얻을 수 있다.식물의 단면을 잘라내고 I 과육

을 짜내거나 분해하여 수분이 흘러나오게 한다.액체를 그릇에 모은다.

식물 뿌리가 물을 공급할 수도 있다.뿌리를 파거나 지면으로 꺼내고 I 작은 조

각으로 자르고 I 과육을 분해하여 수분이 흘러나오게 한다.액체를 그릇에 모

은다.

다육질의

기 위해

다음의

빼내있다.액체를가지고

낸다.

나뭇잎 I 잎자루 I 대나무 같은 줄기는 물을

마디의 바닥에서 줄기를 자르거나 칼자국을

나무들도 또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잎자루와뿌

나무

도
(
〕
-
-

주

및

ot자Lf무 (Palm)，부 21(buri)야자 I 코코 (coconut) 야자 I 사탕 (sugar)야자 I 등

나무 (rattan) 야자 I 닙스(nips)야자 같은 야자과는 액체를 가지고 있다.잎

아래쪽에 상처를 내어 떨어뜨려서 나무가 상처에 II진을 흘리게”한다.

부재파죠 (Traveler 'stree)，마다가스차르에서 발견되는 이 나무는 물이

모이는 잎자루에 잔 모양의 껍질이 있다.

유산냐무 (Umbreν'atree)，서부 열대 아프리차의

리가 물을 공급할 수 있다.

바오밥냐무 (Baobab tree)，호주 북부와 아프리차의 모래 평야의 이

는 우기동안에 병 모양의 줄기에 물을 모은다.종종 여러분은 몇

안의 건조한 날씨 뒤에 이 나무에서 맑고 I 신선한 물을 찾을

나무의01

•

•

•

•

ιι
--，-

발효하기이것이안 된다.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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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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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수액을

식수원으로는

경고

식물에서

시작하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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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기 설치(S71LL CONSTRUC710N)
여러분은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증류기를 사용할 수 있다.증류기는 지면과

식물 재료에서 수분을 끌어낼 수 있다.증류기를 설치하려면 일정한 재료들이

필요하며 I 증류기가 물을 모으는데 시간도 필요하다.물 O.5~1 리터를 얻는데

24시간 정도 걸린다.

FM21-76 미육구 색조 교번

증류기 (Aboveground Still)

지상 증류기를 만들려면 I 증류기 I 투명한 비닐봉지 I 초록색 잎이 많은 식물 I 작

은 돌을 놓을 수 있는 양지바른 비탈이 필요하다(그림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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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기그림 6-6. 지상 태양 식수

만들려면 .증류기를

비닐봉

잎이 많은 식물을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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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를 막고 가능한 공기를 최대한 보관할 수 있도록 봉지 끝 쪽에 가

깝게 입구를 단단하게 묶는다.만일 작은 튜브 조각이나 I 작은 빨대 또

는 속이 빈 갈대가 있다면 I 한 쪽 끝을 봉지를 단단히 묶기 전에 봉지

의 입구에 끼워둔다.그 다음에 공기가 빠지지 않도록 튜브를 묶거나

막는다.이 튜브는 여러분이 봉지를 풀지 않고 응결된 물을 빼낼 수 있

게 할 것이다.

봉지를 햇볕이 많은 비탈에 입구가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봉지 입구는

봉지의 아래쪽보다 약간 높게 위치시킨다.

돌이 봉지의 아래쪽으로 저절로 내려가도록 봉지를 자리 잡는다.

증류기에서 응결된 물을 얻으려면 I 돌 주면에 모여진 물이 빠질 수 있게 묶은

것을 느슨하게 하고 봉지의 입구와 끝을 잡는다.그 다음에 입구를 다시 묶고

응결이 계속하게 증류기를 다시 되돌려 놓는다.

물을 많이 뽑아낸 후에는 봉지 안의 식물을 바꾼다.이것이 물의 최대 생산을

보장할 것이다.

지하 증류기 (Belowground Still)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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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지하 증류기

흙에 수분이 있을 것이라고 여걱지는 장소(마른개울 바닥이나 빗물이 고였던

낮은 지점 등)를선정한다.이 장소의 흙은 파기 쉬워야하고 I 햇볕이 하루 종

일 장소를 비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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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 모양의 구덩이를 지름 l미터I 깊이 60센티미터 정도로 판다

구덩이 가운데에 물받이를 판다.물받이의 깊이와 둘레는 그곳에 넣어

야하는 그릇의 크기에 따른다.물받이의 바닥은 그릇이 똑바로 서있을

수 있어야 한다.

튜브를 느슨하게 흙매듭을 지어 그릇 바닥까지 가게 튜브를 고정한다.

그릇을 물받이에 똑바로 세워 놓는다.

튜브의 고정되지 않은 끝은 위로 올려서 I 구덩이 입구 너머로 건너가게

한다.

비닐시트를 구덩이 위에 놓고 I 제자리에 있도록 가장자리를 흙으로 덮

는다.

돌을 비닐시트의 가운데에 놓는다.

비닐시트를 지면에서 약 40센티미터가 될 때까지 구덩이 속으로 내린

다.이제 꼭지에 돌이 놓은 뒤집힌 원뿔 모양이 된다.원뿔의 꼭지가 그

릇 바로 위에 오도록 확인한다.또한 땅이 응결된 수분을 롭수하기 때

문에 비닐 원뿔이 구덩이의 옆면에 닿지 않도록 확인한다.

비닐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I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자리에

흙을 더 쌓는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E 닙트르
TT- 근 막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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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오염된 물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을 얻기 위한 지하 증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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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를 빨대로 사용하여 증류기를 건드리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다.

수분 공급원으로 구덩이에 식물을 이용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만일 그렇다면

식물을 놓을 경사를 만들기 위해 구덩이의 옆면에서 흙을 추가로 파낸다.

만일 오염된 물만이 수분 공급원이라면 I 증류기 입구에서 약 25센티미터 밖에

작은 홈통을 판다(그림6-8)，홈통을 깊이 약 25센티미터 I 폭 8센티미터로 판

다.오염된 물을 홈통에 붓는다.비닐시트와 흙과 닿아있는 구덩이 테두리에

오염된 물을 조금이라도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홈통에는 오염된 물이 있

으며 I 증류기가 이를 끌어당기면서 흙이 여과시킨다.이 과정은 유일한 식수

원이 바닷물일 때 잘 작동된다.

여러분이 개인별 일일 식수섭취 필요량에 맞추려면 증류기 세 개가 필요하게

된다.

정수(WATER PUR/FICA710N)
깨끗한 그릇이나 식물에 모은 빗물은 일반적으로 마시기에 안전하다.그렇지

만I 호수 I 저수지 I 늪지 I 샘 또는 개울 I 특히 사람 거주지 근처나 열대지방의

물은 정화한다.

가능한 식물이나 지면에서 얻은 모든 물은 요오드나 염소를 사용하거나 끓여

서 정수한다.

정수하려면 ..，

식수정화 알약을 사용한다，(저|공된지시사항을 따른다，)

맑은 물로 채워진 수통 하나에 2% 요오드팅크 5방울을 넣는다.만일 수

통이 흐리거나 차가운 물로 채워졌다면 f 10방울을 사용한다，(물이담긴

수통은 마시기 전에 30분 동안 세워둔다，)

물을 끓이려면 해수면에서는 l분간 I 해수면 위로는 300미터마다 l분씩

추가하거나 I 어디에 있든지 간에 10분간 끓인다.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면 I 병에 걸리거나 여러분에게 해로운 유기물을 삼킬

수도 있다.그런 질병과 유기물을 예로 들면 .

이질 (Dysentery) ，혈변이 있는 심각하고 장기적인 설사 I 고열 I 소|약.

콜레라와 장티푸스 (Cholera and typhoid) ，접종에 상관없이 이 질병에

걸리기 쉬울 수 있다.

롭충 (Flukes)，괴어있고 오염된 물--특히열대지역에서--에는종종 주혈

롭증 (blood flukes) 이 들어있다.만일 여러분이 롭충을 삼킨다면 I 이것은

혈관에 구멍을 뚫고 I 기생충으로 살며 I 질병을 일으킬 것이다.

거머리 (Leeches)，만일 여러분이 거머리를 삼킨다면 I 이것은 목구멍 통

로나 코 안쪽에 매달렬 수 있다.이것은 피를 빨고 I 상처를 내고I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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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로 이동할 것이다.각 출혈상처는 감염될 수도 있다.

물 여과장치(WATER FIlTRA710N DEVICES)
만일 여러분이 발견한 물도 또한 진흙투성이고 I 불결한 냄새가 난다면 I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

물을 그릇에 담아 12시간 동안 가만히 둔다

이것을 여과 시스템에 붓는다.

쥬악 사항 이 과정은 단지 깨끗하게 하여 더 입에맞게 만들 뿐이다

여전히 물을 정화해야 될 것이다.

여과 시스템을 만들려면 I 모래 I 바위가루 I 숨I 대나무에 넣은 천 I 속이 빈 통나

무 또는 의류 한 점 같은 거름 재료 등을 몇 센티미터 쌓거나 또는 증으로 놓

는다(그림6-9)，

그림 6-9. 식수 정화 시스템

모닥불에서 나온 숨을 첨가하여 물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한다.물을 마시기

전에 45분 동안 가만히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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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생존상황에서 불을 피우는 능력은 삶과 죽음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불은 많은 요구들을 충족시킨다. 이것은 따뜻함과 편안함을 줄

수 있다.단지 식품을 조리하고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우리의 몸이

일반적으로 체온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칼로리를 저장한 데워진 음식

형태로 온기를 줄 수도 있다.물을 정화하고 I 붕대를 소독하고 I 구조

신호를 보내고，동물에게서 보호받는 데 불을 사용할 수 있다.불은

마음의 평화와 동지애를 제공하여 심리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다.여

러분은 또한 도구와 무기를 만드는데 불을 사용할 수 있다.

불은 또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적은 불이 만드는 연기와 빛을 탐

지할 수 있다.불은 산불이나 기본 설비들을 파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불은 또한 피난처에서 사용될 때 타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

으킬수있다

불의 필요성을 적의 탐지를 피하려는 필요성과 잊지 않고 비교한다.

기본적인 불의 원리

모닥불을 피우려면 I 기본적인 불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연료

(가스상태가 아닌)는직접 타지 않는다.여러분이 연료에 열을 가할 때I 가스

를 발생시킨다.공가중의 산소와 결합된 이 가스가 타는 것이다.

불의 삼요소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모닥불을 피우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

다.이 삼요소는 공긴/올/ 연료다.만일 이들 중 어느 것이라도 없으면 모닥불

은 꺼질 것이다.이 요소들의 적당한 비율은 모닥불이 가장 크게 타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이 비율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연습하는 것이다.

장소 선정과 준비

여러분은 사용 할 장소와 배치를 결정해야 된다.모닥불을 피우기 전에 고려

할 것은...

작전 중인 지역(지형과 기후).

손에 넣을 수 있는 재료와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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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얼마쯤 시간이 있는가?

필요성:왜 모닥불이 필요한가?

보안:적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다음과 같은 마른 지점을 찾는다 .

바람으로부터 보호된다

여러분의 피난처(만일 있다면)와관련지어 적당하게 자리 잡는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열을 집중할 것이다.

나무나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연료 공급원이 있다，(여러분이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는 그림 7-4를 참조한다，)

만일 여러분이 나무가 우거지거나 관목으로 덮인 지역에 있다면 I 선정된 지역

부터 관목을 치우고 표면의 흙을 긁어모은다.최소한 지름 l미터의 원을 치워

서 불이 번질 기회가 없도록 한다.

만일 시간이 된다면 I 통나무와 바위로 방화벽을 설치한다.이 벅은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열을 직접 반사하게 도울 것이다(그림7-1)，이것은 또한 날아다

니는 불똥을 줄이고 I 모닥불 속으로 불어가는 바람의 양을 줄일 것이다.그렇

지만 I 모닥불이 타도록 유지하려면 충분한 바람이 필요할 것이다.

곧은방화벽

r(

L자형 방화벽

그림 7-1. 방화벽의 종류

경고

젖거나 다공성 바위는 열을 받으면 폭발할 수도 있어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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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는 I 지면아래의 모닥불이 여러분의 필요에 가장 잘 맞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다.이것은 모닥불을 감추고 I 음식을 조리하기에 좋다.

지면아래의 모닥불 또는 다코타 불구멍(그림 7-2)을 만들려 면...

지면에 구멍을 판다.

이 구멍의 역풍 방향 쪽에 I 환기용으로 커다란 연결 구멍을 뚫거나 판

다

그림과 같이 구멍에서 모닥불을 피운다.

g
E산

무
분
나

기
하
」

여
힘
끼

’l
f

I

공기흐름

20~25cm (8~10 인大I)

그림7-2. 다코 타 불구 멍(Dakota fire hole)
만일 여러분이 눈에 덮인 지역에 있다면 I 모닥불 용 마른 바닥을 만들기 위해

생 통나무를 사용한다(그림 7-3). 매서운 추위에서는 손목 굵기의 나무가 쉽게

부러진다. 생 통나무 몇 개를 자르거나 부러뜨려서 눈 위에 나란히 놓는다.

한 증이나 두 증을 더 쌓는다. 통나무 위증은 아래증과 반대로 놓는다.

