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시트

AXIS T8311 영상 감시 조이스틱을 이용하면 모든 엑시스 PTZ 

및 PTZ 돔 네트워크 카메라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

습니다. AXIS T8312 영상 감시 키패드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작업 공간, 카메라, 감시 영상 및 PTZ 프리셋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AXIS T8313 영상 감시 조그 다이얼은 녹화된 영

상을 검색할 때 사용됩니다.

3개의 장치 모두 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며 감

시실 구조에 맞는 전문적인 외관과 마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 장치는 왼손과 오른손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

습니다. AXIS T8311 조이스틱은 회전형 노브 1개와 6개의 애

플리케이션 지정 핫키가 장착된 3축 조이스틱입니다. AXIS 

T8312 키패드는 10개의 애플리케이션 지정 핫키와 12개의 프

리셋 키를 갖추고 있습니다. AXIS T8313 조그 다이얼도 6개의 

애플리케이션 지정 핫키와 탐색 다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AXIS T8310 영상 감시 제어 보드는 3개의 독립된 장치(조이스틱, 키패드, 조그 다이얼 장치)로 구성된 모듈

식 시스템입니다. 이 모듈식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조이스틱 하나만 사용하는 간단한 솔루션을 선택

하거나 3개의 모듈을 모두 사용하는 완벽한 솔루션을 선택하여 카메라와 영상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

다.

AXIS T8310 영상 감시 제어 보드
카메라와 영상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듈식 제어 보드

> 모듈식 시스템

> PTZ 카메라 정밀 제어

> 전문적 설계

> 높은 내구성

> 간편한 설치

이들 장치는 USB 인터페이스를 통해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

다. AXIS T8310 제어 보드 전체를 모두 사용할 경우, AXIS 

T8312 키패드를 USB 허브로 사용하여 이들 모듈이 상호 연

결됩니다. 엑시스 카메라 스테이션은 AXIS T8310 제어 보드

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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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IS T8310 Video Surveillance Control Board
Included models AXIS T8311 Video Surveillance Joystick

AXIS T8312 Video Surveillance Keypad
AXIS T8313 Video Surveillance Jog Dial

General
Power Via USB interface

Casing Polycarbonate ABS

Operating 
temperature

0  °C to 60 °C (32 to 140 °F)

Interface USB 1.1/ 2.0 compliant

Approvals EN 55022: Class B; EN 55024; EN 61000-6-2; FCC Part 15 
subpart b; Class B (CISPR 22) C-Tick; VCCI; ICES-003; IP20

System 
requirements

Windows 7, Vista, XP, 2000, 2003 Server
USB 2.0 port

Compatible 
products

Axis network video cameras, Axis network video servers

AXIS T8311 Video Surveillance Joystick
Functionality Hall-effect joystick with three axis

    X/Y: for pan and tilt,  
    Z: knob for zoom 
6 application defined hotkeys

Deflection Square delimiter
Pan/Tilt (XY): +/- 15°
Zoom (Z): +/- 25°

Dimensions 
(HxWxL)

109 x 182x 181 mm (4.3’’ x 7.2’’ x 7.1’’)

Weight 730 g (1.6 lb.)

Connectors USB type A

Included parts 1 x USB cable 200 cm (78.7’’) for connection to PC, User’s Guide

AXIS T8312 Video Surveillance Keypad
Functionality 22 keys: 10 application defined hotkeys of which 5 are backlit, 

0-9, tab, alt
Dimensions 
(HxWxL)

35 x 182 x 181 mm (1.4’’ x 7.2’’ x 7.1’’)

Weight 630 g (1.4 lb.)

Connectors 2x USB type A, 1x USB type B

Interface Integrated USB hub

Included parts 1 x USB cable 40 cm (15.7’’) for connection between units, 1 x 
USB cable 200 cm (78.7’’) for connection to PC, User’s Guide

AXIS T8313 Video Surveillance Jog Dial
Functionality 6 application defined hotkeys

Deflection Shuttle operating angle 160°

Dimensions 
(HxWxL)

45 x 182 x 181 mm (1.8’’ x 7.2’’ x 7.1’’)

Weight 630 g (1.4 lb.)

Connectors USB type A

Included parts 1 x USB cable 40 cm (15.7’’) and 1 x USB cable 80 cm (78.7’’) for 
connection between units, User’s Guide

Dimensions Compatible products

Axis video encoders  

Axis network cameras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at www.ax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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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mm (4.3’’) 182 mm (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