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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장 -신호표시 기술

여러분 자신이 생존상황에 있는 것을 알 때I 여러분의 첫 번째 관심사

중 하나는 다른 동료나 아군과 통신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통신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다.생존자로서 여러분은 첫 번째로 구조자의 주

목을 끌어야하며 I 두 번째로 구조자가 이해한다는 신호를 보낸다.주목

을 끄는 몇 가지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 표시된 직선I 원I 삼각형

또는 X 등과 같은 인공 기하학적 무늬들;큰 모닥불이나 섬광;천천히

이동하는 크고 밝은 물체;또는 색깔이나 그림자와의 대조 등이다.사

용되는 신호의 종류는 환경과 적군 상황에 달려있다.

활용
만일 비전투상황이라면 I 여러분은 가장 높은 가능 지형위에 가장 크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이 없고 평탄한 지역을 찾을 필요가 있다.여러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한 명백한 신호를 사용한다.반면에 전투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져야

될 것이다.여러분은 신호를 보내서 적을 끌어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공중

에서 보이는 지역을 고르지만 I 반드시 가까이에 은신처가 있도록 한다.신호

를 적군에게 가리기 위해 신호 위치와 적군 사이에 언덕이나 다른 대상이 있

도록 한다.가까이에 적군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절저한 지역정찰을

실시한다.

여러분이 사용하기로 계획한 신호표시 기술이나 장비가 무엇이든지 I 사용법을

알고 갑자기 작동될 수 있게 준비한다.만일 가능하다면 I 여러분을 물리적으

로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신호나 신호표시 기술의 사용을 피한다.동료들에게

보내는 신호들이 적군에게 여러분의 존재와 위치를 알렬 수도 있다.신호표시

전에 적군에 생포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항하는 동료들에 의한 구조기회를 주

의 깊게 평가한다.

무전기는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있는 곳을 알게 하고 I 여러분에게

그들의 메시지를 받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다.여러분의 부

대에서 무전기에 익숙해진다.이것들의 작동방법 I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방법

을 배운다.

여러분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신호표시 기술 I 장비 I 글 등의 설명을 만날 것

이다.그것들의 이용 방법을 배운다.여러 상황에 이것들을 적응시키고 변경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한다.이런 신호표시 기술 I 장비 I 글들이 필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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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이것들을 이용하여 연습한다.계획되고 I 미리 준비된 신호표시 기술이

여러분의 구조기회를 향상시킨다.

신호표시수단
주목을 끌거나 통신을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두 가지--시각과청각이 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수단은 여러분의 상황과 이용할 수 있는 재료메 달려있다.

수단이 무엇이든지 I 항상 시각과 음향신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각신호(Visual Signals)

이런 신호들은 여러분이 자신의 존재를 구조자에게 알리는데 사용하는 재료

들이나 장비다.

모닥불

어둠에서는 I 모닥불이 신호표시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시각적 수단이다.모닥

불 세 개를 삼각형(국제 조난신호)이나 모닥불 사이에 약 25미터의 직선으로

설치한다.이것들을 시간과 상황이 허락되자마자 설치하고 I 여러분이 필요할

때까지 이것들을 보호한다.만일 여러분이 혼자 있다면 I 모닥불 세 개를 유지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만일 그렇다면 I 신호 모닥불 하나를 유지한다.

신호 모닥불을 설치할 때I 여러분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한다.만일 정글에 있

다면 정글 나뭇잎이 가리지 않을 모닥불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연적인 빈터나

개울가를 찾는다.지면을 치워야 될 수도 있다.만일 눈 덮인 지역이라면 I 녹

은 눈이 불을 끄지 않게 모닥불을 설치할 지면의 눈을 치우거나 받침대를 만

들어야 될 수도 있다.

나무 태우기(나무햇불 f tree torch)는 주목을 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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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19-1) ，여러분은 송진을 지니고 있는 나무는 생나무 때라도 타게 할 수 있

다.불꽃이 확 타올라서 나뭇잎을 점화시키거I，마른 나무를 낮은 가지에 놓고

점화시켜서 불태울 다른 종류의 나무들을 구할 수 있다.주요한 나무를 태워

버리기 전에 I 더 많은 연기를 만들기 위해 모닥불에 작은 생나무 들을 더 많

이 잘라서 추가한다. 산불을 내어 여러분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항상

고립된 나무를 선정한다.

연기

낮 동안에는 I 연기 발생장치를 설치하고 주목을 받기 위해 연기를 사용한다

(그림19-2) ，국제 조난신호는 연기 세 줄기다.배경과 대비되는 연기 색깔을

만들려고 시도한다;밝은 배경에 대비되는 어두운 연기이고 반대의 경우도 마

찬가지다.만일 여러분이 실제로 큰 모닥불을 생나무 잎I 이끼 I 또는 약간의

물로 덮으면 I 모닥불은 흰색 연기를 만들 것이다.만일 고무나 기름에 젖은 걸

레를 모닥불에 넣으면 I 검은색 연기를 얻을 것이다.

불을 붙이기 위한 작은 통로

그림 19-2. 연기 발생장치-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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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 환경에서는 I 연기가 지면 가까이에 떠다니지만 I 조종사는 광활한 사막

지형에서 그것을 탐지해낼 수 있다.연기 신호는 비교적 고요하고 맑은 날에

만 효과적이다.센 바람 I 비 또는 눈은 연기를 흩어지게 하여 연기가 보일 기

회를 줄인다.

연막수류탄 (Smoke Grenades)
만일 연막수류탄을 가지고 있다면 I 모닥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패턴으로 이

것을 사용한다.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 작동되도록 하기위해 이것들을 건조하

게 유지한다.이것을 사용할 때 식물들에 불이 붙지 않도록 주의한다.

펜 신호탄 (Pen Flares)
이런 신호탄은 조종사의 생존조끼의 일부이다.장치는 나일론 줄이 부착된 신

호탄이 있는 펜 모양의 발사기로 되어있다.발사할 때I 펜 신호탄은 권종사겪

과 같은 소리가 나며I 신호탄을 약 150口|터높이로 발사한다.이것은 직격이

약 3 센티미터다.펜 신호탄을 즉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려면 I 이것의 포장

지를 벗기고 I 신호탄을 넣고I 발사기의 공이치기를 내리고 I 이것을 끈이나 사

슬로 목둘레에 찬다.수색항공기 앞쪽에서 이것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I 두 번

째 신호를 준비한다.또한 조종사가 신호탄을 적군의 사겪으로 오해하는 경우

에는 숨을 준비를 한다.

여l광탄(Tracer Ammunition)
여러분은 수색 항공기에 신호하기 위해 소종이나 권종 예광탄을 사용할 수도

있다.항공기의 앞쪽에서 예광탄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펜 신호탄에서와 같

이 만일 조종사가 예광탄을 적군의 사겪으로 오해한다면 숨을 준비를 한다

오성신호탄 (Star Clusters)
적색은 국제 조난 색깔이다;그래서 가능할 때마다 적색 오성신호탄을 사용한

다.하지만 다른 색깔은 구조자에게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게 될 것이다.오

성신호탄은 200~215 미터 높이까지 도달하여 I 평균 6-10초 연소하고 I 초당 14
미터의 속력으로 내려온다.

오성 낙하산조명탄 (Star Parachute Flares)
이 조명탄은 200~215 口|터높이까지 도달하여 I 초당 2.1미터의 속력으로 내려

온다.M126(적색)은약 50초 f M127(백색)은약 25초 연소한다.야간에 여러분

은 이런 조명탄을 48~56 킬로미터에서도 볼 수 있다.

거울이나 반짝이는 물건

화창한 날에는 I 거울이 가장 좋은 신호표시 장치다.만일 거울이 없다면 I 수통

컵I 혁대 장식 I 또는 햇빛을 반사할 유사한 물건을 윤을 낸다.섬광이 적의 감

시에서 안전하도록 한 지역을 향하게 한다.이제 신호표시용으로 거울이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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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이는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연습한다;필요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만일 여러분이 MK-3 신호 거울을 가지고 있다면 I 거울 뒷면의 사용설명

서에 따른다(그림19-3)，

그림 19-3. 신호 거울

즉시 사용할 준비가 되도록 줄이나 체인메 달린 신호거울을 목둘레에 착용한

다.그렇지만 I 거울이 번쩍거리지 않게 반드시 유리면이 여러분의 몸을 향하

게 한다;적군이 섬광을 볼 수 있다.

경고

조종사가 적군 사겪으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호 거울을 빠르게 번쩍

거려서는 안 된다.조종사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초이상 항공

기의 조정석에 광선을 향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아지랑 01，지표 안개 또는 신기루 등은 조종사가 점멸하는 물체에서 신호를

찾아내기 어렵게 만든다.따라서 가능하다면 점멸 신호를 할 때에는 위치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만일 항공기의 위치를 판단할 수 없다

면 항공기 소음이 나는 방향으로 신호를 점멸한다 I

쥬악 사항 조종사는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16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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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4와 그림 19-5는 신호표시를 위해 신호 거울을 조준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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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5. 급조한 신호 거울 조준-정지 물체

손전등이나 점멸등(Flashlight or Strobe Light)
야간에 여러분은 항공기에 sos를 보내기 위해 손전등이나 점멸등을 사용할

수 있다.점멸등을 사용할 때는 조종사가 날아오는 지상 사겪으로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조심한다.점멸등은 분당 60번 점멸한다.일부 점멸등은 적

외선 뚜껑과 렌즈가 있다.또한 청색 점멸 시준기(collimator)는 점멸등에 이용
할 수 있다.

VS-17판
여러분은 낮 동안에 신호를 보내는데 VS-17판을 사용할 수 있다.오렌지색 면

이 보라색 면보다 공중에서 더 잘 보이므로 위로 놓는다.판을 점멸시키는 것

은 항공기 승무원이 탐지하기 더 쉽게 만들 것이다.VS-17과 대체품으로 어떠

한 밝은 오렌지색이나 보라색 천도 사용할 수 있다.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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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을 지면이나 나무 꼭대기에 늘어놓는 것은 신호를 보내는 또 다른

이다.색깔이 자연환경과 대비될 품목들을 선정한다.더욱 쉽게 주목을

있게 이것들을 대형 기하학적 무늬로 배열한다.

천연재료

만일 다른 수단들이 부족하다면 I 여러분은 공중에 보일 수 있는 기호나 메시

지를 만들기 위해 천연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다.그림자를 드리우는 무더기를

설치한다;잡목 I 여러 종류의 나뭇잎 I 바우I，눈덩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눈이 덮인 지역에서는 I 글자나 기호를 만들기 위해 눈을 짓밟고 I 들어간 곳을

대비되는 재료(가는가지 I 나뭇가지)로채운다.모래에서는 I 기호나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 바우I，식물 I 해초 등을 사용한다.잡목이 뒤덮인 지역에서는 I 식물

에 무늬를 잘라 내거나 지면을 태운다.툰드라 에서는 도랑을 파거나 잔디를

뒤집어 놓는다.

어떤 지역에서도 I 항공기 승무원에게 보일

되는 재료들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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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 염료 표지(Sea Dye Markers)
바다에 근접하거나 바다 위의 작전에 관여된 모든 육군항공기는 보통 바닷물

염료 표지가 들어있는 수상 생존키트를 갖추고 있다.만일 여러분이 수중 생

존 상황에 있다면 I 낮 동안에 여러분의 위치를 가리키기 위해 바닷물 염료 표

지를 사용한다.이런 염료 반점들은 아주 거친 바다를 제외하고는 I 약 3시간
동안 똑똑히 보인다.만일 여러분이 아군 지역에 있을 경우에만 이것을 사용

한다.여러분이 이것들을 사용할 준비가 될 때까지 표지들을 감싸서 보관한

다.항공기 소리를 듣거나 보았을 때에만 이것들을 사용한다.또한 바닷물 염

료 표지는 눈이 덮인 지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다;조난 코드 문자를 쓰는데

이것들을 사용한다.

개인용 구명동의에 있는 바닷물 염료

표지는 16킬로미터 떨어져도 보이고 I

형광성의 바닷물 염료

거리에서도 탐지된다

표지를 사용한다.

평균 4.8킬로미터

위해알리기신호로존재를구조자에게 여러분의

일부이다.

음향신호 (Audio Signals)

무전기 I 호각 I 종소리 등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중

무전기장버

AN/PRC-90 생존 무전기는 육군 비행사 구명조끼의 부품이다.AN/PRC- 끄2는
나중에는 AN/PRC-90 으로 교체될 것이다.두 무전기는 톤과 음성을 모두 송신

할 수 있다.육군 무전기는 어떤 다른 종류라도 같은 것을 할 수 있다.여러

무전기들의 도달범위는 수신하는 항공기의 고도 I 지형 I 식물의 밀도I 배터리의

전력 I 무전기의 종류 I 간섭 등메 달려있다.무전기에서 최고 성능을 얻으려면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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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지 않고 I 방해받지 않는 지형에서만 송신을 시도한다.무전기는 가

시거리 내 통신 장비이므로 I 무전기와 수신기 사이의 지형이 신호를 막

을 것이다.

안테나를 구조 항공기와 직각으로 유지한다.안테나의 꼭대기에는 신호

가 없다.

만일 무전기가 톤을 보낼 수 있다면 I 여러분이 다른 생존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평탄하고 높은 지면에 똑바로 세운다.

안테나가 여러분의 의복 I 신체 I 나뭇잎 또는 지면에 닿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된다.그런 접족은 신호의 범위를 크게 축소시킨다.

배터리의 전력을 보존한다.무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끈다.

빈번히 송신하거나 수신해서는 안 된다.적군 지역에서는 I 적군의 무전

방향 탐지를 피하기 위해 송신을 짧게 유지한다.

추운 날씨에서는 I 무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배터리를 의복 속에 간

직한다.추위는 배터리의 전력을 빨리 소모시킨다.사막의 태양 같은 극

심한 열에 배터리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고온은 배터리가 폭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물이 회로를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I 무전기와

배터리는 가능한 마른 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호각(Whistles)
호각은 근거리 신호표시용으로 훌륭한 방법이다.일부 문서화된 경우에는 I 이

것은 1.6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들렸었다.제품화된 호각들은 인간의 휘파람

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

종소리(Gunshots)
일부 상황에서 여러분은 신호표시용으로 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뚜렷한 간겪

으로 세 발 쏘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난신호를 표시한다.적군 지역에서는 이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적군이 틀림없이 종소리를 조사할 것이다.