그림 7-3. 눈에 덮인 지역에서 모닥불용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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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닥불 재료 선정

부삿깃 불쏘시개 연료

•자작나무 껍질 •작은 잔가지 •마己고 I 서있는 나무 I 마己

Mq.E口r，닙口tq .E口r，균님fz。r L E •작은 나무오리 고 죽은 나뭇가지

나무 g으|잘게 조각난 안 •쪼캔 나무 • AA 러진 나무줄기와 큰 나

즈-죠1 가는j{ Xξ크| •두꺼운 판지 뭇가지

•앓은 대뱃밥 •더 큰 조각의 안쪽에서 잘 •잘게 찢어진 생나무

•죽은 풀 I 양치류 I 이끼 I 버 라낸 나무 조각 •다발로 엮은 마른 풀

서ι‘ •후|발유I 기름 또는 완〈 같 •타도록 충분히 말린 토탄
• 口EE|ZIl| 은 인화성이 큰 재료에 콤 (이것은아래가 파인 제방

• E』Ej 님』j} 빽 담갔던 나무 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

•아주 가는 가닥의 나무 부 •건조된 동물 대변
〈러기 •동물의 지방

• 극」드1 드」a A。}르「르-J「、。끄| •석탄 I 유혈암 또는 지표면

•썩은 나무(통나무/나무의 에 있는 기름

완전히 썩은 부분)

•상록수 나무옹이

•새의 솜털(가는 깃털)

•솜털 씨앗 머리(유액 분비

식물 I 마른 부들 골풀 I 엉

경쿠I)

•가늘고 건조된 식물 섬유

•죽은 먼지버섯의 푹신한

균사

•죽은 야자나무 잎

•실크 같은 대나무 안쪽 막

•주머니와 솔기의 린E 천

•숭이 된 천

•완〈 입힌 종이

•외부 대나무 대뱃밥

• 흐-「EA-1H-송~f<lf
•면
•린E 천

그림 7-4. 모닥불을 피우는 재료들

모닥불을 피우려 면 세 종류의 재료들(그림7-4)이 필요하 q--부삿깃 (tinder)，불
쏘시개 (kindling) ，연료 (fuel) 등이다.
부삿깃은 작은 열로 점화되는 마른 재료 q--불꽃이 불을 일으킨다.부삿깃은

완전하게 말라서 한 번의 불꽃으로 점화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만일 여러

분이 불꽃을 일으키는 장치만 가지고 있다면 I 숭이 된 천이 거의 필수적일 것

이다.이것이 불꽃을 오래 유지하여 I 부삿깃을 그 위에 놓아 작은 불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한다.면 조각에 열을 가하여 검게 되지만 타지는 않은 숭이 된 천

을 만들 수 있다.일단 검게 되면 I 그것을 밀폐용기에 넣어서 마르도록 보관한

다.어떠한 생존환경이 닥치기 전에 이 천을 준비한다.이것을 개인용 생존키

트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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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쏘시개는 불이 붙은 부삿깃에 넣어서 쉽게 연소되는 재료다.다시 말하면 I

이 재료는 빨리 타도록 완전하게 마른 것이어야 된다.불쏘시개는 불의 온도

를 높여서 덜 연소되는 재료들을 점화시킨다.

연료는 덜 연소되는 재료로 I 한번 점화되면 완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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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하게 탄다.

있다.자신이 처한 상방범이 있으며 I 각기 장점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모닥불 만들기

모닥불을 만드는데 몇 가지

황에 따라 사용할 모닥불을

개를 원뿔형이나

되면 I 바깥쪽 통

원뿔형(Tepee)

이 모닥불을 만들려면(그림7-5)，부삿깃과 불쏘시개 막대 몇

원추형으로 배열한다.가운데에 불을 붙인다.원뿔형이 타게

나무가 안쪽으로 쓰러져서 불이 붙게 될 것이다.

--:_'::.'젠難輔짧?젠;
반지붕

，

-
-
-
-
E
-
-

γ
}

마

-
법

-
-
라-
방

피

든무l피그림 7-5. 모닥불을
반지 붕 (Lean-To)

이 모닥불을 만들려면(그림7-5)，생나무 막대기를 30도 각도로 지면에 꽂는다.

막대의 끝이 바람방향을 향하게 한다.약간의 부삿깃을 반지붕 막대 아래로

깊게 넣는다.불쏘시개 조각들을 반지붕에 기대어 세운다.부삿깃에 불을 붙

인다.부삿깃에서 불쏘시개로 불이 옮걱 붙으면 I 불쏘시개를 더 넣는다.

도랑 (Cross-Ditch)

이 모닥불을 만들려면(그림7-5)，지면을 30센티미터 정도 크기의 십자형으로

긁는다.십자형을 7.5센티미터 깊이로 판다.십자형의 중앙에 커다란 부삿깃

뭉치를 놓는다.부삿깃 위로 불쏘시개로 피라미드를 만든다.얄은 도랑은 부

십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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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공기가 지나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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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거|통풍이밑으로삿깃

피라미드(Pyramid)

이 모닥불을 만들려 면(그림7-5)，작은 통나무나 나뭇가지 두 개를 지면에 나란

히 놓는다.평행인 통나무들을 가로질러 작은 통나무들을 빽빽한 증으로 쌓는

다.통나무나 나뭇가지로 3~4증 더 쌓고 I 각 종은 아래증보다 작고 아래증에

직각이 되게 한다.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시작 불을 붙인다.시작 불이 타면I

아래의 통나무를 점화시킬 것이다.이것은 밤사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

이I 아래로 타는 모닥불이 된다.

아주 효율적으로 모닥불을 만드는 몇 가지 다른

황과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재료가 더욱 적합한

.AJo방법들이 있다.여러분의

방법을 만들 수도 있다.

모닥불 피우기

항상 바람을 안은 쪽부터 불을 피운다.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모닥불을 바

로 피울 수 있게 부삿깃 I 불쏘시개 I 연료 등을 놓는 것을 잊지 않는다.점화장

치는 부삿깃이 타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최초의 열을 제공한다.이것은 두 가

지 범주로 나눠진다:현대적 방법과 원시적 방법.

것으로생부
l피。-E

닙
}
로뾰저「

바
」

이

E현대적 장치들--우리가

사용한다.

닙}남{
C)t::I

느
」
으
근

행

을

화

목

저
口

고
古

현대적

현대적
n;:!:;~_느;
--，~I '-

마찰판01上;
λλ 」

ιι
--，-

口|드즈
c::<=이것들을방수라는 것을 확인한다.또한

함께 방수용기에 보관한다.

/서L~드등드즈
00 "，므 '-

pad)과

，1.-1L.t
00

이런

(striker

망원쌍안경 I 차메라 I

닙}납{
C)t::I

사용한다(그림7-6)，렌즈는방법을01날에만

불를레A- ------.---
닙}τ1 口i 드즈
""-‘-{c.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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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에서 나올 수 있다.부삿깃에 햇빛을 집중하기 위해 렌즈

부삿깃에 연기가 나기 시작할 때까지 같은 지점 위에 렌즈를 쥐

부삿깃이 불꽃이 되게 부드럽게 불거나 부채질하고 I 떨나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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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기 또는

를 기울인다.

고 유지한다.

에 옮긴다.

금속 성낭 (Metal Match)
평평하고 마른 나뭇잎을 일부를 노출시켜 부삿깃 아래에 놓는다.한 손으로

금속 성냥을 다른 손으로 나이프를 잡고 I 금속 성냥의 끝을 마른 나뭇잎에 댄

다.불꽃을 일으키려면 나이프로 금속 성냥을 긁는다.불꽃이 부삿깃을 점화

시킬 것이다.부삿깃에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I 위와 같이 진행한다.

방법의 사용은 손에 넣을 수 있는

부착한다.불꽃이 부삿깃을 점화

위해 배터리를 사용한다.이

달려있다.각 단자에 전선를

전선의 양 끝을 함께 댄다.

끼
시

떼
개

키
]

드
근

르
”버
λ

마
」
조
。
1
:

「

라

을

리

도

페

꽃

터

키

배

불

배

시

흑색 화약(Gunpowde ，η
종종 I 여러분은 장비와 함께 탄약을 가질 것이다.만일 그렇다면 I 조심스럽게

탄피에서 종알을 빼내고 I 흑색화약을 부삿깃으로 사용한다.불꽃이 화약을 점

화시킬 것이다.탄피에서 종알을 빼낼 때 매우 조심해야 된다.

닙}남{
C)t::I원시적

것이다.

부삿돌과 강철 (Flint and Steelj
직접 불꽃 방법 (direct spark method)OI 사용하기에는 원시적 방법 중 가장

쉽다.부삿돌과 강절 방법은 직접 불꽃 방법 중 가장 확실하다.부삿돌이나 다

른 딱딱하고 I 날차로운 돌 모서리를 탄소강(스테인리스강은 효과적인 불꽃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으로 친다.이 방법은 관절에서 힘을 뺀 손목과 연습이

필요하다.불꽃이 부삿깃에 붙으면 I 그것을 분다.불꽃이 퍼져서 I 불이 확 타오

를 것이다.

나온조상들로부터우리의 초기의점화장치들은원시적

갈아서 불 피우기(Fire-Plow)
갈아서 불 피우기(그림7-7) 는 마찰 점화방법이다. 단단한 나무 막대기를 더 무

른 나무판에 문지른다.이 방법을 쓰려면 I 판에 직선으로 홈을 파고 I 막대의

뭉룩한 끝으로 홈을 따라 아래위로 갈아낸다.막대기로 가는 행동은 나무 섬

유를 작은 조각으로 밀어낸다.그 다음에 매번 밀 때마다 더 힘을 가하면 I 마

찰이 나무 조각들을 점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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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많은

다음의 품

그림 7-7. 갈아서
활과 드랄(Bow and DrilO
활과 드렬(그림7-8)로 불을 피우는 기술은 간단하지만 I 불을 피우기

노력을 들여야 하고 I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목들이 필요하다:

피우기
t:::I

금를

二슨것V(Sockeη. 소켓은 한쪽

한 나무나 뼈 조각이다.

누를 수 있게 한다.

드를I(Dr.깨.드렬은 골고 잘 마른 단단한 막대로 직경이

길이가 25센티미터가 되어야만 한다.우|쪽끝은 둥글고

(더많은 마찰을 만들기 위해) 뭉룩하다.

불판/티1-e Board). 불판의 크기는 펀한 대로 한다.잘 마른 무른 나무판

두께 약2.5센티미터 I 폭이 10센티미터 정도가 좋다.판의 한쪽

서리에서 약 2센티미터 떨어져서 오목하게 판다.다른 쪽에서는 판의

모서리에서 오목한 곳까지 V자 형태로 파낸다.

활(Bow). 활은 탄력성이 있는 생나무로 직경이

있다.나무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활줄은 어떤

할 수 있다.활줄을 활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묶는다.

약간 오목하여 잡기 쉬운 돌 또는 단단

사용하여 드렬을 고정시키고 아래쪽으

면이

이것을

•

약 2센티미터 I

아래쪽 끝은

모

활줄이

사용

않게

2.5센티미터이고

종류의 끈이라도

끝까지 느슨하지

로

으로

•

•

•

!:;!f:1 7.1
Iι “ι、다음에준비한다.그자리를피울북

I만들려면 I 먼저。-E
믿
근드과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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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을 불판에 V자 형태로 파낸 곳 아래에 놓는다.한 발로 불판을 밟는다.

활줄을 드렬 위로 감고 I 드렬을 미리 파낸 물판위의 오목한 곳에 놓는다.

소켓을 한 손으로 잡아 드렬의 꼭대기에 놓아서 자리를 잡게 한다.드렬을

아래로 누르고 활을 앞뒤로 톱질하듯 움직여 드렬을 회전시킨다(그림7-8) ，

일단 부드러운 동작이 이루어지면 I 아래로 더 누르고 더 빨리 활을 움직인다.

이 행동은 불꽃이 일어나게 뜨거운 검정 가루를 부삿깃 속으로 갈아 넣을

것이다.점화가 되면 부삿깃을 분다.

소켓

그림 7-8. 활과 드릴

쥬악 사항 원시적 불 피우기 방법은 소모적이고 I 성공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도움이 되는 힌트

가능하다면， 냄새가 없는 잘 마른 단단한 나무를 사용한다.

발자국을 따라 불쏘시개와 부삿깃을 모은다.

부삿깃에 방종제를 칩가한다

떨나무의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젖은 떨나무는 모닥불 가까이에 말린다.

밤새도록 숭이 살아있게 모닥불을 묻는다

가능할 때 불이 붙은 불쏘시개를 운반한다.

야영지를 떠나기 전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다.

지상에 쓰러진 나무를 골라서는 안 된다.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충

분한 마찰을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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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다음으로 사람에게 가장한 필수품은 식품이다.임의의 가상적인

생존상황을 사실적으로 고려하면 I 마음이 즉시 식품에 대한 생각으로

바뀐다.만일 그 상황이 건조한 환경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I 신체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더 중요한 물조차도 처음의 생각에서는 거의 항상

식품 뒤로 온다.생존자는 생존의 세 가지 필수품들--식수I 식품 I 피난

처--을실제상황의 판단에 따라 우선순위가 매걱진다는 것을 기억해

야 된다.이 판단은 적당한 때에 내려야 될 뿐만 아니라 빈틈도 없어

야 된다.일부 상황은 피난처가 식품과 식수보다 앞선다고 아마도 강

요할 수도 있다.

식품용 동물(ANIMALS FOR FOOD)
여러분이 큰 사냥감을 잡을 기회가 있지 않는 한I 보다 작은 동물들에게 노력

을 집중한다.이는 작은 동물들이 풍부하기 때문이다.보다 작은 동물 종류는

또한 준비하기가 더 쉽다.여러분이 식품으로 적합한 모든 동물 종류를 알아

야 하는 것은 아니다.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들이 독성을 가지고 있어I 기억

할 것이 더 적다.중요한 것은 동물 종류별로 습관과 행동양식을 배우는 것이

다.예를 들면 I 딪으로 잡기에 최상의 선택을 받는 동물들 I 특정한 범위에 서

식하고 굴이나 둥지를 차지하는 것들 I 어느 정도 일정한 사냥지역을 가지고

있는 것I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길이 있는 것들 등이다.엘크

(elk) 나 순록 (caribou) 같이 무리를 이루는 동물들은 광대한 지역을 돌아다니

고I 딪으로 잡기가 어느 정도는 더 어렵다.또한 특별한 종류를 식품으로 선택

하는 것을 이해해야만 된다.

여러분은 비교적 예외가 없이 기어 다니고 I 헤엄치고 I 걷고 I 날아다니는 어떤

것이라도 먹을 수 있다.첫 번째 장애물은 특정한 식품 공급원에 대해 타고난

혐오감을 극복하는 것이다.역사적으로 기아 상태의 사람들은 영양분이 있다

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먹는 데 의지하였다.개인적이 편견 때문이거나 I

그것이 입맛 떨어지게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건강에 좋은 식품 공급원

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비록 이것이

처음에는 어렵다는 것으로 증명될 수도 있지만 I 생존자는 자신의 건강을 유지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먹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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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 가장 풍부한 생존형태인 I 곤충은 쉽게 잡을 수 있다.소고기가 20퍼센
트인 것과 비교하여 곤충은 65~80 퍼센트의 단백질을 공급한다.만일 과도하

게 식욕을 돋우지 않는다면 I 이 사실은 곤충을 중요한 식품 공급원으로 만든

다.피해야할 곤충에는 쏘거나 무는 모든 성충 I 털이 많거나 반짝거리는 색깔

의 곤충 I 매벌레 I 자극성 냄새를 가지고 있는 곤충 등이 포함된다.또한 거미

와 일반적인 질병 매개체인 진드기 I 파리 I 모기 같은 것을 피한다.

