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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하기 전에 활동계획서 등의 필요서류와 현장 인력 및 장비를 완벽히
갖추어야 한다. 기지에 도착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면 현장
상황상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11
12

극지로 여행가기 전에 미리 제공되는 매뉴얼과 가이드북을 읽고 숙지해야
한다. 이 매뉴얼은 기지까지 가는 여행을 준비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13

있으며 출국하기 전에 이 매뉴얼을 반드시 읽음으로써 필요 사항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신청서
※ 해당연구 수행시 작성
(국문) 남극특별(보호·관리)구역활동 승인신청서

남극

○

○

○

◎

공통

●

●

●

◎

공통

●

●

●

◎

(영문) 남극특별(보호·관리)구역활동 승인신청서
(국문) 필수 건강검진 항목 참고자료

공통

(영문) 필수 건강검진 항목 참고자료
(국문) 자가건강진단 설문지(내국인 용)
(영문) 자가건강진단 설문지(외국인 용)
건강검진결과서(별도 제출) 제출시점 기준
1년 이내, 필수 건강검진 항목 포함 버전

1)	외국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속국가의 남극활동허가 업무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 및 허가를
득해야 함.
범례

1.1 서류준비

●

필수 제출 서류

○

해당연구 수행시 제출서류

◎

극지연 사업참여자인 경우 제출서류

극지 현장 연구참가자는 극지연구소에서 요구하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의류 및 개인물품

내국인
구분

첨부서류명

공통 남극하계현장조사 계획서

8

방문
지역
남극

소내

외국인1)

소외

극지연

성년

미성년

●

●

●

1

남극 및 북극과학기지 방문 신청서

공통

●

●

2

극지인프라 활용 및 연구성과물 제공 등에
대한 동의서

공통

●

●

3

보호자 동의서

공통

4

학교장 동의서(대학원생의 경우 학과장 동
의서)

공통

●

●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통

●

●

6

남극활동허가신청서

남극

●

●

●

7

남극활동계획서

남극

●

●

●

8

예비환경영향평가서

남극

●

●

●

극지 안전 매뉴얼

●

「12.2 안전장구 적용 기준표」를 참고하여 의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극지연구소
기술안전지원팀을 통해 피복과 안전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기준표에

◎

◎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업무상 필요한 물품은 추가로 지참할 수 있다.
기초 의류층(base Layer)
기초 피복은 기능성 내의류를 말한다. 기능성 내의는 신체에 대하여 36.5℃의
체온을 유지시키며 외부에서 신체로 유입되는 찬공기를 최후로 차단한다.
소재의 기능으로는 피부와 직접 접촉하므로 촉감이 부드러워야 하고, 땀을
잘 흡수 하면서 잘 마르게 하는 기능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면 소재 등은
촉감은 부드러우나 신체가 땀에 흠뻑 젖었을 경우 잘 마르지 않아서 체온을

01 국내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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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는 역할을 하므로 금한다. 땀으로 인해 자칫 저체온증을 유발시킬 수도

• 선글라스

있어서 위험하다.

	반드시 UV가 100% 보호되는 선글라스를 준비한다. 2개를 준비하여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은 피부에 얼어 붙을 수도

보온 의류층(Insulation Layer)

있으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선글라스를 준비한다. 귀, 코, 양면 등

보온 의류층은 보온, 흡습, 속건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의 찬기운을

태양으로 인해 영향 받을 수 있는 신체부분들을 감쌀수 있는 것이 좋다.

막고 신체의 보온 기능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두껍다. 젖어 있어도

• 피부보호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피복 사이에 공기층을 형성하여 체온을 유지한다.

	극지는 건조한 지역이다. 이에 대비하여 핸드크림, 립밤을 준비하면 좋다.
썬크림은 최소 SPF 30이상의 제품을 준비하고 UVB 또는 UVA가 커버

외기차단 의류층(Protection Layer)

되어야 하고 유통기한 내에 제품을 사용한다. 여름 시즌에는 24시간 동안

체온의 보온이라는 관점에서 외기란 눈, 바람, 비, 극저온 등 신체를

해가 떠 있으므로 태양, 눈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감싸고 있는 피복 밖의 외부 환경에서 체온 36.5℃를 낮출 수 있는 모든

• 개인 장비 세척

요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외부의 요인들이 신체에 닿는 것을 방지되도록

	한국을 떠나기 전 장비를 정비, 청소 하여 미생물 또는 균 등을 제거한다.

외기차단복은 방풍, 방수 및 발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장비에 붙어 있는 흙, 벌레, 씨앗, 음식물 등을 제거 해야한다. 벨크로

방풍, 방수 및 발수 기능의 외기차단복은 보온기능이 없다. 때문에 극저온

스트렙과 신발 끈 사이, 옷의 박음질 부분, 주머니 등을 꼼꼼히 청소한다.

환경에서는 방한(우모)복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외기차단복은

진공 청소기로 주머니를 정리하고 따듯한 물로 세탁한다. 진공 청소기로

방풍·방수·발수의 기능복과 방한복으로 나눈다.

신발과 부츠를 정리 하고 외부에 묻어 있는 흙 등을 청소 한다. 땅 바닥에
닿았던 장비(신발, 카메라 가방, 카고백, 삼각대 등)를 청소한다.

신체말단 보호복(Extreme Layer)

• 배터리

고글, 장갑, 양말, 안면모, 버프, 바라클라바, 방한모처럼 신체 말단 부위인 눈,

	추운 날씨에 배터리는 빨리 소모가 될 수 있다. 충분한 양의 배터리를

손가락, 발가락, 귀, 코 및 머리 등을 보온하는 피복이다.

준비한다. 이외에 발전기와 태양열 충전기도 좋은 대안일 수 있다.
• 물병

기타 추가 준비물
안경(2개), 세면용품, 선글라스, 선크림, 핸드크림, 립밤, 배터리, 물병

	평소 운반이 간편한 물병을 준비한다. 극지는 건조한 사막과 같다. 항상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안경
	안경을 쓰는 사람은 안경을 최소 2개 정도 준비하고 렌즈의 도수를

10

금지품목

기록하고 다닌다. 콘텍트 렌즈를 착용하는 이들은 렌즈 케이스와 여분

• 식물, 동물, 오염된 흙 등 (생태계 교란가능성 있는 것)

그리고 클리너를 준비한다.

• 스티로폼, 깨지기 쉬운 물품들을 보호하는 폼 (동물이 먹이로 착각)

극지 안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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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리 또는 LA → 산티아고 : 항공기 이용(13~14시간)
3. 산티아고 → 푼타아레나스 : 항공기 이용(3시간 30분)
4. 푼타아레나스 → 남극세종과학기지 : 항공기 이용(2시반 30분)

• 개인적으로 만든 음식(살균처리된 가공식품은 제외)
• 불법 약품
• 폴리 염화 비페닐 (PCB)

북극 다산기지
북극다산과학기지
(니알슨)
트롬소

롱이어비엔

1.3 출국과정

오슬로
프랑크푸르트
런던

북극다산과학기지

인천

장보고과학기지

인천

장보고과학기지

시드니

1.	인천 → 유럽의 한도시를 경유(런던, 파리 또는 프랑크푸르트) : 항공기 이용(11시간)
2. 경유지 공항 → 오슬로 : 항공기 이용(2시간)
3. 오슬로 → (트롬소 경유) → 롱이어비엔 : 항공기 이용(5시간)
4. 롱이어비엔 → 니알슨 : 경비행기 이용(25분소요)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남극장보고과학기지

맥머도기지

1.	인천 ↔ 뉴질랜드 오클랜드 또는 호주 시드니(항공편) ↔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항공편) ↔
남극장보고과학기지(항공 또는 아라온호 항해)

1.4 기지도착 후

세종과학기지
참가자 안전브리핑
기지에 도착하면 식당에서 숙소를 배정 받고 기지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남극세종과학기지

파리
LA

인천

안전브리핑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정도 소요된다. 이동이 제한된 곳 등
기지 주변에 대한 설명 및 안내를 받으며 기지내에서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산티아고
푼타아레나스
남극세종과학기지

숙소배정
1. 인천 → 파리 또는 LA : 항공기 이용(11~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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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이 모두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짐을 찾아서 숙소에 정리한다.
현장 훈련
＊ 관련 내용은 2.2 현장훈련 참조

1.5 건강 관리
극지환경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충분한 영양 섭취가 요구되며, 물은 하루에
2L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피부건강을 위해 선크림을 항상
바르도록 권장하며 눈건강을 위해 야외활동시 선글라스 착용은 필수이다.

인원현황
기지에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운영되는 극지연구소의 종합상황실과
연계된 인원 현황을 기록하고 있다.
• 기지 밖으로 나갈 때에는 항상 통신실에 보고하여 인원의 입출입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만일 귀환예정시간 보다 늦게 돌아오게 된다면 통신 담당자에게 수정된

1.6 기상에 따른 활동조건
일간 기상예보는 기지 내 현황판에 게시된다. 이를 참고하여 야외활동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이 어려울 경우 기지대장의 의견을 따라 행동한다.

시간을 전달해야 한다.
• 귀환시에는 반드시 보고해야한다. 만일 보고하지 않거나 예정시간을
전달하지 않으면, 긴급사태로 간주하게 된다.
• 기지 근처에 머무는 경우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는

기상 및 활동 제한
• 기지를 떠나기 전에 현재 및 하루 동안 기상조건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화재경보를 들을 수 있는 거리를 말하며, 기지에서 약2분 이내의 거리를

• 현재 기상조건은 통제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말한다.

• 해상에서의 기상이 평균풍속 10㎧ 이상일 경우, 또는 시계가 3km 이내일
경우에는 고무보트 및 바지선을 운항할 수 없다. 단, 평균풍속 10 ㎧

기지 내 연구설비 보호

이하일 경우에도 목적지의 평균풍속이 12㎧ 이상일 경우에는 고무보트 및

기지 내에는 많은 연구시설들이 있고 건물 근처에는 안테나와 연결되는 많은

바지선을 운항할 수 없다.

케이블들이 있다. 이런 케이블이 지나는 지역에서 케이블에 하중을 가하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한다.
무전기에 의한 전파 간섭에도 주의해야 한다. 전자기에 의해 연구장비들이
데이터 수집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신을 위해서는
유선전화를 먼저 사용하고, 비상시에 무전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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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

풍속확인 (깃발을 통한 풍속추정)

남극 고원의 강수 형태는 보통 눈이나 얼음 결정이다. 활강 바람이 얼음
계곡과 빙하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을 바다로 옮김으로써 많은 고원 지역에는
블루아이스가 노출되어 있다. 블루아이스는 강한 바람이 분다는 표시이지만
탐사를 하기에는 비교적 안전한 곳이다. 이런 곳에서는 크레바스가 구멍처럼
0 ~ 1.5m/c (0 ~ 10kts)
눈보라 없음

1.5 ~ 2.5m/c (10 ~ 15kts)
눈 날림 시작

2.5 ~ 3m/c (15 ~ 20kts)
지면 강한바람

쉽게 눈에 띈다.
블리자드
블리자드는 빠른 속도로 최고 풍속에 도달하고 보통 24시간 후에 세기가
약화된다. 평균 지속기간은 1~3일이며 연중 항상 발생한다. 블리자드가 최고

3 ~ 4m/c (20 ~ 25kts)
눈높이 강한바람

4 ~ 5.5m/c (25 ~ 35kts)
눈보라 시야가림

5.5m/c ~ (35kts ~ )
블리자드 시야 200m 이하

＊ 14.5 풍속·체감온도표 참조

풍속에 이르면 시계는 0이 되며 도움을 받지 않고는 똑바로 서서 움직일 수
없다.
블리자드가 지나가면 주변의 눈 표면이 완전히 달라진다. 크레바스 인근에
많은 양의 눈이 날려와 쌓여있을 수 있으며 트랙터와 썰매, 텐트가 완전히

카타바틱 바람(활강 바람)

묻힐 수 있다.

고원의 얼음과 만난 바람은 야간에 냉각 된다. 차가운 공기는 무겁고 30~50
노트의 속도로 산을 타고 내려오게 된다. 차가운 공기는 해안 부근의 경사가

화이트 아웃

급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속도가 높아진다. 바람은 연안에 두루마리 구름을

눈밭 위를 구름이 완전히 덮을 경우 화이트 아웃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만들 수 있으며 그 아래는 비교적 고요하다.

화이트 아웃이 나타나면 사물이 완전히 분간이 되지 않으며 지평선이
보이지 않는다. 크레바스와 빙벽과 같은 위험한 표면이 잘 보이지 않기

온도

때문에 탐사를 하기에 위험하다. 화이트 아웃의 정도는 구름의 밀도에 따라

내륙 평균 온도는 고도가 높아지면서 감소한다(100 미터 상승 시마다 약

다양하다. 부분적인 화이트 아웃이 발생한 경우에는 탐사가 가능하지만 눈의

1°C 감소, ‘단열 감율’이라 함). 1,000미터 고도의 연평균 온도는 -20°C이다.

피로 때문에 힘이 들고 피곤하다. 블리자드가 발생하지 않거나 눈이 내리지

4,000미터 부근에서는 -60°C까지 떨어진다. 내륙을 횡단시 가장 낮은

않는다면 정상 거리의 물체와 사람은 보인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작은

온도는 보통 -55°C이나 보스톡(Vostok)에서는 -89.6°C까지 기록된 적이

물체와 멀리 있는 큰 물체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판단하기가

있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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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헬리콥터 운용
보통 헬리콥터 운용은 보조파일럿이나 하역담당이 없이 조종사 한 명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헬리콥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현장매뉴얼의 안전
확인 절차를 숙지해야 한다. 또한 헬리콥터를 탑승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

02
극지 안전 훈련

절차와 헬기 탑승과 관련된 위험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 13.17 항공기 운영 매뉴얼 참조

국내훈련
현장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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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해야한다. 훈련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연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극지 안전 훈련
극지연구소의 극지안전훈련 과정은 극지환경에서 안전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현장 안전활동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실시된다.
극지안전훈련은 기지로 출발하기 전 시행되는 국내 훈련과 기지 도착 후
진행되는 현지훈련으로 구분된다. 국내훈련을 통해 연구원들은 참여 현장에
따른 수준별 필수 훈련을 받게되나 여유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훈련을
받을 것을 권한다. 훈련 기록은 극지연구소에 보관되며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극지 현장에서 실시되는 훈련은 연구원이 위험성을 인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역량과 판단력을 충분히 높여줄 수는 없다. 현장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요원의 조언과 도움을 구하며 안전하게 행동하여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캠핑과 기본 야외활동 훈련-의류 및 장비 등 사용법 등
캠핑과 함께 적용되는 야외 적응 훈련이다. 극지피복 및 장비, 텐트, 스토브에
대한 정보와 사용법을 함께 배우고, 캠핑을 하면서 숙달시키는 과정이다.
더불어 극지 현장활동 리더쉽에 대한 강좌도 마련된다. 개인생존 훈련과 함께
진행된다.
• 수상훈련(보트)
	수상적응 훈련으로 기본적으로 고무보트 활용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익히고, 개개인의 수상안전훈련을 병행하며, 선박에 탑재되는 서바이벌킷
사용법을 익힌다. 나아가 현장에서 적용되는 소형 선박 탑승시의 안전 및
비상탈출, 구조 훈련을 병행한다.
• 무선통신
	야외 활동 시에 사용하는 휴대용 무전기의 사용법과 무선통신 방법,
긴급무선통신 등 사용법을 익힌다.

2.1 국내훈련

• GPS 항법

극지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과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는 위성을 통하여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도록

타인이 안전하도록 돕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은 극지역 연구활동에 대한

해주는 장비이다. GPS 장치는 극지역에서의 나침반 항법에 대한 여러

위험성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GPS에만 의존해서는

• 극지역에서 연구 및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국내훈련 과정을

안된며 활동지역에 대한 위성영상, 지도 등 다양한 지리정보를 미리

이수해야 한다.
• 교육은 3년 기한이며 3년후 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준비한다. 이 교육에서는 GPS 사용법과 웨이포인트 설정, 항법 등을 배울
수 있다.

• 배로 이동할 경우 : 출항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훈련과정을 통하여 승선시
필요한 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승선에

수색과 구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수색

• 대륙 내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출발전 산악훈련 과정을 반드시

	수색은 야외 활동시 일어날 수 있는 실종/조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실종자를 수색하는 원칙인 LAST(Location, Access, Stabilize,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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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따른 수색절차와 기술을 익히고, 부상자의 야외 후송 방법 등에

국내훈련 일정

대해서 익힌다.

＊ 14.1 국내훈련 일정 참조

• 로프 구조(TRRO)
	로프를 사용하는 테크니컬 구조 과정이다. 크레바스 추락시의 자력탈출과
하강, Z-Pulley System, 다양한 로프의 설치법과 도하 등의 과정을 배운다.

2.2 현장훈련

필요시 로프구조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산악훈련 과정으로

현장훈련은 극지과학기지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하게 되는 활동이다.

대륙내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장훈련의 목적은 기지와 주변의 자연특성에 대해 인지하고, 안전하게
활동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응급처치

현장 활동에 따라 기본적인 의류, 스노우크래프트, 무선통신, 환경관리와

야외활동시 생길 수 있는 응급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기술을 익히는

서바이벌킷 사용법 등과 같은 교육과 설동, 빙하탐사, 해빙, 위험관리, GPS와

과정이다. 현장 연구 중 기지 또는 의료 시설과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항법, 텐트설치, 운송수단에 대한 교육훈련이 시행된다.

위급상황 발생시 의료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의 처치방법을 익힌다. 따라서
극지에 투입된 모든 인원이 응급처치 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현장훈련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수 있다.

• 안전 브리핑. 극지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 브리핑에 참가해야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골절, 이산화탄소중독, 고산증, 심장마비 등에

한다. 기지 내에서만 활동하며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대한 야외 응급처치 과정이다. 필요 시 응급처치 전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유일한 훈련이 될 수도 있으며 기지생활과 기지 주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화재 예방과 진압

• 훈련은 3년간 유효하며 3년이 경과된 사람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화재는 건조한 남극의 환경에서 중대한 위험요소이다. 화재를 예방하고,

• 생존훈련(2일): 모든 현장 스텝과 지원 담당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발견하고, 소화 및 진압하는 절차를 익히는 교육과정이다. 원칙에 따라

안전브리핑, 의류,스노우크래프트, 무선통신, 환경관리, 서바이벌킷, 해빙,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내용을 훈련한다.

GPS와 항법, 운송수단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이루어져 있다.
• 심화 훈련: 남극 내륙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훈련이다.

항공기 안전
헬리콥터 탑승과 하차 시 주의할 점, 헬리콥터 접근법, 헬기 내 화물적재,

생존훈련

외부화물의 장착과 분리, 헬기장 표시와 정리, 헬기 통제 등의 방법을 배우고

• 생존 훈련 내용

아울러 헬기 내에 비치된 서바이벌킷의 비상시 사용법을 배운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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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와 옷의 올바른 사용법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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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활동을 위한 절차
–– 생존 기술
–– 셀프 레스큐
–– 기초 독도법

03 현장탐사

–– 항공기 주변과 기지 주변에서의 안전
–– 환경관련

• 탐사대 업무에 따라 추가 될 내용
–– 4륜 오토바이 및 차량 이용법
–– 야외 숙소 생활법
–– 해빙, 빙하 이동 법
–– 크레바스 구조
–– GPS항법과 독도법
–– 외진 곳에서의 통신법과 전력 공급법

현장 운영 구역
의류
식량
통신
이리듐 위성전화
GPS 활용

현장훈련 일정
＊ 14.2 현장훈련 일정 참조

현장 캠프에서의 기상관측
현장탐사 활동 원칙
폐기물 처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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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키트를 지참하고 반드시 최소 2인 1조로 팀이 구성되어 활동해야 한다.

3 현장탐사

해당 구역은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기지 대장은 기지 주변 외부에서 실시하는 모든 현장 탐사에 대한 승인 책임이
있다. 각 탐사활동에는 현장 연구 책임자가 지정한 현장안전요원이 함께하여야
한다. 모든 연구원은 탐사 계획에 따라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원거리 구역(Back-Country):
기지 주변 근거리 구역 이상의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남극 내 원거리 구역이나 위험지형 현장탐사에는 심각한 위험이 따르며
현장 훈련만으로는 갖출 수 없는 기술과 판단력이 필요하다. 빙원이나
산악지역에서 연구하는 인력들은 국내에서 산악 훈련을 따로 이수하여야

3.1 현장 운영 구역

한다. 원거리 구역은 각종 지원이 몇 주 동안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될 수

극지연구소 현장탐사 관리를 위해 다음의 운영구역에 대한 각각의 탐사

있으므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 원거리 구역 탐사에는 국내에서 사전 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원거리

규칙을 적용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구역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 탐사단 규모는 보통 네 명(연구원
유형

지역

Base

Sea

Front-Country

Or

Back-Country

Land

적용 기준

소요 시간(범위)

세종/장보고기지 기준으로 응급상황 발생장 0.5hr 이내
소까지 구조팀의 출동시간 또는 치료를 받기
2hr 이내
위해 이동하는데 소요 되는 시간
2hr 이상

3명, 현장안전요원 1명)으로 구성된다.
• 현장안전요원은 장비와 식량, 현장 캠프 관리, 현장 작업 지원 등을
담당한다.
• 항공 지원을 위해서는 모든 장비의 중량과 부피에 대한 사전 정보가

기지 주변 구역(Base):

필요하며 사용되는 헬리콥터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기지와 기지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주변 지역으로 구성된다. 각 기지의 기지
주변 구역은 연구원들에게 발급된 기지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모든 연구원은
기지 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기지 주변 구역 내에서 탐사를
할 수 있다. 눈보라가 치는 경우에는 무전기를 휴대하여도 기지 주변 구역
내에서 실종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지 주변 근거리 구역(Front-Country):
이 구역에서는 기지 책임자의 구두 승인이 필요하며 통신실에 입/출 신고를
시행한 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생존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무전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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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의류
활동 상황
도보이동, 스키, 땅 파기, 달리기를 할 때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단열
의류를 착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옷을 더 껴입거나 벗고, 지퍼를 열어
체온을 조절한다. 특히 겨울에는 땀을 흘리지 않도록 체온을 조절한다. 옷에
습기가 가득 차서 바깥에 입은 옷에서 얼고 다시 따뜻해지면 녹아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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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항상 방풍 외투를 준비하거나 착용하여 저체온에
대비하여야 한다.
정지 상황
사륜차량을 운전하거나 관측, 조사를 할 때는 두꺼운 방한복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류는 여러 겹의 단열 의류와 함께 껴입거나 따로 준비하였다가
착용할 수 있다. 중간 중간에 활동을 해야 한다면 가능한 많이 지퍼를 열어
소매와 목 부분을 자주 환기를 시키고 방한모를 벗어 체온을 유지한다. 차량
및 기타 기계류 작업 시 장갑이나 늘어진 물품들을 주의 한다.
＊ 1.2 의류 및 개인 물품 참조

3.4 통신
소개
기지에서의 통신은 VHF와 HF 라디오, 이리듐 전화기를 모두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기지내에서는 VHF 무선 통신을 사용한다.
• HF

지평선 너머 장거리 통신을 위함

• VHF

가시거리 내 통신, (리피터가 없을 경우)

• 이리듐	위성전화는 긴급용으로 VHF 리피터망 밖에서 탐사활동 할 때
필수 통신장비

3.3 식량
탐사일정에 따른 식량계획
• 비상식량
	현장 탐사의 거리와 기간, 고립성, 특성에 따라 예상치 못한 지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생존 식량을 준비한다. 모든 항공기를 이용하는
원거리 현장 탐사단은 예정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생존 식량을 준비한다.
• 일반 규칙
–– 기지를 떠나 차량으로 탐사를 실시하는 경우 하루마다 추가 3일분의 식량을 준비
–– 항공기로 원거리 또는 고립 지역을 탐사하는 경우 1개월 마다 추가로 10일분의
식량을 준비
––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크레바스, 빙하, 해빙 등)을 탐사할 경우 구조를 받을
때까지 버틸수 있도록 충분한 식량을 준비한다. 구조 기간은 위치와 시기에 따라
며칠에서 몇 개월이 될 수 있다.

• VHF(Very High Frequency) 고정용 통신 -고출력
	VHF 통신은 30～300㎒의 초단파 대역에서 주파수 변조(FM)를 이용한
아날로그 방식의 무선통신으로 해상 선박용 주파수(VHF Marine
Channel)인 156㎒ 대역을 이용한다.
세종기지 주변의 칠레, 러시아, 중국,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의 기지와
교신에 사용되고 장보고 기지에서도 이태리 기지 및 아라온과의 통신,
대원들의 야외 활동에 사용된다. 보통 기지의 통신실에 설치된다.
• VHF(Very High Frequency) 휴대용 통신 -저출력
–– 휴대용 VHF통신(VHF Marine Channel)은 기지에서 가장 사용 빈도가 높고,
대원들의 야외 활동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채널 16의 경우 비상시를 제외하고 호출 외에 장시간 점유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선박 통신
• VHF 통신
	모든 선박 VHF 통신은 VHF 해상 채널을 이용한다. 선박은 긴급 조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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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수신하기 위하여 채널 16을 계속 개방한 상태로 운행하며 기지의

긴급통신

VHF 무전기는 이 채널을 탑재하고 있다. 조난신호 등 긴급상황일

＊ 13.3 긴급통신매뉴얼 참조
＊ 14.10 통신주파수 참조

경우에는 이 채널을 사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HF 통신

교신 일정

	VHF 채널 16번이 일상적으로 40~90 km정도의 교신거리를 갖는 반면

현장 탐사대는 매일 기지나 베이스캠프와 통신을 해야 하며 지정된 형식을

HF의 이 비상주파수는 기상조건에 따라 주간에는 90~280 km 야간에는

따라야 한다. 교신 시간은 보통 지역 시간으로 08:00와 19:00이나 변경될

280~560 km의 교신범위를 갖는다. 그래서 많은 선박들은 HF무전기를

수 있으며 출발 전에 기지 통신 운영자와 조율해야 한다. 모든 대원은 규정된

함께 보유하여 2182 kHz를 계속 모니터하고 있다. 만약 HF 무전기를

교신을 해야 하며 1차 교신 약속을 놓친 경우 구조대 활동이 시작 될 수

갖고 있다면 해당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주로 자동 경보 신호를

있으므로 반드시 지체하지 말고 교신을 해야 한다.

수신하기 때문에 음성 호출은 수신되지 않을 수 있다.

＊ 11.1 구조대 파견 여부 파악 방법 참고

휴대용 무전기
휴대용 무전기를 할 때 유의 사항:
•	기지에서는 2채널(Dual channel)을 지원하는 무전기의 경우 채널 16과
채널 8로 설정하여 수신 대기한다. 채널 16의 경우, 모든 기지들이 호출용
공용주파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기지와 교신할 때는 최초 호출 때만
사용하고, 이후 채널을 바꾸어 사용한다. 채널 8의 경우 기지 내부 통신망으로
사용하며 1채널 휴대용인 무전기 경우 채널 8을 주로 고정하여 운용한다.
•	기지 내 VHF 휴대용 무전기는 모토로라 GP328 Plus로 교육시 사용법을
숙지하고 무전기 사용 매뉴얼을 참조한다.
–– 무전기를 바람에 등진 상태로 하여 말하기.

정기 교신
1. 지정된 시간에 기지를 호출한다.
2. 다음날 계획된 이동 일정에 대해 교신한다.
3. 사전에 쓰여진 전문을 준비한다.
4. 교신 내용을 짧게하여, 다른 사람이 무의미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한다.
5.	다른 현장팀과 교신할 내용이 있다면, 기지에 미리 통보하여 그 현장팀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한다.
부정기 교신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24시간 항상 기지를 호출할 수 있다.

–– 높은 지대에서 작동하거나(가시선 범위를 확장) 외부 VHF 안테나가 설치된
곳에서는 소형 무전기 안테나를 떼고 고정 안테나를 연결하기
–– 가능한 한 무전이 가능한 일정한 거리 유지

1.	안테나와 배터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 두 가지가

–– 무전기를 항상 수직 상태로 유지

잘못된 경우이며, 안테나가 분리된 상황에서는 절대 송신스위치를

–– 배터리과 무전기를 항상 따듯하게 유지

눌러서는 안된다. 송신부의 부하로 인해 무전기가 고장날 수 있다.

＊ 13.4 무전기 사용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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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F 무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안테나의 방향을 기지 쪽으로 맞추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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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만일 다른 현장팀과 교신이 가능하다면, 그 팀을 통해 기지로

호출 및 식별

중계하도록 한다.

무전 호출을 할 때에는 먼저 연락하고자 하는 탐사대의 이름을 말한다. 이를

3.	모든 무전기는 태양의 흑점 폭발이나 극점의 전파 흡수현상, 기상상태,

통해 가능한 빨리 탐사대의 주의를 끌 수 있다.

상호간의 출력상태, 또는 무전기의 상태 등으로 통신이 불량한 경우,
한쪽은 무전을 들을 수 있으나 다른 한쪽은 무전을 정확하게 들을 수 없는

무전 호출을 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 패턴을 따른다: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수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미리 통신을 위한

• 상대방 이름 두 번 호출 후, 송신자 1번 호명

절차를 세워 상황이 조금이라도 양호한 측에서 상대방의 비상 조치를

–– 홍길동 : 본부! 본부!, 홍길동. “정상 활동 중입니다.”

유도할 수 있다.

–– 본부 : 홍길동! 홍길동!, 본부. ”통보 감사합니다.“

예	1)	파견대! 파견대! 여기는 베이스.. 만약 제 신호를 수신한다면 무전기 PPT를 길게 두번
눌러 주십시요.. 와 같이 상대방이 베이스 스테이션의 신호를 수신하는지 확인한다.
2)	파견대! 파견대! 여기는 베이스.. 지금부터 묻는 질문에 그렇다 라면 송신기 스위치

• 다른 이용자가 여러 무전이나 주파수를 동시에 듣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호출할 채널이나 주파수를 지정한다.
–– 홍길동 : 본부! 본부!, 홍길동. 채널 6 오버

(PTT)를 길게 한번, 아니다라면 짧게 두번 눌러주세요. 잘 알아들었습니까? 이와 같
이 즉각 룰을 만들어 기본적인 상황전달을 할수 있다.

수신이 좋지 않다면 호출 신호를 세 번 이상 반복한다.
호출을 받은 측은 비슷한 방식으로 대답하고 필요에 따라 호출 신호와 수신을

4.	모니터 기능

이용하여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

	FM방식의 송수신을 사용하는 무전기에는 일정 수신감도 이하의 신호를
차단하는 스켈치 오프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이는 수신되는 전파가

영어 무전 용어(AAD Field manual 참고)

없을시 무전기 자체의 수신회로가 항시 작동함으로서 발생하는 내부 발진

• 긍정(affirmative)

등의 잡음을 감쇠시키고자 하는 기능이며 리미터가 작동하여 일정 세기
이하의 신호를 차단한다.

‘예’를 뜻함. 수신이 불량한 경우에 더 잘 들리기
때문에 사용

• 부정(negative)

	이때 송수신이 이루워 지지 않을 경우 무전기가 조용한 대기 상태로

‘아니오’를 뜻함. 수신불량한 경우에 더 잘 들리기
때문에 사용

전환되어 쾌적한 환경을 유지 할 수 있으나 일정 수준 이하의 미약한

• 로저(roger)

전송 내용을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뜻한다.

신호를 무시해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 오버(over)

전송을 끝내고 답신을 기다린다는 뜻.

	만약 위급 상황에 상대방의 신호가 미약하여 수신이 어려울 경우 이
스켈치(리미터의 작동을 제어)의 기능을 off 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 대기(standing by)	전송 내용을 받았으며 다음 답변을 기다린다는 뜻
• 아웃(out)

전송을 마쳤으며 추가 답변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

수신환경을 만들수 있다. 이 기능이 바로 모니터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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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리듐 위성 전화
이리듐은 위성 시스템을 통해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를

고도

미터/분(m/min)

기압

헥토파스칼(Hectopascals)

＊ 13.13 GPS 매뉴얼 참조

제공하는 전화이다. 위성 전화기는 가볍고 휴대하기 쉬우며, 주요 통신수단인
HF, VHF 무전기를 보완할 수 있으며 세계 어느 곳으로나 연락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방법이다.

3.7 현장 캠프에서의 기상관측

비상용으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 13.5 이리듐 위성 전화 매뉴얼 참조

현장 연구팀은 기지를 떠나기 전에 날씨에 대한 브리핑을 받거나 기상 담담
월동대원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캠프에 도착한 후에 현장 일기를 관측하고
기지에 전달한다.
＊ 13.6 기상관측 및 보고 매뉴얼 참조

3.6 GSP 활용
극지의 항법은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어렵다. 자남극점에 가까이 가면
나침반의 바늘이 느리게 움직이고 지구 자기장의 변동으로 인해 나침반
방향이 시간당 최대 10°까지 바뀔 수 있다. 금속과 전기 물체 역시 다른
지역보다 나침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GPS는 나침반 항법 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결해주었지만 GPS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위성의 입사각이 낮을 경우 대기의 간섭으로 인해 위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정확도는 5 m 이내이다.
기준 및 단위
GPS 기기 상의 단위표현을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표준 단위항목

표준단위

좌표 표현

도·분 (ddd° mm.mmmm′)

기준 타원체

WGS 84

거리 및 속도단위

미터법(Metric)

극지 안전 매뉴얼

극지에서의 모든 야외활동은 반드시 2인 이상의 팀 단위로 수행하며 아래
현장 운영 구역에 따른 필요 사항을 따라야 하고 본부(과학기지 또는
주캠프)의 현장운영 책임자(기지대장 등)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이루어져야
한다. 야외활동 최소 1일 전에 활동계획을 통보하여 승인 받도록 한다.
• 야외활동 1일 전 : 활동계획 통보 및 승인획득
야외 활동의 승인을 받은 팀은 본부에서 다음의 활동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좌표, 지구타원체 및 거리 단위 등에 대해서 혼선과 오차를 피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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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기 및 예비 배터리
• GPS
• 도시락 등 행동식(필요시)
• 차량, 보트 또는 항공기(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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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를 계획할 때 다음의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활용

보고서는 사고가 발생한 즉시 가능한 빨리 작성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향후

↻↻ 탐사대에 참여할 구성원들이 적절한 훈련을 받았는지 확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 되어질 것이다. 또한 모든

↻↻ 탐사 경로와 지역 상황에 대한 조사 – 다른 구성원들에게 전달 여부

사고 보고서들은 향후 일반적인 남극탐사 프로그램 검토의 일환으로 위기

↻↻ 사전 승인 획득 여부
↻↻ 방문 지역의 환경 구역(예: ASPA)의 방문 승인 및 숙지, 모든 관리 의무 확인

상황이나 사고의 반복적인 발생의 패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생존키트
• 항상 올바른 생존키트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탐사대와 파일럿에게
적합한 생존장비의 준비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책임자의 역할이다.

3.9 폐기물 처리
모든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색상별 봉투에 담아 기지 또는

탐사대원의 의무

선박으로 가져와야 한다. 단, 수거작업에 위험이 따르거나, 방치하는 것보다

• 탐사일정관리

오히려 환경에 유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회수하지 않을

• 건강관리

수 있다.

• 서류작성 기록 보관
색상

폐기물의 종류

파랑

음식물, 또는 음식물 쓰레기, 이중 포장

녹색

재활용 폐기물(종이, 마분지, 유리, 캔, 금속, 플라스틱 등)

• 현장기록

흑색

매립용 일반폐기물

• 보고

적색

지정폐기물

백색

생물 시료, 위생용품, 의료 폐기물

• 초상권 동의
• 잠재적 위험에 대한 동의

사건 보고서의 작성 및 검토
탐사 중에 사고나 위기상황을 겪을 때 마다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사고(accident): 부상, 질병, 결원, 혹은 사망자를 초래한 사건(incident)
• 아슬아슬한 위기상황(close call):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은 상황

• 백색 봉투의 경우 봉인한 후 내용물을 표시한다. 항공기로 운송하는 경우
UN 승인 표시가 있는 포장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 가능한 경우 폐기물은 재활용을 위해 최대한 분리하여 기지로 가져온다.
• 공 연료드럼은 부피를 줄이기 위해 상단을 절단하여 압축해도 좋다.
• 여분의 미개봉 음식 상자, 폐목재 및 연료, 부동액 또는 윤활유 등 특정
품목은 향후 이용을 감안해 저장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회수 전

사고 보고서 서식과 위기상황 보고서 서식은 모든 탐사에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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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책임자가 기지대장과 의논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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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오수 및 음식 쓰레기
•	연구팀은 야외 배설물 처리를 위해 휴대용 변기를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식 쓰레기와 배설물은 일반적으로 모두 기지나

04 도보이동

선박으로 가지고 나와 소각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눈과 얼음에서 하수, 오수 및 음식 쓰레기는 눈구덩이에 그대로 폐기할 수
있다.
•	식물 서식지, 담수호 또는 개천 주변에는 절대로 폐기해서는 안 된다.

준비사항
위험요소

야외 폐기물 처리의 주안점

빙하

•	폐기물을 최소화 한다.

해빙

•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용기를 재이용한다. (예, 사용한 티 백 저장,
잼/스프레드 등의 용기 등)

일반탐사기술

•	폐기물의 부피를 줄인다. (상자, 캔, 깡통, 용기를 압축, 가능한 경우 종이
및 카드를 편다)
•	폐기물을 제공된 특수 폐기물 봉투에 분리한다. (위의 표 참고)
•	가득찬 경우 가능한 압축하여 단단히 포장한 후 캠프 주변에 안전하게
저장한다. 내용물 유출의 염려가 있는 경우 봉투를 이중으로 포장한다.
•	생산된 봉투의 수와 형태를 기록한다.
•	여행 시 봉투가 손상을 입었거나 찢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폐기물을 부득이 현장에 저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위치, 양 및 종류를
기록하고 현장책임자와 기지대장에게 보고한다. 가능한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선택한다.
•	작업장 또는 캠프를 떠나기 전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떨어진
쓰레기를 회수한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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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야 한다. 크램폰은 바위를 오를 때 손상될 수 있으므로 바위로 인한

4 도보이동

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을 조심하여 옮겨야 한다.
–– 점검 사항 :
≫≫ 스트랩이 느슨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녹고있는 설면에서는 크램폰에 눈이 달라붙는 ‘볼링 업(balling up)-

4.1 준비사항

눈이 두 지점 사이에 붙는 현상’이 나타나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아이스 액스 등을 이용하여 발 옆을 두드려 눈을 털어낸다.

