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XIS T91E61 벽면 마운트
고정형 돔 카메라용으로 제작

AXIS T91E61 벽면 마운트는 Axis 고정형 돔 네트워크 카메라용으로 특별히 설
계되었습니다. 실내와 실외에 설치하기에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내충격성 및 실외용으로 검증된 재질 덕분에

AXIS T91E61 벽면 마운트는 Axis 고정형 돔 카메라

가 사용되는 모든 환경에 적합합니다. 이 마운트는

Axis 카메라 마운트용으로 설계되었으며, 소형 폼 팩

터로 인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 마운트는 1.5” NPS 나사를 포함한 모든 Axis 고정

형 돔 펜던트 키트와 호환되며, 케이블 보호 전선관

을 사용하도록 AXIS T94R01P 전선관 백 박스에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기둥, 코너 및

AXIS T98A-VE 캐비닛 시리즈 도어에 마운트할 수 있

습니다.

AXIS T91E61은 실외 고정형 카메라용 벽면 마운트와

홀 패턴이 동일하므로 Axis 카메라를 쉽게 전환하도

록 할 수 있습니다. 호환 가능한 전선관 백 박스는

AXIS T91A/T91B 및 AXIS T91D61 벽면 마운트와 홀

패턴이 동일하므로 두 Axis 카메라를 쉽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벽면 마운트 맨 아래에서 4개 절단부 중 하나

를 사용하여 외부로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시트

> 작고 견고한
디자인

> 실내외용

> 내충격성 및
부식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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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AXIS T91E61 벽면 마운트

일반
지원 제품 AXIS T94B01D 펜던트 키트

(AXIS M3004-V/M3005-V), AXIS T94F01D 펜던
트 키트(AXIS M3006-V/M3007-P/M3007-PV 및
AXIS M3024-LVE/M3025-VE/M3026-VE/M3027-PVE),
AXIS T94F02D 펜던트 키트
(AXIS M3024-LVE/M3025-VE/M3026-VE/M3027-PVE),
AXIS T94K01D 펜던트 키트(AXIS P32/P33/Q35의 실내용
모델), AXIS T94M01D 펜던트 키트(AXIS Q35의 실외용 모
델), AXIS T94T01D 펜던트 키트(AXIS P32의 실외용 모델)

최대 하중 10kg(22Ib)

케이블 포설 내부
뒷면: 케이블 구멍
측면: 절단부

설치환경 실내외

케이스 분체 코팅, 크로메이트 처리된 알루미늄
색상: 흰색 NCS S 1002-B
인터페이스: 1.5" NPS

준수 RoHS, REACH, CE

승인 IEC/EN/UL 60950-1, IEC/EN/UL 60950-22, EN 50581,
UL 50E, IEC 62262 IK10, IEC 60721-3-4 (Class 4M4),
NEMA 250 Type 4X

치수 80 x 161 x 120mm(3.1 x 6.3 x 4.7in)

무게 525g(1.15Ib)

포함 액세서리 설치 안내서

액세서리 옵션 AXIS T94R01P 전선관 백 박스,
AXIS T91A47 폴 마운트, VT 코너 마운트 WCWA,
네트워크 케이블 커플러 IP66(AXIS T94R01P 전선관 백 박스
필요)

보증 Axis 3년 보증에 관해서는 www.axis.com/warranty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www.axis.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ax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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