지면에 놓여있는 썩어가는 나무는 개미 I 흰개미 (termite) ，딱정벌러 I (beetle)，딱
정벌레의 매벌레인 꿈뱅이 (grub) 같은 다양한 곤충을 찾을 수 있는 훌륭한 장

소다.지면 위나 안에 있는 곤충의 서식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들판 같이

풀이 무성한 지역은 곤충들이 쉽게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찾기에 좋은 지역

이다.돌I 판자 I 지면 위에 놓여있는 다른 물건들은 곤충들에게 훌륭한 서식

장소를 제공한다.이런 장소를 조사한다.곤충 애벌레는 역시 먹을 수 있다.

딱딱한 외부 껍질이 있는 딱정벌레와 메뚜기 같은 곤충은 기생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이것들을 먹기 전에 조리는다.또한 모든 날개와 가시가 있는 다

리를 제거한다.여러분은 대부분의 곤충을 날로 먹을 수 있다.맛은 종류마다

달라진다.나무 애벌레는 싱거운 반면에 I 몸에 꿀을 저장하고 있는 개미의 일

부 종류는 달콤한 맛이 난다.여러분은 이것들을 식용 식불과 섞어서 먹을 수

있다.이것들의 맛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구울 수 있다.

벌러I(Worms)

벌레(Annelidea) 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다. 이것들을 찾아 축축한 부엽토

흙을 파거나 비온 후에 지면에서 이것들을 찾는다.이것들을 잡은 후 깨끗하

고 먹을 수 있는 물에 몇 분간 떨어뜨린다.벌레들은 자연스럽게 깨끗해지거

나 자신을 씻게 되어 I 그 뒤에 여러분은 이것들을 날로 먹을 수 있다.

갑각류 (Crustaceans)

민물새우 (Freshwater shrimp) 는 크기가 0.25센티미터에서 2.5센티미터까지 변

동한다.이것들은 떠있는 조류의 바닥이나 연못이나 호수의 진흙 밑바닥에 상

당히 큰 집단을 형성한다.

가재 (Crayfish)는 바다가재나 게와 유사하다.여러분은 이것들을 외을겪 I 다섯

쌍의 다리I 앞쪽의 너무 큰 집게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가재는 밤에 활동

적이지만 I 여러분은 낮에 개울의 돌 아래나 주변을 살펴서 이것들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또한 여러분은 둥지의 굴뚝같은 숨구멍 근처의 부드러운 진

흙을 들여다봐서 이것들을 찾을 수 있다.물고기나 내장 조각을 줄에 묶어서

가재를 잡을 수 있다.가재가 미끼를 잡았을 때I 이것이 미끼를 놓을 기회를

얻기 전에 물가로 끌어낸다.



FM21-76 미육구 색조 교번 노마드생존전략윈구소

여러분은 물속으로 10미터 깊이의 해안파의 끝단에서 바다가재 I 게I 새우 등

을 찾을 수 있다.새우는 밤에 불빛으로 올 수도 있어 그물로 퍼서 올렬 수

있다.바다가재와 게를 미끼를 단 딪이나 미끼를 단 낚삿바늘로 잡을 수 있다.

게는 해안파의 끝단에 있는 미끼로 다가온다.거기에서 딪를 놓거나 그물로

게를 잡을 수 있다.바다가재와 게는 야행성이라 밤에 잘 잡힌다.

연체동물 (Mollusks)

홍합 --
• 감;찌i"I있‘~••••.•••••

4ι ;:0:::-，C
，-r...1.!_걷;

대합

해삼 굴

오징어

그림 8-1. 식용 연체동물

이 종류에는 낙지 (octopus) 와 달팽 01(snail)，대합 (clam)，홍합 (mussel)，쌍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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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 (bivalve)，따개비 (barnacle)，수주고둥 (periwinkle) ，딱지조개 (chiton) ，성게
(urchin) 같은 민불과 바다 갑각류 등이 포함된다(그림8-1)，여러분은 민물 홍

합과 유사한 쌍각류 조개 I 전세계의 모든 조건의 물에서 사는 육생과 수생 달

팽이를 발견한다.

우렁 o I (river snaiI)이나 민물 수주고둥은 강I 개울 I 북부 침염수림 숲 등에 풍

부하다.이런 달팽이는 연필 끝이나 둥근 모양일 수도 있다.

민물에서는 I 얄은 곳 특히 모래나 진흙 바닥이 있는 물에서 연체동물을 찾는

다.이것들이 진흙에 남긴 좁은 자국이나 벌린 판막의 어두운 타원형 틈을 찾

는다.바다 근처에서는 I 조수 웅덩이와 젖은 모래에서 찾는다.해변과 나란하

거나 모래톱으로 깊은 물속으로 뻗어있는 바위는 종종 달라붙은 갑각류를 가

지고 있다.달팽이와 삿갓조개 (limpet) 는 저수위표 (low water mark) 위쪽으로
바위와 해초에 달라붙는다.딱지조개로 불리는 커다란 달팽이는 연안파 경계

(surf line) 위로 바위에 단단하게 달라붙는다.홍합은 일반적으로 바위사이의

웅덩이 또는 통나무 또는 둥근 바위 아래에 밀집된 집단을 이루고 있다.

경고

홍합은 여름에 적도지대에서는 독성이 있을 수도 있다!

조가비에 있는 연체동물은 찌고 I 끊이거나 굽는다.이것들은

이줄기와 혼합하면 훌륭한 스튜가 된다.

경고

만조에도 물로 덮이지 않는 연체동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Ll.<:므
--，-τ= 채소와 덩

물고기

물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의 좋은 공급원이다.이것들은 생존자나 도피자에게

뚜렷한 이점을 제공한다.이들은 일반적으로 야생 포유동물보다 풍부하고 I 이

들을 잡는 방식이 조용하다.물고기를 잡는데 성공하려면 I 이들의 습성을 알

아야 한다.예를 들면 I 물고기는 폭풍이 오기 전에 많이 먹는 경향이 있다.물

고기는 폭풍 후에 물이 진흙이고 불었을 때는 먹이를 먹으려 하지 않는 것 같

다.가끔 야간에 불빛이 물고기를 유인한다.강한 해류가 있으면 I 물고기는 바

위 근처 같은 소용돌이가 있는 곳에 머무를 것이다.물고기는 또한 튀어나온

잡목 아래에 깊은 웅덩이가 있는 곳I 수중에 가라앉은 나뭇잎 I 통나무 또는 이

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다른 물건 주변에 모일 것이다.

독성이 있는 민물고기는 없다.하지만 I 메기 종류는 등지느러미와 수염에 날

차롭고 바늘 같은 돌기를 가지고 있다.이것이 빠르게 감염될 수 있는 아프게

찔린 부상을 입힐 수 있다.기생충을 죽기기 위해 모든 민물 물고기는 조리한

다.또한 모래톱 안쪽이나 민물 공급원의 영향을 받는 안쪽에서 잡은 바닷물

고기도 예방책으로 조리한다.먼 바다에서 얻은 어떠한 바다생물도 바닷물 환

경 때문에 기생충을 가지고 있지 않다.여러분은 이것을 날로 먹을 수 있다.

일정한 바닷물고기 종류는 독이 있는 살을 가지고 있다.일부 종류에서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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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절적으로 발생되며 I 다른 종류에서는 영구적이다.독이 있는 바닷물고기

를 예를 들면 가시복 (porcupine fish)，주|치(trigger fish)，거북복 (cowfish)，가시
고기 (thorn fish)，기름大I (oilfish)，붉돔 (red snapper)，강꼬치고기 Qack)，복어
(puffer) 등이다(그림8-2)，창꼬치 (barracuda) 는 자체에는 독이 없지만 I 날로 먹

게 되면 시구아테라 (ciguatera) (fish poisoning ，물고기 중독)를전염시킬 수도

있다.

거북복
(lS-30cm ，6-12 인太I)

기름치
(90-1S0cm，36-60 인太I)

쉬
식

찌
에、“‘

토
口

장

붉

m
nU씨
“

nU
ζ

u

강꼬치고기
{약60cm，24인치)

가시복
{약30cm，12인太D

쥐치
(30- 60cm，12- 24인太D

복어
(25‘38cm，10‘15인太I)

가시고기
(약30cm，12인치)

그림 8-2. 독이 있는 살을 가진 물고기



FM21-76 미육구 색조 교번 노마드생존전략윈구소

양서류 (Amphibians)

개구리와 도롱농 (salamander)은 민물수역 주변에서 쉽게 발견된다.개구리는

물 가장자리위 안전한 곳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첫 번째 위험신호에서 I

이들은 물로 뛰어들고 자신을 진흙이나 잔해 속으로 묻는다.독성이 있는 개

구리는 거의 없다.반짝이는 색깔이거나 등에 뚜렷한 "X" 표시가 있는 어떤

개구리는 피한다.두꺼비 (toad)와 개구리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보통은 두꺼

비를 더 건조한 환경에서 발견한다.몇 종류의 두꺼비는 공격에 대한 방어책

으로 피부를 통해 독성물질을 분비한다.그러므로 중독을 피하려면 I 두꺼비를

잡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도롱농은 야행성이다.이들을 잡는 가장 좋은 때는 밤에 불빛을 사용하는 것

이다.이것들은 크기에서 몇 센티미터에서 60센티미터 보다 훨씬 길게 분포될

수 있다.도롱농을 찾으려면 바위나 진흙 모래톱 주변의 물속을 들여다본다.

파충류 (Reptiles)

파충류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고 잡기 쉽다.여러분은 이것들을 조리해야 되

지만 I 우|급한경우 날로 먹을 수 있다.이들의 생고기는 기생충을 옮길 수도

있지만 I 파충류가 냉혈이기 때문에 온열동물의 혈액 질병을 옮기지 않는다.

상자거북 (box turtle) 은 일반적으로 접하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북이다.이것

은 독버섯을 먹으며 I 살 속에 매우 유독한 독을 생성할 수도 있다.조리해도

이 독은 파괴되지 않는다.대서양에서 발견되는 대모 (hawksbill turtle) 는 독이

있는 가슴샘 (thorax gland) 때문에 피한다.독사 I 악어 (alligator) ，크로커 다일
(crocodile) ，큰 바다거북은 생존자에게 명백한 재앙을 준다.

새

모든 종류의 새는 맛이 크게 변화할 것이긴 하지만 먹을 수 있다.여러분은

맛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먹는 새의 껍질을 벗길 수도 있다.새를 잡는

사실적인 기회를 가지려면 야생동물과 마찬가지로 새의 일반적인 습성을 이

해해야 된다.여러분은 다른 종류와 마찬가지로 밤에 앉아있는 곳에서 손으로

비둘기를 잡을 수 있다.번식절 동안에는 일부 종류는 다가가더라도 자기의

둥지를 떠나지 않는다.새가 언제 어디서 둥지를 짓는지를 알면 더 쉽게 잡을

수 있다(그림8-3)，새들은 앉아있는 곳에서 먹이 지역으로 가고 I 물로 가는 등

등 규칙적인 비행경로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주의 깊은 관찰은 이런 비행경

로가 어디인가를 알아내서 I 비행경로를 가로질러 펼처놓은 그물로 새를 잡기

에 좋은 장소를 가리켜야 한다(그림8-4)，앉아있는 장소와 물웅덩이는 딪과 올

가미로 잡기에 가장 믿음직한 지역이다.

둥지를 짓는 새들은 또 다른 식품 공급원인 알을 준다.여러분이 남기는 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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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표시하고 I 품은 것에서 거의 두세 개를 빼낸다.새는 품은 것을 채우려고

더 많은 알들을 계속해서 낳을 것이다.표시한 것은 놔두고 I 신선한 알들을 계

속해서 빼낸다.

새의 종류 빈번한 둥지 위치 둥지 짓는 시기

내륙새 나r-口r，호λ도，EI 파i:::!
온대와 북극지방에서 봄과 초

여 릅;열대에서 연중 계속

두루미와 백로
맹그로브 습지나 물가의

봄과 초여릅노。나口
II '- -1--'-

일부 올빼미 종류 노。나口 12월 하순부터 3월II '- -1--'-

오리，거우 I，백조 연못，강，호수가의 툰 I 라
북극지방에서 봄과 초여릅

지역

일부 바닷새 모래톱이나 낮 ε 모래 섬
온대와 북극지방에서 봄과 초

여릅

갈매기，바다쇠오리，
가파른 바위 연안

온대와 북극지방에서 봄과 초

가마우지 여릅

그림 8-3. 새 둥지 위치

......
i’...

t‘

포유동물(Mammals)

포유동물은 미국인에게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고 I 가장 맛있는 식품 공급

원이다.포유동물을 얻는 데는 약간의 불리한 점이 있다.적대적인 환경에서

는I 적군이 땅에 설치한 덧과 올가미를 탐지할 수도 있다.동물이 입힐 수 있

는 부상의 정도는 크기에 정비례한다.모든 포유동물은 이가 있으며 거의 모

두 자기방어로 물게 될 것이다.다람쥐조차도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으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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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린 상처도 심각한 감염의 위험이

끼를 방어하는데 아주 호전적으로 될 수

구석에 몰렸을 때 싸울 것이다.

모든 포유동물은 식용이다;그러나 I 북극곰과 턱수염바다물범 (bearded seal)은
간에 유해한 수준의 비타민A를 가지고 있다.호주와 태즈메이니아가 원산지

인 오리너구리 (platypus) 는 독 분비선이 있는 알을 낳는 반수생의 포유동물이

다.주머니주 I (opossum) 같은 청소 포유동물은 질병을 옮길 수도 있다.

자기으| 새

모든동물은

또한 어미는
71 nl OJ 느:
己 ~I 닙A L-

있다.

도망칠

도 I /'、
己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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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과 올가미(TRAPS AND SNARES)
무장하지 않은 생존자나 도피자 또는 소종사겪 소리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I

야생 사냥감을 딪이나 올가미로 잡는 것이 좋은 대안이다.자리를 잘 잡은 몇

개의 딪은 소종을 쏠 것 같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냥감을 잡을 가능성이 있

다.어떤 종류의 딪이나 올가미로 효과가 있으려면 I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종류에 익숙하다

있다.

사냥감을

잡으려고 하는 동물

적절한 딪을 설치할

여러분의

•
ιι
--，-•

며
굳

드
근

동
것

느
」
으
며

이
샤

다
l

않는다.

주어진 지역에

판단해야 한다.

