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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디스플레이
질소 포화도 표시
무감압 시간
현재 수심

다이빙 시간
나침반

온도

최대
수심

기체 잔여 시간
(분)

혼합 기체

메뉴 내비게이션
버튼
위 / 기체 교환

뒤 / 나침반 끔

선택 / 켜기 / 나침반 켬
아래 /
다이빙 중 화면 밝기 조정

탱크
압력

가장 직관적인 화면으로 사용과 판독성이 뛰
어난 Cobalt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당신 개인의 컴퓨터임을
표시하고 여러가지 특징에 대해 배우기 위해
몇 분간만 이 매뉴얼을 읽어 주십시오.
주요 특징:
선명한 풀 컬러 OLED 화면
충전 가능한 배터리
침수 방지를 위한 자성 버튼
일반 공기와 99% 산소까지 나이트록스 가능
3가지 혼합 기체까지 설정 가능
수중 기체 교환
레크레이션 RGBM 알고리즘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다양한 옵션들
3D로 완벽하게 보정된 디지털 나침반
600 회 다이빙 저장
자동 고도 측정
최대 작동 수심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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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외형

길이 ···········································································16.5cm
넓이 ··············································································6.6cm
두께 ··············································································3.5cm
호스 포함 무게 ··························································500g
호스 비포함 무게 ······················································317g 호스 연결
호스 연결 ········1/4 바퀴 돌려 잠그는 퀵 디스커넥트
호스 형태 ·········8mm 케블라(Kevlar) 강화 슬림라인
스위치 ···· ···· ···· ···· ··· ······ ····· ····· ·침수방지 자성 누름 버튼

전자 장치

화면 ········································61mm AMOLED 풀 컬러
배터리 형태 ·····························충전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 지속 시간······매 충전 후 40-50 시간 다이빙
배터리 수명 · · · · · · · ·· ·· · · · · · · · ·· · · · · · 3 0 0 회 충전 후 최소 8 0 %
배터리 충전 기 · · · · · · · · · · · · · · · · · · · · · A/ C 1 1 0 / 2 2 0 V 또 는 US B
배터리 교체 · · · ·· · ·· ··· · · ·· · ·· · ·· · ·· ·· · ·· · 판매처 또는 제조 공장
수심 센서································································0-14bar
탱크 압력 센서 ··················································0-350bar
나침반 · ·· · ·· · ·· · ·· · ·· · ·· ·· · · ·· · ·· · ·· · ·· ·· · 기울임을 보정해주는 3 D

소프트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뉴 중심의
그래픽 디스플레이
사용자 선택 메뉴 ·····················································경고, 단위, 언어,
다이브 로그, 저장율, 안전 설정
작동 시스템 ·······························Oceanic Concepts, Inc.
소프트웨어 업데이트···················································USB를 이용한
사용자 업로드

알고리즘

알고리즘 ·······························································레크레이션 RGBM
(Dr.Bruce Wienke)
조직 구획 ············································································15
고도 범위 ·············································3,048m 까지 자동
기체 형태 ······································································일반 공기 또는
99% 산소까지 나이트록스
기체 교환·······························3가지 혼합까지 미리 설정
설정 ··················································나이, 작업량, 보수성
무감압 ··················감압 정지, 깊은 수심 정지와 안전 정지

작동 한계

최대 수심 ·····································································100M
최대 탱크 압력 ························································344bar
작동 온도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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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Cobalt 다이빙 컴퓨터는 사용하기 쉬우며, 직관적이고 읽기
쉽게 만들어진 첫 번째 컴퓨터 입니다. 메뉴 중심의 인터페
이스는 매 단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으며, 단 몇 분의 시간
으로 마스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Cobalt는 매우 파워풀하며, 많은 정교한 기능들을 진보된 사
용자들에게 제공합니다.
발전된 OLED 화면은 가장 높은 대비색과 선명하고 밝은 화
면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백라이트가 필요하지 않으며, 적은
배터리를 소모하고, 다른 어떤 화면들과 달리 모든 각도에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케이스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AC 충전기로 빠르게 충전할 수도 있고, PC에 USB 포트를 연
결해 천천히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 충전 후 4050 시간 동안 다이빙을 할 수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파워
를 유지합니다. 사용한지 몇 년이 지난 후 배터리의 용량이
줄어들었다면, 제조 공장이나 판매처로부터 배터리를 교체
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3D 디지털 나침반은 수중 내비게이션을 간단하게 만
들어 줍니다. 코스를 설정하고 출발하십시오. 대부분의 디지
털 나침반들과 달리, 당신이 나침반을 직접 끌 때까지 작동
중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Cobalt는 고압 퀵 커넥트 호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 시에 Cobalt를 호흡기와 분리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Cobalt는 일반 공기 / 99%까지 산소 혼합 나이트록스를 할
수 있는 멀티 기체 컴퓨터 입니다. 혼합 기체 3개 까지의 설정
은 기체 교환이 용이하도록 사전 설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수
중에서의 기체 교환도 가능합니다.
다이브 로그와 계획 메뉴는 강력한 장치로써 모든 다이빙에
대한 상호작용이 쉽도록 도와 줍니다. 반복 다이빙이나 며칠
간의 다이빙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로그북은 600시간 동안
의 다이빙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여 저장합니다.
Cobalt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레크레이션 RGBM(Reduced
Gradient Bubble Model)으로 Dr.Bruce Wienke에 의해
Atomic Aquatics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RGBM은 활력, 고도, 무감압, 반복 잠수, 며칠 간의 잠수와
같은 넓은 범위를 포함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RGBM은 용해 단계(Haldane)와 프리 단계(Bubble)를 합친 두
단계의 모델입니다. 나이와 노력 수준같은 생리적인 요소는
사용자에 의해 입력됩니다. 추가적인 설정 또한 보수성 수준
을 설정하기 위해 제공 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woojung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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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전에, 당신은 자격이 있는 인스트럭터로부터 적
절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며, 자격이 있는 교육 단체로부
터 자격증을 얻어야 합니다. 컴퓨터 없이는 적절한 교육
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이빙 전에 이 매뉴얼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기능과 화면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하며,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 컴퓨터의 부적
절한 사용은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컴퓨터는 당신과 컴퓨터의 한계를 넘어선 산업 다이
빙 또는 전문적인 다이빙을 위해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한계를 넘어선 경우, 심각한 감압증이나 다른 부상 또는
죽음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이빙 테이블이나 컴퓨터에 의해 다이빙을 하더
라도 항상 감압증의 위험은 있습니다. 감압증의 위험을 줄
이기 위해, 당신은 컴퓨터에 의해 주어진 노출 한계 시간
안에 다이빙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감압증 증상이 보이면,

EAN(Enriched Air Nitrox)를 위한 기체 혼합은 소수점의
비율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체/탱크 설정 메
뉴에서 기체 혼합 설정을 할 때 항상 소수점은 절하하여
설정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32.6% 산소 기체를 혼합
했을 경우, 32%로 설정해야 합니다. 절상했을 경우 무감
압 계산에 영향을 주어 감압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즉시 병원을 찾아 가십시오!

