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할 수 있는 수렵, 빠르게 적응하기 

 

게임을 하다 보면 간혹 화면 상단에 "대왕 고래(도망자 칼크)가 출현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본 적이 있을 것

이다. 언뜻 봐도 나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아니 그보다도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위 메시지는 대양 어딘가에 대왕 고래가, 대륙 어딘가에 도망자 칼크가 떴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대왕’이라는 단어만 봐도 알 수 있듯, 혼자 어떻게 사냥하거나 할 녀석들은 아니다. 이들은 수렵, 정확

히 말해 총으로 사냥하는 협동형 수렵 몬스터를 의미한다. 확실히 무시무시한 기분이 든다.  

그러나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은 오해다. 여러 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콘텐츠는 맞지만, 수렵용 총 한 자

루에 탈 것만 있다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렇듯 우린 겁 먹을 필요가 없다.  

1. 수렵! 여기 있었구나 

 

▲ 내 정보창을 보면 ‘생활’ 부분에 수렵 항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이미지를 보면 생활 항목에 ‘수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쪼렙이든 고렙이든 직접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초급 Lv.1로 덩그러니 놓여 있을 것이다. 이번 편에 들어가는 대왕고래와 도망자 칼크 등을 열심히 사냥

하다 보면, 바로 이 수렵 레벨이 쭉쭉 올라갈 것이다.  

화면 우측 상단을 보자. 손 화포 모양의 아이콘을 보면 간혹 + 아이콘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아이콘이 

레이드 수렵용 몬스터가 출현했다는 의미다. 대왕 고래 혹은 도망자 칼크가 그 채널에 출현했다는 소리다. 두 몬

스터의 출현은 채널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정보 공유를 하며 여러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왼쪽이 대왕 고래가 출현했을 때, 오른쪽이 도망자 칼크가 출현했을 때 월드 알림 메시지 

 

2. 수렵 준비물 

사냥을 하기 전에 장비와 약간의 회복제를 챙기듯, 수렵을 하기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뭐 요란한 건 아니다.  

1) 수렵용 손 화포 

수렵용 몬스터는 일반적인 공격으로는 피해를 줄 수 없다. 피해는 수렵용 손 화포를 통해서만 줄 수 있다. 

수렵용 손 화포는 상점에서 판매하지 않고, 직접 제작해야 한다. 집 도구공방에서 제작할 수 있으며, 공방 단계에 

따라 등급에 맞는 수렵용 손 화포를 만들 수 있다. 만약 제작하기 번거롭다면 거래소에서 살 수도 있다. 거래소 

‘주 무기’ 항목을 보면 이용자들이 올린 다양한 손 화포가 있으니 나에게 맞는 것으로 구매하면 된다.  

종류 착용 조건 도구 공방 재료 

초급 수렵용 손 화포 레벨 30 이상, 

수렵 초급 1 이상 

1단계 전나무 원목 X 1, 강철 X 4 

청동주괴 X 1, 블랙스톤 가루 X 1 

견습 수렵용 손 화포 레벨 30 이상, 

수렵 초급 10 이상 

2단계 전나무 원목 X 1, 강철 X 4 

황동주괴 X 1, 블랙스톤 가루 X 3 

숙련 수렵용 손 화포 레벨 30 이상, 

수렵 견습 10 이상 

2단계 전나무 원목 X 1, 강철 X 5 

은주괴 X 1, 블랙스톤 가루 X 5 

전문 수렵용 손 화포 레벨 30 이상, 

수렵 숙련 10 이상 

3단계 전나무 원목 X 1, 강철 X 5 

금주괴 X 1, 블랙스톤 가루 X 5 

장인 수렵용 손 화포 레벨 30 이상, 

수렵 전문 10 이상 

3단계 전나무 원목 X 1, 강철 X 5 

백금주괴 X 1, 블랙스톤 가루 X 10 

 

참고로 손 화포는 잠재력 돌파가 가능하다. 다만 잠재력 +7이 되면 그 이상부터 실패할 시 단계가 하락하기 때

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있고 자금이 넉넉할 때만 +7 이상 잠재력 돌파에 도전하면 된다. 

