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디지털 신호 도청 관제 장비

은밀한 포착, 디지털 신호 도청 관제로 경험하십시오!
언제까지 아날로그 도청 관제에 올인 하시렵니까?
1. 2
 G, 3G, 4G, LTE, Wi-Fi, FHSS, DSSS, FSK, FM, AM, NTSC, PAL 등 대부분의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합니다.
2. 도청 의혹 신호가 발생하면 도청 위협 신호원의 위치를 관제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합니다.
3. 위치추적용 전용수신기로 다른 주파수에 의한 혼선 없이 간단하게 도청기를 색출, 제거할 수 있습니다.

 LTE 등 스마트 폰, Wi-Fi를 이용한 도청, 몰카…
4G,
솔•직•히 찾아낼 수 있습니까?
도청, 시대가 변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398MHz 아날로그 도청기를 찾는다고 하면 커다란 난센스
입니다.
다른 분야의 디지털 기술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VHF, UHF 주파수 대역의 FM 방식 구형 도청기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심부름 센터에서나 사용하는 수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현재 주파수 호핑, DSSS, FSK 등 디지털 도청기에서 직접 송신은
물론, 녹음 또는 3G, 4G, Wi-Fi로 포워딩하는 기기들도 정말 놀랄 만큼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청도 디지털 시대!!
휴대폰 주파수 대역 내에 디지털 도청기가 숨겨져 있다?
본 장비는 850MHz, 1800MHz, 2600MHz 등 국내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 내에 숨겨져 있는 최첨단 기술의 디지털

변조 방식

도청기도 아주 간단하게 잡아냅니다. 최근의 도청 기술은 복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방식, 그리고 다른 주파수대에 비해 감추기 용이한
휴대폰 주파수 대역에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장비)으로 이러한 도청장치를 찾아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도청을 하려는 누군가가 상대 측에 적발되지 않고 공격을 수행하려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기,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The Stealth 365 모델은 특정 보안구역 내에 장비를 설치하고 365일 디지털, 아날로그 도청 신호를 감시할 수 있는 관제 전용 스캐너입니다.
특히 레이저, 콘크리트 마이크, 바늘형 마이크에 의한 도청방지 기능을 함께 채용하여 외부, 옆방에서의 도청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중앙관제센터에 접수된 도청 의혹 주파수, 시간, 수신 감도, 수신 모드 등 모든 데이터는 자동 저장되며, 관제 보고서 제출 시 그 내용을
함께 첨부하여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미설치 구역 등) Wi-Fi로 연결하여 임시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비, 어디서 보신 적 있습니까?
정보, 수사, 군 기관 및 관공서, 정당, VVIP실 등

주요 사용처 : 대기업,
그 외 시험장 부정행위 방지 및 교도소 등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 구역 등 (별도 옵션 가능)

365일 TSCM 장비 운용 구성도
주요 규격
주파수 범위 : 25MHz ~ 6000MHz
수신 감도 : -90 ~ -75dBm
감시 모드 : 2G, 3G, 4G, LTE, Wi-Fi,
FHSS, DSSS, FSK, FM, AM, NTSC,
PAL 등
안 테 나 : 각 주파수 밴드별 4개 채용
레이저(콘크리트 마이크 포함) 도청 방지
: 2중 난수, 2 CH 출력
트랜듀서 : TRN-600S
(노이즈 + 진동/난수)

TSCM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관제는 “어렵고 복잡한 스펙트럼 분석”이라는 낡은 고정 관념을 확실히 깨뜨렸습니다.

4G
LTE

관제 화면 (해당 구역 사진 또는 평면도 배치 가능)

위치 추적용 수신기

(1) 1개 층에 3대 이상 운영할 경우, 도청 의혹 신호가 포착되면 1차적으로 각 층 또는 각 호실에 대하여 도청 의혹 신호원의 위치를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2) 2차적으로 관제 화면에서 의혹 주파수를 위치 추적용 수신기에 전송하여 수많은 다른 주파수에 의한 혼선 없이 간단하게 도청 위협
신호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즉, "관제 센터에 실제로 도청 신호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고객님의 당연한 질문에 저희는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안상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고객님께서 처음으로 접하시는 중앙 관제 화면에서의 도청 의혹 발신기 위치 표시 및 위치 추적용 수신기를 이용한 도청기 색출,
그리고 3G, 4G, LTE, Wi-Fi 감시 기술에 대한 본 장비의 눈부신 주요 기술은 관련 특허로 모두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