다이빙 전에, 당신이 계획한 다이빙을 무사히 마칠 수 있
도록 배터리를 체크 하십시오. Atomic에서는 배터리 잔량
이 25% 이하일 경우 다이빙을 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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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지 않는 컴퓨터로 다이빙하지 마십시오. 입수하기
전에, 화면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다이빙 전 확
인 메뉴에서 정보를 재검토한 후, 다이빙 준비 메뉴를 선
택하십시오. 만약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화면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다이빙을 하지 마십시오.

다이빙 하는 동안 당신의 컴퓨터를 공유하거나 교환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컴퓨터는 당신에게만 해당되는 정보를
모읍니다. 만약 당신의 컴퓨터를 다른 다이버와 공유하
거나 교환했을 경우, 당신의 무감압 한계가 잘못 측정되
어 감압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

당신은 직접 산소 비율을 확인하고 기체/탱크 설정 메뉴
에 적합한 값을 입력하여야만 EAN 다이빙을 할 수 있습
니다. 산소 비율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잘못된 값을 입력
했을 때, 감압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모든 다이빙에는 백업 장비를 함께 가져가야합니다. 다
이빙 컴퓨터를 쓰고 있더라도, 수중에서 사용가능한 압
력 게이지, 수심 게이지, 그리고 시계 또는 다른 시계 장
치를 가져가야 합니다.

다이빙 후 No Fly Time이 0:00이 되는 것을 확인할 때까
지 비행기를 타서는 안됩니다. No Fly Time에 비행기를
타는 것은 감압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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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 재측정 절차
당신의 현재 위치에서 컴퓨터의 나침반을
재측정하기 위해서 Cobalt 패키지의 칸막이
를 보관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네 개의 다리를 삼각형으
로 접어서 측정 칸막이에
꽂아 단단히 고정시킵니
다.
컴퓨터를 칸막이에 꽂아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철재 테이블이 아닌 곳에
칸막이를 놓고 금속이나
자성을 띄는 물건들을 치
워줍니다.
칸막이를 테이블이나 선
에 일직선으로 맞춥니다.
컴퓨터를 켜고 메인 메뉴
로 들어가서 Settings,
Calibrate Compass 메뉴
로 들어갑니다.
화면에 나오는 설명에 따
라 왼쪽에 보이는 순서대
로 실행합니다.
측정 화면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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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당신의 Cobalt는 재충전이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며, 케이스 안쪽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잔량은 메인
메뉴 화면에 표시됨)을 확인하고 처음 사용 전과 가끔 그 후에 배터리를 완충시키십시오. 배터리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항상
배터리는 충전 상태로 두십시오. 완충 후 약 40-50 시간 동안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주로 스크린 밝기 설정에 따라 달라집
니다) 배터리 잔량이 15% 이하가 되면, 다이빙 화면에 배터리 경고 표시가 나타납니다. 배터리 잔량은 몇 번의 평균적인 다이
빙을 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수면에서, Cobalt 화면은 전압을 보존하기 위해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선택 버튼을 누르면 화면은 다시 밝
아집니다. Cobalt는 절대로 완전히 꺼지지 않지만, Cobalt가 젖어있거나, “다이빙 준비” 화면일 경우에 따라 다양한 감지 모드
를 가집니다. 물 속에 잠기거나 다이빙을 시작해 압력을 감지하면 자동적으로 켜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력하게 권합니다. 당
신의 설정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이빙 전 확인” 기능을 사용하고, 입수하기 전에 수동으로 “다이빙 준비”를 선택하십시
오.
만약
끝난
향을
부터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경우, 시간과 날짜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p.14). 전원을 다시 켜면, Cobalt는 마지막 다이빙이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다이빙 로그와 무감압 상태, 다른 개인적인 정보들은 유지되며, 전원이 꺼진 것에 대한 영
받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정상적으로 몇 년간 사용되면 서서히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제조 공장 또는 판매처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충전기 설정
Cobalt는 AC 빠른 충전(만충까지 약 2시간) 또는 USB 케이블을 컴퓨터에 연결(약 AC충전보다 절반의 속도)로 충전이 가능합
니다. AC 충전기는 자동적으로 110 또는 220V AC로 설정됩니다. 충전 케이블 끝을 충전기/USB 어뎁터에 꽂으십시오. 충전기
를 AC 콘센트에 꽂고 Cobalt 아래쪽에 어뎁터를 꽂으십시오. 어뎁터는 두 가지 방향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충전 방법(AC 충전
또는 USB)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정확히 꽂으십시오. 메인 메뉴로 가서 충전 중임을 확인하세요. “충전중”이라는 화면이 나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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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alt와 고압 퀵 디스커넥트 연결하기

고압
연결부
잠금링
고압 호스와
퀵 디스커넥트

잠금링을 디스
커넥트의 끝이
나올 때까지
풀어줍니다.

잠그기 위해서
밀어넣고
¼ 만큼 돌립
니다.

우발적인 분
리를 막기
위해 잠금링
을 콘솔아래
까지 잠궈올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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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압

호 스 와

퀵

디 스 커 넥 트

Cobalt는 가볍고 가는 고압호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유연
하고 매우 내구성이 좋습니다(최대 작동 압력 344bar). 매
끄러운 외부 커버는 UV 저항력이 있고 모래나 잔해 등이
붙지 않습니다. 퀵 디스커넥트의 특징은 Cobalt를 고압
호스와 빠르게 분리할 수 있고 이동이나 보관시 호흡기와
분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Cobalt를 퀵 디스커넥트에 알맞게 연결하세요. 커다란
플라스틱 잠금 링을 호스 쪽으로 풀고 그 끝을 금속 퀵
디스커넥트와 같은 높이로 맞추세요(Fig.1). 퀵 디스커넥
트를 Cobalt 쪽으로 밀어넣고 시계방향으로 ¼ 만큼 돌려
제자리에 잠급니다(Fig.2). 부드럽게 플라스틱 잠금 링을
Cobalt 쪽으로 밀어 돌려서 제자리에 고정시킵니다(Fig.3).

중요 사항: Cobalt를 고압 퀵 디스커넥트에 연결하거나
분리할 때는 항상 공기 압력을 없애고 호흡기의 압력을
없애야 합니다. 호스에 압력이 남아있으면, 연결하거나
분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3. 호흡기를 탱크에 연결하고 천천히 공기를 열어줍니다.
소리를 듣거나 물 속에 호스 연결부위를 넣어 새는 부분
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최초 설정
주의: 최초 설정과 확인은 판매처에서 실행하기를 권장
합니다.
1. 호흡기에 호스를 연결하기 위해,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고압 포트(HP)를 확인하세요. 플러그를 빼고, 호스 끝 나
사산(7/16-20) 부분을 끼우세요. 손으로 단단히 호스를 돌
려 고정시키고, 렌치(9/16”)로 안전하게 고정시키세요. 너
무 강하게 끼우거나 나사산에 손상을 주지마세요(최대
40 inch/pounds).

4. 선택 버튼을 눌러 Cobalt를 켜고 공기 압력을 확인하
기 위해 다이빙 화면으로 갑니다. 처음 공기를 열어 둔 채
로 약 20초가 지나면 공기 압력이 표시됩니다.
5. Cobalt를 퀵 디스커넥트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호흡
기의 압력을 낮추고, 잠금 링을 열고,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디스커넥트를 ¼ 만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 풀어
줍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고압 호스에 고무 보호 덮
개를 씌우고, Cobalt의 덮게를 씌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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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메뉴

메뉴 선택창
현재 시간과
날짜

지난 다이빙
이후
수면 휴식 시간
(최대 24시간)
배터리 잔량

메인 메뉴는 Cobalt 컴퓨터의 “홈”
역할을 합니다.이것은 다이빙과 다
이빙 계획에 관련된 모든 일반적
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비행 금지
시간
(시:분)

위
뒤
뒤 버튼은 “홈” 버튼
과 같이 메인 메뉴로
돌아옵니다.

