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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 다이빙 전 운동강도의 차이가 스쿠버 다이빙 후 정맥 

기포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길형, 현광석, 박정민 

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 

서 론 

스쿠버 다이빙은 수면에서 활동하는 일반적인 스킨다이빙에 비해 

장시간 깊은 수심에서의 수중 활동을 의미하며, 압축된 공기를 공기조

절 장치를 통해 흡입하고 배출하는 호흡 형태를 의미한다[1]. 이러한, 

스쿠버 다이빙은 수중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압축된 공기통을 메고 

호흡함으로써 수중환경의 제한적 요인들을 극복하는 스포츠를 의미

하며, 수중환경에서의 활동은 인체의 다양한 변화와 생리학적 요인의 

제약 사항에 의한 신체 항상성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 또한, 스쿠버 다이빙과 같은 수중환경에서의 운동은 높은 수

압을 견디며 다양한 혼합기체로 호흡해야 하는 특수한 스포츠이기 때

문에 외부온도나 환경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신체의 다양

한 생리적인 변인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수중 

환경에서의 인체적 제약사항은 수온, 수압, 조류 및 염도 등과 같은 다

양한 환경적 변인과 물의 밀도 차이로 인한 높은 수압은 인체에 커다

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5], 수온에 의한 체온 저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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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re-scuba diving exercise intensity on vein bubble formation after scuba diving.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Non-Exercise group (NEG/n=20) and Low Intensity-Exercise group (LEG/
n=20) and Moderate Intensity-Exercise group (MEG/n=20) and High Intensity-Exercise group (HEG/n=20). The LEG group and 
MEG group and HEG group took part in the exercise program on pre-scuba diving.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Subclavian vein of Left bubble grade, there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NEG group and MEG group and HEG group. Second, As for the Subclavian vein of Right bubble grade, there were signifi-
cantly increased in NEG group and MEG group and HEG group. Third. As for the Right atrium of bubble grade. There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NEG group and MEG group and HEG group.

CONCLUSIONS: As conclusions,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pre-scuba diving exercise intensity could improve the vein bubble for-
mation of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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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에 의한 압력 불균형은 스트레스성 과호흡(hyperventilation)과 폐

압착(lung squeeze) 및 잠수 반사(dive reflex)와 공기색전증(air embo-

lism)이나 감압병(decompression sickness)과 같은 잠수병의 위험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이러한, 수압의 변화는 수심이 10 

m 깊어질 때마다 1기압이 증가하는 것으로 수심이 증가할수록 인체

는 외부압력에 의한 신체적 압박도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7]. 또한, 수압의 변화는 심장기능의 심장박동수의 변화와 

더불어 심박출량 및 동맥압과 혈관의 저항에 영향을 주어 압축공기 

중의 산소와 질소 가스에 의한 신체적 기능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8], 수압의 증가로 인한 산소부분압의 증가와 호흡공

기밀도의 증가는 폐로 유입되는 기체의 분압도 증가시켜 폐포에서 혈

액과 만나 액화되는 기체분자수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9]. 이렇게, 수압의 증가로 인한 주위압력의 증가는 헨리의 법칙에 의

한 압력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압력 

평형과 깊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기체분자가 분압이 높은 폐를 

떠나 인체조직으로 축적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체조

직과 폐의 용해기체 전달은 폐와 인체조직과 혈액내의 분압이 같아지

는 현상으로 호흡 시 산소는 인체로 용해되어 각 조직에 전달되어 에

너지원으로 사용되어 소모가 진행되지만, 질소는 폐보다 분압이 낮은 

경우 인체에 용해되어 소모되지 않고 체내에 계속 축적되는 것이다

[10]. 이렇게, 체내에 축적된 질소는 수압의 변화와 수중활동 시간의 변

화에 따라 그 축적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체내에 축

적된 질소 용해량이 혈액과 폐와 같은 분압 조건이 되면 주변의 압력

에 맞추어 질소의 흡수와 배출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질소의 흡수

와 배출은 체내 질소 축적량의 포화상태에서는 압력의 변화가 없는 

한 더 이상의 축적현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질소의 배출은 정상적인 감압활동 시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이는, 급속한 압력감소는 질소의 배출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체내 질소 축척량을 급속도로 높이는 용해질소 포화상태의 원인이 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9]. 이렇게, 압력 변화로 인한 체내 질소 축

