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XIS T98A-VE 감시 캐비닛 시리즈
중요 시스템 장비에 손쉽게 설치 가능한 견고한 캐비닛

AXIS T98A-VE 감시 캐비닛 시리즈는 고유한 디자인의 실외용 캐비닛으로, Axis
실외 네트워크 카메라에 맞추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AXIS T98A-VE 감시 캐
비닛 시리즈는 까다로운 날씨와 파손시도로부터 주 전원과 저전압 장치를 보
호합니다.

AXIS T98A-VE 시리즈는 현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

약해 주는 시스템 솔루션입니다. AXIS T98A-VE 감시

캐비닛 시리즈는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되었으며,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에 사용되는 미드스팬, 전원 공

급 장치, 미디어 컨버터 스위치 등 여러 액세서리에

맞는 보관함이 있어 단계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AXIS T98A-VE 감시 캐비닛 시리즈에는 마운팅 플레

이트가 내장되어 있어 간편하게 설치하고 케이블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캐비닛은 IP66 및 NEMA 4X 등

급으로 사방에서 침투하는 먼지와 고압의 물로부터

보호될 뿐만 아니라, IK 10 등급으로 충격 및 파손 시

도로부터 보호됩니다. 과부하 차단기와 퓨즈, 캐비닛

침입이나 손상을 감지하는 도어 스위치가 포함된 전

기 안전 키트를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AXIS T98A-VE 시리즈에는 카메라 유형에 따른 고정

형, 고정형 돔, PTZ 돔 등 세 가지 버전과 캐비닛을

독립형 장치로 사용하는 버전 등 총 네 가지 버전이

제공됩니다. 캐비닛은 카메라와 잘 조화되며 벽, 기

둥 또는 코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과 간단한 설치를 위해 캐비닛 도어에 설치할 수 있

습니다. AXIS T98A-VE 캐비닛은 견고한 파손 방지형

방수 상자가 꼭 필요한 도시 방범 또는 중요 인프라

설치에 적합합니다.

데이터시트

> 실외용

> IP66 및
NEMA 4X 등급

> IK10 등급

> 손쉬운 설치

> Axis 네트워크
비디오 카메라와
호환 가능



쉽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만능 실외용 캐비닛

AXIS T98A-VE 시리즈는 주 전력 및 저전압 구성 요소를 보호하며 설치가 쉽고 실외용 PTZ, 고정형
및 고정형 돔 IP 카메라와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손쉬운 설치
AXIS T98A-VE는 설치 작업을 간소화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필요에 따라 장착 브래킷을 선택하여 AXIS T98A-VE를 벽이나 기둥

또는 건물 모서리에 설치할 수 있으며, 초경량 폴리카보네이트 캐

비닛 베이스를 한 손으로 쉽게 운반할 수 있으며, 유연한 설치를 위

해 캐비닛 도어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힌지를 달 수 있습니다. 케이

블 배선 시 캐비닛 베이스를 더 높은 위치에 잠시 장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마운팅 플레이트가 있으며 힌지에는 캐비닛 도어를

105°에서 잠그는 멈춤 장치가 있습니다. 또한 사전 마운트된 DIN 레

일이 설계되어 있어 구성 요소를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왼쪽: 가벼운 폴리카보네이트 감시 캐비닛
가운데: 105° 힌지 멈춤 장치
오른쪽: 사전 마운트되었으며 몰딩 처리된 DIN 레일

재난을 이겨내는 파손 방지 제품
폴리카보네이트 캐비닛은 먼지 침투와 사방에서 분무되는 고압 물 분

사로부터 보호하는 IP66 등급 제품입니다. NEMA 4X 등급 제품은 흩

날리는 먼지, 염수 분무, 비, 호스로 분사하는 물 및 외부 얼음 형성으

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충격과 파손으로부터 보호하

는 IK10 등급의 제품이며, 4M4 및 4M3(AXIS T98A18-VE/T98A19–VE)

의 진동 등급을 지원합니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구분된 보관함
설치와 비용 효율 향상을 위해 내부 보관함에 DIN 레일이 제공되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 전력 장치용, 다른 하나

는 공인 전기 기사가 설치할 필요가 없는 저전압 장치용으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부하 차단기와 퓨즈, 캐비닛 침입이나

손상을 감지하는 알람 도어 스위치가 포함된 전기 안전 키트를 옵

션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치수

1.캐비닛 외부 치수

2.캐비닛 내부 치수

3.AXIS T98A-VE 마운팅 플레이트

액세서리(옵션)

