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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PEREGRINE PERDIX AI / PERDIX TERIC 

  제품 이미지 

 

 

 

  가장 적합한 EVERYDAY DIVER (Air 및 Nitrox) DEMANDING DIVER (모든 타입) DEMANDING DIVER (모든 타입) 

  핵심 기능 
훌륭한 화면, 특출한 가치, 진동 알람이 있는 

간편한 다이브 모드 

강력한 컴퓨터,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는 배터리, 고급 

기능 세트 

강력한 컴퓨터, 손목시계 크기, OLED 화면, 고급 기능 

전체 세트 

  다이브 모드 타입 
Air 모드 (레크레이션), Nitrox 모드(최대 40%), 

3 가지 기체 Nitrox 모드 (산소 최대 100% O2), 

게이지 

Air 모드 , OC Tec 모드 (트라이믹스 지원),  

CC/BO 모드 (고정된 PPO2), 게이지 모드 

Air 모드 , OC Tec 모드 (트라이믹스 지원),  

CC/BO 모드 (고정된 PPO2), 프리다이빙 모드, 게이지 

모드 

  가스량 3 OC 5 OC/CC 5 OC/CC 

  알고리즘 ZHL-C ZHL-C ZHL-C 

  화면 해상도 320 x 240 QVGA 320x240 QVGA 400 x 400 

  디스플레이 유형 풀 컬러 LCD 풀 컬러 LCD 풀 컬러 OLED 

  디스플레이 크기 5.59cm / 2.2" 5.59cm / 2.2" 3.53cm / 1.39" 

  컴퓨터 크기 
  (WxHxD) 

77mm x 68mm x 25mm 

(3.09” x 2.67”x 0.98”) 

81mm x 71mm x 38mm 

(3.2” x 2.8”x 1.5”) 

55mm x 55mm x 18mm 

(2.17” x 2.17”x 0.71”) 

  무게 (다이브 컴퓨터 만 해당) 122g (0.27 lbs) 154g (0.34 lbs) 120.4g (0.26 lbs) 

  배터리 유형 충전식 리튬 이온 배터리 AA 건전지 1 개 (종류 무관) 충전식 리튬 이온 배터리 

  배터리 수명 최대 30 시간 (중간 밝기) 
AA Alkaline - 최대 40시간 

SAFT LS14500 -최대 100 시간 

(AI 활성화)  

최대 30 시간 (다이브 모드) 

최대 50 시간 (시계 모드) 

  다이브 로그 용량 
  (10 초속) 

대략 200시간 대략 1000시간 대략 500시간 

  깊이 등급 120m / 394ft 260m / 850ft 200m / 660ft 

  진동 및 청각 알람 진동만 사용 할 수 없음 진동 및 신호음 

  공기 통합 사용 할 수 없음 가능 (PERDIX AI 만) 가능 

  트랜스미터의 수 사용 할 수 없음 최대 4 개 (PERDIX AI 만) 최대 4 개 

  무선 데이터 전송 기술 있음 있음 있음 

  인터페이스의 버튼 수 
2 

(316 스테인리스 스정) 

2 

(Piezo) 

4 

(316 스테인리스 스정) 

  나침반 사용 할 수 없음 
있음 

(3 축 기울기 보정 디지털 나침반) 

있음 

(3 축 기울기 보정 디지털 나침반) 

  NDL 플래너 있음 있음 있음 

  DECO 플래너 있음 있음 있음 

펌웨어 업데이트 및 기능 있음 있음 있음 

  다중 언어 지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한국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및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한국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및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손목 스트랩 26mm 검정 실리콘 및 쇼크 코드 검정색 번지 스트랩 키트 & 번지 코드 22mm 검정 실리콘 스트랩 포함(연장줄 포함) 

  옵션형 애드온 & 액세서리 오션 블루와 화이트 손목 스트랩 없음 
블루 또는 실버 베젤 

 다양한 색상의 스트랩 

   
 REVISED 23-02-2021    

mailto:info@shearwater.com

	OLE_LINK2
	OLE_LINK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