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압 컴퓨터
감압 컴퓨터
트라이믹스 / 나이트록스 / 호환 기체
Bühlmann GF

재호흡기
Closed Circuit 고정 PPO2

Closed Circuit External PPO2

Semi-Closed External PPO2

트랜스미터 (옵션)

게이지 모드
블루투스
3축 기울기 보정 디지털 나침반
펌웨어 업그레이드
통합형 번지 마운트
기체 통합 (AI)

화면 해상도
디스플레이 종류
디스플레이 크기
배터리 종류
배터리 수명(AI 사용 시)

사용 가능 기체 수
최대 수심
다이브 로그

정격 공기 압력

배터리 종류(자가 교체 가능)
배터리 작동 수명 (보관 수명 5년)
수심 제한

기능

PERDIX규격

SWIFT 공기 통합(AI) 트랜스미터 규격

옵션형 애드온 & 액세서리

VPM 업그레이드
SWIFT 공기 통합(AI) 트랜스미터

320x240 QVGA

4개

풀 컬러 LCD

AA건전지 1개(종류 무관)
40시간(알칼리 건전지)

(샤프트 LS14500 건전지)
100시간

5 OC / 5 CC

260m/850ft

200msw

1,000시간

3V CR2 리튬

300bar/4,350psi

300 시간의 다이빙 시간

전설적인 다이빙을 경험해 보세요

Perdix AI가 굉장한 바닷속 모험으로 안내합니다

AIR INTEGRATION - 기체 통합

Mac Windows iOS Android

지원 플랫폼:

펌웨어 업데이트 및 언어 변경 가능

다이브 로그 검토, 편집 및 동기화 가능
모든 다이브 정보를 손쉽게

www.shearwater.com/cloud

데스크톱, 모바일, 태블릿 지원

이제 Shearwater 다이버는 Perdix Ai 를 연결하여, 
장치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이브 로그를 
간편하게 관리해보세요.

5.59cm / 2.2"



AI (기체 통합) www.shearwater.com/products/perdix-ai/

Perdix AI 자세히 알아보기:

PERDIX
최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재질, 소비자 
피드백이 만나 탄생했습니다. 
Shearwater는 다이버에게 꼭 필요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넓은 
디스플레이와 외부를 곡선형으로 
마감한 세련된 디자인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PETREL 2
까다로운 기준 아래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높인 안전성과 수천 번의 
다이브로 증명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Shearwater는 전 세계 다이버들의 
강한 믿음을 얻고 있습니다. Petrel은 
모든 기능을 갖춘 멀티 모드 감압 
다이브 컴퓨터입니다.

PETREL 2 FISCHER
Fischer 커넥터를 통한 CC O2 센서 
외부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된 Petrel 

2 Fischer는 Petrel 2의 모든 모드를 
제공하며 기본 설정으로 재호흡기를 
통합하거나 완전 감압 상태에서 중복 
PPO2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NERD 2
Shearwater가 혁신적인 제품 NERD 

2를 발표하며 다시 한번 다이브 

컴퓨터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기존 

NERD에서 업그레이드된 디자인으로, 

재호흡기/레크리에이션 다이버 모두 

한눈에 다이빙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컴퓨터보다 다이빙에 더 

집중하세요.

Perdix AI에 다이버들이 사랑하는 Shearwater 
제품의 모든 장점을 담았습니다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다양한 다이빙 모드

얇고 넓은 디자인

버튼 2개로 조작하는 인터페이스

자가 교체 가능한 AA 배터리

사용자 맞춤형 디스플레이

다양한 언어 옵션

발리스틱 나일론 소재 케이스는 Perdix Ai와 
트랜스미터 모두 제공됩니다. Petrel 2 SA와 
Fischer 모델에도 케이스가 포함됩니다.

Shearwater Research Inc.는 모든 종류의 전문 
다이버에게 맞는 폭넓은 다이브 컴퓨터 라인을 
제공합니다. 각 컴퓨터는 OC Rec, OC Tec, 게이지 
모드 및 기체, 나이트록스 또는 트라이믹스 다이빙용 
CC/BO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련되고 깔끔해진 디자인

Shearwater Research Inc. 는 모든 종류의 전문 
다이버에게 맞는 폭넓은 다이브 컴퓨터 라인을 
제공합니다. 각 컴퓨터는 OC Rec, OC Tec, 게이지 모드 
및 기체, 나이트록스 또는 트라이믹스 다이빙용 CC/BO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첨단 다이브 컴퓨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