선택
아래

Cobalt의 “소프트 터치” 고무 버튼
을 누르면 침수방지 자성 스위치
가 활성화 됩니다. 접촉을 위해 잠
시 누른 후, 떼면 선택이 됩니다.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작동에 대한 감을 찾기
위해 몇 번 시도해 보십시오.
어떤 화면에서든, ‘뒤로’ 버튼을 반
복해서 누르면 이 메뉴로 돌아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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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된 메뉴
아이템

Setting Menu(설정 메뉴)는
Cobalt 컴퓨터의 “컨트롤 센터” 입
니다. 이 메뉴는 개인의 선호와 설
정에 관련된 메뉴 항목들이 있습니
다.

도움말

위, 아래 버튼을
이용해 활성화
메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위’, ‘아래’ 버튼을 이용해 메뉴 항
목들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도움 메뉴에서 당신이 선택한 항목
에 대한 짧은 설명을 볼 수 있습니
다.
선택 버튼을
누르면 메뉴로
들어갈 수 있
습니다.

‘선택’ 버튼을 눌러 해당 메뉴로 들
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
다이빙 하기 전에 Cobalt를 당신에
맞게 이 설정들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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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버튼을 이용해
활성화된 박스의 값을
변경하도록 선택합니
다. 숫자가 노란색으
로 활성화 되면 위, 아
래 버튼을 이용해 값
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다시 선택 버튼을
눌러 값을 저장하고
다음 숫자 또는 영역
으로 이동 할 수 있습
니다.
박스가 작동하지 않으
면(파란색, 단일 숫자
가 활성화되지 않는)
위, 아래 버튼을 누르
면 박스에서 박스로
이동합니다.
뒤 버튼을 누르면 설
정 값을 저장한 후에
이전 메뉴로 돌아갑니
다.

중요! 당신의 다이빙을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해
서 시간과 날짜는 반드시 정확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시간과 날짜의 설정은 Cobalt가 순차적
으로 다이빙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내
부의 시계는 무감압 계산에도 이용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갔을 경우, 다이빙 전에 현지
시간으로 설정하십시오.
배터리가 완전 방전된 경우 시간과 날짜는 반드
시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24시간/12시간 형식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최초
입력시 반드시 24시간 형식으로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면, 오후 2:00 일 경우 14:00로 설정하십
시오.
경고! 만약 당신이 다이빙 후에 여전히 포화도가
불안정한 상태라면, 무감압 계산이 끝난 후 시간
설정을 다시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저장한 시간
보다 빠르게 설정할 경우 경고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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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아래 버튼을 눌러
메뉴를 이동할 수 있
습니다.
선택 버튼을 누르면
활성화된 영역을 저장
합니다.
글자가 활성화 되면,
위, 아래 버튼을 눌
러 값을 변경하고 선
택 버튼을 눌러 입력
한 후 다음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도움창은 부가적인 설
정 정보를 제공합니다.

표시된 항목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택’ 버튼
을 누르세요:
당신의 이름.
연락처(전화 또는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당신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위’, ‘아래’ 버튼을 눌러 글자나 숫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 버튼을 눌러 글자나 숫자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 합니다.
중요!
나이는 알고리즘에 이용되어 나이에 따라
약간씩 보수적이 됩니다.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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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아래 버튼을 눌러
사용자 환경 메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심은 feet 또는 meter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압력 단위는 PSI 또는 BAR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 버튼을 눌러 활
성화된 항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부피 단위는 cubic feet 또는 liter로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온도 단위는 ℉ 또는 ℃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현재 제공된 언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이브 로그 데이터 저장은 당신의 다이빙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저장하는 주기(매 5, 15, 30, 60, 90초 마
다)를 설정합니다. 이것은 다이브 로그에 얼마나 많
은 다이빙을 저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기본
적으로 설정된 30초 주기로 저장했을 때, 약 600시
간 동안의 다이빙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15초 주기
로 더 짧게 설정하면 저장할 수 있는 시간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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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는 다이빙 하는
동안 특정한 사전 설
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당신을 상기시켜
줍니다.
두 개의 독립된 적은
기체 경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수심
정 수심을
때 소리로
설정할 수

알람은 설
초과했을
울리도록
있습니다.

경고는 시각과 청각
(ON), 시각만(SILENT),
또는 (OFF)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각 경고는 다이빙
화면의 관련된 부분이
깜빡거리면서 나타납
니다.

비록 위험이 매우 적다고 하
더라도, 무감압 알고리즘은
감압병의 위험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더 보수적인 설정
은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Risk Level(위험 수준)은 “표준” 무감압 알고리즘보
다 보수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STANDARD(표준)은 무감압 한계 시간이 가장 길게
설정됩니다.
MODERATE(보통)은 표준보다 약간 보수적으로 설
정됩니다.
CONSERVATIVE(보수적)은 가장 보수적인 설정으
로 무감압 한계 시간이 가장 짧게 설정됩니다.
Exertion(노력 수준)은 다이빙에 대한 노력 수준을
계획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노력 수준을 높게 설정
하는 것은 알고리즘의 보수성을 증가 시킵니다(무
감압 시간이 짧아짐).
Safety Reserve(안전 예약)은 수면으로 돌아오기
위한 탱크 압력을 설정합니다. 이것은 다이빙시 기
체 잔여 시간 계산에 사용됩니다. 이것은 수면으로
돌아오기 위한 수심에서 깊은 수심, 무감압, 안전
정지를 실행한 후 예약된 압력을 남기도록 시간을
17
보여줍니다.

기체 혼합 설정 창에
서 3가지의 기체 혼합
을 탱크 사이즈와 함
께 설정할 수 있습니
다. 가장 보편적인 3
가지 설정이 있습니다:
Air, EAN32, EAN36
당신은 3가지 중 주요
기체를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주요 기
체는 Cobalt에 직접
연결된 탱크의 기체입
니다.)
다른 기체에 관련된
혼합 및 탱크 사이즈
에 대해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탱크 사이즈를
입력하면 Cobalt가 더
정확한 기체 소비를
계산하는데 도움이 됩
니다.