적 요인을 이상기압관련 장애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상기압

관련 장애는 흔히 잠수병이라 불리는 감압병을 의미한다[7]. 이러한, 

감압병은 감압을 시행하지 않거나 표준화된 감압방법을 따르지 않고 

급속한 감압변화를 실시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11] 체내에 잔류한 불활성기체인 질소의 배출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수중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감압병에 이환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또한, 불안정한 감압에 의해 생성된 불활성기체인 

질소는 기포형태로 체내에 축척되어 혈관을 통해 신체 전체로 이동하

여 약한 조직에서부터 강한 조직까지 점진적으로 축척되어 감압병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상승속도, 최대산소섭취량, 나이, 

비만도에 따라 체내에 축척량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3]. 

이렇듯, 감압병은 수중환경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인간이 극복해야 

할 주요요인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

며, 그중 신체활동을 통한 운동방법이 감압병의 주요요인인 체내 불활

성기포의 축척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4]. 하지만, 세

계적인 스쿠버 다이빙 관련단체들은 스쿠버 다이빙 전후 운동방법으

로 가벼운 유산소운동은 권장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운동강도에 대한 

방법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쿠버 다이빙 전 간헐

적 운동방법[13]과 중강도 에어로빅[15] 및 스쿠버 다이빙 전 운동의 효

과[16,17]를 보고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안전한 수중환경에서의 다이빙 

활동과 스쿠버 다이빙 시 일어날수 있는 환경적 손상예방 및 수행 메

뉴얼에 관한 연구를 통한 검증과 평가를 시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수한 환경에서 활동를 수행하여야 하는 스쿠

버 다이버들의 수중활동 전 운동강도의 차이가 이상기압관련 장애로 

불리는 잠수병의 원인과 정맥기포형성의 변화를 관찰하여 스쿠버 다

이빙에 관한 효율성 및 안전성에 필요한 자료와 기술을 정립하고, 안전

한 수중활동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필리핀 C주 L City에 근무하고 있는 NAVY Na-

val Special Operations Group (NASOG)의 NAVY SEAL Diving Unit 대

원 20명으로 심해잠수경력이 5년 이상, 년 평균 50회 이상의 스쿠버 다

이빙을 수행하는 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앞서 본 연구의 취지를 충

분히 이해하고 실험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피험자들로 선

정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 후 실험에 참

여 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의 그룹선정은 그룹 간 동질성을 성립하기 위

하여 같은 대상자들로 4회에 걸쳐 실시 하였으며, 고강도 운동 후 다이

빙 그룹, 중강도 운동 후 다이빙 그룹, 저강도 운동 후 다이빙 그룹, 비 

운동 대조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설계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실험 설계 및 절차는 Table 2와 같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tems Age (yr) Height (cm) Weight (kg) BMI (kg/m2)

Divers (n=20) 31.72±3.73 172.34±9.46 72.63±8.62 20.42±3.28

All data represent means±standard deviation.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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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환경 설정

본 연구는 환경적 요인의 변화에 민감한 연구로 환경적 요인의 동질

성을 성립하기 위하여 현지 환경의 평균치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환

경적 요인의 평균에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환경의 특성은 

Tables 3, 4와 같다. 

4. 운동 강도 설정 

본 연구의 운동 강도는 크게 3가지로 구성하였으며, ACSM [18]에서 

권고한 운동 강도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강도설정을 하였다. 각 집단별 

운동량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운동방법은 트레드밀 달리기를 통하

여 운동강도를 조절하였다. 또한, 피험자들의 운동 강도를 정량화시키

기 위하여 개개인의 안정시심박수를 목의 경동맥에서 측정한 후 Kar-

vonen공식을 이용하여 개인별 산출공식을 적용하였다. 저강도 운동은 

HRR 30% 이하의 강도로 목표심박수 약 116회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중강도 운동은 40-70%의 강도로 목표심박수 약 132회 운동을 실시하

였다. 또한, 고강도 운동은 HRR 80% 이상의 강도로 목표심박수 160회 

운동을 실시하였다. 운동 중에는 휴식 시간을 갖지 않는 방식으로 진

행하였으며, 심박수 측정은 가슴 밴드형 심박계가 내장되어 있는 다이

빙 컴퓨터 운동강도설정의 GALILEO SOL (SCUBA PRO, Wisconsin,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5. 측정항목 및 방법

본 연구의 변인측정은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제 스쿠

버 다이빙 강사 평가관과 필리핀 NAVY SEAL Diving 교관의 입회하

에 스쿠버 다이빙 강사 3명, 보조 강사 2명에 연구참여 대상자 2인을 

한 그룹으로 만들어 실시하였다. 

