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시트

AXIS T91G61 월 마운트
빠른 연결 및 추가 요소를 위한 공간
PTZ 및 다중 센서 카메라용으로 설계된 AXIS T91G61 월 마운트는 마운트 내부의 액세서리를 수용
하며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사전 장착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전원 및 데이터를 IP66 RJ45 커넥터와
빠르고 쉽게 연결합니다. 충격에 강하고 실외용으로 검증된 자재로 인해 이 마운트는 실내외 모든
환경에 적합합니다. AXIS T91G61은 표준 Axis PTZ 월 마운트와 동일한 구멍 패턴이 있으며, 신규 장
착을 위해 Pelco의 PTZ 카메라 마운트와 일치하는 패턴으로 되어 있어 쉽게 전환할 수 있으며 추가
적인 드릴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옵션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기둥과 코너에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 연결 장치, 미드스팬(포함되지 않음) 및 서비스 루프를 위한 공간
> 충격, 물, 먼지 및 부식으로부터 보호
> 사전 장착 IP66 RJ45 커넥터
> 기존 구멍 재사용

AXIS T91G61 월 마운트
일반
지원 제품

포함 액세서리 설치 가이드
AXIS
AXIS
AXIS
AXIS
AXIS

IP66 RJ45 커넥터 포함 이더넷 케이블(개스킷 포함)
폼 가스켓 및 실리콘 스트랩(사전 장착)
커넥터 플러그 앵글 C13

Q3709-PVE
Q6000-E 시리즈
P56 시리즈
Q60 시리즈
Q61 시리즈

케이스

분체 도장 알루미늄 케이스
컬러: 화이트 NCS S 1002-B

치수

185 x 214 x 404mm(7.28 x 8.43 x 15.9in)

무게

3.5kg(7.7lb)

최대 하중

30kg(66lb)

케이블 포설

블랙: 케이블 구멍
하단: 3/4" 전선관 인입구 2개

설치환경

실내용
실외용

승인

안전
IEC/EN/UL 60950-1, IEC/EN/UL 60950-22
환경
IEC/EN 60529 IP66,
IEC 62262 IK10, IEC 60068-2-6(구부러짐),
IEC 60068-2-27(충격), NEMA 250 Type 4X, UL 50E,
MIL-STD 810G 509.5, RoHS

액세서리 옵션 AXIS T81B22 DC 30 W 1 포트 미드스팬 a

AXIS T8133 30 W 미드스팬 a
AXIS T8134 60 W 미드스팬 a
AXIS T8154 60W SFP 미드스팬 a
AXIS T8642 PoE+ over Coax 장치
AXIS T91A57 폴 마운트
AXIS T91A64 코너 마운트
AXIS ACI 전선관 어댑터
실내용 슬림 네트워크 케이블 커플러
액세서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axis.com 을 참조
하십시오.

보증
a.

Axis 3년 보증, www.axis.com/warranty 에서 참조

미드스팬 포함되지 않음

환경적 책임: www.axis.com/environmental-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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