하지

모든 동물들에게 맞는 다목적 딪은 없다.여러분은

의 종류와 특히 그 동물에 맞는 딪을 염두에 두고

을 찾는다:

놀라게남걱서존재를•

시므
I I:::크

지
」
며
넉

키
己

치
르

나
l

솔

문

거

오

나

짓

와

국

물

거

를

를

로

자

설

히

지

이

토
。
바
근

배
”
씨
닙

드
{
〕머
「

•
•
•
•

자 λ。_._앉는•
지역.

딪과 올가미를 동물들이 통과하는 증거가 있는 곳에 자리 잡는다.여러분은

이것이 ”통로(run)" 인지 II오솔길 (trail)" 인지 판단해야 된다.오솔길은 여러 종이

사용한 흔적이 보일 것이고 I 다소 뚜렷할 것이다.통로는 일반적으로 더 작고

덜 뚜렷하며 I 단지 한 종만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여러분이 완전한 올

가미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I 숲에 무턱대고 자리 잡았다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동물들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오솔길을 따라 잠자는 지역 I

물웅덩이 I 먹는 지역을 가지고 있다.여러분은 효과를 얻으려면 올가미와 딪

을 이들 지역 둘레에 놓아야 한다.

적대적 환경에 있는 탈출자에게는 딪과 올가미 은폐가 중요하다.그러나 동물

들을 놀라게 하여 딪을 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어지럽힘을 만들지 않는

마시는
며

굳
다{τ1
1-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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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동등하게 중요하다.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땅을 파야 된다면 I 그 지역

에서 새로운 흙을 모두 없앤다.대부분의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함정 (pitfall) 형

태의 딪을 피할 것이다.딪과 올가미의 여러 부분을 그 지역에서 떨어져서 준

비하고 I 가져와서 I 설치한다.그런 행동은 현지의 식물을 어지럽혀서 I 그것으

로 사냥감을 놀라게 하는 것을 쉽게 피하게 한다.딪과 올가미를 설치하는데

새로 자른 살아있는 식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새로 자른 식물은 사냥감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수액을 “흘렬”것이다.이것은 동물에게 경고 신호다.

여러분이 설치하는 딪과 그 주변에 사람냄새를 제거하거나 가려야 한다.비록

새들은 발달된 후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I 거의 모든 포유동물은 시각보

다 훨씬 더 후각에 의존한다.심지어 딪에 있는 아주 적은 사람냄새라도 사냥

감을 놀라게 하여 그 지역을 피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실제로 및에서

냄새를 제거하는 것은 어렵지만 I 가리는 것은 비교적 쉽다.앞에서 잡은 동물

의 쓸개와 소변방광에서 나온 액체를 사용한다.사람의 소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특히 썩고 있는 식물이 많은 지역에서 나온 진흙도 역시 좋다.딪을 만

질 때 여러분의 손에 질하고 I 설치하였을 때 딪에 칠한다.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I 동물들은 불에 탄 식물의 냄새와 연기를 알고 있다.그것들이 놀라

게 되는 것은 불이 실제로 타오를 때뿐이다.그러므로 딪 부분에 연기를 쏘|는

것은 여러분의 냄새를 가리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다.만일 위의 기술들 중 하

나가 쓸모 있는 것이 못되고 I 만약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I 딪을 며칠 간 비바람

을 맞게 하고 I 그 다음에 설치한다.비바람을 맞는 동안에는 딪을 만지지 않는

다.딪을 자리 잡을 때 적군의 발견을 방지하고 사냥감이 놀라는 것을 피하게

가능한 자연스럽게 위장한다.

오솔길이나 통로에 놓은 딪이나 올가미는 경로분할 (cha nnel ization) 을 사용해

야 한다.경로를 만들려 면I 딪을 향하여 가장 좁은 부분이 딪에 가장 가깝게

되도록 I 오솔길의 양쪽에서 연장하여 깔때기 모양의 울타리를 설치한다.경로

분할은 사냥감이 놀라는 것을 피하게 두드러지지 않게 되어야 한다.동물들이

딪에 다다가게 되면 I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 수가 없어 딪 속으로 계속 간다.

이동방향을 향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I 후진하는 야생동물은 거의 없다.경로분

할이 지나갈 수 없는 장벅으로 될 필요는 없다.여러분은 단지 동물이 장벽을

넘거나 관통하기에 불편하게만 만들면 된다.초|상의효과를 얻으려면 I 경로분

할은 오솔길의 폭을 목표로 삼은 동물의 몸보다 단지 조금 넓게 되게 줄여야

된다.이러한 조임을 적어도 딪에서부터 뒤쪽으로 동물의 몸길이까지 유지하

고I 그 다음에 깔때기의 입구를 향해 확장을 시작한다.

미끼 사용

딪과 올가미에 미끼를 다는 것은 동물을 잡을 기회를 높인다.물고기를 잡을

때I 여러분은 거의 모든 장비에 미끼를 달아야 한다.미끼를 달지 않은 딪의

성공은 좋은 위치에 배치한 것메 달려있다.미끼가 달린 딪은 실제로 동물들

을 미끼로 끌어들일 수 있다.미끼는 동물이 알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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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는 동물이 가까이에서 얻을 수 있는I 인접 지역에서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예를 들면 I 옥수수 밭 가운데에서 옥수수를 딪에 미

끼로 다는 것은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옥수수가 자

라지 않는다면 I 옥수수 미끼의 딪은 동물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낯선 음식을

깊이 생각하는 동안 경계를 유지하게 할 수도 있다.그런 환경에서는 미끼를

달지 않을 수도 있다.작은 포유동물에 효과가 있는 한 가지 미끼는 식사인

간이식량 (MRE) 레이션에 들어있는 땅콩버터다.소금도 또한 좋은 미끼다.그

런 미끼들을 사용할 때I 사냥감에게 그것을 시험 삼아 먹을 기회를 주고 I 그것

을 갈망하게 만들기 위해 딪 둘레에 조금씩 흩뜨려 놓는다.동물은 그 다음에

딪에 다가가기 전에 주의를 어느 정도 잃게 될 것이다.만일 여러분이 한 종

류를 잡기위해 딪을 설치하고 미끼를 달았지만 또 다른 종류가 잡히지는 않

고 미끼만 먹었다면 I 그 동물이 무엇인지 판단하도록 노력한다.그 다음에 같

은 미끼를 사용하여 그 동물을 잡을 적절한 딪을 설치한다.

쥬악 사항 일단 성공적으로 몇으로 한 동물을 잡았다면 I 여러분은 자

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몇 개의 추가 및에 미끼를

스스로 다시 공급할 것이다.

및과 올가미 설치

딪과 올가미는 사냥감을 눌러서 뭉개고 (crush)，질식시키고 (choke)，목매달고
(hang)，얽어맨다 (entangle). 하나의 딪이나 올가미는 일반적으로 이런 원리를

두 개 이상 섞을 것이다.딪에 힘을 공급하는 장치는 대부분 항상 매우 단순

하다.몸부림치는 사냥감 I 중력의 힘I 굽어진 어린나무의 장력 등이 힘을 제공

한다.

딪이나 올가미의 핵심은 방아쇠 (trigger) 다.딪이나 올가미를 계획할 때I 그것

이 어떻게 사냥감에 영향을 미처야 하는지 I 무엇이 힘의 공급원인지 I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 방아쇠가 될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본다.여러분의 답이 특

정한 종에 맞는 특정한 딪을 고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딪은 잡아서 붙들

거나 잡아서 죽이게 설계된다.올가미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고리 (noose)를
섞은 딪이다.

간단한 올가미 (Simple Snare)
간단한 올가미(그림8-5) 는 오솔길이나 굴 구멍위에 놓고 단단하게 박힌 말뚝

에 부착한 고리로 이루어진다.만일 올가미가 사냥감 오솔길 바로위에 놓인

어떤 종류의 맛줄이라면 I 그것을 들기 위해 작은 가는 가지나 풀잎을 사용한

다.거미줄의 가는 실은 고리를 벌려서 잡고 있는데 훌륭하다.고리는 반드시

동물의 머리가 자유로이 통과할 정도로 충분히 커야한다.동물이 이동을 계속

하게 되면 I 고리가 동물의 목둘레를 조인다.동물이 몸부림을 칠 수록 I 고리는

더 조여진다.이런 종류의 올가미는 일반적으로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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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해질여러분이 맛줄을 사용한다면 I 동물의 목에서 벗걱지기에 충분하게

수도 있다.그러므로 절사가 간단한 올가미에 최선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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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므 닙카 *Lτ1 차그
료획 jF흥될폴휠체
하기 위혜 고리 전처
길이를 끈다.

잠금장치

.....~.-‘”‘-
'.1'''，，--‘rι
，/→〉」:‘

.:r•

철사는끝쪽을
콘다

철사
고리왔졸

고리

견인 고리(Drag Noose)
동물 통로 위에 견인 고리를 사용한다(그림8-6). 갈라진 막대기를 통로 양쪽에

배치하고 튼튼한 대각보 (crossmember) 를 가로질러 놓는다.고리를 대각보에

그림 8-6.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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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고 이것을 동물의 머리 위쪽 높이에 매단다，(머리를잡으려고 설계된 고리

가 사냥감이 발을 디디기에 충분할 정도로 아래로 내려가서는 결코 안 된다，)

고리가 동물의 목둘레를 조이면 I 동물은 갈라진 막대기에서 대각보를 당걱서

끌고 간다.주변 식물들이 바로 대각보를 잡게 되어 동물은 얽어 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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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로-잡아채기(Twitch-Up)
위로-잡아채기는 구부려서 방아쇠 장치에 단단히 묶을 때 유연한 어린나무는

다양한 올가미에 힘을 공급할 것이다.단단한 나무의 어린 나무를 오솔길을

따라 선정한다.만일 여러분이 모든 가지와 잎을 위로 제거한다면 I 우|로-잡아

채기는 훨씬 더 빠르고 더 힘 있게 작동될 것이다.

워로-잡아채기 올가미(Twitch-Up Snare)
간단한 위로-잡아채기 올가미는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게 갈라진 막대기 두

개를 사용한다(그림8-7) ，우|로-잡아채기를구부리고 그 아래 오솔길에 표시한

다.갈라진 막대기의 하나의 길게 갈라진 쪽을 그 위치에서 땅에 단단히 박는

다.이 막대기의 짧게 갈라진 쪽을 잘라서 땅과 확실하게 평행이 되도록 한다.

남아있는 갈라진 막대기의 길게 갈라진 쪽을 위로-잡아채기에 단단히 묶인

맛줄에 묶는다.다른 갈라진 막대기의 짧게 갈라진 쪽을 잡도록 이 막대기의

짧게 갈라진 쪽을 자른다.고리를 오솔길 위로 늘린다.우|로-잡아채기를구부

리고 갈라진 막대기의 짧게 갈라진 쪽들을 맞물려서 딪을 설치한다.동물이

고리에 자기 머리가 잡힐 때I 동물은 갈라진 막대기들을 뜯어내어 I 우|로-잡아

채기가 솟구처서 사냥감을 매달게 한다.

안 된다.스며 나오는 수액쥬악 사항 방아쇠로 생나무를 사용해서는

이 이것들을 함께 붙일 수 있다.

.::- ~‘

- "‘

올가미그림 8-7. 우|로-잡아채기

다람쥐 기둥 (Squirrel 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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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기둥은 다람쥐의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 나무에 기대어 놓은 긴 기둥

이다(그림8-8). 기둥 위나 아래로 다니려는 다람쥐가 고리들 중 하나 이상을

통과해야만 되도록 I 여러 개의 절사 고리를 기둥의 위와 옆면을 따라서 놓는

다.기둥에서 2.5센티미터 정도 띄워서 고리(직경이 5~6센티미터)으|위치를
잡는다.상단과 하단의 절사 고리는 다람쥐의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둥의 상단과 하단에서 45센티미터에 놓는다.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람쥐가 절사를 맑아서 뚫을 것이다.다람쥐는 선천적으로 호기심이 많다.

처음의 주의 단계 후에는 다람쥐는 기둥을 위나 아래로 다니려고 할 것이고 I

고리에 잡힐 것이다.몸부림치는 동물은 골 기둥에서 떨어져 목이 졸렬 것이

다.다른 다람쥐들이 금방 따라하여 I 이 방식으로 여러분은 여러 마리의 다람

쥐를 잡을 수 있다.포획을 늘리기 위해 본수의 기둥들을 설치할 수 있다.

기둥과올가미의
단L도

그림 8-8. 다람쥐 기둥

오지브와족 새기둥 (Ojibwa Bird Pole)
오지브와족 새 기둥은 미국 원주민이 수세기 동안 사용한 올가미다(그림8-9).
효과를 보려면 I 이것을 키가 큰 나무에게서 떨어진 비교적 개활지에 설치한

다.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I 먹이를 먹는 지역 I 먼지를 터는 지역 또는 물
을 마실 수 있는 곳 근처의 한 지점을 고른다.길이 1.8~2.1 口|터의기둥을 잘

라서 모든 가지와 잎을 제거한다.소나무 같이 수지가 많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우|쪽을뾰족한 끝으로 날차롭게 하고 I 그 다음에 상단에서 5~7.5센
티미터 아래에 작은 구멍을 뚫는다.작은 막대기를 길이 10~15 센티미터로 잘

라서 I 구멍에 거의 꼭 맞게 한쪽을 다듬는다.이것이 햇대 (perch) 다.긴 막대기

를 뾰족한 끝이 위로가게 하여 땅에 묻는다.목표로 삼은 종의 무게와 거의

같은 I 작은 추를 끈에 묶는다.끈의 묶지 않은 끝단을 구멍을 통과시켜서 햇대

를 덮는 당걱서 죄어지는 고리 (slip noose) 를 만든다.끈을 흙매듭으로 한번

묶고 I 햇대를 구멍에 기대어 놓는다.흙매듭이 기둥과 햇대에 버틸 때까지 끈

이 구멍을 통과하게 한다.기둥과 햇대의 상단에 대한 흙매듭의 장력이 햇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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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정할 것이다.고리를 햇대 위로 펼처서 I 확실하게 고리가 햇대를 덮고 양

쪽 면 위로 주름지게 한다.대부분의 새들은 지면 위쪽에서 쉬기를 좋아하여 I

햇대에 내려앉을 것이다.새가 내려앉자마자 햇대가 떨어질 것이고 I 흙매듭이

놓아져서 추를 떨어뜨리게 한다.고리가 새의 다리를 잡아서 다리둘레를 조일

것이다.만일 추가 너무 무거우면 I 새의 다리를 자르게 되어 I 도망가게 한다.