코드와신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I 여러분은 그들

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방범을 알 필요가 있다.전체 메시지를 전부

쓰는 것보다 기호 하나를 만드는 것이 더 쉽다.따라서 I 모든 항공기 조종사들

이 이해하고 있는 코드와 기호들을 배운다.

조난신호 (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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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점 세 번I 선 세 번I 점 세 번-를 보내기 위해 빛이나 깃발을 사용할 수

있다.SOS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무선 모스 부호 조난신호다. 점 (dot)은 짧고

날차로운 파동; 선 (dash) 은 더 긴 파동이다. 신호반복을 계속한다. 깃발을 사

용할 때I 선으로는 깃발을 왼쪽으로 잡고 I 점으로는 오른쪽으로 잡는다.

지대공(Ground-to- Air) 비상코드

이 코드(그림 19-6)는 다섯 개의 명확한 I 으|미있는 기호들이다. 최소한 폭 l 미
터I 길이 6미터로 이 기호들을 만든다. 만일 더 크게 만든다면 I 동일하게 1:6
비율을 유지한다. 반드시 신호는 이것이 놓일 지면과 크게 대비되도록 한다.

번호 메시지 코드 기호

l 도움 필요 판훌
2 의료 도움 필요 x
3 거1-닙「 -ELE느'- -닙「저。 N
4 大~~ c，c느:二El〉ICf〉

“‘『5 이 방향。로 진행 수
그림 19-6. 지대공 비상코 I(무늬 신호)

혹
즉시 진행 가능;
실뺑하려면 대71.

이곳에 착륙{착륙
방향을 가리킨다).

기계적 지원이나
부풀 필요;장기 지연

4활
전체 OK;
대기금지，

이곳에착륙
시도금지.

탑송요청;
항곰기 표기함，

낙하메시지
사용，

긍정

{찬성).

부정

(반대).

수싣기

자동중.

그림 19-7. 몸 신호

긴급환
의료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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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Body Signals)드a
I 그

[[H，머|시오}긍ι-Ai::크조종사가 여러분을 뚜렷하게 볼 수 있을 만큼 항공기가 가까이

지를 전달하기 위해 몸동작이나 자서 I(그림19-7)를 사용한다.

L‘-
지상 및 해상:
착륙 시도 금지.

히

{
μ햄
월

-
-
-
-
-
-
-
-
-
미
大
.
‘
�

η
i
h챔
첼

서표

|

」
상

�
항

-
해
X
셈

-
및
릴
협

상
착
-
r

-

지

{
노
햄

지상:
기름과오일 필요;
항。기는 비행가능.

I겨
지상 및 해상:

항공킹루 뭘요7~능;

」
지상 및 해상:
구급용품필요.

r--- ，r--- ，

_...J

표기한 항공기 었음.
지상:이 방향으로 걷기.

해상:표류.

L ...J

지상:가장 가까운
밀잡지 방향표시.
해상:구조 항공기의

방향표시.

요필

는
요

보
「
江
{

피

크

의
복
복

됐
뾰
씩

따
사
@

세

상
해
-
#

치

r---lf~
지상 및 해상:

식품과 식수 필요.
해상:표시한 장비 필요.

신호보낼 것임.
지상:구죠 비행기를
기다려야하는가?
해상:내 위치륨 구조
기관에 신고바람.

생존자는 신호전달올 위해 고무보트 훌을 사용한다.

황색亡그청색

』-님
~김

지상;키니네 또는
아타브린 필요.

해상:햇볕 가리개 필요.

그림 19-8. 판 신호

판 신호 (Panel Sig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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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I 메시지를 전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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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이나 적절한 대체품이

기호들을 사용한다.

덮개나

표시된

뾰

애

무
괴

고
린
며그

이
E만

해

응답 (Aircraft Acknowledgments)

고정익 항공기의 조종사가 일단 여러분을 찾아냈다면 I 그는 통상적으로 그림

19-9에 표시한 것과 같이 저공으로 비행하고 I 기체를 흔들고 I 불빛을 점멸하

여 여러분을 보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단 조종사가 여러분의 첫 번째 메시

지를 보았고 이해했다는 응답을 보인 조종사에게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준비

를 한다.가능하다면 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무전기를 사용한다. 만일 무

전기를 이용할 수 없다면 앞 절에서 다룬 코드들을 사용한다.

항공기

메시지 수신했으며 이해했음

휩확킬허 2~참댄쫓톰댈았으며 이해했음을

혔
주간 또는 달밤:좌우로 흔든다.

l· 흩훌훌*’
야간:신호햄프를 녹색으로 점멸한다.

메시지 수신했으나 이해 못했음
항공기는 지상 신호를 보았으나 이해하지 못했음을
이와같이 나타낼

추간 또논 야간:우측으로 완전한 원을 만돈다 .

•••**
야간:신호햄프를 적색으로 점멸한다.

응답그림 19-9.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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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AIRCRAFT VECTORING PROCEDURES)
무전 아군 항공기와 연락할 수 있다면 I 조종사를 여러분의 위

조종사를 안내하기 위해 다음의 일반적인 형식을 사용한다.

FM21-76 미육구 색조 교번

항공기유도
만일 여러분이

치로 안내한다.

메이데 01(Mayday) ，메이데이.

호출 부호(있다면).

•

이름.

우|치.

생존 인원

이용할 수 있는 착륙 장소

즉시 필요한 의료지원이나

ιι
--，-

•
•
•
•
•

사항들.

안전하다는 의미는

음향 생존과 탈출 기

다른 특정한 종류의 도움 같은 특기

여러분이 구조자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아니다.지시에 따르고 I 여러분이 실제로 구조될 때까지

슬을 계속 사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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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장 -적대지역에서의 생존이동

과거 전투으1 I~무슨 수를 써서라도”라는 철학은 미래 전투에서는 가능

할 것 같지 않다.우리들의 잠재적인 적들은 방공 수단과 무선 방향

탐지 (RDF:radio direction finding) 기술에서 크게 발전하였다.우리는

미래 전투에서 적진 후방에 갇힌 미군이 아군 분대에 의한 빠른 구조

를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해야 된다.군인들은 구조

부대에 대한 위협을 줄이기 위해 늘어난 시간과 거리에 대하여 기동

해야 될 수도 있다.군인들은 기대하는 구조의 종류를 알지 못할 것

이다.각 상황과 이용 가능한 자원들이 가능한 구조의 종류를 결정한

다.구조노 력이 시작될 때까지는 아무도 완전하게 확신할 수 없기 때

문에，아군과의 차단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는 군인들은 모든 구조의

종류，관련된 문제들，구조노 력에 대한 책임 등에 익숙해야만 된다.

준비와 훈련이 성공의 기회를 개선할 수 있다.

계획단계

준비는 모든 임무에 필요조건이다. 계획을 세울 때I 여러분은 생포되는 것을

피하고 부대로 복귀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예비 계획은 부대예규 (SOP) 와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여러분이나 여러분 부대의 방책 (course of action) 도
또한 고려해야 될 것이다.

예비 행동계 획(CPA: Contingency Plan of Action)

첩보부서가 지역 연구소 f SERE(생존 I 도피 I 저항 I 탈출) 예비지침 I 우|협브리핑 I

현재의 첩보보고서 I 현재의 접족 및 인증 절차 등에 공급되는 정보를 통하여

예비행동을 위한 요원이 준비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임무 전 준비에는 CPA
작성이 포함된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작전지역의 상황을 알게 해 줄 CPA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여러분으 I CPA는 생포되는 것

을 피하기 위해 이동해야만 되는 여러분의 예상되는 행동을 구조부대가 알게

한다.

임무 전 계획 이전이더라도 준비를 시작한다. CPA으|여러 부분들은 여러분

부대를 위한 SOP어|있다.여러분의 훈련에 CPA를 포함한다. 계획은 일상훈련

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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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는 아군 통제권으로 복귀하기 위한 전체 계획이다.이것은 작전명령 형식

으로 5절로 구성되어 있다.여러분은 임무 중에 l 절I 상황 (Situation) 의 대부분

을 수행할 수 있다.부록 H에 CPA 형식이 포함되어 있다.또한 이것은 여러분

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CPA으|어느 부분인지 가리킨다.종합적인 CPA는 생

포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적진 후방에 갇힌 군인들에게 귀중한 자산이

다.1절을 완성하려면 I 여러분 부대의 책임지역을 알거나 세계의 잠재적인 임

무 지역에 집중한다.많은 공개 또는 비공개 자료들은 여러분이 CPA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공개 자료에는 신문 I 잡지 I 국가나 지역의

안내서 I 지역 연구소 I 텔레비전 I 라디오 I 지역에 익숙한 사람들 I 도서관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비공개 자료에는 지역 연구소 I 지역 평가，SERE 예비지침 I

다양하게 분류된 야전교범 I 첩보보고서 등이 포함될 수 있다.세 절으I CPA를
준비한다.일반 훈련 도중에는 l절I 상황을 준비한다.임무 전 계획 도중에는

2，3，4，5 절을 준비한다.지역으로 전개된 후에는 임무변경과 첩보 갱신을

근거로 여러분으I CPA를 계속적으로 갱신한다.

CPA는 안내서다.여러분은 임무를 근거로 어떤 부분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도 있다.CPA는 구조부대가 여러분이 이동을 시작한 후에 여러분의 위치와

의도를 판단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이것은 여러분의 생존과 아군

통제권으로 복귀하기 위한 근본적이 도구다.

부대여|규(Standing Operating Procedures)

단위부대으 I SOP는 부대가 보유한 귀중한 도구들로 여러분의 계획수립에 도

움이 될 것이다.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I 선

택방안을 논의할 시간이 아니라;행동할 시간이다.작은 단위부대의 이동 도

중에 사용되는 많은 기술들은 이동하며 아군 통제권으로 복귀하기 위한 필요

조건들에 맞추기 위해 계속될 수 있다.SOP으|항목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I 다

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동 팀의 규모(팀당 3~4명)
팀 통신(기술적I 비전문적)

필수 장비.

위험 지역에서의

신호표시 기술

응급조치훈련.

• 연결 절차.

헬기 구조 장치와 절차

• 이동 기간과 숨은 장소에서의 보안절차.

• 재편성 (Rally) 지점.

승H£
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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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행연습은 이런 SOP 기술들을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또한 평

가와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동 및 생포 회피 통지 (Notificationto Move and Avoid Capture)

고립된 단위부대는 그룹이나 개인의 생포를 회피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일반적인 방책들을 가지고 있다.이런 방책들은 지휘관이 자신의

본래의 임무를 대신하여 선택할 수 있는 방침들은 아니다.지휘관은 임의대로

부여된 임무를 버렬 수 없다.오히려 자기 부대가 (전투력손실 때문에)부여

된 임무를 완료할 수 없을 때 또는 자기 부대를 현재의 위치에서 빼내도록 명

령을 받았을 때I 자신의 임무를 완료한 후에 이런 방책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

다.만일 그런 행동들이 가능하지 않다면 I 지휘관은 단위부대가 생포되는 것

을 피하고 아군 통제권으로 복귀하기 위해 이동하도록 시도하기로 결정할 수

도 있다.다른 경우에서는 I 상급 본부와 통신이 유지되는 한I 본부가 결정을

할 것이다.

만일 단위부대 지휘관이 상급 본부와 연락을 취하지 못한다면 I 그는 이동하거

나 대기하는 것을 결정해야 된다.그는 자기의 결심을 임무I 수중에 있는 휴대

식량과 탄약I 부상자 I 아군에 의한 구조 기호I，전술적 상황 등이 포함된 여러

요소들을 근거로 한다.고립된 단위부대의 지휘관은 다른 의문들에 직면한다.

어떤 방책이 적군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입힐 것인가? 어떤 방책이 상급 본부

의 전반적인 임무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동 팀은 상급 본부로부터 통지받았을 때나 I 만일 상급 본부와의 연락이 없

으면 I 초|고계급의 생존자가 단위부대가 생포 회피나 파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할 때 계획의 실행 부분을 집행한다.이동 팀의 지휘자들은 사전

에 알려준 신호를 통해서 통지사항을 접수한다.일단 생포 회피를 시도하라는

신호가 하달되면 I 모든 요원들에게 빨리 전파되어야 한다.만일 가능하다면

상급 본부에 알린다.만일 상급 본부와 연락을 유지할 수 없다면 I 지휘자들은

조직적인 저항이 종료되었다는 것과 조직적인 통제가 중지되었다는 것을 알

아야 된다.이제 명령과 통제는 이동 팀이나 개인 차원에 있으며 I 아군 경계선

에 도착한 후에만 상위의 조직적인 통제로 복귀된다.

AloN
i 를 o
생포 회피를 하라는 통지를 받고 I 모든 이동 팀들은 최초 이동 지점에서 연결

을 시도할 것이다.이 지점은 팀원들이 재편성하여 실제로 이동을 시작하는

곳이다.도상정찰을 통하여 계획 단계에서 잠정적으로 최초 이동 지점을 선정

한다.일단 현장에서 I 팀은 이 지점을 확인하거나 더 나은 곳을 선정한다.모

든 팀원들이 이 지점을 알아야 한다.초|초이동 지점은 최소한의 시간동안에

쉽게 찾아내고 점령할 수 있어야 된다.일단 팀이 최초 이동 지점에서 재편성

했다면 I 해야 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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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약품을 지급한다.

장비의 목록을 만든다(버리고I 파괴하거나 휴대할 것을 결정한다).

위장을 실시한다.

잠정적인 잠복 장소를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알도록 한다.

반드시 모든 사람이 주요 통로와 대체 통로들 I 잠복 장소로 가는 도중

의 재편성 지점 등을 알도록 한다.

항상 안전을 유지한다.

팀을 작은 분대로 나눈다.이상적인 분대는 2~3 명이 되어야 한다;그렇

지만 I 이것은 팀의 장비와 경험에 더 많이 의존될 수 있다.

아군 통제권으로 복귀하는 이동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일반적으로 어둠이 주는 은폐 때문에 야간에 이동하는 것이

더 좋다.그런 이동의 예외는 위험한 지형이나 밀집된 식물(예를들면 I 정글이

나 산악지형)을 통과하여 이동할 때일 것이다.이동할 때는 I 우회하는데 더 많

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지라도 다음을 피한다.

장애불과 방벅

• 도로와 오솔길.

거주 지역.

수로와 교량.

바람에 밀려 쌓인 자연적인 선.

• 인공 구조물.

• 모든 민간인과 군인들.

