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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Technical Diving

테크니컬 다이빙의
Introduction of Technical Diving 소개
스쿠바다이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한동안 호기심, 흥분, 성취감
등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처음 느꼈던 흥
분은 점차 줄어들고 새로운 형태의 응용 분야를 찾게 된다. 그래서 대
부분의 다이버들이 다이빙 기술 자체에 숙달되면 수중사진이나 각종
스페셜티 다이빙에 몰입하기도 하는 것이다.
스페셜티 다이빙 중에서도 테크니컬 다이빙의 분야는 다양하고 전문
적인 지식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테크니컬 다이빙 분야를 두루
섭렵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몰
입하여 즐길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성취감도 큰 분야이다. 이런 시각으
로 본다면 테크니컬 다이빙이야 말로 스쿠바다이빙에 숙달된 다이빙
매니아들에게 더욱 깊은 성취감과 호기심을 만족시킬만한 가장 적합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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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니컬 다이빙 교육과정 소개

테크니컬 다이빙이란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스쿠바다이빙은 군에서 민간으로 전수되면서 스포츠 레저
로 발달하였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초기의 다이
빙은 모험적인 남성들만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점차 인

법들을 고수하고 기술적인 해결책을 연구, 발전시키려는 그룹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

구가 증가하고 스쿠바를 상업적인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

한 다이빙 분야를 일반적인 스포츠 다이빙과 구분하여 테크니컬 다이빙이라 일컫는다.

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확보되

그렇다면 테크니컬 다이빙이 스포츠 다이빙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어야 했다. 대중화 및 상업화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테크니컬 다이빙 역시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의 한 부분이다. 스포츠 다이빙의 초급 교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스쿠바다이빙은

육에서는 다이버에게 최소한의 시간동안 필수적인 부분만을 가르치고 교육 받은 환

점차 모험적인 요소 보다는 제한적인 환경에서 편안하고

경과 다른 곳에서 다이빙할 경우에는 강사나 가이드에게 안전을 위탁하는 시스템으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레저로 변화하게 되었다.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탁 받은 강사와 가이드는 최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제

뿐만 아니라 교육 단체, 강사, 현장의 리조트 가이드, 다이

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다이버를 제한하게 된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40m, 무감압한

브 숍 등에서는 상업적인 편이성과 사업주의 책임을 최소

계, 공기 등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스포츠 다이빙

반면에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수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물론 초기 교육 단계에서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대 수심, 다이빙 시간 그리고 사

는 제한 요소들이 따르지만 테크니컬 다이빙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그 제한요소들

용하는 기체 등 여러 가지 규정과 제한 요소들을 부가함으

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면 수심을 제한하지 않

로써 원래의 다이빙이라는 커다란 영역 중에서 일반 대중

는다. 즉 스포츠 다이빙의 제한 수심인 40m를 초과하여 자신의 능력에 따라 더 깊은

에게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적은 범위로 제한되어 왔다.

수심으로 다이빙할 수 있다. 또한 사용 기체도 공기뿐만 아니라 나이트록스, 산소, 트

일반적으로 스포츠 다이빙 교육 과정은 오픈워터, 어드밴

라이믹스, 헬리옥스 등 다양한 기체를 사용하여 감압병, 질소마취, 산소 중독 등을 극

스드, 레스큐, 다이브마스터 등의 단계로 나누어지며 초기

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블실린더, 사이드마운트, 트리플실린더, 재호흡기 등의

단계에서는 자신의 판단보다는 강사나 가이드의 책임 하에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굴, 난파선 통과 등의 모험적인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서 자신의 안전을 전문가에게 위탁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
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다이버

테크니컬 다이버 교육과정

들의 안전을 위탁 받은 강사나 가이드들은 다이버가 앞서

테크니컬 다이버 교육과정은 크게 몇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설명된 스포츠 다이빙의 제한 영역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모든 테크니컬 다이빙의 기초가 되는 기초 과정, 혼합기체를 이용하여 깊은 수심으로

내에서 그들에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오늘날의 스포츠 스쿠바다이빙에서는 40m 이상의 수심으
로 내려가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무감압한계 내에서 다이
빙을 마쳐야 한다. 천정이 막힌 동굴이나 난파선 통과가 허
용되지 않으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개방식 스쿠바 장비
를 사용해야 하고, 호흡기체는 공기 또는 낮은 농도의 나
이트록스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 다이빙은 10세
의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레저로 성장한 반면 과거의 모험적이고
탐험적인 매니아들의 모험 정신은 더이상 찾을 수 없게 되
었다.
그러나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스포츠 다이빙에서 규정되어
있는 제한 범위에 구속되지 않고 포괄적인 다이빙의 범주를
최대한 즐기기 위해서 보다 깊게, 보다 오래 다이빙하는 방

감압용 나이트록스 실린더

내려가는 대심도 과정과, 재호흡기 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오랫동안 체

한계수심을 초과하여 최대 45m 까지 사전에 계획된 정상적인 감압 다

류하는 재호흡기 과정, 그리고 이런 기술을 이용하여 천정이 막혀있는

이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감압 과정은 질소마취를 줄이기 위해 헬

동굴 또는 난파선 통과 과정, 이런 다이빙에 사용되는 기체를 혼합하는

륨을 포함되는 헬리트록스 과정을 통하여 배울 수도 있다.

기체 혼합자 과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감압 절차 과정이 끝나면 익스텐디드 레인지 과정에서 수심 55m까지

기초 과정으로는 인트로텍 과정, 나이트록스 과정, 어드밴스드 나이트록

하강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기체를 사용하여 감압 시간을 단축시키는

스 과정 등이 있다.

고급 감압 다이빙을 배우게 된다.

인트로텍 과정은 테크니컬 다이빙의 전반적인 소개와 테크니컬 다이빙

그러나 이보다 더 깊이 하강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혼합기체 과정인

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장비와 기술들을 가르침으로써 향후 어떤 분야

트라이믹스 과정을 배워야 한다. 트라이믹스 과정은 입문과정에서 수

의 테크니컬 다이빙을 배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도록 도와

심 60m까지 하강하며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을 통하여 최대 수심

주는 과정이다.

100m까지 다이빙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나이트록스 과정은 산소 성분이 21% 이상 40% 이하의 혼합기체 즉 나
이트록스의 특성과 사용 방법에 대하여 배우는 과정이다.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과정은 산소 성분이 21% 이상 100% 까지의 나
이트록스의 사용에 대하여 배우는 과정이다.
1. 인트로 텍
2. 나이트록스
3.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기초 과정 후에는 대심도 과정과 재호흡기 과정 또는 혼합자 과정을 선
택하여 배울 수 있다.
우선 대심도 과정은 공기를 이용하여 다이빙하며 나이트록스로 감압을
할 수 있는 감압 절차 과정이 있다. 감압절차 과정에서는 스포츠 다이빙
나이트록스 다이빙

트라이믹스 다이빙

이 교육을 마치고 나면 사실상 다이버는 자신이 얼마나 깊이 또는 얼마

대심도 과정 및 재호흡기 과정 등을 통하여 보다 오랜 시간동안 수중에

나 오래 다이빙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므로 더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동굴이나 난파선과 같이 천정이 막

이상 수심과 시간에 제한을 강요하지 않는다.

힌 환경이나 탐험적인 과정을 배울 수 있다. 동굴 과정에서는 수중에서

4. 감압 절차

거리가 수백 m에 이르는 동굴을 라이트와 릴의 줄을 이용하여 경로를

5. 헬리트록스

확인하고 진입하는 과정이며, 어드밴스드 침몰선 과정은 침몰선 내부에

6. 익스텐디드 레인지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공간에서 수십에서 수백 m 거리를 진입하거나 통과

7. 트라이믹스 입문

하는 유형의 다이빙이다.

8.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14. 케이번
15. 인트로 케이브

재호흡기 과정은 크게 반폐쇄식 재호흡기와 완전폐쇄식 재호흡기로 나

16. 동굴 다이빙

눈다. 두 가지 종류 모두 다이버가 호흡하고 내쉬는 기체를 재사용한다

17. 어드밴스드 침몰선

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반폐쇄식은 기계적인 최소 장치만을 이용하여 다이버에게 나이트록스를

물론 이런 다이빙을 즐기기 위해서는 혼합기체가 필수적이며 혼합기체

공급하는 반면에 완전폐쇄식 재호흡기는 센서와 컴퓨터, 전자 조절 장치

를 잘못 사용하거나 잘못 혼합하였을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등을 이용하여 호흡기체의 산소부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통제하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와 방법을 배우고 나서 혼합기체를 제조해

는 호흡장비이다.

야 한다. 이런 혼합기체를 제조하고 취급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기

반폐쇄식 재호흡기는 다이버가 내쉬는 기체의 일부만을 재호흡하며 나

체 혼합자 과정이다.

이트록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 수심을 40m로 제한하는 반면 완전폐

18. 나이트록스 기체 혼합자

쇄식 재호흡기는 다이버가 내쉬는 호흡기체를 100% 재활용하며 트라이

19. 어드밴스드 기체 혼합자

믹스 등의 혼합기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체의 사용효율을 극대
화할 수 있고, 100m 이상의 깊은 수심까지 다이빙할 수 있다.
사용시간은 반폐쇄식이 약 1∼2시간 정도이고 완전폐쇄식은 2∼6시간
범위이다.
9. 반폐쇄식 재호흡기(Rebreather)
10.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공기희석 과정 (CCR Air diluent)
11.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감압과정(CCR Air diluent Deco Proc.)
12.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혼합기체 과정 (CCR Mixed gas diluent)
13.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고급혼합기체 과정 (CCR Advanced mixed
gas diluent)
동굴 다이빙

재호흡기 다이빙

기체 혼합 장비

테크니컬 다이빙의 접근
필자가 처음 테크니컬 다이빙을 시작할 때 주
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았다. 물론 국내
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라서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해 주신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과연

TDI의 한글 매뉴얼

100m 수심으로 들어가면 볼 것이 있는가? 수중
에서 3시간 이상 체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
는가? 라는 등의 의구심도 많았다.
테크니컬 다이빙은 싱글 실린더를 사용하여 실
시하는 40m 이상의 대심도 다이빙과는 달리 꾸
준히 공부하고 기술을 숙달하고 장비에 친숙해
져야 점차 깊은 곳으로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
는 절차적인 과정이다. 스포츠 다이빙에서는 왜

감압 소프트 웨어

40m 보다 깊이 내려가서는 안 되는가, 왜 무감
압 다이빙을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이유를 가르
쳐주기 보다는 제한 요소들만을 주입식으로 가
르치기 때문에 그 제한 요소들을 넘어서려는 욕
망을 억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많은 다이버들이
40m 이상의 수심을 내려가 보기도 하고 감압 다
이빙을 하기도 한다. 즉, 규정을 어기는 것이다.

트라이믹스용
다이브 컴퓨터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흐름도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제한선을 넘
어 섰을 때 자신에게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테크니컬 다이빙

렵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몰입하여 즐길 수 있는 범위

에서는 바로 이 제한선을 넘었을 때 인체에 어

가 넓고 성취감도 큰 분야이다.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테크니컬 다이빙이야 말로 스쿠바다이빙

떤 영향이 나타나며 그런 현상들을 어떤 방법으

에 숙달된 다이빙 매니아들에게 더욱 깊은 성취감과 호기심을 만족시킬만한 가장 적합한 분야

로 해소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과

라고 할 수 있다.