추 ，，:tI’1
(서냥강무게에 맞춘다)/

그림 8-9. 오지브와족 새 기둥

올가미 지팡이 (Noosing Wand)
올가미 막대기 또는 “올가미지팡이”는왜에 앉은 새나 작은 포유동물을 포획

하는데 유용하다(그림8-1이.이것은 끈기 있는 작업자가 요구된다.이 지팡이

는 딪이라기보다는 무기에 가깝다.이것은 가는 쪽 끝단에 절사나 뺏뺏한 끈

으로 당겨서 죄어지는 올가미를 만든 막대기(여러분이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

는 가장 긴)로구성되어 있다.동물을 잡으려면 I 왜에 앉은 새의 목 위로 올가

미를 넣고I 단단히 끌어당긴다.또한 여러분은 이것을 굴 구멍 위에 놓고 가까

운 은신처에 숨을 수 있다.동물이 굴에서 나올 때I 올가미가 조여지도록 막대

기를 갑자기 당걱서 동물을 잡는다.사냥감을 죽이기 위해 단단한 곤봉을 가

져간다.

I! 톨~ ...‘C'"

그림 8-10. 올가미 지팡이

발판 스프링 올가미(Treadle Spring Snare)
오솔길에 있는 작은 사냥감에 대해서는 발판 스프링 올가미를 사용한다(그림

8-끄).오솔길에 얄은 구덩이를 판다.그 다음에 갈라진 막대기(아래로 갈라

짐)를오솔길의 한편으로 구덩이 각 면의 땅에 박는다.갈라진 것 두 개에 걸

치는 상당히 골은 막대 두 개를 고른다.이런 막대 두 개의 끝이 갈라진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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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1. 발판 스프링 올가미

맞물리게 위치시킨다. 막대 여러 개를 오솔길의 구덩이 위에 한쪽 끝단을 낮

은 수평막대 위에 I 다른 쪽을 구덩이의 다른 쪽 땅위에 위치시켜서 놓는다. 사

냥감이 올가미가 작동되게 막대기들 중 적어도 하나를 밟아야하게 구덩이를

막대기로 충분히 덮는다. 줄의 한쪽 끝단을 위로-잡아채기나 너무 가지 위에

매달린 추에 묶는다. 5센티미터나 더 긴 방아쇠를 묶을 위치를 판단하기 위해

위로-잡아채기를 구부리거나 매달린 추를 올린다. 줄의 다른 쪽 끝단으로 올



FM21-76 미육구 색조 교번 노마드생존전략윈구소

가미를 만든다.구덩이 위로 막대기 상단 위로 올가미를 보내서 펼친다.방아

쇠 막대를 수평막대에 기대어 놓고 I 힘의 공급원의 장력이 이것을 고정시키게

줄을 막대기 뒤로 보낸다.방아쇠를 걱우 잡을 수 있게 바닥의 수평막대를 조

절한다.어떤 동물이 구덩이를 가로지르고 있는 막대에 발을 놓게 되면 I 바닥

의 수평막대가 아래로 이동하여 I 방아쇠가 풀려서 올가미가 동물의 발을 잡게

한다.오솔길 위의 어지럽힘 때문에 동물은 경계하게 될 것이다.그러므로 여

러분은 경로분할을 사용해야 된다.

4자 굳히기 벼락틀 (Figure 4 DeadfalO
4자 굳히기는 무거운 것을 사냥감 위로 떨어뜨려서 사냥감을 뭉개기 위해 사

용되는 방아쇠다(그림8-12) ，사용되는 무거운 것의 종류는 변할 수도 있지만 I

사냥감을 죽이거나 즉시 무력화시키기 충분하게 무거워야만 된다.홈이 파진

막대 3개를 사용하여 4자 굳히기를 설치한다.이 홈들을 장력이 있을 때 막대

기들이 함께 4자 굳히기 형태를 유지하도록 한다.사전에 이 방아쇠를 만드는

연습을 한다;이것은 설치에 정밀한 가공과 정확한 각도가 요구된다.

Q::::: 口
정면도

>

돈::s--二二〉

정면도 측면도

수직 막대

정면도

발사막대

평면도

미끼 막대

그림 8-12. 4자 굳히기 벼락툴

파이우트족 벼락틀 (Paiute DeadfalO
파이우트족 벼락틀은 4자 굳히기와 비슷하지만 I 줄과 잡는 막대 (catch stick) 를
사용한다(그림8-13) ，이것은 4자 굳히기보다 설취하기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줄의 한쪽 끝단을 비스듬한 막대의 낮은 쪽 끝에 묶는다.줄의 다른 쪽 끝단

은 약 5센티미터 길이의 막대에 묶는다.이 5센티미터 막대가 잡는 막대다.

줄로 잡는 막대와 90도 각도인 수직 막대 둘레의 절반을 감는다.미끼 막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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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끝은 떨어지는 무거운 것이나 땅에 박은 말뚝에 기대고 I 다른 쪽은 잡는

막대에 기대어 놓는다.사냥감이 미끼 막대를 어지럽힐 때I 이것이 자유낙하

하며 잡는 막대를 놓는다.비스듬한 막대가 위로 날아가면서 I 무거운 것이 떨

어져 I 사냥감을 뭉캔다.

그림 8-13. 파이우트족 벼락툴

활 몇(Bow Trap)
활 딪은 가장 치명적인 딪 중의 하나다.이것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위험하다(그림8-14) ，이 딪을 설치하려면 I 활을 만들고 이것을 말뚝으로 땅에

고정한다.활을 고정하면서 조준점을 조정한다.똑딱이 (toggle) 막대를 방아쇠

막대에 단단히 동여맨다.땅에 박은 두 개의 수직 막대들이 방아쇠 막대를 똑

딱이 막대가 당걱진 활시위와 맞물리게 되는 위치에 고정시킨다.잡는 막대를

똑딱이 막대와 땅에 박힌 말뚝 사이에 놓는다.인계절선 (trip wire)OI 나 인계줄

을 잡는 막대에 묶고 I 말뚝 주변과 여러분이 줄을 묶었던 사냥감 오솔길을 가

로질러서 보낸다(그림8-14) ，사냥감이 인계절선을 지나갈 때I 활이 그 속으로

화살을 쏟다.활의 홈은 화살을 조준하는데 도움을 준다.

경고

이것은 치명적인 딪이다.조심해서 뒤쪽으로만 접근한다!

그림 8-14. 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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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창 자루(pig Spear Shaft)
돼지 창 자루를 설치하려면 I 길이가 2.5미터 정도인 튼튼한 나무를 고른다(그

림8-15). 가는 쪽 끝에 여러 개의 작은 말뚝들을 단단히 동여맨다.굵은 쪽을

사냥감 오솔길을 따라 나무에 튼튼하게 동여맨다.줄 하나를 오솔길을 가로질

러 다른 나무에 묶는다.첫 번째 나무에서부터 인계절선이나 인계줄을 땅 쪽

으로 낮게 묶고 I 오솔길을 가로질러 늘려서 I 잡는 막대에 묶는다.덩굴이나 다

른 적당한 재료로 미끄러지는 고리 (slip ring) 를 만든다.인계절선과 매끈한 막

대를 둘러싼다.다른 매끈한 막대의 한쪽 끝을 미끄러지는 고리 안쪽에 I 다른

쪽 끝은 두 번째 나무에 설치한다.창 자루의 가는 쪽 끝을 오솔길을 가로질

러 당걱서 I 짧은 줄과 매끈한 막대 사이에 위치시킨다.동물이 인계절선을 지

나가면 I 잡는 막대가 미끄러지는 고리를 매끈한 막대에서 빼내어 I 오솔길을

경고

이것은 치명적인 딪이다.조심해서 접근한다!

가로질러 튀어나가는 창 자루가 놓아져서 나무를 향해 사냥감을 꿰뚫는다.

그림 8-15. 돼지 창 자루

병몇(Bottle Trap)
병 딪은 생쥐나 들쥐용 간단한 딪이다(그림8-16). 깊이 30~45 센티미터인 구멍

을 꼭대기보다 바닥이 넓게 판다.구멍의 꼭대기는 가능한 작게 만든다.나무

껍질이나 나무를 아래에 작은 돌을 받처서 지면에서 2.5~5 센티미터 떨어지게

하여 구멍 위에 놓는다.생쥐나 들쥐가 위힘을 피하려고 뚜껑 아래로 숨다가

구멍 속으로 떨어질 것이다.이것들은 벅이 뒤쪽으로 경사졌기 때문에 기어

나올 수 없다.이 딪을 점검할 때는 조심을 한다;이것은 뱀에게는 훌륭한 은

신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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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30~45 em

(12 ....18인치)

~.，._'-

그림 8-16. 병 및

죽이는 기구 (KILLING DEVICES)
여러분의 생존에 도움을 주는 작은 사냥감을 얻을 수 있게 도울 수 있게 여러

분이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죽이는 기구들이 있다.토끼 막대기 I 창I 활과

화살 I 투석기 등이 그런 기구들이다.

토끼 막대기(Rabbit stick)

가장 간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도구들 중 하나는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서 어

깨까지인 팔만큼 긴 단단한 막대기로 II토끼 막대기”로불린다.여러분은 이것

을 상당한 힘으로 위에서 아래로 또는 옆으로 던질 수 있다.이것은 방어로

멈추거나 꼼짝 못하는 작은 사냥감에 대해서는 아주 효과적이다.

창 (Spear)

여러분은 작은 사냥감이나 물고기를 죽이기 위해 창을 만들 수 있다.창으로

찌르며 I 던져서는 안 된다.아래의 작살 낚시 (spearfishing) 를 참조한다.

활과 화살 (Bow and Arrow)

좋은 활은 여러 시간 일해서 나온 결과다.여러분은 단기간에 적당한 활을 상

당히 쉽게 설치할 수 있다.이것이 탄성을 잃거나 부러졌을 때I 여러분은 그것

을 대체할 수 있다.옹이나 가지가 없는 l미터 정도 길이의 단단한 나무 막대

기를 고른다.굵은 쪽 끝단을 가는 쪽 끝단과 같은 견인력을 가질 때까지 조

심스럽게 깎아낸다.꼼꼼한 검사가 막대기의 자연스러운 휩을 밝힐 것이다.

항상 여러분과 마주보는 쪽에서 깎아낸다.아니면 활을 처음 당길 때 부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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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죽었거나 마른 나무가 생나무보다 더 좋다.견인력을 올리려면 I 두 번

째 활을 첫 번째 활과 마주보게 I 옆에서 보았을 때 X자를 이루도록 동여맨다.

출로 활고자를 부착하고 I 활 하나에 활시위 하나만을 사용한다.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골은 마른 막대에서 화살을 고른다. 화살은 활의 절반

정도의 길이로 되어야 한다.각 화살대는 전체 둘레를 매끈하게 깎아야 한다.

여러분은 아마도 화살대를 똑바르게 해야 될 것이다. 화살대를 뜨거운 숨불

위에서 열을 가하여 화살을 골게 휠 수 있다.화살대가 그슬리거나 타서는 안

된다.화살대가 식을 때까지 골은 상태를 유지한다.

여러분은 뼈 I 유리 I 금속 I 돌조각 등으로 화살족을 만들 수 있다.또한 화살대

의 끝을 날차롭게 하고 불 담금질 (fire harden) 을 할 수 있다.나무를 불 담금

질 하려면 I 나무가 타거나 그슬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뜨거운 숨불 위에 있

게 한다.

화살 끝에 활시위용으로 홈을 파야한다. 홈을 자르거나 갈아 낸다;쪼개서는

안 된다.깃을 붙이는 것(화살 끝의 파진 홈에 깃털을 추가)은 화살의 비행 특

성을 개선하지만 I 야전 급조 화살에는 필요한 것이 아니다.

투석기 (Sling)

여러분은 길이가 60센티미터 정도이고 반대쪽 양끝은 손바닥 크기의 가죽이

나 천이 있는 줄 두개를 묶어서 새종을 만들 수 있다.천에 돌을 놓고 한 줄

을 가운데 손가락을 둘러싸고 손바닥으로 잡는다. 다른 줄을 집계손가락과 엄

지손가락 사이로 잡는다. 돌을 던지려면 I 투석기를 원형으로 여러 번 돌리고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의 줄을 놓는다. 숙달되려면 연습한다. 투석기

는 작은 사냥감에 대해서 매우 효과적이다.

낚시 기구(판rsHING DEVICES)
여러분은 자신만의 낚시 바늘 I 그물 I 딪 등을 만들 수 있으며 I 생존상황에서

물고기를 얻는데 여러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급조 낚삿 바늘(Improvised Fishhooks)

여러분은 핀I 바늘 I 절사 I 작은 못I 금속 조각 등으로 급조 낚삿바늘을 만들 수

있다.또한 나무 I 뼈 I 코코넷 껍질 가시 I 부삿돌 I 조개껍데기 I 거북 껍질 등을

사용할 수 있다.또한 이런 품목들을 조합하여 낚삿바늘을 만들 수 있다(그림

8-17).
나무 낚삿바늘을 만들려면 I 허리 (shank)를 만들기 위해 단단한 나무 조각을

길이 약 2.5센티미터 I 굵기 약 6밀리미터로 자른다. 바늘을 다는 한쪽 끝에 홈

을 판다.홈에 바늘(뼈I 절사 I 못 조각)을 단다.홈에 바늘을 대고 벗어난 위치

로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묶는다. 이것은 상당히 큰 낚삿바늘이다. 더 작은 낚

삿바늘을 만들려면 I 더 작은 재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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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형 낚삿바늘 (gorge) 은 나무I 뼈I 금속 또는 다른 재료로 만든 작은 자루

다.이것은 양쪽 끝이 날차롭고 중간에 줄을 묶는 홈이 파여 있다.양날형 낚

삿바늘에 미끼 조각을 세로로 놓아서 미끼를 단다.물고기가 미끼를 삼킬 때I

양날형 낚삿바늘도 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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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삿바늘그림 8-17. 급조

말뚝낚시 (Stakeout)

말뚝낚시는 적대적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낚시 기구다(그림8-18) ，말뚝낚
시를 설치하려면 I 유연한 어린나무 두 개를 꼭대기가 수면 바로 아래에 오도

록 호수 I 연못 또는 개울 바닥에 박는다.그것들을 약간 수면 아래에서 줄로

묶는다.낚삿바늘이나 양날형 낚삿바늘이 달린 두 개의 짧은 목줄이 기둥이나

서로를 둘러쌀 수 없도록 이 원줄에 묶는다.또한 이것들은 원줄을 따라 미끄

러져서는 안 된다.낚삿바늘이나 양날형 낚삿바늘에 미끼를 단다.

