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XIS 감시 microSDXCTM 카드 64GB
안정적인 영상 감시용 로컬 스토리지.

AXIS 감시 microSDXCTM 카드 64GB는 영상 감시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최적화된 고성능 로컬 스토
리지 솔루션입니다. 대부분의 Axis 네트워크 비디오 제품에서 지원되는 로컬 스토리지를 통해 유연
한 스토리지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개의 채널 시스템에서 유용하며, 분산된 비디오 녹
화를 제공하고, 현장 서버인 DVR 또는 NVR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페일오버 녹화를
위한 리던던시를 제공하므로 중앙 서버와의 연결이 끊어져도 영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대역폭
이 제한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실시간 비디오를 낮은 해상도에서 볼 수 있지만, HDTV 품질 이미지
가 로컬 카드에 저장됩니다.AXIS 감시 microSDXCTM 카드 64GB는 SDTM 카드 어댑터와 같이 제공
되며, Axis 3년 보증을 통해 지원됩니다.

> 감시 카메라용으로 최적화됨

> 로컬 스토리지가 장착된 호환 가능한 Axis 제품

> Axis의 3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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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S 감시 microSDXCTM 카드 64GB

SD 카드
폼 팩터 SDTM 카드 어댑터가 장착된 microSDXCTMa

케이스 microSDXCTM 카드 및 SDTM 카드 어댑터는 CD 케이스
에 제공됩니다.

색상 흰색

용량 64GB

클래스 Class 10

속도 20MB/s 읽기/쓰기

카드 치수 microSDXCTM 카드: 15mm x 11mm x 1.0mm(0.59in
x0.43in x0.04in)
SDTM 어댑터: 24mm x 32mm x 2.1mm(0.94in x 1.26in
x 0.08in)

작동 조건 -25°C ~ 85°C(-13°F ~ 185°F)

저장 조건 -40°C ~ 85°C(-40°F ~ 185°F)

승인 EN 55022 Class B, EN 55024,
FCC Part 15 Subpart B Class B, ICES-003 Class B,
C-tick AS/NZS CISPR 22 Class B

호환성 모든 microSD, microSDHC, microSDXC와 호환 가능하며,
SD, SDHC, SDXC가 장착된 호스트 장치를 지원합니다.

보증 Axis 3년 보증에 대해서는 www.axis.com/warranty를 참
조하십시오.

a. SanDisk는 미국과 기타 국가에 등록된 SanDisk Corporation의 상표입
니다. microSDXC 및 SD 상표와 로고는 SD-3C, LLC의 상표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axis.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axis.com

©2015 Axis Communications AB. AXIS COMMUNICATIONS, AXIS, ETRAX, ARTPEC, VAPIX는 관련 법규에
따른 Axis AB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모든 회사명과 제품들은 해당 회사의 상표이
거나 등록 상표입니다. Axis는 사전 통지 없이 수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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