정이다. 예를 들면 공기를 사용하여 60m 이상의

우리나라도 테크니컬 다이빙이 보급된 지 십 수 년이 지났고 그 동안 많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대심도로 하강하면 극심한 질소마취와 산소중독

보유하게 되었다. 체계적인 한글 매뉴얼과 컴퓨터 기술 등을 통하여 정확한 다이빙 계획을 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호흡기체에 헬

립할 수 있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안전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륨이 추가된 트라이믹스라는 호흡기체를 사용하

테크니컬 다이빙이 더 이상 모험이라기보다는 스포츠 다이빙의 발전된 응용 분야라고 말할 수

면 질소와 산소 성분 비율이 감소되기 때문에 보

있다. 즉, 의지만 있다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누구라도 테크니컬 다이빙을 즐길 수 있게 되

다 깊은 수심에서 질소마취나 산소중독의 걱정

었다. 그러나 아직도 스포츠 다이버들과 비교하면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국내 재호흡기의 보

없이 다이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급 숫자는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다. 아직은 소수의 선도적인 그룹만이 테크니컬 다이빙

스쿠바다이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한동안

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가능성이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

호기심, 흥분, 성취감 등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

정한 규정과 틀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한국인들의 정서에 테크니컬 다이빙은 분명 매력적인 요

러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처음 느꼈던 흥분은

소로 가득 차 있다. 테크니컬 다이빙이야 말로 다이빙 마니아들이 몰입해볼 수 있는 가장 흥미

점차 줄어들고 새로운 형태의 응용 분야를 찾게

로운 분야인 것이다.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이버들이 다이빙 기술

다이빙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무척 어려운 결정과 용기를 갖고 수중세계를 접하기 시작한다.

자체에 숙달되면 수중사진이나 각종 스페셜티 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소수의 다이빙을 배운 사람들만이 수중세계를 직접 경험하

이빙에 몰입하기도 하는 것이다. 테크니컬 다이

는 행운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용기가 부족하여 수중세계를 볼 수 없었다면 얼마

빙의 분야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수반되어

나 안타까운 일이었겠는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또 하나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경험

야 하기 때문에 테크니컬 다이빙 분야를 두루 섭

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

제2부 나이트록스 다이빙
지난호에서는 테크니컬 다이빙 전반에 대한 이해와 교육 등에 대한 내
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테크니컬 다이빙의 기초
단계인 나이트록스 다이빙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소개한다

나이트록스(EANx) 란?

수되는 질소의 양이 적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수심의 다이

나이트록스(NITROX)란 질소(Nitrogen)와 산소(Oxygen)의 합성어로

빙을 한다면 나이트록스를 사용한 경우에 무감압 한계시간이 연장되는

질소와 산소의 혼합기체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역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감압을 실시하는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감

시 21%의 산소 성분을 갖고 있는 나이트록스이다. 그러나 나이트록

압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항공기 탑승 대기 시간과 수

스 다이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21% 이상의 산소 성분을 포함하는

면에서 휴식해야만 하는 시간 등이 짧아지는 효과가 있다.

나이트록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기보다 산소의 함유량을 높였다는

감압병은 나이, 체력, 찬 수온, 격렬한 운동량 등으로 인해 발병 확률

의미로 EANx(Enriched Air Nitrox)이라고 표현한다.

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이트록스를 이용하여 공기 다이

EANx의 마지막 x는 산소의 함유량(%)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EAN32

브 테이블이나 공기 다이브 컴퓨터를 적용한다면 상대적으로 보수적

는 산소 성분이 32% 함유된 나이트록스를 말하는 것이다.

인 다이빙을 하게 된다. 즉 일반적인 기준보다 질소량이 적기 때문에

나이트록스 다이빙은 최근에 발견된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약 100

그만큼 감압병의 확률이 적어진다.

여 년 전에 이미 다이빙했던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1879년 헨리 후세

예를 들면 공기 다이빙에서 수심 18m의 무감압 한계시간은 60분이지

(Henry Fleuss)에 의해 최초의 나이트록스 다이빙이 시도되었다. 이

만 나이트록스 36%(EAN36)의 무감압 한계시간은 100분이고, 나이트

후 1955년 미 해군에서 나이트록스 테이블 개발을 시작하였고, 1965

록스 40%(EAN40)의 무감압 한계시간은 200분(공기의 3.3배)이 된다.

년 미 해군의 나이트록스 테이블을 발표하였다. 1979년 미해양대기국
(NOAA)에서도 나이트록스 테이블을 발표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나
산소 21%

이트록스 전문 교육기관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산소 > 21%

나이트록스(EANx)의 장점
나이트록스는 인위적으로 공기보다 산소의 성분을 높였기 때문에 상대

질소 79%

질소 < 79%

공기

나이트록스

적으로 질소의 함량이 공기보다 적다. 그러므로 나이트록스를 이용하
여 다이빙하면, 공기로 다이빙한 경우와 비교하여 다이버의 인체에 흡

※ 무감압 한계시간의 비교표 (단위 : 분)
수심(m)

공기

EAN 28

※ 무감압 한계시간의 비교 그래프 (수심 30m 기준)

EAN 32

EAN 36

EAN 40

12

200

310

405

405

595

6.708860759

15

100

100

200

310

405

8.987341772

18

60

60

100

200

200

11.26582278

50

60

60

100

100

13.5443038

40

50

50

60

60

15.82278481

27

30

40

50

50

60

18.10126582

30

25

30

40

40

50

20.37974684

(

21
24

무
감
압
한
계
시
간

20

25

30

30

40

22.65822785

15

20

25

25

30

24.93670886

39

10

15

20

25

30

27.21518987

(

33
36

분

기체의 종류

나이트록스(EANx) 생리적 영향
호흡 기체 속에 포함된 산소의 최소 한계량과 최대 허용량은 산소의
함유량(%)과는 관계가 없고 산소의 부분압과 관계가 있다. 인체의 산
소 사용 가능 범위는 약 0.16기압에서 1.6기압 범위이다. 일반 대기중
의 산소 부분압은 0.21이고 산소 부분압이 1.6기압 이상이 되면 산소
중독이 발생하며, 0.16기압 이하가 되면 저산소증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일반 공기는 21%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1기압 상태
에서는 산소의 부분압이 0.21기압이지만, 수심 10m에서는 주위 압력
이 2기압이 되며 산소의 부분압도 2배 증가하여 0.42기압이 된다. 수
심 66m의 주위 압력은 7.6기압이 되고 산소의 부분압은 약 1.6기압이
되기 때문에 일반 공기를 이용하더라도 수심 66m 이상으로 하강하면
산소 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기관에서는 나이트록스 다이빙에서
산소 부분압 1.4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산소 중독
인체의 조직 내에서 산소 부분압이 너무 높아지면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며 중추신경계(CNS:Central Nervous System)에 영향을 주어 시력
이상, 청각 혼란, 입술과 안면의 근육의 경련, 짜증, 현기증, 졸도 등
의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현상은 호흡 기체의 산소 부분압이 1.6기압 이상에서 발생하며
힘든 다이빙, 추운 곳에서의 다이빙, 호흡기체 또는 인체 내부의 이산
화탄소 증가, 개인적인 차이 등에 의해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나이트록스는 이러닝(E-learning)을 활용하여 쉽게 배울 수 있다

미해양대기국(NOAA)의 산소 노출한계

이 표에서 1회 다이빙 노출 제한은 1회 다이빙에서 제한하는 시간이며

미해양대기국(NOAA)에서는 산소 부분압에 따라 산소 중독이 발생하

24시간 노출 제한은 24시간 동안 여러 차례의 다이빙을 할 경우 그 시

는 시간을 표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간의 합산으로 노출을 제한하는 시간을 말한다. 1회 노출한계를 초과
했을 경우에는 최소 2시간 이상의 수면휴식을 취해야 하며, 24시간 노

산소부분압

1회 다이빙 노출 제한

24시간 노출 제한

출한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12시간 이상의 수면휴식을 취해야 한다.

기압

분

시간:분

분

시간:분

1.6

45

0:45

150

2:30

1.5

120

2:00

180

3:00

1.4

150

2:30

180

3:00

1.3

180

3:00

210

3:30

1.2

210

3:30

210

4:00

1.1

240

4:00

270

4:30

1.0

300

5:00

300

5:00

0.9

360

6:00

360

6:00

0.8

450

7:30

450

7:30

업 다이버에게는 산소에 의한 폐 독성이나 전신의 독성 등이 나타날

0.7

570

9:30

570

9:30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레크리에이션의 범주와는 관계가 없다.

0.6

720

12:00

720

12:00

이 표에서는 각 산소 부분압별로 최대 허용시간을 CNS 100%로 계산
하여 부분압과 노출(다이빙)시간에 따라 인체의 중추 신경계에 장애가
나타날 확률을 %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CNS% =

다이빙 시간
NOAA 1회 다이빙 부분압 제한시간

X 100 로 표현된다.

이 밖에도 얕은 수심에서 장시간 산소를 사용하는 산업 잠수사나 직

감압병

안전 정지(Safety stop)를 항상 실시하며, 다이빙 전 충분한 휴식과

나이트록스는 공기보다 산소의 함량이 더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다이빙을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성분의 질소가 함유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이트록스 다이빙에서도 감

중요하다.

압병의 위험성은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나이트록스 다이빙의 경우에
도 무감압 한계시간을 초과하거나 규정 상승속도를 초과하면 감압병

물리적 특성

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나이트록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산소 독성과 같이 주의해야 할 사항

일반적으로 갑압병은 다이버의 부주의, 무관심, 건강 상태 등에 의해

도 있다. 따라서 나이트록스의 물리적인 성격을 정확히 알고 관련 계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감압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법을 충분히 숙지한 뒤에 다이빙을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다이빙해

다이빙을 계획한 대로 실행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다이

야 한다.

빙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규정 상승 속도를 준수하고, 상승 도중에

물리적 특성
▶ 수심과 절대압

예제 1.6기압의 질소와 0.4기압의

예제 수심 30m에서 EAN32의 산소 부분압은?

수심을 주위 압력으로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산소로 이루어진 공기의 전체압력은?

P=FO2 x P(아래 두 가지 항목을 곱하여 위쪽 항

같다.

1.6+0.4 = 2.0기압

목이 되는 경우)

절대압=수심/10+1

산소의 부분압 = 산소의 함량 × 주위압력 =

즉 수심 20m의 절대압은 3기압 이다.(20/10+1 =

▶ 서클 티(Circle-T)

0.32 × 4기압 = 1.28기압

3기압)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계획할 때 달톤의 부분압의

즉, EAN32를 사용하여 수심 30m까지 다이빙

법칙을 이용하여 최대 다이빙 수심, 최적의 산소

하여도 산소 부분압이 1.4를 넘지 않으므로 안

▶ 달톤의 법칙
달톤의 법칙이란 혼합 기체 전체의 압력은 성분 기

비율, 임의 수심에서의 산소 부분압 등을 계산할

전하다.

수 있다.

최대 다이빙 가능 수심을 알고 싶을 경우(최대 수
심을 정할 경우)

체의 부분압들을 모두 합한 값과 같다는 것이다.
즉, 대기(1기압의 공기) 중에서 산소의 부분압은

예제 EAN32 사용 시 산소 부분압을 1.4기압으

0.21이고 질소의 부분압은 0.79이며 이 두가지 성
분 기체의 부분압을 합하면 0.21+0.79=1.00기압
이 되는 것이다.
계산식 P=P1+P2+P3+P4+……Pn
P : 혼합기체의 압력
P1 : 1번째 성분기체의 부분압
Pn : n번째 성분기체의 부분압

로 하면 수심 몇 m까지 다이빙할 수 있나?
PO2 : 산소의 부분압

P=PO2/FO2 (아래쪽 좌항으로 나누면 우항이 되

FO2 : 산소의 함량 비율

는 경우)

P : 절대압

절대압 = 산소의 부분압(1.4기압) ÷ 산소의 함량

(P=FO2x P, FO2=PO2/P

(0.32) ≒ 4.3기압(= 33m)

P=PO2/FO2)

즉, EAN32를 사용하고 최대 허용 산소 부분압을
1.4기압으로 할 경우 수심 33m까지 다이빙할 수
있다.

예제 3기압의 공기에서 산소의 부분압은?
0.21×3 = 0.63기압

가장 적절한 나이트록스의 종류를 알고 싶을

1기압

이 방법은 TDI(Technical Diving International)의

때.(계획 수심을 정한 다음 가장 효과적인 나이트

나이트록스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나이트록스 계

록스를 선택할 경우)

산의 기본 공식이다.
이 서클 티(Circle-T)에서 아래 두 가지 항목을 곱
산소 0.2

질소 0.79

3기압

산소 0.63

질소 2.37

예제 수심 30m 다이빙 시 최대 산소 분압을 1.4

하면 위쪽의 항목이 되고, 반대로 위쪽의 항목을

기압으로 하면 가장 적절한 나이트록스는?

