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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는 불법 도/감청 및 무선카메라, 전력선 도청기, 유선도청기, 레이

저 도청 등의 모든 유형의 도청기 탐지용 핸디형 광대역 수신기입니다.  

1kHz~6GHz의 광대역 주파수 범위 다양한 도청기의 탐지를 위해 다양한 

액세서리를 제공합니다. 

스펙트럼의 분석 및 탐지 주파수 대역 표시, 터치 스크린을 통한 사용자

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Concealed Antenna를 사용하여 비밀 모드로 탐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

습니다. 

WiFi, 블루투스, 휴대 전화, 불법 무선 송신기 탐지 

전파방해 장치 탐지 및 문제 해결 

레이저 및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도청 탐지 

RF 연구 및 개발 기관 

    • 무선 관련 개발업체 

    • 기업의 산업보안 및 기술유출 방지 

    • 교육기관/공공기관/군부대 

ANDRE Advanced Kit에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수신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 할 수 있는 액세서리 프로브가 포함되어 있습

니다. 프로브를 장비에 연결시 자동으로 인식하고 탐지 주파수 

대역을 표시합니다. 

㈜한국스파이존 

장 비 제 안 



기능 및 장점 
디스플레이 : 3.5인치 터치 스크린 

 

헤드폰/내장형 스피커 및 볼륨 조

절 기능 

 

RF 감지기 감도 : 

            3GHz 주파수의 경우 -75dBm 

 

수신된 신호 중 가장 강한 신호에 

대한 주파수 카운터 기능의 제공으

로 주파수 대역 표시 

 

게인(Gain) 컨트롤 : + 15dB, 꺼짐 

 

오실로스코프 디스플레이를 통한 

기본 오디오 측정용 증폭기 

 

오디오 복조 : 오실로스코프  

          디스플레이 및 AM 및 FM 복조 

 

레벨 설정 기능으로 설정 레벨 이상

의 RF 신호 수신시 경고를 제공합

니다. 

 

상용 RF 대역의 주파수 데이터베이

스 구축 

 

진동 기능  

 

RSSI TONE은 수신신호 강도에 따

라 발생하는 알람 톤의 간격이 달라

집니다 

 

스크린 샷 검토 및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스크린 샷 캡처 및 저장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파일 전송 

및 전원 충전을 위한 USB 포트 

 

배터리 : 3400 mAh 리튬 이온 충전

지 (2 개 포함) 및 전용 충전기 

 

사용 시간 : 최대 5시간 

ANDRE는 설정에 따라 최소 5

초에서 최대 12시간 동안 주변 

주파수를 수신하고 수신된 주

파수의 RF 레벨을 표시하는 막

대 그래프 기능을 제공합니다. 

(a) 디지털 도청기 (b) 아날로그 

도청기 (c) 버스트 도청기와 같

은 신호 간의 차이점을 관찰하

고 설정된 값 이상의 신호 수신

시 경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파수 카운터 기능은 수신된 무선 주파수의 대역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수신 신호 목록을 생성합니다. 수

신 신호 목록은 가장 강한 신호부터 생성됩니다. 생

성된 신호 목록은 3단계(상용주파수/비인가주파수/

도청 위협 주파수)로 자동 지정됩니다.  신호 목록을 

클릭하면 수신된 주파수 대역의 분류 정보를 포함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신된 무선 주파수의 신호를 복조하여 오디오를 실

시간으로 청취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생중인 오디

오 파일은 10초 단위로 저장 및 재생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복조 화면에서도 주변 수신 신호 강도를 나

타내는 막대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탐지 업무 완료 후 추가 분석 및 보고서, 자료  

조사를 위해 PC에 연결하여 데이터(수신 신호 

목록 및 스크린 샷, 복조 된 오디오 파일)를 저

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