1) 심박수 측정 

본 연구의 심박수 측정은 다이빙 컴퓨터 GALILEO SOL (Uwatec, 

US)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대상자들의 가슴에 수중 심박 수신기

인 POLAR T3를 착용하고 다이빙 활동 전과 후, 컴퓨터에 GALILEO 

SOL을 연결하여 시간대별 심박수를 측정하였다.

2) 정맥기포검사

본 연구의 정맥기포검사는 혈중 기포의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헤드

셋과 초음파 probe가 연결되어 있는 초음파진단기(Doppler Bubble 

Monitor, Techno Scientific Ontario, Canada)를 이용하여 스쿠버 다이

빙 전과 후에 정맥기포검사를 측정하였다. 정맥기포검사는 쇄골하 정

맥(좌측, 우측)과 우심방 총 3부위에서 측정하였으며, 쇄골하 정맥 측

정은 초음파 probe를 통한 검사 준비를 마치면 측정 부위의 손을 쥐었

다 풀었다를 반복하여 총 2분간 측정하였다. 또한, 우심방 측정은 검사

준비를 마친 후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여 2분간 측정하였으며, 이

때 측정시간은 스쿠버 다이빙 후 5분을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Table 2. Study design

Items
Exercise time (min) Rest 

time (min)
Total dive 
time (min)

Bubble-checking time 
Warm-up Work-out Cool-down

Non-Exercise group (NEG/n=20) 10 40 10 60 35 Immediately after diving
Low Intensity-Exercise group (LEG/n=20) 10 40 10 60 35 Immediately after diving
Moderate Intensity-Exercise group (MEG/n=20) 10 40 10 60 35 Immediately after diving
High Intensity-Exercise group (HEG/n=20) 10 40 10 60 35 Immediately after diving

All data represent means±standard deviation.

Table 3. Diving Environment characteristics of group

Items Date Temp Humidity Water temp

Non-Exercise group (NEG/n=20) 2018. 2. 18 31 78 29
Low Intensity-Exercise group (LEG/n=20) 2018. 2. 21 31 79 29
Moderate Intensity-Exercise group (MEG/n=20) 2018. 8. 22 31 80 29
High Intensity-Exercise group (HEG/n=20) 2018. 8. 24 31 78 29

All data represent means±standard deviation.

Table 4. Diving Plan

Max Depth Temp. Bottom Time Total Dive Time Accent Rate
Accent Rate 
After Deco

Wave Deco Time

30 m 29°C 25 min 35 min 9 M/min 3 M/min 1 M 5 min at 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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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맥기포분석

본 연구의 정맥기포분석은 캐나다 국방청과 기상청의 연구기관인 

Defense and Civil Institute Environment Medicine (DCIEM)에서 De-

f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Canada (DRDC)로 명칭을 변경한 국제 

유일의 다이빙 기포 연구소 소속의 DCIEM Doppler technician David 

Eastmann & Corry Van den Broek에 의해서 분석하였으며, DCIEM 

Diving Masurel과 Kisman Masurel Code (K-M Code)의 Bubble Grade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정맥기포분석은 초음파측정기의 Echo 

분석방식으로 Frequency는 구간별 빈도의 변화를 나타내며, Percentage

는 구간별 빈도에 대한 %를 나타낸다. 또한, Amplitude는 구간별 진폭의 

변화를 나타낸다. K-M Code와 Bubble Grade는 Tables 5, 6과 같다.