아래쪽 좌항으로 나누면 우항이 되고, 아래쪽 우

FO2=PO2/P(아래쪽 우항으로 나누면 좌항이 되

항으로 나누면 좌항이 되는 계산 방식이다.

는 경우)

몇 가지 예제를 통하여 사용 방법을 숙달해 보자.

산소의 함량 = 산소의 부분압(1.4) ÷ 절대압(4기

다이빙하고자 하는 수심에서의 산소 부분압을 알

압) ≒ 0.35(=EAN35)

고 싶을 경우.(계획 수심에서 산소 부분압 한계의

즉, 수심 30m 다이빙 시 가장 적절한 나이트록스

초과 여부 확인)

의 산소 함량은 35%(EAN35)이다.

공기전환수심(EAD: Equivalent Air Depth)

나이트록스 혼합

공기전환수심이란 나이트록스를 이용하여 임의 수심으로 다이빙을 할

나이트록스는 순수 산소와 공기를 혼합함으로써 만들 수 있다. 그러

경우 공기를 사용했을 때 질소 부분압이 같아지는 수심을 의미한다.

나 순수 산소는 고압 상태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산소는 자체가

즉 나이트록스를 이용하여 다이빙할 때 질소 부분압이 1.6이었다면 공

타는 물질은 아니지만 물질이 타는 것을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

기를 이용하여 다이빙했을 때 질소 부분압이 동일하게 1.6이 되는 수

다. 일반 공기 컴프레서는 피스톤의 압축에 의해 고압의 공기를 탱크

심을 말한다. 이 공기전환 수심은 해당 나이트록스 테이블이 없을 경

에 주입시키며 피스톤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컴프레서 오일을 사용한

우 공기 다이브 테이블로 다이빙을 계획하거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압축 과정에서 컴프레서 오일의 미세한 입자가 탱크 내부로 주입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되며 밸브와 탱크 내부 벽에 부착된다. 그런데 산소를 탱크 주입할 때

교육 기관 중에는 나이트록스 32%와 36% 두 가지 만을 가르치고 두

탱크 내부에 잔류하는 기름은 압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과 산소와

가지 테이블 만은 사용하도록 하는 곳도 있고, 22%, 23%, 24% 등과

결합되어 폭발하기 쉬운 환경을 구성한다.

같이 산소의 성분 %마다 수십 개의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하는 곳도

따라서 나이트록스를 혼합하는 과정은 나이트록스 블랜딩(blending)

있다.

과정과 같은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TDI(Technical Diving International)에서는 공기 테이블 하나와 공기

나이트록스는 다이빙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을 하여 혼합해야 하

전환 수심 공식 또는 공지전환수심표 만으로 나이트록스 다이빙이 가

며 잘못 혼합했을 경우에는 다이버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즉 초과

능한 방법을 가르친다.

수심 이상으로 다이빙할 경우 산소 중독이 일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나이트록스의 산소 성분이 40% 미만일 경우에

EAD = 질소비율 ×

수심 + 10
0.79

- 10

는 별 문제가 없으나 산소 성분이 40%가 넘을 경우에는 사용하려는
탱크와 밸브, 호흡기 등의 장비에 부착된 기름 입자를 용제를 이용하여

예제 EAN40을 이용하여 23m의 다이빙을 계획할 경우 EAD는?
EAD = (0.6 × (30+10)/0.79 ) - 10 ≒ 15.06m
즉 EAN40을 이용하여 23m의 다이빙을 계획할 경우 공기 테이블을 15m를
기준으로 다이빙하면 된다.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는 공기전환수심표를 사용하는 것이다.
40%(EAN40)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수심 23m(또는 더 큰 숫자)를 찾
는다. 23m를 찾은 뒤 왼쪽으로 끝까지 진행하면 공기전환수심 15m
를 찾을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는 각 나이트록스 성분에 따르는 최대허용수심과 산소
부분압 등도 알 수 있다.

나이트록스 블랜딩 과정

세척해 내는 산소 서비스(Oxygen Service)를 실시

나이트록스에 사용하는 장비

해야 한다.

산소 청소(Oxygen Cleaning) : 산소 40%를 초과

나이트록스를 혼합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널

하는 EANx를 사용할 때 사용 장비의 내부의 기름

리 사용되는 방법은 부분압 방식이다. 부분압 방

입자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장

식은 일정 압력의 산소를 먼저 충전하고 나머지

비 내부의 기름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청소이다.

를 공기로 채워 넣음으로써 나이트록스를 혼합

(oxygen compatible process)

하는 방법으로 나이트록스의 성분과 충전 압력에

탱크 : 나이트록스에 사용하는 탱크는 반드시 별

따라 산소와 공기의 충전량이 표시된 혼합 테이

도의 표식을 하여 일반 공기통과 섞이지 않도록

블을 참고하여 만든다.

관리한다.
오링 : 일반 고무 오링은 나이트록스의 산소 성분

성분 기록부

에 의해 잘 손상되며 균열이 생기므로 바이톤 오링

나이트록스는 산소 성분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수

(viton-o ring)을 사용해야 한다.

심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나이트록스

그리스 : 석유류 그리스나 실리콘 그리스는 산소,

를 혼합하는 사람과 사용하는 다이버 모두가 산소

열 등과 함께 연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소용

분석기(O2 Analyzer)를 이용하여 산소의 성분을

그리스를 사용해야 한다.

분석하고 기록해야 한다.

산소 분석기(O2 Analyzer) : 산소 성분을 분석하

기록은 산소 분석 기록부와 탱크에 모두 기록해야

기 위해 사용한다.

한다. 산소 분석 기록부에는 탱크 번호, 소유자,
자격증 번호, 요청 기체(%), 혼합자 분석 결과(%),

나이트록스용 탱크 표기

혼합자 서명, 날짜, 사용자 분석 결과(%), 사용자

나이트록스를 충전하는 탱크는 다른 탱크와 구

서명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탱크에는 스티커를

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용하여 사용자, 산소 성분(%), 최대 수심(MOD)

탱크 위쪽 부분에 녹색 바탕에 상하로 노란색 선

등을 기록하여 자신은 물론 짝이 상대방의 나이

이 있고, 그 사이에 노란색으로“Nitrox”또는

트록스 성분을 확인하고 실수로 최대 수심(MOD)
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할 수 있게 한다.

Nitrox cylinder

산소
분석기

산소 그리스
NITROX 성분 기록부

“Enriched Air Nitrox”
라고 표기한다.
만약 일반 공기 탱크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일반 다이버가 높은 농도의 나이트록스

울 수도 있다. 과정은 학과강의 4시간과

를 사용하게 되고 아무 생각 없이 깊은

선택사항으로 2회의 해양 실습으로 구

수심에서 사용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

성되어 있으므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쉽

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 배울 수 있다. 나이트록스 다이버 과
정은 호흡기체를 나이트록스로 사용하기

나이트록스 다이버 교육

때문에 나이트록스 관리 방법과 최대 사

테크니컬 교육 기관인 TDI(Technical

용 수심 등을 제한 하는 것 외에는 일반

Diving International)의 나이트록스 교

다이빙과 다른 점이 없다. 또한 최근에는

육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나이트록스

복잡한 나이트록스 테이블 대신 나이트

다이버 과정과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록스 다이브 컴퓨터를 사용하는“컴퓨터

다이버 과정으로 구분된다.

나이트록스”과정이 개발되어 보다 쉽게

나이트록스 다이버 과정은 산소 22%에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서부터 4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과정이

나이트록스 다이빙은 매뉴얼이나 이러닝

며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과정은 22%

(E-learning, www.tdisdi.co.kr)을 활

에서부터 100% 산소까지 사용할 수 있

용하여 3~4시간의 이론 교육만으로 쉽

는 과정이다. 즉 초급 나이트록스와 고

게 배울 수 있고 감압병 예방, 무감압 한

급 나이트록스 과정으로 구분된다고 할

계시간 연장, 감압시간 단축 등 많은 장

수 있다. 나이트록스 다이버 과정을 마치

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다이버

면 다음 단계인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는 물론, 고령자, 허약자, 비만, 추운 곳

과정에 참가할 수 있으며, 반폐쇄식 재호

에서의 다이빙, 격렬한 다이빙 등 조건이

흡기 과정과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과정

좋지 않은 다이빙을 할 때 안전성을 높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

나이트록스 다이버 과정은 만 15세 이상

다음 호에는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와 기

의 오픈워터 다이버라면 참가할 수 있으

술의 기초 과목인 인트로 텍(Intro to

며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과 연결하여 배

Tech)에 대하여 소개한다.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흐름도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흐름도

제3부 감압다이빙 (Decompression Diving)
많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들은 다이빙에 입문할 때부터 감압 다이빙
은 극도로 위험하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배운다. 그러나 다이버
들 중에서 모든 다이빙이 감압 다이빙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
람은 많지 않다. 스포츠 다이빙에서는 무감압한계시간 내에서 다이
빙을 실시하여 상승 도중에 감압을 위해 정지하지 않고 상승할 수 있
다. 그러나 이 경우는 감압정지를 하지 않을 뿐이지 감압이 이루어지
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상 속도로 상승하면 저절로 감압이 되
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감압 다이빙이란 용어는 부적절해 보인다.
“무정지상승”
이나“무정지감압”정도가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즉, 모든 다이빙은 감압을 전제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규정
속도로 상승하는가 아니면 체내의 용존, 과포화 기체를 보다 충분히
배출하기 위해 일정시간 감압정지를 한 후 상승하는가의 선택만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감압이라는 행위 자체는 위험한 행동이 아니라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미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도 오래 전부
터 안전정지(safety stop)이라는 용어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충분한 감압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감압
한계 내에서 다이빙을 하더라도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테크니컬 감
압다이빙보다 위험할 수 있다.
오늘날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는 무감압다이빙을 금과옥조로 삼
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압
다이빙을 경험하기도 하고 의도적이든 실수로든 감압다이빙을 시도
하는 경우가 있다. 또, 기술력의 발달로 과거의 장비보다 더 큰 용량
의 실린더와 더 효율이 좋은 호흡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더이상
장비에 의해 수심과 시간을 제한받지 않게 되었다.
많은 다이버들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의 한계보다 깊은 수심에서 더
오래 다이빙을 해 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다. 물론 초보 다이버의 경
우 호기심 보다는 두려움과 자제력으로 이런 모험을 시도하지 않지
만 점차 다이빙에 숙달되고 자신감이 커지게 되면 차츰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의 한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된다. 과연 40m란 어떤 기준

의 수심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대신 40m 이상의 대심도 다이빙

으로 제한된 것인가? 또 테크니컬 다이빙이나 상업 다이빙 등에서는

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잠재적 위험 요인이 있고, 이 위험 요인을 제

감압다이빙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왜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는 감

거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과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가를 알

압다이빙을 제한하는가? 등의 의구심이 반복되면서 나름대로의 경험

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테크니컬 다이버는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알

을 통한 수정된 기준을 마련하기도 한다.

고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수심과 시간 범위를 파악하여 수심과 시간

테크니컬 감압다이빙은 이런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단순히 감압다이

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다이빙할 수 있는 것이다.

빙을 금지하는 것 보다는 다이빙 도중 기체가 체내에 용해되고 상승

예를 들면 40m 수심에서는 15m 수심보다 주위 압력이 두 배가 된

도중에 배출되는 원리와 수치적인 관리 방법을 알려 줌으로써 다이버

다. 그러므로 40m에서 동일한 시간을 다이빙하기 위해서는 15m에서

가 안전한 다이빙을 이해하고 또, 자신의 안전 범위 내에서 감압다이

보다 두 배의 공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용량의 실린더나 더블실린

빙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과정이다. 단지 40m 이상

더를 사용하게 된다.