적군이 장악한 지역에서 이동하는 것은 대단히 느리고 신중한 과정이다.여러

분이 더 천천히 이동하고 더 조심할수록 I 더 좋다.가장 좋은 안전은 여러분의

감각을 사용하는 것일 것이다.사람들이 여러분을 발견하기 전에 사람들을 감

지하기 위해 눈과 귀를 사용한다.자주 멈추어서 듣는다.낮에는 I 여러분이 통

로를 따라서 이동하기 전에 통로 구간을 관찰한다.여러분이 숨기 전에 이동

하는 거리는 적군 상황 I 여러분의 건강 f AI형I 숨는 용도로 엄폐와 은폐의 유

효성 I 남걱진 어둠 등메 달려있을 것이다.

일단 여러분이 숨으려는 지역(잠복지역)으로이동했다면 I 잠복 장소를 선정한

다.잠복 장소를 선정할 때 다음 방식을 명심한다:BLISS.
B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 (Blend in with the surroundings).
L - 낮은 윤곽 (Low silhouette).
I - 불규칙한 형태 (Irregular in shape).
S - 작은 크기 (small in size).
S - 구석진 장소 (Secluded).



FM21-76 미육구 색조 교번 노마드생존전략윈구소

기존의 건물이나 피난처의 사용을 피한다.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은 찾을

수 있는 가장 무성한 식물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것일 것이다.추운 날씨와 사

막 환경에서만 잠복 지역 안에 어떤 종류라도 피난처를 세운다.만일 피난처

를 설치하려면， BLISS 방식을 따른다.

잠복 장소 활동 (Hide Site Activities)

여러분이 잠복 장소를 찾은 후에는 I 똑바로 그 속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잠

복 장소의 외부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단추걸이나 다른 기만 기술을 사용한

다.한사람씩 잠복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멈추어서 듣는다.어떤 식물도 어지

럽히거나 자르지 않도록 주의한다.일단 잠복 장소를 차지했다면 I 안전 I 휴식 I

위장을 유지하고 다음 이동을 계획하는 활동을 제한한다.시각적 탐사와 청취

를 통해서 여러분의 안전을 유지한다.팀의 계획이 숨어있고 적군의 관찰 중

에는 이동하지 않을지라도 I 적군을 발견하면 안전요원은 모든 요원들에게 경

보를 발한다.모든 사람들이 위힘을 의식하고 역습할 준비를 하기위해 이 행

동을 취한다.만일 어떤 팀원이 팀을 떠난다면 I 그에게 5단계의 예비계획을

준다.특별히 정찰팀이나 작업반이 숨는 곳이나 잠복 장소에서 나갈 때 그런

조치들을 취한다.생포를 피하기 위해 시도할 때는 건강하며 방심하지 않고

머무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지만 I 안전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이동 팀의 모든 인원들이 쉴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교

대시킨다.아무리 가볍더라도 모든 부상자들을 치료한다.건강의 상실은 생포

회피를 계속할 능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위장 (Camouflage) 은 이동과 잠복 장소의 안전 모두의 중요한 측면이다.우|장

이 완전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상 전우조를 이용한다.반드시 팀원들이

잠복 장소와 조화를 이루게 한다.자연이나 인공 재료를 사용한다.만일 여러

분이 잠복 장소에 추가적인 위장 재료를 더한다면 I 인접한 지역에서 식물을

잘라서는 안 된다.

잠복 장소에

계획 과정을

소의 위치를

작한다.

팀의 이동 계획은 도상정찰로 시작한다.다음 잠복 장소를 우선 선정한다.그

다음에 잠복 장소로 가는 주요 통로와 대체 통로를 선정한다.통로를 선정하

는데 직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한두 번 급겪하게 방향을 바꾼다.가장 좋은

엄폐와 은폐 I 가장 적은 장애물 I 인간과 접족할 가장 적은 가능성 등을 제공하

있는 동안 다음 행동들을 계획한다.잠복 장소를 차지하고 즉시

시작한다.모든 팀원들에게 현재의 위치를 알리고 I 대체 잠복 장

명시한다.일단 이것이 끝나면 I 팀의 다음 이동을 위해 계획을 시

는 통로를 고른다.통로를 따라 팀이 식수를 구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어야

된다.팀의 방향설정을 도우려면 I 방위각 I 거리 I 확인 지점이나 유도 표人 I，호|
랑 등을 사용한다.통로를 따라 간겪을 두고 재편성 지점 I 지정 집결지점

(rendezvous point) 들을 계획한다.

다른 계획의 고려사항들은 팀으I SOP어|서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영향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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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예로는 응급조치훈련(immediate action drill)，적군을
의 행동 I 완수신호 (hand-and-arm signal) 등이다.
일단 계획이 완성되면 I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전체 계획을 기억하도록 한다.

팀원들은 다음 잠복 장소까지의 전체 통로에 대한 거리와 방위각을 알아야만

된다.이들은 지도를 연구하여 I 지도를 사용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가로

질러 이동하게 될 다양한 지형을 알아야만 된다.

잠복 장소를 24시간 이상 차지해서는 안 된다.대부분의 상황에서 I 낮에는 숨

고 밤에 이동한다.잠복 장소에서는 위에서 논의했던 것들로 행동을 제한한

다.일단 잠복 장소에 있으면 I 지면에서 45센티미터 이하로 모든 움직임을 한

정한다.연기와 식품 냄새가 여러분의 위치를 알렬 것이다.잠복 장소를 떠나

기 전에 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절거한다

때
에

”
발견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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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Hole-Up Areas)

며칠 동안 I 통상적으로 3~4일 이동하며 잠복한 후에는 I 여러분이나 이동 팀은

은신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될 것이다.이곳은 쉬고 I 회복하고 I 식품을 구하고

조리할 수 있는 지역이다.식수원 인근 지역을 선정한다.그다음에 식수를 구

할 장소를 잡고 I 낚시도구를 설치하고 I 사냥감 딪을 놓는다.수로는 교통로이

기 때문에 잠복지역을 물에서 상당히 떨어져서 잡는다.

은신 지역은 지역 주변을 이동하는데 충분한 엄폐와 은폐를 제공해야만 된다.

은신 지역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안전을 유지한다.은신 지역에서의 행동은

식품을 구하고 조리하기 위해 은신 지역에서 상당히 떨어져서 이동할 수 있

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잠복 장소와 동일하다.은신 지역에서의 행동에 포함되
느 꺼으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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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를 피하기 위해 말뚝낚시 같은 낚시 도구를 수면아래에 설치한다.

모닥불 장소를 잠복 장소에서 상당히 떨어져서 잡는다.이 장소를 식품

을 조리하고 물을 끓이는데 이용한다.매번 사용 후에는 모닥불을 위장

하고 절거한다.모닥불에서 나오는 연기와 불빛으로 은신 지역이 누설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은신 지역에 있는 동안어I，안전이 여전히 여러분의 주요 관심사다.팀원들에

게 특정한 임무들을 수행하도록 지시한다.지역 주변의 이동을 제한하려면， 2
명을 한 팀으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예를 들면 I 식수를

구하는 팀은 또한 낚시 도구를 설치할 수도 있다.은신 지역을 72시간 이상

차지해서는 안 된다.

아군 통제권으로 복귀(RETURN TO FRIENDl Y CONTROL)
아군 경계선이나 정찰대와 접족을 설정하는 것이 이동과 아군 통제권으로 복

귀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다.아군 최전방 부대와 접족할 때 만일 여러분

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인내력 I 계획 I 고난 등은 헛된 것

이 될 것이다.요원들이 정확하게 접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군 정찰대가

적진 후방에서 작전 중인 요원을 살해하였다.만일에 주의를 기울였고 약간의

단순한 절차를 따랐다면 희생자의 대부분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일반적인

버릇은 아군 부대가 보일 때 경계심을 버리는 것이다.여러분은 이 버릇을 극

복해하고 연결이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경계 횡단(Border Crossings)

만일 여러분이 아군이나 중립 지방으로 나아갔다면 I 경계를 횡단하여 건너편

에 있는 아군 부대와 연결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이용한다.

경계의 가까운 쪽에 잠복 장소를 차지하고 I 잠재적인 횡단 장소를 정찰

하도록 팀을 파견한다.

횡단 장소를 적군의 상황에 따라서 적어도 24시간 동안 감시한다.

횡단 장소를 스케치하며， AI형I 장애물 I 보초 근무와 교대 I 감지 장치나

인계절선 등을 적는다.일단정찰이 완료되면 팀은 잠복 장소로 이동하

며I 나머지 팀원에게 간단히 알리고 I 야간에 경계를 횡단하는 계획을 세

운다.

경계를 횡단한 후에 I 경계에서 먼 쪽에 잠복 장소를 설치하고 I 아군 위

치를 찾아내려고 시도한다.여러분의 존재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동 팀의 규모에 따라 I 요원들이 정말 아군인지 납득할 때까지 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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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아군 부대와 연결하는 잠재적인 장소를 감시하게 한다.

주간에 아군 부대와 접족한다.접족하기 위해 선발한 요원은 비무장에

장비가 없고I 확실한 신원확인을 즉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실제로

연결을 하는 사람은 적군과 닮지 않은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

실제 접족 도중에는 오직 한 사람만 접족을 한다.다른 사람은 안전한

거리에서 경호를 담당하며 연결 지역을 관찰한다.관찰자는 만일 무엇

인가 잘못 된다면 나머지 이동 팀에게 경고할 수 있도록 충분히 멀리

떨어져야 된다.

접족으로 놀라게 하지 않도록 그가 접족하려는 부대가 그가 있는 쪽을

바라볼 때까지 기다린다.그는 양손을 머리위로 하고 I 미국인이라 말하

며I 엄폐물에서 나와 일어선다.이후는 I 주어진 지시사항에 따른다.그는

전술적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고 I 다른 팀원들이 있다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는다.

• 그의 신원이 검증되고 아군과 접속했다고 스스로 납득한 후에만 그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밝힌다.

언어문제나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다.이동 팀은 안전을 유지

하고 I 끈기 있게I 예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쥬악 사항 만일 여러분이 중립 지방으로 이동하려고 한다면I 여러분은

그 군대에 항복할 것이고 억류자가 된다.

전투지역전단/전선부대진출선에서 연결(Linkup at the FEBA/FLOn

만일 아군과 적군 사이에 붙들려 있고I 지역에 겪렬한 전투가 있다면 I 여러분

은 숨어서 아군 경계선이 여러분 위를 지나가도록 선택할 수도 있다.만일 아

군이 돌파한다면 I 여러분은 낮 시간 동안에 그들의 후방에서 연결을 시도할

수도 있다.만일 적군이 돌파한다면 I 적군의 후방으로 더 멀리 이동할 수도 있

으며 I 전투가 잠잠한 동안에 전투지 역전단(FEBA:forward edge of the battle
area)/전선부대진출선 (FLOT: forward line of own troops) 으로 이동을 시도하

거나 전선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실제 연결은 경계 횡단 도중의 연

결에 따라 이루어 질 것이다.차이점은 단지 최초 접족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다.전선에 있는 요원들은 특히 겪렬한 전투지역에서는 I 우선 발포하고

정당성을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여러분은 접족을 시도하기 전에 엄폐물 근처

나 뒤에 있어야 된다.

아군 정잘대와 연결(Linkup With Friendly Patr이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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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I 만일 아군 경계선이 원형 방위선이나 고립된 주둔지라면 I 여러분

이 접근하는 모든 방향은 적군 지역으로 간주될 것이다.여러분에게는 경계선

뒤에서 이동하며 연결을 시도하는 선택권이 없다.이런 이동은 연결을 극히

위험하게 만든다.여러분이 가진 한 가지 선택권은 방위선을 감시 하에 두고 I

연결 할 기회를 준비하며 I 아군 정찰대가 여러분 쪽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또한 방위선 바깥의 장소를 차지하고 I 아군 부대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칠 수도 있다.이론적으로는 I 접족을 하는 동안에 무언가 흰색인 것을 보

여준다.적어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I 으|복한 점이라도 사용한다.아

이디어는 엄폐물 뒤에 머무는 동안에 주의를 끄는 것이다.일단 여러분의 신

호와 외침으로 주의를 끌었으면 I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시사항을 따른다.

아군 정찰대에 대비하여 항상 빈틈없이 경계한다.왜냐하면 이들이 아군 통제

권으로 복귀하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지역의 최대 시각적 범위를 확보

할 수 있는 은폐 장소를 찾는다.만일 필요하다면 I 어둠을 틈타서 아군 소재지

로 침투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형적인 특징을 기억하도록 한다.

전투 및 정찰 순찰대의 임무와 작전 중인 장소 때문에 접족을 하는 것이 위험

할 수 있다.만일 여러분이 접족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I 여러분은 그들

의 통로를 관찰하여 거의 같은 장소에 있는 아군 경계선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관찰은 여러분이 지뢰와 부비트랩 (booby trap)을 피할 수 있게 할 것이

다.일단 여러분이 정찰대를 탐지했다면 I 제자리에 남아서 I 만일 가능하다면

순찰대가 여러분을 향하여 이동하도록 한다.정찰대가 여러분 위치에서

25~50 미터에 있을 때I 그들에게 신호하며 미국에서 온 또렷하고 명확한 인사

말을 소리친다.

만일 흰색이 없다면 I 으|복한 점이면 주의를 끌기에 충분할 것이다.만일에 거

리가 50미터 이상이라면 I 정찰 순찰대가 접족을 회피하여 여러분의 위치를 우

회할 수도 있다.만일에 거리가 25미터 이하라면 I 정찰대원이 치명적인 사겪

을 가하며 즉각 반응할 수도 있다.

접족할 때 정찰대가 여러분을 미국인으로 확인하기에 충분한 빛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여러분이 어떤 연결 기술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더라도 I 극도로 조심

한다.방위선을 점렁하고 있는 아군 순찰대나 아군 요원들의 관점으로는 I 여

러분은 그들이 확실한 신원 확인을 할 때까지 적군이다.



FM21-76 미육구 색조 교번

21장 -우|장

노마드생존전략윈구소

생존상황 I 특히 적대적 환경에서 I 여러분은 자신과 I 장비I 이동 등을

위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이것은 생존과 적

군에 의한 생포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도 있다.추적(stalking)과 같

은 위장과 이동 기술은 또한 여러분이 원시적인 무기와 기술을 사용

하여 식품용으로 동물과 사냥감을 구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 위장 (PERSONAL CAMOUFLAGE)
자신을 위장할 때I 일정한 모양이 인간에게는 특별하다는 것을 고려한다.적

군은 이런 모양들을 찾을 것이다.모자 I 절모 I 검정 군화 등이 여러분의 정체

를 드러낼 수 있다.심지어 동물들도 인간의 검은 윤곽 모양을 알고 달아난다.