장비

≫≫ 발을 디딘 다음에 움직이면 크램폰이 미끄러질 수 있다.

• 헬멧, 아이스툴, 안전벨트, 크램폰,

≫≫ 발을 넓게 벌리고 걷는다. 특히 사면을 내려갈 때 크램폰이 서로 걸려

• 동계용 신발

발을 헛디딜 수 있다.
≫≫ 로프를 크램폰으로 밟으면 망가질 수 있다.

• 아이스 파이프 스크류,
• 스패츠
＊ 14.4 이동장비 참조

• 카툴라 마이크로스파이크

4.2 위험요소 - 눈과 얼음

	얼음이나 눈 위에서 활동할 계획이라면 항상 카툴라 마이크로스파이크를

빙원의 표면은 일반적으로 눈이나 단단한 얼음이 다져져 있다. 눈이 날려

준비해야 한다. 카툴라 마이크로스파이크는 고무 외피와 체인으로

쌓인 곳에는 부드러운 눈더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여름철에는 눈과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아이젠이 이에 속한다. 카툴라

얼음이 녹아 단 하룻밤 사이에도 도보로는 지나갈 수 없는 하천이 생기거나

마이크로스파이크를 활용하면 얼음 위를 빠르고 간단하게 이동할

호수가 생기기도 한다. 빙원의 표면은 평평한 경우가 드물고 바람으로 인해

수 있도록 하지만 가파른 경사에서는 효과가 떨어진다. 카툴라

얼음 산마루나 눈더미가 형성된다. 이 눈더미는 보통 높이가 30~60cm이지만

마이크로스파이크는 체인만 달려 있어 경사에서 쓸 수 없고 기지

골짜기부터 산마루까지 2미터 높이까지 쌓이는 경우도 있다.

주변에서만 이용해야 한다.
얼음 절벽
• 포인트 크램폰

얼음 절벽은 모든 해안 지역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빙원의 얼음은 여름철에

	크램폰은 가파른 빙면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단단한 부츠와 함께

부서져 바다로 떨어진다. 겨울철에는 해빙이 만들어지고 날림 눈이 빙원에서

40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빙원에서 활동하는 운석/지질/빙하팀에서

해빙으로 이어지는 사면인 ‘커니스’를 만든다. 이러한 경사면은 큰 위험이 될

주로 활용하는 장비이다. 현장에 나가기 전에 크램폰이 편하게 맞는지

수 있다. 사면은 보통 볼록하여 앞에 있는 지형을 보기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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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커니스가 먼저 만들어지고 회오리 모양으로 떨어진 날림 눈이 절벽

나타날 확률이 높다. 풍식지형은 발견되기가 매우 어려워 위험에 처할 수

아래에서 틈을 메우고 경사면을 이어지게 만든다.

있으며 일반적으로 얼음 절벽은 돌출된 커니스에서 5~50미터 사이에 나타날
수 있다.

커니스(Cornice)
커니스는 그림에서 보듯이 돌출부분이 발달하여 밑으로 수그러지며 공기층의

녹은 얼음

동공이 생기게 되므로 최소단면적의 원리에 의해 우리의 판단보다는 훨씬

얼음이나 눈은 따뜻한 여름철에 녹기 시작한다. 태양 복사열이 눈을 덥히면

뒤의 선에서 붕괴된다. 커니스 붕괴에 의해 눈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물이 눈의 고체 층이나 물을 머금은 층과 만날 때까지 스며들어 흘러 내리거나
웅덩이를 만든다. 물이 흘러내리면 하천이 만들어지고 매우 빠르게 형성되어

안에 숨어 있는 1차 커니스의
균열된 커니스가 속에
균열가능성이 있는 선
숨어있는 새로운 커니스

균열가능성이 있는 선

흐른다. 물이 고이면 호수가 만들어 지는데 눈 표면 아래에 있을 경우 위치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색깔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걷거나 차량
주행 중에 갑자기 가라앉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빠지게 될 경우 상당한

균열가능성이
있는 선
암벽

막힌 공간

깊이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조가 어렵다. 늪처럼 녹은 구역 외에도
빙원 표면에도 하천을 만들 수 있다. 얼고 녹는 과정이 매우 빨라 하루 사이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눈

나타나기 때문에 심하게 녹은 구역은 야간에 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로 겹쳐서
형성되는 처마

얼음절벽에 접근할 경우, 특히 화이트아웃이 발생하면 주의해야 한다.
• 앞에 있는 사면 전체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로프를 설치하고 아이스
액스로 사면을 확인해야 한다.

4.3 빙하
국내에서 산악훈련을 받은 인원만이 로프를 이용한 빙하 탐사를 할 수 있다.

• 커니스는 모서리부터 잘 부서지므로 커니스의 붕괴에 주의해야 한다.
• 커니스 뒤에 발생할 수 있는 타이드 크랙에 주의한다.

크레바스 지역 탐사
안전한 경로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이트아웃이 발생했을 때 크레바스

풍식

구역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안전 경로가 표시되었더라도 크레바스가 없을

풍식은 장애물 주변을 흐르는 바람이 소용돌이쳐서 눈이 쌓이지 않게 하고,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이로인해 균열이나 수직 빙벽 등의 침식현상이 나타나는 곳을 말한다.

• 크레바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나 익숙하지 않은 지형에서는 인원 간 항상

남극에서는 주풍이 부는 곳에 놓인 텐트와 차량 등 물체가 바람을 향한
쪽에서 풍식이 나타날 수 있다. 바위나 누나탁이 노출되어 있으면 풍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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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갖춘다.

크레바스 탐지

•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앞장 선다.

크레바스는 추운 계절과 눈이 온 후에 특히 눈으로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

• 의심스러운 곳은 미리 탐지한다. 크레바스를 완전히 덮을 정도로 눈이

크레바스를 가릴 정도로 눈이 쌓여있지만 사람의 체중을 지탱하기는 어려운

쌓여있어도 눈이 체중을 지탱할 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

경우에 특히 위험하다. 크레바스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특징을

• 크레바스 선을 직각으로 건너고 최단거리로 통과한다.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 다음을 주의한다.

크레바스는 시작지점에서 수 킬로미터를 뻗어 나갈 수 있으며 시작 지점이

–– 크레바스는 표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넓을 수 있다.

빙하 아래에 있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평평한 곳에서 표면이 변화하기

–– 표면이 처진 얕은 골

시작하는 지점을 주의하여 관찰해야 한다.

–– 광택이나 질감, 색상이 다른 표면(Ice Bridge)

• 크레바스 구역을 통과하는 안전 경로를 깃발로 표시한다.

크레바스 위에 쌓인 눈(눈다리; snow bridge)은 색깔과 질감이 주변 눈과
다른 경우가 많다. 보통 약간 가라앉아 있다. 눈 표면을 따라 좁은 균열이 있을
경우에는 가까이에 바람이 막힌 쪽 모서리로 크레바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로프구조 훈련을 받은 사람은 현장 안전 책임자 및 동계기간 구조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크레바스는 눈과 빙하의 탄성이 부족하여 발생한다. 빙하가 장애물을
지나거나 하부의 지형이 바뀌면 갈라지고 깨지게 된다.
크레바스는 빙하의 이동과 두께, 빙하 하부 지형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크레바스는 보통 솟아오른 부분과 빙하가 방향을 바꿀 때 굽혀진
부분의 바깥쪽에서 심하게 나타난다. 크레바스는 몇 센티미터에서
10~20미터에 이르기까지 폭이 다양하며 작은 크레바스가 위험한 경우가
많다.
가장 안전한 경로는 보통 빙하가 드러난 곳과 굽혀진 부분의 안쪽이다.
가능하면 크레바스 지역은 피해서 이동한다. 지도나 이전 탐사 기록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없이 횡단한 지역이라고 해서 크레바스가 없을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이전 탐사대가 운이 좋았을 수도 있다. 정기적으로
이용되는 경로에도 크레바스가 있을 수 있다. 기지 외부 원거리에서 연구를

이 모서리는 벌집 모양의 눈이나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단하지 않다.
크레바스를 따라 쌓인 눈더미와 눈 언덕은 바람에 의해 다져져 건너기에
비교적 안전하다.
일부 크레바스는 좁아서 위험하지 않게 건널 수 있다. 일부 넓은 크레바스는
단단한 스노우브릿지가 있어 차량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 크레바스의
깊이와 폭을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므로 안전하게 이동하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로프를 연결하고 동료가 확보를 보도록 하다. 숙련된 경우, 스키를 신으면
체중을 분산시켜 안전하게 탐지하고 건널 수 있다.
크레바스를 건너기 전에 가까운 모서리에서 물러나 눈사태 탐침이나 크로우
바, 아이스 액스로 탐지하여 폭을 파악한 다음 건넌다. 건너편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이상 뛰지 않는다. 건너기에 간격이 너무 넓으면 좁은 부분을
찾고 불가능하다면 단단한 스노우 브리지를 찾는다.
탐침이 스노우 브리지를 쉽게 통과하면 분명히 안전하지 않은 곳이다.

수행할 경우 안전을 위해 허가된 탐사 경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해
보이는 지역을 탐사하다가 발생한 심각한 크레바스 사고도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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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 늦은 봄 해체되는 얼음이 새로 형성된 얼음과 같은 지지력을

4.4 해빙

가지려면 두께가 두 배 이상 되어야 한다. 탐사를 하기 전에 봄, 여름 해빙의

해빙은 바다의 표면에 떠있는 얼음 막에 불과하다. 두께와 강도, 신뢰도,

두께와 질을 점검해야 한다

지속도는 예측할 수 없으며 해빙 위를 이동하다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해빙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는 빠른 붕괴가 있다. 패트릭 무니(Patrick
Moonie)는 1969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로우 텅(Low Tongue)에서 캠프를 해체할 때 뚜렷한 이유 없이
해빙이 갑자기 부서지기 시작했다. 한 시간 내에 눈으로 보이는 모든
곳이 유빙 덩어리들로 바뀌었다. 평상시에 부는 육상풍이 불지 않았기

해빙 탐사 기술
얼음의 상태를 먼저 파악한 후 해빙이나 호수 얼음을 탐사해야 한다. 해당
장소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다.
• 위험 구역 점검
• 예보 확인

때문에 유빙이 흩어져 고립되지 않았다. 날씨는 좋았다. 구름이나 바람은

• 본인과 차량이 충분한 준비를 갖추었는지 확인

없었다.”

• 계획된 경로를 준수하고 경로가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경로를
벗어날 것임을 기지나 다른 관련자에게 알린다.

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전 탐사 보고서를 살펴보고 해빙의 붕괴선, 두께가

• 항상 구명복을 입는다.

얇은 구역, 빙호(강한 조류에 의해 개방된 물 웅덩이)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얼음의 상태가 확실치 않다면 지상으로 이동한다.
• 상태가 의심스러운 얼음을 건너야만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차량의 뒤에

해빙의 두께
때로는 얼음의 색깔로 파악할 수 있다.

트레일 로프를 묶어 다른 사람이나 차량이 꺼내줄 수 있도록 한다.
• 사륜 차량은 물에 뜨나 뒤집혀서 뜰 수 있으며 뜨지 못할 수도 있다. 상태가

• 눈이 덮이지 않은 해빙은 두께가 5cm가 될 때까지는 매우 어둡게 보인다.

확실하지 않다면 차량을 서로 연결한다. 속력을 내다 보면 얇은 얼음 위를

• 더 두꺼워짐에 따라 색이 밝아진다. 해빙은 두꺼워지면서 회색(약 10cm),

멀리 이동할 수도 있다. 주의하여 이동한다.

옅은 회색(15cm), 흰색(30cm 이상)으로 변해간다.

• 건조한 가방이나 펠리컨 케이스에 무전기를 보관한다.

해빙의 두께는 얼음 위의 눈, 구름, 표면 경계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 장비를 룩색과 방수 용기에 담아 썰매에 올린다.

파악하기가 어렵다. 봄, 여름에 해빙의 두께를 측정하는 가장 믿을만한

• 얼음을 점검하고 이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확인된 후에 이동해야 하며

방법은 드릴이나 오거로 뚫어보는 것이다. 봄, 여름에 소규모 개빙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회한다.

구역에서는 바닷물이 다시 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온도가 높아

• 핸드 오거나 드릴, 얼음 도끼를 준비한다.

얼음 위를 이동하기에 안전하지 않다.

• 타이드 크랙을 건너거나 개방된 리드에 가까이 가기 전에 반드시 상태를

해빙의 지지력은 얼음의 두께와 공기, 해수 온도, 얼음의 상태, 물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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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적합성

확인한다.

다음의 장소에서는 얼음이 안전하지 않다:

• 핸드 오거(동력 포함)

• 리드, 곶, 섬 사이의 좁은 부분

	핸드 오거 키트는 해빙 두께 측정을 위해 기지에 보유하고 있다. 이

• 빙하 앞

키트는 손잡이와 오거 날개 한 쌍, 절단 비트로 구성된다. 오거는 직경

• 이동하는 빙산 부근

5cm의 구멍을 뚫는다. 얼음이 균일하고 질이 좋을 가능성이 높은 가을과

• 타이드 크랙 옆

겨울에는 수월하게 구멍을 뚫을 수 있다. 하지만 장비 하역 등 중량물의

• 해빙이 부서진 후

이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추기를 이용하여 해빙의 온도, 밀도, 휨강도

• 암초 위, 여울, 얕은 물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 측정 자

얇은 얼음은 어두운 색이나 회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균열이 보이고

측정자의 끝에는 반으로 접을 수 있는 쇠막대기가

눈더미가 리드를 따라 쌓여있을 수 있다. 회색 얼음 위에 새로 쌓은 눈에

달려있다. 얼음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한다.

막대를 편 다음 세로 방향으로 유지하면서
구멍으로 내린다. 테이프의 끝이 얼음 아래로 가면

얇은 얼음이 나타날 수 있는 곳

자를 살짝위로 올려 얼음 바닥에 걸리도록 한다.
측정자에서 얼음의 두께를 확인한다. 측정자를

리드와 타이드 크랙
얇은 얼음
제방
타이드 크랙

꺼내려면 측정자를 힘껏 당긴다. 막대가 반으로

수로

접히면 구멍에서 꺼낼 수 있다. (그림 참조).
현무암 위
호수 얼음

새로 형성된 해빙 위를 이동하기 위한 최소 안전 두께는 다음과 같다.

암초
섬과 갑
사이의
진입로

유속이 빠른 협로

이동 방법

도보

스키

사륜차량, 스노우모빌

피스텐불리

허용 두께

20cm

20cm

40cm

60cm

붕괴되는 해빙의 지지력은, 특히 여름의 경우 새로 형성된 해빙의 절반에 못
갑

얼음 두께 점검
얼음의 특성이 변하거나 지역을 이동할 때, 닫힌 만에서 보호되지 않은
곳으로 이동할 때 정기적으로 얼음의 두께를 점검한다. 좁은 도랑을 얼음

미친다. 지지력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위 수치의 두 배를 적용해야 한다.
수치는 표면에 쌓인 눈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며. 해빙 속에 물이 들어있는
경우 지지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도끼로 조각내거나 아이스 드릴 또는 오거로 구멍을 뚫고 측정자를 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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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의 허용하중 계산표

해빙의 붕괴
완전한 붕괴는 연중 발생할 수 있다. 해빙을 탐사할 때는 육지에 가까이 있지
않는 한 경각심을 가지고 해빙이 언제든지 갑자기 붕괴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해빙을 탐사할 때에는 기지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될
경우에 대비해 장비와 식량을 준비해야 한다.

Frazil
(ice
crystals)

New
Grease
ice
(plastic
ice) Pancake Floe

Polynya
(permanent)
Lead
(temporary)

Iceberg
gouge

Rafted
ice

Drop stones,
glacial mud

Vast floes Large Medium Small Brash
Pressure
ridge Hummock >2km >1000m >200m <200m ice

Bummock

※	위의 계산 값은 이론적인 값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기온, 차량의 속도, 해빙 균열, 해빙의 온도 등
많은 변수에 의하여 값이 달라질 수 있다.

Fast ice Tide crack Ice foot
(about
1.5m)

Iceberg

Rafted ice: 집적 얼음
Pressure ridge: 압력마루
hummock: 허먹
bummock: 버먹
vast floes ＞ 2km: 대형 유빙 ＞ 2km
large ＞ 1000m: 대형 ＞ 1000km
medium ＞ 200m: 중형 ＞ 200m
small ＜ 200m: 소형 ＜ 200m
brash ice: 취빙
iceberg: 빙산

해빙의 붕괴 및 압력
연안 바람과 해안의 물결은 해빙 탐사를 위험하게 하는 요소이다. 해빙은
꼭 바깥 경계부에서부터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해안에서부터 붕괴될 수도
있다. 연안의 바람은 남극 해안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해빙을 장기
탐사할 경우 단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섬이나 해안가의 바위,
육지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장보고 과학기지 주변에서는 내륙의 카타바틱 바람이 해빙을 붕괴시키는
경우도 있다. 얼음이 붕괴되지 않더라도 탐사가 어려울 수 있다.
바위와 얼음이 만나는 곳이나 타이드 크랙에서 움직임이 있는 해빙으로는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매일 아침 탐사를 시작하기 전에 물결의 높이를
살펴보고 심할 경우에는 연구를 진행 하지 말아야 한다. 탐사 중에 강한
바람이 시작되면 탐사대는 즉시 가까운 안전 지점을 마련하고 바람이 잦아들
때까지 머물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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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섬과 고정된 빙산이 있어 얼음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빙의

리드

붕괴는 발생할 수 있다. 응급 상황에만 해빙에 캠프를 설치하도록 한다.

얼음이 갈라지면 리드라고 하는 길고 가는 통로를 만들 수도 있다. 좁은 횡단
지점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 겨울철 리드는 다시 얼 가능성이 높으나 이러한

눈 덮임

얼음은 얇은 눈으로 덮여 오래된 단단한 해빙과 구분하기가 어려워져 매우

해빙이 형성되면 상부에 눈이 덮이게 된다. 물에 잠긴 해빙에는 해수가

위험할 수 있다.

틈으로 들어와 깊은 진창 층을 형성한다. 이 진창에서는 사람과 차량을

리드는 점차 퍼져나가 리드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건너는 것이 가장 좋다.

꺼내기가 매우 어렵다. 새로 쌓인 눈은 타이드 크랙을 덮어 차량이 빠질 수도

얼음 두께를 확신할 수 없다면 로프를 설치하고 1미터 간격을 두고 얼음을

있다.

점검한다.

타이드 크랙
타이드 크랙은 장보고기지 앞에서 많이 발달하며, 조수가 오르내림에 따라
갈라진 크랙이 열리고 닫혀 형성된다. 이 크랙은 얼음이 약화된 모서리
부분에 거꾸로 된 ‘v’자 모양으로 만들어져 실제 폭을 어림잡기에 매우 힘들다.

4.5 일반탐사기술 – 설상 이동
＊ 13.11 설상이동-등반기술 매뉴얼 참조

기온이 낮을 때(＜-25°C) 타이드 크랙은 밤새 다시 얼어 건너기에 안전할
수도 있다. 따뜻한 경우 타이드 크랙은 더 위험해지며 탐사 요원들은
다시 언 것처럼 보이는 오래된 타이드 크랙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해빙
하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주기적으로 크랙의 양쪽 두께를
모니터링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 75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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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차량이동
차량 운영 기본 지침
현장 탐사 점검 사항

처리한다.

5 차량이동
소형 차량 이동
스노우모빌이나 사륜차량을 이용할 경우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게 된다. 특히
손과 얼굴에 동상이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 가능한 장갑과 방한 마스크를

5.1 차량 운영 기본 지침

착용할 것을 권한다.

동력 차량을 사용하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나 남극 탐사에서는 특수한

속도가 빨라지면 체감온도가 내려간다. 이때 추위를 느끼면 속력을 줄여

고려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운전자와 승객을 포함한 모든 지상 차량 이용자가

체온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숙지해야 하며 항상 규칙을 따라야 한다.
• 기지로 복귀한 후에는 항상 차량 연료를 보충한다.

스노우모빌

• 현장에서 연료를 보충할 때 현장 연료 스필키트를 준비하고 그 사용법을

스노우모빌은 주로 운석 및 지질, 빙하 등의 연구시 현장 작업을 지원하기

숙지한다.

위해 이용된다. 스노우모빌은 눈이 덮인 곳에서 이용되며 짐을 실은

• 정지 상태에서만 연료를 보충하여 연료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썰매를 견인할 수 있다(단단하고 부드러운 지형에서 최대 약 200kg).

• 연료가 유출되면 스필키트를 이용하여 유출된 연료를 담고 가능하다면

트랙은 견인력을 높이기 위해 크로스바를 부착한 특수 설계된 고무 벨트로

오염된 눈/토양을 기지의 작업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가져온다.

만들어진다. 장보고과학기지에서 운영되는 스노우 모빌은 스파이크가

• 유류 유출이 발생했을 때에는 기지에 복귀하여 모든 유출 건을 보고한다.

장치되어 얼음이 많은 지형을 이동하는데 도움을 준다.

• 야생생물과의 권장 거리를 유지한다.

스노우모빌은 눈과 얼음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있다. 눈이나 얼음으로

• 거리를 유지해도 야생생물에게 방해가 될 경우 더 멀리 떨어진다.

덮이지 않은 곳에서는 주행하지 않는다. 바위와 흙 위에서 주행하면 스키와

• 모든 화물과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주변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한다.

트랙이 손상될 수 있다.

• 지정된 도로와 횡단로가 아니라면 눈과 얼음이 없는 곳에 진입하지

작동 시간과 범위는 모델에 따라 다르며 보통 100km 범위를 운행할 수 있다.

않는다.
• 지정된 경로를 이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직선 경로를 이용하고 피해를
입기 쉬운 군집지역을 피한다.

썰매를 견인하는 스노우모빌은 연료를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운행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
＊ 13.15 스노우 모빌 운용 매뉴얼 참조

• 승인을 받지 않은 이정표나 말뚝을 설치하지 않는다. 사용 후 모든 표시는
제거한다.
• 현장에서 가져온 폐기물은 잘 보관하고 기지에 복귀하여 올바르게

56

극지 안전 매뉴얼

05 차량이동

57

5.2 현장 탐사 점검 사항
출발하기 전에 차량에 연료를 채우고 충분한 예비 연료가 있는지, 차량
상태가 정상인지(오일, 타이어 등 점검) 확인하고 기지 장비담당자와

06 해양 활동

논의하여 최악의 사고에 대비한 예비 부품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또한 간단한
고장수리(Trouble shooting)법은 익혀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항상 두 차량 당 한 세트의 사륜차량 복구 키트를 준비한다. 세 명이 탐사를 할

기본수칙

경우 사륜차량 비비를 하나 더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항상 야간에 사륜차량을

안전원칙

잘 고정하여 분실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 13.16 사륜차량 운용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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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수 점검

6 해양 활동
소형 보트(고무보트)
극지에서 보트를 이용하는 일은 기지에서 가깝더라도 예상치 못한 연안
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고무보트
엔진이 해안 가까이에서 고장 나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환경을 제외하고 두 명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운전 시 주의사항
• 절대로 과속하지 않는다.
• 큰 배나 빙산에서 멀리 떨어진다.
• 진로변경은 될수록 일찍 그리고 분명하게 한다.
• 어떤 위험이 앞에 있다고 생각되면 정지하거나, 진로를 바꾸거나, 닻을
내리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안개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정지하거나 닻을 내리거나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린다.

6.1 기본수칙

• 통신장비와 GPS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출항 전 체크리스트

금지 사항

↻↻ 항해 목적지, 탑승인 명단, 예상 귀항시간 등을 육상에 있는 본부에 반드시 알린다.

• 승선인원 초과, 과적, 과속

↻↻ 권장 필요장비를 모두 확인한다.

• 파도와 빙산이 있는 곳에서의 급회전

↻↻ 안전용 구명장비는 즉시 꺼낼 수 있는 곳에 둔다.

• 전방주시 소홀

↻↻ 절대로 과적을 피하고 짐을 고루 분산하여 싣는다.

• 일기예보를 무시한 출항

↻↻ 배의 정원과 적재정량을 확인한다.
↻↻ 장거리 항해 시에는 보조엔진을 준비한다.

떠나기 전의 점검사항
↻↻ 써바이벌 킷
↻↻ 기상, 조류, 물때(간만시간)

• 주행하는 선박에서 서 있는 일
• 뱃머리에 앉는 일
• 연료가 새는 상황 방치
• 너무 멀리 항해하는 일
• 음주 및 구명동의를 입지 않는 일

↻↻ 배터리, 윤활유, 연료(1/3 가기, 1/3 복귀, 1/3 여분)
↻↻ 승선인원 수의 구명동의(복), 소화기

권장 준비물 명세표

↻↻ 통신장비, 라디오, GPS, 해도, 컴파스, 기타 계기류

• 닻(앵커), 앵커체인, 앵커로프

↻↻ 앵커(닻), 계류용 로프

• 풍랑용 예비앵커

↻↻ 엔진 시동 전에 기관 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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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통 등 기타 물 퍼낼 도구

• 항상 가깝고 안전한 상륙지점과 안전수역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어떤

• 콤파스 및 해상 안내도(GPS)

일을 하고 있든지 문제가 발생하거나 날씨가 변하면 가까운 해안으로

• 정박용 로프

이동하여 본인의 계획을 기지에 무전으로 알린다.

• 비상 식량, 식수, 응급 치료약품
• 손전등, 나이프, 라이터
• 노, 구명환
• 엔진공구 및 부속품(예비 프로펠라, 연료호스, 스파크플러그)

• 빙산은 아무 조짐 없이 붕괴하거나 전복될 수 있으므로 빙산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 헬리콥터에서 나오는 하강기류를 주의한다. 소형 보트는 제어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

• 보트 휀다

6.2 안전 원칙
다음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 승선자는 최소 생존 장비를 소지하고 무스탕 자켓이나 드라이 슈트를
갖추어야 하며 적합한 모자와 부츠, 글러브를 준비해야 한다.
•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보트 운용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없거나 약하고,
일기 예보가 좋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트의 속도와 풍속, 물보라로 인해
운용 조건이 부적합해질 수 있다.
• 각 항해 시 보트 탑승자 중 한 명을 탐사 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이
책임자는 다른 탑승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보트는 한 명만 탑승해서는 안되며 잔잔한 물 상태에서 노를 저어 보트를
움직이기에 충분한 수의 사람이 탑승해야 한다. 바람이 약하게 불어도
고무보트는 노를 젓기가 어렵다.
• 무전 통신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기지와 일정을 지켜 통신해야 한다.
• 짐은 고르게 싣고 과적을 해서는 안된다. 보트에서는 항상 자리에 앉아서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짐을 위에 매달아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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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잠수 활동
적용범위 및 사전 절차
잠수준비
잠수진행

요구되고, 반드시 극지현장 다이빙경험이 있는 다이버가 팀에 구성 되어야

7 잠수 활동
남극세종기지 남극장보고기지 북극다산기지에서 해양생물 연구를 위하여
과학잠수(해양생물채집 및 모니터링. 수중촬영, 각종 수중계측기설치 및
횟수)작업을 실시하는 다이버와 관련업무를 지원하는 해상안전 및 통신실
의무실 담당대원이 필히 알아야 하는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극하계시즌에 잠수 활동은 대형포유류와 수면에 잔재한 유빙들로 인하여
다이버의 안전이 불안전한 상태가 항시 존재하는 상태에서 잠수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이버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숙지하고 본 매뉴얼을
숙지하여 안전한 연구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한다.
2.	다이빙팀 리더는 팀구성원의 잠수능력을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하며,
연구과제 진행하는 연구원과 사전 극지적응훈련을 통해서 남극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같은 것을 직접 사용해보며 잠수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스쿠버 장비(개인필수장비)
• 호흡기
	영하의 수온에서 잠수시 결빙방지 능력이 탁월한 아이스 전용 호흡기
• 부력조절기
	내구성이 강하며 부력능력이 좋고 저수온에서 결빙되어도 각종버튼
작동이 원활한 장비

7.1 적용범위 및 사전 절차

• 수경

1.	적용 범위는 해상 및 수중에서 해양생물연구를 진행하는 다이버,

	후레임리스 형태의 넓은 시야 형태 권장하고, 필요시 풀페이스 형태의

해상안전대원, 참여연구원의 잠수 작업 및 잠수지원 대원에게 적용된다.
2.	극지에서 과학잠수를 실시하는 다이버는 사전 신체종합검진을 실시하고
극지안전교육 및 환경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3.	남극 방문자는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법령에 따라 외교통상부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잠수계획서 작성함에 있어 연구책임자는 다이빙 전문가와 협의하에
연구조사지 선정시 안전을 고려하여 조사방법 및 세부계획을 세운다

마스크도 추전함
• 오리발
	천연 고무제품으로 저온에서 충격에 부러지지 않으며 내구성, 기능성,
추진력이 좋은 제품
• 잠수컴퓨터
	안전한 잠수계획 및 체내질소 흡입 및 배출상태 그래프 표시, 경고
알람기능이 표시된 제품
• 드라이슈트

다이버 자격 조건

	보온력과 내구성이 뛰어난 네오프랜 및 부틸지 원단 제품

1.	극지에서 잠수를 실시하는 다이버 및 연구책임자(잠수참여) 자격조건은

• 드라이장갑

강사자격을 가졌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가진 다이버 수준을

	잭업링 형태의 활동성이 좋으며 잘 찢어지지 않은 재질의 제품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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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가 간편하고 녹슬지 않는 재질 제품

확인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며 장소는 기지와 가까운 완만한
연안(세종기지의 경우 부두 앞)에서 실시하며, 고무보트가 반드시

잠수장비 안전점검

해상에서 대기하며, 통신실과 의료진에게 잠수 진행상태를 무전으로

• 잠수장비

보고할 수 있도록 비상시에 대비한 응급구조망을 갖추어야 한다.

–– 고압콤프레셔 : 점검은 공기충전 전에 실시하며 오염된 공기가 충전되지 않도록
공기 흡입구는 항상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는 외부에 설치하며 공기필터는 수시
점검 교체한다
–– 스쿠버 공기통 : 공기통은 1년에 한번씩 검사하고 3년마다 압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잠수장비(호흡기, 부력조절기, 드라이슈트 방수테스트) 및 기타 악세사리 장비의

5.	보트다이빙 진행시 입수후에는 다이버의 버블위치를 확인하고 상승하는
다이버와 충돌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트 운행에 주의하며 출수한
다이버들은 저수온에 노출되어 손과 발이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미리 아이스박스에 온수를 준비하여 다이버의 손과 발을 넣고 몸을
녹이며 체온보호를 해준다.

안전점검은 잠수 전에 반드시 본인이 수시로 공기누출 및 방수능력과 기능
작동여부를 실시해야 한다.

6.	비치다이빙 진행시 다이버가 입수전에 반드시 수면에 보트가 안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다이버 가 잠수 종료후 수면에 떠오르는 것을 확인
후 보트를 철수시켜야 한다. 세종기지부두 앞 등의 비치다이 빙시에도

7.2 잠수준비
1.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연구원과 다이빙팀은 기지 체류 기간내
다이빙 일정표를 작성하며 작성한 일정표는 기지대장과 총무 및
해상안전대원에게 보고 하여 잠수일정 조율하여 연구 진행 한다.
2.	보트선탑은 월동대원이 탑승하여 텐더업무를 보며 보트 운행시 수면의
유빙상태 확인과 보트가 해안에 접안시 안전하게 접근하도록 도와주며,
다이버가 잠수를 위해 수중에 입, 출수전 장비착용 및 해체 시 도와주며,
잠수 중에는 다이버의 버블위치를 보면서 이동동선을 확인하고 근처에

보트다이빙과 같은 절차를 따르며 갑자기 출현하는 해표에 대비해야 한다.
7.	해상안전대원은 잠수중 수면에서 위험상황 발생시, 다이버에게 긴급
비상상승 호출을 해야할 때, 보트엔진RPM을 3회 짧고 강하게 신호를 내어
다이버에게 알리어 상승을 유도한다.
8.	조류가 1노트 이상인 곳에서 잠수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9.	잠수계획 다이버는 안전잠수에 문제가 없도록 개인건강관리를 철저히
관리하며 다이빙전날에는 음주를 금지한다.
10. 잠수 작업자는 무감압 한계내에서 잠수를 계획하며 무감압 한계시간(NO
DECompression TIME)은 수심에 따른 참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표가 출현하는지를 주시해야 한다
3.	해상안전대원은 다이빙보트 출발시, 출발시간 및 보트탑승자 명단을

10M이내 : 120분, 11~20M : 60분, 21~30M : 50~25분

통신실에 통보하고 잠수가 시작되면 잠수시작과 종료 및 시간을 통신실에
보고한다.
4.	체크다이빙은 잠수를 통해서 다이버의 몸상태와 장비의 안전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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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잠수진행
1. 사전조사 및 준비
연구 조사장소에 필요한 개인장비 및 연구장비 확인 후, 입수장소에 대한

08
항공(헬리콥터)

해류정보 및 유빙에 의한 위험 요소와 기상악화시 대처요령확인 한다
의류 및 준비
2. 보트사용신청 및 잠수장비 준비
잠수계획 1일전 보트 사용신청서를 기지 총무에게 신청하며 개인잠수장비 및

비행 시

연구장비는 사전에 충전 및 점검을 완료한다. 보트에 모든 잠수장비를 실고

수면 위 비행

출발준비가 완료되면 통신실에 출발시간과 승선인원과 잠수장소를 무전보고

헬기 적재 및 주변 작업

후 출발하며 의무실 의사와 비상연락망을 유지한다.
3. 잠수작업
잠수장소에 도착하면 통신실에 상황보고 하고, 하강라인 설치 후 보트에
출수용 사다리 설치가 끝나면 잠수를 시작한다. 입수 중 어떠한 경우라도
위험징후가 판단되면 잠수를 중지하고 동료에게 신호보고 후 상승한다.
잠수조사는 2인 1조로 구성하며, 작업조건의 현장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잠수는 1일 2회 이하로 계획을 한다.
4. 작업 종료 및 기지복귀
다이버가 출수 후 보트에 오르면, 기지 통신실에 상황보고 후, 신속하게
작업물을 정리하고 기지에 복귀 한다.
5. 장비 정리 및 채집 샘플정리
사용한 잠수장비는 담수에 담가서 염분을 제거 후 건조하여 정상작동 상태가
되도록 정비한다.

70

극지 안전 매뉴얼

08 항공(헬리콥터)

71

8 항공(헬리콥터)

8.2 비행 시
• 배정된 좌석에 앉아 좌석벨트를 착용한다..

항공기 운용에 참여하는 인력은 파일럿이나 엔지니어로부터 운용에 대한

• 헬기에서 물체를 던지지 않는다.

브리핑을 받아야한다. 파일럿은 헬리콥터 안과 주변의 모든 사람의 안전을

• 파일럿이 움직이도록 허용할 때까지 좌석에 앉아 대기한다. 파일럿은 최초

전적으로 책임지며 탑승자는 파일럿이나 기술자의 지시를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비행을 하기 전에 탑승자는 헬기 안에서의 위치, 생존장비 착용 방법,
보호장비의 조정방법, 응급 장비의 위치, 응급 상황 시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게 된다.

착륙을 한 후에 항공기의 위치를 재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내리기 전에 헤드셋을 벗고 안전벨트를 잘 정돈하고, 문을 잘 닫았는지
확인한다.
• 헬기에 가까이 가거나 내릴 때는 모자가 날리지 않도록 주머니에
집어넣거나 꽉잡아야 한다.

•파일럿이 엄지를 들어 신호를 보내기 전에 항공기에 접근하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는다.
•헬기를 타고 내리거나 짐을 싣는 경우, 파일럿의 지시에 따르며, 파일럿이
항상 본인을 볼 수 있도록 항공기에 탑승하고 내린다.

8.3 수면 위 비행
뉴질랜드 AS350헬기의 경우 수면 위 비행은 금지되어 있다. 부득이한 경우는
아라온이나 기지의 고무보트를 띄워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야 한다.

8.1 의류 및 준비
항공기는 ‘운행에 적합한 날씨가 유지되는 시간대’에 따라 운용되어 일정이

일반적으로 AS 350(Squirrel) 헬리콥터는 오렌지색 수면부상 주머니를
장치한다. 이 주머니는 응급 상황 시에 수면에 착륙할 수 있도록 공기가
주입된다. 헬기에 탑승할 때 이 주머니를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변경되기 쉽기 때문에 긴급 통지를 받고도 신속히 탑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 항공기가 지연되면 준비 자세를 유지하여 날씨의 변화를
지켜보며 대기해야 한다.
비행이 아무리 짧더라도 적절한 의상을 갖추어야 한다. 악천후 등으로 인한

8.4 헬기 적재 및 주변 작업

비상 착륙시 현장에오래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헬기가 지상에 있을 때, 헬기 주변을 움직일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헬기의

＊ 1.2 의류 및 개인물품 참조

엔진이 켜져 있을 때 심한 소음과 바람에 날리는 파편 때문에 주변 활동시
매우 위험하다. 회전 프로펠러나 로터와 접촉하면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다.
극지에서는 사소한 경우라도 미끄러운 표면, 피로, 낮은 온도, 눈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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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 슬링 적재
–– 슬링 적재는 짐을 실을 때 주의하지 않으면 파일럿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주의 사항
• 항공기가 접근할 때 착륙 지점이나 그 부근에 서있지 않는다. 만약
사고발생 시에는 날아오는 금속 파편으로 인해 부상을 입지 않도록 엄폐물
뒤에 숨거나 가급적 먼 거리를 두며 피한다.
• 파일럿이 본인을 볼 수 있도록 항공기에 접근한다. 파일럿이 엄지를 들어
안전함을 확인하기 전까지 접근하지 않는다. 고르지 않은 지형에서는 낮은
쪽으로 접근한다.

