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XIS Q7920 비디오 엔코더 섀시
신뢰할 수 있는 고밀도 비디오 엔코더 섀시

AXIS Q7920은 고밀도 랙 마운트 비디오 엔코더 섀시로, 아날로그 시스템을 네
트워크 비디오로 전환하는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비디오 엔코
더 섀시는 고성능, 유연성 및 신뢰성이 필요하며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를 수행
하는 대규모 설치에 이상적입니다.

AXIS Q7920은 최대 14개의 핫스왑형 비디오 엔코더

블레이드를 수용하는 5U 랙 마운트 비디오 엔코더

섀시입니다. 이 비디오 엔코더 섀시의 모든 슬롯을

사용할 경우, 최대 84대의 아날로그 카메라를 IP 기

반 영상 감시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AXIS Q7920을 이용하면 여러 다른 비디오 엔코더 블

레이드를 마운트하여 유연하면서도 확장 가능한 고

밀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압축

형식, 해상도 및 프레임 레이트를 지원하는 블레이드

조합을 허용합니다. 섀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도 블

레이드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AXIS Q7920은 전원 및 네트워크 리던던시 기능을 갖

춘 신뢰성이 높은 비디오 엔코더 솔루션으로, RJ45

포트와 SFP 슬롯을 모두 제공하여 유연하고 비용 효

율적인 장거리 네트워크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비디오 엔코더 섀시는 각 슬롯 뒤쪽에 있는 RS485

커넥터를 통해 PTZ 제어를 지원합니다. 또한, 각 슬

롯은 외부 알람 트리거 및 도어 잠금 장치나 조명 같

은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외부 입력 또는 출력용 연

포트가 있습니다.

데이터시트

> 최대 14개의
핫스왑형 블레이드
수용

> 전원 및 네트워크
리던던시

> I/O 및 시리얼
포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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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확장 슬롯 비디오 엔코더 블레이드를 위한 14개 슬롯

케이스 5U, 19인치 랙 마운팅용 금속 케이스
색상: 검은색/은색(NCS S 9000-N)

전원 100~240V AC, 최대 365W, 50/60Hz
2개의 교체 가능한 중복 전원 공급 장치

냉각 교체 가능한 두 개의 팬 트레이에 각각 두 개의 팬

커넥터 4개의 이더넷 10BASE-T/100BASE-TX/1000BASE-T RJ45(기
가비트 이더넷)
4개의 1Gbps SFP 슬롯
14개 I/O 터미널 블록
14개 RS485 터미널 블록(반이중)
14개 2핀 12V 전원 출력 터미널 블록

작동 조건 0°C~45°C(32°F~113°F)
습도 20~85% RH(비응축)

승인 EN 55022 Class B, EN 61000-6-1, EN 61000-6-2,
EN 50121-4, EN 61000-3-2, EN 61000-3-3, EN 55024,
FCC part 15 Subpart B Class 비차폐식 케이블,
FCC Part 15 Subpart B Class B 차폐식 케이블,
ICES-003 Class B, VCCI Class B,
C-Tick AS/NZS CISPR 22 Class B, KCC KN22 Class B,
KN24, IEC/EN/UL 60950-1

무게 10.5kg(23.2lb)(블레이드 제외)

포함 액세서리 설치 안내서, 마운팅 키트(4피트 포함), 2개 AC 전원 케이
블, 터미널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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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정보는 www.axi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환 비디오 엔코더 블레이드

블레이드 채널 수 영상 압축 초당 프레임 수(50/60Hz) - 최대 해상도 외부 입력/출력 PTZ 지원

H.264
AXIS Q7436 6

Motion JPEG
채널당 D1에서 50/60의 다중 스트림 12개 구성 가능

H.264
AXIS Q7406 6

Motion JPEG
채널당 D1에서 25/30의 다중 스트림 12개 구성 가능

H.264
AXIS Q7414 4

Motion JPEG
채널당 D1에서 25/30의 다중 스트림 8개 구성 가능

H.264
AXIS P7224 4

Motion JPEG
채널당 D1에서 25/30의 다중 스트림(총 8개 스트림) 4개 구성 가능

AXIS Q7920을 이용한 모든 기능을 갖추려면 비디오 엔코더 펌웨어 버전 5.51.1 이상이 필요합니다.
AXIS 240Q, AXIS 241Q, AXIS 241S 및 AXIS 243Q는 AXIS Q7920과의 호환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치수

www.axis.co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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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