주변지역의 식물을 약간 군복 I 장비 I 모자 등에 배치하여 여러분의 윤곽을 해

체한다.피부와 장비의 광택을 줄인다.주변 환경 색깔과 조화를 이루고 I 주변

환경의 질감을 흉내 낸다.

모양과 윤곽 (Shape and Outline)

식물이나 가는 천들을 무기와 장비에 묶어서 윤곽을 변경한다.추가한 위장이

장비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확인한다.숨을 때I 여러분 자신과 장비를 나

뭇잎 풀 또는 다른 현지의 잔해로 가린다.준비한 어떤 신호장치도 감추지만 I

사용할 수 있게 유지한다.

색깔과 질감 (Color and Texture)

세계의 각 지역과 각 기후조건(북극/겨울I 온대/정글 또는 습지/사막)은그 지

역에서 자연스러운 색깔 무늬와 질감을 가지고 있다.색깔은 따로 설명이 필

요 없는 반면에 I 질감은 바라 볼 때의 물체 표면의 특성을 나타낸다.예를 들

면I 표면 질감은 부드럽고 I 거칠고 I 바위가 많고 I 잎이 우거지거나 여러 가지

다른 가능한 조합으로 될 수도 있다.자신을 효과적으로 위장하기 위해서는

색깔과 질감을 함께 이용한다.풀이 무성한 들판 한 가운데에서 말라 죽어 I 갈

색인 식물로 자신을 가리는 것은 분별력이 없는 것이다.마찬가지로 I 사막이

나 바위가 많은 지역 한 가운데서 싱싱한 풀로 자신을 위장하는 것은 쓸모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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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될 것이다.

세계의 특정한 지역에서 숨어서 이동을 위장하려면 I 인접한 환경의 색깔과 질

감이 몸에 익어야 된다.자신을 위장하기 위해 자연이나 인공 재료들을 사용

한다.물감 I 종이나 나무를 태워서 만든 숨I 진흙 I 풀I 나뭇잎 I 가는 천 조각이

나 마대 I 소나무 가지 I 우|장복등이 몇 가지 예다.

얼굴I 손I 목I 구|를포함하여 노출된 모든 부분을 가린다.자신을 위장하기 위

해서 위장 물감 I 숨 또는 진흙을 사용한다.더 튀어나와서 더 밝은 부분(이마I

코I 광대뼈 I 구I)들을더 진한 색깔로 가린다.다른 부분들 I 특히 우묵하거나 그

늘진 부분(눈주변과 턱 아래)들을더 밝은 색깔로 가린다.반드시 불규칙한

무늬를 사용한다.지역에서 나온 식물들이나 적절한 색깔의 가는 천 조각을

의복이나 장비에 부착한다.만일 식물을 사용한다면 I 식물이 시들 때 교체한

다.지역을 통과하여 이동하는 동안 색상변화를 경계하며 필요에 따라 여러분

의 위장 색깔을 수정한다.그림 21-1은 다양한 지역과 기후에 대해 위장을 적

용하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다.얼룩이나 사선이 질감을 흉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방법

온대 낙엽수림 어E므 →1

침엽수림 넓E 사선

;。재二큰그 넓E 사선

사막 사선

1::::1二그
어E므 →1=;---，

풀밭이나 개활지 넓E 사선

그림 21-1. 특정한 지역에 대한 위장 방법

광택 (Shine)

피부는 기름기가 생기기 때문에 번들거리게 된다.또한 도료가 벗걱진 장비도

번들거린다.칠해진 물건들조차 I 매끄럽다면 반짝일 수도 있다.거울 I 안경 I 쌍

안경 I 망원경 같은 유리 제품은 반짝인다.여러분은 이런 유리 제품들을 사용

하지 않을 때는 가려야 한다.자연적으로 반짝이는 것은 무엇이든 관심을 끌

고I 여러분의 위치를 드러낼 것이다.

언제라도 가능하면 I 번들거리는 피부를 닦고 위장을 다시 한다.스킨오일이

위장을 씻어낼 것이므로 I 우|장을때때로 다시 한다.만일 안경을 착용해야 된

다면I 렌즈 바깥에 밟은 먼지 증을 붙여서 위장한다.이 먼지 증이 빛의 반사

를 줄일 것이다.물감을 질하고 I 진흙으로 가리고 I 천이나 테이프로 감싸서 장

비의 번들거리는 점들을 가린다.군화 끈 구멍 I 장비의 휩소I，시계 I 장신구 I 지

퍼I 군복 휘장 등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신호 거울은 거울 부분이 몸을

향하게 하여 제작된 주머니나 호주머니 속에 휴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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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거나 여행할 때는 그림자의 가장 안쪽 부분에 머무른다.바깥 가장자리는

더 밝고 I 가장 안쪽 부분은 더 어둡다.만일 여러분이 식물이 풍성한 지역에

있다면 I 여러분과 잠재적인 적군 사이에 가능한 많은 식물들이 있도록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이 행동은 식물이 적군의 시야에서 여러분을 부분적으로 가렬

것이기 때문에 I 적군이 여러분을 찾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다.적군이

가려진 여러 증의 식물을 억지로 뚫고서 살펴보는 것은 I 눈을 급속히 피곤하

게 할 것이다.특히 건물 밀집지역을 야간에 여행할 때는 I 여러분의 그림자가

던져지는 장소를 알아야 한다.이것은 건물로 들어가는 사람 주위로 길어질

수도 있어서 I 여러분의 위치가 드러난다.또한 만일 여러분이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있고 한쪽에 광원이 있다면 I 반대쪽에 있는 적군은 불빛을 배경으로 여

러분의 윤곽을 볼 수 있다.

이동

이동 I 특히 빠른 이동은 주의를 끈다.가능한 한 적군이 있는 곳에서는 이동을

피한다.현재 위치에서 금방 생포될 것 같고 여러분은 이동해야 된다면 I 가능

한 거의 소리를 내지 않고 천천히 떠난다.생존상황에서 천천히 이동하여 I 탐

지 기회를 줄이고 장기간 생존이나 장거리 도피에 필요할 수도 있는 에너지

를 비축한다.

장애물을 지나서 이동할 때I 우|로건너는 것을 피한다.만일 장애물을 기어올

라야 한다면 I 몸을 장애물 꼭대기와 수평으로 유지하여 자신의 윤곽이 들어나

는 것을 피한다.언덕이나 산마루를 가로지를 때 지평선을 배경으로 자신의

윤곽을 들어내서는 안 된다.적의 이동 징후를 감지하기 위해 자주 멈추어서 I

귀를 기울이고 I 주변을 천천히 둘러본다.

A‘<:)
-L-를룰

특히 작은 가지를 몇 번 꺾는 것 같은 큰 소음이 계속된다면 소음이 주의를

끈다.만일 가능하다면 I 전혀 소음을 일으키는 않도록 한다.주변을 둘러보거

나 위험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물러날 때 소음을 일으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걸음걸이를 늦춘다.

여러분의 이동을 가리기 위해 배경이 되는 소음을 이용한다.항공기 I 트럭 I 발

전기 I 강풍 I 사람들의 대화 등의 소리가 여러분의 이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

리를 가렬 것이다.비가 많은 이동 소음을 가렬 것이지만 I 또한 잠재적인 적군

의 소음을 탐지하는 여러분의 능력도 감소시킨다.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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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사냥하거나 적군을 피하던지 I 사람과 관련된 냄새를 위장하는 것이 항

상 현명하다.여러분 자신과 의복을 비누를 사용하지 않고 씻는 것으로 시작

한다.이 세탁방법이 비누와 체취를 제거한다.마늘 같이 강한 냄새가 나는 음

식을 피하는 것이 체취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담배 제품 I 사탕 I 검 또는

화장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자신과 의복을 씻고 I 자신과 의복을 문지르거나 여러분의 입김을 위장

하려고 씹기 위해 향기 나는 약초나 식물을 사용할 수 있다.소나무 잎 박하 I

다른 향기 나는 식물은 동불과 인간 양쪽에서 여러분의 냄새를 위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모닥불 연기에 서있는 것이 동물들로부터 여러분의 냄새를

가리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동물들이 모닥불에서 나오는 새로운 연기는

두려워하는 반면 I 더 오래된 연기 냄새들은 숲의 화재 후의 일반적인 냄새이

므로 동물들을 겁먹게 해서는 안 된다.

여행하는 동안에는 I 사람들을 찾거나 피하는 것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의 후

각을 사용한다.모닥불 I 담배 I 후|발유I 가름 I 비누 I 식품 같이 인간과 관련된 냄

새에 주목한다.그런 냄새들은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서 I 여러분이 보거

나 들을 수 있기 오래 전에 이것들의 존재를 여러분에게 알렬 수도 있다.바

람 방향에 주목하고 I 가능한 한 사람이나 동물에 접근할 때 바람이 부는 방향

에서 접근하거나 회피한다.

살며시 다가가는 방법(METHODS OF STALKING)
이따금 여러분은 들키지 않고 장소를 오가며 이동할 필요가 있다.이런 이동

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위장 보다 많은 것이 필요하다.살며시

다가가거나 갑자기 빠른 움직임이나 큰 소음 없이 이동하는 능력은 탐지를

피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살며시 다가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면 이것을 연습해야 된다.연습할 때

다음의 기술들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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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자세로 살며시 다가갈 때는 평상시 걸음의 절반 정도로 걷는다.그런 보폭

은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그런 이동에서 어느 지점에서도 정지하고

필요할 때까지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발을 내렬 때 발볼의 바깥

쪽 모서리가 지면에 닿도록 발가락을 들어서 밖으로 비튼다.여러분이 체중을

놓을 때 뚝 부러질 수도 있는 막대와 작은 가지를 더듬는다.만약 한 발을 내

딛기 시작한다면 I 발을 들고 움직인다.발볼의 바깥 쪽 모서리로 접족을 한 후

에I 발볼의 안쪽으로 굴리고 I 두|꿈치를내리고 I 발가락을 내린다.그 다음에 서

서히 체중을 앞으로 하여 앞쪽 발로 이동시킨다.두|쪽발을 무릎 정도 높이까

지 들고서 위의 과정을 다시 시작한다.

손과 팔을 몸에 꼭 붙여서 흔들리거나 식물을 건드리는 것을 피한다.웅크리

고 이동할 때는 I 양손을 양 무릎에 놓아서 추가로 지탱할 곳을 얻는다.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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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완료하는데 일반적으로 l분이 걸리지만 I 소요되는 시간은 상황에 달려있

게 될 것이다.

기어가기 (Crawling)

식물이 너무 낮아서 눈에 띄지 않고는 서서 걸어갈 수 없을 때 손과 무릎으로

기어간다.한 번에 팔다리 하나를 움직이고 I 뚝 부러지거나 소음이 생길 지도

모르는 것들을 더듬으면서 반드시 부드럽게 내려놓는다.발가락과 뒤꿈치가

식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엎드려서 살며시 다가가기 (Prone Stalking)

엎드린 자세로 살며시 다가가려면 I 손과 발가락으로 낮고 변형된 팔굽혀펴기

를 하여 I 앞쪽으로 몸을 약간 이동시키고 I 그 다음에 몸을 천천히 다시 낮춘

다.지면을 따라 끌고 파는 것을 피한다.이것이 추적자가 따라오도록 과도한

소음을 내고 커다란 자국을 남기기 때문이다.

동물에게 살며시 다가가기 (Animal Stalking)

동물에게 살며시 다가가기 전에 가장 좋은 통로를 선정한다.만일 동물이 이

동한다면 I 가로막는 통로가 필요할 것이다.동물에게서 여러분의 이동을 은폐

하기 위해 여러분과 동물 사이에 물체들이 놓여있는 통로를 선정한다.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위치를 잡으면 I 여러분은 그 물체를 지날 때까지 더 빨리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큰 바위와 나무들 같은 일부 물체들은 완전히 여러분

을 가려줄 수도 있고I 작은 덤불과 풀 같은 다른 것들은 부분적으로만 가려줄

수가 있다.가장 좋은 은폐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노력이 요구되는 통로를 고

른다.

여러분의 눈을 계속 동물에게 두다가 I 동물이 여러분 방향을 보거나 여러분

방향으로 귀를 돌렬 때I 특히 만약에 동물이 여러분의 존재를 의심한다면 멈

춘다.가까이 가게 되면 I 눈의 흰자위의 약간 어두운 대비와 눈에서 나오는 어

떤 반짝임을 둘 다 감추기 위해 눈을 약간 가늘게 뜨고 본다.동물이 여러분

의 치아의 흰색이나 반짝임을 보지 않게 입을 다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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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을 상대할 때I 가장 좋고 가장 빈번하게 주어지는 충고 중

일부는 그들의 방식을 받아들이고，존중하고，순응하는 생존자에 대한

것이다.그런 까닭에，“로마에서는 로마인이 하는 대로 한다 N 이것은

훌륭한 충고이지만 I 이 충고를 실행하는데 포함된 몇 가지 고려사항

들이있다.

지역주민 접촉

여러분은 지역주민을 상대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그들이 원시

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그들이 농부 I 어부 I 우호적인 사람 I 또는 적군인

가?생존자로서 II다른 문화 간의 교저I(cross-cultural communicationf 는 지역

과 사람들에 따라 급겪하게 변할 수 있다.이것은 매우 원시적인 문화의 사람

들과의 상호작용이나 상대적으로 현대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접족을 의미

할 수도 있다.문화는 구성원들이 타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

동규범으로 확인되지만 I 타당한 것이 여러분의 관념에 적합하거나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더라도 I 여러분은 그들이 여러분

과 절저하게 다를 수도 있는 법I 사회 경제적 가치관 I 정치적 종교적 신뢰를

가지고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여러분의 작전지역으로 배치되기 전에 이렇게

다른 문화적 측면을 연구한다.만일 여러분이 지역주민들을 상대해야 된다면 I

사전 연구와 준비는 접족을 하거나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우호적 I 적대적으로 될 수 있거나 여러분을 무시하기로 결정할 것이

다.이들의 태도는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만일 사람들이 우호적이 될 것으

로 알려진다면 I 그들의 종교 I 정치 I 사회 관습 I 그들 문화의 다른 모든 측면들

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통해 우호적으로 유지하려고 시도한다.만일 사람들이

적군이나 모르는 것으로 알려진다면 I 접족을 피하고 여러분의 존재를 나타내

는 것을 남기지 않게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습관에 대

한 기본적인 지식이 이런 시도에서 가장 중요하다.만일 모르는 사람들이 우

호적이라는 여러분의 결정을 주의 깊게 관찰한 다음에는 I 그들의 도움이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들과 접족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국가의 지역주민과 주의 깊고

예의 바른 접족을 거의 망설이지 않으며 많은 것을 얻는다.만일 여러분이 지

역 관습에 익숙해지게 되면 I 일반적인 예절을 나타내고 I 가장 중요한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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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에 경의를 표한다면 I 여러분은 틀림없이 분쟁을 피하고 어쩌면 필요한 도

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접족하려면 I 한 사람만이 가까이에 있을 때까지 기다

리고I 가능하다면 그 사람이 처음에 말을 걸어오도록 한다.대부분의 사람들

은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생존자를 기꺼이 두울 것이다.그렇지만 I 지역의 정

치적인 태도 I 지시 I 선전 활동 등이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를 변경시

킬 수도 있다.반대로 I 적대적인 국가에서는 I 특히 오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정치가들에 대하여 증오를 느껴서 생존자에게 더 우호적일 수도 있다.

