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at Bar 및 Neat Pad - 사용 설명서

Neat Bar - 콜라보레이션 시스템
Neat Bar 는 Zoom 에 적합하도록 설계되고 엔지니어링된
컴팩트하고 매우 성능이 높은 회의 디바이스입니다.
Neat Bar 에는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및 환경 센서가 모두
하나의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고음질 오디오 및 고화질 비디오를 작은 모임, 주목되는
자리 회의 공간에 가져가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Neat Bar 는 전용 Neat Pad Controller 와 함께 제공되며
옵션인 Scheduling Display 와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설치

벽면 마운트

상자 안의 마운트, 케이블 및 명확한 설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누구나 쉽게 하나나 두 스크린 위 또는 아래에 설치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스탠드

스크린 마운트

Neat Bar
Neat Bar

Neat Bar 에는 케이블, 벽면 마운트, 스크린
마운트 및 테이블 스탠드와 같이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장치가 함께 제공됩니다.

박스 내용물
Neat Bar: 올인원 오디오 및 비디오 디바이스
HDMI 케이블, 2 m
이더넷 케이블, 3 m
전원 코드, 3 m
벽면 마운트, 스크린 마운트 및 테이블 스탠드
마운트 어댑터
VESA 장착을 위한 M6, 24 mm 나사 4개
VESA 장착을 위한 M8, 24 mm 나사 4개
스크린 평행 마운팅을 고정하기 위한 스페이서 2개
벽면에 장착하는 데 필요한 나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벽면 장착은
공인된 전문가가 해당 시설 및 주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벽면 장착 장비는
제품의 부하를 안전하게 지탱해야 합니다.

벽면 마운트

스크린 마운트

테이블 스탠드

마운트 어댑터

Neat Bar

선택한 브래킷을 마운트 어댑터에
밀고 육각 렌치로 고정합니다.

Neat Pad
Neat Pad

Neat Pad 는 Neat Bar 용 Controller 로 작동하며 회의실용
Scheduling Display 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케이블 및
2 개의 다른 장착 옵션을 포함하여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장치들이 함께 제공됩니다.

박스 내용물
Neat Pad: 8 인치 터치 스크린
이더넷 케이블 2개, 3m + 5m
PoE 전원 인젝터
측면 마운트, 벽면 마운트 및 마운트 어댑터
마운트 어댑터를 Neat Pad 에 연결하기 위한 M4, 7.5 mm 나사 4개
벽면 마운트를 측면 마운트에 연결하기 위한 M4, 4.7 mm 나사 3개

측면 마운트

벽면 마운트

마운트 어댑터

Neat Pad

벽면에 장착하는 데 필요한 나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벽면 장착은 공인된 전문가가 해당
시설 및 주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벽면
장착 장비는 제품의 부하를 안전하게 지탱해야 합니다.
마운트 어댑터를 벽면 마운트에 걸고
육각 렌치로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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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및 해제
장착
Neat Bar 를 선택한 장착 옵션 (1) 에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 넣습니다. 사용자 쪽으로 조심스럽게
당겨 Neat Bar 가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해제
Neat Bar 를 선택한 장착 옵션에서 장착 해제하려면
장치를 최대 기울기 (1) 로 기울이고 사용자 쪽으로
장치를 조심스럽게 미십시오 (2).

1
1

경고: 잠금 스프링으로
고정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빨간색
표시등이 켜진
상태에서 Neat Bar 를
최대로 기울어진
위치에 두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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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및 무게
21.9 인치
(556 mm)
3 인치
(76 mm)

Neat Bar
너비: 21.9 인치 (556 mm)
높이: 3 인치 (76 mm)
깊이: 3 인치 (76 mm)
무게: 3.75 파운드 (1.7 kg)

3 인치
(76 mm)

7.8 인치
(198 mm)
Neat Pad
너비: 7.8 인치 (198 mm)
높이: 1.7 인치 (42 mm)
깊이: 5 인치 (127 mm)
무게: 1.15 파운드 (520 g)

5 인치
(127 mm)
1.7 인치
(42 mm)

설정 및 연결
Neat Bar

설정
제공된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설정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케이블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케이블은
옵션이며 기본
시스템 사용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설정을 위한 요건
인터넷 연결
Zoom Room 라이선스
디스플레이

AC 전원
3 m 케이블
HDMI 출력 - 외부 화면
2 m 케이블

이더넷
네트워크 연결
3 m 케이블

HDMI 출력 - 외부 화면
옵션. 케이블 미포함
HDMI 입력 - PC 로부터의 외부 입력
옵션. 케이블 미포함

환경적 요건
주변 작동 온도:
32°~95°F (0°~35°C)
보관 온도:
5°~149°F (-15°~65°C)
상대 습도: 20%~80%

USB-C. 케이블 미포함

Neat Pad

추가 제품 정보
https://neat.no/neat-bar/
제공된 5 m 이더넷 케이블은 벽 내부
설치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벽 내부
케이블 라우팅은 적합한 설비를 사용하여
공인된 전문가만 수행해야 합니다.

USB-C
케이블 미포함

PoE
3 m 이더넷 케이블

이더넷
네트워크 연결
5 m 케이블

PoE 전원 인젝터
AC 전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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