Primary(주요 기체) 는 Cobalt에 연결되어 있는 기
체입니다. 주요 기체에서 추가적인 혼합 기체 리스
트에 있는 어떤 혼합 기체로 전환하기 위해서 화면
을 아래로 내리고 기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Make Primary(주요 기체
선택), Edit(설정), Remove(제거)(또는 영역이 비어
있을 경우 Add(추가))의 선택 메뉴 창이 뜹니다.
Make Primary(주요 기체 선택)을 선택하면 선택
된 기체는 주요 기체로 설정되어 화면 상단으로 이
동합니다. 이 화면은 다이빙 도중과 사전 다이빙
확인 창에서도 보여집니다.
Edit(설정) 또는 Add(추가) 메뉴를 선택하면 Add
/ Edit Gas Mix(추가/설정 기체 혼합) 창이 열리고
기체 혼합물과 탱크 사이즈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주기적으로 특정한 EAN/나이트록스
혼합 또는 다른 사이즈의 탱크를 사용한다면, 매번
새롭게 입력할 필요 없이 이 화면에서 빠르게 그
혼합과 탱크 사이즈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18

기체 혼합 설정 창에
서는 당신이 사용할
기체 혼합에 대한 변
수들을 설정할 수 있
습니다.
기체 교환 경고는 수
중에서 기체 교환을
원한다면 반드시 설정
해야 합니다. 이 옵션
을 선택하면
Gas/Tank Setting 창
에서 설정된 기체 혼
합에 대한 경고 설정
창으로 이동합니다.
경고가 설정되면, 당
신은 수중에서 아무때
나 기체 교환을 할 수
있지만, 경고는 사전
에 설정된 수심에서
소리로 울립니다. 당
신은 반드시 수동으로
기체 교환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체 교환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
다.

“SET % O2(산소 비율 설정)”. 21과 99사이를 1%씩
증가시켜 산소 값을 입력하세요.
“SET PO2 Alert(PO2 경고)”는 기체 혼합 값에 따라
PO2 한계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1.0에서
1.6ATM 값). 최대 작동 수심은 PO2 한계 설정을
반영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Specify Tank Size as(탱크 크기 설정)”은 cubic
feet @ pressure와 tank volume in liters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 후 탱크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초 혼합에 대한 탱크 크기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은 Cobalt 컴퓨터가 당신의 기체 소비를 정확하
게 계산하도록 합니다.
Cobalt는 최초 기체에 대해서만 잔여 기체 시간을
계산합니다. 수중에서 기체 교환을 하면 다시 초기
기체로 바꿀 때까지 Cobalt는 잔여 기체 시간 계산
을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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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교환 경고
Defined Gas Mixes
창 또는 아무 Gas Mix
Edit 창에서 이 창으
로 들어옵니다.
혼합을 설정합니다.
교환 수심을 선택합니
다.
D-하강, A-상승 시에
대한 경고를 선택합니
다.
중요: 당신은 수중에
서 기체 교환 기능 조
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 하나의
기체 교환 경고를 사
전에 프로그램해야 합
니다.(다이빙 중에 위
버튼을 누르면 기체
교환 모드)

Gas Switch Alerts(기체 교환 경고)는 당신이 여러
개의 기체로 다이빙을 하거나 다이빙 중에 기체 교
환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경고는
최대 3개 까지 설정 가능하며, Gas/Tank
Settings(기체/탱크 설정) 화면에서 설정 가능합니
다.
기체 교환 경고 설정이 끝나면, 설정에 대한 요약
테이블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교환 경고
든지 더하거나 제거하고, 재설정 할 수 있습니다.
다이빙 중에, 경고는 소리로 울리며, 설정된 수심에
도달하면 대화 화면이 나타납니다. Cobalt의 기체
교환은 당신이 버튼을 눌러 교환 알람을 듣지 못하
고 뒤늦게 알아차리더라도 절대로 자동으로 바뀌
지 않습니다.
다이빙 중에, 현재 선택된 기체는 항상 화면에 나
타납니다.
20

이 창에서, 위, 아래
버튼을 눌러 화면 밝
기를 조절할 수 있습
니다.
다이빙 중에는 아래
버튼으로만 화면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주의: 화면 밝기를 밝
게하면 배터리 소모가
더 많아집니다.

밝기 증가

밝기 감소

이 메뉴에서는 당신의 Cobalt 컴퓨터의 기본적인
밝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OLED 화면은 가장 밝
고 높은 대비 색을 보여줍니다. 어떤 각도에서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직사광선
아래에서는 읽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면을 어
둡게 하거나 밝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이빙 환경에서는 밝기는 낮게 설정하
더라도 충분히 밝습니다. 또한, 야간 다이빙 시에도
당신은 약간 어둡게 설정할 것입니다. 화면을 약간
어둡게 설정하는 것은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중에서, 아래 버튼을 누르면 밝기가 감소됩니다.
밝기가 가장 낮아졌을 때, 한번 더 아래 버튼을 누
르면 가장 밝은 설정으로 되돌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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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이름
시리얼 넘버
소프트웨어 버전
센서 작동:
현재 기압
압력
탱크 압력
온도
배터리 용량
USB – 개인 컴퓨터에
연결할 때 사용
Demo – 샘플 다이빙
창 볼 때 사용

Cobalt에 대한 다운로
드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www.atomicaquatics.
com 을 방문하세요

시스템 정보 화면은 당신의 Cobalt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Atomic 다이브
로그 소프트웨어를 통해 당신의 개인 컴퓨터로 다
이빙 정보를 옮길 수 있는 메뉴가 있으며, 데모 다
이빙 화면을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위, 아래
버튼을 사용하여 메뉴를 바꿀 수 있고, 선택하려는
메뉴가 파란색일 때, 선택 버튼을 눌러 메뉴를 선
택할 수 있습니다.
데모 모드에서, 선택과 뒤 버튼을 이용해 다이빙
화면 샘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샘플
화면들이 나올 때, 위, 아래 버튼을 눌러 각종 경고
와 알람 그리고 기체 교환을 실행해 볼 수 있습니
다. 깊은 수심, 안전, 무감압 등 각종 정지는 실제
시간대로 카운트다운 됩니다. 실행해보세요!!
뒤 버튼을 계속 누르면 시스템 정보 화면으로 돌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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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다이빙 확인 창
은 다이빙 전에 경고
설정, 위험 수준, 기체
설정 등에 대한 중요
한 정보들을 재검토
할 수 있습니다.

Cobalt의 모든 사용자 설정이 끝나면, 당신은 PreDive Check(다이빙 전 확인) 메뉴에서 중요한 설정
과 다이빙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Low Gas(기체 잔량 알람), Gas at Surface(다이빙
종료 후 기체 잔량), Max Depth(최대 수심 알람),
Risk level(보수 요소 설정)의 설정을 바꾸기 위해서
Dive Settings 화면을 보십시오.
Gas settings(기체 설정), PO2 alert settings(PO2
경고 설정), tank size(탱크 크기), alternate
mixes(복수 혼합)은 Gas/Tank Setting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Alternate mixes(복수 혼합)은 기체 교환 알람이 설
정되어 있지 않으면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
체 교환 알람 설정은 Gas Switch Alert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 버튼을 누르면 Ready to dive(다이빙 모드)로
들어갑니다. 뒤 버튼을 누르면 메인 메뉴로 돌아오
고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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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alt 다이빙 화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단에는 시간과
감압 정보에 대한
것들이 계산 되어
집니다.

중단에는 나침
반과 현재 다이
빙 정보가 나타
납니다.

하단에는 기체 혼
합과 공기 압력에
대한 정보들이 나
타납니다.