지역주민과 성공적인 접족을 하는 핵심은 우호적이고 I 예의바르고 I 참을성이

있는 것이다.두려움을 나타내고 I 무기를 보이며 I 갑작스럽거나 위협적인 움직

임 등은 지역사람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다.그런 행동들은 적대

적인 반응을 자극할 수 있다.접족을 시도할 때는 I 가능한 자주 미소를 짓는

다.많은 지역주민들은 수줍어하고 접근하기 어렵게 보이거나 I 여러분을 무시

할 수도 있다.그들에게 천천히 접근하며 I 급하게 접족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생존자의 행동

지역주민과 거래를 할 때 소금 I 담배 I 은화 I 유사한 품목들을 신중하게 사용한

다.지폐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과도하게 지불해서는 안 된다;이것이

당혹함과 심지어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항상 공손하게 거래한다.그들

을 들쁨거나 비웃어서는 안 된다.

수화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것이나 질문들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매우 효과

적일 수 있다.여러 사람들이 그런 언어에 익숙해 있고 비언어적인 수화를 사

용하여 의사를 통한다.여러분의 잠재적인 작전지역 주변의 지역 언어 몇 단

어와 문구를 배우도록 시도한다.다른 사람들의 언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 문화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영어가 빌리 사용되

기 때문에 I 몇몇 지역주민은 영어 몇 단어를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일부 지역은 금기일 수도 있다.이것들은 종교적이나 신성한 장소들부터 질병

이나 위험한 지역까지 걸처있다.어떤 지역에서는 I 특정한 동물들을 죽게 해

서는 안 된다.규칙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따른다.가능한 많이 관찰하고 배운

다.그런 행동들이 관계를 강화시키고 나중에 매우 중요할 수도 있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지역 위험요소들에 대한 조언을

조사하고 I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는 우호적인 사람들에게서 찾아낸

다.사람들은 때때로 단순히 다른 문화와 동떨어진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적대적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한다.그들이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인접한 이웃들--우리자신들의 이웃과 거의 마

찬가지--이다.

종종 지역주민들은 우리 자신들과 같이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만일

가능하다면 분리된 피난처를 설치하고 I 그렇게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며 육

체적인 접족을 피한다.만일 여러분이 감정을 상하지 않으며 그렇게 할 수 있

다면I 개인적으로 식품과 마실 것을 준비한다.지역주민들은 종종 고립주의자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개인적이나 종교적 습관”으|사용을 받아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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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이나 거래는 더 원시적인 사회에서는 일반적이다.경화는 그것의 교환가

치든지 보석이나 장신구든지 일반적으로 좋다.고립 지역에서는 I 성냥 I 담배 I

소금 I 면도날 I 빈 용기 I 천 등이 어떤 형태의 돈보다 가치가 높을 수가 있다.

사람들에게 손을 댈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많은 사람들이 “손을대는 것

(touching r'을금기로 여기며 I 그런 행동이 위험해 질 수도 있다.성적인 접족

을 피한다.

일부 사람들 사이에 후한 접대는 낯선 사람을 먹이기 위해 자신들의 양식을

심각하게 줄일 수도 있는 그런 강한 문화적 특성이다.그들이 내놓는 것을 받

아서 I 모든 참석자들과 동등하게 나눈다.그들이 먹는 방식과 동일하게 먹고I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내놓은 것은 모두 먹으려고 시도한다.

만일 그들과 약속을 했다면 I 그것을 지킨다.이상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개인

재산과 지역 관습과 풍습을 존중한다.식품 I 양식 등등에 대해 어느 종류의 지

불이라도 한다.사생활을 존중한다.초대받은 것이 아니라면 I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정치적 충성으로 변화

오늘날의 발 빠른 국제 정치의 세계에서 I 국가 간의 정치적 태도와 공약들은

빠른 변화를 필요로 한다.여러 나라I 특히 정치적으로 적대적 국가의 주민들

은 그들이 노을적인 적의를 시위하지 않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반대로 지시받지 않는 한;그런 사람들과의 모든 접족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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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장 -인위적 재해에서 생존

핵I 화학 I 생물학 무기들은 현대의 전장에서 잠재적인 사실이 되었다.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와 다른 분쟁지역에서의 최근 경험이 화학，생

물학 무기(진균독 mycotoxin) 의 사용을 증명하였다. 북대서양조약기

구 (NATO)와 바르샤바 협정(Warsaw Pact) 국가들의 전투교리는 핵과

화학무기 둘 다의 사용을 지목하고 있다.이런 무기들의 잠재적인 사

용은 방사성 낙진이나 영구적인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약품에서 만들

어진 오염에 의한 심각한 위험 때문에 생존 문제들을 심화시킨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인위적 재해에서 생존하기를 바란다면 특별한 예

방책을 사용해야 한다.만일 핵I 화학 I 생물학 전쟁의 영향을 받는다

면，이 장에서 추천하는 생존 과정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이 장은 여러분이 재해의 실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종류

의 재해에 대해 일부 배경 정보를 소개한다.재해의 인식I 이 장의 지

식I 상식의 적용 등이 여러분을 살아있게 지킬 것이다.

핵환경(THE NUCLEAR ENVIRONMEN T)

핵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준비한다.핵 재해에 대해 반응하는

배운다.

법을

핵무기의 효과

핵무기의 효과는 초71(initial) 또는 잔류 (residual) 로 분류된다.초기효과는 폭

발 인접지역에서 발생되며 폭발 후 처음 l분 이내에 위험하다.잔류효과는 며

칠에서 몇 년간 계속될 수 있으며 사망의 원인이 된다.주된 초기효과는 폭풍

과 방사선이다.

폭풍 (Blast)
폭발 중심으로부터 짧은 시간의 빠른 공기의 이동과 이 이동과 동반되는 압

력으로 정의된다.강력한 바람이 폭풍에 동반된다.폭풍이 파편과 개인을 집

어던지고 I 폐를 터뜨리고 I 고막을 찢고 I 구조물과 진지를 무너뜨리고 I 짓누르

는 효과 (crushing effect) 로 즉각적 인 사망과 부상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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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방사(Thermal Radiation)
핵폭발 화구에서 방출되는 열과 빛의 방사.빛의 방사는 가시광선과 자외선과

적외선 둘 다로 구성되어 있다.열방사는 광범위한 화재 I 피부 화상 I 섬광 실

노마드생존전략윈구소

명 등을 일으킨다.

핵 방사선 (Nuclear Radiation)
핵 방사선은 초기 방사선과 잔류 방사선의 두 종류로 분류한다.

초기 핵 방사선은 폭발 후 l분 동안에 생성되는 강렬한 감마선 (gamma ray)과
중성자 (neutron) 로 구성된다.이 방사선은 몸 전체의 세포에 광범위한 손상을

일으킨다.방사선 손상은 두통 I 머|스꺼움I 구토 I 설사 I 심지어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I 받은 방사선 조사량 (dose) 에 달려있다.초기 방사선 효과에

대비하여 여러분을 보호하는데 주요한 문제는 여러분이 어떤 보호 조치를 취

하기 전에 치명적이거나 무능화시키는 양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초기

방사선의 치명적인 조사량에 노출된 사람은 아마도 사망하였거나 폭풍이나

열방사에 의해 치명적으로 부상당했을 수도 있다.

잔류 방사선은 폭발로부터 l분 후에 생성되는 모든

것은 초기 방사선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잔류

에서 다루어진다.

방사선으로 구성된다.이

방사선의 검토는 다음 절

핵폭발의 종류π'ypes of Nuclear Bursts)

핵폭발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9JEt--공중폭발 (airburst) ，지표면폭발 (surface
burst)，지표하부폭발 (subsurface burst) ，폭발의 종류는 여러분의 생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지표하부폭발은 전적으로 지하나 수중에서 일어난다.이것의

효과는 지표면 아래나 폭발장소 위의 구덩이 (crater) 속으로 표면이 붕괴되는

인접한 지역에 남는다.지표하부폭발은 여러분이 구덩이에 인접한 지역에 들

어가지 않는 한 거의 방사능 재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더 이상 이런 종류의

폭발을 다루지 않을 것이다.

공중폭발은 걱냥한 목표물 상공에서 일어난다.공중폭발은 목표물에 최대의

방사선 영향을 주고 I 그래서 즉각적인 핵 효과 면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위힘

하다.

지표면폭발은 지면이나 물 표면에서 일어난다.여러분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많은 양의 낙진 (fallout)OI 생긴다.이 종류의 폭발이 가장 큰 핵 재해다.

핵 부상 (Nuclear Injuries)

핵 환경에서 대부분의 부상들은 폭발의 초기 핵 효과로부터 발생한다.이런

부상들은 폭풍 I 열I 방사선 부상으로 분류된다.만일에 낙진에 대비하여 적절

한 예방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추가 방사능 부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핵폭발

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세 종류의 부상 모두가 혼합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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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부상 (Blast Injuries)
핵무기에 의해 발생된 폭풍 부상들은 재래식 고성능폭발 무기가 일으키는 것

들과 비슷하다.폭풍의 과중압력은 폐를 터뜨리고 내장기관을 파열시킬 수 있

다.폭발력이 잔해를 집어던지기 때문에 발사체 부상이 생긴다.여러분을 가

격하는 커다란 잔해는 손발을 부러뜨리거나 광범위한 내상을 일으킬 것이다.

폭풍의 과중압력은 여러분을 먼 거리로 던질 수도 있어서 I 여러분은 지면이나

다른 잔해와의 충돌로 심각한 부상을 겪을 것이다.실제적인 엄폐와 폭발로

부터의 거리가 폭풍 부상에 대비한 가장 좋은 보호다.방사능 먼지입자의 침

입을 막기 위해 가능한 빨리 폭풍 부상 상처를 덮는다.

열 부상(Thermal Injuries)
핵 화구에서 방출되는 열과 빚은 열 부상을 일으킨다.1도，2도，2도 화상이

생길 수가 있다.또한 섬광 실명이 생긴다.이 실명은 눈의 노출 정도에 따라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일 수도 있다.실제적인 엄폐와 폭발로 부터의 거리가 열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으|복이열 부상에 대비하여 중대한 보호를 제공할 것

이다.핵폭발 전에 노출된 피부를 가능한 많이 덮는다.열 부상을 위한 응급처

치는 화상을 위한 응급처치와 같다.방사능 입자의 침입을 막기 위해 벌어진

화상 (2도 또는 3도)을덮는다.덮기 전에 모든 화상을 씻는다

방사선 부상 (Radiation Injuries)
중성자 (Neutrons) ，감마선 (gamma radiation) ，알파선 (alpha radiation) ，베타선

(beta radiation)OI 방사선 부상의 원인이다.중성자는 고속이며 I 여러분의 신

체내의 세포를 실제로 강타하며 극단적으로 투과하는 소립자다.감마선은 X선
과 비슷하며 또한 크게 투과하는 방사선이다.핵폭발의 초기 화구단계 동안에

는 초기 감마선과 중성자가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베타와 알파선은 일반적으

로 낙진에서 나온 방사능 먼지와 관련된 방사능 소립자들이다. 이것들은 단거

리의 소립자로 만일에 여러분이 예방책을 취한다면 쉽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방사능 부상의 증상에 대해서는 아래의 방사선에 대한 신체의 반응을

참조한다.

잔류 방사선 (Residual Radiation)

잔류 방사선은 핵폭발 순간부터 l분 후에 방출되는 모든 방사선이다.잔류 방

사선은 감응 방사선(induced radiation) 과 낙진으로 구성된다.

감응 방사선

이것은 핵무기 화구 바로 아래의 비교적 작고 I 강한 방사능 지역을 말한다.이

지역에서 방사능이 쪼인 지면은 극히 오랫동안 높은 방사능을 남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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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진

낙진은 방사능 무기의 파편뿐만 아니라 토양과 물입자로 구성된다.지표면폭

발 도중이거나 만일 공중폭발의 핵 화구가 지면에 접족되면 I 많은 양의 토양

과 물이 포탄의 파편과 함께 증발하며，25，000 口|터이상의 고도까지 강제로

올려 진다.이런 증발된 물질들이 식을 때I 이것들은 2007H 이상의 다른 방사

능 생성물들을 형성할 수 있다.증발된 폭발 물질들은 바람이 운반하여 지면

에 방사능 먼지로 떨어지는 아주 작은 방사능 입자 속으로 응축된다.낙진 입

자들은 알파 I 베타 I 감마선을 방출한다.알파와 베타선은 중화시키기가 비교적

쉽고 I 잔류 감마선은 폭발 후 처음 l분 동안에 방출된 감마선 보다 훨씬 강도

가 약하다.초기 방사선에서 치명적인 방사선 조사량을 받지 않았다면 I 낙진

이 가장 중대한 방사선 재해다

방사선에 대한 신체의 반응

인간의 신체에 대한 방사선의 영향은 만성이나 급성으로 넓게 분류될 수 있

다.만성 영향은 방사선에 노출되고 몇 년 후에 일어나는 것들이다.예로는

암I 유전적 결함 등이다.만성 영향은 방사능 환경에서 여러분의 즉각적인 생

존에 영향을 미치는 한에 있어서는 관심이 적다.이에 반하여 I 급성 영향은 여

러분의 생존에 대단히 중요하다.일부 급성 영향은 방사선에 노출 후 몇 시간

내에 일어난다.이런 영향들은 피부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이 원인이

다.원자병 (Radiation sickness)과 베타선 화상이 급성 영향의 예다.원자병 증

상에는 메스꺼움 I 설사 I 구토 I 피로 I 소|약I 탈모 등이 포함된다.투과하는 베타

선은 방사선 화상의 원인이 된다;상처는 모닥불 화상과 유사하다.

