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XIS T94Q01F 천장 및 컬럼 마운트
다양한 설치 시나리오

분체 코팅된 알루미늄 AXIS T94Q01F 천장 및 컬럼 마운트는 천장/처마 설치와 컬럼/난간 설치 모
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마운트를 사용하여 Axis 고정형 카메라 하우징을 천장, 빔, 처마, 덮개
등과 같은 단단한 표면 아래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기둥 또는 컬럼 위쪽, 난간 및 기타 수평 건물
구조에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회전형 암 기능으로 인해 카메라의 방향 바꾸기와 유지보수가 쉬워
졌습니다. 케이블은 파이프를 통과하여 연결되므로 기후 조건이나 파손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케이
블 관 및 Axis 전선관 어댑터(3/4” 크기)는 측면에서 연결되는 케이블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 실내외 겸용 – 천장, 컬럼 및 난간

> 쉬운 설치 및 카메라 유지보수

> 견고성 및 안전성 - 오랜 시간동안 카메라를 견고하게 고정

> 부식 방지

데이터시트



AXIS T94Q01F 천장 및 컬럼 마운트

일반
지원 제품 AXIS T92E 시리즈, AXIS T93F 시리즈, AXIS T93E05,

AXIS T93G05, AXIS Q16-E/P13-E/M11-E 네트워크 카메라,
AXIS Q1775-E 네트워크 카메라

케이스 NEMA 4X 및 IK10 등급의 충격에 강한 알루미늄 마운트
색상: 흰색 NCS S 1002-B

설치환경 실내
실외

케이블 포설 내부
뒷면: 케이블 구멍
측면: 케이블 관 구멍 M25 3/4"

최대 하중 5kg(11lb)

각도 암: 360°
틸트: +25° ~ - 65° 회전: +100° ~ -100°

승인 IEC/EN/UL 60950-1
IEC/EN/UL 60950-22
진동: Class 4M3 IEC 60068-2-6 및 IEC 60068-2-27
EN 50581, REACH, CE

치수 271 x 300.4 x 129.7mm(11 x 12 x 5in)

무게 1.3kg(3lb)

포함 액세서리 설치 안내서

액세서리 옵션 AXIS ACI 전선관 어댑터 3/4″ NPS
AXIS ACI 전선관 어댑터 3/4" U자형 30mm(1in)
AXIS 조류 제어 스파이크
자세한 내용은 www.axis.com을 참조하십시오.

보증 Axis의 3년 보증에 대해서는 www.axis.com/warranty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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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xis.co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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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