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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t Board - Collaboration System

Neat Board transforms the meeting space experience by 
fitting powerful technology and all the capabilities of Zoom 
in an elegant all-in-one design.

Neat Board includes Screen, Camera, Speakers, Micro-
phones and environmental sensors all in one 
compact design.

It’s perfect for bringing superior-quality audio, video and 
collaboration tools to your huddle, focus and meeting 
spaces.

Neat Board works standalone but can also be accompanied 
by optional Neat Pad Controllers and Scheduling Displays.

Neat 보드 - 회의 시스템

Neat 보드는 우아한 올인원 디자인에 강력한 기술과 Zoom의 모든 기능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미팅 환경을 선사합니다.

Neat 보드는 화면,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및 환경 센서를 모두 하나의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집중이 필요한 회의 공간에 우수한 품질의 오디오, 비디오 및 
협업 도구를 구축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Neat 보드는 독립적으로 작동하지만, 옵션인 Neat 패드 컨트롤러 및 
스케쥴링 디스플레이와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Simple Setup

Neat Board is easy to set up, having just 
one cable and a choice of either a floor 
stand, with optional wheels, wall mount 
or table mount

Wall Mount Table Stand Floor Stand

간편한 설치

Neat 보드는 단 하나의 케이블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플로어 스탠드 뿐만 
아니라 휠, 벽 마운트 또는 테이블 
마운트를 선택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벽 마운트 테이블 스탠드 플로어 스탠드



Marker holder
2x Marker
1x 2,5mm hex wrench

Everything you need
Neat Board comes with everything you 
need to get started, including cables and 
the chosen mounting option.

MOUNTING OPTIONS:
Neat Board Floor Stand (optional)
Can be used with or without wheels

2x  M6 screw, 3 in (75mm)    1x 5mm hex wrench
12x M4 screw, 0.3 in (8mm)  1x 3mm hex wrench
4x  Wheels

Neat Board Table Stand (Included)

2x M6 screw, 2.4 in (60mm)
1x 5mm hex wrench

IN THE BOX:
Neat Board: All-in-one collaboration system
Ethernet cable: 16.4ft (5m)
Power cord: 9.9ft (3m)

Neat Board Wall mount (optional) 
VESA compatible

2x M6 screw, 0.8 in (20mm)
1x 5mm hex wrench

Screws for mounting to the wall are not included. 
Mounting on a wall should only be performed by

qualified personnel in line with applicable facility and 
state regulations. The wall and the mounting equipment 
must safely withstand the load of the product.

필요한 모든 것이 한 곳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한 곳에
Neat 보드는 케이블과 선택된 장착 옵션 등 처음 
설치 시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함께 제공됩니다.

마운팅 옵션:
Neat 보드 플로어 스탠드(옵션)
휠과 함께 또는 휠 없이 사용 가능

M6 나사 2개, 3인치(75mm)     5mm 육각 렌치 1개
M4 나사 12개, 0.3인치(8mm)  3mm 육각 렌치 1개
휠 4개

M6 나사 2개, 2.4인치(60mm)
5mm 육각 렌치 1개

M6 나사 2개, 0.8인치(20mm)
5mm 육각 렌치 1개

마커 홀더
마커 2개
2,5mm 육각 렌치 1개

Neat 보드 벽 마운트(옵션)
VESA 호환

박스 구성품:
Neat 보드: 올인원 회의 시스템
이더넷 케이블: 16.4ft (5m)
전원 코드: 9.9ft (3m)

Neat 보드 테이블 스탠드(포함)

벽에 장착하기 위한 나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벽 설치 작업은 해당 시설 및 주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작업자만 수행해야 합니다. 벽과 장착 장비는 제품의 하중을 
안전하게 견뎌야 합니다.



Size and Weight 

Neat Board with Floor Stand
Weight: 124.6 pounds (56,5 kg)

Neat Board with Wall Mount
Weight: 111.6 pounds (50,6 kg)

Neat Board with Table Stand
Weight: 102.6 pounds (46,5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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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및 무게

플로어 스탠드가 있는 Neat 보드
무게: 124.6파운드(56,5kg)

테이블 스탠드가 있는 Neat 보드
무게: 102.6파운드(46,5 kg)

벽 마운트가 있는 Neat 보드
무게: 111.6파운드(50,6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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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I in

Ethernet - Network Connection 
16.4 ft (5m) Cable

HDMI in (1080p) for HDMI sharing in 
Zoom Rooms. Cable not included

HDMI in (4K) External input. 
Cable not included

USB-C Debug. 
Cable not included

Factory reset buttonAC Power - 9.9 ft (3m)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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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up and Connectivity
Setup
Use the provided cables to set up the system.
Connect the cables according to the illustra-
tion.

Cables marked blue  are included
Cables marked in green        are optional and 
not required for basic use of the system.

Requirements for a complete setup
Internet connection
Zoom Room License

Environmental Requirements
Ambient operating temperature: 
32° to 95° F (0° - 35° C)
Storage temperature: 
5° - 149° F (-15° - 65° C)
Relative humidity: 20% to 80%

Additional Product Information
https://neat.no/board

The 16.4 ft Ethernet Cable provided is not to 
be used for in-wall installation. In-wall cable

routing should only be performed by qualified 
personnel using appropriate equipment.

설치 및 연결

설치
제공된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그림에 따라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케이블      포함되어 있음
녹색으로 표시된 케이블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기본 시스템 사용 시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체 설치 시 요구 사항
인터넷 연결 Zoom Room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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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제품 정보
https://neat.no/board

제공된 16.4ft 이더넷 케이블은 벽 내 
설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벽 내 케이블 라우팅은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는 유자격 작업자만 수행해야 합니다.

AC 전원 - 9.9ft(3m) 케이블

HDMI 입력(4K) 외부 입력 
케이블 미포함

Zoom Room에서 HDMI 공유를 
위한 HDMI 입력(1080p) 케이블 
미포함

초기값으로 되돌리기 버튼

USB-C 디버그
케이블 미포함

이더넷 - 네트워크 연결 16.4ft(5m)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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