회복능력

신체 손상의 범위는 신체의 회복능력 뿐만 아니라 주로 방사선에 노출된 신

체의 부위와 노출된 시간에 따른다.노|와신장은 회복 능력이 거의 없다.다른

부우I(피부와물수)는손상에서 회복하는데 큰 능력이 있다.일반적으로 I 신체

전체에 600 센티그램 (cgys) 의 조사량은 거의 확실한 사망을 초래할 것이다.만

일 손이 이와 같은 조사량을 받았다면 I 전반적인 건강은 더 많은 고통을 받지

는 않겠지만 I 반면에 손은 심각한 손상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외부및내부재해

외부나 내부 재해는 신체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세게 투과하는 감마선이

나 화상을 일으키는 약하게 투과하는 베타선은 외부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

다.신체 내부로 알파나 베타선을 방출하는 입자들의 침입이 내부 손상을 일

으킬 수 있다.외부 재해는 전반적으로 빛을 투사하고 베타선 화상을 일으킨

다.내부 재해는 위장관 (gastrointestinal tract) ，갑상선 샘 (thyroid gland)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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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중요 기관에 빛을 투사하는 것을 야기한다.아주 작은 양의 방사능 물질

이 이런 것들이나 다른 내부 기관에 심각한 송상을 일으킬 수 있다.내부 재

해는 오염된 식수나 식품의 소비를 통하거나 베인 상처나 찰과상을 통한 롭

수에 의해 신체로 들어갈 수 있다.호룹을 통해 신체에 들어가는 물질은 작은

재해로만 존재한다.여러분은 효과적인 개인위생과 식품과 식수의 오염물질을

주의 깊게 제거하여 내부 방사선 재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즈사
00

방사선 부상의 증상에는 메스꺼움 I 설사 I 구토 등이 포함된다.이런 증상들의

강도는 방사선에 대한 위장관의 심한 민감성 때문이다.증상의 강도와 노출

후 발병의 속도는 방사선 손상 정도의 훌륭한 지표다.우|장손상은 외부 또는

내부 방사선 재해에서 올 수 있다.

투과하는 외부 방사선에 대한 대책

앞에서 설명한 방사선 재해에 관한 지식은 낙진 지역에서 생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또한 잔류 방사선--투과하는외부 방사선--으|가장 위험한 형태에

서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투과하는 외부 방사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은 시

간I 거리 I 차폐 등이다.여러분은 노출기간을 조절하여 방사선의 수준을 떨어

뜨리고 I 생존의 기회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또한 방사선 출처에

서 가능한 멀리 떨어질 수 도 있다.마지막으로 방사선을 롭수하거나 차폐하

는 물질을 여러분과 방사선 사이에 놓을 수 있다.

시간

시간은 생존자인 여러분에게 두 가지 수단으로 중요하다.첫 번째로 I 방사선

조사량은 누적된다.방사능 출처에 더 오래 노출될수록 I 여러분이 받는 조사

량은 더 많아진다.확실하게 I 방사능 지역에서 가능한 적은 시간을 보낸다.두

번째로 I 방사능은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하거나 붕괴한다.이 개념은 방사능

만강7j(ha/f-/i굶/로알려져 있다.따라서 방사성 원소는 일정한 시간 내에 붕괴

하거나 자체 방사능의 절반을 잃는다.방사능 붕괴에 대한 경험법칙은 방사능

의 농도가 최고 방사능 수준에 따르는 시간이 7배 증가할 때마다 10배씩 감

소한다는 것이다.예를 들면 I 낙진이 완료될 때 방사능 낙진 지역의 최대 방사

선 양이 시간당 200센티그램이라면， 7시간 후에는 20센티그램까지 떨어질 것

이q; 49시간 후에는 2센티그램까지 더욱 떨어질 것이다.심지어 훈련받지 않

은 정찰병도 낙진으로부터의 가장 큰 재해는 폭발 직후에 발생되며 I 재해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빨리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만일 여러분이

낙진 지역을 대부분의 방사능이 붕괴할 정도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피할 수

있다면 I 여러분은 생존의 기회를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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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방사선의 농도가 출처에서부터의 거리의 제곱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거리는

투과하는 감마선에 대하여 매우 효율적인 보호를 제공한다.예를 들면 I 출처

에서 30센티미터 거리에 서서 1000센티그램의 방사선에 노출된다면 f 60센티
미터에서는 250 센티그램만 받을 것이다.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 배로 하면 I

방사선은 양이 (0.5)2 즉 0.25로 감소한다.이 공식은 작은 지역에 방사선이 농

축된 출처에 대해서는 들어맞지만 I 낙진 지역같이 넓은 지역의 방사선에 대해

서는 더욱 복잡해진다

차펴l
차폐가 투과 방사선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투과 방사선에 대비한 세

가지 대책 중 차폐가 최대의 보호를 제공하고 I 생존환경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쉽다.따라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만일 차폐가 가능하지 않다면 I 다른 두 가지 방법을 최대 범위로 응용하여 사

용한다.

차폐는 실제로 투과 방사선을 롭수하거나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I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체에 도달하는 방사선의 양을 줄인다.물질의 밀도가 높을수록 I

차폐효과가 좋아진다.납 I 절I 콘크리트 I 물 등이 차폐물질의 좋은 예다.

특수한의학적관점

여러분이 있는 지역의 낙진 물질의 존재로 응급처치 절차에 약간의 변경이

필요하다.여러분은 오염과 방사능 입자의 침입을 막기 위해 모든 상처를 덮

어야 된다.먼저 베타선에 의한 화상을 씻어야 하며 I 그 다음에 일반 화상에서

와 같이 치료한다.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 조치들을 취한다.여러분의 신

체는 혈액 화학의 변화로 인한 감염에 대단히 민감할 것이다.감기나 호롭기

감염을 예방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위생

을 절저하게 실천한다.입자의 침입을 막기 위해 급조한 고글로 눈을 가린다.

피난처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I 차폐 물질의 효율성은 두께와 밀도메 달려있다.충

분한 두께의 차폐 물질은 방사선 수준을 무시해도 좋은 양까지 감소시킬 것

01다.
피난처를 찾고 설치하는 주된 이유는 가능한 빨리 초기 감마선 낙진의 고밀

도 방사선 수준을 대비해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다.피난처를 찾기 위한 5분
이 참고가 된다.피난처를 발견하는 속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피난처가

없으면 I 초기 몇 시간 동안에 받은 조사량이 오염된 지역에서 남은 일주일 동

안에 받는 것을 초과할 것이다.이렇게 첫 번째 주에 받는 조사량은 같은 오

염지역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는 동안에 축적되는 조사량을 초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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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펴l 물질
낙진으로부터 감마선을 약화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두께는 초기 감마선을 차

폐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적다.낙진 방사선은 핵폭발의 초기 방사선보다

훨씬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낙진 방사선에 대해서는 I 비교적 작은 양의

차폐 물질도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그림 23-1은 잔류 감마선 투과를

50퍼센트로 줄이는데 필요한 다양한 물질들의 두께의 개념을 나타낸다.

철 또는 강철띔 1.8 em (.71인치)

콘크리트 I:;핏i펀 5.6 em (2.20 언치)

흙짧魔觸 8.4em (3.31 인치)

목재(연질)~':，..:::I~ 낀，.갇~ 22.4em (8.82 인치)

51.6 em
(20.32 인치)

그림 23-1. 감마선을 줄이기 위한 물질의 두께

II반값 증 두께 (half-value layer thicknessf 으|원리는 다양한 물질에 의한 감마

선의 롭수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이 원리에 따르면 I 만일 5센티미터의 벽

돌이 감마선 수준을 절반으로 줄인다면 I 다른 5센티미터의 벽돌을 추가하는

것(다른 반값 증 )01 농도를 또 다시 절반 I 즉 원래 양으14 분으1 1로 줄일 것이

다.15센티미터는 감마선 낙진 수준을 원래 양으1 8분으 1 1，20센티미터는 16분
으1 1등등으로 줄일 것이다. 따라서 흙 l미터로 보호되는 피난처는 시간당

1000센티그램인 외부의 방사선 농도를 피난처 내부에서 시간당 약 0.5센티그
램으로 줄일 것이다.

자연적인피난처

자연적인 차폐와 쉽게 피난처를 설치할 수 있는 지형이 비상 피난처용으로

이상적인 장소다.좋은 예로는 도랑 I 협곡 I 암석 노두 I 언덕I 강둑 등이다.자연

적인 보호물이 없는 평평한 지역에서는 I 참호 (fighting position) 나 개인용 참

호(slittrench) 를 판다.

참호(Trenches)
참호를 팔 때는 I 참호가 여러분 신체의 일부를 가렬 정도로 크게 되어 그것으

로 몸 전체가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게 되자마자 참호의 안쪽에서 작업한다.

트인 지대에서는 흙을 참호 둘레에 신중히 평탄하게 쌓으면서 엎드린 자세로

참호를 파도록 한다.평탄한 지면에서는 추가 차폐를 위해서 여러분 신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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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에 흙을 쌓아올린다.토양의 상태에 따라 피난처 설치 시간이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 변한다.만일 여러분이 가능한 빨리 판다면 I 여러분이 받는 조사량

을 줄이게 될 것이다.

다른피난처

l미터 이상의 흙으로 덮인 지하 피난처가 낙진 방사선에 대하여 가장 좋은

보호를 제공하는 반면에 I 다음의 비어있는 구조물들(순서대로)은다음으로 좋

은 보호물을 제공한다:

l미터 이상 흙으로 덮인 동굴이나 터빌.

폭풍 대피용 또는 저장용 지하실.

• 지하 배수로.

버려진 건물의 지하증이나 지하실.

• 석재나 진흙으로 만들어진 버려진 건물.

지붕

피난처 위에 지붕을 설치하는 것은 의무적이 아니다.만일 외부 오염에 단시

간 노출하여 재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붕을 만든다.만일 지붕

을 설치하는 것이 투과 방사선에 추가 노출될 필요가 있다면 I 피난처를 지붕

없이 놔두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지붕의 유일한 기능은 낙진 출처에서 여

러분 신체로 오는 방사선을 줄이는 것이다.두꺼운 지붕을 사용하지 않는 한I

지붕은 거의 차폐를 제공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판초우의를 흙 바우I，피난처에서 나온 쓰레기 등으로 고정하여 단

순한 지붕을 설치할 수 있다.여러분은 빈번한 간겪으로 안쪽에서 판초우의를

두드려서 흙과 잔해의 큰 입자들을 판초우의 꼭대기에서 제거할 수 있다.이

덮개는 지면에 쌓이는 방사능 입자들의 차폐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I 낙

진 출처와의 거리를 늘이고 피난처 지역의 추가 오염을 방지할 것이다.

피난처 장소 선정 및 준비

여러분의 노출 시간을 줄이고 I 그것으로 받는 조사량을 줄이려면 I 피난처를

선정하고 설치할 때 다음 요소들을 기억한다:

가능한 곳에서는 I 여러분이 급조할 수 있는 자연그대로 존재하는 피난

처를 찾는다.만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I 참호를 판다.

보호를 잘 받을 수 있게 피난처를 충분히 깊게 파고 I 그 다음에 편안함

을 위해 필요한 만큼 확장한다.

만일에 피난처를 떠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I 참호나 도랑의 꼭대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와 두꺼운 증의 흙으로 덮는다.지붕과 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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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원하는 한I 아마도 참호 밖에서 방사선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

보다 그것들 없이 지내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

피난처를 설치하는 동안에 베타선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분 신체의

모든 부분을 의복으로 덮고 유지한다.

나뭇가지나 버렬 수 있는 다른 물건들을 사용하여 피난처 장소에서 어

떤 표면 침전물이라도 청소한다.여러분이 차지할 지역에서 오염된 물

질들을 제거하기 위해 이런 청소작업을 한다.청소된 지역은 여러분의

피난처 지역을 넘어서 적어도 1.5미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피난처 안으로 가져오는 모든 재료들은 오염을 제거한다.이

재료에는 단열이나 침구로 사용하는 풀이나 나뭇잎 I 겉옷(특히신발)등

이 포함된다.만일 날씨가 허락되고 I 겉옷이 심하게 오염되었다면 I 그것

을 벗어서 피난처 끝에 l 피트 땅속에 묻기를 원할 수도 있다.여러분

은 이것을 피난처를 떠날 때 나중에(방사능이 붕괴한 후)호|수할수도

있다.만일 의복이 마르면 I 방사능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피난처의 출입

구 밖에서 이것을 두드리거나 흔들어서 오염을 제거할 수 있다.재료에

서 과도한 낙진 입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물줄기 I 심지어

오염된 것이라도 사용할 수도 있다.간단하게 재료를 물에 잠깐 담갔다

가I 과다한 물을 제거하기 위해 흔든다.물을 짜내서는 안 된다.이 행

동이 입자들을 가두게 될 것이다.

만약 가능하다면 피난처를 떠나지 않고 I 비록 구할 수 있는 물이 오염

이 되었을 수가 있더라도 여러분의 신체를 비누와 물로 절저하게 씻는

다.이런 세척이 베타선 화상이나 다른 손상의 원인이 되는 대부분의

해로운 방사능 입자들을 제거할 것이다.만일 물을 구할 수 없다면 I 오

염된 먼지와 흙을 제거하기 위해 얼굴과 노출된 다른 피부 표면을 닦는

다.얼굴을 깨끗한 천이나 오염되지 않은 흙 한줌으로 닦을 수도 있다.

이런 오염되지 않은 흙을 꼭대기 몇 인치의 흙을 긁어내고 “깨끗한”흙

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다.

피난처를 완성하자마자 I 피난처에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많이 둡고 I 따

뜻하게 하고 I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쉬지 않을 때는 I 장래의 활동을 계획하고 I 지도를 연구하거나 피난처를

더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바쁘게 지낸다.

만일 여러분이 메스꺼움과 원자병 증상을 경험한다고 당황해서는 안 된

다.여러분의 원자병의 주된 위험은 감염이다.이 병에 대해서는 응급처

치도 없다.휴식하고 I 음료를 마시고 I 구토를 방지하는 어떤 약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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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을 피

방사선이라

있다.