더블실린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테크니컬 다이빙 전용 부력조절
기를 사용해야 한다. 테크니컬 부력조절기는 백플레이트, 하네스,
윙(wing) 등으로 구성되며 처음에는 백마운트 형태가 적합하다.
더블 스틸 실린더 등의 무거운 장비들을 장착하고 중성부력을 유
지하기에 충분한 부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견고하고 너무 복잡하
지 않은 단순한 형태가 좋다. 드라이슈트를 사용하는 다이버는
비상시 슈트로 어느 정도 부력조절을 할 수 있지만 슈트 다이버
는 상승 도중 부력조절기 고장에 대비하여 더블 블래더를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감압 잠수에서는 부력조절기가 고장날 경
우 웨이트를 버리고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 수심에서 장시
간 감압을 해야 하는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부력조절기가 고장 난
다면 매우 난감해진다.
경우에 따라서 에치밸브(H-valve)나 더블실린더(double cylinder)
가 필요하다. 에치밸브나 더블실린더는 실린더에서 두 개의 밸브가
독립적으로 연결되어 1단계 호흡기를 2개 연결할 수 있다. 따라서
호흡기의 1단계가 고장나는 경우 다른 1단계를 보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감압다이빙용 밸브이다. 레크리에이션 옥토퍼스를
사용할 경우에 1단계의 고장, 잔압계 또는 고압호스의 파열, 밸브
막힘, 밸브 오링 파열 등이 발생하면 자신의 공기를 사용할 수 없
게 된다. 짝의 공기를 나누어 쓰거나 비상 상승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에치밸브와 더블밸브를 사용하면 고장난 쪽의 밸
브를 잠그고 다른쪽 밸브를 개방하면 실린더의 공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공기 부족의 염려 없이 다이빙을 계

으로 줄이는 방법은 높은 산소 성분의 나이트록스를 사용하여 감압

획했던 대로 실시할 수 있다.

하는 것이다. 도표를 비교해 보면 40m 수심에서 20분간 다이빙할 경

다이빙 도중 밸브와 호흡기 1단계 사이에서 공기가 누출되는 경우는

우에 나이트록스를 이용한 감압(아래쪽)이 공기 감압(위쪽)에 비하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해지거나 점차 기체의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이트록스는 체내 질소를 효과

누출이 늘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밸브와

적으로 체외로 배출하기 때문에 감압을 촉진하여 감압 시간을 줄일

호흡기의 연결을 강화시키고 기체의 누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

수 있는 것이다.

해 딘(DIN) 밸브를 사용한다. 나사로 연결되어 이탈될 염려가 없고

따라서 장시간의 본격적인 감압다이빙에서는 감압용 기체를 운반하

높은 압력에서도 기체가 누출되지 않는 딘 밸브는 테크니컬 다이빙의

기 위한 스테이지(Stage) 실린더를 사용한다. 스테이지 실린더는 스

대명사라 할 수 있다.

냅(snap)이라는 고리를 연결하여 부력조절기 어깨와 허리부분의 링

상승과 하강줄이 없는 곳에서 표류하며 감압하는 경우에는 해류에

에 걸어서 사용한다. 스테이지 실린더의 용량은 감압 시간과 감압기

의해 먼 곳으로 흘러서 수면에서 기다리는 선박과 보이지 않을 만큼

체의 성분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멀어질 수도 있다. 또,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호흡으로 부력을 조절

이런 모든 계획은 정확한 수심에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기체를 사

하면 호흡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감압다이버는 리프트백

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다이브

과 릴을 사용하여 수면 다이버에게 위치를 알리고 최대한 효과적으

컴퓨터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고장이나 배터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

로 호흡하며 감압을 실시한다.

우를 대비하여 두 개 이상을 사용하거나 백업 슬레이트를 사용하기

감압다이빙의 경우 감압 시간에 낮은 수심을 즐기며 이동할 수도 있

도 한다. 다이브컴퓨터는 공기는 물론 나이트록스를 사용할 수 있어

지만 대부분의 경우 감압 시간을 줄이려고 한다. 감압시간을 효과적

야 하며 수중에서 기체를 선택할 수 있거나 수심과 시간만 표시되는
게이지 모드(Gauge mode) 기능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100m
이상의 대심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테크니컬 다이빙이란 명칭 그대로 기술적인 근거와 기준을 통하여 정
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비상계획까지 수립한
뒤에 실시하는 과학적인 다이빙이다. 따라서 다이빙 계획을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여러 가지 방법과 기술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테크니컬 대심도 다이빙의 첫 번째 과정은 자신의 능
력과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개인별 수면기체소모량
(Respiratory Minute Volume), 질소마취한계수심(Equivalent
Narcotic Depth) 등을 측정하여 기체 사용량과 개인별 생리적 한계
를 파악한다.
두 번째 과정은 장비의 숙달이다. 더블 실린더, 테크니컬 부력조절기,

공기나이트록스감압비교표

스테이지 실린더, 롱호스 등의 장비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백업랜턴,
절단공구 등의 비상용 장비를 언제라도 찾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
도록 숙달해야 한다.
세 번째 과정은 감압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다. 감압에 대한 생리적인
이해와 감압테이블 사용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계획한 수
심과 시간에 대한 감압 일정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과정은 수립된 감압 계획을 기준으로 자신의 능력을 혼합시
키는 과정이다. 자신의 공기 소모량으로 해당 계획을 수행하려면 얼
마나 많은 양의 기체를 준비해야 하는가? 또, 계획한 수심으로 내려
가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기체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장비 고장이나, 공기 고갈 등의 만약의 사태에 대
비한 충분한 기체를 확보해야 한다.
감압다이빙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컴

다이브컴퓨터

퓨터를 이용하여 계산하거나 감압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혼합기체를 사용하여 표준 감압 다이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방법

이렇게 치밀하고 정확한 계산과 장비와 기술을 숙달하고 나면 비로

과 기술을 배운다.

소 테크니컬 감압 다이버가 되는 것이다. 시내 주행과 장거리 주행의

TDI 익스텐디드 레인지 다이버(Extended Range Diver) 과정은 공

준비가 다른 것과 같이, 40m 수심을 넘어서고 감압 다이빙을 하기

기를 사용하여 수심 55m(180ft) 까지 잠수하는 적절한 기술과 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그 준비로는 이론이나 실기

요한 장비들, 그리고 공기를 사용한 대심도 잠수의 위험성을 배운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론과 실기 모두를 겸비해야만 원하는

다. 이 과정에서는 단계적인 감압용 기체로 나이트록스와 산소 등

감압다이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을 사용한다.

점진적이고 꾸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이 감압다이버가 될 수 있
고, 항상 최신의 기술을 습득하고 지속적으로 연습해야만 감압다이
버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감압 다이빙의 안전성은 서구 각국의 보험 제도에서도 나타난다. 다
이빙 전문 보험회사들은 테크니컬 다이빙과 스포츠 다이빙의 보험료
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보험료는 사고와 보상 통계를 기준으로 산정
되기 때문에 테크니컬 다이빙의 위험성이 스포츠 다이빙보다 높지 않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DI에서는 감압절차(Decompression Procedure), 헬리트록스
(Helitrox), 익스텐드 레인지(Extended Range) 과정이 있다.
TDI 감압절차 과정은 최대수심 45m(150ft)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서 표준적인 감압잠수를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는가를 배우는 과정
이다. 이 과정은 TDI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어드밴스드 침몰선, 테
크니컬 사이드마운트 과
정 등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다.
TDI 헬리트록스 다이버
(Helitrox Diver) 과정은
45m 미만의 수심에서 헬
륨이 20% 미만 함유된
DIN 호흡기

감압 소프트웨어 사용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흐름도

제4부 트라이믹스 다이빙(Trimix Diving)

TECHNICAL DIVING

헬륨과 트라이믹스

왼쪽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심이 증가하면 산소가 21% 함유된 공

이미 지난호에서 대심도 다이빙에서 나타나는 기체의 독성에 대하여 언

기의 경우 수심 70m에서 산소부분압이 1.68이 되어 산소 제한 한계를

급한 바 있다.

넘어서게 되는 반면에, 산소가 12% 함유된 트라이믹스의 경우 100m

공기 중의 질소는 깊은 수심에서 질소마취를 일으킨다. 대개 40m 이

수심에서도 산소 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상의 수심에서 나타나며 사람과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50m 이상의 수심에서는 대부분 질소마취를 느끼게 된다. 물

헬륨과 트라이믹스

론 질소마취는 어느 정도는 훈련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수

호흡 기체에 헬륨을 혼합하면 산소의 부분압을 낮게하여 중추신경계

심이 깊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또 한가지 문제는 산소중독이다. 산소

산소독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질소의 부분압도 감소시키므

중독은 산소 부분압이 1.6기압 이상 되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공

로 마취현상을 예방하기 때문에 다이빙하는 동안 다이버가 정확한 판

기를 사용하여 수심 66m 이상의 수심으로 하강하면 산소 독성이 나

단력을 유지할 수 있다.

타날 수 있다.

헬륨은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로써 오래전부터 풍선이나 비행선을 공

이런 이유로 공기를 이용하여 수심 70m를 넘게 되면 심각한 위험에 빠

중에 띄우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비행선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전략적

지게 된다. 판단력 둔화, 환각, 청각이상, 의식 불명 등으로 익사할 수

인 상품으로 취급되기도 했다. 그러나 헬륨은 공기와는 다른 여러 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0m 이상의 대심도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한다.

공기보다 산소 함유량이 낮고 질소 함유량도 낮은 기체가 필요하다. 이

헬륨은 소리를 아주 빠르게 전달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헬륨을 호

런 이유로 대심도 다이빙에서는 일반 공기보다 산소와 질소를 줄이는

흡하고 대화하면 도널드 덕 현상이라는 음성변조 효과가 나타난다.

대신 헬륨을 혼합한 기체를 개발하였는데 산소, 질소, 헬륨의 세 가지
기체를 혼합했다고 하여 트라이믹스라고 부른다.
수심(m)

주위압력(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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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부분압 (기압)
공기(산소21%)
트라이믹스(산소12%)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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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0.84
1.68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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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2.31
1.32

그러므로 풀페이스(Fullface) 마스크 등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경

기체 성분 결정

우 목소리를 알아듣기 힘들게 된다.

트라이믹스는 산소, 질소, 헬륨의 혼합기체이다. 따라서 그 혼합비율

헬륨은 밀도가 낮아 호흡하기는 쉽지만 열전도성이 높기 때문에 체온

을 선정하는 것은 수많은 조합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마다 다른 기

을 빠르게 빼앗아 간다. 따라서 헬륨이 포함된 기체는 드라이 슈트에

준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주입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대심도 다이빙

우선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감압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기체를 정하

에서 체온보호는 매우 중요하므로 다이버는 사전에 체온을 보호할 수

는 것이다. 다이빙할 최대 수심과 시간을 계획하고 트라이믹스용 감압

있는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

테이블이나 각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바닥수심, 감압 수심 등에 적

헬륨은 빠른 속도로 하강할 때 137~183m 부근 수심에서 마취현상을

절한 기체 성분을 계산한다.

일으킨다. 이러한 증상을 고압신경증후군(HPNS)이라 부른다. 이러한

예를 들면 산소부분압이 1.6기압이 되면 산소 중독의 위험이 있기 때

증상은 헬륨이 많이 포함되는 기체로 호흡할 경우에 일어나기 쉽지만,

문에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산소부분압을 1.4기압으로 지정한다. 따

소량의 질소를 첨가함으로써 고압신경증후군(HPNS) 현상을 감소시킬

라서 수심 90m(=10기압) 으로 하강하기 위해서는 산소 성분이 14%를

수 있다고 한다.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헬륨을 다이빙호흡기체로 사용하기 위해 산소, 질소와 혼합하여

같은 방법으로 질소 성분을 결정하고 나머지 헬륨 성분을 결정하면 트

트라이믹스로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산소와 혼합하여 헬리옥스라

라이믹스의 성분이 결정된다.

