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Nokta Makro 보안 금속 탐지기 
라인은 고급 탐지 기술과 최고의 안정
성을 제공하여 보안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립니다. NMS 은
모든 종류의 철 및 비철 금속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내든 실외든 안전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초 방수 휴대용 금속탐지기

NMS20

IP67



헤드폰 잭(옵션)

방사성 물질 검출(선택)

견고하고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감지 영역을 방해하지 않는 편안한 
핸드 그립이 특징입니다. 또한 탐지기가
의복에 걸리지 않고 검사 영역을 편리
하게 통과할 수 있는 뛰어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범용 충전기
스탠드 역할도 하는 충전 스테이션에서
편리하고 빠르게 탐지기를 충전하세요.
범용 충전 어댑터 및 플러그가 함께 
제공됩니다.

자동 대기 및 종료
전력 소비를 줄이고 배터리 수명을 
절약합니다.

긴 배터리 수명
NMS 은 40시간 이상의 배터리 수명을 가진 2개의 
AA 충전식 배터리와 함께 제공됩니다.

주파수 이동
여러 탐지기를 동시에 간섭 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철근 제거 기능
지면에 더 가까운 영역을 스캔할 때 
철근 감지를 제거합니다.

탐지 경고 및 표시기
1. 오디오 알람 2. 진동 알람 3. LED 알람

조정 가능한 감도
대상 금속 크기 및 최대 작동 거리에 
따라 감도를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넓은 감지 영역
NMS 은 기존의 휴대용 탐지기에 비해 더 빠르고 
정확한 스캐닝을 제공합니다.

IP
완전히 잠수할 수 있으며 전체 먼지 
유입으로부터 보호됩니다.IP

NIJ 표준 0602.02 준수
NMS 의 기능은 NIJ 표준 0602.02 및
새로운 NIJ 초안 표준 0602.03을 준수
하며 NIJ 표준 - 0602.02 감지 요구 사
항을 능가합니다.



작동 주파수         : 13 kHz
전원 공급 장치      : 금속 탐지기: 2xAA Ni-MH mAh  충전식 배터리
                               AC/DC 충전 어댑터: 100-240Vac - Hz .A
LED 경보        : 예
오디오 알람       : 예
진동          : 예
감도          : 3단계감도          : 3단계
철근 제거        : 예
배터리 수명       : 40시간 이상
작동 온도        : 금속 탐지기: -40°C - °C(- °F - °F)
                  충전기: 0°C - °C( °F - °F)
                      보관 온도: -40°C - °C (- °F - °F)
치수(가로x세로x높이       : NMS : x x mm(.''X .''X.'')
                     충전기: 85x x mm(.''X.''X.'')                     충전기: 85x x mm(.''X.''X.'')
                   NMS /  멀티 도킹 스테이션(옵션): 247x x mm(.''X .''X.'')
                     NMS /  휴대용 케이스(옵션): 300x x mm( .''X .''X.'')
무게           : NMS : g. (.파운드) 
                             충전기: 625g. (.파운드)
                                                   NMS /  멀티 도킹 스테이션(옵션): 2595g. (.파운드)
                                                    NMS /  휴대용 케이스(옵션):1325g. (.파운드)

기술 사양

• 공항
• 쇼핑몰
• 정부 관청
• 학교
• 경찰서

• 군사 지역
• 법원
• 교도소
• 경기장
• 콘서트 홀

• 공개 회의 장소
• 교통 터미널
• 기업 보안
• 빌딩 단지
• 무역 및 비즈니스 센터

어플리케이션



NMS /  휴대용 케이스NMS /  멀티 도킹 스테이션

옵션 액세서리

xAA 배터리벨트 홀스터 손목 끈

범용 충전 어댑터 플러그

NMS /  충전 
스테이션 연결 핀(3개) 교정 시험편USB 충전 케이블

범용 충전 어댑터NMS /  충전 스테이션

패키지 내용물

www.noktadetectors.com

Nokta Makro Detectors reserves the right to change the design, specifications or accessories without notice and without any obligation or liability whatso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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