추가 노출을 방지하는 것0

도움이 될 것이다.작은 조사량의

이런 증상들을 일으킬

유지하고 I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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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시간표 (Exposure Timetable)
다음의 시간표는 여러분에게 심각한 조사량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도수l도

n
u
축
I노만끼시되요。허

단

은

차

댈

;아;띤
-，L.:'

의무적인

마지막 무기 발사에 따라 4~6 일간의 완전한

세 번째 날에 식수 획득을 위한 아주

30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일곱 번째 날에 30분 이내의 노출 l 호I.
여넓 번째 날에 l시간 이내의 노출 l호I.
아홉 번째 날부터 열두 번째 날까지 2~4시간

열세 번째 날부터 계속하여 보호된 피난처에서 쉬면서 정상

모든 예에서 가능한 노출을 짧게 한다.노출 이유가 분명한

필요사항들만 고려한다.멈출 때마다 오염을 제거한다.

노출.

짧은

•
•

•
•
•
•
•

날 이후에 강제로

필요한 것 이내라

첫 번째나 두 번째

노출이 절대적으로

위에 주어진 시간들은 보수적이다.만일

이동해야 된다면 I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는 것을 확인한다.

조달

낙진으로 오염된 지역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식수원이 오염되었을 수도 있다.

만일 여러분이 방사능 붕괴가 일어나는 것을 고려하고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식수원을 선정하기 위해 어떤 물이라도 마시기 전에 최소 48시간을 기다린다

면I 방사능의 해로운 양을 섭취하는 위힘을 크게 줄일 것이다.

많은 요소들(풍향I 강수량 I 침전물 등)01 식수원을 선정하는데 영향을

이긴 하지만 I 다음의 지침들을 따른다.

것미칠

AI스
-，I

가장 안전한 식수원

샘I 우물 또는 자연적인 여과를 거치는 다른 지하 공급원에서 나온 물이 가장

안전한 식수원이 될 것이다.버려진 집이나 가게의 파이프나 그릇에서 발견되

는 어떤 물도 또한 방사능 입자의 우려가 없을 것이다.물에 있는 세균에 대

비하여 예방책을 강구해야만 되더라도 I 이 물은 마시기에 안전할 것이다

낙진이 있는 동안에 지표 아래 15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서 꺼낸 눈도 역시

안전한 식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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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울과강

개울과 강의 물은 희석 때문에 마지막 핵폭발 후 며질 이내에는 비교적 낙진

의 우려가 없을 것이다.만일 가능하다면 I 방사능 입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이

런 물들은 마시기 전에 여과한다.가장 좋은 여과방법은 식수원 옆면을 따라

침전물 구멍이나 침출 구덩이를 파는 것이다.여과제로 작용하고 원래의 물줄

기에 침전된 오염된 낙진 입자들을 제거하는 사이에 있는 흙을 통과하여 물

이 구멍 속으로 비스듬히 새어나올 것이다.이 방법은 물에 있는 방사능을 99
퍼센트까지 제거할 수 있다.추가 오염을 막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구멍을

덮어야 한다.식수 여과기의 예는 그림 6-9를 참조한다

과어있는물

더 무겁고 오래가는 방사능 동위원소(isotope)들의 대부분이 바닥에 침전될

것이긴 하지만 I 호수 I 저수지 I 연못I 다른 괴어있는 공급원은 심하게 오염될 수

있을 것 같다.이 물을 정화하려면 침전 기술을 사용한다.우선 I 양동이나 다

른 깊은 그릇으14 분으1 3을 오염된 물로 채운다.그 다음에 지표면 아래 10센
티미터 이상의 깊이에서 흙을 얻어서 물속에 넣고 뒤섞는다.물 10센티미터마
다 흙 2.5센티미터 정도를 사용한다.대부분의 흙 입자들이 물위에 뜬 것을

볼 때까지 뒤섞는다.혼합물을 적어도 6시간동안 가라앉힌다.가라앉은 흙 입

자들이 대부분의 떠있는 낙진 입자들을 바닥으로 운반하여 덮을 것이다.그다

음에 깨끗한 물을 퍼낼 수 있다.이 물을 여과장치를 사용하여 정화한다.

추가예방책

질병에 대비한 추가 예방책으로 I 모든 식수를 생존 키트에 있는 식수정화 알

약으로 처리하거나 끓인다.

시프 ~탄...，ζ~ -‘-0:::::

방사선 오염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구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I 해결하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여러분은 식량과 이용할 수 있는 현

지 식품을 선택하고 준비하는데 몇 가지 특별한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다.튼

튼한 포장재가 여러분의 전투식량을 보호하기 때문에 I 이것들은 사용하기에

완전히 안전할 것이다.피난처 밖의 여행 중에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식품이라

도 여러분의 식량에 보충한다.버려진 건물에서 발견할 수도 있는 대부분의

가공식품들은 오염을 제거한 후에 사용하면 안전하다.여기에는 그릇이나 포

장지를 제거하거나 낙진 입자가 없게 세척한 후의 통조림이나 포장된 식품들

이 포함한다.또한 이런 가공식품은 여러분이 먹기 전에 세척한다면 I 밀폐된

그릇에 있는 식품과 보호된 구역(지하실 같은)에저장된 식품을 포함한다.추

가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식품 그릇과 포장지를 다루기 전에 세척한다.

만일 여러분 지역에서 가공식품을 거의 이용할 수 없다면 I 현지 식품 공급원

으로 여러분의 음식물을 보충해야만 할 수도 있다.현지 식품 공급원은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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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공굽원으로서의 동물

모든 동물들은 서식지나 서식 환경에 상관없이 방사선에 노출되었다고 가정

한다.동물에 대한 방사선의 영향은 인간에 대한 것과 비슷하다.따라서 낙진

지역에 서식하는 모든 야생동물들은 핵폭발 후 처음 한 달 동안에 방사선으

로 병에 걸리거나 죽기 쉽다.비록 동물들이 해로운 방사능 물질의 염려가 없

는 것은 아닐 수가 있을지라도 I 여러분은 만일 다른 식품들을 이용할 수 없다

면 생존상황에서는 이것들을 식품 공급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해야 된다.

신중한 준비를 하고 몇 가지 중요한 원칙에 따르면 I 동물들은 안전한 식품 공

급원이 될 수 있다.

우선 I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 동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이것은 방사선 중독

의 결과로 세균 감염이 발생되었을 수도 있다.오염된 고기는 I 절저한 조리에

도 불구하고 만일 먹게 된다면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껍질이나 털에 있는 어떠한 방사능 입자도 신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모든 동물의 껍질을 벗긴다.동물의 을겪이 방사능으I 90퍼센트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뼈나 관절에 가까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그

렇지만 I 남아있는 동물의 근육 조직은 먹기에 안전하다.이것을 조리하기 전

에I 뼈에 붙은 고기를 적어도 3밀리미터 두께로 남기며 I 뼈에서 고기를 베어

낸다.모든 내장 기관들(심장I 간I 신장 등)은베타와 감마 방사능을 농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버린다.

모든 고기는 완전히 익을 때까지 조리한다.틀림없이 고기를 완전히 익히려

면I 조리 전에 고기를 13밀리미터 두께 보다 작은 조각들로 자른다.이렇게

자른 것이 또한 조리시간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할 것이다.

물고기와 수중동물의 오염 범위는 육상동물의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또한

이것은 특히 연안지역의 수생식물에도 사실이다.극도의 비상 상태에서만 수

중 식품 공급처를 이용한다.

낙진 기간에도 불구하고 I 모든 알은 먹기에 안전할 것이다.동물들이 그들이

먹는 식물에서 많은 양의 방사능을 롭수하기 때문에 낙진 지역에 있는 모든

동물의 우유는 절저하게 피한다.

식품 공굽원으로서의 식물

식물 오염은 외부 표면에 낙진이 축적되거나 뿌리를 통해 방사능 원소들을

롭수하여 발생한다.식물 식품의 첫 번째 선택은 감자 I 순무 I 당근 I 식용 부분

이 땅속에서 자라는 다른 식물들 같은 채소가 되어야 한다.이것들은 일단 문

질러서 깨끗이 하고 껍질을 제거하면 먹기에 가장 안전하다.

두 번째로 선호되는 것은 외부 표면을 씻고 벗걱서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식

용 부위들이 그런 식물들이다.예로는 바나나 I 사과 I 토마토 I 선인장 열매I 다

른 그런 과일과 야채 등이다.

쉽게 껍질을 벗길 수 없거나 세척으로는 효과적으로 오염을 제거할 수 어.느
님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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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질이 매끄러운 모든 야채 I 과일 또는 나무 등은 비상 식품으로서 세 번째

선택이 될 것이다.

문질러서 오염을 제거하는 것의 효율성은 과일 표면의 거칠기와 반비례한다.

매끄러운 표면의 과일은 세척 후에 오염으I 90퍼센트를 잃어버리고 I 반면에 거

친 포면의 식물은 단지 오염으I 50퍼센트만 제거된다

여러분은 거친 표면의 식물(상추같은)을껍질을 벗기거나 세척으로는 효과적

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먹는다.물로 세

척하여 오염을 제거하기 어려운 다른 식품들에는 말린 과일(무화과I 자두 I 복

숭아 I 살구 I 배 등)과콩 (soya bean)OI 포함된 다.
일반적으로 I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오염을 제거할 수 있다면 수확을 앞둔 식물

식품을 이용할 수 있다.그러나 성장하는 식물은 특히 낙진 기간 동안이나 그

후에 비가 왔다면 I 흙에서 뿐만 아니라 잎을 통해서 일부 방사능 물질을 롭수

할 수 있다.우|급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식물들을 사용하는 것을 피한다.

생물학적 환경(BIOLOGICAL ENVIRONMENTS)
생물학 작용제는 실제다.병기본훈련교범 (SMCT: Soldier ’s Manuals of
Common Task) 에서 확인된 임무에 숙달되도록 하여 스스로 생존을 위해 준

비한다.이런 작용제들에 대비하여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안다.

생물학적 작용제 및 영향

생물학 작용제는 사람 I 동물 I 식물 사이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

(microorganism)OI 다.이것들은 또한 재료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이 작용

제는 두 개의 넓은 범주--병원균(pathogen ，일반적으로 세균으로 불린다)과

독소 (toxin)로 나넌다.병원균은 치명적이거나 무능화시키는 질병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미생물이다.박테리아 I 리케차 (rickettsiae) ，곰팡이 I 바이러스 등이 병

원균에 포함된다.독소는 식물 I 동물 또는 미생물이 자연스럽게 만드는 독약

이다.가능한 생물학적 전쟁의 독소는 다양한 신경독 (neurotoxic ，중추신경계
에 영향)과세포독 (cytotoxic ，세포의 죽음을 일으킴)화합물이다.

세균 (Germs)
세균은 살아있는 유기체다.일부 국가는 과거에 이것들을 무기로 사용하였다.

특히 폐 속으로 롭입된다면 I 얼마 안 되는 세균만으로 전염을 시작할 수 있다.

세균은 아주 작고 거의 무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I 바람이 이것들을 먼 거리

까지 퍼뜨렬 수 있다;이것들은 또한 여과되지 않거나 밀폐되지 않은 장소로

들어갈 수 있다.건물과 벙커는 이것들을 가두어서 고농도의 원인이 되게 할

수 있다.세균은 즉시 신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것들은 신체 내부에서

증식하여야 되고 신체의 방어를 이걱내야 한q--잠복(incubation) 기간이라 불

리는 과정.잠복기간은 세균에 따라 몇 시간에서 몇 달까지 변화한다.대부분

의 세균은 생존하여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체 같은 살아있는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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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유기체(숙주， host) 안에서 살아야 한다. 바람 I 비I 추우I，햇볕 등의 기상조

건이 세균을 급속히 죽인다.

일부 세균은 숙주의 외부에서 생존할 수 있게 생존보호용 껍데기나 포자를

형성할 수 있다.포자를 만드는 세균들은 감염된 지역이나 개인들의 오염을

제거하여 중화시켜야만 되는 장기간 재해다. 다행히도 I 대부분의 살아있는 작

용제들은 포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작용제들은 이들이 전달되고서 대강

하루 안에 숙주를 찾아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죽는다. 세균들은 여

러분의 신체에 침입하는 세 개의 기본적인 출입 통로를 가지고 있다:기도

(respiratory tract) 를 통하고 I 피부의 균열을 통하고 I 소화관을 통한다. 감염의

증상은 질병에 따라 변화한다.

도C::A.-‘-
독소는 식물 I 동물 또는 세균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물질이다.박테리아가

아니라 이런 독소들이 실제로 인간을 해치는 것이다.보툴리누스 중독을 일으

키는 보툴리누스 독소 (Botulin)가 예다.현대과학은 독소를 만들어내는 세균을

이용하지 않고 이런 독소들을 대규모 생산하게 되었다.독소들이 화학적 작용

제와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그렇지만 독성 피해자가 화학적 작

용제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응급처치 방법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독소는

세균과 같은 방법으로 신체에 들어간다.그렇지만 I 일부 독소는 세균과는 다

르게 균열이 없는 피부를 통과할 수 있다.증상은 잠복기간이 없기 때문에 거

의 즉시 나타난다.여러 독소들은 극히 작은 양이라도 상당히 치명적이다.증

상들은 다음의 어떤 것이라도 포함할 수가 있다:

현기증 (Dizziness).

정신혼란 (Mental confusion).

시력저하 또는 복시(Blurred or double vision).

피부의 무감각 또는 따끔거 림(Numbness or tingling of skin).

마비 (Paralysis).

경련(Convulsion).

발진 또는 물집 (Rash or blister).

기침(Coughing).

열(Fever).

근육 쑤심 (Aching muscle).

피로 (Tired ness).

메스꺼움 I 구토 또는 설사 (Nausea，vomiting ，and/or diarrhea).

신체의 틈에서 출혈 (Bleeding from body openings).

소변 I 용변 또는 침에 출혈 (Blood in urine，stool ，or saliva)

쇼크 (Sh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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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Death) .•

탐지

생물학적 작용제들은 원래 탐지하기가 어렵다.여러분은 육체적 오감 중 어떤

것으로도 탐지할 수 없다.이따금 생물학적 작용제의 첫 번째 조짐이 작용제

에 노출된 피해자의 증상이 될 것이다.생물학적 작용제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것들을 탐지할 가장 좋은 기회는 이것들의 전달 수단을 알아

내는 것이다.세 가지 주요 전달 수단들은 .

작용제의생물학적

폭발 형태으/ 탄양 이것들은 폭발이 거의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폭탄이

나 발사체가 될 수 있다.폭발은 충돌지역 바로 인근에 액체나 가루로

된 작은 구름을 만들 것이다.이 구름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확산 속도

지형과 기상 조건에 따른다.

