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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녹화형 몰래카메라 탐지
▷ 무선 몰래 카메라 탐지
▷ 차량 추적기 탐지
▷ 원격제어 폭발물 탐지
▷ 도청기 및 카메라(스틸 및 동영상) 탐지
▷ 순수 국내 개발 . 생산
▷ 가볍고, 작은 크기

▷ 간단한 조작 법

○ 2016년 서울시 “여성 안심 보안관” 공식 탐지기

▷ 충전식 배터리 사용

○ 2016년 08월 06일 TV조선 등 다수 TV 방영

▷ Molca-X12 포함

○ 2016년 08월 05일 KBS, KBS2 뉴스 방영
○ 조선일보, 중앙일보등 신문 보도
○ 2017년, 2018년 서울시 “여성 안심 보안관 ”
공식 탐지기

본 활성기기 탐지기 - "ADF-700"는 최신 몰래카메라( 라이터 모형, 자동차-키, 단추형, 안경형, 모자형
, 블루투스형 등등...)를 탐지 할 수 있는 (초고가 탐지기를 제외한) 유일한 탐지기 입니다.
저희 (주)공공칠월드에서 개발 시판된, SF-007시리즈는 이미 13년전 대만(Suresafe)에서 ODM방식으
로 생산하여, 아직도 국내에 많은 판매점에서 판매 되고 있으나, 예전의 방식으로는 최신의 몰래카메라
를 탐지 할 수 없기에, 금번 자사의 최신 기술로 활성기 기 탐지기 "ADF-700H"를 개발.생산.판매를 시작
으로 지금은 세계에 수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특히, 서울특별시 여성정책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여성
안심 보안관"제도로 인하여 서울시 25개 각 구청에서 활성기기 탐지기-ADF-700H를 가지고 "여성안심
보안 관"제도를 실시, 운영하고 있으며, 수 차례 제품의 테스트 및 장.단점을 완벽히 보완하여 서울시를
비릇하여 각 지자체와 지역별 경찰서에서 몰래카메라 방지.탐지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품 규격
제품 명칭

활성기기 탐지기

모델 번호

ADF-700H

탐지 방식

슈퍼헤테로다인 방식

탐지 주파수

13KHz ~ 19.75KHz

사용 전원

DC 9 ~ 12V

사용 시간

약 20시간 (만 충전시)

제품 크기(본체)
제품 무게
케이스 종류
제품 칼라

145 x 85 x 25mm
약 400g
Aluminum
흑색 (검정)
ADF-700H (본체, 충전기, 사용 메뉴얼)

제품 내장 품목

MolCa-X12 (본체, 충전 케이블, 사용 메뉴얼)
전용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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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지 확률 4배 이상 확보
▷ 소형 핸디형으로 편리하다
▷ 업무용에 최적화
▷ 별도의 배터리가 필요 없음 (충전식)
▷ 작은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 하다
▷ 12개 적외선 LED
▷ Red 유리로 밝은 시야 확보
▷ 초보자도 쉽게 사용
ON / OFF 버튼

핸디형 렌즈 탐지기 “Molca-X12”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렌즈 탐지기 보다 탐지 확률을

가장 확대한 일자 핸디형으로 설계되어 기존의 한쪽 눈만으로 탐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탐지자
의 자유로운 활동.행동을 보장하며, 본 핸디형 탐지기 “Molca-X12”를 사용 중 바로 다른 탐지기를 바
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렌즈 탐지(불법촬영기기)기 입니다.
장시간 탐지에도 피로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되었으며, 어떠한 각도로 보아도
가장 쉽고 빠르게 탐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해외 수출 및 국내 유수 기관에서도 가장 사랑
받는 탐지기 입니다. 12개의 고휘도 적외선 LED를 장착하였으며, 넓은 시야로 기존 탐지기의
불편한 점을 개선 하였습니다.

제 품 명

핸디형 렌즈 탐지기

모 델 명

Molca-X12

사용시간
LED 수량

약 4시간 (연속 사용시)

③

12개 (적외선 LED)

②

사용전원

DC 3.7V, 리튬-폴리머

충전시간

약 1시간

제품크기

101x42x13

무

게

약 50g (배터리 포함)

⑥
⑤
④

①
1. 렌즈 탐지기
3. 탐지기 전용 폴
5. 12V ADF-700H 충전기

2. 탐지기 본체
4. 충전용USB 케이블
6. 전용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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