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at Bar Pro (닛�바�프로) 
& Neat Pad (닛�패드)
사용자�설명서



Neat Bar Pro (닛�바�프로)

닛�바�프로는�단순하고�우아한�슬림라인 
장치에�다양한�기능들이�한데�집약되어 
있습니다.

세�개의�대형�화면을�동시에�구동 
가능하며, 두�개의�고해상도�카메라, 
다수의�마이크�배열, 세�개의�풀�레인지 
스피커를�갖고�있습니다.

작전�및�전략�회의, 미팅, 회의실에�최고 
품질의�오디오, 비디오, 기타�고유한 
기능을�제공하는�데�이상적인�닛�바 
프로는�전용�닛�패드�컨트롤러와�통합 
환경�센서를�함께�제공합니다.

화상�회의�장치



간단한 
설정
마운트, 케이블, 설명서�등�필요한 
것들은�박스�안에�있습니다. 
따라서�누구나�다양한�위치에�한 
개에서�세�개의�화면을�쉽게 
설치하고�설정할�수�있습니다.

월�마운트

스크린�마운트

테이블�스탠드



Neat Bar Pro (닛�바�프로)
닛�바는�케이블, 벽걸이, 스크린 
마운트, 테이블�스탠드�등 
시작하는�데�필요한�모든�것이 
함께�제공됩니다.

박스�안

닛�바�프로: 화상�회의�장치
HDMI 케이블: 6.5ft (2m)
이더넷�포트: 9.8ft (3m)
전원�코드: 9.8ft (3m)
어댑터, 벽면�마운트, 스크린�마운트, 
테이블�스탠드

벽�장착용�나사는�미포함. 벽면�장착은�해당�시설�및�주�규정에�따라�유자격�작업자만�수행해야�합니다. 
벽과�장착�장비는�제품의�하중을�안전하게�견뎌야�합니다.

Neat Bar Pro 
(닛�바�프로)

마운트�어댑터
삼각대�마운트 

호환가능

테이블�스탠드스크린 
마운트

월�마운트

선택한�브래킷을 
마운트�어댑터로 
밀어�넣고�육각 

렌치로�고정

4 × M8 스크류 (0.94 in / 24 mm) (VESA 마운트�용) 
4 × M6 스크류 (0.94 in / 24 mm) (VESA 마운트�용) 
2 × 스페이서 (평행 TV 마운트를�고정�용) 
스크린�마운트를�위한 1 × 5 mm 육각�키
마운트�어댑터를�위한 1 × 2 mm 육각�키

듀얼�또는�트리플�스크린�설정을�위한 2개의�추가�나사�가방
 4 × M8 스크류 (0.94 in / 24 mm) (VESA 마운트�용)
2 × 4 × M6 스크류 (0.94 in / 24 mm) (VESA 마운트�용)
 4 × 스페이서 (모든�스크린의�안전한�정렬�용)



Neat Pad (닛�패드)

벽�장착용�나사는�미포함. 벽면�장착은�해당�시설�및�주�규정에�따라�유자격�작업자만�수행해야�합니다. 
벽과�장착�장비는�제품의�하중을�안전하게�견뎌야�합니다.

닛�패드는�닛�바를�위한�컨트롤러로�작동하며 
미팅룸의�스케줄�표시로도�사용할�수�있습니다. 
케이블과�장착�옵션을�포함하여�장치를 
시작하는�데�필요한�모든�것이�함께 
제공됩니다.

박스�안

마운트�어댑터를 
벽면�마운트에�걸고 
육각�렌치로�고정.

월�마운트사이드�마운트 마운트�어댑터 Neat Pad (닛�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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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마운트�용, 4 × M4 스크류 
(0.30 in / 7.5 mm)
측면�마운트�용, 3 × M4 스크류 
(0.19 in / 4.7 mm)
어댑터용 1 × 2.5mm 육각�키
닛�패드를�벽�마운트에�고정�용 
1 × 2mm 육각�키



설치�및�해제

장착

선택한�장착�옵션에 (1) 닛 
바를�밀어�넣습니다. 완전히 
삽입한�경우�닛�바를 
수평으로�뒤로�젖히고 
조심스럽게�당겨서�단단히 
고정되었는지�확인합니다.

해제

닛�바를�앞으로 (1) 완전히 
기울입니다. 장치가�멈추고 
빨간색�해제�레버가�보일 
때까지 (3) 사용자�쪽으로 
당깁니다 (2). 릴리스�레버를 
위로�밀고�마운트�어댑터에서 
닛�바를�부드럽게�당깁니다.



사이즈 & 무게
Neat Bar Pro (닛�바�프로)

Neat Pad (닛�패드)

너비: 35.04 in (890 mm)
높이: 3.15 in (80 mm)

깊이: 3.15 in (80 mm)
무게: 6.83 pounds (3.1 kg)

3.15 in
(80 mm)

3.15 in
(80 mm)

너비: 7.8 in (198 mm)
높이: 1.7 in (42 mm)

깊이: 5 in (127 mm)
무게: 1.15 pounds (520 g)

5 in
(127 mm)

1.7 in
(42 mm)

7.8 in (198 mm)

35.04 in (890 mm)



연결�설정
설정

제공된�케이블을�사용하여 Neat Bar를�설정. 
그림과�같이�케이블을�연결합니다.          
      로�표시된�케이블이�포함되어�있습니다. 
       로�표시된�케이블은�옵션이며�시스템의�기본 
사용을�위해�필요하지�않습니다.

전체�설정을�위한 
요구�사항입니다.

디스플레이
인터넷�연결 
비디오�서비스

환경�요구�사항 추가�제품�정보

https://neat.no/bar-pr

Neat Bar Pro Neat Pad - 사용자�설명서 (rev03)

AC 전원
3m (9.8ft) 케이블 

보조�포트(RJ45)

USB-C 디버그

이더넷�포트
5m (16.4ft) 케이블

출고시�재설정�버튼

이더넷�전원�장치 
(PoE)

AC용�전원�어댑터

제공된 16.4ft(5m) 이더넷 
케이블은�벽�내�설치에 
사용할�수�없습니다. 벽면 
케이블�배선�작업은�적절한 
장비를�사용하여�자격이 
있는�작업자만�수행해야 
합니다.

이더넷�포트
3m (9.8ft) 케이블

화면�공유를�위한 HDMI-in
외부�화면용 HDMI-out

2m (6.5ft) 케이블

WiFi

출고시�재설정�버튼

USB-C

외부�화면용 HDMI-out

보안�잠금�슬롯

외부�화면용 HDMI-out

WiFi

주변�작동�온도:
32° 에서 95° F (0° - 35° C)
보관�온도: 5° - 149° F (-15° - 65° C) 
상대�습도: 20% 에서 80%
네트워크�스탠바이: <8W (20 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