갈대----+-

낚삿바늘그림 8-18. 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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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물 (Gill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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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걸그물을 손에 넣을 수 없다면 I 여러분은 낙하산 매단 줄 (suspension
line)이나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다(그림8-19) ，매단 줄에서 속 줄

(core line)을 빼내고 두 나무 사이에 테두리를 묶는다.여러 속 줄들을 접어

겹처서 푸르지크 매듭 (prusik knot)OI 나 거스 매듭 (girth hitch)으로 테두리에

부착한다.원하는 그물의 길이와 그물눈의 크기가 사용되는 속 줄의 개수와

그들 사이의 간겪을 결정한다.테두리의 한쪽 끝단에서 시작하여 두 번째와

세 번째 속 줄을 흙매듭을 사용하여 함께 묶는다.그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I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를 등등으로 마지막 속 줄에 도달할 때까지 묶

는다.이제 여러분은 각 끝단에 한 개씩의 속 줄이 매달리게 하고 I 모든 속 줄

들을 쌍으로 묶었어야 된다.첫 번째 속 줄로 두 번째 열을 시작하여 I 이것을

두 번째에 I 세 번째를 네 번째에 등등 묶는다.

낙하산
매단줄

l

안내선
〈줄)

의
서
출

r
를
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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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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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9. 걸그물 만들기

열들을 고르게 유지하고 그물의 크기를 맞추고 I 안내선을 나무에 묶는다.작

업하고 있는 그물의 반대쪽에 안내선의 위치를 잡는다.각 열이 완성된 후에

안내선을 아래로 내린다.줄들은 항상 짝으로 매달렬 것이고 I 여러분은 항상

한 쌍에서 나온 줄을 인접한 쌍에서 나온 줄에 묶는다.열을 묶는 것을 그물

이 원하는 폭이 될 때까지 계속한다.그물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매단 줄 테

두리를 그물의 하단을 따라 꿰맨다.걸그물을 그림 8-20 으| 설명처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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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및(Fish Traps)

여러분은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딪으로 잡을 수도 있다(그림8-21) ，
고기 바구니는 한 가지 방법이다.막대기 여러 개를 깔때기 모양으로 덩굴로

동여매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물고기가 통과하여 헤엄칠 수 있을 만큼 큰
구멍을 남기고 I 꼭대기를 막는다.

또한 여러분은 학교처럼 규칙적으로 밀려드는 조수와 함께 해변에 접근하고

종종 해변과 나란히 이동하는 바닷물고기를 잡기위해 딪을 사용할 수 있다.

만조 때 위치를 잡고 I 간조 때 딪을 설치한다.바위가 많은 해변에서는 I 자연

적인 바위사이의 웅덩이를 이용한다.산호섬에서는 조류가 밀려나는 틈을 막

아서 암초 표면의 자연적인 웅덩이를 이용한다.모래 해변에서는 모래톱과 모

래톱이 둘러싼 도랑을 이용한다.낮은 돌 벽을 물속으로 바깥쪽으로 연장하고

해변과 각을 이루게 하여 딪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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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EE는 해변 물고기 및

--

c;:.그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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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대 물고기 몇

그림 8-21. 여러 종류의 물고기 및

작살 낚시 (Spear쥐shing)

만일 여러분이 물고기가 크고 풍부한 얄은 물(대략허리정도)가까이에 있다

면I 작살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작살을 만들려면 I 길고 골은 어린 나무를

자른다(그림8-22)，끝을 날차롭게 하여 뾰족하게 만들거나 칼I 삐죽삐죽한 뼈

조각 I 뾰족하게 만든 금속 등을 부착한다.또한 여러분은 손잡이를 끝에서 몇

인치 아래로 쪼개고 나무 조각을 끼워서 펼치는 것으로 작동되게 하여 작살

을 만들 수 있다.그 다음에 분리된 반쪽들을 날차롭게 하여 뾰족하게 만든다.

작살로 물고기를 잡으려면 I 물고기가 모이는 장소뿐만 아니라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가 있는 곳을 찾는다.작살의 뾰족한 끝을 물에 넣고 천천히 물고기를

향하여 이동시킨다.그 다음에 갑자기 밀어서 개울 바닥에 있는 물고기를 찌

른다.작살과 함께 물고기를 들어 올려서는 안 된다.왜냐하면 물고기가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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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끄러져 떨어져서 물고기를 놓칠 것이다;한손으로 작살을 잡고 다른 손

으로 물고기를 움켜쥐고 잡는다.특히 만일 뾰족한 끝이 칼이라면 I 작살을 던

져서는 안 된다.여러분은 생존환경에서 칼을 잃어버렬 여유가 없다.물에서

목표물을 찾을 때 빛의 굴절이 원인인 문제들을 경계한다.

짧 짧f찮훌
대나무 ..::L，a.

0 -，

靈딸
뼈

그림 8-22. 작살의 뾰족한 끝의 종류

칼질 낚시 (Chop Fishing)

야간에 I 물고기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I 여러분은 물고기를 유인하는데 불을

사용할 수 있다.그러면 I 큰칼 (machete) 이나 비슷한 무기를 강추고 I 칼날의 뒷

면으로 물고기를 두드리는 방법으로 물고기를 얻을 수 있다.물고기를 두 조

각으로 잘라서 결국 일부 물고기를 잃게 되기 때문에 I 날차로운 면을 사용해

서는 안 된다.

물고기 독 (Fish Poison)

물고기를 잡는 또 다른 방법은 독을 사용하는 것이다.독을 빨리 작용한다.이

것은 여러분이 효과가 나타나는 동안 숨어있을 수 있게 한다.또한 이것은 여

러분이 여러 물고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게 한다.물고기 독을 사용할 때I 영

향을 받은 모든 물고기를 반드시 거두어들인다.왜냐하면 하류로 죽은 물고기

가 많이 떠내려가면 의심을 부를 수 있다.세계의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일

부 식물에는 냉혈 동물을 기절시키거나 죽이지만 그 동물을 먹는 사람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 물질인 로테논 (rotenone) 0 I 들어있다.로테논이나 로테논을

만드는 식물들을 사용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는 물고기가 있는 연못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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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개울의 상류다.로테논은 섭씨 21도(화씨70도)이상의 물에서는 물고기

에게 빨리 작용한다.물고기가 꼼짝없이 수면으로 떠오른다.이것은 섭씨

10~21 도(화씨 50~70 도)으|물에서는 천천히 작용하고 I 섭씨 10도(화씨 50도)
이하의 물에서는 효과가 없다.다음 식물들을 지시대로 사용했다면 물고기를

기절시키거나 죽일 것이다:

Of냐ill르타 코쿨러스 (Anamirta cocculus，그림 8-23). 이 나무 같은 덩굴은 남

아시아와 남태평양의 선에서 자란다.콩 모양의 씨앗을 으깨서 물속으로 던진

다.

크로톤 티굴2/움(Croton tiglium ，그림 8-23). 이 관목 또는 작은 나무는 남태평

양의 건조지역에서 자란다.이것은 삼각형 꼬투리에 씨앗을 품고 있다.씨앗

을 으깨서 물속으로 던진다.

메릉/토L/ Of(Barri ngton ia，그림 8-23). 이런 큰 나무는 말레이 반도의 바다 근처

와 폴리네시아 일부에서 자란다.이것들은 다육질의 단종자 과실을 품고 있

다.씨앗을 으깨서 껍질을 벗기고 물속으로 던진다.

데2l二스 옐립티카 (Derris eliptica ，그림 8-23). 이 큰 종류의 열대 관목이며 나무

같은 덩굴은 상업적으로 생산된 로테논의 주요 공급원이다.뿌리를 갈아서 가

루로 만들어 불과 섞는다.많은 양의 혼합물을 물속에 넣는다.

두보 O/A/Of(Duboisia，그림 8-23). 이 관목은 호주에서 자라고 I 흰색 꽃송이와

딸기 같은 열매를 품고 있다.식물을 으깨서 물속으로 던진다.

테프로 A/Of(Tephrosia ，그림 8-23). 콩 같은 꼬투리를 품고 있는

종류는 열대지방 도처에서 자란다.입과 줄기 묶음을 으깨거나

로 던진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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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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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I(Lime). 여러분은 석회를 상업적 공급처와 이것을 많은 양 사용하는

농업지역에서 구할 수 있다.산호나 바닷조개를 태워서 자체적으로 만

들 수도 있다.석회를 물속으로 던진다.

견과 껍데기 (Nut husk). 호두 (buttern ut)나 검은 호두나무 (black walnut)

의 생 껍데기를 으샌다.껍데기를 물속으로 던진다.



FM21-76 미육구 색조 교번

아나미르타표률러스

버l링토 LI아

두보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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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톤 티글리움

더|리스 엘립티차

터I프로시아
그림 8-23. 물고기-중독 식물

조리와 저장을 위한 물고기와 사냥감의 손질(PREPARA 710N)
여러분은 생존상황에서 조리와 저장을 위하여 물고기와 사냥감을 손질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부적절한 세척이나 저장으로 물고기나 사냥감을 못 먹게

될 수 있다.

물고기

부패된 것처럼 보이는 물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조리한다고 부패된 물고기

가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 부패의 흔적들은 ..

」
τ

간어

”
드
Ii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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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한 냄새.

의심스러운 색깔，(아가미는적색이나 핑크색이 되어야 한다.비늘은 바

노마드생존전략윈구소

랜 색깔이 아닌 I 뚜렷한 짙은 회색이 되어야 한다，)

엄지손가락으로 누른 후에 물고기의 살에 남아있는 눌린 자국.

축축하거나 젖은 몸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끈거림.

날차롭거나 알알한 맛.

부패하거나 썩은 물고기는 설사 I 머|스꺼움I 경련 I 구토 I 가려움 I 마비 또는 입

에서 핏내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이런 증상들을 먹은 후 1~6시간 후에

갑자기 나타난다.만일에 증상이 나타나면 구토를 유도한다.

물고기는 죽은 후 특히 뜨거운 날에는 빨리 부패된다.먹기 위해서는 물고기

를 잡은 후 가능한 빨리 손질한다.아가미와 등뼈 가까이에 있는 큰 혈관을

잘라낸다，10센티미터 이상 긴 물고기의 내장을 빼낸다.물고기의 비늘과 껍

질을 벗긴다.

여러분은 막대기에 물고기를 통째로 꿰어서 모닥불 위에서 조리할 수 있다

하지만 I 물고기를 껍질과 함께 끓이는 것이 음식의 가치를 최대로 얻을 수 있

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지방과 기름은 껍질 밑에 있으며 I 끓이게 되면 여러분

은 죽 (broth)용 국물을 모을 수 있다.식물성 식품을 조리하는데 사용하였던

어떤 방법이라도 물고기를 조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진흙 공 속에 물고기

를 채우고 모닥불의 숨 속에 진흙이 굳을 때까지 묻는다.조리된 물고기를 얻

으려면 진흙 공을 깨뜨려서 연다.살이 밟게 떨어지면 물고기는 익었다.만일

여러분이 물고기를 나중을 위해 간직할 계획이라면 I 훈제하거나 튀긴다.물고

기를 훈제용으로 손질하려면 I 머리를 잘라내고 등뼈를 제거한다

뱀

뱀의 껍질을 벗기려면 I 첫 번째로 머리를 잘라서 묻는다.그 다음에 껍질을 몸

통 아래로 15~20센티미터 자른다(그림8-24)，껍질을 위로 벗기고 I 그 다음에

한 손으로 껍질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몸통을 잡고 당걱서 떤다.크고 부피가

있는 뱀은 배의 껍질을 세로로 벨 필요가 있을 수 있다.뱀은 작은 사냥감과

같은 방법으로 조리한다.내장을 제거하여 버린다.뱀을 작은 토막으로 잘라

서 끓이거나 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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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뱀을 죽이고 1 그 다음에 ....…

1졸환웹흉떻꽉!뒤어i셔I 2 많많댄옳줬선똘른다

3 배를 세로로 베고
내장을 자|거한다. 4 횟휠룹

그림 8-24. 뱀 손질

새

새를 죽인 후 I 뽑거나 껍질을 벗걱서 깃털을 제거한다. 껍질을 벗기는 것은 식

품의 가치도 어느 정도 없앤다는 것을 기억한다. 처|강을위로 열어 내장은 제

거하고 I 모이주머니(씨를 먹는 새)，심장 I 간 등은 떼어둔다.발을 잘라낸다.끓

이거나 쇠꼬챙이 위에서 구워서 조리한다. 청소부 새들을 조리하기 전에 I 기

생충을 죽이기 위해 적어도 20분간 끊인다

사낭감의 박피와 도살 (Skinning and Butchering Game)

A

B

그림 8-25. 큰 사낭감의 박피와 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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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목을 베어서 피를 뺀다.만일 가능하다면 I 개울 근처에서 죽은 동물을

세척한다.죽은 동물을 배를 위로하여 놓고 가죽을 목에서 꼬리까지 찢고 I 생

식 기관 둘레를 자른다(그림8-25)，고기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지점 A와 B어|
서 사향샘 (musk gland) 을 제거한다.더 작은 포유동물에서는 I 가죽을 몸통 둘

레를 자르고 손가락 두 개를 잘린 양쪽의 가죽 밑으로 넣어서 두 조각으로 당

걱서 떤다(그림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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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리도록 칼날을 껍질 밑으로

털이 잘려서 고기에 떨어지는

쥬악 사항 가죽을 자를 때I 가죽만

서 날을 위로 돌린다.이것은 또한

방지할 것이다.