는 기체를 만들 수 있다. 또 혼합 방법에 따라 공기에 헬륨을 혼합할

많은 테크니컬 다이버들은 바닥기체의 경우 산소부분압을 1.4기압으

경우 헬리에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로 지정하며 최대 1.6기압까지도 선택할 수 있다. 때로는 산소부분압

헬륨은 인체에서 질소와는 다르게 작용하므로 헬륨을 사용하여 감압

을 1.3 또는 1.2 기압으로 낮춤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추운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기 테이블이 아닌 트라이믹스용 테이블을 사

곳에서 또는 육체적으로 힘든 다이빙을 할 경우 또는 CNS의 허용범위

용해야 하며, 다이브컴퓨터의 경우에도 헬륨을 지정할 수 있는 컴퓨터

내에서 장시간 다이빙할 경우(주로 감압기체의 산소 부분압을 낮추는

를 사용해야 한다.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 보수적으로 다이빙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헬륨은 일반적인 수심에서도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있으며, 특히 대심도에서 호흡기체의 산소와 질소를 줄임으로써 마취

감압 계획표 작성

성이 낮은 트라이믹스를 혼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체이다.

트라이믹스의 성분이 결정되고 감압용 기체의 성분들을 결정하고 나
면 이들 기체를 이용하여 감압 계획표를 작성한다. 감압 계획표는 테

기체의 마취성
헬륨 (He)

4.26

네온 (Ne)

3.8

수소 (H2)

1.83

약함

이블을 이용하거나 감압용 소프트웨어(예 : GAP, Deco-planner,
V-Planner 등)를 이용할 수 있으나,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질소 (N2)

1.00

주로 감압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알곤 (A)

0.43

트라이믹스 다이버는 다이빙하는 도중에 인체에 흡수되는 질소뿐 아

크립톤 (Kr)

0.14

크세논 (Xe)

0.039

강함

니라 헬륨 또한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테이블과 소프트웨어들은 공

기를 사용한 테이블과 비슷한 원리로 다양한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감

이빙에서 실존하는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

압 파일을 계산해낸다.

들 요인들은 온도,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운동(예를 들면 더블 실린

감압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최대 수심과 체류시간을 입력하고 여

더와 감압용 실린더들을 착용하고 수영하는 일), 수류, 불량시야, 깊은

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인수(parameter)들을 입력하면 자

수심에서 실행해야 하는 일 등과 같은 것이다. 운동량은 다이빙에 따

동으로 감압 수심별 시간들을 테이블 형식으로 계산하여 보여준다. 뿐

라 그리고 다이빙 하는 날짜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며 따라서 공기소모

만 아니라 트라이믹스, 헬리옥스, 나이트록스 등을 자동으로 선정할

부피(RMV)는 변수이다.

수 있고, 바닥에서 사용할 기체, 이동 중에 사용할 기체, 감압에 사용

예를 들면 어떤 다이버의 수면공기소모량(SAC)이 분당 10ℓ라고 가정

할 기체의 사용량을 개인별로 계산할 수 있다.

한다. 이 다이버가 4기압에서 다이빙 한다면 수면보다 4배 많은 공기

이런 감압용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면 보다 다양한 기체와 감압 방법

즉, 40ℓ를 소모할 것이다. 따뜻한 수온의 표류 다이빙에서 다이빙계

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계산상의 착오

수(운동부하)가 1.2이다. 40ℓ에 1.2를 곱하면 48가 되므로 이 다이빙

나 실수로 인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때

에서의 다이버가 실제로 사용할 공기소모부피(RMV)는 48ℓ이다. 또

문에 대부분의 대심도 혼합기체 다이버들은 감압용 소프트웨어를 구

다른 다이버는 찬물의 침몰선 다이빙을 하려고 하며 공기소모량이 앞

입하여 사용한다.

의 다이버와 같은 40이다. 그러나 이 다이빙은 스트레스가 크고, 수류
가 강하며, 물이 매우 차기 때문에 다이빙계수(운동부하)가 2.75로 매

기체 사용량 계산

우 높다. 따라서 분당 공기소모부피(RMV)는 40×2.75=110가 된다.

트라이믹스 대심도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체 사용량을 정확히 산

실제로 트라이믹스 다이빙을 자주 실시하는 필리핀 지역은 일반적으로

정해야 한다. 기체 사용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기체 소모량을 계산하는 것이다. 기체 소모량을 측정하는 방법
과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법은 수면공기소모량
(SAC)과 공기소모부피(RMV)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용어는 의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혼용되고 있다. 수
면공기소모량(SAC=Surface Air Consumption)은 다이버가 1기압(수
면)에서 휴식하며 1분 동안 사용하는 공기의 부피(압력이 아님)를 리
터(ℓ)로 표시한 것이다. 수면공기소모량(SAC)은 다이버의 체형, 건
강, 체격 등에 따라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성인 남자의 수면공기소
모량은 분당 약 12ℓ정도 된다. 그러나 트라이믹스 다이빙에서는 실제
자료를 근거로 하는 더 정확한 수면공기소모량(SAC)을 측정해야 한
다. 수면공기소모량(SAC)을 측정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작은 공기 실
린더에 호흡기를 연결하고 압력과 시간을 기록한 다음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를 틀거나 책을 읽으면서(긴장하거나 말하지 않고) 20분간 정상
적인 호흡을 하며 측정하는 것이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코를 잡거
나 마스크를 쓰고 측정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 압력과 경과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압력을 리터(ℓ)나 큐빅피트로 전환하면 여러분이 사용한 기체의 부피
를 구할 수 있다. 이 부피를 경과시간(분)으로 나누면 수면공기소모량
(SAC)이 된다.
공기소모부피(RMV)는 분당 공기 호흡량으로 다이버가 실제 다이빙에
서 소모하는 기체량이며 다이빙에 따라 변하는 변수이다. 공기소모부
피(RMV)는 수면공기소모량(SAC)을 먼저 구하고 수심과 운동량을 감
안한 다이빙계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수면 아래로 하강하면 다
이버가 호흡하는 기체의 밀도가 수심에 따라 변한다. 우리는 오픈워
터 다이버 과정에서부터 보일의 법칙에 의해 수심이 증가하면 호흡으
로 소모하는 공기량도 증가한다는 것을 배워 알고 있다. 운동량은 다

50~70m 수심부터는 경사도가 급격히 완만해진다. 따라서 50~70m

어가며 실시간으로 기체량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정과 계

미만에서 계산하였던 다이빙계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무리하게 수심을

산을 통하여 보다 실질적인 기체량을 계산할 수 있다.

증가시키면 깊은 수심에서 예상치 못했던 완만한 경사도를 만나서 낭
패를 겪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다이버의 적합성

경험있는 테크니컬 다이버들과 많은 다이버들은 이전의 다이빙의 경

다이버의 적합성에 대하여 세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험을 근거로 수면공기소모량(SAC)을 계산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

- 육체적 적합성(Physical Fitness)

우 이들이 계산한 것은 수면에서의 공기소모부피(RMV)이다. 왜냐하

- 정신적 판단력(Mental Agility)

면 다이빙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이미 운동량이라는 요소가 포함되

- 지식 수준(Knowledge Strength)

어 있기 때문이다. 수면 공기소모부피(RMV)를 이용하여 필요한 기체
량을 계산할 경우 왜곡될 수 있고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대심도 다이버는 일반적인 스포츠 다이빙에 비하여 더 많은 신체적 능

예를 들면 위의 두 가지 사례에서 수면 공기소모부피(RMV)가 12와

력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수중에서 편안히 다이빙을 수행할 수 있는

27.5로 큰 차이가 있었다. 적은 숫자를 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기체가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대심도 다이버는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여러

부족할 수 있고 반면에 너무 큰 숫자를 택할 경우 상황에 불필요한 추

개의 실린더에 적응해야 하고 이것은 다이버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 실린더를 지니고 다이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중시킬 수 있다. 감압을 하는 시간에도 다이버는 환경에 적응할 수

따라서 다이버가 필요한 기체량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기소

있도록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모부피(RMV)보다 수면공기소모량(SAC)을 기준으로 사용해야 한다.

대심도 다이빙은 다이버에게 단번에 높은 물건을 뛰어 넘는 것처럼 초

일반적으로 트라이믹스 다이빙 교육에서는 매번 5~10m씩 수심을 증

인적인 능력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육체적인 건강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시키며 훈련한다. 매번 다이빙 하고 나서 계획했던 기체량과 비교하

영양부족이나, 탈수증, 알코올이나 약물의 오남용, 흡연 등은 물론 체

며 다이빙계수를 바꾸어 나아가야 깊은 수심에서 기체량이 부족하여

내에 축적된 과다한 지방 또한 감압병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어려움을 겪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테크니컬 다이빙의 특수성의 고려한다면 치과 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

오늘날의 감압 소프트웨어는 간단하게 수면공기소모량(SAC)을 바꾸

한다. 대심도 잠수에서의 고압은 종종 통상적인 스포츠잠수의 수심에

서 느끼지 못했던 치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증상이 대심도에
서 한 번 발생하였다면 그 뒤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 주기적인
운동과 균형있는 식생활 또한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이다.
테크니컬 다이빙은 40%의 육체적 적합성과 60%의 정신적 적합성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수중에서 다이빙이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기 시작
할 때 위험과 기회를 분석하는 이성적 능력은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테크니컬 다이빙을 실시하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적과 체스 게임을 두
는 것과 같다. 순간의 움직임은 물론 두 수 정도 앞을 내다보아야 한
다. 즉 상황을 인식하는 감각과 수반되는 사항들에 대한 통찰력을 개
발해야 한다. 정신적 판단력은 집중력과 평온함에서 시작한다. 일반인
들과 비교하여 스쿠바다이빙이나 모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냉정한 마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냉철한 마음은 판단력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빠르고 효
과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냉철한 마음이 매
우 중요하며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도 있다.

빙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100회 이상의 다이빙 경험이 있어야 한다.

마음을 냉정하게 유지하는 성향은 유전학적인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긴

트라이믹스 과정은 60m 수심까지 다이빙 할 수 있는 기초 트라이믹

박한 상황에서도 냉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

스(Entry Level Trimix)과정을 배우고 나서 100m 수심까지 다이빙

다. 한 가지 방법은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대응 방법을 숙달하는

할 수 있는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Advanced Trimix)과정을 배우는

것이다. 적절한 대응 방법을 반복하여 생각 없이도 자동적으로 대응

것이 순서이다.

할 수 있도록 하여 쾌감대(comfort zone)를 확장시켜야 한다. 이렇게

물론 이 과정을 한 번에 연결하여 배울 수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개인

되면 인체의 뇌는 직면한 다른 상황들에 대하여 집중하게 되고 대응의

적인 능력과 경험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돈하게 된다. 즉 꾸준한 기술 연습과 만약의 경우에 대

TDI에서는 1999년 국내에 최초로 트라이믹스를 다이빙을 소개한 이후

한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십수년간의 경험과 기술 축적으로 지금은 훨씬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항상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s)을 작성한

과 보다 편리한 장비들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트라이믹스 다이빙을

다. 비상 계획은 장비로 인한 문제, 최대 수심 초과, 잘못된 기체 혼합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글 교재와 강사용 교재 등을 출시하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이다. 비상 계획을 수립해 놓

다이버들은 물론 강사들도 트라이믹스를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가르

음으로써 당황하지 않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계획을 적용

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TDI는 물론 타 교육 기관들도 점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술과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풍부한 지

차 트라이믹스 교육에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트

식과 상황판단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으로 연결된다.

라이믹스 재호흡기 등의 응용 분야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이제 대심

이런 능력은 대부분 경험으로부터 나오며 인간은 천성적으로 이런 경

도 트라이믹스 다이빙은 누구나 다이빙을 처음 배울 때와 같은 적극적

험을 수치화하여 측정하고자 했다. 예를 들면 다이빙 교육기관에서

인 동기를 갖고 마음만 먹으면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는 이런 경험을 각 과정마다 사전 조건(prerequisites)으로 지정해 놓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무모한 시도나 경쟁심리에 의한 만용은

았다. 예를 들면 SDI 솔로(Solo) 다이버 과정의 사전 조건은 100회 다

극단적인 위험을 초래할 뿐이

이빙 경험이다. 그러나 어떤 다이버가 열대지방의 아주 좋은 조건에서

며, 단계적이고 꾸준한 교육과

100회 다이빙을 하였고 다른 다이버가 시야가 2m 밖에 안 되는 거친

훈련을 통해서만이 훌륭한 트

바다에서 60회 다이빙을 하였다면 누가 더 많은 다이빙 지식을 갖고

라이믹스 대심도 다이버가 될

있고 더 많은 경험을 하였는지 생각해 보자. 결국 자신이 얼마나 육체

수 있다.

