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XIS S9101
서버 설치를 위한 최적의 감시

AXIS Camera Station S9101 Desktop Terminal은 공간이 제한적일때사용할수있는고해상도감시비디
오에 최적화된 마이크로 폼 팩터 데스크탑 터미널입니다. AXIS Camera Station 소프트웨어가 터미널에
사전 로드되어 있어 설치 시간을 최소화하고 Axis 네트워크 영상 레코더의 고성능 감시 워크스테이션 생
성을 보완해줍니다. AXIS S9101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는 최적의 감시 경험으로 검증 되
었으며 제품에는 현장 하드웨어 교체 서비스를 포함한 3년 하드웨어 보증이 포함됩니다. AXIS S9101은
시스템 오버뷰를 위해 듀얼 스크린 설정에서 두 개의 모니터를 지원합니다. 범용 키보드와 컴퓨터 마우
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손쉬운 설치

> AXIS Camera Station 소프트웨어 포함

> 검증된 하드웨어

> 현장 교체 서비스

데이터시트



AXIS S9101
프로세서 Intel® Core i3-8100T

메모리 8GB RAM

운영 체제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운영 체제 복구: 있음
운영 체제 드라이브: 128GB SSD

비디오
스트리밍

실시간 보기: 최대 25개의 카메라 분할 보기 또는 1 x 4K
카메라 보기
재생: 4 x 1080p 카메라 분할 보기 또는 1 x 4K 카메라 보기
2대의 모니터를 지원합니다.

그래픽 카드 Intel® HD Graphics 630

전원 90W AC 어댑터(100 ~ 240V AC, 50/60Hz, 1.6A)

커넥터 USB 3.1 5개
USB 3.1 Type-C 1개
이더넷(RJ45) 1GbE 1개
DisplayPort™ 1.2 2개
범용 오디오 잭 1개
오디오 라인 출력 1개

작동 조건 5°C ~ 35°C(41°F ~ 95°F)
습도 20 ~ 80% RH(비응축)

저장 조건 -40°C~65°C(-40°F~149°F)

승인 IEC/EN/UL 60950-1 FCC Part 15 Subpart B Class B, ICES-003
Class B, VCCI Class B, RCM AS/NZS CISPR 32 Class B, KC
KN32 Class B, KN35, EN 55032, EN 55024, EN/IEC 61000-3-2,
EN/IEC 61000-3-3, EN 50564, EN 62623, EAC, BSMI, NOM

치수 178 x 36 x 182mm(7.1 x 1.4 x 7.2인치)

무게 1.2kg(2.6lb)

포함 액세서리 키보드(인터내셔널/미국), 컴퓨터 마우스, 전원공급장치
(케이블 포함)

액세서리 옵션 Axis 조이스틱 및 제어 보드
그 밖의 액세서리에 대해서는 axis.com 참조

보증 Axis 3년 보증 및 AXIS Extended Warranty 옵션에 대해서는
axis.com/warranty 참조

환경적 책임: axis.com/environmental-responsibility

www.ax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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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모든 회사명과 제품들은 해당 회사의 상표이거나 등록
상표입니다. Axis는 사전 통지 없이 수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T10103531/KO/M3.2/1907

https://www.axis.com
https://www.axis.com/warranty
https://www.axis.com/environmental-responsibility

	toc
	AXIS S9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