가죽을 톨려가며 자른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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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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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6. 작은 사낭감의 박피

몸통을 찢어서 벌리고 손가락으로 내장을 끌어내어 작은 사냥감에서 내장을

제거한다.흉강을 잊어서는 안 된다.큰 사냥감은 I 횡경막에서 식도를 잘라낸

다.내장을 몸통 밖으로 꺼낸다.항문 둘레를 자르고 I 그 다음에 아래쪽 복강

으로 가서 아래쪽 창자를 붙잡고 I 끌어당걱 제거한다.방광을 집어내고 손가

락 밑에서 잘라서 제거한다.만일 소변을 고기에 엎지르면 I 고기의 오염을 피

하기 위해 세척한다.심장과 간은 떼어둔다.이것들을 잘라서 벌리고 벌레나

다른 기생충의 흔적을 검사한다.또한 간의 색깔을 검사한다;이것은 병에 걸

린 동물을 표시할 수 있다.간의 표면은 매끄럽고 I 축축하고 I 색깔이 심홍색이

나 자주색이 되어야 한다.만일 간이 병에 걸린 것으로 보이면 I 버린다.그러

나 병에 걸린 간이 근육조직을 먹을 수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각 다리를 발 위쪽부터 앞에서 잘라놓은 몸통까지 자른다.필요한 곳에서 연

결 조직을 자르며 I 가죽을 죽은 동물에게서 잡아당걱 제거한다.머리와 발을

잘라낸다.큰 사냥감을 다우기 쉬운 조각으로 자른다.첫 번째로 I 앞다리를 몸

통에 연결하는 근육조직을 밟게 벤다.네발달린 동물은 앞다리를 몸통에 연결

시키는 뼈나 관절이 없다.뒷다리와 궁둥이 (hindquarter) 를 몸통과 연결되는

곳에서 잘라낸다.다리 상단에서 큰 뼈 둘레를 자르고 I 고관절까지 잘라야 한

다.관절 둘레의 인대를 자르고 I 분리하기 위해 뒤로 구부린다.등뼈 양쪽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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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놓여있는 큰 근육(안심)을 자른다. 갈비를 등뼈와 분리한다. 만일 여러분이

갈비를 첫 번째로 부러뜨리고 I 부러진 것들을 잘라낸다면 I 일이 줄어들고 칼

의 마모도 줄어든다.

큰 고기 덩어리를 쇠꼬챙이 위에서 조리하거나 끓인다. 특히 최초의 도살 후

에 뼈에 붙어 남아있는 작은 조각들은 스프나 죽처럼 스튜 (stew)를 만들거나

끓일 수 있다.여러분은 심장 I 간 I 처|장I 비장 I 긴장 등의 신체기관을 근육 고

기의 경우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조리할 수 있다.또한 뇌를 조리하여 먹을

수 있다.혀를 오려내고 I 허물을 벗기고 I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여서 먹는다.

고기 훈저I(Smoking Meat)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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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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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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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

초
는
판
또

모탁불구덩이

그림 8-27. 고기 훈제

고기를 훈제하려면 I 모닥불 둘레에 울타리를 준비한다(그림 8-27) ，함께 연결한

판초우의 두 장으로 작업될 것이다. 모닥불이 크거나 뜨거울 필요가 없다.으|

도는 열이 아니라 연기를 만드는 것이다. 진이 많은 나무는 연기가 고기를 망

칠 것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좋은 연기를 만들려면 단단한 나무를

사용한다. 나무는 약간 생나무가 되어야 한다. 남일 나무가 너무 건조하면 I 물

에 적신다. 고기를 두께가 6센티미터를 넘지 않게 가늘고 밟게 잘라서 뼈대위

에 걸친다. 확실하게 고기가 다른 조각에 닿지 않도록 한다. 연기를 붙들게 고

기 둘레에 판초우의 울타리를 유지하고 모닥불을 잘 지켜본다. 모닥불이 너무

뜨겁게 되어서는 안 된다.이 방식으로 하룻밤 훈제된 고기는 l주일가량 오래

간다.이틀 연속 훈제하면 고기가 2~4부 보존될 것이다. 적절하게 훈제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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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거무스름하고 I 오그라든 막대 같이 보일 것이며 I 여러분은 이것을 추가

로 조리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또한 고기를 훈제하기 위해 구덩이를 사용할

수 있다(그림8-28) ，

판초우의 뚜껑

↓

고기 건조 (Drying Meat)

고기를 건조하여 보존하려면 I 고기를 결을 따라 6밀리미터의 띠로 자른다.바

람이 좋은 양지바른 장소에서 고기 띠를 선반에 매단다.동물이 접근하지 못

하게 하고 I 금파리 (blowfly) 가 들어가지 못하게 덮는다.먹기 전에 고기가 완전

히 마르도록 한다.적절하게 마른 고기는 건조하고 I 바삭바삭한 질감이 될 것

이고 I 만지면 차가운 느낌이 없을 것이다.

다른 보존 방법

여러분은 냉동 또는 소금물과 소금 방법을 사용하여 고기를 보존할 수 있다.

냉동(Freezing)
추운 날씨에서 I 여러분은 고기를 열려서 무기한으로 보관할 수 있다.냉동은

고기를 손질하는 수단이 아니다.여전히 먹기 전에 조리해야만 된다.

소금물과 소금但 rine and Salt)
여러분은 고기를 소금물 용액에 완전히 적셔서 보관할 수 있다.이 용액이 덮

여야만 된다.또한 소금 자체를 사용할 수도 있다.조리하기 전에 소금을 씻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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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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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생존9장

물I 피난처 I 동물 식품 등을 발견하는 문제들을 해결한 후에I 여러분

은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생존상황에서 여러

분은 항상 익숙한 야생 식품을 구하여 사방을 살피고，언제라도 가능

하면 자급자족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

없이 며질 동안 다닐 수

생존환경에서도 완전하고

것이 체력과 마음의 평화

여러분은 일부 자료에서 제안하는 대로 식품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심지어 정적인

영양가 높은 식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만일 여러분이 잘못된 식물을 먹지 않는다면 I 자연은 여러분에게 어

떤 시련에서도 생존하게 만드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다.따라서 여러

분은 사전에 작전을 수행하게 될 지역의 식물군에 관해서 가능한 많

이 배워야 된다.식물들은 생존상황에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다.식

물들은 피난처를 설치하고 모닥불을 피울 수 있게 무기와 원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식물들은 물고기를 독으로 잡고，동물 가죽을 보존하

고，여러분 자신과 장비를 위장할 수 있는 화학 약품까지도 제공할

수있다.

이 장에서 설명한 식물들의 사진을 부록 B와 C어|여러분은

것이다.

주의 사항:

서발견할

적절하게 배합하면 여러분

식품 공급원이다.

식물의 식용성 (EDIBIlITYOF PLANTS)
식물들은 빌리 이용할 수 있고I 쉽게 구할 수 있고I

의 모든 영양 결핍에 맞설 수 있기 때문에 귀중한

이

런

것

그

피하는
01上;
Aλ '-

요소는 우발적인 중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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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을 식품으로 이용하기 전에 틀림없이 확인한다.독미나리 (Poison hemlock)
는 이것을 친척관계인 당근 I 미국 방풍나물 (wild parsnip) 등으로 오해한 사람들

을 죽였다.

때로는 여러분은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이 경우에 여러분은 생존해야 되는 지역의 식물을 배울 기회를 갖게 되

지 못할 수도 있다.이 경우에 여러분은 먹을 수 있고I 피해야 될 식물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일반 식용성 테스트 (Universal Edibility Test)를 사용

할 수 있다.생존상황에서 재배된 것과 야생 식물 모두를 알아볼 수 있는 것

이 중요하다.이 장의 대부분의 정보는 재배된 식불과 관련된 정보는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야생식물을 확인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야생식물을 식품으로 채집할 때 다음사항을 기억한다:

FM21-76 미육구 색조 교번

집근처에서 자라고 건물이나 도로변을

뿌려졌을지도 모른다.절저하게 씻는다.많은

발달된 국가에서는 I 만일 가능하다면 I 배기

인해 도로변의 식물들을 피한다.

오염된 물이나 장편모충 (Giardia lamblia) 와 다른 기생충이

자라는 식물들은 자체적으로 오염되었다.끓이거나 소독한다.

식물들은 극도로 위힘한 곰팡이독소 (fungal toxin) 를 발생시킨다.

우발적인 중독을 줄이려면 I 썩기 시작하거나 흰곰팡이나 균류가 보이는

어떠한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된다.

종이라도 독성이나 아독성 (subtoxic) 화합물의

나 환경요인 때문에 다를 수도 있다.이것의 한 예는

리(chokecherry) 의 나뭇 잎이다.일부 죠크체 리 식물은

시안화 화합물 (cyanide compound) 을 가지고 있으며 I

농도가 낮거나 가지고 있지 않다.시들은 체리

죽었다.시안화 화합물의 특징인 I 아몬드 같은 향이

농약이

고도로

오염으로

01上;
λA L- 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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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식물이만든)

다.만일 여러분이 이와 같이 민감하다면 I 알 수

다.만일 여러분이 덩굴 좋나무 (poison
무 (sumac)，망고 (mangoe) ，캐슈 (cashew)로

만든 제품들을

도토 리 (acorn)와 수 련

생식물은 쓰다.일반적으로

하게 만든다.이것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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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제거될 것이다

많은 귀중한 야생식물들은 옥살산 (oxalate acid)으로도 알려진 I 고농축

옥살산염 (oxalate) 화합물을 가지고 있다.옥살산염은 여러분의 입과 목

에 불타는 감각을 일으키고 신장을 훼손한다.굽고 I 익히고 I 말리면 일

반적으로 이런 옥살산염 결정들이 파괴된다.천남성 Uack-in-the-pulpit)

의 알뿌리(구근)은인디언 순무 (Indian turnip) 로 알려져 있지만 I 여러분

은 천천히 굽거나 말려서 이런 결정들을 제거한 후에만 먹을 수 있다.

경고

생존환경에서 버섯을 먹어서는 안 된다!만일 버섯이 식용이라고 알리는

유일한 방법은 확실한 확인에 의한다.실힘할 여유가 없다.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위험한 버섯의 증상은 며질이 지난 후 너무 늦어서 그
것들의 효과를 되돌렬 수 없을 때에 나타날 수도 있다.

AI룰
I i::크

호H>I...，‘-

친숙함을 통해 특정한 종류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I 잎의 모양과 둘레 I 잎

의 배열 I 뿌리의 구조 등의 요소들을 이용하여 식물들을 확인한다.기본적인

둘러 I(그림 9-1)는 톱니 모양 I 둥글게 튀어나온 모양 I 톱니가 없거나 매끈한 모

양 등이다.

톱니 모양 톱니가 없는 모양 둥글게 튀어나온 모양

그림 9-1. 잎의 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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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잎들은 창 모양 I 타원 I 달갈 모양 I 장방형 I 쐐기 모양 I 삼각형 I 길고 뾰족

한 모양이거나 지붕 모양 등이다(그림9-2)，

창모양

장방형

타원

쐐기 모양

달갈모양

삼각형

지붕모양

그림 9-2. 잎의 모양

기본적인 잎의 배열(그림9-3)은 마주나기 I 어긋나기 I 겹잎 I 흩잎 I 방사상 잎 등

01다.

마주냐기

훌잎 방사상

겹잎

어긋냐기

그림 9-3. 잎의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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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인 뿌리의 구조(그림9-4)는 알뿌리 (bulb)，작은 알뿌리 (clove)，골은 뿌리

(taproot) ，덩이줄기 (tuber)，땅속줄기 (rhizome) ，알줄기 (corm)，관 뿌리 (crown)
등이 있다.알뿌리는 우리에게 양파로 익숙하며 I 반을 잘랐을 때 동심원상의

고리들이 나타난다.작은 알뿌리는 알뿌리와 비슷한 구조로 우리에게 마늘로

알려져 있으며 I 쪼개질 때 작은 조각으로 분리된다.이런 특징으로 야생 양파

와 야생 마늘을 나눈다.골은 뿌리는 당근을 닮아서 뿌리가 하나이거나 갈라

져 있지만 I 보통 뿌리 하나에서 하나의 줄기만 자란다.덩이줄기는 감자와 원

추리 (daylily) 같으며 어미식물 아래에서 이러한 끈이나 덩어리 구조를 찾게

될 것이다.땅속줄기들은 옆으로 뻗는 커다란 뿌리줄기 (rootstock) 나 땅속의

줄기로 I 뿌리으|“마디(eye)"어|서식물들이 자라난다.알줄기는 알뿌리와 비슷

하지만 잘랐을 때 가지고 있는 고리들 대신에 하나로 되어있다.관 뿌리는 아

스파라거스 (asparagus) 같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뿌리 구조로 토양의 표면 아

래에 놓은 대걸레 끝과 많이 닮았다.

곧은뿌리

뿌리줄기，

덩이 줄기

작은알뿌리

알뿌리

관뿌리알줄껴

그림 9-4. 뿌리의 구조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식물들과 그들의 독특한 특성에 관해서 가능한 많이 배

운다.일부 식물은 식용과 독성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다.많은 식물들이 한해

의 특정한 시기에만 먹을 수 있다.다른 식물들은 여러분이 먹고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식불과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독성을 가진 친척들이 있을 수도 있

다.

일반 식용성 테스트 (Universal Edi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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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도처에는 많은 식물들이 있다.일부는 작은 부분이라도 맛보거나 삼키면

겪심한 불쾌감 I 극도의 내부 장 °H，심지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그러므

로 만일 여러분이 식물의 식용성에 대하여 아주 약간의 의심이 들었다면 I 어

떤 부분이라도 먹기 전에 일반 식용성 테스트(그림9-5)를 적용한다.

1. 한 번에，식품이 가능한 식물의 한 부위만을 테λE 한다.

2. 식물을 잎，줄기，뿌리，봉오리，꽃 등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분리한다.

3. 식품에 대해 강하거나 신 냄새를 맡는다.냄새만。로는 식물이 식용인지 비식

용인지 가리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

4. 테λE 를 시작하기 전 8시간동안 먹어서는 안 된다.

5. 금식하고 있는 8시간동안，식물 한 조각을 팔꿈치나 손목 안쪽에 테λE 하고

있는 부분에 놓아서 접촉 독성을 테λE 를 한다.일반적。로 반응이 나타나려

면 15분이면 충분하다

6. 테λE 기간 동안，정화된 물과 테λE 하는 식물이외에는 아무 것도 입에 넣

지 않는다.

7. 한 부위의 작 ε 조각을 선택하고，먹。려고 계획한 방식。로 손질한다

8. 손질된 식물 조각을 입에 놓기 전에，작 ε 조각(소량)을입술 바깥 표면에 대

고 화끈거리거나 가려운가를 테λE 한다.

9. 만약 3분 후에도 입술에 반응이 없。면，손질된 식물 부위를 헛바닥에 놓고

15분간 유지한다.

10. 만일 아무 반응도 없。면，찬찬송| 씹어서 다시 15분간 입에 문다.삼켜서는

안 된다.

끄.만일 15분 동안에 화끈거리고， 가럽고，감각이 없고，따끔거리거나 다른 자극

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식품을 삼킨다

12. 8시간을 기다린다.만일 이 기간에 어떤 나쁜 효과가 있다면，구토를 유도하

고 물을 많이 먹는다.

