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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읽어 보세요

이 짧은 사용자 지침서는 Unit의 전자 장비 변경 및 운영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대부분의 기능은 표준 
전자 장비와 동일하므로 이 지침서에서는 변경된 사항들 만을 설명한다.

이것은 Liberty 재호흡기 전체에 대한 지침서가 아니다. 전체 기능에 대한 설명은 기본 Liberty 사용자 
지침서를 읽는다.

고객 여러분, 여러분은 Liberty Rebreather 2021 edition이라고 불리는 CCR Liberty의 새로운 버전의 
전자 장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최첨단 다이빙 장비의 제조사들과 개발자들을 선두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소프트웨어 특성 또는 공통 하드웨어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지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변화의 열망에 전자 장치의 교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Liberty의 전자 장치는 사용자나 서비스 기술자가 접근할 수 
없는 뚜껑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Divesoft에서 직접 새로운 하드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자 장치 덮개의 개방 금지는 여전히 이 버전에도 적용됩니다. 전자 장치 덮개를 열지 
마세요. 전문적인 누수 테스트 없이 전자 장치 덮개를 개방하는 것은 전자 장치의 침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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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능

– BLE
•	저 에너지 블루투스
•	로그 다운로드 + 향후의 특징들

– GPS
•	통합됨, 각 로그는 dive site좌표를 가짐

– Air Integration
•	무선 송신기로부터 2개의 기체(산소와 diluent)를 판독

– 고장 Solenoid 감지
•	기능, 고착, 연결 끊김 상태

– CU 구획 내부의 습도 센서
•	공장 조립 동안 그리고 CU가 부분적으로 침수되었을 때, 사용자 경고를 위해 사용됨

– 지능형 HUD를 위한 준비

– 나침반

변경 사항

– O2 측정의 완전한 재 작업
– He 측정의 개선
•	정확도는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운영/수중에 있는 동안의 배터리 소비량 감소
•	OLED HS을 사용한 다이빙에서 35 시간 이상을 기대

– 대기 소비 전력의 상당한 감소
•	 6개월 동안 점퍼 연결 시 배터리의 50%까지 방전 - 더이상 배터리 점퍼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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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추가된 소프트웨어 기능들은 HW 개선 사항들과 연결됨

– CCR 실린더의 압력 표시
•	 Pre-dive 점검표 상
•	Dive mode 화면 상 : 선택적으로 막대 그래프 / 숫자 / 두가지 모두
•	Dive log 상 : l/min으로 소비량 전환을 포함한 산소
•	 BoCCR 화면 상

– 결함 있는 solenoid 경고 : 거짓 긍정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한다

– PC와의 무선 연결 (로그 다운로드)

– Buhlmann ZH-L 16 C
•	전환 가능한 B / C 계수

Liberty 2021 Edition

Liberty 재호흡기 2021 edition의 기본적 제어는 이전 버전의 전자 장치 및 소프트웨어와 동일하다. 위에 
열거된 새로운 특징들 만이 다르다.

이 지침서는 오직 변경된 사항들에 대한 Liberty 재호흡기의 사용 방법만을 설명한다. Liberty 
재호흡기의 기본적인 사용을 위해 http://www.divesoft.com/en/products/ccr-liberty/manuals에서 
찾을 수 있는 사용자 지침서를 계속 사용한다.

블루투스

Liberty 2021 Edition은 firmware 업로드, 로그 다운로드, 구성 설정 그리고 다른 특징을 위한 블루투스 
연결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현재 데스크 탑 컴퓨터와 이동 전화 모두를 위한 통신용 소프트웨어를 
기다리고 있다. 블루투스 통신은 곧 사용 가능할 것이다.

http://www.divesoft.com/en/products/ccr-liberty/man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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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GPS는 위치 측정을 위해 사용된다. GPS 데이터는 나침반 화면에 표시된다. 위치는 다이브 로그 파일에 
log in하여 wetnotes.com 또는 계획한 소프트웨어 같은 당신의 다이브 로그 작성 소프트웨어에 지도를 
통합할 수 있다.

Air Integration (공기 통합)

당신은 호환되는 모든 송신기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Shearwater / Aqualung / Pelagic.

송신기는 8 bar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면 자동적으로 활성화된다. 

송신기는 4 bar 이하의 탱크 압력에서 2분 후에 꺼진다. 송신기 1대는 300 시간의 작동 시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Liberty를 장기간(보관 중) 동안 가압된 상태로 두지 마시오.

송신기

– 다수의 송신기를 사용하는 경우, 두 개의 회색 전송기를 사용하지 말고 노란색 + 회색과 같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두 개보다 많은(최대 3개) 송신기는 권장되지 않는다 ; 무작위의 긴 신호에 대한 Drop out은 같은 
색상의 두 개의 송신기를 사용할 때 조차도 발생할 수 있다.

– Back-mounted unit에는 HP elbow를 사용하여 1 단계에 송신기를 위치시킨다. 공장 실험 방향은 
backplate와 평행이었다. (또다른 1 단계를 가리키도록)

– Side-mounted unit은 elbow가 필요하지 않다. 
– 짧은 HP 호스(15/20 cm)에 송신기를 설치하여 우발적으로 송신기가 분리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 범위 : 약 0.7~1 m. (이 범위보다는 적게)

송신기 pairing 절차

– 탱크 밸브 개방 : 송신기를 10~30초간 켜진 상태로 
둔다.