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되었는가 하는 판단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여

또한 테크니컬 다이버는 항상

러분은 트라이믹스 대심도 과정에 참가기 전에 자신의 준비 상황을 직

최신의 기술을 습득하고 지속

접 판단하고, 만족할 만한 평가가 나와야 한다.

적으로 연습해야만 테크니컬
다이버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

트라이믹스 교육과 테크니컬 다이버의 자세
트라이믹스 다이빙을 배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나이트록스와 감압다이

는 것이다.

제5부 동굴 및 침몰선 다이빙

TECHNICAL DIVING

천장이 있는 다이빙

동굴 다이빙이란 무엇인가?

최근 테크니컬 다이빙이 대중화되면서 동굴 다이빙과 침몰선 통과

수중 동굴은 지하, 해저, 산호초 등에 형성된 동굴로 다이버가 육

다이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다이버 중 극소

상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수중 통로를 말한다. 동굴을 처음 진

수만이 이런 천장이 있는 환경에서의 다이빙을 경험하였지만, 근래

입할 때 빛이 비치는 공간을 캐번(Cavem)이라고 한다. 그러나 안

에는 동굴 다이빙뿐만 아니라 동굴 다이빙 스페셜티 격인 동굴 사

으로 진입하면서 점차 빛이 약해지고 주위에 빛이 더 이상 유입되

이드마운트, 동굴 재호흡기, 동굴 스테이지, 동굴 스쿠터(DPV), 동

지 않는 곳부터 캐번에서 동굴로 바뀐다. 따라서 햇빛이 없는 야간

굴 측량 등의 과정도 소개되면서 이런 모험적인 다이빙을 즐기는

에는 캐번이라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스쿠바 장비를 사용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 이런 독특한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서는 동굴 다이버가 되는 것

동굴 다이빙은 테크니컬 다이빙 기술의 효시라고 알려질 만큼 다양

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한 기술과 장비가 활용된다. 따라서 동굴 다이빙을 배우면 단지 동

동굴 다이빙에 대한 오해는 한 번도 동굴 다이빙을 해 본 적이 없

굴 다이빙 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테크니컬 다이빙은 물론, 스포

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동굴 다이빙은 물이 채워

츠 다이빙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요소들을 터득할 수 있다.

져 있고 시야가 나쁜 좁은 통로를 작은 라이트를 들고 기어 다니는

TDI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동굴 다이빙 및 침몰선 다이빙 탐사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대부분의 동굴 다이빙 모습

교육과정을 통하여 동굴 다이빙과 침몰선 통과 다이빙을 국내에

과는 거리가 멀다. 많은 동굴들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깨끗한 시

체계적으로 소개해 왔다. 이번 호에서는 동굴 다이빙과 침몰선 통

야는 물론, 자동차 여러 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은 통

과 다이빙 전반에 관한 소개 및 교육 과정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

로를 갖고 있다.

하게 안내하고자 한다.

스포츠 다이버들이 동굴 다이버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반인들이 스
포츠 다이버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참으로 위험한 짓
을 한다고 불안하게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스
포츠 다이빙과 같이 동굴 다이빙 역시 적절한 교육과 절차를 따른
다면 안전하며, 스포츠 다이빙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동을 얻을 수
있다.

탐험
동굴은 다이버들에게 탐험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마법과도 같은
장소이다. 이미 탐사된 동굴조차도 무한한 신비감을 불러일으킨
다. 사람들에게 왜 다이빙을 하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탐험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세계에는 아직도 탐사가 이루어
지지 않은 수천 개의 동굴이 존재한다. 동굴은 상상만 해도 흥분되
는 대상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부분의 동굴들은 입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장
시간 걷거나, 계단을 올라가거나, 배를 타고 가야만 하는 원거리에
위치한다. 따라서 동굴 다이버들은 많은 장비를 효과적으로 옮기
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동굴 다이빙 장비들을 동굴까지 옮기는 일
이 동굴 다이빙 자체보다도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이런 과정 자체
역시 흥미로운 탐험의 일부분이다.

동굴 다이빙 방법은 매우 복잡하며 특히 다이버들이 지하로 더 깊이

동굴 다이빙의 역사를 소개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들어갈수록 복잡해진다. 많은 사람들은 복잡한 다이빙을 계획하고 안

일반적으로 동굴 다이빙의 기원은 초기 영국에서 썸프(sump) 다이빙

전하게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즐긴다.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은 모든

을 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육상 동굴 탐험가들은 동굴 통로에

다이빙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고 천장이 있는 환경에서 다이빙할

물이 채워져서 더 이상 진입할 수 없는 구간을 여러 가지 특수 기술을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다.

활용하여 통과함으로써 육상 동굴 구간을 더 탐험할 수 있도록 하곤
했다. 초기의 이런 웅덩이에서 실시했던 다이빙은 현재의 동굴 다이빙

과학적인 탐사

과는 크게 달랐다.

동굴은 지구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축약된 창문이다. 동굴 다이

스쿠바다이빙 장비가 보급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동굴 다이빙 형태가

버들은 지질학적인 역사와 물에 의해 만들어진 지하통로에 흥미를 느

나타나기 시작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서 스포츠 동굴

낀다. 동굴 안에서는 많은 화석과 인위적인 가공물들이 발견되며 대부

다이빙은 급속히 대중화 되었고 쉑 엑슬리(Sheck Exley)와 같은 사람

분 외부의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들은 체계적인 동굴 다이빙 절차와 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근래에 과학 다이버들은 수중 동굴 내에서 해당 동굴 환경에서만 존재

쉑 엑슬리가 저술한‘기초 동굴 다이빙: 생존의 청사진(Basic Cave

하는 고유 생물들을 다수 발견하였다. 수많은 종류의 박테리아와 동

Diving: A Blueprint for Survival)’
에서는 사고 분석을 토대로 도출

물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분류되었다. 이런 발견들은 과학의 발전을 촉

해낸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당시에는 동굴 다이빙을

진시켜 가혹한 기후에서 생물들이 어떻게 진화하는가에 대하여 새롭게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장비들이 없었으며 대신 탐험에 필요한 장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이버들이 직접 개발하거나 라이트, 릴, 부력조절기 등과 같이 사용

과학 다이버들은 식수의 품질을 보존하는 것, 질산염의 수준을 낮추는

가능한 장비들을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것, 지하수 지역을 보존하는 것들과 같은 환경적으로 중요한 문제들

최근에는 동굴 다이빙 장비와 절차들은 급속히 발전하여 지하 세계

에 관해서도 연구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

로 상당히 먼 거리를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라이트는 더 작고, 더 밝

제점들은 대부분 과거 수십 년간에 걸쳐 발생한 결과이다. 과학자들은

으며 고장 날 확률도 더 낮아졌다. 신뢰도가 높아진 다이버 추진장치

실제로 지하수 층에 들어가서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DPV)와 재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 더 오래 체류하고 더 멀리

해결방법을 찾거나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영향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다이버의 동굴 진입 한계는 다이

미래에 다가오는 문제점들은 교육과 환경 관련 법령 제정 등으로 예방

버의 의지와 지원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굴 다이빙은 그만한 노력과 숙달에 대한 보상이다. 단지 다
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적절한 교육과 경험을 갖추지 않고 무

간략한 역사

모하게 시도해서는 안 된다. 동굴 다이버는 자신의 명확한 동기를 갖

동굴 다이빙의 역사는 매우 방대하다. 실제로 짤막한 소개 기사로

고 있는지 자문해 보고, 함께 동굴에 들어갈 동료들 중에서 이런 잘못
된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가려내야 한다.

동굴의 종류
실제로 동굴은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한다. 동굴의 종류는 용해 동굴
(Solution Caves), 썸프(Sumps), 갱도(Mines), 얼음 동굴(Ice Caves),
블루홀(Blue Holes), 바다 동굴(Sea Caves), 용암 동굴(Lava Tubes),
산호 동굴(Coral Caves) 등으로 구분한다.
그 중에서도 용해 동굴은 그 규모가 가장 크고 화려하여 동굴 다이
버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멕시코 유카탄 지역은 세계에
서 가장 광범위하고 아름다운 용해 동굴 지역으로 그 규모가 수백 킬
로미터에 이르며, 매년 수많은 다이버들이 동굴 다이빙을 즐기기 위해
전세계에서 모여드는 지역이다.

교육 단계
TDI의 동굴 다이빙 기본 교육 단계는 캐번(Cavern), 인트로 케이브,
풀 케이브 등의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캐번 다이버 과정 (Cavern Diver Course)
이 과정은 TDI 동굴 다이빙 교육의 첫 번째 과정으로 빛이 비치는 범
위까지의 캐번과 위가 막힌 환경에서 다이빙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
한의 지식과 기술을 가르친다.
동굴 내부로의 진입은 싱글 실린더 기준으로 충전된 기체 압력의
1/3 또는 더블 실린더 기준으로 기체 압력의 1/6 까지 허용되며, 수
면에서 라인 길이로 60m까지, 최대 수심 40m의 무감압 다이빙으로
제한된다. 또한 2명의 다이버가 나란히 지나갈 수 없는 공간은 통과
할 수 없으며, 대개 사전에 설치된 캐번 라인을 따라 이동한다.
캐번 다이빙은 오픈워터 다이버라도 2일간의 과정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접근이 쉬운 다이빙이다. 따라서 동굴 다이빙
을 즐기는 마니아들도 가족이나 일행 등을 동반하여 캐번 다이빙을
즐기고 싶다면 가족 단위나 다양한 계층의 그룹으로도 동굴 다이빙
을 즐길 수 있다.

인트로 케이브 다이버 과정
(Introductory Cave Diver Course)
동굴에는 대개 사전에 설치해 놓은 동굴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 과정
은 오직 하나의 주 가이드라인만을 따라 이동하는 케이브 다이빙의
중급 교육 과정이다. TDI 인트로 케이브 과정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동굴 다이빙에 필요한 안전 기술을 습득하는 TDI 동굴 다이빙 교육의
두 번째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연속된 가이드라
인을 따라 이동한다는 것이다. 즉 다른 줄과 연결(점프 또는 갭)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주 가이드라인만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동굴 다이빙에서 사용되는 기체 관리, 릴과 줄 사용
기술, 부력과 추진, 장비, 의사소통, 줄을 잃어버렸을 경우와 짝을 잃
어버렸을 경우의 훈련 등의 다양한 기술과 이론을 배우게 된다. 캐번
다이버라면 2일 일정으로 이 과정에 참가할 수 있다.

풀 케이브 다이버 과정 (Full Cave Diver Course)
이 과정은 TDI 동굴 다이버 교육 과정의 세 번째 단계이다. 이 과정이
인트로 케이브(Introductory Cave Diver) 과정과 다른 점은 기존에 설
치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에서 자신이 준비한 릴을 사용하여 다른 가
이드라인으로 연결(점프 또는 갭)하며 동굴 내부를 계획에 따라 자유
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다이빙은 가이드라인을 따
라 진행되며, 연결 부분에서는 항상 정해진 규칙에 따라 릴과 표식을
설치하여 귀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동굴 다이빙 즉, 서킷(Circuit), 트래버스
(Traverse) 다이빙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기술, 그리고 다이
버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동굴 시스템과 가상의 상황에 대한
심리적, 기술적인 대처 방법, 사고분석 등을 4일 과정으로 가르친다.

동굴 스페셜티 과정 (Cave Specialty Course)

미 동부 해안, 미크로네시아의 축(Chuuk), 필리핀의 수빅과 코론 등 세계 도

TDI 동굴 다이버 과정을 마치고 나면 동굴 사이드마운트, 동굴 DPV, 동굴

처에 시대, 형태, 크기가 다양한 수많은 침몰선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는 2차

측량, 광산 다이빙 등 다양한 형태의 동굴 스페셜티 과정에 참가할 수 있다.

세계 대전 중에 침몰한 수송선, 전투함 등이 가장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트럭 라군(Truk Lagoon)이라고 알려진 남태평양의 미크로네시아 축
의 침몰선들은, 자연적인 환초에 의해 수백 척의 선박과 항공기들이 고스

침몰선 다이빙 (Wreck Diving)

란히 보존되어 있으며 스포츠 다이버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침몰선의
천국이라 불리고 있다.