13. 만일 나쁜 효과가 없다면，같 ε 방식。로 손질한 같 ε 식물 부위를 1/4컵 먹

는다.다시 8시간을 기다린다.만일 나쁜 효과가 없다면，손질된 식물 부위는

먹기에 안전하다

경고
일부 식물들이 식용과 비식용 부위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식물의 모 E 부위

에 대해 식용성을 테λE 한다.조리했을 때 식용。로 판정된 부위가 날것 일 때도

식용이라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 날것。로 먹기 전에 식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날

것을 테λE 한다.같 ε 부위나 같 ε 식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반응을 일

。킬 수도 있다.

그림 9-5. 일반 식용성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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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을 식용성 테스트하기 전에 I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는

시힘을 하기위해 반드시 충분한 식물이 있어야 한다.테스트하려면 식물의

부우I(뿌리I 잎 꽃I 등등)마다 24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그 지역에 비교적 풍부

하지 않은 식물을 테스트하는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빈 위장에 식물

식품을 상당부분 먹는 것은 설사 I 머|스꺼움I 복통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이것의 두 가지 좋은 예는 덜 익은 사과와 야생 양파같이 친

숙한 식품들이다.심지어 식물 식품을 테스트하고 그것이 안전한 것을 발견한

후에도 I 그것을 적당히 먹는다.여러분은 식용성 테스트에 포함된 단계들과

시간에서 식용 식물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잠재적인 독성 식물을 피하려면 I 야생이나 알 수 없는 다음과 같은 것은 가진

식물들을 멀리한다.

유백색이나 변색된 수액.

콩I 알뿌리 또는 꼬투리 속의 씨앗.

쓰거나 비누 같은 맛.

돌기 I 가는 털 또는 가시.

딜(dill)，당근 I 미국 방풍나물 또는 파슬리 (parsley)같은 잎.

목질부와 잎에서 If아몬드(Almond)" 냄새.

핑크 I 자춧빛을 띄거나 검정 발톱이 있는
-;-JC그
:누곧긍�

세 잎 잎大f려I(Three-leaved growth pattern).

일반 식용성 테스트에서 식물들을 선택할 때 위의 기준들을 제거용으로 사용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일부 식용 식물들을 피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더 중요

한 것은 I 이 기준들이 종종 여러분이 먹거나 만지려는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

는 식물들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식용 야생 식물의 전체 백과사전이 써질 수 있겠지만 I 지면이 현재 존재하는

식물들의 숫자를 제한한다.여러분이 정기적으로 훈련하는 지역과 여행하게

되거나 일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지역의 식물에 대하여 가능한 많이 배운다.

아래와 이 장의 뒤쪽에 나열한 것은 가장 일반적인 식용과 약용 식물들 중 일

부이다.이것들과 다른 일반 식물들의 자세한 설명과 사진은 부록 B어|있다.

1온대 식품 식물

• o~마란스，(Amaral배끼 털비름 (Amaranthus retroflexus) 및 다른 종

잘~(Arrowroo' 지 사기타리 Of(Sagittaria) 종.

• 아스파라저 스，(Asparagusι Of스파라거스 (Asparagus officina/is)，

너도밤나무 열매 (Beechnut): 파구스 (Fagus) 종.

검은 딸기앤:Iackber 에 나무딸기 속(Rubus)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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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률나무 (Blueberry): 백'A/L/ 움μ경ccinium) 종.

우엉(Burdock): 유gμrctium lappa).

부들 (Cattail): 표황끼Ipha) 종.

• 밤 (Chestnut): 맏(Castanea) 종.

치커리(Chicory): 지커2/(Cichorium intybus).

식용 방동사 LI(Chufa): 걱용 방동λfL/(Cyperus escu/entu 깅.

민들러1 (Dandelion): 서양 '2!들레(7녀raxacum ot규dna/e).

원추리 (Daylily): 블츄라써 'emeroca//is fu/va).

• 쐐기풀 (Nettle): 유르티카 (Urtica) 종.

• 오크나무 (Oaks): 장냐무 속(Quercus) 종.

감 (Persimmon): 버지니Of 감ρ'iospyros viψ'In떠na).

질경 01(Plantain): 질킹 0/께'antago) 종.

• 서양배 (Pokeweed): 미국자리공 (Phyto떠cca americana).

프리클리 페어 선인장 (Prickly pear cactus): 부재전 o장(Opunt 떠/종.

• 소|비름 (Purslane): 쇠비를 (PortL써ca o/eracea).

• A~사프러스(Sassafras): 사샤프러스 (Sassafras a/bidum).

o~기수영(Sheep sorrel): 애긴수 ?!1(Rumex acetoseν'a).
딸기 (strawberry): 핏딸 7/ 속따 aga떠/종.

엉깅쿠 I(Thistle): A/르A/움(Cirsium) 종.

수련 (Water lily)과 연(Lotus): 개큐 2/연 속(Nuphal 끼 연(Ne/umbo) 및 만
근 죠으
L- o·

• 야생 양파 (Wild onion) 와 마늘 (Garlic): 파 속꺼Ilium) 종.

• 야생 장미 (Wild rose): 로사깨osa) 종.

• 애기팽이밥 (Wood sorrel): 랭0/밥속 (Oxa/is) 종.

|열대식품 식물

- 대내뮤 (Bamboo): 밤부사 (Bambusa) 및 다른 종.

• 바나나 (Banana): 바냐냐 (Musa) 종.

빵나무 열매 (Breadfruit): 깐르토카르푸스 0A/0j(Artocarpus inci검~.

• 캐슈 얼매ιashew nut): 아나카르디움 옥시덴탈 (Anacardium occidenta l).
코코넷lιoconl 띠 코코낫 (Cocos nucifera).

• 망고.(Mang~이 망고(Mangifera indica).

야자나무 (Palm): 여러 종.

• 파파야 (Papaya): 파파야 과(Carica)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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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수수 (Sugarcane): 사탕수수 (Saccharum officinarum).

- 타로 토란 (Tar이:토란 (Colocasia) 종.

|사막지역식품 식물

• 아카시아 (Aca 다비 아카시아 파르너|시아나 (Acacia famesiana).
• 용설 란 (Agave): 용질란 (Agave) 종.
선인장 (Cactu): 여러 종.

- 대츄야자 (Date palm): 대추야자 (Phoenix dactylifera).
사막 아마란스 (Desert amaranth): 깐마란스 ζ/0/장비를 (Amaranths
palmed).

해초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식물은 해초다.이것이 바다 연안에서

발견되는 해조류의 모습이다.또한 일부 식용 민물 품종들도 있다.해초는 요

오드(iodine)，다른 무기물 I 비타민 C 등의 귀중한 공급원이다. 익숙지 않은 위

장에 많은 해초는 심각한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해초를 식품으로 채집할 때I 바위나 떠다니는 것에 부착되어 살고 있는 식물

들을 발견한다.때 없이 육상에서 세척된 해초는 손상되거나 부패할 수도 있

다.여러분은 나중 사용을 위하여 새롭게 수확한 해초를 말렬 수 있다.

먹으려고 이것을 손질하는 것은 해초의 종류메 달려있다.밟고 부드러운 품종

들을 바삭바삭할 때까지 햇볕이나 모닥불 위에서 말렬 수 있다.이것들을 부

수어서 스프나 죽에 넣는다.두껍고 질긴 해초를 단시간에 부드럽게 하려면

끓인다.이것들을 야채로 또는 다른 식품과 같이 먹는다.여러분은 일부 품종

은 식용성 테스트 후에 날로 먹을 수 있다.

|온대식품 식물

덜스(Dulse): 로디메니아 팔마타 (Rhodymenia palmata).

녹색해초 (Green seaweed): 파래 속 (Ulva lactuca).

식용 바닷말 (Irish moss): 컨드로스 크리스퍼스 (Chondrus crispus).

켈프 (Kelp): 자리공 종 (Ala ria esculenta)

• 파래 (Laver): 포르피 라(Porphyra) 종.

• 모자반 (M이aban): 모자반 (Sargassum fulvellum).

슈거랙(Sugar wrack): 라미나리아 사차리 나(Laminaria sacchar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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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하기프
멸

시

「
AI룰
I i::크

비록 일부 식물들이나 식물 부위들은 날로 먹을 수 있지만 I 여러분은 다른 것

들은 먹을 수 있거나 입에 맞을 수 있게 조리하여야 한다.식용이란 식물이나

식품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I 입에 맞

는다는 것은 실제로 먹기에 기분 좋게 먹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야생 식

물들은 식용이지만 걱우 입에 맞는다. 야생 식품을 확인하고 I 손질하고 I 먹는

것을 배우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식물 식품의 맛을 개선하는데 사용되는 방법들에는 적시고 I 끓이고 I 조리하고 I

걸러내는 것 등이 포함된다. 걸러내는 것은 식품(예를 들면 I 도토리)을 으깨어 I

여과기에 넣고 I 끓는 물을 붓거나 흐르는 물에 가라앉혀서 마친다. 쓴맛을 제

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I 잎I 줄기 I 봉오리 등이 부드러워 질 때까지 물을 갈

아주며 끓인다.

덩이줄기와 뿌리를 끓이고 I 굽거나 익힌다. 건조는 천남성 과 (Arum) 계통과
같은 일부 뿌리에서 지독한 옥살산염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다.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I 물에서 도토리를 거른다. 밤 같은

매는 날것으로도 좋지만 I 익히면 맛이 더 있다.

여러분은 여러 곡물과 씨앗을 익을 때까지 날것으로 먹을 수 있다.단단하거

나 건조할 때 I 끓이거나 갈아서 식사나 가루로 만들어야만 될 수도 있다.

단풍나무 I 자작나무 I 호두나무 I 시차모어 (sycamore) 같은 여러 나무에서 나오

는 수액에는 설탕이 들어있다. 이런 수액을 감미료용 시럽 (syrup)이 되게 졸일

수도 있다. 1리터의 단풍나무 시럽을 만들려면 약 35리터의 단풍나무 수액이

필요하다!

여
E므

。|닙2.，

약용 식물(PLANTS FOR MEDICINE)
생존상황에서 여러분은 식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해야만 될 것이다.식

불과 다른 천연약저 I (natu ra I remedy) 를 사용하는 데I 관련된 식물의 명확한 확

인은 그것들을 식품으로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중대하다.이런 식물들의 올바

른 사용은 똑같이 중요하다.

용어와정의

습포제(Poultice)，

지는 이름으로

붙인다.

증탕액 (Infusion) 또는 약탕(tisane) 또는 차(tae)
위해 약초 (medicinal herb) 를 손질한 것.그릇에

있다:

가열한 I 잎이나 다른 식물 부위에 주어

곳에 직접 또는 천이나 종이로 감싸서

사용과 관련되어시므
I I:::크약용

아마도

쑤시는

저 01.느
0-1 ，-

으깨고 I

상처나

용어들과 그것들의다음의

•

사용을

녕끼
〈그 -

외용

약초를

LL上;_._ '-

양의

내복

자으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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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I 사용 전에 (뚜껑을덮거나 덮지 않거나)

푹 젖게 놔둔다.

달g;(Decoction). 뿌리를 졸이거나 고은 약초 잎이나 뿌리의 추출물.약

초 잎이나 뿌리를 물에 추가한다.화학성분들을 물속으로 끌어내기 위

해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끓이거나 고게 한다.평균 비율은 0.5리터의
물에 약초 약 28~56 그램 (1~2온스 )Olq.
짜낸 즙(Expressed juice). 식물 재료에서 짜난 액체나 수액으로 상처에

바르거나 다른 약품을 만드는데 사용.

여러 천연약제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약들보다 느리게 작용한다.그러므로

작은 양으로 시작하고 I 약이 효과를 일으킬 수 있게 많은 시간을 인정한다.물

론 일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반응할 것이다.

특정한 약제

다음의 약제들은 일상적인 사용이 아니고 I 생존상황에서만 사용한다:

질λf{Diarrhea). 설사를 멈추게 하려면 검은 딸기 (blackberry) 와 그들의

친척의 뿌리로 만든 차를 마신다.타닌 (tannin)OI 들어있는 떡갈나무

(White oak) 껍질과 다른 나무껍질도 효과적이다.그러나 신장에서 부

정적인 효과의 가능성 때문에 I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주의해서 사용한다.또한 백토 (white clay)나 모닥불의 재를 먹어서 설

사를 멈추게 할 수 있다.월률나무 (cowberry) 나 덩굴월률 (cranberry) 또

는 개암나무 (hazel) 잎으로 만든 차도 역시 효힘이 있다.

지힐제(Ant꺼emorrhagil 디.먼지버섯 (puffball mushroom) 습포저I，질경이

(plantain) 잎 또는 가장 효과적인 흔한 서양톱풀 (yarrow) 이나 석장풀

(woundwort ，서양톱풀 :Achillea millefolium) 로 출혈을 멈추게 하는 약물

을 만든다.

쇼폭제(Antisepti 긴.상처 I 까진 곳I 발진 등을 깨끗이 하는데 사용한다.

야생 양파나 마늘에서 짜낸 즙이나 별꽃(chickweed) 잎이나 마디풀 과

(dock)의 잎에서 짜낸 즙으로 이것들을 만들 수 있다.또한 우엉

(burdock) 뿌리 I 아욱 (mallow) 잎 또는 뿌리 I 떡갈나무 껍질 등을 달여서

소독제를 만들 수 있다.이런 모든 약물들은 외용으로만 쓴다.

올탱(Feveη. 버드나무 (willow) 껍질로 만든 차I 딱종나무 (elder) 꽃이나

열매 증탕액 I 린덴 (linden) 꽃 차I 또는 느릅나무 (elm) 껍질 달인 것 등

으로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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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기타 이용

의복을 물들이거나 피부를 위장하기 위해 다양한 식물들로 염료를 만든

다.보통 가장 좋은 결과물을 얻으려면 식물을 끓여야 할 것이다.양파 껍

질은 노란색 I 후두 껍데기는 갈색 I 미국자리공은 보라색 염료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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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

피부에 바르고 I 피난처에 사사프러스 잎

태우거나 모깃불을 피워서 곤충 퇴치제

부풀려 단열재를

야생 마늘이 나 양파를 짜낸 즙을

을 넣거나 I 부들 씨앗 머리섬유를

(insect repellent) 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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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은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한 여러분의 협력자가 될 수 있다.여

러분이 식물들을 식품이나 약품 또는 피난처나 장비를 설치하는데 사용하더

라도 I 식물의 안전한 사용의 핵심은 명확한 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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