6.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강도 운동그룹, 중

강도 운동그룹, 저강도 운동그룹, 비 운동 대조그룹 각각 20명씩을 대

상으로 각 네 집단에 대한 평균(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통계처리는 이원반복측정변량분석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여 2시기(사전 및 사후)

에 따른 4집단 간의 차이(2×4)를 분석하였다. ANOVA 검사 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경우, 각 집단의 시기 간 차이검증은 Paired t-test, 각 집

단 간 차이검증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Turkey 방법을 실시하였다. 이때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α =.05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1. 쇄골하 정맥 기포의 변화 

1) 쇄골하 정맥 좌측

운동강도에 따른 좌측 쇄골하 정맥의 변화는 Table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운동강도에 따른 좌측 쇄골하 정맥의 변화 중 Frequency의 변화

는 NEG (p=.001), MEG (p=.032), HEG (p=.000)에서 스쿠버 다이빙 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Percentage의 변화는 NEG 

(p=.016), MEG (p=.028), HEG (p=.000)에서 스쿠버 다이빙 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Amplitude의 변화는 NEG (p=.001), 

MEG (p=.019), HEG (p=.000)에서 스쿠버 다이빙 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LEG 그룹은 Frequency (p=.234), Percentage 

(p=.412), Amplitude (p=.094)에서 스쿠버 다이빙 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포의 변화는 스쿠버 다이빙 후에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동강도에 따른 좌측 쇄골하 정맥의 그

룹 간의 변화는 Frequency (LEG < MEG < NEG < HEG), Percentage 

(LEG < MEG < NEG < HEG), Amplitude (LEG < MEG <  NEG < HEG) 순

으로 나타났다.

2) 쇄골하 정맥 우측

운동강도에 따른 우측 쇄골하 정맥의 변화는 Table 8에 제시한 바와 

같다. 운동강도에 따른 우측 쇄골하 정맥의 변화 중 Frequency의 변화

는 NEG (p=.014), MEG (p=.001), HEG (p=.000)에서 스쿠버 다이빙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Percentage의 변화는 NEG 

(p=.042), MEG (p=.037), HEG (p=.000)에서 스쿠버 다이빙 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Amplitude의 변화는 NEG (p=.001), 

MEG (p=.018), HEG (p=.000)에서 스쿠버 다이빙 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LEG 그룹은 Frequency (p=.096), Percent-

age (p=.233), Amplitude (p=.068)에서 스쿠버 다이빙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포의 변화는 스쿠버 다이빙 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동강도에 따른 우측 쇄골하 정맥의 

그룹 간의 변화는 Frequency (LEG < NEG < MEG < HEG), Percentage 

(LEG < NEG < MEG < HEG), Amplitude (LEG < MEG <  NEG < HEG)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5. K-M Code of Bubble Grade

Code Frequency Percentage Amplitude

0 0 0 No
1 1-2 1-10 Ab<<Ac
2 3-8 10-50 Ab<Ac
3 9-40 50-99 Ab  Ac
4 Continuation 100 Ab>Ac

Table 6. K-M Code of Bubble Grade Analysis

fpa g fpa g fpa g fpa g

111 I- 211 I- 311 I 411 II-
112 I 212 I 312 II- 412 II
113 I 213 I+ 313 II 413 II+
114 I+ 214 II- 314 II 414 III-
121 I+ 221 II- 321 II 421 III-
122 II 222 II 322 II+ 422 III
123 II 223 II+ 323 III- 423 III
124 II 224 II+ 324 III 424 III+
131 II 231 II 331 III- 431 III
132 II 232 III- 332 III 432 III+
133 III- 233 III 333 III 433 IV-
134 III- 234 III 334 III+ 434 IV
141 I 241 III- 341 III 441 III+
142 III- 242 III 342 III+ 442 IV
143 III 243 III 343 III+ 443 IV
144 III 244 III+ 344 IV- 444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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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심방 기포의 변화 

운동강도에 따른 우심방 기포의 변화는 Table 9에 제시한 바와 같다. 