다이빙 전에는 항상 Ready to Dive(다이빙 모드)
를 선택 하십시오. 이것은 Cobalt를 “경고 준비”를
시키고, 다이빙 시작을 더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
도록 합니다.
Cobalt가 수심 1.2m 이하로 내려가면 다이빙 모드
가 시작되고 무감압 시간이 나타납니다. 다이빙이
시작되면 오직 다이빙 화면만 나타납니다. 다이빙
이 끝날 때까지 다른 메뉴들은 접근할 수 없습니
다. Cobalt는 수심 0.6m 이상으로 상승해서 2분 동
안 머물렀을 때 다이빙을 마칩니다.
다이빙을 하는 동안, 버튼의 기능들은 제한됩니다:
선택 – 나침반 켬/코스 설정
뒤 – 나침반 끔
위 – 만약 최소 하나의 기체 변환 경고를 설정 했
다면, 위 버튼을 눌러 최대 작동 수심보다 얕은 현
재 수심에서 가능한 혼합 리스트를 가져와 기체 변
환을 시작합니다.
아래 – 화면 밝기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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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화면

질소 포화도 표시
무감압 시간

다이빙 경과
시간

현재 수심

상승률 표시

온도
잔여 기체 시간(분)은
탱크 압력과 호흡률에
의해 계산됩니다.

PO2(EAN 혼합이 사용될
때에만 표시됩니다.

최대 수심
혼합 기체
탱크 압력

질소 포화도는 화면 맨 위쪽에 나타나며, 포화도
가 상승할수록 초록색에서 노랑색, 빨강색으로
바뀝니다. 첫 번째 빨강색 표시가 나타나면 무감
압 한계에 가까워졌으며, 곧 감압 다이빙으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무감압 시간이 남아있더라도, 깊은 수심
정지와 안전 정지 표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감압 계산은 분당 30 foot의 속도로 상승하
는 것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상승률은 화면 오른
쪽에 나타나며, 이 역시 스피드가 상승할수록 초
록색에서 노랑색, 빨강색으로 바뀝니다. 상승률
을 10초 이상 초과하면 Cobalt는 소리와 SLOW!
화면으로 경고를 합니다.

25

진로 표시
(초록색 점)
나침반
방위각
동서남북 표시

역방향 코스 표시(빨
간색 삼각형)은 자동
으로 진로 표시(초록
색 점)에 대해 180°로
설정됩니다.
새로운 코스를 선택하
고 싶다면 항상 선택
버튼을 누르십시
오.(동시에 여러 개의
코스는 설정이 안됩니
다)`

나침반
나침반 모드는 다이빙 중에 선택 버튼을 누르면
시작되며, 뒤 버튼을 누르면 꺼집니다. 나침반
모드가 시작되면 당신이 끌 때까지 지속됩니다.
내장된 나침반은 실제 3D 나침반으로 어떤 각도
에서도 작동됩니다.
내비게이션은 매우 쉽습니다. 당신이 가려고 하
는 곳으로 Cobalt를 둔 상태에서, 나침반 모드가
켜저 있을 때 선택버튼을 두 번 누르면 방향 표
시가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2개의 삼각형 사
이에 초록색 표시를 두고 진행하면, 지속적으로
같은 코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중에서 빠른
움직임은 나침반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약화시킵
니다.
역방향의 코스 표시(빨간색 삼각형, 이 그림에는
없습니다.)는 자동적으로 180°로 설정됩니다. 이
표시를 따라가면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 있습니
다.
나침반 측정 – 당신이 위치한 지역에서 정확한
나침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나침반을 재측정 해
야 합니다. Settings 메뉴에서 Calibrate 메뉴를
선택한 다음 화면의 메시지에 따라 진행하십시
오. 자세한 내용은 8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6

다이빙 화면에서 상단
은 안전, 깊은 수심,
감압 정지시 화면이
바뀝니다.
다음으로 요구되는 정
지 수심과 시간(분:초)
은 상단 왼쪽 박스에
나타납니다.
무감압 시간은 상단
오른쪽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안전 정지는 항상 실
행할 것을 권장하며
수면으로 가까이 상승
할 때 또는 깊은 수심,
감압 정지가 끝난 후
초록색 박스 안에 표
시됩니다.
깊은 수심 정지는 필
요시 파란색 박스 안
에 표시됩니다.

안전 정지와 깊은 수심 정지
무감압 한계 내에서 다이빙을 하는 중에도, 안전
정지와 깊은 수심 정지는 축적됩니다. 이는 상승
중에 미세버블 발생과 감압병의 가능성을 줄이
기 위한 정지입니다. 안전 정지는 4.5m(±1.5m)
에서 실행합니다. 깊은 수심 정지는 안전 정지와
유사하지만, 더 깊은 수심에서 실행합니다.
당신의 질소 포화도와 상승 시간이 증가되기 때
문에 깊은 수심 정지시 더 오래 머무르지 마십시
오. 모든 안전 정지와 깊은 수심 정지 시간을 준
수 하십시오.
어떤 정지든지 1.5m 이내로 상승하면, 경고는
소리로 울리고 정지 수심 창은 “At Stop”으로 나
타납니다. 시간은 00:00 까지 역카운트로 시작됩
니다. 정지가 끝나면 다음 정지(만약 있다면)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정지 범위 밖에 머물게 되면
경고가 울리면서 “Go Up(위로)” 또는 “Go
Down(아래로)” 라는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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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중에 다른 혼합
기체로 교환을 계획한
다면, 당신은 반드시 최
소 하나의 Gas Switch
Alert 창에서 기체 교환
경고를 설정해야 합니
다.
Cobalt는 무감압 시간
과 수면 스케줄을 계산
해 계획된 기체 교환을
사용합니다. 주요 혼합
기체에서 다른 기체로
교환하면 더 이상 잔여
기체 시간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주요 기체를
사용하지 않을 떄에는
잔여 기체 시간과 탱크
압력은 회색으로 표시
됩니다.

복수 기체 다이빙
기체 변환은 수동으로 또는 자동적인 경고에 의해 시작
될 수 있습니다. 경고는 하강 또는 상승시 작동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승 경고는 작동되기 위해 최소 3
분 동안 경고 수심 아래에서 다이빙을 했을 경우 작동
됩니다.
경고 사용:
경고 수심에 도달했을 때, 경고는 사전에 계획된 기체
변환을 보여줍니다. 선택 버튼을 눌러 변환 기체를 선택
하면 확인창이 뜹니다. 다이빙 화면은 새로운 혼합 기체
를 보여줍니다. 만약 뒤 버튼을 누르거나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는다면, 계획된 기체 교환은 취소됩니다. 당신
의 무감압 시간과, 상승 시간 그리고 수면에서의 스케줄
은 현재 혼합 기체를 기초로 재계산 됩니다.
기체 변환 설명:
기체 변환 경고가 설정되면, 최소 하나의 설정된 혼합
기체가 최대 작동 수심보다 얕은 곳에서는 언제든지 수
동으로 기체 변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이빙 중에
위 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혼합 기체 창이 현재 수심보다
얕은 최대 작동 수심과 함께 나타납니다. 위, 아래 버튼
을 사용해서 원하는 혼합 기체를 선택하고, 변환을 확인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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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압 다이빙에서, 무
감압 시간이 있던 상
단 오른쪽 화면은 상
승 시간으로 바뀝니다.

감압 정지는
주황색 창에
표시됩니다.
상승 시간은 감압, 깊
은 수심, 안전 정지를
포함하여 분당 9m의
속도로 상승 하는 것
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모든 감압 정지는 반
드시 실행 해야 하며,
표시된 깊은 수심, 안
전 정지도 실행 하여
야 합니다.