인간이 처음으로 침몰선 다이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아마도 상업적인 인

오늘날에는 자연적인 침몰선 이외에도 퇴역한 해군 전함들이나 폐선 등을

양을 위해서였거나 보물과 같이 가라앉은 화물을 인양하기 위해서였을 것

인공 암초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이빙 장소로 활용되는 침몰선

이다. 침몰선의 크기나 보존 상태에 상관 없이, 침몰선 다이빙은 수중 세계

의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폐선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인공적인 침

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켜주고 모든 다이버의 마음 속에 특별한 기억을 남

몰선 사업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겨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저에 가라앉아서 찢어진 돛을 펄럭이며 갈라진 선체
내부에 노획물이 가득한 보물선에 대한 낭만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실제는 이런 상상과 매우 다르다. 물론 16~17세기의 선박들은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신세계로 항해를 하곤 했지만 목조로 건조되었기
때문에 파도와 해저생물들에 의해 빠르게 파괴되었다.
이런 선박들을 찾아내고 인양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수년 동안 기록들과 항
해일지를 연구하여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침몰선들은 오랫동
안 모랫바닥이나 산호초에 묻혀있기 때문에 눈으로만은 볼 수 없다. 또한
내부의 화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수 톤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모래와 잔
해를 걷어내야만 한다. 따라서 이런 오래된 선박에서 보물찾기를 하는 일
은 착수금이 넉넉한 사람에게나 가능할 것이며, 복권에 당첨되기보다도 어
려울 것이다.
근래의 목조 침몰선 중에는 강이나 호수 등에 가라앉아서 잘 보존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이빙을 할 만한 장소는 철제 침몰선이다. 철선은 세월의
풍화에도 백 년이 넘도록 잘 보존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드밴스드 침몰선 다이버 과정
(Advanced Wreck Diver Course)

비 공기를 준비해야 한다. 반면에 침몰선 다이버는 대개 수십 미터만 진행

이 과정은 스포츠 다이빙의 침몰선 다이빙보다 복잡한 침몰선 통과 다이

하면 개방된 출구를 찾을 수 있다. 침몰선 다이버들은 다이빙 장소에 도착

빙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경험하는 과정으로써, 다양한

하기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 배로 이동해야 할 수도 있으며 감압을 하는 동

침몰선 통과 방법과 기술이 포함된다. 이 과정의 목표는 다이버가 침몰선

안 강한 수류나 거친 바다 조건을 이겨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동굴 다이버는 공기 고갈에 대비하여 비교적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예

잠수에 필요한 적절한 기술과 필요한 장비, 그리고 위험성에 대하여 교육

다이빙이 더 어려운 다이빙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다이

하는 것이다.

빙은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적정한 교육과 경험이 필요한

이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최소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이상의

난이도가 높은 테크니컬 다이빙이란 것이다.

등급으로 50회 이상의 다이빙 로그와 스포츠 다이빙(SDI)의 기초 침몰선
(Basic Wreck) 또는 캐번 다이버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침몰선 통과 다이빙과 동굴 다이빙의 기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지
만 두 가지 모두 각자 고유의 기술들이 있다. 동굴 다이버들은 수백 미터
에 이르는 통로를 진입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과 비교하
면 침몰선의 경우에는 통과하는 경로가 훨씬 짧다. 그러나 침몰선의 환경
은 인위적인 구조물이며 동굴보다 좁고 구조가 불안정하다. 동굴과 침몰
선은 모두 내부에서 방향을 잃기 쉽고, 기체 고갈이나 빛의 부족이 치명적
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굴 다이버는 경로를 표시하는 줄에 엉키는 위
험을 예방하려고 하는 반면, 침몰선 다이버는 경로를 표시하는 줄 이외에
도 늘어진 전선, 줄, 로프, 갑판의 액세서리 등에 엉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굴 다이빙과 침몰선 다이빙은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와 기술을 활용

도 많은 테크니컬 다이버들이 곧 또는 언젠가 방문할 신비의 세계를

하는 가장 흥미있는 다이빙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두 분야가 서

꿈꾸며 다이빙 기술을 연마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방송국과 함께

로 다른 고유의 특성들을 갖고 있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호기심을 자

제작했던 동굴 다이빙 다큐멘터리 ‘시노테’의 클로징 멘트가 생각난

극하고, 신비함과 긴장감 때문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힘든 매

다.“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평생 꿈처

력적인 분야라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럼 그리워할 것만 같다. 차라리 몰랐어야 했다.”

제6부 재호흡기 다이빙

TECHNICAL DIVING

재호흡기 변화

재호흡기 구조

지난 수십 년간 다이빙 환경은 교육, 장비 등 모든 부문에서 크게

재호흡기는 무엇인가 복잡하고 운영하기 어려운 장비라고 생각되

발전해 왔다. 장비는 첨단 기술력을 적용하여 소재와 전자장비 등

지만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원리로 설계되어 있다. 비닐 쇼핑백을

에 있어서 최상의 성능을 구현하게 되었다. 다이빙 활동 역시 과거

입에 대고 숨을 가득 불어넣은 뒤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하고 이 공

의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혼합기체 사용, 동굴이나 침몰선 다이빙,

기를 다시 호흡하면 몇 번은 별 불편 없이 호흡할 수 있다. 그러나

수중 촬영장비의 발전과 대중화, 해외 유명 사이트의 접근이 용이

호흡을 반복할수록 점점 비닐백 속의 산소 농도는 낮아지고 이산

해지는 등 활동 영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따라서 다이버들은 점차

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바로 이때

더 오래, 더 깊게, 더 안전하게 수중에 머무르는 방법을 찾게 되었

비닐백 속으로 부족한 산소를 조금씩 추가해 주고 증가하는 이산

다. 물론 더블 실린더나 허리에 차는 스테이지 실린더를 사용하여

화탄소를 여과해 주면 계속 호흡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재호

체류시간을 늘려 보지만 역시 만족할 만큼 오래 머무를 수는 없다.

흡기이다.

재호흡기는 바로 사람들의 이런 욕구와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자연

실제로 자동차 타이어의 튜브를 간단하게 개조하여 만든 재호흡기

스럽게 꾸준히 개선되었다. 이제 재호흡기는 미래의 장비가 아니라

도 있다. 다만 재호흡기의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공기가 외부로 유

현재의 장비가 된 것이다. 재호흡기가 군사적인 목적에서 일반 대

출되지 않도록 하고, 순환되는 공기의 산소 농도가 호흡하기에 충

중에게 전파되면서 보다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더 쉽게 개선되

분해야 하며 안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었다. 십여년 전에 재호흡기를 접했던 다이버들은 아직도 재호흡기

현재 전 세계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재호흡기들이

는 완벽하지 않고 미래에 실용화될 장비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개발되어 있다. 이들 재호흡기는 크게 반폐쇄식과 완전폐쇄식 재호

러나 오늘날 재호흡기들을 다시 살펴본다면 이런 생각은 바뀌게

흡기로 나눌 수 있는데, 완전폐쇄식은 호흡순환장치 안에 산소의

될 것이다.

농도를 측정하는 센서와 컴퓨터 조절장치가 있어서 정확히 다이버
가 소모하는 분량의 산소를 추가해 주어 호흡기체의 부분압을 일
정하게 유지해주는 장비이다.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CCR=Closed Circuit Rebreather)

수심(m)

절대압(기압)

산소성분

질소성분

10

2

65%

35%

20

3

43%

57%

30

4

33%

68%

가지 종류의 기체 실린더가 장착되며 호흡기체는 이 두 가지 기체를

40

5

26%

74%

자동으로 혼합하여 공급된다. 또, 공급되는 기체는 다이버가 체류하

50

6

22%

78%

완전폐쇄식은 산소와 공기 또는 산소와 트라이믹스 등으로 항상 두

는 수심에 가장 적합한(best mix) 산소 부분압을 조절하여 공급하기

60

7

19%

81%

70

8

16%

84%
86%

때문에 수심이 변하면 산소 성분도 자동으로 변하는 방식이다. 즉 개

80

9

14%

방식 호흡기는 산소의 성분이 바뀌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재호

90

10

13%

87%

100

11

12%

88%

흡기는 수심이 변하여도 산소 부분압이 고정되어 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호흡기체의 산소 부분압을 1.3 bar로 고정했을 때 재호흡기가
수심이 변함에 따라 다이버에게 공급하는 호흡기체의 산소 성분은 오

경우보다 오히려 낮은 질소 부분압에 노출된다. 즉 10m 수심에서 다

른쪽 표와 같다.

이빙하더라도 체내의 질소가 축적되지 않고 오히려 체외로 배출된다

그러므로 완전폐쇄식 재호흡기를 사용하는 다이버에게는 수심 10m

는 것이다. 또, 20m 미만에서 다이빙 한다면 무감압한계 시간이 무한

에서는 65%의 나이트록스가 공급되고 수심 30m로 이동하면 33%의

대가 된다. 이런 효과 때문에 완전폐쇄식 재호흡기를 사용하면 체내에

나이트록스가 공급되며, 다시 20m

축적되는 질소량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감압시간을 최소로

로 상승하면 43%의 나이트록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가 자동으로 조절되어 공급
된다.
만약 다이버가 10m에서 다이

반폐쇄식 재호흡기
(SCR=Semi-closed Circuit Rebreather)

빙한다면 산소 65%, 질소

반면에 반폐쇄식은 센서와 자동 조절기 등의 복잡한 기능을 없애고 기

35%의 나이트록스를 사용

계적인 장치만으로 재호흡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산소와 컴퓨

하게 되며 이 경우는 질소

터 장비가 없으므로 소모된 산소량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 따라

부분압이 0.35×2기압 =

서 다이버가 힘든 다이빙을 할 경우에도 충분한 양의 산소를 지속해

0.7기압으로 수면에서 일

서 공급해야 하는데, 순수 산소는 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나이트록스

반 공기를 사용할 때 산

를 연속적으로 공급한다. 물론 다이빙하는 최대 수심을 사전에 결정

소 부분압이 0.79기압인

하여 그 수심에 알맞은 성분의 나이트록스를 재호흡기에 충전해야 한

다. 반폐쇄식 재호흡기는 나이트록스를 일정한 비율로 지속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폐쇄회로 내에 기체가 점차 증가하게 된다. 따
라서 일정 압력 이상으로 초과하는 기체는 드라이슈트의 자동 배
기밸브와 같이 저절로 배출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래서 반 폐쇄식
장비는 주기적으로 거품이 배출되는 것이다.
완전폐쇄식 재호흡기는 기체의 사용 효율이 높고 더 오래 잠수
할 수 있는 데 반하여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다. 반 폐쇄식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수심과 기체가 제한되며 완
전폐쇄식과 비교하면 수중 체류시간이 짧다.

재호흡기 활용
예를 들어, 선박을 이용하여 10명의 다이버가 3박 4일 동안 다이
빙 투어를 간다고 생각해 보자. 1인당 하루 3개의 탱크를 소모하
면 하루에 총 30개, 나흘 동안 120개의 탱크를 사용해야 한다.
컴프레서가 없다면 120개의 탱크를 운반해야 하고 컴프레서가
있다 해도 하루 30개의 탱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만약 10명이 8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재호흡기를 준
비한다면 얼마나 여유로운 다이빙이 될 것이다.
특히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재호흡기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수심
100m에서 30분 체류할 경우 개방식 스쿠바를 이용한다면 6시간
이상의 감압 시간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탱크도 12개 이상
지니고 다이빙해야 한다. 그러나 재호흡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
압 시간이 3시간 정도로 줄어들고 재호흡기 이외에 비상용 감압
기체만 준비하면 된다.
수중 동굴 탐험의 분야에서는 재호흡기를 빼놓을 수 없다. 외국
의 유명한 수중 동굴들은 길이가 약 10km 이상인 경우도 있으
며 이렇게 먼 거리의 동굴을 탐사하려고 한다면 더블 탱크로도
어림없다. 그뿐만 아니라 무거운 탱크를 좁은 공간에 운반해야
하는 것도 무척 고된 일이다. 따라서 동굴 다이빙에서는 일찍부
터 재호흡기를 사용해 왔다.
재호흡기는 시간의 연장과 장비의 무게를 줄인다는 확실한 효과
는 물론, 거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중생물에 더욱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문적인 수중사진가나 방송촬영
등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호흡기를 사용하면 경계심
많은 수중생물이 가깝게 다가서고, 때로는 호기심을 보이며 적극
적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재호흡기는 산소 부분압이 높은 기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감압병
의 예방, 다이빙 후 피로도 경감, 무감압한계시간 연장, 노약자
또는 비만인 다이버에게 유리하며, 비행기 탑승이나 고지대로 이
동할 경우 감압병의 확률을 낮추어 주는 등 다이버의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호흡기체 속에 습기가 포함되어 있어 다이빙 도중
목이 마르지도 않는다. 호흡을 아낄 필요도 없고, 호흡에 따라
부력이 변하지도 않는다.

