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XIS T83 마이크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고성능 마이크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고성능을 발휘하는 눈에 띄지 않는 소형 마이크입니다. AXIS
T83 마이크는 세밀한 이미지와 해상도를 제공하는 Axis 네트워크 비디오 제품
과 호환됩니다.

이 마이크는 전방향 콘덴서 마이크로, 음원을 직접

향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AXIS T83 디자인은 은

밀한 설치가 가능하며, 은밀한 오디오 디텍션에 사

용하거나 실내 영상 감시를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5mm 커넥터가 장착된 AXIS T8351과 3.5mm 어댑

터가 장착된 AXIS T8353A는 3.5mm 마이크 입력 잭

을 지원하는 Axis M, P 및 Q 라인 네트워크 비디오

제품과 호환됩니다.

AXIS T8353B 마이크 팬텀 전원은 XLR 접점과 피그테

일 어댑터가 장착된 전방향 마이크입니다. 12~48V

DC의 팬텀 전원 전압이 지원됩니다. 이 제품은 AXIS

P8221 네트워크 I/O 오디오 모듈과 같은 팬텀 전원

장치와 호환됩니다.

다양한 마운팅 액세서리가 장착된 AXIS T8351은 벽

이나 천장에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크

기가 작아 은밀한 오디오 감시에도 적합합니다. 케

이블 길이가 5m(197인치)이므로 음원에 가까이 설치

할 수 있습니다. AXIS T8351은 IP66 등급으로, 공항

의 천장과 지하철이나 학교의 현관과 같은 반 실외

환경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시트

> 전문 오디오 감시

> 뛰어난 다이나믹
레인지 및 낮은
노이즈

> 전방향

> 눈에 띄지 않는
소형 마이크



기술 사양 - AXIS T83 마이크
모델 AXIS T8351 마이크 3.5mm

AXIS T8353A 마이크 3.5mm
AXIS T8353B 마이크 팬텀 전원

오디오
지원 카메라 AXIS T8351/T8353A: 3.5mm 마이크 입력 잭을 지원하는

모든 Axis M, P 및 Q 라인 네트워크 비디오 제품
AXIS T8353B: AXIS P8221 네트워크 I/O 오디오 모듈

주파수 범위 20Hz~20kHz(그래프 참조)

감도 AXIS T8351: -40dB(상대: 1V/Pa)
AXIS T8353A/T8353B: -44dB(상대: 1V/Pa)

잘리기 전 최대
SPL

AXIS T8351: 120dB
AXIS T8353A/T8353B: 138dB

SNR AXIS T8351: 64dB A 가중(상대: 1kHz @ 1Pa, 94dB SPL)
AXIS T8353A/T8353B: 68dB A 가중(상대: 1kHz @
1Pa, 94dB SPL)

방향성 전방향

전원
전원 요구 사항 AXIS T8351: 3~5V DCa

AXIS T8353A: 3~5V DCa
AXIS T8353B: 12~48V DCa

커넥터 AXIS T8351/T8353A: 3.5mm 포노 플러그
AXIS T8353B: XLR Male 및 피그테일

일반
케이스 AXIS T8351: 색상: 연한 회색 NCS S 1002-B

AXIS T8353A/T8353B: 색상: NCS S 9002-B

준수 RoHS, REACH, IEC/EN 60950-1, EN 55103-1, EN 55103-2

승인 AXIS T8351: IP66

설치환경 AXIS T8351: 실내, 반 실외
AXIS T8353A/T8353B: 실내

작동 조건 AXIS T8351: -20°C~60°C(-4°F~140°F)
최대 습도 75% RH(비응축)
AXIS T8353A/T8353B: -25°C~45°C(-13°F~113°F)
최대 습도 90% RH(비응축)

보관 조건 AXIS T8351: -20°C~60°C(-4°F~140°F)
AXIS T8353A/T8353B: -25°C~70°C(-13°F~158°F)

치수 AXIS T8351:
마이크(LxHxW): 28 x 20 x 20mm(1.1 x 0.8 x 0.8인치)
케이블(LxØ): 5m x 3mm(197 x 0.1인치)
3.5mm 플러그(Ø): 6mm(0.2in)
AXIS T8353A/T8353B:
마이크(LxØ): 5.4 x 12.7mm(0.2 x 0.5인치)
케이블(LxØ): 1.8m x 1.6mm(71 x 0.06인치)
3.5mm 플러그(Ø): 7.9mm(0.3in)
XLR 어댑터(LxØ): 20.4mm x 70mm(0.8 x 2.8인치)

무게 AXIS T8351: 70g(0.15oz)
AXIS T8353A: 14g(0.5oz)
AXIS T8353B: 80g(2.8oz)

포함 액세서리 AXIS T8351: 흰색 커버, 브래킷 장착 0~4mm, 브래킷 장
착, 양면 테이프 20 x 10mm, 케이블 홀더, 케이블 개스킷
M20 3mm, 케이블 개스킷 M16 3mm, 설치 안내서
AXIS T8353B: XLR 어댑터, 피그테일

액세서리 옵션 AXIS 오디오 확장 케이블 A 5m(197in)
AXIS T8353A/T8353B: AXIS T8353 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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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전원은 Axis 네트워크 비디오 제품에서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axi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파수 범위

www.ax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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