감압 다이빙
감압은 무감압 시간이 00:00이 되었을 때 나타
나며, 무감압 시간은 상승 시간으로 대체 됩니다.
감압 정지는 그것들이 축적됨으로써 나타납니다.
가장 깊은 수심에서의 정지(파란색 깊은 수심 정
지)만이 화면에 보여집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다
음에 실행해야 할 정지가 나타납니다.
모든 프로그램된 기체 변환은 Cobalt가 감압과
상승 시간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그러나 당신
이 기체 변환없이 기체 변환 경고 창을 무시하면,
Cobalt는 당신의 감압 스케줄을 현재 혼합 기체
에 맞게 재계산 합니다.
깊은 수심과 예외적인 노출(수심 45m 이상에서
의 감압 다이빙)에 대해서 당신은 깊은 수심 정
지 또는 안전 정지를 볼 수 없습니다. 이 알고리
즘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요구된 감압 정지를 포
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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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정지 수심
1.5m 이내로 접근하
면, 표시창은 Deco
Stop에서 At Stop으
로 바뀌고 시간은
00:00으로 역카운트
됩니다.

감
압:
At stop
감압 정지를 위해 Deco Stop 창에 나타난 수
심에 도달하기 위해서 분당 9m의 속도로 상
승합니다. 나타난 수심에 1.5m 이하로 접근하
면 “Deco Stop” 라벨은 “At Stop” 라벨로 대
체됩니다. 타이머는 정지가 완료될 때까지
00:00으로 역카운트 됩니다.
정지가 완료되면, 다음 정지(만약 있다면)가
Deco Stop 창에 나타납니다.
정지를 시작한 후에 정지 수심보다 아래로 내
려가면 타이머는 카운트를 멈추고 ‘Go Up!’
이라는 경고가 소리와 함께 나타납니다. 경고
를 무시하고 계속 하강하면 새로운 감압 스케
줄을 계산하여 더 깊은 곳에서 더 긴 시간 동
안 정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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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수심에서
1.5m 이상 상
승하면 Go
Down! 경고가
실행됩니다.

표시된 정지
수심으로 즉시
하강하십시오!

감
압:
정지 수심 위반 경고
만약 당신이 정지 수심을 위반하면 타이머는
당신이 정지 수심 범위내로 들어올 때까지 카
운트를 멈춥니다.
나타난 정지 수심으로 즉시 이동하세요!!
즉시 이동하면 타이머 카운트다운과 스케줄
이 재개됩니다. 복귀가 지연되면 감압 위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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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 이 경고들이
깜빡이는 것을 본다면 즉시
표시된 정지 수심으로 하강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 경고를 본
다면 다이빙을 중단하고 병
원을 찾아가세요!

만약 당신이 다이빙을 다시
시도한다면 다이빙 화면에
이 경고가 나타납니다.

감

위반

압

만약 당신이 감압 정지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DECO Violation(감압
위반), Schedule Not Verified 이라
는 표시가 깜빡거립니다. 즉시 표시
된 수심으로 이동하세요!! 만약 당
신이 감압 스케줄을 위반하고 이 경
고가 나타나면, Cobalt는 더 이상
적절한 감압 스케줄을 계산하지 못
하고, 표시되었던 스케줄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추가적
인 안전 정지가 가능하다면 수면으
로 상승하기 전에 여전히 표시된 스
케줄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
이 이 경고를 가지고 수면으로 상승
하면, 당신은 다이빙을 중지하고 병
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DECO VIOLATION(감압 위반)은 Pre-Dive(다이빙 전 점검)와 Dive(다이
빙) 화면에 24시간 동안 표시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다
이빙을 시작하면, Cobalt는 기능과 화면 표시, 다이빙 데이터 등을 지속
해서 보여주지만, 감압 정보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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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속도 경고
(상승 속도를 줄이
세요!)
수심 경고 깜빡임
(더 얕은 수심으로
상승하세요!)
낮은 압력 또는 잔
여 기체 시간 경고
깜빡임
(더 얕은 수심으로
상승하세요!)
PO2 또는 CNS 경
고 깜빡임. PO2 –
(더 얕은 수심으로
상승하세요!) CNS
– 80% 또는 그 이
상에 도달했을 때
(상승하여 다이빙
을 종료하세요!)
낮은 압력과 최대
수심 경고 사용자
설정은 시각과 청
각(ON), 시각만
(SILENT), (OFF)로
설정할 수 있습니
다. 다른 경고들은
시각과 청각 둘 다
실행되며, 끌 수 없
습니다.

다이빙 화면
각종 경고
Ascent Rate SLOW!(상승 속도 천천히!)
만약 당신의 상승 속도가 10초 이상 분당 9m를 넘을
경우, 상승 경고는 소리와 SLOW!가 깜빡거립니다. 당
신은 상승을 멈추거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Gas Time and Low Air)기체 시간 경고와 낮은 공기량)
기체 시간 경고는 기체 시간이 2분 이내로 남았을 때
깜빡거림과 소리 경고로 나타납니다. 이 시간은 당신이
다이빙 전에 설정한 다이빙 종료 후 잔여 기체 양과 모
든 정지를 포함하여 안전하게 수면으로 상승할 수 있
도록 계산된 것 입니다. 탱크 압력 경고는 당신이 설정
한 경고 압력보다 낮을 경우 깜빡거림(오디오 경고가
켜져있다면 소리와 함께)으로 나타납니다.
PO2(산소 분압)
산소 분압은 깜빡거리고 경고는 Gas mix Edit(기체 혼
합 설정)창에서 설정한 값을 넘거나 최대 값(1.6)을 넘
었을 때 소리로 나타납니다.
Depth(수심)
수심 경고는 경고 설정값을 넘거나 최대 작동 수심
(100m)를 넘을 경우 깜빡거림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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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시간과 비행 금
지 시간이 카운팅 됩
니다.
위, 아래 버튼을 누
러 View Profile(다이
빙 프로파일을 그래
프로 자세하게 볼 수
있음) 또는 View
NST(무정지 시간을
볼 수 있음) 을 활성
화 시킵니다.
선택 버튼을 눌러 파
란색으로 활성화된
메뉴로 들어갈 수 있
습니다.

당신이 수심 0.6m 이내로 상승하여 2분 이상
머무르면, Cobalt는 다이빙을 끝내고 기록들
을 Dive Log에 저장합니다. 여기서 다이빙 화
면은 Ready to Dive화면으로 바뀝니다(‘-’로
나타나던 것은 무감압 시간으로 바뀝니다). 만
약 뒤 버튼을 누르거나 3분 이상 다이빙을 시
작하지 않으면, Cobalt 화면은 Post Dive화면
으로 바뀝니다.
Post Dive(다이빙 후)화면은 모든 위반 사항과
CNS 상황, OTU(oxygen toxicity units) 등을
포함한 다이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요약한 것입니다.
당신은 View Profile(개요 보기) 이나 View
NST(무감압 한계 보기) 를 선택하여 다음 다
이빙에 대한 다이빙 개요나 무감압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껐을 경우, 당신은 이 정보들을
Dive Log 메뉴에서 불러낼 수 있으며, 지난
다이빙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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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브 로그 요약 창
은 Cobalt 컴퓨터에
의한 모든 다이빙의
로그들이 나타나며,
다이빙 넘버, 시간,
날짜, 포화도, 최대
수심 등을 볼 수 있
습니다.
Cobalt 컴퓨터는 데
이터 샘플링을 기본
(매 30초 마다)으로
했을 때, 약 600회의
다이빙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자세한 정
보를 얻기 위해 User
Preferences 메뉴에
서 저장 간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이빙 저장
가능 횟수가 줄어듭
니다.

