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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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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색 끝 부분이 자북을 가리키는 삼각형이 달린 나침반 카드
나침반을 목표물 방향으로 맞출 때 사용하는 회전 베젤
정확한 방위 판독을 위한 관측선 및 창
이동 방향을 유지하기 위한 방위 표시기

다이빙 포인트의 방위
주변 지형지물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일단 나침반을 사용하여 이미
수면위의 방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중 탐색은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해변이나 보트에서 미리 나침반을 사용하면 자신의 수중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이빙을 하기 전에 자북과 계획한 다이빙 경로를 기준으로 해안선이나
보트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중에서 다이빙을 끝내려는 상승
위치까지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먼저 지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주변의 지형지물이 지도상에 표시된 것과 동일한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1. 나침반을 기울임이 없이 들고 삼각형을 보면 그쪽이 북쪽입니다.
2. 지도를 돌려 북쪽 윗변이 자북을 향하도록 합니다.
지도상의 경선은 진북 방향을 가리키지만, 나침반의 방위 화살표는 자북
방향을 가리킵니다. 두 방향 사이의 각도를 자기 편각이라 합니다.

최신 지도나 NOAA 웹사이트 등 신뢰할 만한 자료에서 다이빙 포인트의
자기 편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 편각이 몇 도 이상인 경우 이동 시에
나침반으로 자기 편각을 반드시 보정해야 합니다.

방위 확인하기
방위는 북쪽 방향과 목표물 방향 사이의 각도를 나타냅니다. 방향에 대해
다른 사람과 교신하거나 위치를 확인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나침반을 수평으로 들고 관측창이 사용자를 향하도록 합니다.
2. 목표물과 방위선을 맞춥니다.
3. 관측창에서 방위를 판독합니다.
참고: 자침의 편각를 보정해야 합니다.
다이빙 포인트에서 해안선이나 산호초 등 수중 탐색 보조 도구의 관측
방위로 자신의 일반 방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이빙을 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위 물체를 외우거나 기억해 둡니다.

이동 방향 유지하기
실제에서는 Suunto 다이빙 나침반을 사용하여 장거리 수영 방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눈에 보이는 목표물을 찾습니다.
2. 나침반을 앞쪽에 수평으로 들고 관측창이 사용자를 향하도록 합니다.
3. 방위 표시기와 삼각형이 일치할 때까지 베젤을 돌립니다.
목표물을 향해 수영합니다. 목표물이 시야에서 벗어나는 경우 위의 2
단계에서 설명한 것처럼 나침반을 들고 방향을 확인합니다. 방위 표시기와
삼각형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방위 화살표와 자침의 위치가 일치할
때까지 돈 다음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멈추어 수면을 바라볼 때 자신의 공기 방울이 위로 올라가거나 중력이
작용하는 평평한 바닥과 수평으로 나침반을 놓기 전에는 나침반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조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물이 아주 탁할 경우에는
나침반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흔들어 나침반 카드가 자유롭게
움직이게 한 다음 방위를 확인합니다.

수중 탐색 보조 도구
해안 바위의 경사와 단층은 수중의 넓은 면적에 걸쳐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모래 연흔이 해변과 평행으로 이어진 긴 줄을 형성해 이동
방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류가 조류나 부유 먼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해류의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침반을 사용하여 해류의 방위를 확인합니다.
시선에 구별되는 목표 세 개를 이어놓으면 바닥을 따라 직선으로 수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에 도달하면 더 멀리 있는
목표를 이어서 경로를 잇는 세 개의 점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측면 해류의 영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맑은 물속에서는 나침반을 사용하여 상당이 넓은 구역에 걸쳐 검색
패턴으로 수영할 수 있습니다. 기본 방위(동서남북) 중 한쪽으로
수영하면서 양쪽 발차기 횟수(왼쪽 발차기 또는 오른쪽 발차기의 횟수)를
계수합니다.
발차기 횟수를 100회까지 계수하고(약 100미터) 90도 회전하고 몇 번
발차기를 해서 수영한 다음 90도를 더 꺾은 다음 같은 횟수의 발차기 만큼
다시 수영합니다. 이 패턴을 필요한 만큼 오래 계속합니다.
검색 패턴에서 회전 전후의 측면 이동은 가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전 전후의 거리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준보다 짧게 유지해야
합니다.

관리
세척 시 담수와 순한 비누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이빙 후에는 나침반을
세척해야 합니다.
·· 작동/보관온도: -30°C - +60°C / -22°F - +140°F
·· 기울기 조정: 최대 ±1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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