슬링 적재는 보통 엔지니어가 수행한다. 엔지니어가 없을 경우 파일럿의 도움을
얻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 슬링 적재 시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사람은 승무원으로 제한한다.
–– 짐이 풀릴 경우 슬링이 날려 메인 로터나 테일 로터에 감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느슨하게 고정된 화물은 그물이나 케이지 팔레트 밖으로 나와 테일 로터로
날아들어갈 수 있다.
–– 파일럿은 이륙 후 화물을 헬기와 분리시켜, 안전한 비행 상태를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

• 헬리콥터가 접근할 때에는 테일로터에서 멀리 떨어지고, 작업을 진행할 때
테일 로터의 위치를 유의해야 한다.

헬리콥터 안전 접근 구역

• 항공기는 뒤를 포함한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안전

절대위험

한다.
• 돌풍이 불 경우 헬리콥터가 속도를 줄이면서 메인로터 날개가 지면 가까이
올 수 있다. 헬리콥터가 시동을 걸거나 멈출 때 날개 아래로 가지 않는다.
• 항공기에 의해 날리거나 엔진, 프로펠러, 로터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매우안전

물체를 정리한다(예 비닐봉지, 모자 등).
• 차량으로 헬기에 접근하는 경우는 헬기의 프로펠러가 완전히 정지한 후에

안전

안전

파일럿이나 정비사의 통제 아래 접근할 수 있다.
접근권장지역

매우안전

헬리콥터 적재
헬리콥터 프로펠러 아래에 있을 때에는 물체를 허리 위로 들지 않는다.
• 내부 적재
–– 문이나 해치를 닫을 때 주의한다. 잘 잠겼는지 확인하고 안전벨트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헬리콥터 유틸리티 바스켓
–– 헬리콥터 바스켓이 항공기에 장치된 경우 바스켓에 소형 물건을 적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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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펠러가 회전하는 헬리콥터 탑승 시에는 몸을 숙이고 접근하며, 모자가 날리지 않도록 꽉
잡는다. 절대로 날려가는 물체를 쫓아다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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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캠프(Field Camps)

9.2 내부/외부 업무분장
장기간 캠핑을 할 때 한 사람만 일을 많이 하면 팀워크에 약영향이 생길 수

극지에서의 캠핑은 강풍과 추운 날씨로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있다. 항상 분담 해서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은 편의상 ‘내부’와

극지에서 캠핑은 원할한 탐사를 위해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설치하는

‘외부’ 작업으로 나눠서 할 수 있으며 세 명이 있다면 한 명은 하루를 쉴 수

기술이 필요하다.

있다. 이는 물론 응급 상황에서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학 연구나 다른 작업을

캠핑 기술은 주어진 환경과 장비를 최대한 이용하여 가장 쾌적한 휴식의

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정을 할 수 있다.

장소를 만들어 계속되는 극지탐험을 위한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매일 아침 식사를 한 다음 내부/외부 작업을 변경하여 일을 고르게 분담할 수

목적이다. 겨울철의 캠핑은 그 환경이 혹독하고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있다.

적절한 장비와 함께 경험, 지식, 기술 그리고 팀웍이 필요하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추위와 눈사태 등의 위험요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고,

내부 담당자:

그 중에서 추위의 극복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 텐트 내부를 정리한다.
• 침구를 꺼낸다.
• 음식을 준비한다.

9.1 캠핑의 시간
캠핑은 연구활동 등이 중지가 되는 시점에 시작하는데, 한국의 겨울철을
기준으로 통상 오후 5시면 캠핑 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 한국 겨울철의 경우
아침 7시에 여명이 시작되고, 오후 5시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6시가 되면
완전히 어두워 진다. 극지의 경우 연구원들이 활동할 시기는 일반적으로
백야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적용하기 힘들지만 활동 가용시간을 10시간
정도로 규정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캠핑을 준비해야 한다. 보통
사고는 육체가 지친 상태에서 활동을 하다 발생하는 일이 많다.

•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를 요리한다.
• 텐트 내부를 포장한다.
• 장비를 외부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외부 담당자:
• 요리와 음식,무전기 상자, 침구를 전달한다.
• 눈블록을 잘라낸다.
• 라디오 안테나를 설치한다.
• 차량을 점검하고 연료를 보충한다.
• 악천후 시 모든 장비를 보호한다.
• 외부에 문제가 생겼는지 점검한다.
• 외부 장비를 포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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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장소 선택
• 첫째, 가장 먼저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지형을 선택하고 바람의 방향을
파악해서 눈블록을 쌓고 텐트 입구를 바람의 반대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빙하 지역에 텐트를 설치할 때는 크레파스 지역인지를 확인하고,
탐사지까지 이동선을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 둘째, 바람에 의해 눈이 쌓이는 것을 대비하여 텐트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 눈과 얼음이 없는 장소에서 캠핑을 할 경우 이끼와 지의류도 없는지
확인한다.
• 캠프장은 처음에 도착한대로 복구한다.
• 잠자리를 평평하게 하기 위해, 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치운 돌은
제자리에 놓는다.
• 가능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기존의 쉼터와 캠프장을
이용한다.
• 호숫가와 강가, 식물 및 야생생물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선택한다.

띄워 설치하고 바람방향으로 일열 횡대로 텐트를 설치한다.
• 셋째, 텐트 설치가 끝나면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 끝부분에 화장실 텐트를
설치하고 식수 확보를 위해 바람이 부는 방향편에 식수 지역 표시깃발을
설치한다.
• 넷째, 장소 선정을 할 때 바람에 의해 눈이 굳어져서 눈블럭을 만들기
좋은 위치를 선정 하고 눈이 최대한 넓게 굳어진 지역을 선정해서 텐트를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막영지에 텐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바람이 없고 날씨가 좋은 날을 택일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우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설치하고 따뜻한

산에 가까이 있거나 좁은 빙하에 있는 청빙 구역은 바람이 강하게 분다는
것을 의미한다. 텐트를 고정시키기가 어려우므로 아이스스크류를 이용한다.
산에서 바람이 부는 쪽에 있을 경우, 개방된 곳보다 눈이 훨씬 많이 쌓일
수 있다. 분설과 얼음, 낙석이 섞인 눈사태로 인하여 경사가 급한 산기슭
부근에서는 캠핑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 가능하면 눈과 얼음이 없는
표면에서 캠핑을 하는 것이 훨씬 따뜻하며 좋다.
잠에서 깨면 처음 캠핑을 시작한 곳에서 멀리 떨어져 표류할 수 있으므로
해빙 위에서는 캠핑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료와 열량을 섭취할 수 있는 대피소를 우선 설치하여 바람을 피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습기를 제거하여
장비를 말리고, 보다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양지바른 곳이 더 좋다.

9.4 텐트
캠프장을 선택할 때 환경 문제를 고려한다.

탐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텐트를 점검한 후 탐사를 시작해야 한다.

• 적설량이 많은 협곡은 절대로 피할 것. (눈사태 위험장소)

텐트가 완벽히 사용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한 후 탐사에 임해야 한다.

• 맞바람이 들이 치는 곳을 피한다. (입구를 산 아래쪽으로)

최악의 기상 조건을 가정하고 그에 맞게 텐트를 준비한다. 텐트 입구는 항상

• 가능하면 움푹 패인 지면, 설면이어도 좋다.

바람 반대 방향에 설치한다. 눈블록이나 상자와 같은 무거운 물체로 텐트를

• 바람이 부는 능선을 넘은 반대편 장소가 좋고 시야가 트인 곳이 좋다.

견고하게 해야 바람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 민감 구역으로(예: 호수) 빠지지 않는 장소를 선택한다.

＊ 13.8 텐트설치 매뉴얼 참조

80

극지 안전 매뉴얼

09 캠프(Field Camps)

81

요리를 한다.

9.5 캠프구성

• 항상 연료스필 키트를 지참하고 사용법을 숙지한다.

탠트 안에서 효율적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부공간 구성을

• 사용을 마쳤거나, 연료가 유출된 경우에는 모든 스토브 압력을 제거한다.

권장한다.
탐사에 있어서 스토브는 매우 중요한 장비이므로 조심하여 취급해야 한다.
스토브는 탱크를 열면 압력이 빠져나가므로 불이 붙은 상태에서는 연료를

침낭
침낭

조리함
스토브 스필킷

보충할 수 없다. 스토브가 뜨거울 때에는 연료를 보충하지 말아야 한다. 불꽃
확산장치가 튀어 연료를 점화시킬 수 있다. 연료탱크는 불꽃의 설정에 따라

식량함
통신장비

1~3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개인장비
연료통

스토브가 약해지거나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탱크에 올바른 연료를 넣었는지,

소변통

얼음덩어리
비상용
장비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연료가 혼합되거나 오염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스토브가 갑자기 꺼지면 식기 전에 성냥,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바로 다시

식량함

불을 붙일 수 있다.
스토브 “RESPECT”

9.6 스토브
요리와 난방, 조명을 위해 다양한 스토브와 랜턴을 이용할 수 있다. 스토브와
랜턴은 주로 캠핑에 이용되며 여러 가지 생존 키트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지에 보충용으로 보관되어 있다.
멀리 떨어진 지역을 탐사할 경우 여분의 스토브를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한다.
• 항상 방화 담요와 소화기를 가까이 두어야 한다.
• 연료의 증기는 발화할 수 있다. 휘발유는 등유보다 인화점이 낮다. 항상
적절히 환기시켜야 한다.
• 연료는 다양하며 탐사에 가장 적합한 연료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 화이트 가솔린을 이용할 경우에는 항상 환기를 유지하고 가능한한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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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는 현장에서 스토브를 사용할 때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약자로 정리한 것이다.
• 현장 준비(Ready the area)
–– 현장의 환기가 잘 되어 CO 중독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다.
–– 스토브 바닥 표면이 평평한지 확인한다.
–– 스토브 트레이는 방화담요/소화기를 가까이 두고 사용해야 한다.

• 스토브 부품 점검(Examine the stove parts)
–– 스토브 부품을 점검한다 : 연료 펌프 연결부의 유출을 확인하고 연료관이
찢어지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 스토브를 잘 조립하여 안정적으로 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

• 연료 공급(Source of fuel)
–– 탱크/연료통에 올바른 연료를 담았는지 확인한다.

09 캠프(Field C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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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연료통은 3/4을 채운다.

부탄가스는 액체상태가 기체상태로 되는 기화점이 +5˚이므로 동계에는

–– 탱크/연료통 뚜껑을 닫는다.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부탄가스에 프로판가스(기화점 -49˚)를 혼합하여

• 스토브 예열(Prime(pre-heating) the stove)
–– 제어 핸들을 돌려 완전히 닫는다.
–– 15~20번 펌프질을 하여 탱크/연료통에 압력을 가한다.

기화점을 낮춘 동계용 가스는 프로판 혼합율이 20%, 30%인 것들이 있으나
20%는 화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30%는 제 성능을 발휘한다.

–– 제어 핸들을 돌려 소량의 연료가 예열 컵에 들어가도록 한다(또는 변성 알코올/

600ml 연료로
이용가능 시간

물1L 를 가열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유

-

4.4분

1.6

5.3 L

가솔린

155분

3.5분

1.3

4.4 L

페이스트 스토브의 예열 등유)

• 불꽃 조절(Control the flame)
–– 예열 불꽃이 작아지면(보통 15~20초 후) 천천히 제어 밸브를 열어 연료증기가
푸른 불꽃이 되도록 한다.
–– 불꽃이 흔들리고 노란 색인 경우 아직 예열되지 않은 것이다. 제어 밸브를 닫고

연료28gram으로
가열가능 물의 양

연료100mL로
가열가능 물의 양

화이트 가솔린 110분
＊ 13.9 스토브 사용 매뉴얼 참조

다시 예열한다.

• 끄기(Turn off)

극지의 기후조건은 취사에 있어 배의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강한 눈보라가

–– 스토브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탱크/연료통의 압력을 해제한다.

부는 조건이라면 취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식사’가 다음활동에 활력을

–– 스토브가 냉각된 후에 스토브를 옮기거나 연료를 보충한다.

연료량의 산정
연료와 스토브에 따라 연소시간이 다르므로 스토브구입시 연소시간을
확인하여 둔다.
총 취사 수 x 취사당 스토브사용시간 x 스토브의 시간당 연료소모량

또 다른 연료량 산정방법은 (1인당1끼에 소요되는 연료량 x 식수인원 x 취사
수)인데, 스토브의 1인당1끼의 소요 연료량을 경험적으로 계산하여 활용하는
방법이다. 1인당1끼의 소요량은 식수인원과 식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게
된다.
1인당1끼에 소요되는 연료량은 동계의 경우 석유(캐로신)는 40cc,
휘발유(가솔린)은 60cc이고, 하계의 경우 각각 30cc, 45cc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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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브 사용을 끝낸 후에는 제어 핸들을 완전히 닫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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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넣는 요소임을 감안할 때 제한된 물과 연료, 식량을 이용하여 취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짐없는 준비와 요령이 필요하다.
취사장소의 선택은 가능하면 텐트의 정면을 약간 비켜 정하고 바람막이를
이용하는 것이 연소효율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설동일 경우에는 가장 낮은
쪽을 취사공간으로 선정한다.
• 모든 조리는 물만 부으면 조리 가능하도록 사전준비를 한다.
• 분설보다는 다져진 눈, 다져진 눈보다는 얼음조각이 빨리 물로 되지만,
녹여서 끓일 경우 물을 끓일 때 보다 연료소모량이 훨씬 더 많아 진다.
• 가급적 물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좋다. 눈은 보기와는 달리 매우 오염되어
있으므로 필터를 사용하여 여과시키는 것이 좋다.
• 취사구역은 항상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고, 단단한 받침을 사용하여 눈이
녹음으로 취사기구가 뒤집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취사 시에는 가벼운 면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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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거지는 눈과 휴지를 이용한다. 눈과 휴지를 이용한 설거지는 기름까지
깨끗하게 제거해 주기 때문에 매우 좋은 방법이지만 닦은 눈과 휴지를 잘
처리하여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 다음날의 식사준비와 취사장비를 미리 챙겨 놓으면 추운 아침의
행동시간을 짧게 한다.

• 가능하면 스토브에서 멀리 떨어지고 잠을 자기 전에는 램프와 스토브를
끈다.
• 벽면 머리 높이에 있는 스팟 등의 탐지기를 이용하여 CO 수위를 감독한다.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한다.
• 징후에 주의한다.
화재

9.7 텐트생활 주의사항
극지 현장에는 다음과 같이 인명을 앗아간 세 가지 주요 사망 요인들이 있다:
일산화탄소(CO) 중독
액체 및 가스연료 스토브, 히터, 램프는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CO, 냄새가 없음)를 만들어낸다. 일산화탄소는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인해 만들어진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환기가 되지 않는 폐쇄된
공간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사망사고를 비롯한 많은 사고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화재는 극지에서 발생하는 가장 위험한 사고에 속하며 너무 자주 발생한다.
캠핑을 할 경우 항상 방화 담요를 준비하여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한다.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장기간 캠핑을 할 경우에는 소화기도 준비한다. 현장
대피소에 도착하면 항상 소방장비와 비상구를 확인한다.
화이트 아웃
현장 대피소와 텐트, 차량 사이에 블리즈 라인을 만든다. 악조건 속에서는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 화장실을 가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 시계가 나쁠 때는 외부 이동을 최소화한다. 기지의 건물
사이에도 블리즈 라인이 필요하다.

중독의 증상으로는 두통, 호흡곤란, 메스꺼움, 가슴 통증, 헐떡거림, 의식 변화
등이 있다. 이러한 증상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중독이 의심되면 즉시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한다. 피해자는
산소로 치료를 받아야 하며 호흡이 억제되면 인공호흡기를 이용해야 한다.
텐트나 대피소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환기구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가스가 바닥에 축적될 수 있으므로 텐트 또는 대피소의 문 아래 환기구
높이에서는 잠을 자면 안 된다.
다음을 주의해서 점검한다 ;
• 환기 : 요리를 할 때 가능한 문을 많이 열어둔다.
• 요리 시간의 최소화 : 데우기만 하면 되는 미리 조리된 식품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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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눈블록을 만들어 텐트의 바닥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쌓아주어야
바람이 텐트 바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텐트 바닥에 스커트가 없는 작은
텐트에서는 눈이 외부에 쌓일 것이다.
• 바람막이 옷과 신발은 항상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문 안쪽의 우측에
보관해야 한다.
• 소변통은 문과 텐트 사이의 우측에 보관하여 강풍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그라운드 시트 모서리의 패널을 이용하여 눈을 모아 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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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젖은 옷도 텐트 안에 천장 줄을 설치하여 널어두면 말릴 수 있다.
• 요리할 때 물을 오래 끓이지 말아야 한다. 팬의 뚜껑을 닫아두어야 한다.
증기가 응결되어 천에 얼어붙음으로써 텐트 내부의 호흡을 막을 수 있다.

10 조난과 생존

• 캠프 구역을 깨끗이 정돈하고 스키를 비롯한 장비들을 외부 바닥 위에
눕혀놓지 말아야 한다. 아침이 되면 눈이 내린 후에 장비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 눈이 내리거나 눈 날림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텐트에 눈삽과
빗자루를 항상 준비해야한다.
• 텐트를 철거할 때 삽으로 천을 찢지 않도록 주의한다. 혹시라도 찢어진
텐트는 꼭 표시하여 기록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기지에 담당자에게

개인이나 집단의 실종
구성원의 부상
구조가 늦어질 때의 생존
긴급 대피소

알려주어야 한다. 찢어진 텐트는 눈보라를 견딜 수 없다.

9.8 캠핑시 환경적 고려사항
＊ 3.9 폐기물 처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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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을 분리하여 상황 평가

10 조난과 생존

–– 실종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 신호
–– 호각을 불거나 소리를 질러 주의를 끌고 대답을 기다림
–– 기지 책임자에게 상황을 알려 구조팀을 대기하도록 지시

10.1 개인이나 집단의 실종

• 수색
–– 체계적으로 수색을 하고 모든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감독 및 유지
––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말 것

그룹에서 떨어져 나왔거나 전체 집단이 길을 잃은 경우:
• 정지
–– 정지 :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 없다면 움직이지 말 것
–– 생각 :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판단할 것
–– 관찰 :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도와 지형의 특징을 살펴보고 GPS좌표를 지도에
표기하기
–– 계획 : 행동 계획을 세우기

• 안정

길을 잃거나 혼자 떨어진 경우:
익숙하지 않은 잘 모르는 지역에서는 특히 강한 바람이 불고 소음이 심한
경우에 방향을 상실하기가 쉽다. 이러한 상황은 기지 건물 사이를 이동하거나
현장의 비상대피소와 텐트 사이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생존하기에 장비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계획을 세우면 생존할

–– 대피시설 및 대피공간을 찾거나 비비로 들어가기

수 있다.

––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따뜻한 옷을 입기

• 구조대가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행동은 하지 말 것

–– 차가운 바닥에서 벗어나 매트 위로 올라가기

• 무전기가 있다면 통신을 확보하고 응답이 없더라도 계속 통신을 시도할 것

–– 물을 마시고 고열량 식량을 섭취하기

• 구조대가 가까이 있으면 제자리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모든 수단을

–– 도움을 기다릴 준비하기

• 알림

동원하여 수색대에게 신호를 보낼 것(홍염 등 이용)
• 자리를 옮겨야 한다면 가능한 자신에 대한 표시를 남길 것

–– 소리를 내어 알리기
–– 밝은 물체로 말뚝을 세우기
–– 무전으로 조난을 알리기

다른 사람이 그룹에서 떨어진 경우:
• 정지

10.2 구성원의 부상
도움을 요청한 다음 부상자를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 13.2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참조

–– 모두 모여 의견을 모으고 지도에 최종 목격 장소(point last seen, PLS)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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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구조가 늦어질 때의 생존
• 표지를 찾아 목적 없이 돌아다니지 말 것. 먼 거리를 이동하면 수색이

저온 기후에서의 생존
극지에서 대피시설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짧다.
＊ 응급 매뉴얼의 동상 참조

가능한 구역에서 멀리 떨어질 수도 있다. 본인의 흔적을 따라 다시 돌아올
자신이 없으면 움직이지 말 것.
• 열 손실을 최소화 할 것. 옷을 조여 눈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건조함을
유지하여 온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할 것
• 멈춰서 생각한다. 대피시설을 이용하거나 바람을 등지고 앉아 계획

신체는 피복 내에 공기가 정체되어 있을 때 열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하므로
바람을 피한다. 긴급상황이 닥치기 전에 비비를 설치하거나, 긴급 대피시설을
마련하고 현장 탐사를 출발한다. 탐사 전에 기지에서 비비와 대피시설 구조물
설치 연습을 시행한다.

세우기. 이동 경로를 돌이켜보고 어디서 길을 잘못 들었는지 생각한다.
• 바람 방향을 기록한다. 눈이 솟아올라온 부분이나 해, 달, 높은

펭귄대형

지형물(산꼭대기나 안테나)과 같은 다른 방향 보조도구를 이용한다. 펜이

개방된 장소에서 위험에 처하여 대피시설을 지을 수 없다면 펭귄 대형을

있다면 옷 위에 주변 지도를 작성한다.

이루어 열 손실을 줄인다.

• 구조대가 가까이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신호를 보낸다(소리치기,
휘파람, 조명탄, 거울, 물체 두드리기 등). 그 다음에 멈춰서 수색대나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 주변 지역을 사각 수색 방식으로 수색한 – 한 번에 너무 멀리 이동하지는

• 여분의 패딩이 있다면 바닥에 깔고 서로 밀착해서 열을 지어 앉아 팔은 앞
사람의 겨드랑이나 어깨 아래에 넣고 최대한 온기를 유지한다.
• 추위가 심해지면 바람이 부는 쪽에 앉아있던 사람이 바람에서 먼 쪽
끝으로 이동한다..

말 것.
–– 가능하면 돌무더기나 눈더미를 이용하여 출발 지점을 표시

비비

–– 긴장을 풀고 10 걸음이나 20 걸음씩 전진

대피시설을 만들 장비없이 혼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매우 위험하다.

–– 바람을 가로질러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같은 거리를 이동한 다음 바람이 부는

저체온증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적당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와 사각형을 완성
–– 출발점에 정확히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출발점 부근에 도착된다.

• 힘이 완전히 빠지기 전에 바람을 피할 것. 비비를 설치하거나 바위 틈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 풀밭, 눈더미 등에 눕는다. 움직이지 않을 때는
바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식을 잃거나 눈에 띄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수색대가 볼 수 있는 분명한 표시를 만들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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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에 대피시설을 찾을 가능성이 낮다면 에너지와 체온을 보존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지 밖에서는 롤 매트를 비비 안에 미리 넣어두고 비비백과 침낭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
단독 비비
가능한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을 찾는다. 눈더미 뒤나 바위 뒤, 절벽 틈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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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에서 약간 파인 부분과 같은 곳을 찾는다. 크레바스에 대피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 옷을 모두 꼭 껴입는다.
• 적설된 지면을 파고 들어가거나 눈이 내리면 주변에 쌓이게 하여 단열
작용을 하도록 한다.
• 비비 백 안에서 침낭으로 들어가 롤 매트 위에 눕는다. 가방은 비비 백
입구에 두도록 한다. 등은 바람이 부는 쪽을 향하게 하고 몸을 웅크려
체온을 보존한다.
• 통풍구를 만들어 열어둔다.
비박Bivouac
비박(Bivouac)은 부득이한 때에 하게 된다. 즉 악천후를 만났거나 길을 잃어
헤매는 경우 등 할 수 없이 Tent없이 밤을 보내야 할 때에 비박을 하게 된다.
이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경사지를 이용 하거나 평지인 경우는 눈삽으로
비상대피소(설동 혹은 쉘터)를 만들어 우선적으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람을 피하여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마른 곳을 선택하여 비박을 준비하고
음식이나 물은 될 수 있으면 따뜻하게 하여 충분히 먹어 체력을 보충한다.
밤에 기온이 떨어졌을 때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비된 옷을
여러 겹 껴입고 겉에는 방수피복를 입어 열의 방출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10.4 긴급 대피소
1인용 참호
방수포 지붕을 가진 참호는 빠르게 대피소를 짓는데 적합하다. 이는 비상시에
매우 중요하다.
눈이 너무 젖어 있거나 응집력이 부족하여 지붕을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판초나 라이너나 비비 백, 기타 유사한 도구를 이용하여 지붕을 만들고 스키,
나무 막대, 텐트 폴 등으로 받칠 수 있다.
1.	참호의 크기는 여러분이 덮을 커버와 지지 품목에 따라 달라진다. 지지
품목은 스키나 스키폴, 대나무 깃대, 팽팽한 로프 등이 포함된다.
2.	지지 품목을 이용하여 참호의 크기를 맞추고, 방수시트로 커버를
씌운다. 그런 다음 눈 덩어리나 무거운 장비 등으로 방수커버의 각 끝을
고정시킨다.
3.	참호의 커버는 임시변통 가능하다. 참호는 텐트 플라이나 설상 스쿠터의
덮개, 썰매 덮개, 합판, 두꺼운 종이, 플라스틱 등 다양하다
4.	스키프 (작은 보트)의 추가 단열을 위해 커버 위에 눈을 덮는 경우 너무
많은 눈은 덮개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 주의하라.
5.	참호는 음식 저장소로 쓰이기에 적합하다. 또한 화장실로도 사용
가능하다. (같은 형식의 참호는 아님)

불을 피울 수 있으면 더욱 좋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는 불을 피우는 것은
가능하다면,
여유 방수포(대형비닐,
비비, 천막 등)를
여러겹 덮는다.

질식우려가 있어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주어야 한다.

눈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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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용 참호

틈을 메우면 된다.

눈으로 만든 참호는 간단하고 빠르며 좋은 대피처이다. 참호는 급박한

지붕이 되는 눈블록들이
서로 튼튼하게 지지되도록 쌓는다

비상시에 “순간적인” 대피처로 사용될 수 있고, 간이 침대나 A-frame 지붕
모양의 설벽을 완비한 편안한 거처인 동굴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지붕의 눈블록은 평평하게
눕혀서 쌓아도 된다

눈으로 만든 참호는 경사면이 없고 솟아오른 부분이 없는 평지 표면에
적합한다. 눈 사면에 대피소를 만들거나 눈의 응집력이 부족하여 설동이나
블록사이의 틈은
눈으로 충전하여
메꾼다

눈더미를 만들기에 좋지 않을 때 제 역할을 한다. 한 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적합하며 바람을 피하기에 좋은 대피처를 제공한다.
1.	파내기 부드러운 장소를 정한다. 어깨 넓이보다 약간 긴 너비와 1.8 – 2 m
길이로 표면의 면적을 설정한다.
2.	눈을 자르는 톱이나 삽을 이용하여 눈 덩어리를 잘라 참호를 판다.
(지붕으로 쓰이는 블록은 각기 다른 구역에서 채취 가능하다.)

눈블록을 이용한 참호

3.	참호의 가장 윗부분의 “출입구”는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넓이로
어깨폭보다 약간 더 넓어야 한다. 만일 참호가 너무 넓은 경우, 설벽을

스노우 마운드 대피소

쌓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참호는 눈의 상태와 거주자의 편의에 따라

스노우 마운즈(퀸지라고도 함)는 쉽게 지을 수 있는 대피소이다. 이를 만들기

허리 높이부터 겨드랑이 높이까지 만들면 된다. 만일 딱딱한 눈이거나

위해 필요한 것은 큰 부피의 짐과 눈을 떠어 낼 수 있는 삽 등의 도구면

얼음 층으로 인해 적절한 깊이를 파내기 어려운 경우, 참호 주변에 설벽을

충분하다.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파야 하며, 쌓여진 눈 속의 내부 짐이

쌓아 올려 적당한 깊이를 만들어야 한다.

제거되고 난 뒤의 내부공간은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다.

4.	참호의 깊이가 적당한 경우 옆에 간이 침대를 깎아서 만든다. 이때 표면과
너무 가깝게 파거나 지붕을 지지하지 못할 만큼 약한 눈을 조심해야 한다.
5.	지붕 블록은 참호에 평평하게 눕혀지거나 A-frame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피한다.
2.	쌓아놓은 짐들이 잘 쌓여지도록 하고, 짐들의 가운데 부분부터 눈을 쌓아

머리가 누울 여유 공간을 남겨두어야 한다. A-frame 스타일에 의존하는

올려 짐이 묻힐 수 있도록 한다. 대피소의 높이를 높이기 위해, 지면의 눈을

지붕 블록은 연속하는 지붕 블록의 영향으로 흔들릴 수 있다. 빈 틈이나

아래로 가볍게 쳐낸다. 눈에 묻힌 짐은 반드시 최소 60 cm 이상의 눈으로

구멍은 후에 눈 덩어리들로 메워진다. 지붕에 쓰이는 눈블록의 이상적인

덮여야 한다. 눈을 쌓은 부분 중 눈이 얇게 덮인 부분이 있는지 아이스액스

치수는 대략 45 x 15 x 75 cm가 보편적이나 눈의 사정이나 눈블록을 자른

또는 스키 폴이나 눈 삽을 이용해 확인한다.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6.	대피소의 마무리는 “틈새마무리”로 삽으로 눈을 퍼서 지붕 위에 뿌려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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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다른 임시 출구는 본 출구의 반대방향으로 만들고, 안에 있는 짐들을

설동

밖으로 빼 내는 작업은 1시간 이내에 신속히 진행한다. 이 구멍은 내부를

설동 기술(Snow Cave)은 천막을 사용하지 않고 눈을 이용하여 임시

완전히 비우는 작업이 끝나면 봉쇄한다.

주거공간을 만드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천막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4.	입구를 통해 쌓여진 다른 짐들을 꺼내고, 대피소 내부는 조심스럽게

비박(Bivouac)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비운다. 내부에서 벽을 볼 때 파란색으로 보이면 벽은 단단하게 쌓아진

설동은 경사면 눈 또는 삽으로 파기 적당한 정도로 잘 뭉쳐진 눈을 이용하여

것이다. (약 30 cm 두께 정도)

만든다. 젖거나 굳지 않은 눈은 붕괴 가능성이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좋은

5.	환기구멍의 지름은 테니스 공 정도로 난로 등을 설치하기 전에 천장을

상태의 눈을 사용하여 설동을 만들면 넓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1.	설동 입구를 자동차 바퀴 정도의 지름으로 파고 1 m 정도 안으로 더

찔러 만들면 된다.

파낸다.
2.	입구 위층을 평평하게 다지고 그 곳에 환기구멍을 만든다. 거주공간은
설동 중앙에 존재하여야 하며 모든 사용자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와 폭으로 제작한다. 입구를 통해 눈을 제거한다. 거주공간을
평평하게 다진 후, 적당한 높이로 천장을 만든다.
3.	대피소 내부에 난로를 설치하기 전에 천장을 찔러서 테니스 공 정도의
지름으로 통풍구를 만들도록 한다.

움푹한 설면 위에 원하는 내부공간 만큼
큰 부피의 짐들을 쌓아 놓는다
60cm 이상

스키폴 등으로
여러 군데 두께를
확인한다

눈을 다지며
쌓는다

숨구멍

바람
숨구멍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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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의 여유 높이가 부족하다면 돔을 더 높이는 것보다 바닥을 파는 것이
깃대

단면

쉽다.

환기통

부드러운 돔형 천장

기존 설사면
바람막이용
눈블럭

T자형 눈막이

1.	눈블록을 만들기 위해 눈이 충분한 곳 근처에 자리를 잡는다. 첫 블록은
이글루 바닥 자체에서 캐낼 수도 있다.

두께 30cm
이상

램프 선반

15-20cm

2.	바닥을 원 모양으로 표시한다. 각 개인이 쉴 수 있도록 직경은 2m 30cm
정도가 적당한다. 네 명 이상이 들어가야 한다면 이글루를 두 개 만드는

출입통로

것이 좋다.
바닥
조리용 선반과 의자

침낭

3.	그려놓은 원을 따라 눈블록을 쌓고 칼이나 톱으로 끝을 다듬어 서로

기어다니는 출입공간

맞춘다. 각 층은 아래 층보다 5cm 이상 돌출되도록 하며 꼭대기는 중심을

trail

향해야 한다.

평면

배낭
바닥

T자형 눈막이

4.	이글루 눈블럭을 4단 정도 쌓았을 때 바람 반대 방향에 직각으로 40cm
비스듬히
재단

입구를 판다. 한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 블록을 받아 모양을 만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바깥에서 블록을 위로 올리며 계속 쌓는다.

의자

5.	맨 위 블록을 남은 공간에 맞추어 잘라 마무리한다. 벽면의 틈에는 눈을

출입통로
조리용 선반
침낭
기어다니는 출입공간
깃대

뭉쳐 넣고 천장에 환기구를 만든다.
6.	외부에 눈더미를 만들면 바람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다. 바람이 부는
쪽으로 비비 백을 걸어두면 풍식을 막을 수 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출입구를 만들면 좋다. 눈블록이나 팩을 문으로 이용한다.

이글루
이글루는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대피처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만들 수 있다.
눈블록을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나선 형태로 쌓아 올려 만든다. 이를
위해서는 각 벽돌의 모양에 주의해야 하며 꼭대기 면은 이글루의 중심을
향해야 한다. 눈블록의 크기는 돔의 바닥에서는 45 x 25 x 30cm이며 맨
위로 올라가면 약 절반 크기로 줄어든다. 돔의 기울기를 밑바닥부터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블록을 쌓을 때 너무 상부에서 돔 형태를 만들려 한다면
꼭대기까지 쌓을 수가 없을 것이다.
＊ 13.10 이글루 제작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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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차량 비비

현장 막사(Weatherharben)

박스 형태의 사륜차량 설치용 비비는 모든 사륜차량 및 서바이벌 키트의

현장 막사는 충분한 시설을 갖춘 건물부터 비어있는 구조물까지 종류가

일부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나이프를 이용하여 바닥을 잘라 부상자를

다양하다. 막사에는 240V 전원과 HF, VHF 무전기, 가스 스토브, 조명, 히터,

덮을 수 있다. 사륜차량 설치용 비비는 두 대의 사륜차량에 매달아

침구가 갖춰진 편안한 침대 등이 마련될 수 있다. 이전에 이용했던 탐사단의

긴급상황에서 비상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다.

의견도 확인한다.

1.	사륜차량들의 뒤를 맞대고 세운 다음 앞 차량은 바람을 향하도록 하고

현장 막사와 대피 시설의 이용 규칙은 상식과 동료에 대한 배려에 따른다. 각

비비의 입구 쪽에서 바람을 굴절시킬 수 있도록 약간 각도를 유지 시킨다.

막사는 내부에 지침 목록을 게시해둔다.

바람 방향으로 차량 배기구 가 위치 했다면 배기구로 눈이 들어가지

＊ 12.7 현장막사 사용 체크리스트 참조

않도록 배기구를 천이나 장갑 등으로 막아야 한다.
2.	각 사륜차량의 앞 바퀴에 눈을 파서 뒤쪽이 약간 올라가도록 한다. 이를
통해 바람이 부는 쪽의 사륜차량이 비비 위로 구를 위험을 줄여주고 앞
차량 아래로 통과하는 바람의 양을 줄여준다.
3.	아이스스크류나 스노우바을 이용하여 바람이 부는 방향 차량을 고정하여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한다. 바람이 부는 쪽에 눈벽을 세우고
비비를 차량 양쪽방향에 고정 하고 바닥에 텐트 모퉁이를 고정 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을 향하게

바람

앞바퀴 쪽은 약간의 구멍을 판다

사륜차량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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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색과 구조
구조대 파견 여부 파악 방법
LAST 이론
수색 기술
수색 유형
수색 패턴
로프구조

브리핑을 실시한다.

11 수색과 구조

그 다음으로 1차 수색대가 파견되어 부상자나 실종자/실종그룹의 위치파악,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생존자를 재난이나 위험한 장소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하는 행위이다. 짧은 기간일지라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킬

접근, 안정화, 후송(Locate, Access, Stabilise and Transport, LAST)을
실시한다. 2차 수색대는 이후에 파견되어 지원을 실시한다.

수 있으므로 극지활동의 전/후 충분한 교육과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위급상황 시, 지급된 매뉴얼을 기준으로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신속한
행동으로 동료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11.2 LAST 이론
LAST는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각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11.1 구조대 파견 여부 파악 방법
구조활동은 언제든지 어느 기지에서 실시될 수 있으며 모든 기지 활동에
우선한다.

개인이나 그룹의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다. 위치 파악
단계는 몇 분이 걸릴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리거나 위치 파악이 불가능할 수도

• 1차, 2차 정기교신 일정(‘sked’)을 건너 뜀.

있다. 개인이나 그룹의 위치 파악을 위한 조치에는 헬리콥터를 이용한 피해자

• 기지에서 실종자 발생.

확인, 무전을 통한 정확한 위치 확인, 정해진 수색 구역 내에서 부상자 위치를

• 현장 탐사대의 복귀 시간이 경과함.

파악하기 위한 수색이 포함된다.

• 무전 송신, 예: PAN PAN, 맹목 전송, 현장 탐사대의 도움 요청.
관심 단계

위치 파악(L)

유형

체크인 시간
(현장→본부)

주의 단계

도보

60분 간격

30분 지체

현장캠프

24시간 간격

60분 지체

해빙
이동·횡단

60분 간격

잠수

30분

경고 단계

위험 단계

접근(A)
개인이나 그룹의 정확한 위치가 확인된 후, 다음 임무는 가장 적절한 수단을

5분 지체

30분 지체

이용하여 현장에 접근하는 것이다. 사륜차량을 이용하여 몇 분 내에 도착할
수색대 구성
(출동대기)

수색대 출동 (수
색과 구조)

5분 지체

무전 단절시 비상 경보 단계

수도 있고 멀티피치 자일을 이용하여 암벽에 천천히 접근할 수도 있으며
멀리 떨어진 빙하까지 비행한 다음 도보나 스키를 이용하여 험한 크레바스
지형까지 접근할 수도 있다.

