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동 모터 알림

320 x 240

LCD 및 LED 백라이트
5.59cm / 2.2”

렌즈 소재 알루미늄 규산염 강화 유리
다이브 컴퓨터 무게 190g / 4.32oz

감압 컴퓨터
개방식
트라이믹스 / 나이트록스 / 공기 호환
Bühlmann GF

재호흡기
폐쇄식 고정  PPO2

폐쇄식 외부 PPO2

반폐쇄식 외부 PPO2

트랜스미터 수(옵션)

게이지 모드
Bluetooth® Smart

3축, 기울기 보정, 디지털 나침반
펌웨어 업그레이드
통합형 번지 마운트
공기 통합(AI)

특징

최대 4대

화면 해상도
디스플레이 유형
디스플레이 크기

PERDIX 2 사양

배터리 유형
배터리 수명(AI 사용)

기체 수
수심 등급

알칼리: 최대 40시간
Saft LS14500:

최대 100시간
5 OC / 5 CC

260m / 850ft

AA 건전지 1개(종류 무관)

다이빙 로그 용량 1,000시간

정격 공기 압력

배터리 유형(자가 교체 가능)
배터리 수명(HP 압력 있음)
수심 한계

SWIFT 트랜스미터 사양

옵션형 애드온

VPM 잠금 해제 코드 / DCIEM

SWIFT 스마트 공기 통합(AI) 트랜스미터

152m

3V CR2

300bar / 4,350psi

최대 300시간의 다이빙 시간13개 언어 지원

Shearwater

Summary

Max Depth 17.1m

Dives MoreStats Connect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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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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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arwater 다이버들은 이제 장치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모든 사람과 간편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이빙 로그가 주머니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동 중에도 펌웨어 업데이트 또는 언어 변경

다이빙 로그 검토, 편집 및 동기화

모든 다이빙 정보를 손쉽게 확인

Mac Windows iOS Android

지원 플랫폼:

데스크톱, 휴대폰 또는 태블릿 지원

www.shearwater.com/ko/cloud

    



PERDIX 2 자세히 알아보기:
www.shearwater.com/ko/products/perdix-2

POWERFUL, SIMPLE, RELIABLE

공기 통합

PERDIX 2 는 시리즈 역대 가장 견고하고 
안정적인 풀 사이즈 다이빙 컴퓨터입니다. 정밀한 
티타늄 서라운드 베젤과 안정적인 티타늄 피에조 
터치 버튼이 장착된 강화 케이스가 고성능 전자 
부품을 보호합니다. 

알루미늄 규산염 유리 렌즈는 선명하고 밝은 2.2
인치 화면을 보호하며, 향상된 선명도와 충격 및 
손상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맞춤 진동 
알림 시스템이 다이빙 중 중요한 순간에 주의를 
집중시켜줍니다. 

최대 4 개의 Shearwater 트랜스미터와 연결 
가능한 공기 통합(AI) 기능을 사용하면 다이빙 
컴퓨터를 강력하고 검증된 고급 기술 다이빙 
솔루션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자가 교체 가능한 AA 배터리 1개로 작동하며, 
친숙한 인체공학적 소형 폼 팩터가 적용되었습니다. 

PERDIX 2 는 티타늄 및 티타늄 블랙 컬러 두 
가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