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XIS T8129-E Outdoor PoE Extender
먼 거리를 커버할 수 있는 견고한 실외용 솔루션

AXIS T8129-E Outdoor Power over Ethernet Extender는 네트워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설치가 쉬
운 스마트한 솔루션을 제공하므로 추가 전원 공급 없이 Axis 네트워크 비디오 제품을 100m(328ft) 거리
보다 먼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100m(328ft) 케이블이 추가될 때마다 익스텐더 한 개를 연결하여 이
더넷과 PoE를 더 먼 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IP66/IP67 등급 인클로저를 사용하는 AXIS
T8129-E는 열악한 환경 조건과 까다로운 온도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이더넷 포트는 링크 속도,
이중 및 크로스오버를 자동으로 구성하며 풀 레이트 네트워크 처리량을 유지합니다.

> 이더넷 및 PoE 연결을 100m(328ft) 제한을 초과하여 확장

> IEEE 802.3af, IEEE 802.3at 및 high PoE 60W와 호환

> 견고한 IP66/IP67 등급 인클로저

> 추가 전원 공급 필요 없음

> 확장된 전체 거리에 풀 레이트 네트워크 제공

데이터시트



AXIS T8129-E Outdoor PoE Extender

디스플레이
데이터 속도 10/100Mbps 반이중/전이중

거리 최대 거리는 연결된 제품, 전원 및 작동 조건에 따라 달라집
니다. 자세한 내용은 axis.com을 참조하십시오.
IEEE 802.3at의 경우 최대 200m(656.17ft)
IEEE 802.3af의 경우 최대 300m(984.25ft)(2개)

커넥터 차폐 또는 비차폐 RJ45, EIA 568A 및 568B

네트워크
케이블

차폐 또는 비차폐 카테고리 5 또는 이상

설치 및 관리 PoE 및 High PoE 활성 장치에 자동으로 직렬 전원을 전달
하는 플러그 앤 플레이 설치

일반
케이스 IP66/IP67 등급

PVC 없음, 폴리카보네이트 케이스

디스플레이 및
표시기

LED 표시기는 RJ45 커넥터에 있음
전원 표시기: PoE 활성(녹색)
네트워크 표시기: 링크/작동(노란색)

전원 최대 전력 소비량: 1.3W

준수 IEEE 802.3af, IEEE 802.3at, Axis High PoE, RoHS, WEEE, CE

마운팅 벽면 또는 선반

설치환경 실외용

작동 조건 -40°C ~ 60°C(-40°F ~ 140°F)
습도 0 ~ 85% RH(비응축)

승인 EMC
EN 55032 Class B, EN 55024, FCC Part 15 Subpart B Class B,
ICES-3(A)/NMB-3(A), VCCI Class B,
RCM AS/NZS CISPR 32 Class B, KC KN32 Class A, KC KN35
안전
IEC/EN/UL 62368-1

치수 182.0 x 49.8 x 30.2mm(7.17 x 1.96 x 1.19인치)

무게 180g(6.35oz)

보증 3년 보증에 대해서는 axis.com/warranty 참조

환경적 책임: axis.com/environmental-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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