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RIC 은 다이빙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은 유일한 다이브 컴퓨터입니다

Mac Windows iOS Android

지원 플랫폼:

www.shearwater.com/cloud

펌웨어 업데이트 및 언어 변경 가능

다이브 로그 검토, 편집 및 동기화 가능
모든 다이브 정보를 손쉽게

데스크톱, 모바일, 태블릿 지원

Shearwater
Cloud

이제 Shearwater 다이버는 Teric 다이브 컴퓨터를 
연결하여, 장치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이브 
로그를 간편하게 관리해보세요.

다양한 스트랩 색상
무선 AI 트랜스미터

감압 컴퓨터

게이지 모드
CC/BO 모드(고정 PPO2)
OC Tec 모드(트라이믹스 지원)
OC Rec 모드(나이트록스 99%)

프리다이빙 모드  
기체 통합

22mm 스트랩 (드라이슈트용 익스텐더 포함)

블루투스 LE

진동 및 소리 알람 전환 가능

발리스틱 나일론 폴리머 소재 케이스

펌웨어 업그레이드

AI (기체 통합)

316 스테인리스 소재 베젤 & 버튼

최대 4개

 풀 컬러 AMOLED

400 x 400

3.53CM/1.39”

120.4g

재충전 가능한 리튬 이온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교체 가능

최대 30 시간 (다이브 모드)
최대 50 시간 (시계 모드)

5 OC / 5 CC

200m / 660ft

500 시간

디스플레이 종류
화면 해상도

디스플레이 크기
무게
사파이어 윈도우
배터리 종류

배터리 지속 시간

사용 가능 기체 수
최대 수심
다이브 로그 용량(10초속)

무선 충전 스테이션

기능

옵션형 애드온 & 액세서리

TERIC 규격

3축 기울기 보정 디지털 나침반



조명

메뉴 정보

기능

풀 컬러. 고해상도. AMOLED.

밝고 선명한 디스플레이로 직관적인 조작과 메뉴 
탐색이 가능합니다. 뛰어난 사용자 맞춤 기능을 
갖춘 Teric은 다이버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다이브 컴퓨터이자 다이브 워치입니다.

새로운 프리다이빙 모드

사파이어 크리스탈 윈도우

튼튼한 구조

다이브 모드로 최대 30 시간 사용 
(밝기 100%)

시계 모드로 최대 50 시간 사용 
(밝기 100%)

블루투스 & 무선 충전 : 커스텀 케이블이 
필요 없음

더 빨라진 설정 변경 가능 로그 샘플링

소리 및 진동 알람 전환 가능

AI 지원 : 트랜스미터 최대 2개 사용 가능

다양한 색상의 스트랩

Teric은 다이버들이 사랑하는 Shearwater 컴퓨터의 
모든 기능 및 그 이상을 제공합니다

다이빙이 새로워집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강화:
버튼 4개로 조작하는 인터페이스
사용자 맞춤 기능 단축 버튼

www.shearwater.com/teric
Teric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