– AI 켬 (만약 꺼져 있다면)
– Setup / Wireless / Air integr. / On 순서로 전환.
– 만약 송신기를 이미 설정했다면, AI 기능을 끄는 것은    

일련 번호의 손실이 없을 것이다.
– Setup / Wireless / Air integr. / Oxygen 또는 

Setup / Wireless / Air integr. / Diluent 순서로    
송신기를 pairing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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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송신기가 켜져 있고 범위 안에 있는 경우, 일련 번호가 메뉴에 있어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Edit”를 통해 station 일련 번호의 마지막 6 자리를 설정한다.

만약 어떠한 센서라도 보이지 않으면, 송신기의 위치를 
재조정한다. 송신기의 위치를 재조정하고 항상 각 
위치에서 최소 10 초 동안 기다린다. 항상 송신기를 한번에 
한 개씩 설정한다. 송신기의 위치, 반응 또는 신호 오류는 
당신의 feedback에 따라 결정된다.

탱크 부피

탱크 부피를 위한 값은 반드시 정확한 기체 소비 계산을 
위해 설정되어야 한다.

산소 탱크 부피 : 산소 실린더의 부피는 l/min의 분당 산소 
소비량 계산을 위해 사용된다

Dil. 탱크 부피 : Diluent 실린더의 부피는 다이빙 모의 
실험에서만 사용된다.

Display (표시창)

실린더의 표시 압력이 절반으로 떨어지면 막대 그래프의 
색상이 노란색으로 변하고 압력이 설정된 예비량 아래로 
떨어지면 빨간색으로 변한다.

(Setup / Mixtures / End Pressure) 닫힌 실린더 또는 
dive simulation에서 쉽게 실험할 수 있다.

당신의 개인적 설정에 따라 주 화면에서 값 또는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 설정은 handset 마다 개별적이며, 그래서 당신은 각HS 
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Menu / Setup / Preferences / Display / Tank press.

또는 Dive mode / Setup / Display / Tank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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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시계 및 온도 값 대신에 숫자를 보기 원한다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

Solenoid 개방 상자 대신 그래프

또는 두가지 모두

Synoptic 화면은 그래프와 숫자 값이 모두 표시된다

신호 오류

– < 60 sec (60초 이하) : 마지막 값을 유지.
– 60 < 90 sec (60초 이상 90초 이하) : 노후 값(이전 값)은 여전히 읽을 수 있으며, 막대 그래프는 

회색이다.
– > 90 sec (90초 이하) : 빈 프레임, dash 값만 대신한다.
– c. Low transmitter battery (낮은 송신기 배터리) : 아래 경보 중 하나가 지속될 경우 송신기를 

교체한다.
– “Running out of battery (배터리 부족)” : 거의 빈 배터리가 매 5초 마다 막대 그래프 위에 나타난다.
– “Empty battery (빈 배터리)” : 매 5초 마다 굵은 “B”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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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표시창 설정

Solenoid 감지 실패
Solenoid는 일반적으로 6초 마다 좌-우측이 번갈아 개방된다. 만약 Solenoid 중 하나가 결함이 있지만 
여전히 기능적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장치는 매 6초 마다 비기능 Solenoid 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후 산소 
주입 간격은 실제로는 12초까지 연장된다. 이런 경우, 산소 공급은 분명히 불충분해진다.

Solenoid가 닫힌 상태로 막히거나 또는 완전히 단절된(연결 장치 고장) 경우 Solenoid 결함 감지가 
작동한다. 전자 장치는 Solenoid가 자극에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작동 여부를 평가한다. 만약 Solenoid
가 고장 난 경우, 다이버는 두개의 Solenoid 중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받을 것이다. 다이버는 
다이빙하는 동안 Menu / Setup / Faulty sensors / Other devices에 들어가서 고장난 Solenoid를 
비활성화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다이버가 Solenoid를 비활성화하는 즉시, 장치는 6초 간격으로 오직 하나의 Solenoid 만을 사용한다.

이것은 오직 경고일 뿐이며, 장치가 Solenoid를 자동적으로 비활성화 하지는 않는다.

경고는 Solenoid 반응(cca 30~50초 지연)이 다수 실패한 후에 발생하므로, 이 경고에 의존하지 않는다. 
“개방 상태로 고착” Solenoid 시나리오에서, 당신은 Solenoid 고장 경고 훨씬 이전에 ppO2 creep 또는 
spike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나침반
나침반은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 중에 있으며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나침반 모듈은 head 내부의 
CU board에 위치해 있고 다이빙 탱크와 backplate 주변의 큰 자기장을 피해야 하는 상당한 도전을 
해야한다. 우리는 이것이 적절한 정확성으로 작동되는 즉시 이 기능을 활성화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비활성화 상태로 둘 것이다.

알고리즘 변경
새로운 firmware는 감압 알고리즘의 변경을 허락한다. 최근의 Liberty firmware는 오직 Buhlmann 
ZHL-16B 알고리즘 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알고리즘은 원래 감압 테이블을 위해 개발된 것이며 더욱 
정확한 조직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 Buhlmann ZHL-16C는 낮은 컴퓨터 연산 능력을 사용하는 단순한 
다이빙 컴퓨터 시대에서 감압 컴퓨터를 위해 개발되었다. 이런 이유로, 계수는 조절되고 반올림(안전한 
방향으로)된다, 그래서 감압 중에 컴퓨터는 더욱 쉽고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강력한 
프로세서에서는 반올림 같은 것이 불필요하지만, Buhlmann ZHL-16C 알고리즘은 계산을 위해 더 많은 
보수성을 가져오므로 보다 안전하다.

Setup / Decompression / Algorithm

설정은 다이빙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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