구조는 보통 기지대장, 탐사 책임자, 수석연구원 또는 선장이 담당하며

안정화(S)

수색을 지휘하고 초기 조치와 수색결과를 평가한 다음 탐사단과 구조대에게

개인이나 그룹에 접근한 후에는 부상자의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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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다른 사고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인 편안함과 안정된 상태를

• 모든 인력이 생존용 배낭과 지도, 나침반, 무전기를 올바르게 갖추었는지

마련해주어야 한다. 또한 부상자를 수송할 준비를 해야 한다. 위험요소로부터

확인한다. 때로는 강한 눈보라 속에서는 어떠한 신호도 무용지물이 될 수

부상자를 보호하고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있다.

심각한 외상을 입은 부상자는 부목과 상처 붕대, 산소 및 정맥 주사 등을

• 모든 텐트와 비상대피소, 차량을 철저히 점검하고 단서를 찾는다.

실시하여 사고 장소를 벗어나기 전에 환자를 안정시켜야 한다.

• 비상대피소 기록에서 실종자의 의도를 확인하거나 소재지에 대한 단서를
찾는다.

후송(T)

• 수색대 파견전, 수색지역에 실종자가 없는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사전

조난자는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고 안전함과 편안함이 유지되어야 한다.

지시한다. 보고 기한이나 일정을 정하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한다.

이 조치는 부상자를 차량까지 부축하여 탑승하도록 돕는 쉬운 조치가 될 수도

• 확인된 수색 지역은 기지대장에게 보고하여 중복하여 수색하지 않도록

있고, 들것 운반을 통해 차량이나 항공기까지 옮겨져 기지 또는 현장 캠프로
수송되는 조치가 될 수도 있다.

해야 한다.
• 각 수색팀의 복명 보고를 받고 수색의 효과를 평가하여 초기 수색이
적당하지 않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지역을 다시 수색한다.
• 그 다음으로 모든 수색대 구성원들의 소재를 확인한다.

11.3 수색 기술
확실한 지역부터 먼저 신속하게 수색을 실시한다.
• 알려진 경로

11.4 수색 유형

• 경로 부근
• 잘못 들어설 수 있는 샛길

속성 수색

• 실종자가 보고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

발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신속하게 자유롭게 이동하고 필요에 따라 전체

• 모든 인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어디인지,

수색대에서 벗어나 발견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확인하는 빠른 수색 팀으로

어디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은지, 실종자의 습관은 무엇인지, 좋아하는

구성한다.

장소, 반응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이 단계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수색 책임자는 두서없이

정찰 수색

서두르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도 서두르지 않도록 한다.

넓은 지역을 수색이 가능한 구역들로 나누어 수색한다. 이 방식은 계획된

• 실종지역을 수색 구역으로 나누고 구역을 수색할 그룹을 배치한다. 그룹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팀에서 짝을 구성하고 서로를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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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수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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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색

사각 수색

발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의 주요 지역을 수색한다. 이 방식에서는

정해진 구역을 철저하게 수색할 때 이용하는 기술이다. 사각 수색 구역은

빠르게 움직이는 여러 소규모 팀을 통해 해당 지역을 수색한다. 실종자가

수색 영역의 확장 필요성에 따라 확대할 수 있다. 확장된 사각형 구역과 평행

갇혀 있거나 부상자가 있을만한 자연 위험 지역을 보다 자세히 수색한다.

추적 기술을 이용하여 같은 구역을 두 번 수색할 수 있다.

정밀 수색

항공 수색 관측

발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서 이용하는 철저한 수색 기술이다. 각

• 모든 안전 및 생존 장비를 실었는지 확인한다.

수색대원은 대형을 이루어 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고 본인

• 항공기에 자이로스코프 쌍안경을 갖춘 최고의 관측자를 탑승시켜

앞의 지면을 수색한다. 이 방법은 진행이 느리기 때문에 확실성이 없는 한
사용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각 창문에 배치 한다.
• 부상자를 신속히 수송해야 할 경우 관측자를 현장에 남겨놓을 준비를
한다.
• 눈 속에서 텐트나 차량, 선박을 쉽게 찾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

11.5 수색 패턴

쉽게 찾기 어려우며 바위 지형에서는 더욱 힘들다. 거울을 이용한 빛 반사
여부를 확인한다. 일반적인 상황 등 가능한 여러 가능성을 찾는다.

지형, 가시성, 운송 방식, 정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색 기술이
있다.
선형 수색

11.6 로프구조

한 사람이 건물이나 텐트, 기타 확실한 고정 지점에 머물고 나머지 팀이

＊ 13.12 매듭법과 로프구조 매뉴얼 참조

눈으로 확인되는 거리 내에서 로프를 이용하여 분산한다. 수색대원의 수에
따라 여러 차례 수색작업을 실시해야 할 수도 있다.
원형 수색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로프에서 좌우로 열을 짓거나 원을 만들어 실시한다. 이
수색작업은 고정된 로프를 이용하여 실시하거나 보조 로프를 이용하여 수색
구역을 확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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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색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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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막사 사용 체크리스트

12 체크리스트

곤충 기피제

1



선글라스(자외선 차단기능)

1



1



개인 위생 용품



챙 모자

12.1 의류 체크리스트
12.2 안전장구 적용 기준표
흡습 의류

EA

내복(상·하의, 합성섬유, 울 혹은 실크)

2



경량의 합성섬유 장갑

1



품목

피복 구분

구분

속옷(상·하의, 합성섬유 혹은 실크, 속건성)

2



합성섬유의 얇은 양말

3



기초
(Base)

내의하의

1



보온
(insulation)

내피하의

보온 의류
경량의 긴 팔 셔츠(방충과 자외선 차단을 위한 폴리에스터)

내의상의

내피상의

경량의 긴 바지(헐렁할 것, 합성섬유, 청바지 제외)

1



외피상의

경량의 울 셔츠, 스웨터, 혹은 플리스와 같은 합성섬유

1



외피하의

플리스 자켓

1



플리스 혹은 울 바지

1



양말(면 소재 제외, 울이나 합성섬유여야 함)

3



비니모자(울이나 합성섬유 소재의 스타킹 형태의 모자)

1



플리스나 울 소재의 장갑

1



외기차단
(Protection)

일체형
작업복

외피 의류
견고한 하이킹 부츠

1



방풍의 (통풍기능, 판초 제외, 상/하의 반드시 지참)

1



방한상의

생활·근무

흡습, 속건 기능성 소재

플리스, 다운

방수·방풍·발수 기능

가 나 다 라 마 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운(필파워 800 이상)
※내한온도 기준(다운함량)
◯ ◯
세종기지 : -11～ -25℃(139g～315g)
장보고기지 : -26～ -45℃(128g～567g)

◯

하복 : -1～ -4℃(48g～190g, 기능성 솜) ◯ ◯ ◯ ◯
동복 : -4～ -10℃(190g～474g, 기능성 솜)

◯ ◯

상의(티셔츠)

◯ ◯

하의

◯ ◯

고소모
(또는 방한모)

여벌 의류와 장비

기능

방수·방풍·발수 기능

◯ ◯ ◯ ◯ ◯ ◯

반바지

1



바라클라바

플리스, 신축성

◯ ◯

◯ ◯

반팔 셔츠 (합성섬유의 티셔츠 권장)

1



멀티스카프

신축성

◯ ◯

◯ ◯

반다나(bandannas)

3



경량의 캠핑용 신발

1



헤드램프(headlamp) 및 여분의 전구와 배터리

1

자외선 차단제

1

신체말단
보호
(Extreme)

방한장갑

방수•방풍•발수 기능, 플리스

◯ ◯ ◯ ◯ ◯ ◯

다운장갑

방수•방풍•발수 기능, 다운

◯ ◯

◯



방한양말

울, 플리스

◯ ◯

◯



등산화

동계용

◯ ◯ ◯

◯ ◯

안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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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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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글

자외선 차단

◯ ◯

◯

↻↻ 보온병(2리터)

스패츠

방수, 방풍 기능

◯ ◯

◯

↻↻ 개인컵

◯ ◯

◯

↻↻ 저분세트

배낭(또는 카고백)
크램폰(아이젠) 일반 또는 전문용

↻↻ 텐트(4-5인용)

로프·슬링

↻↻ 눈삽

카라비너

↻↻ 눈톱

도르레
안전장비
(Gear)

등·하강기
아이스스크류

↻↻ 응급처치킷
안전도 인증제품

피켈
안전벨트(산악용)
헬멧(산악용)

극지역에서 캠프활동,
위험지대 활동, 고산지 활
동 등으로 안전장비의 필
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

↻↻ 다용도칼
↻↻ 방수성냥
↻↻ 라이터(마그네슘 부싯돌)
↻↻ 비상용 양초

텐트

극지용

↻↻ 수첩/연필(케이스 포함)

매트리스

동계용

↻↻ 비상 신호용 호각

스토브(버너)

전문용(안전도 인증제품)

↻↻ 비상신호용 거울

코펠

↻↻ 신호홍염 ㅏ-33
↻↻ 카고백(100리터 4개)/2인용 6개

12.3 탐사 안전장비 체크리스트

최소 탐사 그룹 장비(각 그룹은 다음을 소지해야 한다) :
↻↻ VHF 무전기(2명 당 1개) 및 무전기 당 예비 배터리 한 개

극지과학기지 외부 탐사시 각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소지해야 한다 :

↻↻ GPS(모든 지역 웨이포인트 정보) 및 예비 배터리

↻↻ 현장 매뉴얼 및 응급조치 매뉴얼

↻↻ 구급상자

↻↻ 방한모 또는 고소모

↻↻ 기지로 폐기물을 회수하기 위한 용기

↻↻ 바라클라바
↻↻ 방한장갑
↻↻ 방한양말
↻↻ 방한신발

12.4 생존 킷 품목 체크리스트

↻↻ 방한복
↻↻ 방한 내의
↻↻ 조난 식량(3일 분량)
↻↻ 발열 코펠 및 발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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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서바이벌킷 (2인용)
품명

규격

얼음톱

74cm, 0.6kg

수량
1

12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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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백

45 X 109 X 40(cm)

1

신호홍염 K-33

2

응급키트

개인용 서바이벌킷(DPK3)

1

카고백(100리터)

1

발란드레 프레야 침낭

내한온도 -35도

2

소형텐트(2인용)

MK2(2.2Kg)

1

스카우트 서바이벌킷

Scout survial kits

1

눈삽

67cm, 700g

1

화이트개솔린

1리터

2

스푼

티타늄 스푼

2

코펠

19.7 X 12.1(cm),0.64kg

1

기지 출발 전

스토브

휘스퍼라이트 1.0L(417g)

1

↻↻ 통신 담당(당직자)에게 통보

연료통

1리터

1

매트

프로라이트 플러스 L

2

비상식량(emergency ration) 3일-18개, 756g
30분용

섬광탄

1
2

12.5 탐사활동 체크리스트

↻↻ 통신 담당으로부터 무선 장비 반출(예비 배터리 포함) – 통신 일정 확인
↻↻ 통신 담당으로부터 GPS 장비 반출
↻↻ 구급상자 및 생존키트 지참
↻↻ 최신 일기예보 확보
↻↻ 최신 위험정보 재 점검

써바이벌킷 (5인용)
품명

수량

↻↻ 주방장에게 식사 통지 및 탐사 식량 확보(혹은 사전 준비된 식량 점검)

조난식량(EMERGENCY RATION 3DAY)

5

↻↻ 생활 하수 용기 확인

발열코펠 및 발열제

1

↻↻ 쓰레기 및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짐

보온병(2.0리터)

1

↻↻ 연료 스필키트 준비

개인컵

5

↻↻ 필요한 수선/구조 장비 준비

저분세트

5

↻↻ 최소한의 개인 장비 준비

텐트(4-5인용)

1

눈삽

1

눈톱

1

응급처치킷

1

다용도칼

1

탐사 중

방수성냥

1

↻↻ 쉬운 구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단활동을 유지

라이터(마그네슘 부싯돌)

1

↻↻ 계획된 경로 유지

비상용 양초

1

↻↻ 계획 변경 시 기지나 베이스에 알림

수첩/연필(케이스 포함)

1

비상 신호용 호각

1

비상 신호용 거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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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수단 및 충분한 연료량 점검
↻↻ 무전 점검 및 통신 담당에게 출발 통지

↻↻ ‘체력 보충’ : 음식물을 정기적으로 섭취하고 정기적인 휴식을 취함
↻↻ 신중한 행동 : 가장 능력이 떨어지는 구성원의 위험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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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된 통신 일정에 맞게 기지와 통신

↻↻ 과학 연구 현장이나 표시에 피해를 주지 말 것

기지복귀

현장 대피처 또는 캠프

↻↻ 기지 진입 시 통신 알림

↻↻ 가능한 기존의 비상 캠프를 이용.

↻↻ 무선, GPS 장비 반납

↻↻ 가능한 태양열 발전기와 풍력 발전기를 이용

↻↻ 구급상자 및 생존키트 반납

↻↻ 연료와 화학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

↻↻ 생활하수 용기 비우기, 세척 및 반납

↻↻ 현장 연료 스필키트를 이용

↻↻ 연료 스필키트 점검, 보충 및 반납

↻↻ 모든 소지물이 바람에 의해 확산되지 않도록 보호

↻↻ 폐기물을 분리 수거

↻↻ 야생생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고 음식물 쓰레기를 안전하게 보관

↻↻ 모든 현장 장비를 짐에서 풀고 건조한 다음 반납

↻↻ 호수나 개울에서 몸이나 장비를 씻지 말 것

↻↻ 차량 연료 보충 및 반납, 문제점이 있을 경우 유지반장에게 보고
↻↻ 기지대장에게 탐사 중 발생한 위험 통지

복귀 시
↻↻ 허가를 받지 않고 인공물이나 표본을 채취하지 말 것
↻↻ 기지 절차에 따라 처분할 모든 폐기물을 회수

12.6 현장 활동을 위한 환경 체크리스트

↻↻ 기지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모든 인체 폐기물(대변과 소변, 생활 하수)를 회수
↻↻ 모든 환경 사건과 비일상적인 사항을 보고

현장에 나가기 전에
↻↻ 환경 허가서 구비(표본 채취, 민감 지역 진입 허가 등)
↻↻ 민감 지역 숙지(예: ASPA, 콜로니 등)
↻↻ 생물 서식지역과 번식지 사이를 이동할 경우 장비 세척

12.7 현장막사 사용 체크리스트

↻↻ 연료 스필키트(spill kit) 및 폐기물 관리 용기 지참

막사에 들어갈 때
현장 탐사
↻↻ 지정된 경로를 이용
↻↻ 발을 가볍게 디딜 것. 식물과 일부 암석은 연약하며 눈으로 감춰져 있을 수 있음
↻↻ 야생생물 접근 거리 지침을 준수
↻↻ 침입 피해가 강하므로 차량 이용을 최소화
↻↻ 지정된 경로가 아닌 이상 차량은 얼음이 없는 지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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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못했던 환기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 가스통(막사 외부)에서 취사 및 난방 장치로 연결되는 가스관을 확인하고 차단
밸브를 연다.
↻↻ 연기 및 CO 검출기를 확인하고 테스트한다.
↻↻ 사용 기한이 지나 작동하지 않는 CO 검출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교체한다.
↻↻ 소화기와 소방 담요, 구급상자, 비상식량, 구조함의 위치와 기능을 확인한다.
↻↻ VHF, HF 무전기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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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를 호출하여 도착하였음을 알린다.
↻↻ 일지를 확인하고 작성한다.

막사 이용 시
↻↻ 잠을 잘 때는, 잠깐 눈을 붙이는 경우라도 항상 스토브와 램프, 히터를 끄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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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한다.
↻↻ 연료나 음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재공급이 어렵다. 첫 번째 가스통이
비어있거나 교체를 한 경우에는 기지 감독관에게 알린다.
↻↻ 날씨가 좋을 때 담요와 가방을 말린다.
↻↻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관리한다.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긴급 통신 매뉴얼

↻↻ 막사를 떠날 때

무전기 사용 매뉴얼

↻↻ 처음 도착하였을 때보다 더 깨뜻한 상태로 정리하고 떠난다.

이리듐 위성 전화 매뉴얼

↻↻ 히터와 램프, 발전기의 연료를 채운다.

기상관측 및 보고 매뉴얼

↻↻ 가스를 잠근다.
↻↻ 물을 잠그고 비운다.
↻↻ 바닥을 청소한다.

화재 대응 매뉴얼
텐트 설치 매뉴얼

↻↻ 쓰레기는 보관하거나 되가져간다.

스토브 사용 매뉴얼

↻↻ 잘 상하는 식품은 정리 해서 되가져온다.

이글루 제작 매뉴얼

↻↻ 본인의 계획 경로와 탐사 정보를 일지에 작성한다.

설상 이동-등반기술 매뉴얼

↻↻ 떠날 때 환기구를 닫는다.
↻↻ CO와 연기 검출기를 비활성화하여 배터리 수명을 늘린다.

매듭법과 로프구조 매뉴얼

↻↻ 문을 잠근다.

GPS 매뉴얼

↻↻ 무전을 통해 기지에 출발 사실과 계획을 알린다..

차량 운용 매뉴얼

↻↻ 이용하지 않은 식품을 되가져온다.

스노우 모빌 운용 매뉴얼
사륜차량 운용 매뉴얼

부족한 물품, 파손, 결함에 대해 보고한다.

항공기 운영 매뉴얼
극지용 생존키트
항공기 통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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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낭과 안전장구(스키 등)을 벗는다.

13 각종 참조매뉴얼

2.	배낭을 튜브처럼 이용하여 얼음 끝으로 헤엄쳐간다.
3.	아이스액스나 아이스스파이크를 이용하여 자신의 몸을 얼음 표면으로
끌어올린다.
4.	얼음 경계부가 허물어지면 다른 탐사요원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13.1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

노력한다.
5.	배낭을 항상 가까이 둔다.

크레바스 낙하 사고 시 취해야 할 조치
구조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몸을 뒤로 버티며 추락자를 지탱한 다음 아이스액스(피켈)을 눈과얼음에
꽂거나 파서 구조자 자신을 확보한다.

6.	구조용 로프(드로우 백 등)가 본인 가까이에 떨어지면 로프를 등과 팔
밑으로 밀어넣은 다음 양손에 매듭을 진다.
7.	물 밖으로 나올 수 없거나 힘이 빠진 경우, 의식을 잃을 것 같은 경우에는
체온을 유지할 수있도록 한다. 구조용 로프를 단단히 잡는다.

2.	추락자와 구조자를 지탱할 수 있는 확보용 앵커와 탈출 장치를 만든다.
3.	추락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해빙에서 다른 사람이 물에 빠졌을 경우 취해야 할 조치

4.	크레바스 모서리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안전 구역을 만든다.

1.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배낭과 안전장구(스키 등)를 벗게 하고

5.	추락자의 배낭과 아이스액스를 꺼낸다.

아이스액스나 아이스스파이크를 이용하여 자신의 몸을 끌어내도록 한다.

6.	추락자가 크레바스에서 빠져 나오도록 돕는다.

배낭은 물에 뜨므로 나중에 건질 수 있다.

7.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항상 로프와 앵커를 연결하여 유지한다.
＊ 추락자는 동료가 지시하기 전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야 한다.

2.	구조자도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도움을 서두르지 않는다. 끝에 고리를
만든 드로우백이나 로프를 바로 던져 물에 빠진 사람이 가슴이나 팔에
감을 수 있도록 한다.

추락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프루직 매듭된 고리(또는 등강기에 연결된 슬링 고리)을 밟는다.
2.	배낭을 벗어 본인의 아래에 걸거나 구조자가 배낭을 크레바스에서 꺼낼 수
있도록 조치 한다.
3.	프루직 매듭의 고리를 밟고 올라가거나 도움을 기다린다.
4.	필요할 경우 따뜻한 옷을 입는다.

3.	얇은 얼음의 끝 부분에 접근하지 않는다.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경우 누워서
체중을 분산시키거나 스키를 이용하여 부하를 분산시킨다.
4.	얼음 모서리가 깨져 물에 빠진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경우에는 스키를
구멍의 양쪽에 두고 물에 빠진 사람이 무게를 분산시키도록 돕는다.
5.	썰매나 널빤지, 사다리를 이용한다. 썰매를 타고 얼음을 밀어 접근하거나
스키 등의 장비를 발판으로 이용할 수 있다.
6.	기지에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해빙에서 물에 빠졌을 경우 취해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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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입히거나 침낭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드로우백
• 대형 드로우백을 던지는 방법

떨어져나간 해빙 위에 갇혔을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
해빙 위에 있을 때 해빙이 균열되어 떨어져 떠다닐 때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해안으로 떠다니던 유빙이 이동될 수 있다. 며칠 내에
유빙 덩어리가 뭉치거나 얼음이 다시 형성될 수 있다.
1.	지도와 GPS를 바로 확인하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다. 표류하는 방향과
속도를 예상하고 땅으로부터의 위치를 예측한다.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구조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무전기를 이용하여 도움을
청한다.
2.	가능하다면 섬이나 해안으로 전진할 수 있을 때 유빙에서 건너뛰기를
한다. 필요하다면 작은 유빙을 뗏목으로 삼아 큰 유빙 사이를 지나간다.
3.	해안의 얼음 절벽에 가까이 있다면 장비를 걸 수 있는 눈쌓인 경사가 있을

• 드로우백의 포장
	항상 자기자신이 본인의 드로우백을 포장한다. 밤에는 항상 드로우백을

수 있다. 얼음 절벽에 닿을 수 있다면 얼음이 다시 얼기를 기다리거나

말려야 한다. 드로우백이 젖으면 얼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 드로우백을

기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육지로 가는 길을 찾는다.

포장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쪽 어깨에 로프를 올리고 가방 안으로 넣는

4.	가까운 섬이 없고 해안과도 거리가 있다면 오래되고 큰 유빙을 찾는다.
빙산은 좋은 캠프 장소가 될 것이며 배나 헬리콥터, 선박에서 찾기가 쉽다.
5.	계속 상황을 주시하여 유빙의 추가 균열 때문에 장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다. 유빙은 놀라운 속도로 붕괴된다.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를 한다.
6.	바위 위의 안전한 장소를 찾았을 때 구조활동 바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다. 드로우백은 짐 바깥에 가지고 다닌다.
• 드로우백 사용하기
–– 드로우백에서 로프를 1미터 꺼낸다.
–– 드로우백을 한 손으로 잡아 끝의 큰 고리가 펄럭이지 않도록 한다.
–– 팔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드로우백을 던져서 이용한다.

경우에 대비하여 바다표범이나 펭귄, 바다 새와 같은 동물을 잡아

• 드로우백의 재사용

식량으로 비축한다.

	첫 번째 던지기가 실패하였을 때에는

7.	가까운 기지나 선박을 호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전기 배터리를 아낀다.

가능한 빨리 재시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포장하지 말고 백 안에
눈이나 얼음, 돌, 물병 등을 채운 다음
다시 정확하게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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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수자 구조방법

구명정에 의한 구조법

물 밖에서 구조하는 방법

구조에 필요한 기구

• 신체가 미치는 근거리에 익수자가 있을 경우

• 익수자자 가까이서 조정가능 한 노

–– 구조자는 우선 자기보호를 위해 주위의 지지물을 단단히 잡고 익수자를 향하여
손이나 발을 뻗쳐 구출한다.
–– 만약 구조자가 자기 신체를 지탱할 지지물이 없을 경우에는 자기 몸 중심을
수직으로부터 뒤로 가게 하여 익수자를 구출한다.

• 신체가 미치지 않는 지근거리에 익수자가 있을 경우
–– 익수자에게 신체가 미치지 않으나 신체를 조금만 연장하면 구조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 익수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고 있는 옷이나, 나뭇가지, 장대, 노
등으로 신체를 연장하여 구출한다.

• 익수자에게 던져줄 손줄 또는 구명환
• 치료를 위한 응급장비 세트
• 육지와 연락을 위한 통신장비 등
구명정 구조 시 인원편성
• 조종사 : 1명
• 구조요원(지휘자 포함) : 2명
• 통신 및 응급처치요원 : 1명

• 신체가 미치지 않는 원거리에 익수자가 있을 경우

접근방법

	구조자로부터 원거리에 익수자가 있을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손줄(로프)

• 접근 시 익수자 위치 계속확인한다.

또는 구명환을 던져주어 구출할 수 있다.

• 바람이 불 때는 구조자가 바람을 안고 접근한다.

–– 손줄을 이용한 구조

• 물의 흐름이 있을 때에는 하류 측에서 접근한다.

≫≫ 로프 한쪽 끝에 2중 고리를 매듭한 다음 매듭하지 않은 쪽에서부터
원형으로 사려잡는다.
≫≫ 매듭이 설치된 부분 1/3가량을 던지는 손에, 나머지 2/3은 반대편에
잡은 후 가급적 익수자의 정면이나 머리 너머로 던진다.
–– 구명환을 이용한 구조
≫≫ 구명환만을 익수자에게 던져주는 경우도 있겠으나 가급적 회수를
늘리기 위하여 손줄을 구명환에 연결하여 사용하면 회수 후 반복

• 익수자에게 가까이 접근해서는 시동을 정지한다.
구조방법
• 익수자에게 노를 내밀어 잡게 한 뒤 선미방향으로 끌어 올리거나,
• 구명환이나 구명줄을 던져준다.
• 구명정과 떨어져 있을 때에는 2명이 동시에 구명환이나 구명줄을
던져준다.

시도가 가능하다.
–– 구명환 던지는 요령
≫≫ 오른손 잡이는 오른손에, 왼손잡이는 왼손에 구명환을 잡고 반대편
손으로 구명줄을 사려잡고 신체의 반동을 이용하여 익수자를 향하여
던져준다.
≫≫ 이때 흐르는 물일 경우에는 익수자보다 약간 상류지점으로 던져주고,
물의 흐름이 없는 장소에서는 익수자 가까이 던지거나 익수자

수영구조법
수영구조의 기본조건
• 다이빙 및 50미터 이상 수영할 수 있는 자
• 1분 동안 수직으로 떠 있거나 제자리 수영이 가능한 자
• 수직 잠입이 가능한 자

위치보다 멀리가도록 던져준 다음 손줄을 이용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128

극지 안전 매뉴얼

13 각종 참조매뉴얼

129

수영구조 전 확인사항

사고자를 위한 기초조사

• 수영구조의 필요성

↻↻ 기도 확인(턱을 들어 머리를 올리고/턱을 왼쪽으로)

• 수영구조능력(수심과 거리등)

↻↻ 호흡 확인(보고, 듣고, 느끼고)

• 수영의 구조방법 판단
• 익수자의 상태(피로, 공포, 급류)
• 수온과 날씨

↻↻ 순환 확인(경동맥 확인)

구조 무선통신
＊ 13.3 긴급 통신 매뉴얼 참조

접근방법

사고자에 대한 이차적인 조사 실시

익수자는 대체로 수직 위치로 서서 머리를 제치고 팔을 앞으로, 위로 향하여

• 사고자 혹은 사고자의 동료에게 질문

허우적거리며 물체를 잡으려 하므로 구조자는 붙잡히지 않도록 익수자에게

• 사고자의 바이탈 싸인(맥박, 혈압, 호흡, 체온) 확인

접근해야 한다.

• 머리에서 발끝까지 조사

• 후방 접근방법 : 익수자의 등 쪽으로 접근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응급상황시 행동절차를

• 수하 접근방법 : 익수자 머리가 수면 위에 있을 때 익수자 2미터 지점에서

알아둔다. 이러한 기본 절차는 응급상황과 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안전하고

수직 잠수하여 발아래 위치로 접근
• 전방 접근방법 : 익수자의 머리가 수면 하에 있을 때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된다. 목적은 응급상황을 처리하는
동안 환자 및 구조자의 부상뿐만 아니라 희생을 피하기 위함이다. 필요하다면
응급현장에서 방법과 절차를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사고장소를 조사하고 구조자가 있는 곳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행동을

13.2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사고 조사
↻↻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사고 현장은 안전한가?
↻↻ 사상자는 몇 명인가?
↻↻ 구조에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는가?

결정한다.
먼저 환자의 조사를 실시한다.
–– 기도 : 기도가 열려 있는가? 가능한 목의 움직임을 최소화 하라. 만약 가능하다면
목의 경부를 기울여라.
–– 호흡 : 부상자의 호흡은 어떠한가? 살펴보고, 듣고, 느낀다. 만약 필요하다면
인공호흡을 한다.
–– 순환 : 경동맥박이 뛰고 있는지? 심한 유혈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다.
–– 장애 : 근육과 골격에 부상이 있는지? 척추를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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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 :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부상자를 이동시킨다. 필요하다면 환자 위를
천막으로 덮어둔다.
–– 의료진단을 위한 라디오 : 각 응급상황에서 의료인은 환자 수송헬기의 필요성을
결정할 것이다. 심각한 의학적 문제는 모든 것을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구조자는 의학적 진단을 위해 의사에게 연락했을 때 부상이나 병에 대한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억하고 전달한 뒤, 의사의 지시대로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정상이다).당신이 혈압이 뛰지 않는다면 방사상으로 움직이는 맥박을
감지하라(부상당하지 않은 팔의 손목 옆의 엄지손가락 부위의 맥박)
환자는 심장수축의 적어도 90의 맥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혈압 곡선의
가장높은 지점)
• 체온: (일반인의 체온은 98.6°F(37.0°C)). 보통 혀 아래 입 부위에

실시하라. 의사는 환자의 치명적인 증상과 그들이 어떤 변화점에 대한 처치를

온도계를 놓고 체온을 측정한다. 단계는 3분동안 온도계를 입에 문다.

요청할 수 있다.

101.5°F이상에 도달하면 열이 나는 것이다. 95°아래로 떨어지면
저체온증을 나타내는 것이다. 직장의 온도는 저체온이 쉽게 되고

치명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다.

무의식적으로 병을 얻게 된다. 그러나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직장의

• 맥박율 : 긴급상황에서는 목동맥에서 찾거나 사타구니의 대퇴부 동맥에서

온도는 온도를 낮추어 읽어야 하는 직장온도계가 요구된다. 직장온도계의

쉽게 찾을 수 있다. 환자가 저체온증인 경우 일분 당 최저점을 확인한다.

구근은 더욱 짧고, 넓고 둥글다. 그리고 빈번히 직장온도계의 맨 끝부분은

맥박을 느끼기 위해 첫번째부터 세번째 손가락까지 사용한다. 환자의

평평하다.

맥박을 측정할 때 실수를 할 수 있는 엄지손가락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

• 의식의 단계: 의식의 보통단계에서 환자는 진단자에게 놀라고, 순응하고

만약 환자가 심각하게 극도의 부상을 입었다면 부목을 대고 조정한 후

정확히 말한다. 그리고 위치,날짜,그리고 하루의 시간(하루의 시간이

맥박의 존부를 기록하라.

대륙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렵다)자신에 관해 쉽게 질문에 대답한다.

• 호흡율 : (일반 호흡율은 1분당 12-20번이다) 약한 호흡을 보고, 듣고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상을 보이는 점을 기록하고 말하고 반응하라.

느껴라, 가슴에 가벼운 손은 호흡의 증가와 감소를 감지할 수 있고
환자에게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준다. 높은 고도에서의
폐부종(HAPE)인 경우, 가슴벽에 가까이 대고 귀를 기울였을 때 폐에서
들리는 소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수포음이 들릴 것이다. 청진기는 필요하지

13.3 긴급 통신 매뉴얼

않다. 그들은 겨드랑이 아래에 가슴부분에서 처음 소리를 듣고 감지 할 수
있다. 화장실의 판자 종이튜브는 각 분야의 안전교육자에게 사용되어지고
HAPE 부상자의 수포음을 감지한다. Cheyne-Stokes 호흡은 잠자는
동안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숨을 멈추고 헐떡이는 등 불규칙적인 호흡이
특징이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높은 고도에서 쉽게 적응 되지 않는 다는 신
호이다.(10,000feet 고압도에 진입)
• 혈압: (일반인의 혈압은 보통 120/80이다. 그러나 90/50에서 140/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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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 호출

• 메시지 설명

침착함을 유지하고 여유 있게 분명히 말한다.

긴급 호출은 조난 호출을 제외한 다른 호출보다 우선한다.

• MAYDAY, MAYDAY, MAYDAY
• 여기는…(본인의 기지나 현장 탐사대 이름 및/또는 호출 신호, 3회)

조난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 위치를 설명

• 즉시 무전 전송을 중단한다.

• 조난의 성격 설명

• 잘 듣고 가능하다면 메시지와 시간을 기록한다.

• 기타 구조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 다른 기지에서 수신확인을 하는지 듣는다.
• 수신확인이 들리지 않으면 조난자를 호출하고 수신을 확인한다.

조난 호출은 다른 모든 송신보다 우선하며 특정 기지가 아닌 호출을 수신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된다. 응답이 없으면 장비를 점검한 후 다시 호출한다.

• 도움이나 지원을 할 수 없으면 조난자에게 말하고 조난 메시지를
중계한다.

일반적으로 통신하는 2차 주파수와 다른 주파수로 변경을 시도하고 답신을
받을 때까지 재전송을 계속한다.

중계 절차
• MAYDAY RELAY, MAYDAY RELAY, MAYDAY RELAY, 여기는…

조난 신호의 모르스코드는 SOS이다.
이는 단음 세번 장음 세번 단음 세번의 조합으로 S(…) O(---) S(…)
도도도 쓰쓰쓰 도도도이다(도는 짧게, 쓰~는 상대적으로 길게를 말함).
이를 기억해두면 음성교신이 불가능할 경우 다양한 조합을 활용하여 짧게
세번 길게 세번 짧게 세번을 조합한 신호를 보내서 응급상황을 알릴수

• (본인의 기지나 탐사대 이름 및/또는 호출 신호, 3회)
• 조난자가 보냈던 조난 메시지를 전달한다.
• 베이스 기지에 메시지 전달과 같은 다른 도움을 제공한다.
• 도움이 제공되는지를 확인할 때까지 계속 듣는다

있다. 상대적으로 긴급 신호는 OSO로 SOS와 반대의 신호조합을
갖는다. 메이데이 조난신호의 송신은 신중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다른 무전 기지에서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가에서 허위 조난신호는 중한 처벌을 한다.

• SEELONCE MAYDAY

긴급 호출

시롱스메이데이는 조난 통신중 이 상황을 인지 하지 못하는 다른

침착함을 유지하고 여유 있게 분명히 말한다.

무선국에게 통신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이다.

• PAN, PAN, PAN, PAN, PAN, PAN

예:	기지국과 파견대간 조난교신중 아라온선박이 교신을 하려고 하고

• 기지 이름 및/또는 호출하는 호출 신호, 3회
• 여기는… (본인의 기지나 현장 탐사대 이름 및/또는 호출 신호) 3회.

있거나 혼신을 줄 경우
“아라온 아라온 아라온 여기는 기지국 시롱스메이데이 아웃”

• 위치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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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 아라온 아라온 디스 이즈 기지국 시롱스 메이데이 아웃)

채널

주파수(㎒)

16

156.800

호출 응답과 비상주파수 킹조지섬 공용주파수

이 메시지를 아라온이 수신하였을 경우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4

156.700

주변기지와의 교신

12

156.600

주변기지와의 교신

올 스테이션 올 스테이션 올 스테이숀 디스 이즈 아라온 시롱스

10

156.500

주변기지와의 교신

디스트레스 (seelonce distress) 아웃 이라고 송신한뒤 타채널로
이동하거나 조난 신호를 수신하며 도움을 줄 준비를 하면 된다.

주파수
VHF - AM
VHF - FM

129.7 MHz, 118.1 MHz

비고
Mt. Melbourne에 리피터가 있어
커버리지가 우수

비고

장보고기지 내 업무용 주파수

08

156.400

세종기지에서 사용

세종기지 내 업무용 주파수

06

156.300

주변기지와의 교신

이태리(마리오쥬켈리) 기지 업무용 주파수

04

156.200

주변기지와의 교신

02

156.100

주변기지와의 교신

00

156.000

주변기지와의 교신

모토로라 GP328 무전기의 채널 할당

Ch 6 (Base)
Ch 28과 66 (Mt. Melbourne 리피터)
Ch 82 (Mt. Abbott 리피터)

HF

용도

5371 (Primary)
8245 (Secondary)

이태리 마리오 쥬켈리 기지에서 사용하는 무선 통신

모토로라 GP328 무전기의 버튼
• 온/오프 음량조절스위치
무전기의 전원을 켜거나 끄고 음량을 조절한다.
• 채널선택스위치
무전기의 채널을 선택한다.

13.4 무전기 사용 매뉴얼 - 모토로라 GP 328PLUS
채널선택 스위치

모토로라 GP 328PLUS(338PLUS) 무전기
GP 328은 16개 채널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해상 채널에서 전송할 수

상면버튼(프로그램 기능)
온/오프/음량조절기

있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채널 선택 노브는 1부터 16까지 번호가 지정되어
있으나 이 번호와 실제 선택한 채널 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PTT버튼
측면버튼 1(프로그램 기능)

LED 표시기
마이크

측면버튼 2
(프로그램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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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T버튼

정상적으로 인가되면 자체 점검완료톤이 발생되며 녹색 LED램프가
켜집니다. 만약 자체 점검에서 이상이 발생되면 에러톤이 발생된다.

송신하는 동안 누르고 수신하는 동안 누르지 않는다

2.	전원 온/오프 스위치를 “딱”소리가 날때까지 반시계방향으로 돌려전원을

• 마이크로폰

끈다.

송신하는 동안 마이크로폰을 통하여 명료하게 통화 한다.
• LED램프
	밧데리의 상태, 전원인가 상태, 무전기의 호출정보 및 스캔상태를

음량설정
1.	음량 설정키를 누르고 계십시오. 지속적인 톤이 발생된다.