운동강도에 따른 우심방 기포의 변화 중 Frequency의 변화는 NEG 

(p=.001), LEG (p=.039), MEG (p=.014), HEG (p=.000)에서 스쿠버 다이

빙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Percentage의 변화는 NEG 

(p=.008), MEG (p=.006), HEG (p=.000)에서 스쿠버 다이빙 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Amplitude의 변화는 NEG (p=.000), 

NEG (p=.017), MEG (p=.019), HEG (p=.000)에서 스쿠버 다이빙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LEG 그룹은 Percentage 

(p=.222)에서 스쿠버 다이빙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포의 변화는 스쿠버 다이빙 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동강도에 따른 우심방 기포의 그룹 간의 변화는 Frequency 

(LEG < MEG < NEG < HEG), Percentage (LEG < NEG < MEG < HEG), 

Amplitude (MEG < LEG < NEG < HEG)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7. Subclavian vein of Left bubble grade

Items Group
K-M Code

Source F (p) Post-hoc
pre poet

Frequency NEG (n=20) 0.03±0.02 3.21±0.25##,+++ T 2.884 (.001) B<C<A<D
LEG (n=20) 0.02±0.01 1.84±0.11 G 1.032 (.234)

MEG (n=20) 0.02±0.02 2.34±0.65#,+ G×T 1.826 (.032)
HEG (n=20) 0.03±0.01 3.66±1.02###,+++ 3.032 (.000)

Percentage NEG (n=20) 0.03±0.02 2.86±0.28#,++ T 2.438 (.016) B<C<A<D
LEG (n=20) 0.02±0.01 1.22±0.32+ G 0.904 (.412)

MEG (n=20) 0.02±0.02 2.48±0.84#,++ G×T 1.912 (.028)
HEG (n=20) 0.03±0.01 3.84±1.21###,+++ 3.242 (.000)

Amplitude NEG (n=20) 0.03±0.02 3.33±0.68#,+++ T 2.904 (.001) B<C<A<D
LEG (n=20) 0.02±0.01 2.02±0.61#,+ G 1.132 (.094)

MEG (n=20) 0.02±0.02 2.84±0.72#,++ G×T 2.428 (.019)
HEG (n=20) 0.03±0.01 3.92±1.64###,+++ 3.406 (.000)

A: Non-Exercise group. B: Low Intensity-Exercise group. C: Moderate Intensity-Exercise group. D: High Intensity-Exercise group. T: time. G: group. G×T: 
group×tim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pre-and post-values: #p<.05, ##p<.01,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p<.05, ++p<.01, +++p<.001.
Significantly interaction among groups and time: *p<.05, **p<.01, ***p<.001.

Table 8. Subclavian vein of Right bubble grade

Items Group
K-M Code

Source F (p) Post-hoc
pre poet

Frequency NEG (n=20) 0.02±0.02 2.88±0.62#,++ T 2.440 (.014) B<A<C<D
LEG (n=20) 0.02±0.01 2.04±0.82+ G 1.112 (.096)

MEG (n=20) 0.01±0.01 3.21±0.74##,++ G×T 2.844 (.001)
HEG (n=20) 0.01±0.01 3.43±1.14###,+++ 2.982 (.000)

Percentage NEG (n=20) 0.02±0.02 2.42±0.62#,++ T 1.962 (.042) B<A<C<D
LEG (n=20) 0.02±0.01 1.84±0.64+ G 1.008 (.233)

MEG (n=20) 0.01±0.01 2.62±0.38#,+ G×T 1.808 (.037)
HEG (n=20) 0.01±0.01 3.77±1.06###,+++ 3.126 (.000)

Amplitude NEG (n=20) 0.02±0.02 3.32±1.02#,+++ T 2.903 (.001) B<C<A<D
LEG (n=20) 0.02±0.01 2.12±0.84#,+ G 1.133 (.068)

MEG (n=20) 0.01±0.01 2.88±1.02#,++ G×T 2.429 (.018)
HEG (n=20) 0.01±0.01 3.93±1.04###,+++ 3.407 (.000)

A: Non-Exercise group. B: Low Intensity-Exercise group. C: Moderate Intensity-Exercise group. D: High Intensity-Exercise group. T: time. G: group. G×T: 
group×tim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pre-and post-values: #p<.05, ##p<.01,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p<.05, ++p<.01, +++p<.001.
Significantly interaction among groups and time: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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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스쿠버 다이빙 전 운동강도의 차이가 스쿠버 다이빙 후 체

내 정맥기포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이상기압관련 장애로 불

리는 잠수병의 원인인 불활성기체의 체내 축적과 운동의 효과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특수한 환경에서 활동를 수행하여야 하는 스쿠버 다이

버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다이빙을 위한 수중활동의 지침을 제공하고

자 수행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토대로 스쿠버 다이빙 전, 후의 

체내 정맥기포 형성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스쿠버 다이빙(SCUBA Diving)은 대자연에 대한 인간의 투지와 한