재호흡기에 대한 자세

재호흡기는 본질적에서 기능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개방식과는 전혀

필자는 지난 15년간 다양한 다이버들에게 재호흡기를 가르쳐 왔다.

다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재호흡기는 처음 배우기 시작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재호흡기 교육과 사용에 대한 몇 가지 규칙을

할 때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숙달되어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정해놓았다.

바로 이때가 함정에 빠질 기회이기 때문이다.

우선 재호흡기 교육은 정확하게, 철저히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호

네 번째는 재호흡기는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재호흡기는 소다라

흡기는 일종의 생명 유지장치이다. 재호흡기를 정확하게 배우지 않고

임, 배터리, CNS, 감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다.

어깨너머로 배워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안전을 보장할

다이버는 이런 제한요소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지켜야 한다. 개방식

수 없다. 또한, 정식 과정을 통하여 배우더라도 배운 내용을 무시하고

장비로 무감압 다이빙을 할 경우에는 공기의 누출이나 계기의 고장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그 또한 위험하다.

등이 약간의 불편한 요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재호흡기

두 번째는 겸손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호흡기를 배우는 다

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런 제한

이버들은 다이빙 강사 또는 경험이 많은 다이버들이다. 이처럼 경험

요인들을 잘 살펴야 한다.

이 많은 다이버들은 대부분 다이빙하면서 주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

개방식 다이빙이 시내 운전이라면 재호흡기는 고속도로 운전과 비교

우가 많다. 즉 동료 다이버들이나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과 다이빙할

할 수 있다. 출발 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운전 중에는 전후, 좌우 방향

경우보다 완벽한 자세와 숙달된 기술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때로

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속도계, 유량계 등 각종 계기판을 확인해야

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신으로 인하여 다른 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이빙 전·후 점검과 다이빙 도중 지속적인 관

버들이 다이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기 싫어서 계속 다이빙하

찰이 필요하다.

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이런 심리적인 부담이나 과시욕이 위험을 초래

재호흡기는 첨단 기술력의 산물이다. 따라서 재호흡기를 사용하면 보

할 수 있다. 아무리 다이빙 경험이 많더라도 재호흡기를 새로 배우기

다 효과적이고 개방식으로 할 수 없는 다이빙 활동을 누릴 수 있다.

시작했다면, 마치 오픈워터 다이버처럼 약 30~50시간 이상의 충분한

반면에 보다 진지하고 철저한 자세가 필요하다.

경험을 가져야 비로소 재호흡기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말할

다이빙 전문가들은 결국 미래의 다이빙 형태는 재호흡기의 형태로 발

수 있을 것이다.

전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제 우리 나라도 재호흡기 사용자가 빠르

세 번째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이빙을 과감히 중단해야 한

게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그 숫자가 미미하다. 성

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다이버라도 재호흡기를 배우면 마치 다이빙

큼 다가온 재호흡기의 시대에 얼리 어댑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아직

을 처음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재호흡기 초보 다이버가 되는 것이다.

두고 볼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이다.

Significanc

다이빙을 배우고 즐기면서 처음 100m 수심에 도달했던 순간, 처음

테크니컬 다이빙을 해 오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왜 테크니컬 다이

재호흡기를 착용하고 물속에서 버블 소리 없이 물고기들과 마주보던

빙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아왔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이빙

순간, 어두운 동굴 속에서 라이트를 비추는 순간 나타나는 아름다운

을 즐기는 이유는 다를 수 있지만 필자가 테크니컬 다이빙의 매력에

동굴 경치에 감동하던 순간, 아직도 사람들의 인기척이 느껴지는 깊

빠지고 지속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은 침몰선 안쪽에서 오래된 흔적을 발견했던 순간 등은 평생 잊지 못
할 소중한 순간들이다.

신선함

물론 스쿠버다이빙을 처음 배우던 순간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반복적인 일에 식상하게 된다. 그것이 일이든 레저든 비슷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보다 큰 감동과 성취감이 수반된다. 이런 감

한 활동이 무한 반복될 경우 싫증을 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사

동과 성취감이야말로 다이버로 하여금 끊임없이 테크니컬 다이빙에

람들이 레저를 즐기는 이유도 이런 반복적인 일상을 탈피하고자 하

전념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는 욕구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스쿠버다이빙도 오랜 기간 동안 하
다 보면 때로는 약간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필자는

다양함

바로 그 시점에 테크니컬 다이빙이란 새로운 분야를 접하게 된 것이

필자는 스쿠버다이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통수단과 같다고

다. 처음 테크니컬 다이빙을 접했을 때는 나이트록스와 반폐쇄식 재

생각한다. 수중에서 사용하는 스쿠버 장비는 우리를 멋진 공간으로

호흡기 정도가 전부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배우면 배울수록 더 깊

안내하는 이동수단이다. 따라서 우리는 스쿠버다이빙을 통하여 수

고 넓은 세계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마치 우물 안에서 큰 소리치던

중의 경치를 구경하고, 수중사진을 촬영하고, 수중생물들과 교감한

개구리가 넓은 바다를 만난 것처럼 하고픈 것, 배우고 싶은 것들이

다. 결국 스쿠버다이빙을 한다는 것은 바다의 모든 측면을 즐기게

산적해 있음을 발견했다. 물론 테크니컬 다이빙을 하면서 많은 지식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 다이빙에는 몇 가지 단서 조항이

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수반되는 성취감은 훨씬 컸다. 테크니컬

있다. 무감압한계 내에서, 공기를 사용하여, 수심 4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즐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테
크니컬 다이빙 장비를 활용하면 이보다 훨씬 더 폭
넓은 활동을 할 수 있다.
스포츠 다이빙에도 다양한 스페셜티 과정들이 있
다. 그러나 테크니컬 다이빙은 혼합기체, 대심도,
재호흡기, 동굴, 침몰선 등 분야 마다 배워야 할 내
용들과 준비하고 훈련해야 할 사항들이 훨씬 많다.
따라서 스포츠 다이빙의 스페셜티를 배우고 그 다
음 상급 과정으로 테크니컬 다이빙을 선택해도 좋
을 것이다. 하나의 예로 재호흡기 과정은 초급에
서 고급 과정까지 3~4 단계로 나누어진다. 즉, 첫
단계는 30m 무감압, 두 번째 단계는 45m 감압,
세 번째는 60m 혼합기체, 네 번째는 100m 혼합기
체 등의 과정으로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재
호흡기 100m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재호흡기
만으로 100시간의 다이빙 로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모두 배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듯 테크니컬 다이빙은 분야마다 전문성이 강하
여 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다. 따라서 다이버의 입장에서는 쉽게 싫증나지 않
고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대상인 것이다. 또 한 분
야를 습득하고 나면 그와 연관성이 있는 다른 분야
에 집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심도 감압 다이빙
을 배우면 스포츠 다이버는 도달할 수 없는 수심에
잘 보관되어 있는 침몰선이나 동굴 다이빙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업적인 기회
테크니컬 다이빙의 사업적인 부분은 다이빙을 직
업으로 하는 강사 또는 다이브 센터 등에게 해당되
는 사항이다. 처음 테크니컬 다이빙이 국내에 도입
될 당시에는 테크니컬 다이빙이 대중화되고 다이
빙 산업의 커다란 부분을 점유할 것이라고 예측하
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소수의 매
니아 층만이 즐기거나 유행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
남에 따라 테크니컬 다이빙을 즐기는 인구는 꾸준
히 늘어났고 관련된 교육, 장비 등의 분야도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다이빙 계의 일부 사람들은 오
늘날 스포츠 다이빙 교육 시스템이 너무 쉽고 상업
화 되어 진정한 마니아층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테크니컬 다이빙을 즐

기는 사람들은 다이빙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활

사례이다. 사이드마운트라는 과정 하나 만으로도 많은 강사와 다이빙

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강사의 입장에서는 테크니컬 다이빙을

센터는 물론 장비 제조사의 입장에서 좋은 수익을 내는 부분이다.

가르치면 충성도 있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업
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증가하는 면이 있으며, 다이버의 입장에서는

안전성

한 분야에 전문성을 높여서 더욱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도 많은 안전 수칙과 장비들이 개발되어 있

점에서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다이빙을 직업으로 하

다. 그러나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은 대중성이라는 속성 때문에 대부분

는 강사의 경우, 보다 수익성이 높고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할 수

“~하지 말아라”
라고 표현되는 단편적이고 주입적인 규칙이 대부분이

있는 테크니컬 다이빙이야말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사업성을 높이는

다. 그러나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수많은 다이빙 이론과 훈련을 통하

가장 좋은 아이템인 것이다.

여 왜 그런 규칙이 필요한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주고, 다이버가 자

물론 아직도 테크니컬 다이빙 인구는 스포츠 다이빙에 비하여 소수에

신의 능력을 스스로 측정하여 능력 범위 안에서 다이빙할 수 있도록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스포츠 다이빙을 오래 즐겨온 다이버들에게는

가르친다. 예를 들면 스포츠 다이빙에서는 40m 미만에서 무감압으로

반복적인 투어나 다이빙 대신에 테크니컬 다이빙에 대한 호기심과 욕

다이빙하라고 가르치는 대신 40m 이상의 수심으로 다이빙하려면 어

구가 잠재해 있다. 따라서 강사나 다이빙 센터에서는 테크니컬 다이빙

떤 장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필요한 혼합기체와 사용 방식을 가

을 소개하는 것이 고객을 만족시키고 단골 고객을 오래 유지하는 가

르친다. 또한 모든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백업을 필수 안전요소로 채

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택한다. 다이빙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장비와 일정에 차질이 발생

또한 테크니컬 다이빙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기

할 경우를 대비하여 여분의 장비, 기체,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해야만

도 한다. 예를 들면 좁은 동굴을 빠져나가기 위해 개발된 사이드마운

테크니컬 다이빙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받은 대로 규정을 준

트의 경우 오늘날에는 많은 스포츠 다이버들도 쉽게 즐기는 스페셜티

수하여 테크니컬 다이빙을 수행한다면 오히려 스포츠 다이빙보다 더

가 되어 있다. 테크니컬 다이빙 기술이 스포츠 다이빙에 접목된 좋은

안전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테크니컬 다이빙이 주는 기회
다이빙 교육과 장비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이 변하고 발전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교육 과정이 새로 생겨나고, 사라졌
으며 무수히 많은 신 장비들이 개발되고 사라져 갔다. 이를테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재호흡기가 더 개선되어 대중화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필자 역시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전된 첨단 기술들이 기계식 스쿠버 장비보다는 전자식 재
호흡기 장비 쪽에서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작고 가벼운 장비로, 더 오래 더욱 넓은 범위를 탐사하고자 하는
인간의 희망은 지금 이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는 우리 나라에서의 테크니컬 다이빙은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꾸
준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테크니컬 다이빙은 유럽이나 미국과 같
은 선진국에서도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며 아직도 선진 각국
과 비교하여 국내의 테크니컬 다이빙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즉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는 테크니컬 다이빙의 붐이 시작되지 않았다
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하는 다이버나 강사에
게는 테크니컬 다이빙이 붐을 이룰 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이빙을 직업으로 생각하거나 다이빙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이빙 산업에서 블루오션으로 다가오는 테크니컬 다이빙의 기회를
활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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