2) 탑승물 (말 또는 배) 

수렵 대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찌됐든 탑승물은 꼭 필요하다. 대왕 고래는 대양에서 진행하는 수렵이니 당연

히 배 위에 있어야 한다. 대신 배는 특성상 여러 사람이 탈 수 있기 때문에 키를 잡는 선장(?) 이용자와 함께 있



다면 그 배에 올라타 큰 제약 없이 바로 수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망자 칼크는 대양이 아닌 대륙 어딘가에 등장한다. 때문에 말을 타고 따라다니면서 수렵을 해야 한다. 뭐 엄청

나게 빠른 말은 필요 없고 적당한 말이면 충분하다. 내 손에 잘 맞는 말을 타면 된다.  

3) ★★★★★ 도축용 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다. 도축용 칼.  

 

위 1), 2) 항목 준비물을 다 챙겼다고 해도 이 도축용 칼이 없으면 무용

지물이다. 어떤 수렵 몬스터든, 잡은 뒤에 루팅을 하려면 바로 이 도축용 

칼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바다 위에 올라가면 마일리지 상점도 이용할 

수 없으니 꼭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도축용 칼은 채집 레벨에 따라 쓸 수 있는 것이 다양한데, 사실 어떤 걸 

써도 무방하다. 내구도만 잘 챙겨서 가져가도록 하자.  

 

◀ 가장 중요한 것은 도축용 칼! 

 

3. 기초 수렵 (혼자 수렵) 

위 준비물을 갖추었다면 바로 대왕고래와 도망자 칼크를 처치하러 갈 수 있다. 그 전에 감을 좀 잡고 싶다면 혼

자 처치 가능한 수렵 몬스터를 사냥해보는 것도 좋다. 바다에서는 뭉퉁 고래가 있고, 내륙에는 민물 악어가 있다. 

추천하는 것은 카이아 호수의 민물 악어다. 뭉퉁 고래는 바다가 넓어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카이아 호수에 도착하면 바로 손 화포를 착용하지 말자. 착용한 순

간 이동속도가 느려져 주변 메기맨들에게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이다. 메기맨을 처치하든 피하든 돌아다니다 보면, 유영하는 민물 악

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발견했다면 이동 경로를 잘 보고 좋은 지

점에 자리를 잡아 손 화포를 사용해 사냥하면 된다.  

 

이렇게 민물 악어 수렵에 성공하면 사체가 뜨는데, 그 위로 올라가 

도축용 칼로 도축하면 된다. 도축에 성공해 루팅을 하면 드디어 수

렵 경험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수렵용 화승총은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앉아 쏴! 자세가 되는데 발포 사거리가 증가하니 꼭 기

억하자. 

 

◀ 민물 악어가 출현하는 카이아 호수 

 



  

  

▲ 민물 악어는 몸집이 커 찾는 재미와 사냥하는 재미가 있다. 뭍에서만 수렵용 손 화포를 사용할 수 있으니, 민

물 악어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따라가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포해 잡으면 된다. 잡은 뒤에는 민물 악어 사

체 위로 올라가 도축용 칼을 이용해 도축하면 수렵 경험치와 고기 등을 얻을 수 있다.  

 

4. 협동형 수렵 I – 대왕고래 

대왕 고래와 도망자 칼크를 수렵하는 목적은 그 즐거움도 크지만, 대왕 고래 어금니와 도망자 칼크의 빛나는 손

톱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대왕 고래 어금니와 도망자 칼크의 빛나는 손톱으로 만들 수 있는 대왕 고래 어

금니 귀걸이와 도망자 칼크의 귀걸이가 고가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왕 고래의 경우 각 채널 당 하루에 3번 출현한다. 출현 시기는 모두 무작위다.  

수렵 시 크게 주의할 점은 없다. 대왕고래는 은근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파티원 중 한 명이 속도가 빠른 배(어

선)를 직접 운전하며 대왕고래를 끊임없이 추적하고, 나머지 파티원들은 열심히 총을 쏘면 된다. 대왕고래는 생명

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 파티가 함께 잡는 것을 추천한다.  

 

 



 

▲ 대왕 고래 이동 루트 

위 사진은 출현한 대왕고래가 움직이는 루트이다. 저 선을 따라서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붉은색 

선은 칼페온령, 노란색 선은 발레노스, 하늘색 선은 메디아령에 속한 대왕고래의 이동 루트다.  

