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XIS T95A 시리즈 돔 하우징
Axis PTZ 및 PTZ 돔 네트워크 카메라 보호

AXIS T95A 시리즈 돔 하우징은 카메라, 모든 케이블 및 연결에 간편하게 액세
스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부 개방형 시스템으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간편하게
설치 및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AXIS T95A 시리즈는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소재로 제

작되어 Axis PTZ 및 PTZ 돔 네트워크 카메라를 물,

먼지, 햇빛, 저온으로부터 보호하는 혁신적이고 견고

한 돔 하우징입니다.

본 하우징은 IP66 생활 방수 등급으로, 실내 및 실외

설치에 적합합니다.

AXIS T95A에는 모든 지원되는 Axis 네트워크 카메라

에 사용할 수 있는 탈착식 선실드, 팬 지원 히터, 전

원 연결이 제공됩니다.

본 패키지는 뛰어난 선명도를 갖춘 1개의 투명 돔 버

블과 1개의 불투명 돔 버블을 제공하며, 35x 줌 기능

의 카메라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사전 설치된 히터와 팬이 있어 카메라가 -30°C(-22°F)

에서도 작동합니다(네트워크 카메라 모델에 따라 다

름).

데이터시트

> 히터와 팬 포함

> 실내 및 실외

> IP66 등급 보호

> 작동 조건
-30°C(-22°F)
까지



기술 사양 - AXIS T95A 시리즈 돔 하우징
모델 AXIS T95A00 돔 하우징, 110/240 V AC

AXIS T95A10 돔 하우징, 24 V AC

일반
지원 카메라 214 PTZ 네트워크 카메라

케이스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Epoxypolyester 파우더 페인팅. 색상: 흰색 RAL 9002
ABS의 탈착식 선실드. 색상: 흰색 RAL 9002

전원 AXIS T95A00: 입력 100/240 V AC,
출력 50/60Hz 24 V DC, 최대 1.5A 또는 12V DC, 3A
AXIS T95A10: 입력 24V AC, 24V AC 메인 어댑터 필요
출력 24V AC 또는 12V DC, 2A

설치환경 실내/실외

작동 조건 AXIS 214 PTZ: -25°C~40°C(-13°F~104°F)

승인 EN 61000-6-3, EN 50130-4, IEC/EN/UL 60950-1,
IEC/EN 60529 IP66

치수 335x351mm (13.2x13.8인치)(선실드 포함)
335x322mm(13.2x12.7인치)(선실드 없음)

무게 3.8kg(8.3lb)

포함 액세서리 선실드, 자동 온도 조절 히터 및 팬, 불투명 및 투명 돔 버
블, 설치 안내서

자세한 정보는 www.axi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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