계극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모험 스포츠로서[19], 스쿠버란 Self-Con-

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 (SCUBA)의 약자로 우리말로

는 ‘수중 자가 호흡기’란 뜻을 가지고 있다[7]. 이러한, 스쿠버 다이빙은 

수중에서 압축된 공기통을 메고 잠수하여 공기조절 장치를 통해 호흡

하는 잠수 활동으로 장시간 깊은 수심에서의 수중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20] 특수한 환경인 수중환경에서의 운동은 환경적 제한 요인들

의 극복과 인체의 적응에 있지만, 높은 수압과 다양한 혼합기체로의 

호흡은 외부온도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신

체의 다양한 생리적인 변인에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3,4]. 이렇듯, 스쿠

버 다이빙은 수온과 수압, 조류 및 염도 등과 같은 다양한 수중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불안전한 호흡과 압력변화로 인한 감압병(decompres-

sion sickness)과 같은 잠수병의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21], 그중 압력과 공기의 변화에 의한 잠수병의 위험요인은 돌

이킬 수 없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이러

한, 잠수병의 주원인 수중환경에서의 압력과 공기의 관계는 다양한 물

리적 법칙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그중 압력의 변화와 밀도의 차이 

및 수중환경에서의 감압속도는 잠수병의 요인 현상으로 매우 중요하

게 인식되고 있다[22]. 하지만, 잠수병의 원인인 체내 불활성 기체의 축

적은 감압속도의 변화와 인체적 개별성에 의하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불활성 기체와 잠수병의 관계는 연령과 체지방 및 건

강 상태와 신체적 요인에 의에서 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3]. 이

렇게 다양한 요인에 의한 수중활동의 제약사항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 접근 방법에 의한 해결방안들을 제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중 

스쿠버 다이빙과 신체활동량 및 운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스쿠버 다이빙 시 불안전한 감압의 변화는 잠수병의 

주요인인 체내불활성 기포의 형성을 높이는 것으로 그 위험성 또한, 더

욱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24]하고 있으며, 감압 시에는 신체적 활동량

이 줄어들어 불안전한 감압은 체내 정맥 기포형성을 증가시키는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25]. 또한, 쥐를 대상으로 한 불안전한 압력 변화 전 

운동이 감압병의 신경학적 발병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14]하고 

있으며, 인간을 대상으로 한 다이빙 전 고강도 에어로빅 운동이 체내 

불활성 기포형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16]하였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로서 스쿠버 다이빙 전 운동 그룹이 비 운동 대조

그룹에 비해 전반적으로 체내 불활성 기포형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저강도 운동 그룹은 비 운동 대조그룹에 비

해 체내 불활성 기포형성이 쇄골하정맥 양쪽과 우심방에서 현저히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강도 운동그룹 또한, 불활성 기포형성이 비 

운동 대조그룹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강도 운동그룹

Table 9. Right atrium of bubble grade

Items Group
K-M Code

Source F (p) Post-hoc
pre poet

Frequency NEG (n=20) 0.00±0.01 3.38±1.26##,+++ T 2.926 (.001) B<C<A<D
LEG (n=20) 0.02±0.01 2.62±0.84#,++ G 1.809 (.039)

MEG (n=20) 0.02±0.02 2.96±0.92##,++ G×T 2.444 (.014)
HEG (n=20) 0.02±0.01 3.86±1.38###,+++ 3.232 (.000)

Percentage NEG (n=20) 0.00±0.01 3.02±1.24###,++ T 2.668 (.008) B<A<C<D
LEG (n=20) 0.02±0.01 1.88±0.69+ G 1.004 (.222)

MEG (n=20) 0.02±0.02 3.08±0.88###,++ G×T 2.802 (.006)
HEG (n=20) 0.02±0.01 3.94±1.38###,+++ 3.412 (.000)

Amplitude NEG (n=20) 0.00±0.01 3.62±0.68###,+++ T 3.024 (.000) C<B<A<D
LEG (n=20) 0.02±0.01 2.88±1.02##,++ G 2.432 (.017)

MEG (n=20) 0.02±0.02 2.86±0.94##,++ G×T 2.426 (.019)
HEG (n=20) 0.02±0.01 3.96±1.52###,+++ 3.412 (.000)