위, 아래 버튼을 눌러 로그를 선택할 수 있습
니다. 가장 최근의 다이빙이 높은 숫자로 표시
됩니다. 요약은 시간과 날짜, 다이빙 시간, 최
대 수심이 표시됩니다.
다이빙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 특
정한 다이빙 숫자에 커서를 놓고 선택 버튼을
누르면 Dive Details 화면이 나옵니다.
오른쪽, 왼쪽 화살표가 활성화 되었을 때 선택
버튼을 누르면 이전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의: 1번 다이빙은 제조 공장에서 작동의 정
확성과 기록이 삭제되는지를 테스트한 다이
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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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Profile 아이콘
을 선택하면 다이빙
에 대해 단계별로 그
래픽 프로파일을 볼
수 있고, 저장된 각
각의 요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View NST 아이콘을
선택하면 무감압 시
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가장 최근
의 로그를 볼 때에만
가능합니다.

Dive Log Detail(자세한 다이빙 로그)
는 다이빙에 대한 완전한 요약 페이지로
사용한 주요 기체, 시작/종료 탱크 압력,
실제 기체 소비량과 위반 사항 등을 보여
줍니다.
수면 시간(24시간 보다 적다면)과 비행
금지 시간은 화면 상단에 표시됩니다.
CNS % 와 OUT(oxygen toxicity units)
는 상승 속도, PO2 한계 또는 감압 위반
과 같은 위반사항들과 함께 화면 하단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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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 Log Profile은
저장된 데이터를 일
정한 간격으로 단계
별로 볼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은 진행, 아
래 버튼은 뒤로 입니
다.
Cobalt 컴퓨터는 데
이터 샘플링을 기본
(매 30초 마다)으로
했을 때, 약 600회의
다이빙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샘플링 간격은 사용
자 Preferences 창
에서 설정할 수 있습
니다.

다이빙 데이터는 사용자가 선택한 저장 간격
에 따라 “순간 사진” 형식으로 다이브 로그에
저장됩니다. 위, 아래 버튼을 이용해 앞, 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이빙 기록을 움
직이면 아래쪽에 해당 다이빙 데이터가 업데
이트 됩니다.
위반 사항들은 세로의 다이빙 프로필 선이 빨
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선택 버튼을 누르면 위
반 사항, 새로운 감압 스케줄 계산 또는 혼합
기체 교환 등 다이빙 “이벤트”로 넘어 갑니다.
이 사항들은 화면 아래쪽 STATUS(상태) 구역
에 압축되어 나타납니다.
SW = 기체 교환
DS = 감압 스케줄
A = 상승 위반
P = PO2 한계 초과
M = 감압 정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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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현재 감압 상
태 또는 추가적인 수
면 시간을 사용하세
요.
당신의 현재 기체 또
는 다른 혼합 기체를
예측하세요.
무감압 시간은 3m
씩 증가되며 나타납
니다.
당신이 선택한 PO2
한계를 기초로 계산
된 최대 작동 수심을
넘지 않는 EAN에 대
한 시간이 표시됩니
다.

무정지 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다이빙 계획 기능일 것입니다. Cobalt는 당신
이 수면 휴식 이 후, 또는 다른 EAN 혼합을 사
용한 후에 쉽게 무정지 시간을 예상할 수 있
도록 합니다. 무정지 시간(무감압 한계)은 당
신의 현재 포화도를 기본으로 하며 지난 다이
빙의 주요 기체 설정으로 초기 설정 됩니다.
당신은 화면 상단 영역에 추가적인 수면시간
그리고/또는 혼합 기체 교환을 입력할 수 있
습니다. Cobalt는 이런 변화된 요소들을 기초
로 새로운 무정지 시간을 재계산 합니다.
화살표 아이콘이 활성화 되었을 때 선택 버튼
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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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다이빙
은 당신의 현재 감압
상태 또는 지난 번에
저장된 시뮬레이션
(복수 다이빙을 위한)
을 기초로 시뮬레이
션 됩니다.
지난 다이빙 이후 추
가적인 수면 시간을
입력하세요
자세한 시뮬레
이션 설정
SIM 다이브 로그에
저장된 시뮬레이션
다이빙 보기
시뮬레이션 다이빙
전체 삭제

Simulation Menu(시뮬레이션 메뉴) 는
Cobalt의 향상된 다이빙 계획 특징들을 통제
하는 메뉴 입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반복되는 다이빙과 복수의
기체 다이빙을 포함한 다이빙을 계획할 수 있
고, 이전에 저장된 시뮬레이션들을 저장하고
볼 수 있으며, 기체 소비량을 예측하고 RGBM
감압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 다이빙 계획 소프트웨어와는 다르
게, Cobalt의 시뮬레이션은 실제 다이빙에 기
초한 당신의 현재 감압 상태를 포함한 상태에
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이빙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Cobalt 컴퓨
터의 작동을 익숙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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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하는 동안 기
체 사용을 예측하기
위해 cubic feet 또
는 liters 로 기체 소
비량을 설정하세요.
알고리즘에 대한 위
험 수준과 노력 수준
을 설정하세요.
고도 범위를 설정하
세요.
SIM 혼합 기체를 선
택하세요.
SIM 기체 교환 경고
를 설정하세요.
시뮬레이션 설정에
서의 SIM Gas mixes,
SIM Gas Switch
Alerts설정은 시뮬레
이션 다이빙에만 적
용되며, 실제 다이빙
설정에는 영향을 주
지 않습니다.

다이빙 설정 메뉴에서의 같은 선택은 시뮬레이
션에서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당신은 특정한
기체 소비량과 현재 고도와 다른 고도로도 설
정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설정을 변
경하는 것은 시뮬레이션 내에서만 적용되며,
실제 다이빙 설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위험 수준과 노력 수준은 알고리즘의 보수성을
조절합니다.
당신이 현재 고도와 다른 고도를 설정하기 원
한다면 고도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Cobalt 컴퓨
터의 압력 센서는 Current Altitude(현재 고도)
가 선택되었다면 현재 대기 압력을 기초로 계
산합니다.
Gas Mixes(기체 혼합) 아이콘을 선택하면 복
수의 EAN 혼합을 할 수 있습니다. Switch
Alerts(교환 경고) 아이콘을 선택하면 시뮬레이
션 다이빙의 기체 교환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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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의 프로파일은
수심과 시간의 입력을
보여줍니다.
화면은 예상되는 기체
소비 등을 포함해 다
이빙을 통해서 업그레
이드 됩니다.
만약 정지 시간이 필
요하면, 실제 다이빙
과 같이 화면에 표시
됩니다.