처음 고래 수렵을 해보고 싶은 이용자라면 월드 채팅을 잘 주시하자. 가끔 대왕고래 출현 여부를 묻는 이용자들

을 볼 수 있는데, 최근 <검은사막>에 고래를 전문적으로 잡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 분들과 친분을 쌓고 함께 

파티를 통해 고래를 잡으면 쉽게 적응할 수 있다. 게다가 요즘(2016년 3월 기준)에는 수렵 레벨이 높은데다 강력

한 수렵용 손 화포를 가진 사냥꾼 이용자들이 모인 수렵단도 있으니 함께 한다면 즐거운 경험이 가능하다. 

어떤 형태로든 대왕고래 수렵에 성공하면, 이제 즐거운 루팅 차례다. 루팅 권한은 대왕고래 수렵에 영향을 끼친 

상위 5위까지의 파티로 한정되며 해당 순위에 들어간 파티는 파티원당 한번씩 도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앞서 언급한 대왕 고래 어금니뿐 아니라 갖가지 좋은 아이템이 나오니 잘 모아두도록 하자.  

 

▲ 대왕 고래는 여러 명이 함께 잡아야 빨리 잡을 수 있다. 파티 루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 



- 대왕고래 주요 전리품 목록 

이름 용도 설명 

대왕 고래 어금니 귀걸이 제작 재료 최고의 귀걸이 중 하나인 ‘대왕 고래 어금니 귀걸이’ 제작에 필요하다. 

대왕 고래 힘줄 연금술 재료 고래 힘줄 비약과 고래 힘줄 회복제를 연성할 때 필요하다. 

대왕 고래 오일 연금술 재료 용기의 향수와 신속의 향수를 연성할 때 필요하다. 

대왕 고래 고기 요리 재료  고래 고기 찜, 고래 고기 샐러드 제작에 필요하다. 

무한 마력의 수정(경험) 잠재력 전이 최고 인기 수정 중 하나. 잘 나오진 않지만 무척 효율이 좋다. 

금괴 1G~1000G 용돈 간혹 1000G가 터지면 무척 기분이 좋다. 

이 외에 다양한 물품이 나오며, 위 아이템은 상위에 속한다.  

 

5. 협동형 수렵 II – 도망자 칼크 

도망자 칼크는 칼페온 서남부 ‘긴잎나무 숲’ 지역과 메디아 ‘툰그라드 숲’과 ‘하스라 절벽’ 부근에서 출현한다. 공

중에 떠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말을 꼭 탑승하고 따라다니면서 수렵을 해야 한다. 도망자 칼크의 경우, 대왕 고래

와 달리 각 채널 당 하루에 2번만 출현한다. 출현 시기는 무작위다.  

마상 수렵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탄 상태에서 손 화포를 착용하면 안 된다. 반드시 손 화포를 먼저 착용한 상태

에서 말에 올라야만 정상적인 마상 수렵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자.  

 

▲ 수렵용 손 화포를 착용한 상태에서 말에 올라야 수렵 가능한 상태가 된다.  

  



아래 사진은 도망자 칼크가 이동하는 루트다. 대왕 고래와 달리 루트가 짧고 이동에 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찾기는 쉬운 편이다. 다만 가볍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을 잘 타야 한다는 것이다. 하늘을 보랴, 말 

운전을 하랴 두 가지를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다.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는 문제이긴 하다.  

전리품 습득에 대한 규칙도 대왕고래와 동일하다. 상위 5위 파티가 한정되니 꼭 파티를 하고 잡는 걸 추천한다. 

  

▲ 왼쪽이 칼페온, 오른쪽이 메디아 지역 ‘도망자 칼크’ 이동 루트 

 

▲ 도망자 칼크는 공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지형에 대한 이해와 말 숙련도(개인 컨트롤)가 좋아야 한다. 아직 익숙

지 않더라도 몇 번 잡다 보면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  

 

 



- 도망자 칼크 주요 전리품 목록 

이름 용도 설명 

도망자 칼크의 빛나는 손톱 제작 재료 최고의 귀걸이 중 하나인 ‘도망자 칼크의 귀걸이’ 제작에 필요하다. 

도망자 칼크의 표피 연금술 재료 칼크의 비약을 연성할 때 필요하다. 

도망자 칼크의 뿔 요리 재료  칼크의 담금주 제작에 필요하다.  

무한 마력의 수정(경험) 점재력 전이 최고 인기 수정 중 하나. 잘 나오진 않지만 무척 효율이 좋다. 

금괴 1G~1000G 용돈 간혹 1000G가 터지면 무척 기분이 좋다.  

이 외에 다양한 물품이 나오며, 위 아이템은 상위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