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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S Rack Solution
More video servers in less space – quick, flexible and 
professional installation and service

AXIS Video Server Rack은 15-20여대 이상의 비디오 서버를 

한 곳에 구축 하기 위해 사용 되는 19" 랙 솔루션으로 공간의 

효율적인 디자인과 전원 공급 장치가 내장 되어있습니다.

AXIS Rack 솔루션은 높은 신뢰성, 전문적인 설치 환경,유연성

,신속한 기능 구현을 제공 합니다. 최대 12개의 교체 가능한 

슬롯 구조로 별도로 주 장비의 전원 차단 없이 동작중에서  

장비의 신속한 교체가 가능합니다. 

AXIS Rack 솔루션은 대량의 카메라를 포함한 기존에 운영 중인 

대량의 아날로그 카메라를 새로운 기술의 통합 영상 감시 시스템

으로 전환 확장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공항, 대형 건물,  

학교, 지하철, 열차역 등지에 안성 맞춤입니다. 

전원이 내장되어 있어 설치와 확장이 용이 

관리의 용이함과 불량 교체가 용이

다양한 비디오 서버를 동일한 랙에 빠르고 

프로패셔널한 설치 

간단히 블래이드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확장이 

용이한 시스템 구조

하나의 시스템에 다수의 아날로그 영상를 위한 

중앙 집중형 시스템



Hardware & System
• Aluminum rack, 19” / 3U
• Available slots: 12 (support hot swap)

Connections
• Video: Analog video input/s (BNC)1

• Power: 100-240 VAC, 50/60 Hz, 1.6 A 

Each slot contains the following connectors on 
the rear of the rack:
• Network: 10Base-T/100Base-TX Ethernet 

networks (RJ-45)
• Serial communication: RS-232 & RS-485 

(terminal block)
• I/O: alarm inputs and outputs (terminal block)2

Operating Conditions
• Temp: 5 - 50 ºC (41-122  ºF)3

• Humidity: 20 - 80% RHG

Dimensions and Weight
• Height:  132 mm (5.2”)
• Width:   482 mm (19.0”)
• Depth:   300 mm (11.8”)
• Weight: 3.3 kg (7.3 pounds)(incl. PSU)

Shipping contains
• Video server rack
• Power supply module (installed)
• Blanking panels (installed)
• Connector kit
• Mains cable
• Installation guide

Approvals
• EMC: 
 - CE compliant according to:
   + EN55024:1998 +A1 
   + EN61000-6-1:2001 
   + EN61000-6-2:2001 
   + EN55022:1998 +A1 Class B 
   + EN61000-3-2:2000  
   + EN61000-3-3:1995 +A1 
 - FCC Part 15 subpart B, demonstrated by 

compliance with EN55022:1998
 - VCCI:2002 Class B ITE
 - C-tick AS/NZS 3548 
• Safety
 - EN6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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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IS Video Server Rack

Product Selection Guide

Product No. of 
channels

Video 
compression

Total Frame Rate
(NTSC/PAL)

Video Motion 
Detection

Alarm 
inputs/outputs

PTZ 
support

HTTPS Audio 
support

240Q Blade 4 Motion JPEG 24/20 Yes 4 / 4 Yes Yes No

241Q Blade 4 Motion JPEG/
MPEG-4 120/100 Yes 4 / 4 Yes Yes No

241S Blade 1 Motion JPEG/
MPEG-4 30/25 Yes 4 / 4 Yes Yes No

250S Blade 1 MPEG-2 30/25 No 4 / 1 Yes No Yes

2400+ Blade 4 Motion JPEG 30/25 No 4 / 1 Yes No Yes*

2401+ Blade 1 Motion JPEG 30/25 No 4 / 1 Yes No Yes*

 AXIS Blade Video Servers 

1. Video input(s) are located on the blade
2. Number of inputs and outputs varies between different types of Blade.
3. Ensure proper ventilation/cooling when installing multiple racks.

* Requires the AXIS 2191 Audio Module

NOTE: Please see separate datasheets for all stand-alone video servers.

www.axis.co.kr

사용 가능한 Blade 서버는 아래 표를 참조 하여 주십시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각 제품별 Datasheet 참조 바랍니다. 

모든 Blade 서버의 기능은 스탠드 얼론 비디오 서버와 동일 합니다. 

각각의 Blade는 컨넥터 킷, 설치 가이드, 메뉴얼과 함께 공급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