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보안 전문회사

(주)공공칠월드
휴대용 울트라 녹음차단 및 도청차단기
Portable Recorder and Microphone Jammer

RBS-007

본 기기는 음성 레코더, 휴대 전화 녹음, 무선 및
유선 도청장치의 녹음.도청을 차단(방지) 하기 위해
노이즈를 생성하여 음성 데이터의 위험을 방지하도록 설계
되었으며, 마이크 진동판에 초음파 간섭 및 잡음을 생성하
여 차단. 방지하지 귀하를 녹음. 도청으로부터 자유롭게 하
기 위하여 개발(설계) 되었습니다.

▶주요특징
•초음파 간섭신호를 사용,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게 설계
•차단(방지)거리 약 0.5 ~ 3 미터
•한번의 충전으로 약 2시간 사용과 충전기 연결 사용시
24시간 작동가능
•휴대가 간편한 내장 배터리 사용
•배터리 잔량 표시 LED
•만 충전 표시 LED
•On/OFF 표시 LED

장치의 사양과 설명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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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공칠월드
제품 사양
품명

휴대용 녹음/도청 차단기

모델번호

RBS-007

차단거리

약 0.5-3미터 (녹음.도청기의 마이크 종류에 따름)

배터리용량

Li-lon 2600mA/h

충전기 용량

9V, 1A

소비전류

1000mA

배터리 충전전류

500mA

연속사용시간

약 2시간

충전시간

약 4시간

녹음/도청차단기 1ea

사용적정온도

+5 ~ +40℃

AC/DC 충전기

크기

210 * 125 * 48 mm

사용메뉴얼

무게(배터리 포함)

약 250g

파우치

구성품

▶사용환경
본 기기는 영상 +5 에서 +45°C 사이의 상온에서 사용 하기를 권장 합니다. 제시 상온의 범위를 벗어나면
85% 정도의 효율로 감소 할 수 있습니다.

▶품질 보증기간
본 기기의 무상수리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입니다. 단, 품 제품을 고의적 훼손, 기기의 개봉, 외관상 흠집 내
기 등으로 인한 품질보증은 없으며, 본 기기의 품질보증 기간 내에라도 수리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에 의한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며, 6개월이 경과 후 배터리의 교환.수리 등은 교환
비용 및 수리비 등을 청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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