알려준다.
• 프로그램 버튼

2.	온/오프 음량조절스위치를 돌려 적당한 음량으로 설정한다.

	무전기의 일부 버튼은 단축기능버튼으로 프로그램될 수 있다. 프로그램

3.	음량 설정키를 놓는다.

가능버튼은 상면버튼과 2개의 측면버튼 이다.
다음의 도표는 3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되어지는 버튼의 기능을 나타낸다.

채널선택

• 프로그램된 단축기능 버튼을 빨리 눌렀다가 떼는 경우

채널선택스위치를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돌리면서 16개의 채널중

• 프로그램 버튼을 단축기능 버튼을 약 15초 정도 누르는 경우

원하시는 채널을선택하실 수 있다. 단, 일부채널이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은

• 프로그램된 버튼을 어떤 상태를 점검하거나 조정하는 동안 계속 누르고

경우가 있다.

있는 경우
송신
버튼

짧게 누름

길게 누름

계속 누름

비상사이렌

비상 사이렌 발생

비상 사이렌 해제

-

모니터

-

채널을 지속으로 모니터

채널을 모니터

음량설정

-

-

음량레벨 조절톤을 발생시킴
-

밧데리 잔량

-

-

스캔/스캔
채널 일시 삭제

스캔 시작/정지

스캔도중 불필요한 스캔대상 채널을 일시적으로 삭제
-

1.	채널 선택 스위치로 원하시는 채널을 선택한다.
2.	PTT버튼을 누르고 마이크로부터 입을2.5-5cm정도 떼어서 명료하게
통화한다.
3.	송신이 끝나면 PTT버튼을 놓는다.
수신

송신출력

고/저출력 선택

중계/토크 어라운드

2주파단신/토크어라운드 선택 -

1. 무전기의 전원을 켠다.

스켈치

스켈치설정을 2가지 중 선택

2. 음량을 적당한 크기로 조정한다.

-

3. 원하시는 채널을 선택한다.
무전기 전원 온오프
1.	전원 온/오프 스위치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전원을 켠다. 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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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호가 수신되면 이미 설정된 음량으로 음성을 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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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및 충전
날씨와 충전여부에 상관없이 배터리는 항상 따뜻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 태양광을 사용할 경우 솔라판을 태양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 항상 충분한
전원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1.	충전기에 배터리 꼽기
2.	볼륨을 돌려 무전기를 끈다.
3.	배터리 양쪽의 스프링 잠금장치를 눌러 배터리를 분리한다.
4.	배터리를 충전기에 넣어 충전한다.

13.5 이리듐 위성 전화 매뉴얼

5.	배터리를 꼽은 채로 충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
모토롤라 이리듐 위성 전화
주의사항
• 태양광을 이용해 충전할 때에는 충전기를 개조해야 한다. 일반 전원을
통해 충전할 때에는 3~4시간을 충전해야 완충된다. 솔라판을 이용할
때에는 햇볕이 충분한 경우 16시간 정도 걸리고, 광원에 따라 24시간 혹은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 중요-완전 방전시킨 후 충전하는 것이 좋다.
• 배터리와 충전기는 가능한 따뜻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다. 배터리는 영하
5도 이하에서는 충전이 되지 않는다.
• 충전여부와 상관없이 배터리는 옷 안의 따뜻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 충전기는 태양광아래 혹은 따뜻한 곳에 보관한다. 마땅한 장소가 없을
때에는 검은색의 천으로 덮어 태양광을 흡수하도록 한다.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는 텐트나 대피소 안에 보관하여 온도를 높이도록 한다.
• 충전기 좌측의 LED는 배터리의 충전상태를 표시한다.

작동 방법은 다른 휴대전화기와 유사하다.
1.	안테나를 완전히 펴고 전화기에 대해 약 45도 각도로 회전시킨다.
2.	적색 ‘◎’ 버튼을 2초 이상 눌러 전화기를 켠다.
3.	프롬프트가 뜨면 네 자리 PIN(일반적으로 1111)을 입력하고 ‘OK’ 버튼을
누르낟. 전화기가 잠시 등록 과정을 진행할 것이다.
4.	등록이 완료되면 장치가 위성을 볼 수 있음을 나타내는 몇 개의 막대가
디스플레이 좌측 상단에 표시되어야 한다. 통화를 하려면 보통 세 개의
막대가 필요하다.
육상에서 IRIDIUM 에 전화 연결시

002 8816 3262 2948
해외접속코드

이리디움 국가코드

이리디움 단말기번호

• LED 불빛이 적색(충전불가) 혹은 오렌지(충전대기) 색이라면 충전이
되지 않는다. 이 두가지의 경우는 배터리나 혹은 충전기가 너무 차가운

IRIDIUM 에서 한국으로 전화 연결시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배터리와 충전기를 따뜻하고 건조하게 한고,

해외로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숫자 00을 입력하고 국가코드, 전화번호를

다시 시도한다.

입력한 후 OK 버튼 을 누릅니다.

• LED가 녹색이면 배터리는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90% 충전),
권장하지 않는다. 이 상태는 완충상태보다 불충분하게 충전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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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82 10 8953 9402
한국접속코드

휴대폰 접속번호

전화번호

00 82 2 6309 6800
한국접속코드

서울 지역코드

상대방 전화번호

입력하고, 국가코드,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OK 버튼을 누릅니다.

예 1)	한국의 서울에 소재하는 아리온통신에 연결시 :
+ 82 2 6309 6800 OK
2)	한국의 010 휴대폰 사용자에게 연결시 :
+ 82 10 2047 2575 OK

안테나는 반드시 지면과 수직으로 하늘을 향하게 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IRIDIUM 에서 IRIDIUM 으로 전화 연결시

전화가 울릴 때 통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면에 Answer?

해외로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숫자 00을 입력하고 국가코드, 전화번호를

라고 표시될 때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한 후 OK 버튼 을 누릅니다.

통화를 종료할 때는 C 버튼을 누릅니다.
이리디움 서비스는 우천, 구름, 안개, 눈, 바람, 연기 등의 환경에 서비스

00 8816 3262 2943
이리디움접속코드

상대방 이리디움 번호

유의사항
큰 장애물이 없는 하늘이 보이는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
안테나는 수직으로 향하게 하며, 반드시 안테나를 잡아 당겨서 확장하여
사용해야 한다.
Registration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Registration이 완료되면 지구 모양의 아이콘 과 집 모양의 아이콘 이 하단에
표시됩니다
만약 Registration이 완료되지 않으면, 단축키 위로 향한 화살표와 숫자 8을
눌러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숫자 0을 2초간 눌러 + 기호를 만들거나 0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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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3.6 기상관측 및 보고 매뉴얼
안전한 탐사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일관적인 기상 관측이 필수이며 특히 항공
관측을 위해서는 현장 팀원들이 보통 하루에 두 번 정도 관측이 필요하며
항공기가 비행 중일 경우에는 더 자주 관측해야 한다.
다음의 정보를 기록하여 필요시 공유해야 한다.
• 날짜 – 일/월/년의 형식을 사용
• 시간 - 24시간 형식(기지 시간대나 UTC를 표시)
• 위치 – 축약 설명이나 위도/경도 (도, 분으로 표시)
• 고도 – 해발 미터
• 온도 – 최저/최고 온도계를 이용할 경우 최저/최고 온도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관측 시간 당시의 온도 사용. 온도는 바람과 태양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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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측정
• 기압 – 정확한 사무실 기압계가 있다면 본인이 있는 위치와 고도의
헥토파스칼 단위 기압을 사용, 그렇지 않을 경우 상승, 지속, 하강과 같은
동향을 파악
• 풍향 – 바람이 부는 방향을 각도를 사용

표면 표현 정의
• 좋음 – 눈더미, 도랑과 같은 눈 표면의 특징을 그림자로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양호 – 대비를 통해 눈 표면을 파악할 수 있음. 뚜렷한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음

• 풍속 – 노트

• 나쁨 – 가까이 보지 않으면 눈 표면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움

• 구름량 – 하늘을 8단계로 구분(옥타). 구름이 덮인 옥타의 수를 기록.

• 확인불가 – 눈 표면의 특징을 파악할 수 없음, 그림자나 대비가 나타나지

하늘에 구름이 한 조각만 있으면 1 옥타를 기록하고 맑은 부분이 하늘의

않음. 어두운 물체는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보임

1/8 미만이라면 7 옥타를 기록.
지평선 표현 정의
낮음/중간/높음 구름 높이 – 일반적으로 구름의 높이는 하늘에서 낮음,

• 좋음 – 지평선이 그림자나 대피를 통해 뚜렷이 확인됨

중간, 높음으로 파악. 남극의 경우 대류권이 압축되어 이 높이가 고위도

• 양호 – 지평선을 파악할 수 있으나 하늘과 눈 표면의 구분이 명확하지

지역보다 낮다. 각 높이에서 옥타 수와 구름 유형을 파악
• 낮은 구름 – 옥타의 수와 구름의 유형, 이동 방향을 기록하십시오.

않음
• 나쁨 – 지평선을 어렵게 식별할 수 있음

–– 층운 (St) : 바닥이 고른 회색 구름층

• 확인불가 – 지평선이 완전히 상실됨. 눈 표면이 하늘의 흰색과 합쳐짐

–– 층적운(Sc) : 보다 적운에 가까운 모양이며 때로는 말린 모양으로 나타남

• 비고 –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추가 정보를 제공. 예: ‘지난 몇 시간 동안

–– 적운 (Cu) : 윤곽이 뚜렷하게 분리된 구름, 흰색 콜리플라워 모양 구름
–– 적란운 (Cb) : 수직으로 발달하는 밀도가 높은 구름, 꼭대기가 모루 모양으로

구름양과 바람이 증가함

만들어질 수 있으며 구름의 바닥은 어둡고 폭풍이 발생함, 강한 강수가 동반되며
남극에서는 비교적 드물게 나타남

• 중간 높이 구름 – 옥타의 수와 구름의 유형, 이동 방향을 기록
–– 고층운 (As) : 하늘 전체를 덮는 회색 또는 푸른 구름. 태양을 덮어 유리를 통해
보이는 것처럼 만들 수 있음
–– 고적운 (ac) : 집단으로 모여 있는 적운 모양의 구름

13.7 화재 대응 매뉴얼
화재는 건조한 남극의 환경에서 중요한 위험요소이다. 화재를 예방하고,
발견하고, 봉쇄하는 절차를 익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 난층운 (Ns) : 하늘 전체를 가리는 분산된 바닥을 가진 어두운 회색 구름

• 높은 구름 – 옥타의 수와 구름의 유형, 이동 방향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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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EE 원칙을 기억하라
			
• Remove (people)
			
• Activate (alarm system)

대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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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in (close door)

			
		

• Extinguish (where safe to do so)
			
• Evacuate (the area)

폐쇄

•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진화
배출

화재진압 장비
• 모든 구역은 자동 작동되는 알람시스템에 의해 열감지센서. 연기 센서,

화재를 발견했다면
• 화재경보 수동 작동 (알람이 울리지 않는 경우)
• 경보기 근처에 점근하지 못했거나,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를
호출하거나 -천천히 명확하게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하고 외친다
• 안전하다면 방재담당이 도착할 때까지 경보기에 머문다

스프링클러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 기지 내 모든 구역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 그것들의 종류(CO2, Dry
Powder, Water)에 따라서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다. 화재의 등급에 따라
적합한 것을 골라야 한다.
• 소화전은 수도관을 따라 존재한다.

• 건물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가 확인하고, 불이 난 건물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 안전을 확보하고 방재담당가 도착할 때까지 소화기, 소화전을 이용해 불을
끈다.
• 깃발이 있는 소집장소로 간다.

방재담당
• 기지 내에는 소방관서 에서 훈련을 받은 방재 담당이 있다.
• 방재 담당에 의해 각각의 역할을 부여 받은 스텝들은 담당 별로 명단에
기재한다.

• 방재담당을 방해하지 않고, 방재라인을 넘어가지 않는다.
화재 예방
화재경보를 들었을 경우

• 흡연은 외부에 설치된 흡연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 가장 가까운 통로를 통하여 깃발이 있는 소집장소로 간다.

• 정리정돈은 화재예방에 도움이 된다.

• 일반 출구가 화재로 막혔을 경우에만 비상구를 사용할 수 있다. 비상구는

• 모든 사람들은 항시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지상에서 높-은 곳에 위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안전한 통로로 나가는 루트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 통로는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방재 담당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깃발이 있는 소집장소 에서 통신 담당이 출석을 부르고 임무를 부여할
것이다. 조용하고 질서있게 머물러야 빨리 끝날 수 있다.
• 항상 적당한 옷과 신발을 신고 있는지 확인하라.

한다.
• 연기나 어둠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다음 시설들의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 화재경보기
–– 비상구
–– 소화기
–– 소화전
–– 전화

방화문이 걸려서 열려있지 않도록 주의한다.

• 경우에 따라서 소집 장소는 바뀔 수 있다. 장소의 변화에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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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텐트 설치 매뉴얼

무게는 30kg이다.
바람이 부는 중에 텐트를 설치할 경우 다음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1.	극지용 피라미드텐트(스콧텐트) 꼭대기가바람을 향하도록 텐트를 놓고

돔 텐트
돔 텐트의 종류는 다양한다. 돔 텐트에는 2~4명이 용이 있고 부피가 적고
가볍다. (3~8kg) 돔 텐트는 보호된 구역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눈벽을 세우는 등으로 보호를 하지 않는 한 강한 바람에 사용을 권장 하지

꼭지점을 바람이 부는 쪽으로 향하게 한다.
2.	폴을 조립하고 한쪽 측면 을 펼쳐 펙을 박아 팽팽하게 한다.
3.	텐트의 꼭지점 에 긴 슬링으로 묵어 바람방향에 피켈 혹은 스크류박고
슬링과 연결 한다.

않는다. 텐트가 쉽게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폴을 일정한 방향으로 당겨

4.	스크류와 연결된 슬링을 바람 방향으로 서서히 풀어서 텐트 폴을 세운다.

고정하여야 한다. 텐트를 설치할 때 폴을 한방향으로 밀어넣어야 한다.

5.	바람이 텐트 한쪽 모서리 를 통과 하도록 방향을 조정하고 텐트 의 입구를

바람

바람 반대 방향으로 위치를 잡고 펙으로 고정 한 다음 텐트 스커트 바닥에
브럭 눈으로 고정 시킨다.
6.	텐트 네 모퉁이 에 팩을 박아 슬링을 연결 하여 강한 바람 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당겨 준다.
바람

폴라 피라미드 텐트

바람

폴라 피라미드는 올바르게 설치하여 잘 고정하면 심한 바람도 견딜 수 있다.
이 텐트는 피라미드 구조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캐노피 위에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딥니다. 스트링과 팩 혹 스쿠류 로 강한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확실하게
잡아 주어야 한다.
이 텐트는 두 명이나 세 명이 들어갈 수 있으나 비상 상황에서는 네 명 이상도
들어갈 수 있다. 극지에서 검증된 강한 텐트 이다.
폴라 피라미드 텐트는 사전에 폴을 조립하여 운반되며 빨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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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확인한다.
바람

2.	연료 펌프를 10회에서 20회 펌프질 한다.
3.	스토브와 연료통을 연결하고 연료통의 밸브를 조금 열어 예열컵에 연료가
적당히 채워지도록 하고, 밸브를 잠근다.
4.	성냥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예열컵의 연료에 불을 붙여 버너가 뜨겁게
예열되도록 한다. 이때 텐트 밖 등 실외에서 실시해야 한다.

눈 날림에 묻힐 수 있으므로 텐트의 입구 터널이 바람을 향하도록 하거나
바람이 불어가는 쪽을 직접 보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입구는 바람이

5.	예열컵의 연료가 모두 소진되어 버너 헤드가 예열 되면, 열료통의 밸브를
천천히 열면서 화력을 조절한다.

가로지르는 방향을 보도록 하여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면의
상태에 따라 삽, 눈 도끼, 스키가 페그보다 더 잘 고정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러한 장비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해야 한다.

◎ MSR 위스퍼라이트 인터내셔널 스토브의 명칭
버너와 연료통을 연결하기 전에 각 부분의 명칭을 숙지하세요.
버너헤드

설벽
설벽은 바람을 피해 요리를 하거나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때 쓰인다. 설벽은 텐트 주변에 건축하는데, 강풍을 이기고 풍랭효과를
감소시키며 텐트가 바람에 펄럭거려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막아준다.
눈블록은 모두 같은 크기로 만들어야 하며 각각의 블록은 그것의 밑에
있는 블록의 간격을 덮어 겹쳐 쌓아야 한다. 바위 상자 (Rock-box) 크기가

쿠커 지지대/
스토브 다리

림 디텐트

불꽃 조절
손잡이

믹서튜브

엘보우

바람막이
리테이너
너트

UG노즐
셰이커
니들

연료관

스위벨
어댑터 O링

제너레이터
튜브
예열 심지

MSR Whisper Lite International

선호된다.

캐치암
액체 연료
어댑터

예열컵

힛 리플렉터
체크밸브
콘트롤
밸브
어셈블리

13.9 스토브 사용 매뉴얼

연료관 O링

MSR WhisperLite International
1.	연료 펌프를 열어 연료통의 3/4 만큼 무연 휘발유(화이트 가솔린)을 채워
넣고, 안전하게 연료통을 잠근다. 연료통을 거꾸로 세워 놓고 새는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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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브 주요 문제 해결
• 연료 누출:

13.10 이글루 제작 매뉴얼

–– 새 연료통 : 연료 뚜껑 (또는 펌프)가 꽉 조여져 있지 않음
m
0c
18

–– 연결 부분에서 : 씰 또는 “O”고리 손상
–– 펌프에서 : 펌프밸브 또는 씰의 손상

텐트
펙
90cm

–– 노즐에서 : 조절밸브의 마멸

• 연료 부족 또는 연료 없음:
–– 압력 없음 : 연료탱크에 공기 넣기

1.	눈 덩어리를 모을 장소를 찾는다. 눈블록들은 동일한
크기로 잘라야 한다.
-	두부처럼 부들부들한 질감의 눈블록은 피한다.
-	부러진 층의 눈블록은 피한다.
-	성근 조직의 눈의 경우, 채집 장소에서 발로 밟아
단단하게 다져 준비해둔다.
2.	여러분이 눈을 가져올 장소 근처에 원 모양을 그린다.
-	최대 직경 약 180cm (확장은 나중에 진행한다)
-	중심 부분을 남겨둔다. (얼음도끼 또는 텐트 팩 이용)

–– 연료 없음 : 연료탱크가 비어있음, 노즐 막힘, 연료튜브 막힘, 또는 연료 냉각

–– 건조한 컵 : 펌프 컵에 오일 바르기
–– 더러운 펌프 : 벨브 막힘 체크

• 노즐의 역할 저하

눈블록

눈톱전체길이

톱날길이

• 펌프 작동 안함

의
길이
눈톱

1/2

3.	50~80개의 블록이 필요하다. 그림과 같이 적당한
크기의 블록을 측정한다.

–– 연료의 누출 : 연료 양 확인, 압력 탱크에 공기 넣기
–– 방해물 : 깨끗한 노즐. 부적합한 노즐
–– 너무 차가움 : 부적절하게 눈으로부터 고립됨 ; 침낭 안에 따뜻한 연료 탱크

• 부적절한 점화/급상승:

4.	블록의 첫 번째 층을 설계한다.
-	각 블록의 옆 부분을 자르고 각 부분들이 그림과 같이
중앙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한다.

–– 압력이 너무 큼 : 밸브를 열어 조절
–– 부적절한 노즐 : 케로신은 “G”노즐 사용
–– 가스는 “K”노즐 사용 : 난로가 차가워짐. 버너가 충분히 예열되지 않음
1층 첫 번째 블록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4~5개의
블록이 전체 크기가 될 때까지 나선형으로 자른다.


그림과 같이 톱을 “시야/직선자”로 사용하여 상단의
나선으로 자른 부분이 중앙으로 향하였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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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면 자르기

윗면 자르기

첫 번째 블록을 쌓은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블록을
쌓는다 (모든 블록은 전체 크기로 사용한다).
-	각 층의 블록은 그림과 같이 중앙에서 가깝게
쌓여져야 한다.
-	측면 절단 시에는 그림처럼 중심을 향해야 함을
기억하여야 한다.

13.11 설상 이동 - 등반기술 매뉴얼

-	그림과 같이 톱을 뉘어 가장 윗부분을 평평하게
맞추고 이것들이 중앙으로 향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은 이글루를 중앙으로 향하게 하여 마무리가
되도록 한다.
-	각 부분의 상단은 매끄럽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만들기, 크레바스 점검의 기능을 함으로써 눈과 얼음 위를 이동하는데 가장

피켈(얼음도끼) 사용하기
피켈은 몸을 지탱하고 낙하를 방지하며 임시적인 앵커 역할을 하고 발판
중요한 도구이다.
경사가 급하고 표면이 단단할수록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하다.
평탄한 지면을 이동할 경우에는 편안한 ‘지팡이’ 높이의 도끼를 선택하라.

마지막 상단 눈블록

6.	한 사람이 톱과 작은 삽을 가지고 이글루 안에 들어가
각 블록들의 배치를 돕도록 한다.
-	각 블록들이 틈이 생기지 않고 맞춰지도록 한다.
-	당신은 안에서 블록 쌓는 일만 돕도록 한다.
-	설치를 하고 나면 블록이 중앙으로 향하도록 하여
부드럽게 다져 넣는다.
-	절대로 블록을 바깥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아직
고정되지 않은 것이다.
7.	마지막 블록을 자를 때는 “코르크” 처럼 끝부분이
점점 줄어들도록 한다.
작업은 그림과 같이 이글루 안쪽에 있는 사람이 측면을
잘라내도록 한다.

경사면에서는 짧은 액스가 더 편리하다.
피켈은 산을 내려갈 때 발판을 만드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에 올라간 손으로
피크 쪽이 뒤로 가도록 잡아야 한다.
Pick[피크] : 피크
Adze[아즈] : 자귀

Shaft[샤프트] : 자루
Wrist loop[리스트 루프] : 손목 고리

그림과 같이 안에 있는 사람과 벽의 바깥 부분에 있는
사람이 서로 마주하여 눈을 파내 터널을 만들어야 한다.
-	입구가 벽에 가깝도록 유지하고, 이 구역에서 잠을
자는 것을 피한다.
-	입구는 잠을 자는 공간보다 낮아야 하며 차가운
부분으로 만들어야 한다.

Spike[스파이크] : 스파이크

아이스 액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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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피켈 파지법

사면보행 기본자세

지팡이식 잡기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손바닥을 브레이드와 픽크

사면보행의 가장 안정된 자세는 사면의 위 쪽의 발(앞발)은 발의 앞부분,

중간에 놓고 엄지과 검지를 피크중간아래로 잡는다. 빙하 탐사시에는 피크가

뒷발은 뒤꿈치 쪽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자세가 골격을 잘 이용하여 근육의

앞쪽을 향하게 한다.

피로를 적게 해 준다. 이 자세에서 체중은 뒤 쪽다리에 싣는다. 아이스 액스는

피켈을 잡는 방법은 사용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감아잡기 는 가파른

항상 사면 위 쪽 손에 잡는다.

경사에서 자기 제동시 효과적이다. 그러나 보행중 에는 지팡이식 잡기가 편리
하다.
그러나 추락시에는 즉시 감아잡기 식으로 잡아야 한다.

지팡이식잡기

감아잡기

사면보행은 두 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 안정된 자세에서 불안정한
자세, 다시 안정된 자세로 돌아오게 된다. 아이스 액스를 사면 위 쪽에 두고 두
걸음을 옮긴 다음 다시 위쪽에 아이스 액스를 꽂는다. 체중은 다리에 실어야
하며, 사면에 기대는 듯한 자세는 좋지 않다.
자기확보
설사면 빙하에서 추락했을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면에 피켈을 꽃는
휴대 요령
A. 피켈을 사용하지 않고 장시간 이동할때
B. 단거리 보행시 그림과 같이 휴대해야 추락시 대비 할수 있다.
C. 두손을 사용해야 할 때 휴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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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여준다.
미끄러졌을 때는 한손으로 피켈의 헤드부분을 잡고 한손으로는 설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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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샤프트를 잡아 체중을 실을 수 있도록 한다. 자기 확보에서 가장

제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팔꿈치를 굽히고 체중을 피켈 사프트에 실는다.

중요한 사항은 샤프트를 바르게 잡는 것이다. 그래야 한 손으로 잡았을 경우

팔꿈치를 아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제동에 도움이 된다.

지렛대의 원리로 피켈이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참고 : 자기 확보 훈련하거나 실습할 때 절대 아이젠을 착용하지 않는다.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있다.

낙상이 발생하였을 때 피켈을 효율적인 브레이크로 이용할 수 있다.

레스트 스텝 (Rest Step)

• 피겔 헤드를 사용하는 손(주손)으로 잡고 피크가 눈사면으로 블레이드

길고 지루한 설 사면을 결코 단숨에

등뒤쪽으로잡는다,

올라 갈 수 없다. 자신의 체력과

• 다른 손으로 자루는 피켈 샤프트를 잡아야 한다.

사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전진과

• 피켈 샤프트를 상체안쪽 대각선으로 놓아 피켈 끝이 몸 밖으로 향하게

휴식의 페이스(Pace)를 맞추어야

한다.

한다. 레스트 스텝이란 심

• 상체의 무게로 피켈 샤프트와 피크를 누른다.

설속에서의 운행이나 설상 탐험 시

• 특히 아이젠을 착용했을 때 다리를 굽혀 발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해야

다리 근육의 과다한 에너지 소비를

합니다. 다리를 벌려 안정성을 높인다.

피하고 심폐기관에 가해지는 무리한

• 피크를 눈속으로 파고들게 해서 천천히 멈춘다.

부하를 덜기 위해 매 스텝 사이에 한

피켈 픽크가 눈에 너무 빨리 밀어 넣으면 갑작스러운 제동력 때문에 도끼를
놓칠 수 있다. 피켈의 픽크를 눈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 제동력을 천천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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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다리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 체중을 뒷다리에 싣고 몸무게가 실리지 않은 전진하는 쪽의 다리근육을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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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을 싣고 있는 다리는 곧게 펴서 근육이 아니라 뼈로 선다.

	발판을 깎을 때 아이스 액스를 주의하여 사용하십시오. 가능한 액스를

• 페이스를 낮추어 매 걸음마다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적게 사용하여 발판을 만든다. 발판을 깎을 때 두 발을 모두 단단히

• 호흡은 몸의 동작에 맞춘다.

고정한다. 무조건 세게 휘두르기보다 리듬을 유지하며 액스를 사용하는
것이 오래 작업을 하는데 좋다.

예를 들면 뒷다리가 앞으로 전진할 때 숨을 들이쉬고, 체중이 실리지 않은
다리가 레스트 스텝을 취하게 될 때 숨을 내쉬고, 다시 체중을 뒷다리에 싣고

하스텝 커팅 을 할 때 피켈은 반드시 경사가

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반복한다.

높은쪽(산쪽)으로 사용 해야 한다. 스텝
간격은 경사도에 따라 적당한 거리를 하고
발옮김이 편하도록 지그재그 형태를 이루며

발판만들기

만든다. 경사면 으로 대각선으로 오르면

• 스텝 킥킹 (Step-Kicking)

경사도를 낮출는 효과가 있어 쉽게 오를
수있다.
피켈사용법

킥(Kick)을 할 때에는 다리에 힘을 빼고 발의

스텝커팅을 위해 피켈을 휘두를 때는 손목을

무게를 최대한 이용하여 무릎을 중심으로

사용하여 끊어 쳐야 한다. 큰 호를 그리는

스윙.

운동의 중심점은 손목이며, 얼음면과 평행이

스텝을 너무 크게 만들지 않는다.

되도록한다

굳은 눈에서는 밑에서 위로, 연한 눈에서는
위에서 밑으로 킥킹.

피죤 홀 스텝 깍기

수시로 선두를 교대하여 한 사람이 너무

경사가 더 급해지면 피죤홀 스텝깍기를 한다.

지치지 않게 한다.

스텝의 깊이는 등산화의 반이 충분히 들어갈

깊은 눈에서는 무릎으로 여러 차례 다진 다음

정도로 해야 하며, 손잡이로 사용할 입술같은

발을 딛는다.

턱이 있어야 한다.

부드러운 눈에서는 발을 눈 속으로 강하게 차 넣은 다음 무게를 싣기 전에
발판을 다진다. 피켈을 위로 올라간 손에 잡고 균형을 유지한다.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갈 때, 측면으로 이동할 때 발판을 만드십시오.
올라갈 때 발판을 너무 멀리 만들면 내려올 때 사용하기가 어려우므로
주의한다.
• 스텝 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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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며 발판 깎기
	올라갈 때에는 발판을 하나 만들고 올라가도록 하고 내려갈 때에는 발판을
하나 만들고 내려가는 방법을 이용한다.
	방향을 바꿀 때에는 두 발을 모두 둘 수 있는 ‘버킷’ 발판을 만든다. 방향을
돌려 다른 방향으로 다음 발판을 만든다. 발판을 만들 때는 항상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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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를 이용한다. 액스를 잃어버리면 움직일 수가 없게 된다. 되도록 발판

유지하기가 좋고, 하산 시에는 무릎의 충격을 줄여 줄 수 있다.

상태를 좋게 유지하여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한다.

알파인 스틱은 스키폴과는 달리 2단 또는 3단으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낭에 꽂아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다. 손잡이를

하강

제거하면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스틱은 눈사태 매몰자의 탐침용, 조난자

내려가며 발판을 만들 때에는 사면 바깥을 보고 한 걸음을 내려놓은 다음 한

운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알맞은 사용길이는 스틱을 잡고 섰을 때

걸을 가로질러 디뎌야 한다. 경사가 급할 경우에는 사면 안쪽을 보고 발판을

팔꿈치 관절이 90도가 되는 길이이지만, 내리막길이나 급경사를 오를 때는

차서 만들 때 아이스 액스를 이용하여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속도를 내면

이 보다 10-15cm더 길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바스켓(스노우링)은 눈이

위험하므로 천천히 조심하여 내려가야 한다.

없는 길에서도 그대로 사용해야 바위틈새에 스파이크가 끼는 것을 방지한다.

부드러운 눈이 쌓인 완만한 경사에서는 발꿈치로 눈을 파며 걸음을 내딛는다.

사용방법은 자연스럽게 걸을 때 오른발이 나가면 왼팔이 나가고, 왼발이

눈이 단단하면 무게를 더 실어야 한다.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발판을

나가면 오른팔이 나가듯이, 오른발이 나갈 때 왼손 스틱이 나가고, 왼발이

깎아 만든다.

나갈 때 오른손 스틱을 내 짚으면 되는데, 스틱의 스파이크를 발보다 앞에
짚으면 안 된다.(급경사나, 요철이 심한 지형에서는 			

알파인 스틱 보행법

예외＞ 내 짚은 스틱을 뒤쪽으로 밀어내며 그 반발력으로 몸을 앞으로
전진시킨다. 이러한 기술은 반드시 스틱 2개를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급사면에서는 스틱의 길이를 위로 짚었을 때 손이 얼굴 높이까지 오도록
조정하고, 위로 짚은 스틱에 배낭의 하중을 기대주고 발을 위로 옮기면
다리가 부담해야 하는 하중을 줄여 줌으로써 다리근육의 노동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알파인 스틱을 처음 사용하면 매우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게 느껴 진다.
그렇다고 사용을 피한다면, 이것은 마치 자전거를 배울 때 잘 안되다고
다시는 자전거를 타지 않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 알파인 스틱은

알파인 스틱(Alpine Stick, Ski Poles) 보행법은 스키의 활주기술에서 보급되어

워킹에서 뿐만 아니라 만년설의 고산등반에서도 본격적인 벽 탐험을 제외한

단순히 지팡이의 역할을 넘어 중요한 극지탐험 도구로 발전하고 있다.

모든 곳에서 탐험의 필수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알파인 스틱을 사용하면 다리에만 의존하는 보행의 노동을 팔에 30%정도
분담함으로써 체력소모를 줄이고, 보행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또한 완 경사의 설 사면이나 빙판, 바닥이 고르지 못한 등산로에서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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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에 따른 프랑스식 등반 기술
경사도

아이스 액스 사용법과 발 자세
(발은 모두 플랫 푸팅)

자세

15도
이하
지팡이식 잡기

삐올레 깐(Piolet Canne)과 삐에 당 까나르
(Peid en Canard)로 오른다.
발 : 경사가 급해지면 자연스럽게 팔자걸음
으로 바뀜. 까나르는 “오리”라는 뜻으로 오
리걸음을 표현한 것이다. 구부릴 수 없는
발목 관절의 한계를 극복해 사면에서 몸을
안정되게 만든다.

15~
30도

삐올레 깐(Piolet Canne)과 삐에 다 쁠라
(Pied a Plat)로 오른다.
발 : 옆으로 또는 뒤로 걷는 자세를 취한다.
이때 체중이 발뒤꿈치 쪽의 크램폰 포인트
에 많이 실리게 할수록 자세가 안정된다. 이
런 자세가 되려면 무릎 관절을 약간 구부린
기마자세가 되는데 다리에 힘이 많이 든다.
쁠라는 영어의 플랫(Flat)과 같은 말이다.

30~
40도

삐올레 라마쓰(Piolet Ramasse)와 삐에
다 쁠라(Pied a Plat)로 오른다.
아이스 액스 : 감아잡기식으로 잡고 사면쪽
손은 하네스 부분을 잡아 스파이크를 사면
에 찍어 누르고 헤드를 잡은 손은 약간 들
어 올린다. 체중은 아이스 액스에 기대듯이
얹어준다. 사면을 약간 대각선으로 오르는
것이 수월하다. 라마쓰는 “웅크린”이란 뜻
이다.
방향전환은 삐에 당 까나르 자세를 취한다.

45~
6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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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아잡기

삐올레 깐(Piolet Canne)과 삐에 마르쉬
(Pied Marche)로 오른다.
아이스 액스 : 피크 방향이 앞으로 향하게
쥐고 지팡이를 사용하듯 스파이크를 얼음
사면에 지지하여 몸의 균형유지.
발 : 마르쉬는 행진을 의미하며 두 발을 11
자로 나란히 걷는다. 이때 두 발의 간격이
서로 걸리지 않도록 조금 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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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65도

삐올레 앙끄르(Piolet Ancre)와 삐에 다 쁠
라(Pied a Plat), 삐에 다씨(Pied Assis)로
오른다.
아이스 액스 : 빙면 바깥쪽 손으로 샤프트
를 잡고 휘둘러 피크를 얼음에 박은 후 빙
면쪽 손으로 헤드 부위를 잡고 당겨서 오른
다. 삐올레 앙끄르 기술은 프랑스 등반 기
술 중 가장 급경사를 오르는 기술이다. 앙
끄르는 영어의 앵커(Anchor)와 같은 말로
“닻”이란 뜻이다.
발 : 삐에 다씨는 다리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쉬는 자세다. 위쪽 다리를 구부려 엉
덩이 밑에 두고 체중의 대부분을 지탱하게
하고 아래쪽 다리는 펴서 체중의 일부와 균
형을 잡는데 사용한다. 내려올 때도 사용할
수 있다. 다씨는 “앉아있는“ 이란 뜻이다.

프랑스식 하산 기술(빙벽)
삐올레 깐(Piolet Canne)으로 내려오기
크램폰에 걸려 넘어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를 때 보다 간격
을 더 넓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삐에 다 쁠라 자세로 양 무릎을 벌려 구부리고 발에 체중을
실어 플랫 포인팅한다.
아이스 액스를 아래쪽으로 스파이크를 짚고 반대쪽 발을 먼
저 내린다.
삐올레 라마쓰(Piolet Ramasse)로 내려오기
발은 삐에 다 쁠라 자세를 유지하고 아이스 액스는 삐올레 라
마쓰 자세를 취한다.
아이스 액스의 스파이크를 빙면과 직각이 되게 찍고 한 손으
로는 하네스 부분을 누르고 몸을 가로지른 손은 아이스 액스
의 헤드 부분을 들어올리는 짝힘을 주어 상체의 체중을 지탱
하여 균형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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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올레 아쀼(Piolet Appui)
하산 시 균형을 잃거나 위험한곳을 만나면 아이스 액스를 즉
시 제동할 수 있는 자세로 잡아야한다.
손으로 샤프트의 중간을 잡고 아이스 액스의 헤드는 사면의
위쪽, 피크는 빙면 쪽으로 향하게 한다. 이렇게 아이스 액스
잡는 방법을 삐올레 아쀼라 한다. 아쀼는 “뒷받침, 지원”이란
뜻이다.
제동할 때는 삐올레 아쀼에서 바로 피크를 빙면에 누르듯 찍
거나 다른 손으로 샤프트를 잡고 휘둘러 찍어서 삐올레 앙끄
르 자세로 제동할 수 있다.
삐올레 람쁘(Piolet Rampe)
아이스 액스의 피크를 아래쪽으로 멀리 찍고 계단의 난간처
럼 샤프트를 잡으며 내려오는 기술이다.
몸을 굽힌 낮은 자세를 취하고 아이스 액스 헤드 보다 더 내
려와 같은 자세를 반복한다. 이때 샤프트는 위로 약간 들어
올리듯 잡아야 피크가 빠지지 않고 더욱 안정된다. 람쁘는
“계단의 난간”을 뜻한다.
삐올레 앙끄르(Piolet Ancre)
경사도 40도 이상이면 삐올레 람쁘를 사용하기도 곤란해진
다. 몸을 옆으로 돌려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아이스 액스를
찍고 한 손은 헤드를 누르고 다른 손은 샤프트를 들어 올리는
짝힘으로 지지력을 얻는다. 더 심한 경사를 내려올 때는 프론
트 포인팅 기술을 사용하거나 로프 하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독일식 등반 기술(빙벽)
경사도

아이스 액스의 사용법

45~
55도

로우 대거 포지션(Low
Dagger Position)＝삐올레
빤느(Piolet Panne) : 허리 위
치에 아이스 액스를 찍어 헤
드를 잡고 균형을 유지하며
프론트 포인팅 한다. 가파른
구간을 잠시 통과할 때 사용
한다.
빤느는 아이스 액스의 블레이
드를 뜻한다.

