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at Bar & Neat Pad
사용�설명서



Neat Bar
컬렉션�시스템

Neat Bar는�매우�기능성이�좋은 
초소형�회의�장치입니다.

Neat Bar에는�카메라, 스피커, 마이크�및 
환경�센서가�올인원�초소형�디자인으로 
탑재되어�있습니다.

탁월한�품질의�오디오와�비디오를�모임, 
집중, 회의�공간에�가져오기�위한 
최적의�도구입니다.

Neat Bar는�전용 Neat 패드�컨트롤러와�함께 
제공되고�옵션으로�스케줄�디스플레이도 
선택할�수�있습니다.



간단한 
설정
마운트, 케이블�및�명확한 
지침을�포함해�필요한�모든 
것이�박스�안에�담겨 
제공됩니다. 따라서 1개�또는 2
개�화면을�위�또는�아래로 
누구나�간단하게�설치하고 
설정할�수�있습니다.

벽면�장착�마운트

스크린�마운트

테이블�스탠드



Neat Bar
Neat Bar는�케이블, 벽면�장착 
마운트, 스크린�마운트�테이블 
스탠드를�포함하여�시작하는 
데�필요한�모든�것이�함께 
제공됩니다.

상자�내�구성품

벽면에�장착하기�위한�나사는�포함되지�않습니다. 벽면�장착은�해당하는�시설�및�지역�규정에�따라 
자격을�갖춘�인력만�수행해야�합니다. 벽면과�마운팅�장비가�안전하게�제품의�하중을�견뎌야�합니다.

Neat Bar마운트�어댑터테이블�스탠드스크린�마운트벽면�장착�마운트

선택한�브래킷을�마운트�어댑터로�밀고�육각 
렌치로�고정합니다.

Neat Bar: 올인원�오디오�및�비디오 
장치
HDMI 케이블: 6.5피트(2m)
이더넷�케이블: 9.8피트(3m)
전원�코드: 9.8피트(3m)
마운트�어댑터, 벽면�장착�마운트, 
스크린�마운트�및�테이블�스탠드

VESA 마운트용 M6 나사 4개(0.94인치/24mm)
VESA 마운트용 M8 나사 4개(0.94인치/24mm)
병렬식 TV 마운트를�고정하기�위한�스페이서 2개
스크린�마운트용 5mm 육각�렌치 1개
마운트�어댑터용 2mm 육각�렌치 1개



Neat 패드
Neat 패드는 Neat Bar용�컨트롤러로 
작동하며, 미팅룸을�위한�스케줄 
디스플레이로도�구성할�수�있습니다. 케이블, 
마운팅�옵션을�포함하여�시작하는�데�필요한 
모든�것이�함께�제공됩니다.

상자�내�구성품

벽면�장착�마운트측면�마운트

마운트�어댑터를 
벽면�마운트에�걸고 

육각�렌치로 
고정합니다.

마운트�어댑터 Neat Pad

Neat 패드: 8인치�터치�스크린
이더넷�케이블 2개 9.8피트(3m) + 16.4
피트(5m)
PoE 전원�어댑터
마운트�어댑터, 측면�마운트�및�벽면�장착 
마운트

벽면�장착�마운트용 M4 나사 4개(0.30인치/7.5mm)
측면�마운트용 M4 나사 3개(0.19인치/4.7mm)
어댑터용 2.5mm 육각�렌치 1개
Neat 패드를�벽면�장착�마운트에�고정하기�위한 2mm 육각 
렌치 1개

벽면에�장착하기�위한�나사는�포함되지�않습니다. 벽면�장착은�해당하는�시설�및�지역�규정에�따라 
자격을�갖춘�인력만�수행해야�합니다. 벽면과�마운팅�장비가�안전하게�제품의�하중을�견뎌야�합니다.



장착�및�해제

장착

Neat Bar를�선택한 
마운팅�옵션(1)에�밀어 
넣습니다. 완전히 
삽입되면 Neat Bar를 
다시�수평으로�기울이고 
조심스럽게�내�쪽으로 
당겨�고정되었는지 
화거인합니다.

해제

Neat Bar를�선택한 
마운팅�옵션에서 
해제하려면�장치를�최대 
기울기로�기울이고(1) 
장치를�조심스럽게�내 
쪽으로�밉니다(2).

경고: Neat Bar를�최대로 
기울인�위치로�두지 
마십시오. 그러면�잠금 
스프링에�고정되지 
않았음을�나타내는 
빨간색�표시등이 
켜집니다.



크기�및�무게
Neat Bar

Neat 패드

21.9인치(556mm)

3인치
(76mm)

3인치
(76mm)

 7.8인치(198mm)

5인치
(127mm)

1.7인치
(42mm)

너비: 21.9인치(556mm)
높이: 3인치(76mm)

깊이: 3인치(76mm)
무게: 3.75파운드(1.7kg)

너비: 7.8인치(198mm)
높이: 1.7인치(42mm)

깊이: 5인치(127mm)
무게: 1.15파운드(520g)



설정�및�연결성
설정

제공된�케이블을�사용하여 Neat Bar를�설정합니다.  
그림에�나와�있는�대로�케이블을�연결하십시오.        
으로�표시된�케이블은�포함됩니다.         으로�표시된 
케이블은�옵션이며, 기본�시스템�사용에�필요하지 
않습니다.

설정을�완료하기�위한 
요구�사항
디스플레이�인터넷�연결 
비디오�서비스

환경�요구�사항

주변�작동�온도: 32° ~ 95°F(0° ~ 35°C)
보관�온도: -4° ~ 140°F(-20° ~ 60°C)
상대�습도: 10% ~ 90%

추가�제품�정보

https://neat.no/bar

AC 전원 
9.8피트(3m) 케이블

이더넷�포트
 9.8피트(3m) 케이블

USB-C

공장�재설정단추

외부�화면을�위한 HDMI 출력 
6.5피트(2m) 케이블

외부�화면을�위한 HDMI 출력

화면�공유를�위한 HDMI 입력(1080p)

제공된 16.4피트(5m) 
이더넷�케이블은�벽�내부 
설치에�사용할�용도의 
케이블이�아닙니다. 벽 
내부�케이블�라우팅은 
적합한�장비를�사용하는 
자격을�갖춘�인력만 
수행해야�합니다.

USB-C 디버그

이더넷�포트 
16.4피트(5m) 케이블

공장�재설정단추

이더넷�전원�장치(PoE)

AC용�전원�어댑터

WiFi

보안�잠금�슬롯

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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