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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공칠월드
중역용 유,무선 도청/몰카 탐지기

중역용 유.무선 도청. 몰카탐지기

Field detector-Frequency meter with acoustic feedback.

SF007-7

Field detector-Frequency meter with acoustic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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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007II

오작동이 없는 정확한 탐지
간편한 휴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사용방법
충전용 배터리 사용
도청기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뛰어난 성능
진동, 묵음, 사운드 피드백 탐지기능
24시간 탐지 기능
원거리 방문객 탐지 기능
AM. FM 복조 탐지

용 도
기업 / 회사내의 보안유지
회의 시 정보유출여부 확인
개인 및 가정의 사생활 보호
호텔, 모텔, 비디오방 몰래 카메라 탐지
기타 무선전파 누출지점 탐지
SF-007II는 최신 휴대용 탐지기로서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며, 당신의 집, 사무실, 차는 물론
실내도청, 전화도청, 무선 몰래 카메라 그리고 곳곳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도청장비의 위치와
탐지를 위해 사용합니다. 당신이 전문적으로 도청기를 탐지하고자 할 때는 주저 없이 저희
SF-007II를 사용하십시오. SF-007II는 사운드 피드백 기능(도청 음 확인)으로 오 동작이 없이
정확하게 도청기를 찾아 줍니다. 이러한 기능은 일부 고가의 장비에만 있는 것이지만 저희
SF-007II는 수년간의 노력과 연구로 만들어진 최첨단 도청 탐지기입니다. 또한 진동모드
탐지는 상대가 모르게 실시간 은밀히 탐지가 가능 합니다.

주 탐지 장소 / 본 기기는 주변 전파환경과 탐지모드에 따라 최대 30미터 이상에서 탐지가 가능합니다.
상세설명

책상 주변

의자 주변

전화기 및 주변

몰래 카메라/화장실

탐지 주파수 : 50MHz-3.0GHz
탐지거리 : 5 ~ 30미터
탐지형태 : AM. FM 복조탐지
탐지모드1 : 10 LED와 경보 탐지
탐지모드2 : 10 LED와 하울링에 의한 탐지(본사특허)
탐지모드3 : 10 LED와 진동탐지
5단 Whip Antenna / 수신감도 조절기 내장 /
배터리 잔량 표시
규 격 : L140 x W70 x 25mm
무 게 : 235g
사용전원 : Ni-MH 7.2V battery pack (충전)
품질보증: 구매일로부터 1년
제품구성 : 본체, 이어폰, 충전기, 메뉴얼

주 의 / 본 기기의 복제, 수리를 목적으로 임의 분해 시 성능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니 절대 개방하지 마십시오.
장치의 사양과 설명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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