50~
60도

하이 대거 포지션(Hi Dagger
Position)＝삐올레 뿌냐르
(Piolet Poignard) : 로우 대
거 포지션 과 같은 방법이나
윗부분에 아이스 액스를 찍고
그것에 의지하며 올라간다.
대거와 뿌냐르는 “단검”이란
뜻 이다.

45~
60도

앵커 포지션(Anchor
Position)＝삐올레 앙끄르
(Piolet Ancre) : 서 있는 상
태에서 아이스 액스를 가능한
높이 찍고 샤프트를 올려 잡
으면서 로우 대거 포지션이
되면 반복한다.

포지션

트랙션 포지션(Traction
60도 이 Position)＝삐올레 뜨락시옹
상
(Piolet Traction) : 아이스 액
스를 높이 찍고 아이스 액스
를 약간 아래쪽으로 당기며
수직, 오
올라간다.
버행

발의 자세

비고

프론트 포인팅(Front
Pointing) 또는 쓰리
어클락 포지션(3 O
clock Position)＝삐
에 뜨루아지엠(Pied
Troisieme) : 한 발은
프론트 포인팅 한 발
은 플랫 푸팅을 하는
자세이다. 빙벽 중 평 부드러운 얼
음 또는 설벽
탄한 부분이라든가
움푹 들어간 곳, 벌어 에서 사용
진 틈을 찾으면 놓치
지 말고 거기에 발을
평평히 얹어 장딴지
근육을 풀어 준다. 스
탠스가 없더라도 크
램폰의 바닥으로 몇
번 힘차게 밟아주면
발바닥을 붙일 자리
가 생긴다.
특히 아이스 피톤을
설치한다든지 잠시
지체할 경우 사용하
면 근육의 피로를 풀
어줄 수 있다.
청빙에서 사
용

설상 등반 오르기
설벽 등반은 빙폭 등반에 비해 경사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드러워 프랑스식
등반기술(French Method)을 적용함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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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식 자세(Cane Position)

설사면 레스트 스텝(Rest Step)

편평하거나 완경사(30~35도)의 눈에서는 아이스 액스를 지팡이식

체중을 뒷다리에 싣고 몸무게가 실리지 않은 전진하는 쪽의 다리근

으로 잡고 발은 삐에 마르쉬 (보통 보행시의 자세)나 킥 스텝(앞 발

육을 쉰다. 체중을 싣고 있는 다리는 곧게 펴서 근육이 아니라 뼈로

로 눈을 차면서 스텝을 만들며 걷는 자세)을 사용한다. 각 동작을

선다. 페이스를 낮추어 매 걸음마다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호흡은

하기 전에 스파이크를 눈에 단단히 박는다.

몸의 동작에 맞춘다. 예를 들면 뒷다리가 앞으로 전진할 때 숨을 들
이쉬고, 체중이 실리지 않은 다리가 레스트 스텝을 취하게 될 때 숨

말뚝 자세(Stake Position)

을 내쉬고, 다시 체중을 뒷다리에 싣고...이 과정을 반복한다.

경사면 45도 이상에서는 아이스 액스의 헤드를 두 손으로 잡고 샤
프트의 넓은 면이 등반자의 몸쪽으로 향하게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꽂는다. 상황에 따라 샤프트를 손으로 잡아도 좋다.
발은 삐에 마르쉬를 이용하거나 약간 굳은 눈이라면 킥 스텝을 사
용해도 좋다.

설사면 내려가기
플런지 스텝(Plunge Step)
설벽을 걸어 내려오는 방법으로 몸의 전면은 계곡쪽을 향하게 하

가로 자세(Horizontal Position)

고 발은 앞꿈치를 들어 사면에 뒷꿈치로 힘있게 내 딛는데, 이때

경사가 심해지고 단단히 굳은 눈에서는 아이스 액스의 스파이크와

내딛는 다리는 곧게 편다. 몸은 너무 숙이지 말고 수직에 가깝게

샤프트를 눈에 꽂기 어렵다.

몸의 중심을 잡는다. 단단해진 눈이나 급한 경사에서는 샤프트를

이때 한 손은 헤드를 감아잡기식으로 잡고 다른 손은 샤프트의 끝

눈에 꽂으며 약간 웅크린 자세로 플런지 스텝을 응용한다.

을 잡아 아이스 액스가 몸과 직각이 되게 가로 방향으로 피크를 눈
속에 꽂으며 팔로 당기는 자세로 오른다. 발은 킥 스텝이나 레스트
스텝(체중을 뒷다리에 싣고 몸무게가 실리지 않는 쪽의 다리 근육
을 쉬게 하는 반복동작)을 이용하면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대각선 자세(Cross Body Position)
연한 눈, 비교적 완경사의 사면을 대각선으로 오르거나 횡단할 때
는 한 손은 아이스 액스의 헤드를 잡고 다른 손은 샤프트를 잡아
스파이크를 사면에 찔러 넣고 균형을 잡는 삐올레 라마쓰로 오른
다. 이때 피크가 몸 쪽으로 향하게 하면 안된다.
굳은 눈, 급경사의 사면을 횡단할 때는 사면을 마주보고 발끝으로
킥 스텝을 하여 한 걸음씩 비스듬히 건너간다.

글리세이딩(Glissading) 앉은 자세(Sitting Glissading)
엉덩이를 사면에 대고 그냥 앉아서 미끄러 진다. 부드러운 눈에서
는 상체를 높이고 다리를 펴서 체중을 사면에 넓게 분산시킨다. 속
도를 줄이고자 할 때는 상체를 세우고 무릅을 들고 발바닥을 사면
에 붙인다. 사면에 얼음 비늘이나 잔 돌멩이 등이 있을 경우 발바
닥을 앞세워 가면 엉덩이 부상을 피할 수 있다. 속도를 줄일 때는

설사면에서 방향 전환

아이스 액스의 스파이크를 사면에 누르고 발뒤꿈치를 눈 속에 파

a. 안정된 자세에서 몸의 중심 위쪽에 아이스 액스를 꽂는다. b. 아

묻는다. 그러나 급제동을 하면 앞으로 구를 수 있다. 방향전환은

이스 액스의 헤드 부분을 두 손으로 잡고 뒷발을 올려 사면 위쪽으

아이스 액스의 스파이크를 이용하거나 적당한 몸놀림을 취한다.

로 향하게 서서 양발의 안쪽 면으로 선다. c. 방향을 바꿀 곳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다.

몸을 돌리고 나서 아이스 액스 잡은 손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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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자세(Standing Glissading)

앵커

설사면의 상태와 자신의 능력이 허락된다면, 스탠딩 글리세이딩은 진

앵커 시스템은 바람이 불 때 텐트나 항공기와 같은 물체를 고정하는데

행방향의 시야가 넓어 장애물을 재빨리 피할 수도 있고 옷을 적시거나

이용된다. 앵커는 또한 사륜차량을 녹은 웅덩이나 타이드 크랙, 크레바스에서

찢길 염려가 적어 좋은 글리세이딩 방법이다. 스키자세와 비슷하게 무
릎을 구부리고 상체를 세워 팔을 벌린다. 다리는 모으거나 벌리는데,

꺼내고 절벽이나 크레바스에서 사람이나 들것을 올리고 내릴 때 이용된다.

전진 방향쪽 발을 약간 앞으로 내밀어 안정된 자세를 취한다. 발을 모

앵커는 로프나 도르래를 지지하기 위한 ‘고정된 물체’이다.

으고 몸을 숙이면 스피드가 붙고 몸을 세워 발뒤꿈치로 사면을 누르면

앵커 시스템은 앵커 포인트들을 결합하여 만든다. 항상 중복성을 유지하고

속도가 줄거나 정지한다. 방향전환은 스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깨.
상체. 무릎을 진행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웅크린 자세(Crouching Glissading)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 두 개의 앵커 포인트를 이용한다.
바위 주변을 둘러 감은 후 아이스 스크루에 고정한 슬링이나 로프를 개별

스탠딩 글리세이딩과 거의 비슷하나 아이스 액스를 제동자세로 쥐

앵커 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다. 자연 앵커 포인트(예: 바위, 볼라드, 아이스

고 뒤로 약간 기대어 사면에 스파이크를 박아 끌면서 내려오는 자

스레드 등)가 아닌 기계식 앵커 포인트(예: 아이스 스크루, 피톤, 캠, 웨지

세이다. 속도를 스탠딩 글리세이딩에 비해 늦출 수 있고 삼지점이
사면에 닿아 스탠딩 글리세이딩보다는 다소 안전하다. 방향전환에
어려움이 있다.
경사가 급하거나 눈이 단단하여 플런지 스텝, 글리세이딩등으로

등)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중으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아이스 스크류로
만든 앵커 시스템은 네 개의 아이스 스크루로 구성되는 반면 아이스볼라드로
만든 앵커 시스템은 두 개의 아이스 스크루로 구성된다. 차량도 앵커

다운 클라이밍

내려오기가 불안할 경우 얼굴을 사면쪽으로 뒤돌아서 마주보고 등

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강도는 자연 앵커와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Down Climbing)

반자세의 역순으로 내려온다. 발은 킥스텝, 아이스 액스는 삐올레

차량을 앵커로 사용할 경우에는 항상 열쇠를 빼야한다. 앵커로 이용된 차량은

깐느, 삐올레 망쉬, 삐올레 빠(가로 꽂기, Horizontal Position) 등
을 이용한다.

부하가 제거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앵커로 사용 중인 차량을
운전할 수는 없다.

글리세이딩시 주의점
• 멈춤지점이 확실하고 안전해야 한다.
• 자신이 제어할 수 있을 정도의 스피드를 내야 한다.
• 피크가 가슴쪽을 향하지 않게 주의 해야 한다.
• 하산전에 안전밸트와 휴대한 장비를 배낭안에 넣는다.
• 크램폰을 신은 채 글리세이딩 하지 않는다.
• 눈사태 유발지점을 피해야 한다.

앵커 포인트는 테이프나 로프로 연결할 수 있다. 앵커 로프나 테이프가
결합되는 각도가 중요하며 각도가 커질 경우 앵커에 걸리는 부하도 증가하기
때문에 60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모든 앵커 포인트는 같은 부하를
분담해야 한다. 앵커 포인트를 결합하여 한 쪽 앵커 포인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쪽에 부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부하를 분담하는 기본적인 결합 방법으로는 사전 조정(pre-equalised)과 자기
조정(self-equalised)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그림 참조). 사전 조정 시스템의
장점은 한 앵커 포인트에 문제가 생겨도 부하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점은 부하 방향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앵커에 서로 다른 무게를
가한다는 점이다. 자기 조정 시스템은 이와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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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자기 조정 앵커
자기 조정 시스템은 슬링을 꼬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전 조정 시스템의 효율적인 앵커 각도

눈과 얼음 앵커

자기 조정 앵커

해빙이나 고원을 탐사할 때에는 누구나 눈과 얼음에 강력하고 올바른 앵커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테이프 슬링의 경우 오버핸드 매듭으로 백업(로프 코드슬링의 경우 8자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진 다양한 앵커를 이용할 수 있다. 본문에는 이상적인

매듭으로 백업)

상태로 설치하였을 경우 강력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보통

• 대체적으로 얼음이 눈보다 강하며 자연 앵커(볼라드, 스레드 등)가 기계적

나쁘다

나쁘다

앵커(스크루, 스테이크 등)보다 강하다.
• 눈과 얼음 앵커는 해당 위치에 있는 매개체만큼만 강도를 발휘합니다.
여름철에는 매개체의 강도가 짧은 시간 내에 변할 수 있다.
• 얼음의 표면은 부서진 경우가 많으므로 깨끗하고 좋은 얼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윗부분의 5~10cm 얼음은 제거한다.

a

b

c

• 눈과 얼음은 층을 형성할 수 있다. 층끼리의 접착력이 매우 약할 수
있으므로 피켈이나 삽으로 층을 깎아 강도를 시험할 수 있다.

172

극지 안전 매뉴얼

좋지 못한 균등연결법
a : 양쪽의 확보물에 충격을 균등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 방향은
오직 한 방향 뿐이다.
b : 슬링의 길이가 달라 짧은 슬링만 힘을 받는다.
c : 1개의 확보물만 힘을 받는다

위험한 균등연결법

13 각종 참조매뉴얼

173

얼음 앵커

V 스레드는 일반적으로 그 위에 연결한 코드나 로프, 테이프만큼의 강도를

• 아이스 볼라드

발휘한다. V 스레드는 설치하기가 어렵고 코드를 빼기 위해 긴 선이 필요할 수

	얼음과 스노우 볼라드는 잘 만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있다.

볼라드는 해빙이나 가파른 사면에서 깎을 수 있다.
	볼라드의 크기는 얼음의 강도와 상태를 고려해야 하며 부하를 예상하고
정해야 한다. 얼음 상태가 좋을 때 하강을 위한 볼라드는 폭이 30cm면
충분하고 녹은 호수에서 사륜차량을 꺼내려면 50cm가 되어야 한다. 얼음
상태가 좋지 않거나 눈인 경우에 볼라드는 폭이 2미터는 되어야 한다.

10-20 cm

백업
마지막 사람이
회수한 후 하강

항상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야 한다.
제동 손

아이스 볼라드

볼라드는 아래를 깎아 로프나 테이프가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켈이나
체인톱으로 깎아낼 수 있다.

• 아이스 스크루나 핸드 오거, 드릴을 이용하여 45도 각도로 바닥에서
만나도록 두 개의 구멍을 뚫는다. 깊고 넓을수록 좋다.

• V 스레드

• 로프나 테이프 슬링, 강력한 코드 슬링을 한쪽 구멍으로 넣고 다른
구멍으로 당겨낸다.
• 하나의 코드 슬링을 이용할 경우 2중 피셔맨 매듭으로 로프를 연결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스레드 고리의 양 끝을 카라비너에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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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 앵커

• 아이스 스크루

효과적인 작업을 위해:

• 스노우 볼라드

•아이스 스크루는 날카로워야

	크기와 깊이는 눈의 일관성과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결정을 짓기가

한다.
•스크루를 어디에 설치할지 큰
그림을 그려둔다.

애매하다면 크게 만들고 깊이 판다. 눈의 볼라드는 ‘치즈 와이어’처럼
절단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한다. 이 문제는 측면에 옷을 대거나 아이스
액스 등을 후면 또는 측면에 둠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눈 덩어리에
약한 부분이나 가파른 층이 있는지 확인한다.

•아이스 액스를 이용하여 부서진
얼음 표면을 제거하고(보통
희미한 색이나 회색 얼음)

굳은 눈 1m 이상
부드러운 눈 3m 이상

백업
마지막 사람이
회수한 후 하강

피켈이나 해머 머리를 돌리기에
A

AA

충분한 공간을 남겨둔다.
• 얼음 표면에 90도(직각)으로 설치한다.
• 맑은 날이나 더운 날에는 아이스 스크루 위에 눈을 덮어 태양 복사열을
흡수하여 녹지 않도록 한다.
• 스크루는 적어도 세 개의 스크루 길이만큼 간격을 두고 설치한다. 아이스
스크루에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스 스크루 길이의 1 1/2배에 해당하는
얼음이 ‘접시’처럼 뽑힐 수 있다.
• 아이스 스크루의 중심이 얼음에 박힐 수 있다. 스크루를 다시 사용하려면
플러그를 느슨하게 하기 위해 따뜻하게 만들어야 한다.
• 아이스스크루의 설치

항상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야 한다.
제동 손

30~45cm
A

AA

• ‘T’ 슬롯 앵커
	‘T’슬롯 앵커는 부하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도랑을 파서 만든다. 볼라드와
마찬가지로 무게가 실렸을 때 로프가 튀어 오르지 않도록 밑부분을 깎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로프나 테이프를 감거나 가운데 고정시킨 스노우
스테이크나 아이스 액스를 슬롯에 넣는다. 그 후에 출구 슬롯을 판다.

–– 아이스 스크루를 표면에 직각으로 잡고 강한 압력을 가하여 시계방향으로
돌리십시오. 해머로 가볍게 두드리면 스크루를 고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 스크루가 얼음에 박히면 액스나 해머의 피크로 스크루를 끝까지 박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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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주머니
눈을 채울 것

13.12 매듭법과 로프구조 매뉴얼
파묻고 꼭꼭
밟는다

단단하게
다져야할
부분

깊은 홈

다음 매듭들은 로프 묶기와 앵커 및 구조 시스템 만들기, 부하 연결하기에
이용된다. 각 매듭은 장단점이 있다.
오버헤드
가장 간단한 매듭이다. 로프에 고리를 만들고 끝 부분을 묶어 ‘정지용 매듭’을

‘T’ 슬롯 앵커

만들 수 있다. 또한 반대쪽을 다시 엮어 ‘테이프 매듭’을 만들 수 있다. 쉽고
빠르게 묶을 수 있지만 무게를 지탱할 때 강하지 않으며 쉽게 풀린다.

• 스노우 스테이크

• Overhead knot: 오버헤드 매듭

	스노우 스테이크는 ‘T’자 항공기용 알루미늄으로 만든다. V-자 스테이크도

• Re-thread the tail: 끝 부분 다시 엮기

이용되나 금속 와이어와(중간 부분을 부착) 강화 덮개를 함께 사용해야

• Tape knot: 테이프 매듭

한다. 참고: 아이스 액스를 스노우 스테이크로 이용할 수 있다.
1

2

거스 히치

1

2

3

오버핸드 슬립

8자 매듭
• T자 V자 스노우 스테이크

장비를 묶고 보통 로프의 끝에 고리를 만들 때 이용된다. 오버핸드 매듭과

	눈이 단단하지 않은 이상(고정시키려면 해머가 필요함), 그리고

비슷하지만 매듭을 한 번 더 돌린다. 강한 매듭에 해당하며 비교적 쉽게 풀 수

스테이크를 끝까지 박을 수 있지 않는 한 ‘T’슬롯이 더 강하다. 스노우

있다.

스테이크는 수직에서 15도 각도를 기울여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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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3

2

3

보우라인
4

로프 끝의 고리를 묶는데 이용되며 볼라드를 감기에 좋다. 쉽게 묶을 수
있으나 8자 매듭만큼 강력하지 않고 무게가 실렸을 때 풀리지 않도록 정지
장치가 필요하다.

5
1

2

3

알파인 버터플라이
로프 중간에 고리를 만들 때 이용한다. 직선으로 당겨야 하는 8자 매듭과 달리
세 방향에서 당기도록 만들어진다. 강력하고 묶기 쉬우며 풀기 쉽다.
1

2

3

4

보우라인 매듭 묶기

2중 피셔맨
끝 부분에 정지 매듭을 만들거나 두 로프를 연결할 때, 짧은 로프들을 계속
이어갈 때 이용한다. 강력하지만 풀기가 어렵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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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브 히치

클렘하이스트

로프 장력을 조정해야 할 때 로프를 카라비너나 피켈, 아이스 팩에 로프를

프루지크 매듭과 비슷하나 매듭 위에 손으로 압력을 가하여 풀 수 있으며

연결하는데 이용된다.

쉽게 뺄 수 있다.

1

2

3

1

2

3

1

클로브 히치 매듭

2

응용1

3

4

응용2

로프 설치하기
프루지크

빙원지역 탐사를 위해 로프를 설치할 경우 세 명이 작업해야 한다. 두 명이

프루지크 매듭은 직경이 작은 로프(6~7mm)를 직경이 큰 로프에 연결할 때

로프를 설치할 수 있지만 낙하 사고 시 실수를 복구할 여유가 없어진다.

이용된다. 프루지크 매듭은 쉽게 빠지는 매듭이지만 무게가 실리면 고정된다.

끝에서 작업하는 두 사람은 로프의 끝을 벨트에 8자 매듭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 매듭은 로프를 달고 수직으로 등반할 때 이용되며 무게가 실리면 풀리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로프 중간에 알파인 버터플라이 매듭으로 연결해야 한다.

않는다.

각 작업자는 로프를 어깨에 6~10번 감고 감은 고리에 오버핸드 매듭을 지어
벨트 카라미너에 고정해야 한다. 가방이 감은 로프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1

2

3

4

5

한다. 크레바스에 떨어지면 감은 로프를 풀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각 작업자는 프루지크 고리를 로프에 연결해야 한다. 짧은
프루지크 고리는 고리가 손에 팽팽하게 잡힐 때까지 로프를 따라 보내야
한다. 두 번째 짧은 프루지크 고리 역시 로프를 따라 밀어 벨트의 카라비너에
고정한다. 다른 긴 프루지크 고리는 앞의 두 고리와 허리 사이의 로프에

프루지크 매듭 묶기

연결한다. 이 고리는 또한 다른 카라비너의 벨트에 고정해야 한다얼음이 언
상태에서는 반드시 크램폰을 착용해야 한다.
크레바스가 있는 곳에서는 각 사람 사이에 로프를 팽팽하게 하여 이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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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리더가 떨어진 경우 두 번째 사람이 신속히 뒤로 기대 낙하를 방지해야

로프구조 매뉴얼

한다눈 속에서는 발꿈치를 눈 속에 밀어 넣고 피켈을 표면에 거꾸로 박아

• 기본 구조장비

무게를 지탱한다푸른 얼음에서는 크램폰의 모든 포인트를 얼음 위에 단단히
고정하고 뒤로 기댑다.

안전벨트

모든 극지 활동의 기본이 되는 장비이다. Rope를 통해
자신과 동료를 연결해 줄 수 있다.

헬멧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헬멧 또한 필수적이다. 인체 중
열 손실이 제일 큰 머리에 착용한다.

랜야드 및
충격 흡수 장비

자가 확보의 수단으로서 인체에 가해지는 충격과
부하를 분산시킨다.
안전벨트를 통해 사용한다.

이동식 추락 방지
시스템

탐사가 늘 정적일 수 없고 상황은 언제나 불시에
찾아오기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상시적인 시스템을
요구하는데 있어 필요한 장비이다.

연결장비

장비와 장비를 연결시켜 주며 [카라비너]라고 불리운다.
탐사 시에는 평상시에 음식을 섭취할 때 수저가
필요하듯 항상 손에 접촉될 수 밖에 없다.

하강기

간혹, 비탈진 곳에서의 탐사가 발생할 수 있다. 그에
대한 반드시 사용해야 할 장비로서 베이스캠프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사용법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등강기

탐사 시 손과 발로 대신할 수 있는 장비로서 이동 시에
늘 사용되고 확보될 수 있다.

도르래

부드럽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필수장비로서 로프를
감싸고 통과되며 여러 상황과 시스템에 의해 활용된다.

확보물 및 로프

자신과 동료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자신의 몸을
대하듯이 다루어야 하며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함께 로프를 연결하고 걷기
스노우브리지를 건널 때에는 리더가 다리에 접근할 때 두 번째 사람이
빌레이를 하고 로프를 가능한 팽팽하게 유지한다비상 시에는 리더가 앞이나
뒤로 점프를 할 것에 대비한다.
리더만이 크레바스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사람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에도 누구나 빠질 위험이 있다. 탐사대는 계속 주의를 유지하고
핸드 로프로 무게를 지탱할 준비를 해야 하며 로프를 앞이나 뒤로 당겨야
한다.
이 방식을 따름으로써 사람이 허리 높이, 최악의 경우 어깨 높이까지 빠지기
전에 잡을 수 있다. 이 깊이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면 크레바스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 깊이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로프로 사람을 고정하는데
필요한 장력은 그리 크지 않다. 접거나 감은 로프를 가지고 다녀야 합다.
낙하 사고 시 취해야 할 조치
＊ p188 구조기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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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장비 세부 (Detail of rescue gear)
B
A

순서

C

F

G

매듭 통과 도르래
Kootenay

1390

C

연결 장비 걸이판
Paw

55 (S)
210 (M)
350 (L)

D

자가 구조 확보기 Exo

1700

확보지점이 불분명한 위치에 사용

E

비상용 연결 클램프
Ti Bloc

40

로프를 등강 하거나 운반장치를 설
치할 때 진행 잠금 형태

F

케이블 이동 롤러
Roll Cab

G

이동식 잠금 제동 장비 425
Asap Lock

추락, 미끌림 등 통제 불가능한 하
강 및 제동

자가 잠금 하강기 I’DS

530

250kg 까지 고하중을 하강 양방향
운반시스템 세팅

진행 잠금 도르래
Pro Traxion

265

고하중 운반에 적절함. 자체 클리
닝 홈을 통해 얼어있거나 지저분한
로프도 사용 가능

J

기계식 푸르직
도르래 Zigzag

320

푸르직 매듭을 기계식으로 전환 호
환로프 직경 11.5~13mm

K

전문 작업용 안전벨트
Harness (Avao Bod
Croll Fast)

안전 게이트
연결 구멍
다기능 손잡이
수평 또는 경사진
곳으로의 진행을
위한 버튼

H

특징

B

I
K

부피 (cm)

1280

H

움직이는
측면 판

무게(g)

구조용 들 것 Nest

D
E

명칭

A

200 X 50 X 5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높이 26

구조물을 이동하거나 하중을 들어
올릴 때
복합 확보 장치를 구성할

구멍크기 1.9

높이 47

수평 이동이나 케이블을 통한 구조
작업용

X자 형태의 등 구조를 감싸는 형태
장시간 작업시 압력 지점을 최소화

X 형태의 등 구조
OROLL 복부 로프
크랩프
강화된 견고한
허리벨트

FAST 자동 버클이
장착된 다리고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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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기술(Z-Pulley System)

13.13 GPS 매뉴얼 - Garmin 60CSX

• 등강기와 카라비너를 이용하는 경우
외관소개
확보물
등강기1

① 헤리컬 안테나
② 칼라 TFT 모니터

등강기2
배낭(눈깍임 방지)

③ 키패드
④ 전원버튼
⑤ 미니 USB 포트(고무캡으로 덮여 있음)
⑥ 외부안테나 커넥서(MCX타입)
⑦ micro SD카드 슬롯(건전지 안쪽
중앙에 위치)
⑧ 전지 덮개
• 도르레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GPSmap 62s
도르레

전지 설치하기
1.	본체 하단에 있는 D링을 들어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린 다음 위로 당기면
전지덮개가 분리된다.
2.	전지 + - 방향에 맞게 전지를 끼운다.
3.	1번 역순으로 전지덮개를 고정한다.
A. 전지정보 : 본 제품은 1.5V 이하의 AA전지 2개(알카라인, 리튬전지,
충전지(NiMH)를 사용한다.
전지 켜기와 끄기
전원버튼을 길게 누르면 켜지고, 다시 길게 누르면 꺼진다.
도르레를 이용하면 추락자의 하중이 많이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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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수신하기

버튼 안내

통상 30~60초 가량 소요되며 오랜만에 사용하는 경우 더 오래 걸리 수 있다.

검색

1.	위성신호를 수신하려면 실내에서는 안되며 외부로 나가 하늘이 잘 보이는

기록

웨이포인트를 기록

취소

명령을 취소하거나 이전 단계로 돌아감

엔터

선택된 항목을 실행

메뉴

1. 한번 누르면 보고있는 페이지에 대한 하위 메뉴
2. 연속 2번 누르면 메인메뉴로 이동

위치로 이동한다.
2.	전원을 켠다.
3.	위성페이지에 “위성탐색중”으로 주변의 위성을 자동 탐색한다.

자료를 검색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이동

4.	이때 [전원]버튼을 한번 누르면 위성수신 상태와 정밀도를 확인할 수 있다.

키패드 상하좌우, 메뉴 및 항목이동, 지도커서 이동시 사용

위성

확대

지도화면 확대

축소

지도화면 축소

• 위성페이지는 막대그래프, 위성배치도, 좌표, GPS 정밀도를 표시한다.
메인메뉴 ＞ 위성
• 위성 설정
메인메뉴 ＞ 위성화면 ＞ [메뉴]버튼
• GPS 끈채사용 / GPS 켠채 사용
• 진행방향 / 북쪽 고정
	원 안에 있는 위성배치도를 나의 진행방향 또는 북쪽을 고정으로 표현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멀티컬러 / 단색
막대그래프의 칼라를 선택할 수 있다.

기본기능
• 웨이포인트
	사용자가 저장된 위치로 되돌아가거나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기 위해
GPSmap 62s에 기록하여 저장해 놓은 위치. 웨이포인트는 언제든지 기록,
편집, 삭제할 수 있다.
• 웨이포인트 기록
1. 보고있는 화면에 관계없이 [기록]버튼을 누른다.
2. [완료]버튼을 눌러 마치거나 키패드를 사용하여 내용 선택 ＞ 엔터
3. 문자판에서 키패드와 엔터를 사용하여 수정
4. [완료] 엔터

• 지도에 위치 설정
	야외에서 위성수신이 잘 안 되는 경우 지도에서 현재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 자동포착 권장
	자동포착을 권장하며 장시간 사용치 않았거나 또는 원거리로 이동한 경우
보다 빠르게 현위치를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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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액정화면 아래 Find Key 와 Quit Key 사이의 MARK Key 를 누르면 현

지점을 편리한 방법으로 검색하고 찾을 수 있다.

위치의 Waypoint를 생성하는 페이지가 나온다.
• Waypoint Symbol
좌측 그림에서 웨이포인트 심벌을 선택하면 다음 페이지가 뜬다.
• Waypoint Name
	웨이포인트 이름.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입력되고 두번째부터는
소문자로 입력됩니다.
• Note
	웨이포인트의 보조설명 등을 입력할 수 있는 Note 입니다. 기본으로
웨이포인트 생성 시간이 나타나며 Enter 하면 그 뒤를 이어 추가문자를
입력할 수 있다.

Find 키(수신기 액정 아래부분 IN키 와 MARK키 사이)을 누르면 왼쪽

• Location

페이지가 나온다.

	웨이포인트 생성 지점의 좌표입니다.

Waypoint를 선택하면 수신기에 저장된 웨이포인트 수가 1페이지를 초과할

• Elevation

경우 가운데 그림처럼 검색을 위한 문지판이 뜹니다. 웨이포인트 이름을

웨이포인트 생성 지점의 고도입니다.

입력하여 검색하거나 아니면 QUIT 키를 누르면 문자입력판이 없어지고 아래

• From Current Location

그림처럼 된다.

	현위치에서 웨이포인트 생성 위치까지의 방위각(또는 방위)과 거리가

로커키를 위아래방향으로 움직이면 현위치로 부터 해당 웨이포인트까지의

표시됩니다.
• AVR

방위와 거리가 표시된다.
MENU 키을 누르면 아래그림의 검색메뉴창이 뜬다.

	웨이포인트의 좌표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측정기간 동안 평균을 낼
수 있는 기능
• Map
웨이포인트를 중심으로 맵페이지를 보여준다.
• OK
웨이포인트를 생성 후 꼭 선택 해주어야 웨이포인트가 생성 된다.
• Find Menu
	위성신호가 없는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능 내장된 지도상의 모든 P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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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포인트 이름으로 검색

B.	카네비의 오토루팅에서 재계산 명령 항목

• 현위치에서 근접한 순서로 검색

C.	데이타필드를 몇 개로 할것인가

• 웨이포인트 Symbol 종류를 선택 및 검색

D.	데이타필드에 표시데이타 항목을 변경

• 현위치를 변경하여 변경된 위치를 중심으로 검색

E.	항법시 다음항법 정보를 알려주는 멧시지창을 뜨게하는 기능

• 웨이포인트를 삭제

F.	지도화면 SetUp
G.	거리측정. 현위치에서 맵포인터가 가리키는 지점까지의 방향과 거리가

웨이포인트를 선택하여 ENTER 하면 웨이포인트 페이지가 나온다.
다시 메뉴키를 누르면 우측 웨이포인트 옵션 메뉴가 나온다.
• 생성중인 웨이포인트를 AVR 시키는 기능
• Project Waypoint 를 생성하는 기능. 선택된 웨이포인트에 방위각과

맵포인터 좌표창 우측에 표시
H.	지도화면을 줌아웃 하였을 때 많은 POI표식 등으로 지도가 복잡해질 때
ON
I.	마지막 9번째는 지도화면 옵션을 공장 출하값으로 변경

거리를 입력시키면 그 지점에 대한 새로운 웨이포인트가 생성되는 기능
• 웨이포인트 주변 검색을 위하여 FIND페이지 이동

지도화면 옵션메뉴 SetUp Map 또는 메인메뉴-＞셋업-＞Map (6개의

• 근접POI검색시의 기준점을 변경하는 페이지로 이동

아이콘)

• 근접경보설정페이지

①	General 페이지-오리엔테이션을 North Up으로 설정하면 지도화면의

• 루트 생성 페이지

윗쪽이 항상 북쪽이 되고 트랙업으로 하면 전진방향이 지도의

• 해와 달에 관한 페이지

②	트랙업으로 설정하면 아래에 Below 줌레벨 설정 칸이 나타남

• 사냥이나 낚시 최적기 선정페이지

③	오토줌은 루트항법 할 때 코스가 전체로 보이게 줌인되는 기능
④	디테일인데 줌에 따라 맵정보 표시의 상세정도를 설정하는 것

웨이포인트로 목적지 항법하기

⑤	Lock On Road는 카네비사용시 현지점을 근접도로에 맞추게하는 기능

1. [검색]버튼을 누른다.

⑥	트랙페이지. Saved Track(저장트랙)과 트랙로그가 어느 줌레벨에서 부터

2. 웨이포인트 ＞ 엔터

보이게 하느냐 설정

3. 웨이포인트 선택 ＞ 엔터
4. 출발 ＞ 엔터

트랙
GPS map을 사용하면 지난 간 궤적을 자동 저장한다. 트랙의 용도는

맵 메뉴

지난간 흔적을 되돌아 오는 용도로 사용되며 PC와 연동하여 보관 및 편집이

지도화면 메뉴버튼을 한번 누르면 옵션메뉴창이 뜬다.

가능하며 추후 동일한 곳을 여행할 때 지표로 삼을 수 있다.

A.	항법의 시작, 정지, 다시시작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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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CSx의 경우 3개의 트랙로그 저장방이 있다.

Data Card Setup
기록되는 트랙을 데이터카드에 gpx포맷으로 저장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체크. 그림처럼 날짜별로 저장되며 트랙로그의 모든
정보가 손실없이 저장 된다,
저장된 .gpx트랙을 삭제할 수 있는 버튼

첫번째 활성트랙방은 1만트랙포인트 용량
두번째 저장트랙방은 500트랙포인트짜리 20개용량
세번째 외장메모리카드는 1메가당 9000트랙포인트가 저장되니 기가단위의
메모리카드를 사용한다면 천만포인트 이상도 저장 가능
트랙기록 방법 설정
1. 메인메뉴 ＞ 설정 ＞ 엔터

 랙로그페이지 (Quit버튼을 눌러 상위페이지로 이동) ＞ Save
트
버튼.
Save를 하면 액티브로그방에 있는 트랙로그가 저장트랙방으로
복사된다.
복사될 때 트랙로그명이 날자로 되면서 내장필터에 의하여
500포인트 이상되는 트랙로그는 500포인트로 필터링하여 저장

2. 트랙 ＞ 엔터
 랙로그는 Off 상태. 시작시 반드시 On.
트
그다음 26%는 액티브로그 사용 용량.
트랙로그 셋업페이지를 여는 Setup
저장된 트랙로그를 삭제하는 Clear
저장된 트랙로그를 아래 저장트랙방으로 복사하는 Save
저장된 트랙을 트랙백 할 수 있는 Track Back
그 아래 저장트랙방에는 500포인트짜리 트랙 20개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으며. 현재 3개의 트랙이 저장되어 있다.

루트항법
 화면＞ Setup 선택＞트랙로그 셋업
위
체크는 트랙포인트를가1만개를 초과할 경우 꼬리를 분할기록/
기록 중지 선택
트랙포인트의 기록방식선택인데 Auto, Time, 거리 방식중 선택.
기록간격(Interval)을 5단계중 선택
트랙로그의 색상을 선택
데이터카드에 저장되는 트랙로그 관련 셋업페이지

루트(선박 및 항공기에서 유용한 기능)
Route 항법은 디지털 지도상에서 미리 루트를 만들어 수신기에 입력시킨 후
입력된 루트를 이용한 항법이 일반적이며, 수신기 지도화면에서 즉석으로
웨이포인트나 POI 를 포함한 모든 지점 정보를 이용하여 루트를 만들어
루트항법을 할 수 있다.
루트만들기
1. 메인 메뉴 ＞ 루트계획 ＞ 루트 설정
2. 출발점 선택 ＞ 카테고리 선택
3. 첫 번째 지점 선택 ＞ 사용 ＞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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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지점 선택 ＞ 카테고리 선택

데이터필드 항목변경

5. 지점선택 ＞ 사용 ＞ 엔터

나침반 페이지-메뉴버튼-옵션메뉴

6. 2~5단계를 반복하여 루트를 계획한다.

①	Sight'N Go 항법-눈으로 보이는 거리내의 목표 방향으로 가는 방법

7. [취소]버튼을 누르면 저장 및 완료된다.

②	항법중지, 항법 재개시, 재계산 명령
③	Course Pointer 와 Bearing Pointer 선택인데 – 코스방향/목표방향 선택
④	Data Field 와 Change Data Field 지도화면 데이터 필드와 동일한 설정
⑤	전자 나침반 교정- 교정방법 참고
⑥	Restore Default 는 공장 출하시 셋팅값으로 환원
Calibration Setup
메인메뉴 ＞ 설정메뉴 ＞ 보정 ＞ 나침반 ＞ 두 바퀴 돈다

저장 루트방에는 250포인트 루트 50개를 저장할 수 있으며 저장 루트명을
선택하면 가운데 그림의 페이지가 나타나고 Navigate를 선택하여서 항법이
시작된다.
수신기에서 즉석으로 루트를 작성하려면 좌측그림 페이지에서 NEW를 선택하면
우측 그림페이지가 나타나며 [Select Next Point]를 선택하면 Find 화면으로
넘어가서 순차적으로 Point를 선택해서 루트를 만든 후 루트항법을 한다.
나침반

전자나침반의 교정은 배터리를 교환 할 때 마다 필히 실행

나침반 화면 4개의 데이터필드 표시항목

Compass 를 선택하면 두 번째 그림이 나온다. 수신기를 수평으로 잡고 Start
를 누른 후 제자리에서 천천히 두 바퀴쯤 돌면 세 번째 화면처럼 표시되면서

Trip Odom

Dist To Dest

Off Course

Time of Day

지금까지 산행총거리

앞으로 남은거리

원트랙과의 오차거리

현재시간.

