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m이상 방수 / 10ft.

IP68

샤프트가 63cm (25 '')까지 축소되어 쉽게 운반하고
수중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D 탐지 코일
28cm / 11''

금속탐지가 처음이고 사용하기 쉬운 탐지기가 필요합니까?

고급 탐지기를 구입할 수는 없지만 고급탐지기만큼의 탐지 깊이와 기본 
기능을 원하십니까?

저렴한 가격에 방수 탐지기가 필요하십니까?

위 질문 가운데 하나라도 "예"라고 답한 경우 SIMPLEX +
가 모든 것을 포함한 유일한 선택입니다.

우리는우리는 모든 사용자가 고품질 금속 탐지를 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초의 입문형 금속탐지기
SIMPLEX +를 제공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SIMPLEX +는 자동 그라운드 밸런싱 기능이 있는 켜고 탐지하는 
금속탐지기입니다! 매우 사용하기 쉬운 단일 메뉴
디자인으로 해변 모드를 포함한 사전 설정 탐지
모드를 자랑합니다.

땅이나땅이나 수중에서 동전, 유물 또는 보석을 검색하든
SIMPLEX +는 현대적이고 가벼운 스타일을
특징으로하는 가성비 높은 경량의 내구성이
뛰어난 탐지기입니다.



IP68
최대 3m (10ft)까지 완전히 
잠수할 수 있으며 먼지 
유입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작동 원리      : VLF 

운용 주파수     : 12kHz

탐지 모드      : 5 (All Metal / Field / Park 1 /Park 2 / Beach)

오디오 톤      : 3

노치 필터      : 예

핀포인터       : 예

주파수주파수 이동     : 예

진동         : 예

감도 셋팅      : 7단계

타겟 ID        : 00-99

탐지 코일      : SP28 28cm (11") DD 

디스플레이      : 그래픽 LCD

백라이트       : 예

키패드키패드 백라이트   : 예

LED 플래쉬 라이트  : 예

중량         : 1.3 kg (2.9lbs.) 탐지 코일 포함 

길이         : 63cm - 132cm (25" - 52") 조정 가능

배터리        : 2300mAh 리튬 폴리머

보증         : 2년



방수 헤드폰
육지 및 수중 사용을위한

편안한 디자인.

방수 DD 탐지 코일 & 커버
24 x 13cm / 9.5'' x 5'' (SP24)

방수 DD 탐지 코일 & 커버
22cm / 8.5'' (SP22)

심플렉스(Simplex) 모자

USB 충전 & 데이터 케이블2.4 GHz 무선 에드폰
Green Edition

방수 DD 탐지 코일 & 커버
28cm / 11'' (SP28)

6.3mm (1/4'') 헤드폰 어답터USB 충전 & 데이터 케이블방수 DD 탐지코일 & 커버
28cm / 11'' (SP28)

www.noktadetectors.com
Nokta Makro Detectors는 예고없이 그리고 어떠한 의무 나 책임없이 디자인, 사양 또는 액세서리를 변경할 수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