탱크 또는 발전기.항공기내

전기가 생물학적 작용제의 분무

매개동물 (Vector)，묘기， 벼룩，

L
'-

•

님}
근

무
l탱크나 지상의차량의 분무

만든다.구르。-

이I 진드기

므
l

•

전달병원균을벌레들이7~드프
E드 '-•

것가리키는사용을작용제의A_H 튿곧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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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과 지형의 영향

기상과 지형이 어떻게 작용제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지식이 생물학적

용제에 의한 오염을 피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생물학적 작용제에 영향을

치는 주요 기상 요인들은 햇빛 I 바람 I 강수량 등이다.연무질 분무는 이른

칩의 안개와 비슷하게 I 지형의 낮은 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햇빛에는 생물학적 작용제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세균을 신속히 죽일 수 있는

가시광선과 자외선 태양 복사선이 들어있다.그렇지만 I 자연적이거나 인공적

인 덮개가 일부 작용제들을 햇빛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다.다른 인공 돌연

변이 세균 종류는 햇빛에 저항할 수도 있다.

높은 풍속은 생물학적 작용제의 확산을 증가시키고 I 농도를 희석시키고 I 탈수

시킨다.작용제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멀어질수록 I 세균의 회석과 죽음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그렇지만 I 바람이 불어가는 쪽 생물학 작용제

의 재해 지역은 중대하여 I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

중간 정도 거센 비의 형태인 강수는 공기에서 생물학적 작용제를 씻어내는

경향이 있으며 I 바람이 불어가는 재해 지역을 줄인다.그렇지만 I 작용제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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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침전된 곳에서는 작용제가 여전히 매우 효과적일 수도 있다.

생물학적 작용제로부터 보호

여러분이 생물학적 작용제에 대한 위생적인 관심을 유지하여야 되는 동안어I，
여러분이 당황할 이유가 없다.현재의 면역 조치를 유지하고 I 오염된 지역을

피하고 I 설치류와 해충을 통제하여 생물학적 작용제에 대한 여러분의 민감성

을 줄일 수 있다.또한 여러분은 상처 치료에 적절한 응급조치 수단과 오로지

안전하거나 적절하게 오염된 식품과 식수 공급원을 사용할 수 있다.기진맥진

한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잠을 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항상

적절한 야전위생 절차를 사용해야만 된다.

여러분이 방독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하면 I 생물학적 작용제 연무에 대

비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천 종류로 항상 얼굴을 가리도록 한다.먼지가

생물학적 작용제를 포함할 수도 있다;먼지가 공중에 있을 때는 방독면 종류

를 착용한다.

여러분의 군복과 장갑이 질병을 옮기는 매개동물(모기와 진드기)에게 물리는

것을 예방할 것이다.완전하게 의복의 단추를 잠그고 바지를 군화 속으로 단

단하게 밀어 넣는다.일반 의복보다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므로 I 만일 가능하

다면 화생방보호으 I(chemical protective overgarment) 를 착용한다.또한 피부

를 덮는 것이 작용제가 베이거나 긁힌 곳을 통해 여러분의 신체에 들어갈 기

회를 줄일 것이다.매개동물의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되게 높은 수준의 개인

위생과 위생시설을 실천한다.

가능할 때마다 비누와 물로 목욕한다.만일 구할 수 있다면 I 살균비누를 사용

한다.머리차락과 몸을 절저하게 닦고I 손톱 밑을 깨끗이 한다.이I 잇몸I 혀I

입천장 등을 수시로 닦는다.만일 할 수 있다면 I 으|복을뜨거운 비눈물로 세척

한다.만약 의복을 세척할 수 없다면 I 햇빛이 밝은 지역에 펴놓고 햇빛이 미생

물을 죽이도록 한다.독소 공겪 후에는 I 마치 화학공겪에 대비하여 M258A2
키트(남일가능하다면)를 사용하거나 비누와 물로 세척하는 것과 같이 스스로

오염을 제거한다.

피난처

여러분은 생물학적 오염 상황에서 5장에서 설명된 것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

여 급조 피난처를 설치할 수 있다.그렇지만 I 생물학적 오염 기회를 줄이기 위

해 약간의 변경을 해야 된다.지반이 함몰된 곳에 피난처를 설치해서는 안 된

다.연무질 분무는 이런 함몰된 곳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식물이 생물학적

작용제에 그늘과 약간의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I 식물이 있는 지역에 피난처

를 설치하는 것을 피한다.피난처를 설치하는데 식물의 사용을 피한다.피난

처의 출입구를 탁월풍으I 90도 각도에 배치한다.이런 배치는 공중에 떠있는

작용제의 입구를 제한하고 피난처의 공기의 정체를 방지할 것이다.항상 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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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스 ~탄...，I -‘-0:::::

생물학적 상황에서 식수를 조달하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가

능할 때는 언제나 I 밀폐된 그릇에 있었던 물을 사용하도록 한다.밀폐된 그릇

속의 물은 오염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봉인을 열기 전에 식수 그릇을

비누와 물로 절저하게 세척하거나 적어도 10분간 끓인다.

만일 봉인된 그릇의 식수를 구할 수 없다면 I 오적/비상상황에서만 다음 선택

은 샘에서 나오는 물이다.마시기 전에 다시 적어도 10분 동안 물을 끓인다.

물이 끓는 동안 공중의 세균으로 감염되지 않도록 물을 덮어 놓는다.마지막

전택은/오직 극도으/비상상황에서만 괴어있는 물을 사용하는 것이다.매개동

물들과 세균들은 정체된 물에서 쉽게 생존할 수 있다.모든 유기체를 죽이기

위해 이 물을 가능한 오랫동안 끓인다.죽은 매개동물들을 제거하기 이 물을

위해 천을 통해 거른다.모든 경우에 정수 알약을 사용한다.

시프 ~탄...，ζ~ -‘-0:::::

식품 조달은 식수 조달과 같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I 여러분은 특별한 예

방책을 취해야 된다.여러분의 전투 식량은 밀폐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오염되

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또한 밀폐된 그릇이나 가공식품의 포장지가 안

전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안전을 확보하려면 I 모든 식품 그릇들을 비누와 물

로 세척하거나 그릇들을 물레 10분간 끓여서 오염을 제거한다.

극도의 비상상황에서만 현지 식물이나 동물로 식량을 보충하는 것을 고려한

다 여러분이 식품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하더라도 I 조리하는 것이 모든 생

물학적 작용제를 죽일 것이라는 어떤 보장이 없다.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만 현지 식품을 이용한다.특히 만일 여러분이 먹는 식품이 여러분을 죽일 수

도 있다면 I 여러분은 식품 없이 장기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만일 현지 식품을 사용해야 된다면 I 건강해 보이는 식불과 동물을 고른다.주|

나 다른 해충 같은 매개동물의 운반체로 알려진 것을 글라서는 안 된다.방사

능 지역에서 하는 것과 같이 식물을 고르고 손질한다.식물에서와 같이 동물

들을 손질한다.동불과 식물을 다룰 때는 항상 장갑과 보호복을 사용한다.모

든 식불과 동물은 끓여서만 조리한다.모든 병원균을 죽이기 위해 모든 식품

은 적어도 10분간 끓인다.현지 식품을 튀기거나 I 굽거나 I 쁨아서는 안 된다.

감염된 모든 부위가 모든 병원균을 죽이는데 필요한 온도에 도달했다는 어떤

보장도 없다.음식을 날것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화학적 환경(CHEMICAL ENVIRONMENTS)
화학적 작용제 전투는 실제다.이것은 생존환경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

지만 I 여러분은 적절한 잡비 I 지식 I 훈련 등으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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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자로서 I 화학적 작용제에 대비한 여러분의 첫 번째 방어선은 방독면과 보호

복I 개인 제독기 I 화학적 작용제 증상 인식표 I 화학적 작용제 오염에 대한 개

인 구급상자 등을 착용하고 걸치는 것을 포함하는 개인적인 핵.생물학 I 화학

(NBC) 훈련의 숙달이다.병기본훈련교범 (SMCT) 은 이런 주제들을 포함한다.만

일 여러분이 이런 기술에 숙달되지 않았다면 I 화학적 환경에서 생존할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다.

아래에 포함된 주제는 여러분이 숙달되어야 하는 어떠한 개인 임무를 대체하

는 것이 아니다.SMCT 는 다양한 화학적 작용저I，그들의 효력 I 이런 작용제에

대비한 응급 처치 등을 전한다.다음의 정보는 여러분이 화학적 보호 장비들

의 사용에 능숙하고 I 다양한 화학적 작용제의 증상을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제공된다.

화학적 작용제의 탐지

화학적 작용제의 탐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학적 작용제 감지기의 사용이

다.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한다.그렇지만 I 생존환경에서

는I 여러분은 아마도 여러분의 모든 육체적 감각들의 사용에만 의존해야 될

것이다.방심하지 않고 화학전의 사용을 나타내는 어떠한 단서도 탐지할 수

있어야 된다.화학적 작용제의 존재에 대한 일반적인 지표는 눈물 I 호롭곤란 I

숨막힘 I 가려움 f 71침I 어지러움 등이다.탐지하기 매우 어려운 작용제로 인하

여I 여러분은 동료 생존자들의 증상들을 지켜보아야 한다.주위환경이 화학적

작용제의 존재에 관하여 귀중한 단서들을 제공할 것이다.예를 들면 I 죽은 동

물I 병든 사람 I 또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과 동물 등이다.

여러분의 후각이 여러분에게 일부 화학적 작용제를 경고할 수도 있지만 I 대부

분은 냄새가 없을 것이다.새로 자른 풀이나 건초 향기는 질식 작용제의 존재

를 가리킬 수도 있다.아몬드냄새는 혈액 작용제를 가리킬 수도 있다.

시각이 화학적 작용제의 탐지를 도울 것이다.도체나 액체 상태인 대부분의

화학적 작용제들은 약간 색깔을 띠고 있다.기체 상태에서는 I 여러분은 폭탄

이나 포탄이 터진 직후의 연무나 열은 안개로 일부 화학적 작용제를 볼 수 있

다.다른 사람들의 증상을 관찰하고 I 발사 수단들을 관찰하면 I 화학적 작용제

를 어느 정도 경고할 수도 있다.액체 상태인 걱자가스 (Mustard gas)는 나뭇

잎이나 건물에 기름기가 있는 조각들로 나타날 것이다.

적군 탄약의 소리는 화학 무기의 존재에 관한 일부 단서를 줄 것이다.소음을

줄인 포탄이나 폭탄의 폭발이 좋은 표시다.

코나 눈 또는 피부의 자극은 여러분의 신체를 화학적 작용제에서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조짐이다.추가적으로 식품 I 식수 또는 담배의 이상한 맛은 그것

들이 오염되었다는 경고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화학적 작용제로부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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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로서 I 화학 공겪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I 항상 다음의 일반적인 단

계들을 나열된 순서대로 사용한다:

• 보호 장비를 사용한다.

오염 되었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자가 치료 (self-aid) 를 한다.

화학 작용제가 존재하는 지역을 피한다.

• 가능한 빨리 장비와 신체를 정화한다.

여러분의 방독면과 보호복은 여러분의 생존에 핵심이다.이것들 없01，생존의
기회를 거의 지속하지 못한다.이 품목들을 보살피고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화학적 작용제에 노출되기 전에 올바른 자가 치료 절차를 실습하고 알아야

한다.화학적 작용제의 탐지와 오염된 지역의 회피는 여러분의 생존에 대단히

중요하다.탐지에 동움이 될 수도 있는 어떤 탐지 키트라도 사용한다.여러분

은 생존환경에 있기 때문에 I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염된 지역을 피한다.여러

분이 오염되어야 한다면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만일 여러분이 오염된

다면 적절한 절차를 사용하여 가능한 빨리 자신을 정화한다.

피난처

만일 여러분이 오염된 지역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I 가능한 빨리 그 지역에

서 나가도록 한다.바람이 불어가는 쪽의 재해 지역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

기 위해 옆바람이나 바람을 안고 이동한다.만일 그 지역을 즉시 떠날 수 없

고 피난처를 설치해야 된다면 I 일반적인 피난처 설치 기술을 조금만 변경하여

사용한다.모든 식물에서 떨어진 빈터에 피난처를 설치한다.지역을 정화하기

위해 피난처 지역의 겉흙을 모두 제거한다.피난처의 출입구를 닫고 탁월풍에

90도 각도로 향하게 한다.오염된 나무를 사용하여 모닥불을 피워서는 안 된

q--연기가 유독할 것이다.피난처로 들어갈 때는 오염물을 안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한다.

AI!스 ~탄...，I -‘-0::::

생물학적 및 핵 환경에서와 같이 I 화학적 환경에서 식수를 조달하는 것은 어

렵다.분명히 밀폐된 그릇에 있는 물이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한 공급원이다.여

러분은 이 물을 가능한 많이 보호해야 된다.반드시 열기 전에 그릇을 정화해

야 한다.

만일 밀폐된 그릇에 있는 물을 구할 수 없다면 I 지하 수도관 같이 닫힌 공급

원에서 물을 얻도록 한다.만일 오염의 흔적이 없다면 빗물이나 눈을 사용할

수도 있다.만일 필요하다면 I 느리게 흐르는 개울의 물을 사용하지만 I 항상 오

염의 징후를 먼저 점검하고 I 핵 환경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항상 물을 여과한

다.식수 공급원 오염의 징후는 마늘 I 걱자 I 제라늄 (geranium) ，매운 아몬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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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낯선 냄새;물 표면이나 인근의 기름기가 있는 반점;죽은 물고기나 동물의

존재 등이다.만일 이런 징후들이 존재한다면 그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세

균학적 감염을 막으려면 물을 항상 끓이거나 정화한다.

시프 ~탄...，ζ~ -‘-=

오염된 지역에 있는 동안에 먹는 것이 극도로 어렵다.여러분은 먹기 위해 방

독면 위에서 봉인을 풀어야만 될 것이다.만일 먹는다면 I 안전하게 방독면을

벗을 수 있는 장소를 찾는다.가장 안전한 식품 공급원은 여러분의 밀폐된 전

투 식량이다.또한 밀폐된 깡통이나 병이 안전할 것이다.모든 밀폐된 식품 그

릇을 열기 전에 정화한다.그렇지 않으면 식품을 오염시킬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현지 식물이나 동물로 식량을 보충해야 된다면 I 오염된 지역에

서 나온 식물이나 병들어 보이는 동물을 이용해서는 안 된만.식불과 동물을

다룰 때는 I 항상 보호 장갑과 의복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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