완료되면 교정완료 화면이 나타난다.
전자 나침반 설정
설정메뉴 ＞ 방위 ＞ 방위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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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컴퓨터
트립컴퓨터 페이지 - 8개의 데이터 필드
고도
목적지 및 도착예정 시간
산행중 이동시간
이동시 평균속도
휴식시간
전체평균속도
총 산행시간
총산행거리

위 그림은 방위설정에서 도/진북으로하고 속도는 시속2Km 이하가 5초이상
게속될 때 위성나침반에서 전자나침반으로 변경되고 속도가 2Km/h 이상
되면 다시 위성나침반(정확하게는 GPS위성정보에 의해 설정된 방향)으로
전환되게 한다.

트립컴퓨터 페이지＞ 메뉴버튼＞[옵션메뉴]
트립컴퓨터 리셋
큰글자보기
데이터필드 변경하기
공장출하 값으로 환원하기

메인 페이지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PAGE 버튼을 길게 누르면 ON/OFF
됩니다
리셋항목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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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압 및 고도계

Setup 페이지 첫 번째 아이콘 "System" 은 수신기의 기본 작동을

기압고도계 OFF 방법

설정하는 것인데 이를 선택하면 아래 시스템 설정 페이지가

MENU ＞ Setup ＞Altimeter ＞

나타난다.

① Auto Calibration : ON, OFF
② Barometer Mode -Variable Elevation, Fixed Elevation
기압고도계 보정 방법
• 메뉴 → 보정

시스템 설정

• 현재의 고도를 아십니까? → No

• GPS

• 현재의 기압을 아십니까? → No
• 위성고도계를 사용하겠습니까 → Yes
(야외에서 위성수신을 먼저 시킨 후 이와 같이 보정한다)
Barometer Mode 는 Variable Elevation 으로 설정하면 된다.
Fixed Mode는 수신기를 표준 기압계 처럼 고정시킨 상태에서
기압을 측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참고로 위성고도계와 기압고도계가 동시에 상호 보정하면서
작동하며 고도변화는 기압고도계가 담당하고 위성고도계는
전체적인 기준점을 잡는 역할을 한다. 기압고도계와 위성고도계중
기압고도계가 정밀하고 정확하다.

–– Normal모드는 정상, 배터리절약모드, GPS OFF모드,
Demo Mode 중에서 선택
–– Demo Mode 는 GPS OFF 상태에서 가상으로 GPS
신호를 받는 것 처럼 동작
–– 배터리절약모드는 업데이트시간을 느리게 해서 배터리를
절약
–– GPS OFF 모드는 위성신호 수신을 정지
• WAAS/EGNOS
–– 위성신호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좌표가 정확한
곳에서 GPS신호를 받아 측정한 위치오차를 별도의
WAAS위성으로 전송하고 WAAS위성에서는 다시
오차신호를 지상으로 송신
• Battery Type
–– 배터리 잔량표시 기능을 위한 측정방법을 선택
• Text Language
• External Power Lost

설정
• 초기화 : page+enter 누른 후 전원을 켜면 초기화 된다
• 영하의 온도에서는 저온 특성이 우수한 니켈 수소 (NiMH) 충전지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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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Seg.

Units

페이지순서에 가급적 간단히 하는 것이 편리하다.

각종 단위 설정으로 기본이 되는 중요한 설정
포지션 포맷은 도분초 방식으로 맵데이텀을 WGS84로 설정

Routing

Heading

• Guidance Method

• Display 설정은 각종 방향 지시를 예로 북동, 남서와 같은 방식

–– 길안내 방식을 그때마다 선택할 것인가(Prompted).
도로를 달릴 것인가(Follow Road). 산길등을 갈 것인가(Off
Road) 를 선택
• Follow Road Method
–– Follow Road 를 선택할 경우에 루팅 계산 방법을 빠른
길로 할 것인가 짧은 길로 할 것인가의 선택.
• Next Turn Pop Up
–– 커브길 예고 창을 뜨게 할 것인가 안 뜨게 할 것인가.

(Cardinal Letter)으로 할 것이냐 도 방식(Degrees)으로 할 것
이냐를 선택
• 북방위 표시방식
• Switch to compass heading Setup
–– 산행용 또는 도보용으로 사용시 매우 중요한 설정이다.
GPS위성으로부터 받은 신호를 1초마다 분석 계산하여 방향을
알려준다. 위 그림은 시속 2Km 이하가 5초이상 지속될 때
전자나침반으로 전환 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시속 2킬로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위성나침판 복귀.

Routing-Follow Road Options
Follow Road 를 선택 할 경우에 루트 이탈 시 재계산여부(Off

Interface

Route Recalculation) 및 루팅 계산방법들, 전용차로 선택을 위한

USB연결 표시.

차종선택, 루팅시 회피 도로선택 등을 설정

Serial Data Format
• 가민포맷 은 nRoute 등 프로그램과 호환
• NMEA 포맷은 공통규격포맷 인거 같구요.
• Text Out 은 가민 텍스트 포맷
• None
Interface ＞ USB Mass Storage
기기에 장착된 데이터카드를 USB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컴퓨터에서 외부메모리로 인식하게 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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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SD 카드의 파일을 PC로 다운로드 하는 방법

Tones
60CSx에는 비퍼기능이 있는데 19가지의 소리가 난다
• 메시지 비퍼는 항법중에 나타나는 각종 메시지창이 뜰 때 등

메인메뉴 ＞ 셋업 ＞ 인터페이스로 가면

이를 가청음으로 알려주는 기능
• 키 비퍼는 수신기조작 버튼을 누를 때 마다 나는 소리
• 파워 비퍼는 전원을 키거나 끌 때 나는 소리
• 턴워닝은 항법 시 일정각도 이상의 방향변경을 예고
• 뮤트는 비퍼기능을 정지시키는 기능

Display
• 낮모드(Daytime)와 밤(Nighttime) 모드. AUTO 로 설정하면
밤/낮에 따라 자동변환
• Backlight Timeout
백라이트 켜는 법은 위에 있는 파워 스위치를 살짝 누르면
50% 밝기로 켜지고 또 한번 살짝 누르면 100%밝기로 켜진다.

위 그림에서 아래쪽 USB Mass Storage 를 누르면 PC에서 외부저장장치로

조명아이콘이 떠있는 상태에서 로커 키(가운데 크고 둥그런

인식

방향키)를 위아래로 누르면 밝기를 미세조정 할 수 있다.
• 배터리절약을 위한 백라이트 자동OFF타이머 기능입니다.
계속 지속시킬 것인지(Stay On) 또는 15초에서 2분 사이로

맵소스 프로그램

선택

1. CD 넣고... AutoRun 실행

Data Card Setup

2. [한국어] 선택

메인메뉴＞트랙＞setup ＞Data Card Setup

3. FULL을 선택.... 설치완료
• 데이터카드 버턴을 선택하면

4. (COMPACT를 선택하면 이후 실행시 매번 CD를 넣어야 됨)

아래화면으로 이동

5. 바탕화면에 생성된 Mapsouce 아이콘 클릭

• 맨 윗줄 (Log Track To... ) 창을 체크

6. 다음제품이 잠겨있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트랙이 내부메모리와
외부메모리에 동시에 기록됨.
• 트랙저장방식은 날짜가 파일명이
되고 GPX 형식으로 저장됨.

7. [Korea Topo V6] 선택
8. [지도잠금해제] [추가]
9. 지역의 잠금해제코드를 입력
10. [확인] [닫기]
메뉴에서 돋보기를 선택하여 지도 위를 클릭하면 지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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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차량 운용 매뉴얼

• 기지 간 운행하는 경우는 가능한 다른 용무의 탑승자와 동행한다.
•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에서는 최소한 10분 정도의 워밍업이 필요하다.
• 차량의 연료가 3/4 이하이면 운전자는 돌아와서 연료탱크를 채워야 한다.

차량안전관리 규칙
차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지의 기술감독관이나 지정된 사람에 의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 모든 사고는, 작건 크건 간에, 기술감독관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 차량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 음주 운전 금지.

차량과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그것들에 대한 별도의 지시사항이
전달된다. 사륜구동 자동차의 관리는 일과 시간에는 복무 감독관의 책임이고,
일과 후에는 당직자의 책임이다. 스키두 같은 스노모빌 종류는 프로그램 지원
감독관의 책임이다. 그리고 기타 중장비들은 기술 감독관의 책임이다.

피스텐불리나 기타 차량으로 이동 시 다음 장비가 구비되어있는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 차량 복구 키트
• 개인 생존 키트 (2인용)

극지기지 차량관리 규칙:

• 연료 보충 및 스필키트

• 차량은 면허를 갖추고 적당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다.
• 훈련은 기술감독관에 의해 시행된다.
• 모든 차량은 조심스럽게 운전되어야 하며, 속도 제한을 지켜야 한다.
• 기지 근처 20km
• 보행자전용 지역 8km
• 차량은 우측통행 한다.
• 4륜구동 차량은 저속에서 운행하여야 한다.
• 차량은 공식적으로만 운용되어야 한다.
• 사용예약은 비치된 캘린더를 이용해 사용신청 해야 한다. 담당은 당일의
당직자가 된다.
• 차량의 열쇠는 통신실에서 관리한다. 업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자가
관리한다.
•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이벤트관리자가 차량을 관리, 감독한다.
• 모든 운전자는 자신에게 할당된 차량의 성능한계 내에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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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스노우 모빌 운용 매뉴얼
스노우 모빌의 사용
• 스노우모빌은 모터사이클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전한다. 경사면을 지날
때에는 특히 체중을 옮겨 방향 전환과 안정성을 보조할 수 있다.
• 편안하고 안전한 속도로 주행한다. 스노우모빌은 단단한 표면과 단단한
얼음 위를 주행하지는 못하며 부주의하게 운전할 경우 손상된다. 본인이나
동료의 생명이 차량의 작동 여부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다.
• 헬멧을 착용한다.
• 고무밴드나 와이어 등으로 스로틀을 당긴 상태로 고정시키지 않는다.
사람을 떨어뜨리고 운전자 없이 멀리 사라져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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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그가 오일에 젖어 세척이나 교체를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과도한

운전수칙

공회전은 하지 않는다.
• 오랫동안 세워두었다가 시동을 걸 때 엔진실과 흡기장치, 배기장치,

1) 조작이 숙련된 후 운전(Practice)

2) 최소 2인 1조 운행(Buddy system)

3) 궤도바퀴 청소(Clear track)

4) 근접 운행 금지(Tailgate hazards)

5) 크레바스 등 위험지대 접근금지
(Crevasse hazards)

6) 체감온도 주의(Wind chill hazards)

언더캐리지의 눈을 최대한 치운다. 트랙이 바닥에 얼어붙은 경우 움직이기
전에 얼음을 제거하고 얼음 도끼나 삽으로 주의하여 떼어낸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야간에 차량을 세워둘 수 있는 널빤지를 준비하거나
스노우모빌의 한쪽 끝을 석유통이나 상자 위에 올려 놓는다. 바람이 부는
곳에 세워둔다.
•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에 세워놓을 경우에는 바람의 방향을 마주보고
세워둔다.
운전 기술
• 경사면을 가로질러 주행할 경우 몸을 오르막 쪽을 향하게 하고 충돌에
주의하거나 천천히 주행한다. 사면이 미끄러울 경우 오르막 방향으로
주행하고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다.
• 내리막을 주행할 경우에는 아래 지형을 확인하고 몸을 뒤로 젖히고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한다.
• 오르막을 주행할 경우에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
뒤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갑자기 속력을 높이지 않는다. 꼭대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멈춘 다음 체중을 앞으로 싣고 천천히 뒤로
물러난다.
• 블루아이스를 횡단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스노우모빌은 얼음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되지 않는다.

※ 헬멧 및 방한피복 착용
• 운전 중에는 헬멧을 반드시 착용
• 긴 스카프, 축 처지는 피복의 착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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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기술

단기통 엔진으로 작동하며 전기 스타터와 보조 수동 스타터가 장치되어 있다.
변속기는 4~5단 기어박스와 후진 기어, 자동 클러치를 포함한다. 사용하기

1) 업 힐 / 심설

2) 다운 힐

전에 타이어 압력을 확인해야 한다. 압력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견인력과
핸들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륜차량 연료소비량(기종에 따라 다름)
• 연료 탱크 중용량 – 13.7리터(2.8리터 예비 연료 포함)
• 연료 탱크 소용량 – 12.9리터(3리터 예비 연료 포함)

3) 사면횡단

4) 평지 / 빙원

탱크를 채웠을 때 이동할 수 있는 대략적인 거리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평탄하고 단단한 길(해빙) 12km/리터

100 ~ 120 km

일반적이고 대부분 단단한 지형(고원) 8km/리터

65 ~ 85 km

어렵고 부드러운 눈(험한 지형) 4km/리터

45 ~ 60 km

썰매나 트레일러를 견인할 경우 연료소비량이 증가하고 이동 범위는
스노우모빌을 이용한 썰매 운반

감소된다.

• 사용하기 전에 썰매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한다.
• 썰매에 짐을 지나치게 많이 싣지 않는다

사륜차량의 운전

• 짐을 잘 고정하였는지 확인한다.

출발하기 전에 사륜차량 운전 코스 주행에 합격한 사람만이 극지에서

• 백미러를 통해 썰매와 짐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한다.

사륜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극지 도착 시 필요시 해당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 원활한 표면 조건에서 시계가 좋을 때 사륜차량의 최고 허용 속도는

13.16 사륜차량(ATV) 운용 매뉴얼
사륜차량(ATV)이 훈련을 받은 운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기지와 현장
프로그램에 제공될 수 있다. 사륜차량은 가벼운 사륜구동 바이크로 하이
플로테이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다. 사륜차량은 4행정(휘발유) 420/350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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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을 지날 때에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필요할 경우 걷는 속도로).
• 사륜 차량은 라이더가 운전하는 차량이다. 체중을 이용하여 차량 제어를
해야한다.

13 각종 참조매뉴얼

213

• 헬멧을 반드시 착용한다. 편안함과 안전을 위해 특수 방한 헬멧을
착용한다. 날씨가 추운 경우 헬멧 속에 얇은 방한모를 착용할 것을 권한다.
크레바스 지역은 주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13.17 항공기 운영 매뉴얼
연료보충
일반적으로 모든 연료 보충은 승무원(조종사, 엔지니어)이 작업한다. 연료

불가피하게 상태가 좋지 않은 해빙을 지날 경우에는(예: 눈이 쌓인 얇은 얼음)
안전을 위해 사륜차량들을 안전용 로프로 서로 연결할 수 있다. 이후 곧바로 바로
안전한 얼음으로 돌아가야한다. 차축에 로프가 감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부드러운 눈 지역에서 차량을 밀때 차량에 발을 밟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드럼의 재배치 등 연료 보충을 돕도록 부탁 받은 경우에는 작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AS-530기종의 헬리콥터는 보통 JP-5연료가 이용된다.
헬리콥터의 장거리 운행을 위한 야외 저장연료는 연료 종류와 배치 번호,
주입 날짜를 스텐실로 표시한 200 리터 철제 드럼으로 공급된다. 연료는
물로 오염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드럼 색상을 통해 연료의 연한을 파악한다.

운전 기술
• 경사면을 가로질러 주행할 경우 몸을 오르막 쪽을 향하게 하고 충돌에
주의하며 천천히 주행한다. 사면이 미끄러울 경우 오르막 방향으로
주행하며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3년 미만의 연료만이 이용된다. 승무원은 연료 품질 조건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료 보충을 위해서는 충분한 연료 드럼을 준비해야
하며 시동을 건 상태로 연료를 보충할 경우에는 항공기가 연료를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내리막을 주행할 경우에는 아래 지형을 확인하고 저단 기어를 사용한다.
몸을 뒤로 젖히고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한다.
• 오르막을 주행할 경우에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필요한 경우 평지에서 시운전을 한다). 뒤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갑자기 속력을 높이지 않는다. 꼭대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멈춘
다음 체중을 앞으로 싣고 천천히 뒤로 물러난다.
• 청빙을 횡단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일부 사륜차량은 얼음을
지나기 위해 타이어 스터드를 장치한다. 또한 휠 체인을 장치할 수도 있다.
부츠 체인을 착용하고 가능하면 사면을 직선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숨은 크레바스나 숨은 연못이 있는 지역을 지날 때 주의한다.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헬리콥터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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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을 켜고 연료 보충

채운 검정 쓰레기 봉투가 좋다.

엔진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연료를 보충하면 일부 헬리콥터 작업을 보다

스키웨이 활주로가 해빙 위에 있을 경우, 육지에 둘러쌓여 강풍의 영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작업은 파일럿의 결정에 따라 실시해야

받지 않는 지역이 좋다. 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전에 윈드삭스나 색 테이프,

한다. 이때 파일럿은 헬리콥터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연료 공급은 헬리콥터

신호연기를 이용하여 풍향 지시기를 만드는 것이 좋다. 신호연기가 스키웨이

엔지니어나 조종사 등이 담당한다. 이 작업은 시동을 끈 상태로 연료를

활주로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주입하는 것보다 위험하며 작업 시 매우 주의해야 한다.

항공기의 고정 및 연료 보충 절차는 승무원이 안내한다.

현장 탐사대의 위치

헬리콥터 착륙장

탐사 책임자는 현장 탐사대가 헬리콥터에서 낙오되었을 경우 장기간

극지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 상황은 화이트아웃이 발생했을 때 나타난다.

생존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예정된 방문 시기는 몇 시간이나 며칠

현장에 헬리콥터 지원을 요청했을 경우, 만일 위험한 눈과얼음 표면 위에

지연될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한다. 현장 책임자는 모든 구성원들이 적절하게

구름에 가려졌을 때 화이트아웃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해야

장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다. 파일럿은 바깥을 전혀 보지 못하거나 잘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헬리콥터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소리가 들리는 경우, 보이는 경우,

착륙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착륙장 부근에 텐트, 차량, 연료

적절한 거리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VHF 연락을 취해야 한다.

드럼과 같은 표시를 두어 파일럿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표시는 항공기의
하강기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잘 고정해야 한다. 풍향 표시를 위해

항공기 착륙 지점

색깔이 있는 연기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장 착륙 지점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역할은 승무원의 책임이다. 항공기
운용이 포함된 현장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항공기 지상 지원 책임자가

지상 탐사대는 화이트 아웃이 발생했을 때 눈 위에 어두운 색 물체(흰색과

지원된다. 다음 정보는 현장 개선을 통하여, 항공기의 긴급 착륙을 위한 항공

대비)를 두어 파일럿을 도울 수 있다.

안전 향상 정보이다.

크레바스 착륙지점 점검
크레바스 지역에 착륙을 계획한 경우 모든 관련자들이 작업 전 브리핑을

고정익 항공기 착륙 지점

받아야 한다. 자격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여 착륙 지점을 점검하도록

조건은 일반적으로 승무원이 안내한다. 대개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스키웨이

해야 한다.

활주로는 지면 높이에서 바람을 향해야 하며 길이는 1500미터가 되어야 하고

• 헬리콥터는 공중을 선회하거나 동력을 유지한 상태로 착륙할 수 있다.

크레바스가 없어야 하며 접근로가 차폐되지 않아야 한다.

• 슬링 및 카라비너와 함께 헬리콥터에 크레바스 탐지 키트를 연결한다.

스키웨이 활쥐로는 눈 속에서 색깔이 눈에 띄는 경도가 아주 약한 물체로

• 프루직과 주마 로프 가방을 벨트에 연결한다.

표시할 수 있다. 이 물체는 약 50미터의 간격을 두는 것이 이상적이다. 눈을

• 사용하기 적절한 ‘크레바스 탐침’을 이용하여 착륙 지점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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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수행할 때 회전하는 로터로 인한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 착륙 지점 점검을 마치면 파일럿과 함께 해당 지점의 착륙 적합성을

항공기 드럼 연료보충
1.	항공기 연료보충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연료 보충 장소는 좁은 지역으로 제한한다. 연료보충을 자주 하는 장소, 예를

의논한다.

들어 스키웨이 활주로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 몇 곳의 주유
장소를 지정하여 오염장소를 최소화하는 편이 좋다.
–– 드럼으로 주유시에는 흡수재(연료 스필 패드)를 이용하고, 현장에서 적합한 연료
스필 장비를 이용한다.
–– 모든 연료 넘침이나 유출을 보고한다.
–– 가능하면 모든 오염된 토양이나 얼음/눈, 유출된 드럼을 신속히 기지로 가지고
복귀하여 처리한다.

2.	필요한 연료의 종류와 양을 정한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른다. 특히 시동을
켠 상태에서 연료를 보충하는 경우, 충분한 연료를 점검하고 즉시 사용할
탐지 장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연료의 연한을 확인한다. 오래된 연료를 먼저 사용해야 하다. 3년을 초과한

착륙 시 테일 로터와 다른 물체 사이의 간격과 같이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위험이 나타난 경우 파일럿이 이를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 말고 이용할
수 있는 연락 수단을 통해 알린다.

연료는 승무원과 의논하지 않은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드럼의 상태를 파악한다. 예를 들어 파이거나 녹이 슬지 않았는지, 도색이
조각나지 않았는지 드럼주입구 보호뚜껑(씰)이 있는지 확인한다.
5.	드럼의 오염 상태를 확인한다. 이는 승무원의 책임에 해당된다. 드럼

환경

윗부분에서 큰 마개와 작은 마개를 벗기고 큰 구멍에 손전등을 비추면서

탐사요원은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세 가지 부분을 도울

작은 구멍을 통해 들여다본다. 오염은 보통 드럼의 바닥에 쌓인 물/진흙

수 있다.

혼합물로 나타난다. 물이 있을 경우 녹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하는

1.	야생생물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다. 항공기는 비행시 야생생물에게

페이스트로 확인할 수 있으며 펌프의 창 끝에 보통 얼룩이 생긴다. 연료

750미터 이내, 착륙 시 1,000미터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현장에서

위에 뜬 물도 연료를 흡입기를 설치한 캡슐로 통과시켜 색깔이 변하는

항공기를 기다릴 때 해당 지점이 야생생물로부터 최소 거리를 유지하는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한다.

드럼이나 항공기 탱크에서 가져온 연료 샘플은 기지의 전용 드럼에 담거나

2.	헬리콥터의 하강기류나 회전하는 프로펠러로 인해 챙겨놓은 물품이
날아가지 않도록 한다. 물품이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날아가버릴 수 있다.
3.	항공기 연료보충 작업을 도울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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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딩 와이어는 항공기에 부착해야 한다.

생존 키트

7.	항공기의 연료 전달을 감독한다. 드럼 상판 윗부분에 누적된 소량의

• 파일럿 생존 키트

연료는 헝겊이나 다른 흡수재로 닦고 기지의 전용 용기에 담아야 한다.

	파일럿 생존 키트는 신호 장비, 수면, 쉘터, 취사 장비, 2인분의 식량이

특히 헬리콥터는 하강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벼운 흡수재가 로터

포함됩니다. 회전익과 고정익 키트 모두 3일분이다. 생존 키트를 항상

시스템이나 엔진으로 들어가기 쉽다.

지참해야 한다.

8.	연료보충을 마친 후 호스에 남은 연료는 항공기 탱크나 드럼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현장에 일부만 비워진 드럼을 두지 말고 드럼의 모든
연료를 사용한다.
9.	빈 드럼을 잘 보관한다. 빈 드럼은 바람이 강할 경우 특히 위험하며 환경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10. 연료 저장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한다. 비행 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또한 외부의 드럼이나 확인되지 않은 드럼의 GPS 위치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회수를 계획한다.

• 승객용 생존 키트
	승객용 생존 키트는 두 부문으로 구성되며 5명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첫부문은 신호, 요리 장비, 식량이 포함되어 있다. 두번째 부분은 침낭,
쉘터, 매트가 포함되어 있다. 회전익 및 고정익 키트 모두 3일분이다.
• 크레바스 탐지 키트
극지 고원 위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준비되어 있다.
• 크레바스 구조 키트
극지 고원 위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준비되어 있다.

11. 현장의 드럼 연료 보관 방법은 장소에 따라 매우 다르다. 몇 가지
실질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언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바람에 날아간 빈 연료 드럼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항상 올바른 키트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이다. 탐사대와 파일럿이 적합한

–– 눈/얼음 표면에서는 드럼 주변이 녹는 현상을 피하기가 어렵다. 눈이나 얼음이

생존장비에 대해 의논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것은 비행 승인 책임자의

가능한 적게 쌓이는 곳에 드럼을 둔다. 데포에서는 드럼을 우세풍이 부는
방향으로 보관하고 뚜껑을 수평으로 두어야 합니다. 녹지 않도록 아래에 판을
깔아둔다.
–– 가능한 자연 지형을 활용해야 한다.

역할이다. 비행 전에 항상 생존 키트의 위치를 확인한다.
파일럿 생존 키트는 모든 항공기에 항상 준비해야 한다.
• 단거리 비행

응급상황
응급 키트는 보통 케이블 타이로 봉해져 있다. 비행 전에 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봉인이 파손되어 있으면 내용물을 점검한다.

	즉시 수색과 구조가 가능하고 승객이 현장 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단거리 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파일럿 생존 키트만 준비한다.
• 장거리 비행
	승객이 현장 장비를 갖추지 않은 장거리 비행시 파일럿과 승객용
생존키트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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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행
대부분의 비행 시 승객은 제1장 현장 운용의 설명에 따라 본인의 생존 장비를
준비한다. 이 경우 지상 위로 하루 이내로 비행을 한다면 별도의 생존 키트가
필요하지 않다. 하루 이상 지상 위로 비행을 할 경우 승객의 개인 장비 외에
승객용 생존 키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13.18 극지용 생존키트
극지서바이벌킷(2인용)
품명

규격

수량

얼음톱

74cm, 0.6kg

1

방수백

45 X 109 X 40(cm)

1

키트는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부피가 큰 생존 장비를

응급키트

개인용 서바이벌킷(DPK3)

1

가지고 다녀야 할 부담을 줄인다. 승인 책임자와 승객은 키트 내용물로 개인

발란드레 프레야 침낭

내한온도 -35도

2

소형텐트(2인용)

MK2(2.2Kg)

1

스카우트 서바이벌킷

Scout survial kits

1

눈삽

67cm, 700g

1

화이트개솔린

1리터

2

스푼

티타늄 스푼

2

코펠

19.7 X 12.1(cm),0.64kg

1

승객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내리고 태우는 당일 탐사의 경우 승객 생존

장비를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생존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지 의논할
수 있다.
헬리콥터 해상 구조
해상 구조가 필요한 경우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극지에서 물에 빠진

스토브

휘스퍼라이트 1.0L(417g)

1

사람은 몇 분 내에 저체온증에 걸리게 되므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연료통

1리터

1

• 빌리 푸(Billy Pugh) 구조 네트

매트

프로라이트 플러스 L

2

비상식량(emergency ration)

3일-18개, 756g

1

섬광탄

30분용

2

	빌리 푸는 부상자를 물에서 건지는 단단한 프레임 네트로 구성된 구조
시스템이다. 이 장비는 사용 지침을 제공하는 헬리콥터 공급사에서
운반한다.

써바이벌킷(5인용)

• 정지 키트
	헬리콥터 슬링 훅이나 바닥 볼트에 연결하는 스펙트라 로프로 구성된다.

품명

품명

수량

5

1

1

방수성냥

1

보온병(2.0리터)

1

라이터(마그네슘 부싯돌)

1

개인컵

5

비상용 양초

1

저분세트

5

수첩/연필(케이스 포함)

1

• 기타 선택사항

텐트(4-5인용)

1

비상 신호용 호각

1

	탐사자가 물이 들어올 위험이 있는 곳(예: 해빙 캠프, 해안선 인근 캠프)에

눈삽

1

비상 신호용 거울

1

눈톱

1

신호홍염 K-33

2

응급처치킷

1

카고백(100리터)

1

속으로 내려간다. 그 다음으로 구조장비가 부상자 옆으로 내려오고 두
사람 모두 안전하게 올려진다.

장기간에 걸쳐 있을 경우 관련 담당자와 이용할 수 있는 구조 자원에 대해

발열코펠 및 발열제

수량
다용도칼

드라이 슈트를 입은 구조자는 등강용 벨트 끝에 매달려 부상자 옆 물

조난식량(EMERGENCY RATION 3DAY)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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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항공기 통제 매뉴얼 - 수신호

위로 이동

팔을 가로로 펴고 손바닥은 위를 향한 상태에서 위로 손짓한다.
팔을 움직이는 속도로 상승 속도를 표시한다.

아래로 이동

팔을 가로로 펴고 손바닥은 아래를 향한 상태에서 아래로
손짓한다. 팔을 움직이는 속도로 상승 속도를 표시한다.

항공기 통제
항공기 관련 지원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작업을 하기 전에 설명을 들어서
파일럿이 특정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파악할 때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통제 신호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이곳이
착륙장임

손바닥은 안을 향하고 팔을 머리 위로 세운다.

공중선회

팔을 가로로 펴고 그대로 있는다.

모두 안전함

오른팔을 들고 손은 엄지를 세운다.

슬링 적재물
풀기

왼쪽 팔은 주먹을 쥐고 가로로 뻗고 오른손은 왼손 아래에서
가로로 휘젓는다.

직진

팔을 약간 옆으로 들고 앞뒤로 움직여 계속 손짓한다.

적재물이
풀리지 않음

오른팔은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여 가슴 위에 두고 왼손은 위를
향하여 ‘T’자를 만듭니다.

좌회전

오른팔은 내리고 왼팔은 앞뒤로 움직인다. 팔을 움직이는
속도로 회전 각도를 표시한다.

수평 이동

팔을 이동 방향으로 가로로 뻗고 다른 팔은 몸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흔드는 동작을 반복한다.

우회전

왼팔은 내리고 오른팔은 앞뒤로 움직인다. 팔을 움직이는
속도로 회전 각도를 표시한다.

착륙

팔을 교차하여 몸 앞 아래로 뻗습니다.

정지

팔을 반복하여 머리 위로 교차한다(팔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빨리 멈춰야 함을 나타낸다)

후진

손바닥은 앞을 향하도록 하고 팔을 머리 위 수직으로 뻗는다.
손을 빨리 앞으로 미는 동작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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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서 비행기로 보내는 신호
(옷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이용해 만든다)

1.	의사를 요청함
– 심각한 부상
(중상)

2.	의료용품/약품을 3.	진행(활동)
요청함
불가함

4.	식량과 음료
요청함

14 부록
5.	남극에서
해당사항 없음

6.	진행 방향을 알림

국내훈련 일정(안)
7.	화살표 방향으로 8.	이륙 시도
진행함
예정임

N

13.	상황이 좋지
않음

9.	항공기/차량
손상임

10.	착륙하기에
안전함

11.	모든 것이
무사함

12.	연료와 오일을
요청함

현지훈련 일정(안)
식재료별 열량, 영양정보

14.	상황이 좋음

15.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음

16.	엔지니어를
요청함

16.	지도와
나침반(항법
도구들)을
요청함

18.	신호용
램프(배터리,
무전기 포함)를
요청함

이동장비
풍속·체감온도표
시간계획(거리-이동시간표)

신체를 이용한 신호

유용한 전화번호
장비의 선택

1.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함

7.	나쁨/
아니오(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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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의 수신기는 3.	메시지를
운영됨 (수신은
떨어뜨려라
가능함)

8.	장비의 도움
또는 부품이
필요-오래
지연됨

극지 안전 매뉴얼

4.	모든 것이 좋음, 5.	곧 진행할 수
기다리지 말것
있음, 잠시
대기할 것

9.	우리를 탑승시킬 10.	이곳에
것-항공기를
착륙시도를
포기함
하지 말 것

6.	좋음/예(Yes)

필수영양소
통신 주파수

11.	지시방향으로
착륙할 것

14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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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현지훈련 일정(안)

14 부록

극지 기지 도착 후 5일 이내 (2일 과정)
구분

시간

Day 1

0900

과정 소개

항목

코스 오프닝 / 간단한 팀 빌딩
강사 소개 및 일정 소개
각자 소개와 간단한 팀 빌딩 과제 해결

0930

실전교육
이전
이론교육

이론 교육
남극에 날씨와 환경
필드 이동 시 적절한 옷
이동 시 GPS 활용법 및 이동 동선 확인
필드 활동 시 사전 절차
필드 장비 소개 및 활용법
장비 지급 (1박 2일 동안 필요한 장비)
활동 지역 기상 확인

1300

필드 훈련

필드에서의 훈련
헬리콥터 탑승 법과 화물 운송 법
이론 교육 시 배웠던 항목 확인 하기
(옷, GPS, 장비)

1430

이동

목적지로 이동
참가자 들은 도보로 이동
화물 및 장비는 헬리콥터로 이동
빙하 이동 법 1
(필요 장비와 활용법, 주의 사항)

1630

캠프 구축

목적지 도착
Camp craft (모든 날씨 환경 대비)
기지와의 통신 및 보고 체계
저녁 식사 준비
필드에서의 쓰레기 처리

1일차 마무리
2일차 준비

2일 차 프로그램 브리핑
빙하 이동 법 계속
크레바스 탈출법
기지와의 통신 및 보고 체계

14.1 국내훈련 일정(안)
24시간(3일과정)
구분

시간

항목

Day 1

0900

Opening

과정 의미와 목표, 일정 소개

0930

Team Building

참가자간 친밀도 및 과정 몰입도 증진

1400

아웃도어 리더십

극지 활동에 임하는 자세 및 준비

1600

극지 이해

환경 및 기상 특성 파악

1300

중식

1800
Day 2

종료

0900

헬기/아라온 호 비상 훈련 이용 시 준수 사항 및 긴급 상황대처

1100

소방 교육

화재 예방 및 진압 교육

1330

극지 기술 1

GPS 기초 기술 및 통신

1630

극지 기술 2

개인 생존 – 장비 준비 및 Survival Kit

응급 처치 및 구조 1

기초 응급 처치

1300

응급 처치 및 구조

CPR 및 환자 운송 /구조법

1730

Certificate

Final Debriefing

1200

중식

1800
Day 3

세부 교육 내용

0900

1200

중식

1800

종료

1830
20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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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LBase/
F&B.C

점심식사

종료

1200

세부 교육 내용

저녁 식사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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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0700

기상 및 아침 체조
아침식사

0900

식량 품목

Camp 정리
쓰레기 처리
장비 정리 및 패킹
기지와의 통신 및 절차

1000

분말우유

기지로 복귀
빙하이동 법 2 (자기, 크레바스 구조법)
응급 상황 시 기지와의 통신
응급 상황 시 막영 법

1200

점심 식사

1300

칼로리/1lb

총 파운드

총 칼로리

비용/1lb

총 비용

유제품

훈련 마무리 및 정리
수료증 지급
디브리핑

1650

6

9900

$5.60

$33.60

분말달걀

2700

16

43200

$6.60

$105.60

마가린

1900

8

15200

$0.60

$4.80

체다 치즈

1760

14

24640

$1.91

$26.74

콜비 치즈

1760

14

24640

$2.35

$32.90

몽 잭 치즈

1600

14

22400

$1.77

$24.78

파마산 치즈

1800

3

5400

$3.99

$11.97

곡물 및 탄수화물류

14.3 식재료별 열량, 영양정보
육류

100g 당 칼로리 (kcal)

어패류

100g 당 칼로리 (kcal)

닭가슴살

109

낙지

54

닭고기

173

오징어

87

닭다리

191

대구

90

닭날개

253

명태

98

돼지안심

223

참다랑어

113

삼겹살

331

갈치

145

돼지갈비

337

삼치

178

쇠고기사태

137

꽁치

262

쇠고기 안심

154

고등어

271

쇠고기 등심

187

백 밀가루

1650

20

33000

$0.17

$3.40

밀가루

1500

16

24000

$0.19

$3.04

팬케이크 믹스

1850

16

29600

$0.50

$8.00

옥수수가루

1610

7

11270

$0.18

$1.26

백미

1650

14

23100

$0.27

$3.78

으깬 귀리

1750

16

28000

$0.86

$13.76

크림 오브 휘트 제품

1750

3

5250

$0.88

$2.64

베이글

1200

12

14400

$1.75

$21.00

감자 조각

1650

8

13200

$1.25

$10.00

감자

1624

15

24360

$0.28

$4.20

파스타

1700

25

42500

$0.70

$17.50

콩류
렌틸

1550

3

4650

$0.69

$2.07

쿠스쿠스

1500

4

6000

$0.88

$3.52

강낭콩

200

7

1400

$0.46

$3.22

야채 버거 믹스

1700

7

11900

$2.22

$15.54

칠리 베이스

1600

7

11200

$4.43

$31.01

수프 믹스

2000

8

16000

$3.40

$27.20

육류
베이컨

2836

2

5672

$2.40

$4.80

페퍼로니

2250

8

18000

$3.03

$24.24

살라미

2050

8

16400

$2.00

$16.00

행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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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살구

1100

6

6600

$2.55

$15.30

마늘 분말

0

1

0

$2.88

$2.88

말린 과일 믹스

1250

6

7500

$1.50

$9.00

오레가노

0

0.5

0

$9.28

$4.64

건포도

1400

12

16800

$1.25

$15.00

고추 가루

0

1

0

$3.20

$3.20

가염 땅콩

2650

10

26500

$1.65

$16.50

양파 분말

0

1

0

$2.40

$2.40

볶은 땅콩

2500

10

25000

$1.69

$16.90

카레 가루

0

0.75

0

$4.80

$3.60

캐슈넛

2500

6

15000

$3.26

$19.56

홍고추

0

0.5

0

$4.80

$2.40

호두

2450

6

14700

$3.00

$18.00

타바스코

0

0.75

0

$1.76

$1.32

M&M's

2133

26

55458

$1.83

$47.58

베이킹 파우더

0

1.5

0

$1.40

$2.10

말린 자두

1550

8

12400

$1.50

$12.00

소고기 육수

0

1.25

0

$2.40

$3.00

$1.50

$2.25

$0.90

$5.40

당분

기타

꿀

1300

7

9100

$1.20

$8.40

이스트

0

1.5

0

백설탕

1700

12

20400

$0.39

$4.68

올리브 오일

4000

6

24000

갈색 설탕

1700

6

10200

$0.50

$3.00

야채 오일

4000

6

24000

$0.00

초콜릿 칩

2100

5

10500

$1.96

$9.80

그래놀라 바

1760

12

21120

$0.89

$10.68

코코아

1650

1.2

1980

$3.81

$4.57

유크림

3750

1.5

5625

$0.90

$1.35

쿠키

2200

12

26400

$1.00

$12.00

케첩

400

0

0

$2.00

$0.00

브라우니 믹스

1800

5

9000

$1.50

$7.50

양념

토마토 소스

109

8

872

$0.48

$3.84

팝콘

1650

7

11550

$0.43

$3.01

젤리

1200

7

8400

$0.75

$5.25

야채용 팩(700)

0

0

0

$0.00

피넛 버터

2580

17

43860

$1.30

$22.10

붕사

0

0

0

$0.00

메이플 시럽

1222

3

3666

$3.58

$10.74

547.45

963,313

$906.23

샐러드 드레싱

500

1

500

$3.40

$3.40

간장

240

3

720

$1.10

$3.30

바비큐 소스

240

2

480

$2.10

$4.20

티백

0

1

0

$7.50

• 하루 1인당 2.19파운드

커피

0

2

0

$7.72

$15.44

• 하루 3,853.25 칼로리

핫 코코아 믹스

1650

15

24750

$1.18

$17.70

쥬스 믹스

1950

21

40950

$3.50

$73.50

• 하루 참가자당 $10

음료

• 10인25일간
• 250인분

향신료
후추

0

2

0

$4.96

$9.92

소금

0

3

0

$0.25

$0.75

계피

0

1

0

$4.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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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이동장비

선택하는 요령
1. 설상용과 빙벽용 두가지 중 중점 등반 인 것에 비중을 둔다
2. 착탈이 편해야 하며 견고 해야 한다

헬멧, 아이스툴, 안전벨트, 크램폰,

3. 안티 스노우 프레이트가 삽입이 가능한지도 고려한다
4. 부품 교환이 용이 한자도 고려한다

선택하는 요령
1. 검사 규격(CE 인증제품, 한국 안전 검사 합격 여부)
2. 사용하는 용도에 적합한 것
3. 자기 머리와 잘 맞는지 미리 써 본다

동계용 신발

4. 무겁지 않은 것
선택하는 요령
1. 용도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빙벽용 아이스 해머액스

2. 자기 발과 잘 맞는지 미리 신어 본다

• 자기 체형과 무게가 맞는지 고려한다

3. 초보자는 너무 꽉 끼는 것은 가급적 피한다

• 그립에 두께를 감안 자기가 선호하는 사이즈를 고려한다

4. 겨울 추위를 감안 한 치수 정도 큰 것을 선택한다.

