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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arwater Teric 
펌웨어 공개 주의사항

버전 18 2020.06.01

이번 공개 사항은 주요 기능에 관한 것은 아니나 사용자들께서는 일부 부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조건에서 “워치도그 초기화” 오류가 일어나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 문제는 충전 후 
저전력 대기 상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주거나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CC/BO일 때 다이브 로그 가스 목록이 교체되던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다이브 로그에만 영향이 
있었습니다. 

게이지 모드가 GTR/SAC일 때 옵션값이 “꺼짐(게이지)”이 아니라 “꺼짐(게이지) 꺼짐”으로 
표시되던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주의

수정

수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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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arwater Teric 
펌웨어 공개 주의사항

버전 17 2020.03.04

이번 공개 사항은 주요 기능에 관한 것은 아니나 사용자들께서는 일부 부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압 가스”를 가스로 고려하는 O2 % 임계값이 이제 40% O2입니다(이전 값은 50%). 이로써 현재 
Perdix/Petrel/NERD 2 릴리스와 일치합니다.

다이브 로그에 표시되는 SAC 계산이 Perdix Ai와 일치시키기 위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일부 모델의 다이브 모드 시작 화면에 “EN250”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충전기에 두면 장치가 멈추지 않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전력 
소모가 일어나 화면이 꺼지고 수동으로 다시 켜야만 했습니다.

수면 휴식 시간이 45일 이상일 때 로그되고 잘못 표시되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수면 휴식 시간 
로그값은 이제 최대 45일로 제한됩니다. 45일보다 클 경우 “> 45days”로 표시됩니다.

!
주의

수정

변경

변경

수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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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arwater Teric 
펌웨어 공개 주의사항

본 업데이트는 모든 Teric 사용자에게 권장합니다. 새 기능을 추가하고 부차적인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지원 언어:
• 繁體中文  (번체)
• 简体中文  (간체)
• 日本語   (일본어)
• Español  (스페인어)
• 그 외 언어는 준비되는 대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신호음에 저주파를 추가하여 일부 사용자들이 더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주의

추가

추가

GF99가 GF High보다 높을 때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100%보다 클 때는 계속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SurfGF가 100% 이상일 때 더 이상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SurfGF 색깔은 현재 
GF(GF99)를 따릅니다. 즉, 현재 GF99가 GF High보다 높으면 SurfGF는 노란색으로, 100%보다 
크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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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arwater Teric 
펌웨어 공개 주의사항

가스 PPO2가 안전 범위를 벗어나면 감압 플래너가 가스를 빨간색으로 표시하며 경고합니다.추가

PPO2/MOD 경고를 변경했습니다. 새 동작 방식:

• High PPO2 경고 메시지: PPO2 > (PPO2 High 한계 + 0.03)인 경우에만 발동합니다. 

• PPO2 색깔 코딩: PPO2 > (PPO2 High 한계 + 0.03) 또는 PPO2 < (PPO2 Low 한계)인 경우 
빨간색. (PPO2 High 한계 - 0.03) < PPO2 <= (PPO2 High 한계 + 0.03)인 경우 노란색. 

• 가스 색깔 코딩: PPO2 > (PPO2 High 한계 + 0.03) 또는 PPO2 < (PPO2 Low 한계)인 경우 
빨간색. 더 알맞은 가스가 있는 경우 노란색. 

• OC 및 BO 모드 MOD 색깔 코딩: PPO2 > (PPO2 High Limit + 0.03)인 경우 빨간색. (PPO2 
High 한계 - 0.03) < PPO2 <= (PPO2 High 한계 + 0.03)인 경우 노란색. 

• CC MOD 색깔 코딩: (Dil PPO2) > (PPO2 High Limit)인 경우 빨간색. (Dil PPO2) > (PPO2 
Dil Limit, i.e. 1.05 ATA)인 경우 노란색.

MOD 및 DECO PPO2 한계 적용법 규칙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최저 O2 가스(50% O2보다 낮아야 
함)에는 MOD만 사용합니다. BO 모드가 DECO PPO2 한계만 사용합니다(MOD 사용하지 않음).

다이빙 중에 CC에서 BO로 전환할 경우 가장 적합한 가스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이 동작은 이제 
다른 제품(Petrel, Perdix 등)과 동일해졌습니다.