다이빙을 시뮬레이션은 아래 버튼을 누를 때
마다 1m 씩 하강합니다. 선택 버튼을 누를
때마다 1분 씩 다이빙 시간이 증가합니다.
또한, 선택 버튼을 누를 때마다 화면의 다이
빙 프로파일 표시는 늘어납니다.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면 다이빙을 끝낼 수
있지만, 어떤 때든, 시뮬레이션을 끝내려면
뒤 버튼을 누르십시오. 팝업 메뉴가 나타나
면, 다이빙을 저장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저장을 선택하면, 상
승 프로파일은 감압 정지, 깊은 수심 정지,
또는 안전 정지 등을 포함해 수면까지 표시
됩니다. 기체 교환 경고가 설정되어 있다면,
가스 교환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이
빙은 Sim Dive Log에 저장되며, 당신은
Simulation Menu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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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기체 또는 감압
다이빙 시뮬레이션은
다른 시뮬레이션 다이
빙과 같은 방식입니다.
감압 다이빙 시뮬레이
션을 할때 깊은 수심
정지, 다음 정지, 안전
정지 박스들은 실제 다
이빙과 같이 화면에 나
타납니다. 상승을 위해
서 당신은 수동으로 위
버튼을 눌러 상승할 수
있습니다. 선택 버튼을
눌러 감압 정지시 시간
을 넘길 수 있습니다.
또한, 뒤 버튼을 눌러
저장을 선택하면 수면
으로 상승하도록 자동
으로 모든 정지와 설정
된 기체 교환 등을 수
행합니다. 감압 스케줄
은 SIM Dive Log에 저
장 됩니다.

향상된 다이빙
나이트록스 또는 복수의 혼합 가스를 사용한
다이빙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 당신은 먼
저 Simulation Setup(시뮬레이션 설정):
Gas Mixes 화면 에서 기체 혼합과 기체 교
환 경고를 설정해야만 합니다. 시뮬레이터에
입력된 가스 혼합은 Cobalt의 일반 다이빙
구역의 기체 혼합 설정으로부터 가져온 것입
니다; 변경된 것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습
니다.
기체 교환 경고는(설정이 되었다면) 실제 다
이빙과 같이 교환 수심에 도달했을 때 경고
표시가 나타납니다. 만약 자동적인 상승 옵
션(뒤 버튼)이 사용되면, 프로그램된 가스 교
환은 상승 중에 자동적으로 실행 됩니다.
기체 소비는 사용된 각각의 혼합에 대해 예
측되며, 수동으로 상승할 때 화면 하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장된 SIM 다이빙에
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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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 다이브 로그로 부
터, 당신은 다이빙에 대
한 다양한 정보를 선택
하거나 볼 수 있습니다.
위, 아래 버튼을 이용하
여 특정 다이빙을 확성
화 시키고, 선택 버튼을
눌러 다이빙의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복 잠수는 다이빙 넘
버 사이에 화살표로 표
시됩니다.

저장된 시뮬레이션 다이빙은 계획과 설명,
선호도를 위해 이 특별한 로그에 저장됩니다.
SIM 다이브 로그는 시뮬레이션 메뉴에 저장
된 SIM 다이빙 기능들을 지울 수 있다는 것
을 제외하고 실제 다이브 로그와 똑같이 작
동합니다. Clearing Saved SIM Dives를 선택
해 로그를 전체적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
각각의 로그를 따로 지울 수는 없습니다.
활성화된 다이빙을 보려면 선택 버튼을 눌러
SIM 다이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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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정보를 보기
위해서 위, 아래 버튼을
이용해 메뉴를 활성화
시키고, 선택 버튼을 누
릅니다.
View Profile
Vie NST (이 옵션은 지
난 번에 저장된 SIM 다
이빙에 대해서만 보여
줍니다.)
Show Deco (이 옵션은
감압 스케줄이 작동되
었을 때에만 보여집니
다.)

SIM 다이빙에 대해 저장된 다이빙 데이
터의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View Profile – 두 번째 혼합 기체에 대
한 기체 소비를 포함한 SIM 다이빙의 자
세한 프로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View NST – 마지막으로 저장된 SIM 다
이빙의 결과를 기초로 한 무정지 시간 계
산을 볼 수 있습니다.
Show Deco - 모든 깊은 수심, 감압, 안
전 정지에 대한 감압 스케줄을 볼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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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에 도달하기 까지
의 총 상승 시간

수심과 정지
형태

저장된 시뮬레이션 다이빙의 수면 스케
줄을 보기 위해서, 특정 다이빙에 대한
Detail Screen 에서 Show Deco 버튼을
누르세요.
수면 스케줄은 요구되는 수면까지 도달
하는 안전, 감압, 깊은 수심 정지를 보여
주며. 분당 9m 로 수면까지 상승하는 합
계 시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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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매 다이빙이 끝나면 Cobalt 와 퀵 디스커넥트를 깨끗한 물로 헹구십시오. 뒤쪽에 있는 USB 핀과 물 접촉 부분을 깨끗이
헹구십시오. 퀵 디스커넥트가 연결된 채로 헹구고, 분리 후에 한 번 더 헹구십시오. 고압 센서는 세라믹 물질로 되어 있으
며 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고무로 된 고압 캡이 오염을 막지 못한다면 교체해야 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깨끗
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고압 호스와 퀵 디스커넥트 부품들은 매 2년 또는 300회 다이빙 후에 Atomic Aquatics 딜
러 또는 제조 공장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로그북 다운로드
Cobalt는 기본 샘플링을 30초 간격으로 했을 때, 약 600회 다이빙을 로그북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 컴퓨터에 다이빙
로그를 다운로드 하고 싶다면, ㈜우정사 웹사이트 www.woojungsa.co.kr 을 방문해 현재 다운로드 소프트웨어가 가능한
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로그북 다운로드
Cobalt에 대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버전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가장 최근의 소프트웨어 버전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소프트웨어 버전은 Setting Menu/System Information 화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정사 웹사이트
www.woojungsa.co.kr 을 방문해 가장 최근의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거나 업데이트 방법에 대한 정보를 살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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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주)우정사는 이 다이브 컴퓨터의 부속품과 완성품의 결함에 대해서 1년 간 품질을 보증합니다. ㈜우정사는 구성요소에
대한 결함 발견시 수리 또는 교체를 해 드립니다. 이 품질보증은 허가된 Atomic Aquatics 딜러에 의해서만 판매된 상품
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이 품질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 후 30일 이내에 등록카드 작성 또는 온라인 등록을 해야합니
다.
해수에서 사용 후 깨끗한 물로 헹구고, 적합한 곳에 보관하는 등의 최소한의 유지보수가 요구됩니다. 300회 다이빙 또는
2년 사용 후에는 고압 퀵 디스커넥트에 대한 서비스를 제조 공장이나 허가된 딜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분
해, 세척, 교체 그리고 o-ring과 씰에 대한 윤활, 안전 점검 등이 포함됩니다.
품질보증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상품을 ㈜우정사나 허가된 수리 시설로 보내야 합니다. ㈜우정사로 보냈을 경우, 배송비
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컴퓨터가 제조 공장으로 와서 부속품 또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확인되면, 부속품 교환과 공
임, 제조 공장에서 소비자로 보내는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이 품질보증은 소비자의 부주의, 오용, 개조 또는 허가되지 않은 사람 또는 딜러로부터 수리나 분해를 했을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않습니다. ㈜우정사는 이 상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분실, 우발적인 사건, 결과적인 가격, 훼손의 책임이 없습
니다.
당신은 이 품질보증에 대해 특정 법률상의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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