• 부품 교환이 원할한 제퓸 인지 고려한다

5. 보온성이 좋은지 검토한다

• 현재는 개성적인 제품이 많이 출시 되고있다
• 자기가 원하는 등반의 형태에 따라 선택한다
설벽용 Axe

아이스 파이프 스크류

• 자기 체형과 무게가 맞는지 고려한다
• 그립에 두께를 감안 자기가 선호하는 사이즈를 고려한다
• 부품 교환이 원할한 제퓸 인지 고려한다
• 현재는 개성적인 제품이 많이 출시 되고있다
• 자기가 원하는 등반의 형태에 따라 선택한다
선택하는 요령
1. 자기 체형과 맞는지 (허리와 다리 사이즈)가 점검
2. 사용에 적합한 것
3. 장시간 사용하여도 피로 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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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가 편(용이)한 것인지 검토한다
2. 무게가 가벼우면서 동 하중에 강한 제품으로 선택한다
3. 사용후 녹이 안나는 제품을 선택한다
4. 적절한 길이를 선택한다
5. 파이프 타입은 내측의 벽면이 매끄럽게 잘 나오는 것을
선택한다
6. 가급적 파이프 타입을 사용한다 –빙벽 등반시
7. 검증된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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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 앵커용 데드맨

2014년 4월 1일

6:25

17:29

11:04

5:41

18:14

4:49

19:06

3:54

20:00

1. 가벼워야 하고

2014년 4월 10일

6:49

17:00

10:11

6:04

17:45

5:12

18:37

4:20

19:29

2. 충분한 면적이 있어야 한다.

2014년 4월 20일

7:15

16:29

9:14

6:29

17:16

5:37

18:08

4:45

18:59

3.	적절한 각도로 설치되도록 와이어가 부착되어있는 것이
좋다

6:55

16:46

6:02

17:39

5:10

18:31

7:16

16:24

6:21

17:19

5:29

18:11

2014년 5월 20일

8:34

15:06

6:32

7:37

16:03

6:40

17:00

5:47

17:53

2014년 6월 1일

9:00

14:43

5:43

7:58

15:45

6:58

16:45

6:04

17:39

2014년 6월 10일

9:14

14:32

5:18

8:09

15:37

7:08

16:38

6:13

17:34

9:23

14:28

5:05

8:16

15:35

7:14

16:37

6:18

17:33

2. 충분한 길이가 있어야 한다.

2014년 7월 1일

9:20

14:35

5:15

8:15

15:41

7:13

14:42

6:18

17:38

3. 설치를 위해선 아이스툴이 필요하다

2014년 7월 10일

9:10

14:49

5:39

8:08

15:51

7:07

16:52

6:13

17:46
17:59

세종기지 일출·일몰 시각
일자

일출

일몰

Day
time

여명

황혼

여명
(해상)

황혼
(해상)

여명
(천문)

황혼
(천문)

2014년 1월 1일

2:10

21:44

19:34

-

-

-

-

-

-

21:33

19:32

-

-

-

-

-

-

2014년 1월 20일

1:57

21:46

19:49

1:30

22:37

-

-

-

-

2014년 2월 1일

3:36

20:38

17:02

2:28

21:45

-

-

-

-

2014년 2월 10일

4:04

20:11

16:07

3:05

21:09

1:25

22:47

-

-

2014년 2월 20일

4:34

19:40

15:06

3:42

20:32

2:28

21:45

-

-

2014년 3월 1일

5:00

19:11

14:11

4:12

19:59

3:08

21:03

1:38

22:30

2014년 3월 10일

5:26

18:41

13:15

4:40

19:27

3:42

20:25

2:32

21:34

2014년 3월 20일

5:53

18:09

12:16

5:08

18:53

4:14

19:47

3: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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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15:31

1. 가벼워야 하고

고어텍스 제품이 좋다

2:01

7:45
8:08

스노우 스테이크(스노우바)

스패츠

2014년 1월 10일

2014년 5월 1일
2014년 5월 10일

2014년 7월 20일

8:52

15:10

6:18

7:54

16:08

6:55

17:06

6:02

2014년 8월 1일

8:23

15:39

7:16

7:30

16:32

6:34

17:27

5:42

18:19

2014년 8월 10일

7:58

16:02

8:04

7:08

16:51

6:14

17:45

5:23

18:37

2014년 8월 20일

7:28

16:27

8:59

6:41

17:15

5:49

18:07

4:57

18:58

2014년 9월 1일

6:51

16:58

10:07

6:06

17:44

5:14

18:35

4:22

19:27

2014년 9월 10일

6:22

17:21

10:59

5:37

18:06

4:46

18:58

3:51

19:52

2014년 9월 20일

5:49

17:47

11:58

5:05

18:32

4:11

19:25

3:13

20:23

2014년 10월 1일

5:13

18:16

13:03

4:27

19:02

3:30

19:58

2:24

21:06
21:53

2014년 10월 10일

4:43

18:40

13:57

3:56

19:28

2:54

20:30

1:33

2014년 10월 20일

4:11

19:08

14:57

3:20

20:00

2:08

21:12

-

-

22:25

-

-

2014년 11월 1일

3:33

19:44

16:11

2:35

20:42

0:54

2014년 11월 10일

3:06

20:11

17:05

1:59

21:19

-

-

-

-

2014년 11월 20일

2:39

20:41

18:02

1:16

22:06

-

-

-

-

2014년 12월 1일

2:14

21:13

18:59

0:02

23:36

-

-

-

2014년 12월 10일

2:21

21:33

19:12

-

-

-

-

-

-

2014년 12월 20일

1:57

21:46

19:49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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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풍속·체감온도표
풍랭효과
50

풍
속

4

-3 -10 -18 -25 -32 -39 -46 -54 -61 -68 -75 -82 -90 -97

45

4

-3 -10 -17 -24 -31 -38 -46 -53 -60 -67 -74 -81 -88 -96

40

5

-2 -10 -17 -24 -31 -38 -45 -52 -59 -66 -73 -80 -87 -94

35

5

-2

-9 -16 -23 -30 -37 -44 -51 -58 -65 -72 -79 -86 -93

30

5

-2

-9 -15 -22 -29 -36 -43 -50 -57 -64 -70 -77 -84 -91

25

6

-1

-8 -15 -21 -28 -35 -42 -49 -55 -62 -69 -76 -82 -89

20

6

-1

-7 -14 -20 -27 -34 -40 -47 -54 -60 -67 -74 -80 -87

15

7

0

-6 -13 -19 -26 -32 -39 -45 -52 -58 -65 -71 -78 -84

10

8

1

-5 -11 -18 -24 -30 -36 -43 -49 -55 -61 -68 -74 -80

5

9

3

-3

-9 -15 -21 -27 -33 -39 -45 -51 -57 -62 -68 -74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3 ~ 4m/c (20 ~ 25kts)
눈높이 강한바람

4 ~ 5.5m/c (25 ~ 35kts)
눈보라 시야가림

5.5m/c ~ (35kts ~ )
블리자드 시야 200m 이하

14.6 시간계획(거리-이동시간표)
거리-이동시간
Km

1

2

3

4

5

6

7

8

9

Mile

0.62

1.24

1.86

2.48

3.10

3.72

4.34

4.97

5.59

15

30

45

1h

1:15

1:30

1:45

2h

2:15

60kts

80kts

이동시간(분)

기온 ℃

항공기 비행시간
시야 ＞ 300m, 풍속 ＜ 45 knot, 풍랭 ＞ -60℃
동상 발생 ＞ 30min
시야 ＜ 300m, 풍속 45~50 knot, 풍랭 ＞ -60℃ ~73℃
동상 발생 5~30min

20kts

6
hours

40kts

100kts
5

시야 ＞ 30m, 풍속 ＞ 50 knot, 풍랭 ＞ -73℃
동상 발생 ＜ 5min

120kts
4

140kts
160kts

풍속확인 (깃발을 통한 풍속추정)

180kts
200kts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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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000
km

800

700

60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50

2.5 ~ 3m/c (15 ~ 20kts)
지면 강한바람

100

1.5 ~ 2.5m/c (10 ~ 15kts)
눈 날림 시작

20

0

0 ~ 1.5m/c (0 ~ 10kts)
눈보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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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유용한 전화번호

있으나 역시 추위에 약하다.(일반전건지 보다는 강하다) 리튬 건전지가
수명이 알카라인보다 길며 가볍고, 추위에도 강하다. 전지가 다 닳았을 때

대한민국 세종기지 (INMARSAT, IRIDIUM 전화는 비상용)
연결 위성
AOR-W

870 or 874

AOR-E

870 or 871

POR

870 or 872

IOR

870 or 873

세종기지 인마샛 번호
874-764-81-5173
(Handset, 대표번호, 교환기연결[656])
874-764-81-5174 (교환기연결 [656], TEL3)
874-764-81-5175 (사용불가)
874-764-81-5176
(교환기연결 [657], 팩스, TEL2)

극지연구소와 세종기지 간 업무용 전화 및 팩스 번호
세종기지 업무용 전화번호 (VSAT)

032) 770 – 8570

세종기지 업무용 팩스번호 (VSAT)

032) 770 – 8571

갑자기 꺼지므로 사용시간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충전식인 니켈 카드뮴
건전지는 가격이 고가이지만 약 300회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0도에서 성능이
70% 유지된다. 그러나 수명이 알카라인 보다 떨어지므로 극지 탐사용으로
적합하지 않다.
배낭
배낭에 짐을 잘 꾸리고 조절함으로써 해빙 지역과 얼음이 녹아내린 지역
등에서 필수 생존 장비를 편안하게 운반할 수 있다. 항상 방수에 대비한다.
침낭
침낭에 사용되는 보온재는 거위 털, 오리털, 폴리에스테르, 솜 등이 사용되고

14.8 장비의 선택

있다. 거위 털과 오리털은 가볍고, 부풀어 오르는 복원력이 뛰어나 우수한
침낭의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 보통 다운(Down)으로 불리는데 사실은

헤드 램프 (Head lamp)
극지에서 여름은 백야 현상으로 헤드

솜털(Down)과 깃털(Father)을 90:10 또는 80:20으로 혼합해서 사용하며

램프가 필요하지 않다. 헤드 램프는

90:10이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어두운 상황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다운의 성능은 혼합비율과 더불어 복원력이 품질의 차이 크게 하는데, 같은

장비이다. 고장이 없고, 전력효율이 좋게

중량의 다운이라도 복원이 크면 그만큼 보온력이 우수한 것이다. 복원력

설계된 배선시스템과 역시 수명이

(Filling Power)은 같은 중량의 다운이 부풀어 오르는 체적의 크기를 측정한

오래가고 전력효율이 우수한 전구를

것으로 보통 500, 600, 700, 800, 900짜리가 있으며 800이상이면 매우

채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헬멧에 쉽고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와

우수한 품질이다.

접촉불량 등의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다.

극지 탐사용 다운침낭을 선택하려면 다운의 량이 1,400-1,500g이상이

건전지는 기온이 떨어지면 수명이 급격히 줄어 든다. 일반건전지는

적당하다. 침낭의 크기는 자신의 신장보다 30cm정도 더 커야 하고 폭도

특히 수명과 전력이 약하므로 겨울철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유가 있어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지퍼는 아래까지 충분히 내려오는

알카라인(alkaline) 건전지는 수명이 길고 천천히 불빛이 약해지는 장점이

것이 편리하며 지퍼가 부드럽게 작동해야 하며 지퍼부분의 추가보온설계도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목과 어깨부분에 다운을 추가한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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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제품을 보관할 때는 작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지 말고 항상 부풀어

공기구멍을 열어 놓고 펴놓아야 수분이 건조되고 자동주입기능이 떨어지지

있도록 펴 놓아야 복원력과 탄성이 유지된다. 가끔 세탁을 해서 다운의

않는다. 엔솔라이트나 폴리에틸렌의 소재에 밀폐된 작은 공기층이 수많이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복원력이 좋아진다. 세탁은 다운의 지방질이 없어지지

형성된 스폰지 매트리스는 극지탐사 중에서는 두께가 2~3cm 정도로

않도록 연성세제를 사용하여 물세탁을 하면 된다. 석유계 드라이크리닝은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볍고 단열효과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 간혹

금물이고 세탁기엔 사용이 가능하다.

소재가 나쁘고 공기층이 밀폐되지 않아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빨래판과 같은 요철이 있는 매트리스(Therm-a-Rest)는 요철부분에

공기유통이 되고 조직밀도가 높아 다운이
빠져 나오지 않는 얇고 부드러운 나일론

공기층을 형성하여 단열효과를 더욱 높이는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제품이다.
이러한 매트리스도 두께가 2cm 이상의 두꺼운 동계용이 더욱 좋다.

후드부분을 열고
조이는 끈
신체모양에 따라
아래로 줄어드는 형태
옷이나 벼개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

최저 사용가능
온도 표시
지퍼부분을
감싸주는 패드

비비 백
혼자 생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비 백은 생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
비비는 작고 가벼우며 모든 현장 탐사 시에 가지고 다녀야 한다. 비비 백은
플라스틱 판(비닐 등)을 이용해 임시로 만들 수 있다. 비비는 가방의 외부에
달고 다녀야 한다.
매트리스 (Mattress)
매트리스는 극지 캠프에서 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한기를 차단해 주는 매우
중요한 야영장비이다. 아무리 침낭이 좋다 하여도 매트리스가 부실하면 추위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게 된다. 매트리스는 에어 매트리스(Air Mattress)와
발포스폰지가 주로 사용된다. 에어 메트리스는 5cm-10cm 정도의 공기층을

14.9 필수영양소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의 화합물로 1g당 4Cal의 열량을 내며, 하루 섭취
열량 중 50-60%를 탄수화물로 섭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되어 포도당으로 변하고 혈액을 통해 세포로
운반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도 남은 포도당은
글리코겐으로 변하여 근육과 간에 저장된다.
근육과 간의 글리코겐 저장 능력에 한계가 올 정도로 과잉 섭취된 포도당은
피하지방으로 변하여 축적된다. 만약 체력소모가 심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포도당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과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변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당분은 탄수화물 중에서 가장 빨리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비상식량은 바로 이 당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으로 해야 한다.

형성하여 단열을 하기 때문에 단열효과가 매우 뛰어나지만 내부에 습기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무겁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보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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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글리코겐으로부터 에너지가 생성된다. 적당한 운동 중에는 탄수화물과 지방이

지방도 역시 탄소, 수소, 산소의 화합물로 1g당 9Cal의 높은 열량을

같은 양(열량)으로 소모되지만, 1-2시간의 긴 운동을 계속할 때는 점차

내며, 하루 섭취 열량 중 20-35%를 섭취해야 한다. 지방은 과잉 섭취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로부터 합성되기도 하지만, 식물성 기름 등에 많은
불포화 지방이라는 것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한다고 한다. 소화
흡수된 지방은 글리세린과 지방산으로 분해되는데, 글리세린은 직접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지방산으로 체지방으로 축적된다.
지방의 역할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축적된 피하지방이
추위와 더위로부터 단열작용을 하며, 섭취 후 4시간까지는 소장에 머물러
서서히 소화됨으로써 배고픔을 지연시켜 준다.
단백질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의 복합 화합물로 1g당 4Cal의 열량을 내며,
하루 섭취 열량 중 5-15%를 섭취해야 하는데, 그 양은 보통 체중 1kg당 1.52g이라고 한다. 단백질의 기본 구성단위인 아미노산은 20가지가 있는데,
12개는 신체 내에서 합성이 되고, 8개는 필수 아미노산이라 하여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한다. 이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체기능 수행이 불가능해 진다.
단백질은 근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신체조직의 기본 구성 요소로 사용되며,
세포 무게의 10-20%를 차지하는데, 운동을 많이 한 근육세포의 단백질은
그렇지 않은 세포보다 많다고 한다. 그러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근육이 증대되지는 않는다.
탄수화물/지방/단백질의 균형섭취
–– 섭취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조화있게 사용되지만 탄수화물지방-단백질의 순서로 중점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전속력
달리기, 수영, 암벽탐험 등 단시간의 강한 운동에는 특정 근육에 저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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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소모량이 증가한다. 3시간 이상 운동이 지속되면 에너지원의 90%를
지방으로부터 얻는다.

대양을 횡단하는 새들은 이동 전에 많은 양의 지방을 축적한다. 체지방의
축적은 체중의 증가로 인하여 암벽탐험에는 좋지 않지만, 장기탐험이나
원정탐험 등에는 체지방 축적이 필요하다. 에너지원이 충분할 때 단백질은
흡수된 단백질 그 자체로서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다른
에너지원이 부족할 경우 체내의 단백질이 분해되어 사용되는 최후의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무기질
무기질은 칼슘, 나트륨, 철, 요오드, 인, 마그네슘 등 금속성의 원소로 매우
적은 량이 필요하지만 신체조직의 구성과 신진대사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것들이다. 칼슘과 나트륨을 공급하는 소금은 하루에 보통 10g 정도를
섭취해야 하는데, 등산과 같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소금이 부족하게 되어
피로회복이 되지 않고 두통, 현기증, 소화장애, 근육경련(쥐)등의 이상이
발생한다.
부족분은 식품에 포함된 것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해야 하는데, 필요이상의
과잉섭취는 심한 갈증과 같은 역효과가 나타나므로 꼭 별도의 염분섭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취침 전에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비타민
비타민은 생리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반드시 외부 식품으로부터
섭취해야 하며 부족하면 생명을 잃기도 한다. 장기등반에 있어 비타민의
섭취문제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며, 결핍으로 인해 오는 신체의 이상을
자칫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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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최초 호출 때만 사용하고, 이후 채널 14 또는 채널 12 등으로 바꾸어

6대 영양소 중 마지막으로 물은 신체조직의 2/3를 차지하며, 이중 20%를

교신을 계속한다. 채널 8의 경우는 기지 내부 통신망으로 사용하며, 1채널

잃으면 생명이 위험하다. 등산 중에는 식품으로 섭취하는 수분 외에 하루

휴대용인 무전기 경우 채널 8을 주로 고정하여 운용한다.

2-3리터의 물을 마셔야 하며, 특히 고산 등반 중에는 4리터 이상을 마셔야
한다. 간혹 물은 갈증이 날 경우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시고 싶어지기 때문에

비상 또는 필요 시 해상 VHF무선 주파수에서 교신이 되지 않을 시에 사용

참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매우 위험한 생각이므로 필요한 만큼

가능한 주파수

적당히 마셔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소 적게 마시는 훈련도 물이 부족한
등반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Motorola GP328
Frequency Allocations: GP328 Handheld – 16 channel
Channel

14.10 통신 주파수
채널

주파수(㎒) 용 도

비고

Service

TX C76SS Transmit
(TX)
Code

Receive
(RX)

1

US | Net

167.9 Hz

143

143

2

US Crash Net

118.8 Hz

139.6

139.6

3

NZ Mt Erebus

131.8 Hz

142

138.8

4

NZ Crater Hill

131.8 Hz

139.3

143.8

143.1

140

173.8 Hz

139.2

139.2

5

NZ Dry Valleys

킹조지섬 공용주파수

6

Tower / Airfield

7

US Science Net/ Spill Response

100 Hz

139.5

139.5

장보고기지 내 업무용 주파수

8

US Field Party Ops

91.5 Hz

138.6

143.225

9

Fuels Net

136.5 Hz

143.6

143.6

세종기지에서 사용

세종기지 내 업무용 주파수

10

US MCC Net

146.2 Hz

139.8

143.725

156.300

주변기지와의 교신

이태리(마리오쥬켈리) 기지 업무용 주파수

11

US Helo Ops

107.2 Hz

04

156.200

주변기지와의 교신

12

NZ Simplex (line of sight only)

02

156.100

주변기지와의 교신

13

US Helo Flight Following (Taylor Valley)

156.7 Hz

138.5

143.975

00

156.000

주변기지와의 교신

14

US Helo Flight Following (Mt Newall)

173.8 Hz

138.5

143.975

16

156.800

호출 응답과 비상주파수

14

156.700

주변기지와의 교신

12

156.600

주변기지와의 교신

10

156.500

주변기지와의 교신

08

156.400

06

• 세종기지에서의 VHF 통신은 통상, 해상용 VHF 통신이므로, 무전기를 새로
구매할 경우에는 무전기가 해상용 VHF 대역을 지원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143.4

143.4

124.4

143.4

15

US Helo Flight Following (Mina Bluff)

192.8 Hz

138.5

143.975

16

Scott Base Local

131.8 Hz

143.9

138.9

Note frequencies refer to handheld radios

마린 밴드 주파수로 반드시 설정 후 기지로 반입시켜야 한다.
• 세종기지에서는 2채널(Dual Channel)을 지원하는 무전기의 경우, 채널
16와 채널 8로 설정하여 수신대기 한다. 채널 16의 경우, 모든 기지들이
호출용 공용주파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기지와 교신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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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부호 - 표음 알파벳 (포네틱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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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Five

6

—••••

Six

FIFE
SIX

——•••

Seven

SEV-EN

문자

모르스 부호

음성통신

발음

7

A

•—

Alpha

알파

8

———••

Eight

AIT

B

—•••

Bravo

브라보

9

————•

Nine

NIN-ER

C

—•—•

Chalie

찰리

0

—————

Zero

ZEE-RO

D

—••

Delta

델타

E

•

Echo

에코

F

••—•

Foxtrot

폭스트롯

G

——•

Golf

골프

H

••••

Hotel

호텔

I

••

India

인디아

기관에서는 임의의 포네틱 코드를 지정하여 활용한다. 위에 예시된 알파
브라보 찰리 순서의 포네틱 코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ICAO 표준이지만

포네틱 코드에 대한 설명
무선 교신시에는 알파벳의 단어를 헷깔리거나 호출부호등 명확한 철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ICAO(민간항공기구) 등 무선 교신이 필수적인

J

•———

Juliet

줄리엣

K

—•—

Kilo

킬로

L

•—••

Lima

리마

M

——

Mike

마이크

이경우 대부분 인지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포네틱

N

—•

November

노벰버

코드를 사용하여 송신하는것을 인지하면 해당 단어의 첫 문자를

O

———

Osca

오스카

P

Papa

이해하는것으로 사용하면 된다.

•———

파파

Q

——•—

Quebec

퀘벡

R

•—•

Romeo

로미오

S

•••

Sierra

시에라

T

—

Tango

탱고

U

••—

Uniform

유니폼

V

•••—

Victor

빅터

W

•——

Whiskey

위스키

X

—••—

X-ray

엑스레이

Y

—•——

Yankee

양키

Z

——••

Zulu

줄루

1

•————

One

WUN

2

••———

Two

TOO

3

•••——

Three

TREE

4

••••—

Four

FOW-ER

극지 안전 매뉴얼

국가별로 사용자별로 다른 포네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호출부호는 통상적으로 포네틱으로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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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대응
헬리데크(선박) 헬기추락 대응
항공기 비상착륙(야외) 대응
추락(크레바스, 해빙) 대응
선박 좌초 대응
고무보트 전복 대응
심정지 환자 대응
들것 후송법(경·척추 의심 환자)
북극곰 대응
현장 풍설해 대응
조난/고립 대응
실종 대응
해일·너울 대응
가스 폭발사고 대응

헬리데크(선박) 헬기추락 대응

화재 대응
절차
인지

내용

비고

•화재발견(불, 연기, 냄새)

절차

인지



대응

•전파
- “불이야” 외침
- 화재 경보벨 누름
- 무전기 연락(통신실, 선교)
•대피
- 주변사람 안전장소로 대피 시킴
•봉쇄
- 화재경로 봉쇄(방화문, 방화벽, 출입문 폐쇄)
- 화재현장 접근 봉쇄
•진압
- 소화기 사용(초기화재)
- 소화전(소방호스) 사용

후속

비고

•비정상적 동체 요동
•헬기로터 주변물체 타격



현장

대응

•대피
- 탑승자, 주변사람을 안전장소로 대피
•전파
- 무전기 연락(선교)
•봉쇄
- 추락/화재 현장 접근 봉쇄
•진압
- 소화기 사용(초기화재)
- 소화전(소방호스) 사용

현장




•소방장구 착용(방화복 세트, 공기탱크)
•화재진압
•수색과 구조
•응급처치/후송

내용

후속
본부

•소방장구 착용(방화복 세트, 공기탱크)
•화재진압
•수색과 구조
•응급처치/후송

본부

※ 옥외 소화전 사용법

※ 소화기 사용법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손잡이를 잡고 불쪽으로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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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 앞쪽에 있는 안전핀을 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하여 불길 주위에서부터 빗자루로
힘껏 뽑는다
호스를 빼들고 손잡이를
쓸 듯이 골고루 방사한다
움켜쥔다

극지 안전 매뉴얼

밸브 개방 및 화재 장소 접근

호스를 물이 공급되면, 관창을
오른쪽으로 개방하여 방수를 개시

화점에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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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착륙(야외) 대응
절차

내용

인지

•조종사 비상착륙 안내방송
•비정상적 동체 요동

추락(크레바스, 해빙) 대응
비고

절차
인지

•표면의 균열 발견

대응

•확보
- 설상 및 해빙위 앵커설치
- 앵커에 자기 확보
•결속
- 로프 구조시스템 설치
- 추락자와 로프 결속
•인양
- 추락자 인양

•안전벨트 착용
•비상착륙자세 유지

현장



후속

•비상 쉘터 구축(이글루, 설동, 텐트 등)
•방한(보온의 착용)
•통신(구조요청)/대공표지/홍염
•식량 및 식수 확보
•응급처치

현장

•통신수색
•수색과 구조
•응급처치/후송

본부

현장


후속

•수색과 구조
•응급처치
•저체온증 예방(온수풀장에 입수)
•쇼크예방(보온)

본부

※ 로프구조 시스템

※ 안전벨트 착용 및 비상착륙 자세
안전벨트 종류와 잘 매는 방법

비고




대응

내용

확보물

항공기 충돌 시 가장 안전한 자세

등강기1
등강기2
배낭(눈깍임 방지)

2점식
보통 비행기 좌석에서 매는
안전벨트. 헐겁지 않게
적당히 조여 주는 것이 가장
중요. 안전벨트 줄이 꼬이지
않도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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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식
좌측 우측 골반을 압박하고,
어깨 측에도 적당히 조여
주는 것이 중요. 안전벨트
착용 후 몸과 좌석이
밀착됐는지도 점검

극지 안전 매뉴얼

1. 머리를 숙이고 두 팔로
무릎을 감싼다. 이렇게 하면
충돌 순간 상체와 다리가
튀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 두 손을 포개 앞좌석에
대고 팔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는다. 앞좌석이
충격을 흡수해 다치는 걸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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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좌초 대응
절차
인지

고무보트 전복 대응
내용

비고

절차
인지

•선박의 비정상적인 경사율 지속 유지



대응

•선내 방송 경청
- 퇴선 명령 후,
•구명복/구명조끼/안전모 착용
•퇴선장소(구명정 탑승대/헬리데크)로 이동
•승무원의 통제에 따름

•승무원의 통제에 따름
•구명정 탑승
•선박 탈출

※ 구명복 착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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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높은 파고



현장

대응


후속

내용

•구명복 착용/점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영함
•서로 모여서 떠있을 것
•인원파악
•보트 원상복귀 후 탑승

현장


구명정

후속

•통신 수색(위치, 현황 파악)
•수색과 구조(필요시)
•응급처치(저체온증 예방) 및 전문 의료 처치

본부

※ 고무보트 뒤집기

극지 사고유형별 현장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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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환자 대응
절차
인지

들것 후송법(경·척추 의심 환자)
내용

비고

절차
인지

•심정지 환자 발견

내용
•환자 발견



대응



•전파
-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요청
- 본부에 연락(의사 지원요청)
- 자동제세동기(AED) 지원요청
•처치
- 가슴압박 30번+인공호흡 2번(지속 반복)
•인계
- 의사(전문의료진) 도착 즉시 환자 인계

현장

대응

•응급처치
- 환자 운반 전 필요한 응급처치 실시
•바로 눕혀 고정운반
- 바로 누운 자세로 들것에 고정운반
※특별한 체위가 필요한 환자는 제외



•전문 의료 처치
•의식회복시 회복자세 유지

본부

※ 심폐소생술

후속

•전문 의료 처치

본부

※ 경·척추손상 의심환자 들것 운송법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시행방법

자동제세동기(AED)의 사용방법

1. 심정지 확인

4. 인공호흡 2회 시행

1. 전원켜기

4. 제세동 시행

2. 도움 요청 및 본부 연락

5.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2. 두 개의 패드 부착

5.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3. 가슴압박 30회 시행

6. 회복자세

3. 심장리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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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온
- 이동 중 환자의 체온 유지


후속

비고

극지 안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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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곰 대응
절차
인지

현장 풍설해 대응
내용

비고

•북극곰 출몰



대응

절차

•전파
- 곰 목격시 본부(기지)와 주변에 즉시 알림
•저자극
- 곰이 놀라지 않게 함.
- 곰을 만났을 경우 뛰지 않음
- 마주보며 뒷걸음으로 곰과의 거리를 늘림
•위협사격(100m 이내로 접근시)
- 곰이 근접할 경우 총구를 하늘로 하여 위협사격 함
•사살
-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 사살함.

인지

현장

대응

본부

•본부(기지) 복귀

비고

•블리자드
•적설
•화이트 아웃
•눈사태




후속

내용

•통신/복귀
- 본부(기지)에 현장 풍설해 보고
- 본부(기지)가 가까운 경우 즉시 복귀
•생존활동
- 써바이벌킷 가동
- 현장캠프 유지 및 비상쉘터 구축
- 보온 유지
- 식량과 식수 점검
•정기교신
- 매 1시간마다 본부(기지)에 통신 보고

현장


※ 북극곰의 크기와 속도
구분
크기

내용

후속

일반적으로 3m 이내

•통신 수색(위치, 현황 파악)
•복귀활동 지원
•수색과 구조(필요시)

본부

일반적으로 1,000kg 이내
일반 무게

속도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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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발바드 지역에서의
- 수컷의 평균 무게 : 400~600kg
- 암컷의 평균 무게 : 200~400kg

※ 비상쉘터 구축
바람

초속 11m (시속 30~40km)
※단거리에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임
모든 북극곰은 위험함
- 성체(암, 수컷)
- 어린 곰(주변에 성체가 있음)
- 굶주린 곰

극지 안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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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고립 대응

실종 대응

절차
인지

내용

비고

•조난/고립 인지

절차

인지



대응

•써바이벌킷 가동(보유시)
•리더를 믿고 따름
•“살아야 한다”는 정신력
•바람을 피하고 물에 젖지 않음(비상쉘터 구축)
•보온유지
•식량과 식수 점검
•위치표시
•조난현장에 머무를 것(불가피한 경우 제외)
•공통채널(VHF 16번)로 구조요청(무전기 보유시)

•통신수색
•수색과 구조
•필요시 응급처치치 및 후송

비고

•실종 인지
•통신 연락 두절



현장

대응


후속

내용

본부

•가능한한 신속하게 대응
•수색대에 대한 2차 사고예방(악천후시 수색활동 제한)
•지체없는 수색으로 수색범위 축소
- 실종자 활동에 의한 수색범위 확대 예방
- 실종자를 최대한 작은 영역 안에 한정함
- 연락 두절 지점을 단서로 철저하게 수색
※반경 300m 안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음
- 정찰과 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 실종자 발견 가능지역에 수색자원 투입
(인근 대피소, 높은 지형, 해안, 크레바스 등)
•수색 범위 지역에서 목격자 찾아냄
•지속적인 통신수색 시도/수색정보 송신

현장


후속

본부

•상황반 구성/정기적인 상황 접수

※ 신호홍염 사용법
※ 비상 경보 단계
유형

1. 클립을 뒤집는다

2. 상부캡을 돌려 뺀다

3. 클립을 한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고리를 당기면 점화가 된다
※주의사항
1. 조난신호 이외에 사용해선 안 됨
2. 점화 후에는 몸통이 뜨거우므로
클립을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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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인 시간
(현장→본부)

관심 단계

주의 단계

도보

60분 간격

30분 지체

현장캠프

24시간 간격

60분 지체

해빙
이동·횡단

60분 간격

잠수

30분

5분 지체

30분 지체

경고 단계

위험 단계

수색대 구성
(출동대기)

수색대 출동 (수
색과 구조)

5분 지체

극지 사고유형별 현장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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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너울 대응
절차

인지

가스 폭발사고 대응
내용

비고

절차
인지

•연안의 물이 빠지며 바닥이 드러남
•파고가 급격히 높아짐

•해안가
- 기상불량시 연안 출입 제한
- 부두 및 연안의 차량, 보트 등 고지대로 이송
-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주변에 전파
- 고지대로 즉시 대피
•선박
- 대양에서 연안(항구)로 복귀하지 않음
- 연안에서 대양(깊은수심)으로 선박 이동

대응
현장

•상황보고(본부→극지연구소)
•상황반 운영(극지연구소)

•폭발에 의한 화염/굉음

•2차 폭발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
•굉음에 의한 청각보호를 위해 귀를 막고 대피
•폭발지점에서 가능한 먼 장소/벽면 뒤로 대피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대피
•부상자 발생시는 응급처치
•2차 폭발 예방을 가스밸브 차단/자연환기
•2차 폭발 예방을 위해 전기차단/화기사용 금지

현장




후속

비고





대응

내용

후속

•상황보고(본부→극지연구소)
•상황반 운영(극지연구소)

본부

본부
※ 가스폭발 대처법

※ 해일의 특성
지진해일 현상

지진해일 대피요령

1.	일반적으로 200~300km의
지진대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되면 약 1~2시간 후
파고 3~4m 정도의 지진해일이
연안 전역에 도달한다

1.	해안가 주인은 지진해일 발생
때를 대비하여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미리 알아둔다

2.	지진해일은 물이 빠져
연안바닥이 드러나기도 하고,
바다로 통해 있는 하천을 따라
역상하기도 한다
3.	지진해일이 육지에 도달하면
사람의 움직임보다 빠르고, 그
힘이 강력하며 약 30cm 해일
파고라도 걷기 어려우며, 약 1m
정도의 해일 이라면 건물이 파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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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우 심한 진동을 느꼈을
경우나 지진해일 정보를
들었을 경우에는 모든 일을
즉시 멈추고 대피소나 4층
이상 건물 등 높은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	대피 시에는 사고지점에서 후방지역에 있는 사람은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전방 및 측방에 위치한 사람은
바람방향 및 지각 방향으로 대피한다

• 주변에 먼저 알리고, 본부에 연락한다
• 신속하게 피해 범위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

•	피해복구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본부의 지시에 따른다

•	가스를 대량 흡입했을 경우 신선한 곳으로 옮기고
호흡곤란 시, 인공호흡·산소호흡 등을 실시한다

3.	연안에 정박 중인 선박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가능한
해안에서 멀리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해야 안전하다

극지 사고유형별 현장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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