개선

변경

변경

변경 예비 압력을 Perdix처럼 최대 2400 PSI/165 Bar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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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arwater Teric 
펌웨어 공개 주의사항

압력이 높아질 때(실생활에서도 발생 가능) SAC 계산이 평균 계산에서 분리되고 평균 계산 시 
분모가 업데이트되면서 오류가 발생하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다이빙 중에 배터리 전력이 매우 낮아서 장치가 종료되었다가도 다시 켜지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계산이 진행 중일 때 버튼을 누르면 BO 감압 플래너 결과의 첫 페이지가 넘어가던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나침반 기울기 설정이 작동하지 않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로그가 표시되지 않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아 충전기에 두었을 때 디스플레이가 회전하지 않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개선

변경

변경

변경

기울기 편집기를 향상하여 편집 중일 때도 나침반 진행 방향의 원래 값과 수정된 값이 표시됩니다.

배터리 전력이 매우 낮아 장치가 종료되었을 경우 알람이나 타이머가 설정되어 있어도 장치가 
켜지지 않습니다.

이제 공장 설정 다이브가 “공장”이라고 분류됩니다(신규 공장 설정 다이브에만 적용됨).

배터리 전력이 낮을 때 진동 모터를 해제하는 기능이 제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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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플래시 메모리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추가

Shearwater Teric 
펌웨어 공개 주의사항

버전 13~15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내용은 새 제품에 적용되어 있으나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기능적 변화는 
없으며 제품의 일부 부차적인 변경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버전 12 2019.01.25

!
주의

!
주의

버전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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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체 OLED 드라이버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버전 10 2018.10.04

추가

이번 공개 사항은 주요 기능에 관한 것은 아니나 사용자들께서는 일부 부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전 11 2019.01.03

최초 및 최종 로그 기록의 일련번호 형식을 수정했습니다(현재 Petrel 형식과 일치함).

간혹 수심 센서 판독에 오류가 발생하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다이브 로그의 최대 수심이 잘못 
표시되었습니다.

대기 모드 후에 프리다이브 모드 휴식 시간이 올바르게 업데이트되지 않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번 내용은 주요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타 대체 OLED 드라이버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이전에 NDL 플래너를 실행하며 활성화됐던 특정 가스가 비활성화 했는데도 계속 소비되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는 다이브 내부 계산이 아닌 플래너에게만 영향을 줍니다.

!
주의

!
주의

추가

수정

수정

수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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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09 2018.08.16

이번 내용은 주요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부차적인 개선을 비롯한 일부 문제를 수정했으며, 
주로 충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업데이트는 모든 사용자에게 권장합니다.

충전 중일 때를 비롯한 배터리 게이지의 정확성을 개선했습니다. 

배터리가 낮을 때 사용자에게 배터리 상태가 낮음을 알리기 위해 워치 전면에 배터리 게이지 
아이콘이 강제로 표시됩니다.

이제 “배터리 낮음” 경고가 5초 동안 표시되며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이전에는 사용자가 버튼을 
눌러서 경고를 지워야 했으나 이제 배터리 상태가 낮을 때도 게이지가 표시되기에 해당 작업이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CCR 모드에서 상승 전환 및 하강 전환 자동 설정값 차가 6m(20ft)로 강제 적용됩니다.

AI 탱크 시작 및 종료 압력 결정법 및 평균 SAC 계산법 규칙을 변경했습니다. 이 규칙은 새 공개 
사항과 함께 클라우드와 다른 제품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 시간대(애들레이드 +9:30, 뉴펀들랜드 -3:30, 버마 & 코코스 섬 +6:30)를 추가했습니다.

서드 파티 충전기와 관련된 이상 동작을 수정했습니다.

!
주의

개선

변경

변경

변경

변경

수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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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arwater Teric 
펌웨어 공개 주의사항

게이지 모드에 상승 속도 표시기를 추가했습니다. 

충전기에서 Teric을 제거할 때 디스플레이가 잠기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대기 모드에서 “알 수 없는 초기화” 메시지를 일으키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해당 문제는 “알 수 
없는 초기화”라는 메시지 외의 다른 부작용은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생산 효율 증대를 위한 내부 개선이 있었습니다. 최종 사용자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버전 07 & 08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버전 07 & 08

Teric의 첫 공식 발표는 버전 06입니다.

버전 06 2018.05.28

개선

수정

수정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