1.AXIS T98A
선실드

2.AXIS 전기
안전 키트

3.AXIS 도어
스위치 A

4.AXIS T95A67

5.AXIS T95A64

카메라 액세서리

1.AXIS T8604
AXIS T8605

2.AXIS T8006
PS12

3.AXIS T8008
PS12

4.AXIS T81B22



기술 사양 - AXIS T98A-VE 감시 캐비닛 시리즈
모델 AXIS T98A15-VE 감시 캐비닛

AXIS T98A16-VE 감시 캐비닛
AXIS T98A17-VE 감시 캐비닛
AXIS T98A18-VE 감시 캐비닛
AXIS T98A19-VE 감시 캐비닛

일반
지원 카메라 AXIS T98A15-VE: 단독형

AXIS T98A16-VE: AXIS Q19-E, AXIS Q17-E, AXIS Q16-E,
AXIS P13-E, AXIS M11-E, AXIS T92E/T93E05 하우징
AXIS T98A17-VE: AXIS P33-VE 네트워크 카메라
AXIS T98A18-VE: AXIS T91A61 벽면 브래킷, 펜던트 키
트가 포함된 AXIS Q60, AXIS P55 및 AXIS P33/M32 시
리즈 지원
AXIS T98A19-VE: AXIS P54-E 시리즈

케이스 폴리카보네이트 캐비닛 및 스테인리스 스틸 마운팅 플
레이트
IP66 등급 및 NEMA 4X 등급, IK10 내충격성
색상: 흰색 NCS S 1002-B 및 스테인리스 스틸

설치환경 실내외

작동 조건 -40°C~75°C(-40°F~167°F)a
습도 10~100% RH(비응축)

승인 IEC/EN/UL 60950-1, IEC/EN/UL 60950-22, UL 50, UL 50E,
IEC 60529 IP66, NEMA 250 Type 4X, IEC 60068-2-6,
IEC 60068-2-27, IEC/EN 62262 IK10, 진동 4M4
AXIS T98A18-VE/T98A19-VE: 진동 4M3

무게 3.5kg(7.7lb)

포함 액세서리 설치 안내서, 사전 장착형 케이블 개스킷, 사전 장착
형 DIN 레일, 케이블 클램프, 케이블 스트랩, 전원 커버,
장치 마운팅 브래킷
AXIS T98A16-VE/T98A17-VE/T98A18-VE/T98A19-VE: 카
메라 설치용 추가 나사

보증 Axis 3년 보증, www.axis.com/warranty

a. 온도 범위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해당 액세서리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axis.com/products/cam_housing/t98ae/combinations.htm을 방
문하십시오.

기술 사양 - AXIS 전기 안전 키트
모델 AXIS 전기 안전 키트 A 120V AC

AXIS 전기 안전 키트 B 230V AC

일반
작동 조건 MCB 퓨즈: -40°C~75°C(-40°F~167°F)

과부하 차단기: -40°C~80°C(-40°F~176°F)
터미널 블록 4X2.5MM2(L), 터미널 블록 4X2.5MM2(GND),
터미널 블록 2X6MM2(GND)
도어 스위치: -40°C~85°C(-40°F~185°F)

승인 MCB 퓨즈: IEC/EN 60947-2, UL 489, CSA 22.2 No. 5
과부하 차단기: IEC 61643-1 Ed2, UL 1449 Ed3
도어 스위치: EN 61058, UL 1054

무게 390g(0.9lb)
도어 스위치: 10g(0.02lb)

치수 MCB 퓨즈: 92 x 17.5 x 72mm(3.6 x 0.7 x 2.9in)
과부하 차단기: 85 x 35 x 65mm(3.3 x 1.4 x 2.6in)
터미널 블록 4X2.5MM2(L): 80 x 6 x 37mm(3.1 x 0.2 x
1.5in)
터미널 블록 4X2.5MM2(GND): 80 x 6 x 37mm(3.1 x 0.2
x 1.5in)
터미널 블록 2X6MM2(GND): 67 x 8 x 37mm(2.6 x 0.3
x 1.5in)
도어 스위치: 41 x 10 x 30mm(1.6 x 0.4 x 1.2in)
도어 스위치 케이블: 1000mm(40in)
나사: 30mm(1.2 in)

포함 액세서리 MCB 퓨즈, 과부하 차단기 클래스 2, 터미널 블록
4X2.5MM2(L), 터미널 블록 4X2.5MM2(GND), 터미널 블록
2X6MM2(GND), 도어 스위치, 도어 스위치 케이블, 나사

자세한 정보는 www.axi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XIS T98A15-VE
감시 캐비닛

AXIS T98A16-VE
감시 캐비닛

AXIS T98A17-VE
감시 캐비닛

AXIS T98A18-VE
감시 캐비닛

AXIS T98A19-VE
감시 캐비닛

자세한 정보:
www.axis.com/products/cam_housing/t98ae/

www.ax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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