A: Non-Exercise group. B: Low Intensity-Exercise group. C: Moderate Intensity-Exercise group. D: High Intensity-Exercise group. T: time. G: group. G×T: 
group×tim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pre-and post-values: #p<.05, ##p<.01,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p<.05, ++p<.01, +++p<.001.
Significantly interaction among groups and time: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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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 운동 대조그룹에 비해 체내 불활성 기포형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전반적인 운동의 효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 시작 

전 제시한 운동강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위와 같이, 스쿠버 다이빙은 수중환경에서의 제한적 요인을 극복하

는 특수한 스포츠로 다양한 생리학적 변인들의 변화를 확인할 필요

가 있으며, 환경적 불안전 요인으로 인한 인체의 생리학적 기전에 변화

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운동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중환경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서의 인체적 변화 요인과 이를 효

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신체활동과 운동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더

욱 다양하게 일어나야 할 것이며,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수중환경에서

의 신체적 변화와 운동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운동강도와 운동량과 

같은 운동생리학적 접근에 의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연구결과들을 적

립한다면 스쿠버 다이빙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다 안전한 수중활동을 위한 교육적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스쿠버 다이빙 전 운동강도의 차이가 스쿠버 다이빙 후 

체내 정맥기포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이상기압관련 장애로 

불리는 잠수병의 원인인 불활성기체의 체내 축적과 운동의 효과에 대

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토대로 스쿠버 다이빙 전후의 체내 

정맥기포 형성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론을 얻었다.

1. 스쿠버 다이빙 전 운동강도의 차이가 스쿠버 다이빙 후 체내 정

맥기포 형성의 변화 중 좌측 쇄골하 정맥의 변화는 Frequency, Percent-

age, Amplitude 모두 운동하지 않은 그룹과 저강도 운동그룹, 중강도 

운동그룹, 고강도 운동그룹에서 스쿠버 다이빙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증가하였으나, 저강도 운동그룹은 체내 정맥기포 형성은 발생하

였으나 Frequency는 나머지 그룹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또한, 그룹 간의 변화는 Frequency, Percentage, Ampli-

tude 모두 저강도 운동그룹<중강도 운동그룹<운동하지 않은 그룹<

고강도 운동그룹 순으로 나타났다.

2. 스쿠버 다이빙 전 운동강도의 차이가 스쿠버 다이빙 후 체내 정

맥기포 형성의 변화 중 우측 쇄골하 정맥의 변화는 Frequency, Percent-

age, Amplitude 모두 운동하지 않은 그룹과 저강도 운동그룹, 중강도 

운동그룹, 고강도 운동그룹에서 스쿠버 다이빙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그룹 간의 변화는 Frequency와 Percentage는 저

강도 운동그룹<운동하지 않은 그룹<중강도 운동그룹<고강도 운동

그룹 순으로 나타났으며, Amplitude는 저강도 운동그룹<중강도 운동

그룹<운동하지 않은 그룹<고강도 운동그룹 순으로 나타났다.

3. 스쿠버 다이빙 전 운동강도의 차이가 스쿠버 다이빙 후 체내 정

맥기포 형성의 변화 중 우심방 기포의 변화는 Frequency, Percentage, 

Amplitude 모두 운동하지 않은 그룹과 저강도 운동그룹, 중강도 운동

그룹, 고강도 운동그룹에서 스쿠버 다이빙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그룹 간의 변화는 Frequency는 저강도 운동그룹<중

강도 운동그룹<운동하지 않은 그룹<고강도 운동그룹 순으로 나타났

으며, Percentage는 저강도 운동그룹<운동하지 않은 그룹<중강도 운

동그룹<고강도 운동그룹 순으로 나타났다. Amplitude는 중강도 운동

그룹<저강도 운동그룹<운동하지 않은 그룹<고강도 운동그룹 순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스쿠버 다이빙 전 운동강도의 차이가 스쿠

버 다이빙 후 체내 정맥기포 형성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이를 토대로 스쿠버 다이빙 전 운동조절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중활동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개개인에 맞

는 운동강도와 신체활동을 적용한다면 수중환경적 요인에서 올 수 있

는 신체적 불안정 요인에 의한 손상 및 상해 위험률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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