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형 돔 카메라용 AXIS 펜던트 키트
Axis 고정형 돔 네트워크 카메라에 더욱 다양한 마운팅 옵션 추가

AXIS 펜던트 키트는 Axis 고정형 돔 네트워크 카메라에 더욱 다양한 설치 옵션
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양한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벽, 천장
또는 난간 마운트를 통해 선명한 화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브래킷에는 내부 케이블 채널이 있으므로 케이

블을 의도적 또는 실수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

호합니다.

액세서리를 사용하면 모서리와 기둥에 마운팅할 수

있습니다. 하드 실링 마운팅용 튜브는 특히 물체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는 데 유용합니다.

AXIS M3203/-V, AXIS M3204/-V, AXIS P3301/-V,

AXIS P3304/-V 네트워크 카메라를 지원합니다.

데이터시트

> 마운팅 옵션 확장

> 표준 치수

> 간편한 설치

> 내부 케이블링

> 세련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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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펜던트 키트 검은색 1.5" NPT
펜던트 키트 흰색 1.5" NPT
펜던트 키트 흰색
펜던트 키트 검은색

일반
지원 카메라 AXIS M3203/-V, AXIS M3204/-V, AXIS P3301/-V,

AXIS P3304/-V

케이스 알루미늄
색상: 흰색 NCS S 1002-B, 검은색 NCS S 9002-B

치수 132 x 144mm(5.2 x 5.6in)

포함 액세서리 설치 안내서, 나사, 나사 드라이버 Torx20
펜던트 키트 1.5" NPT 흰색/검은색: AXIS T91A06 파이프
어댑터 3/4-1.5"
펜던트 키트 흰색/검은색: 어댑터 1.5”-22mm

보증 Axis 1년 보증에 관해서는 www.axis.com/warranty를 참
조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www.axi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XIS 펜던트 키트

1.호환 제품:
AXIS M3203/-V, AXIS M3204/-V,
AXIS P3301/-V, AXIS P3304/-V

2.1.5" NPT - M30 어댑터

펜던트 키트 1.5" NPT, 흰색/검은색 - 1.5" NPT 연결 사용

1.벽면

2.난간

3.기둥

4.코너

펜던트 키트, 흰색/검은색 - M30 연결 사용

1.벽면

2.난간

3.펜던트

4.기둥

5.코너

www.ax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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