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at Board는 세련된 올인원 디바이스의 온전한 Microsoft 

Teams 패키지입니다. 몰입감 넘치는 65인치 멀티 터치 

스크린, 강력한 오디오 시스템, 다목적 광각 카메라를 갖춘 

Neat Board를 사용하면 모든 것을 가깝고 생생하게 보고 

들을 수 있어, 마치 스크린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상 회의 및 무선 콘텐츠 공유 기능 외에도 Microsoft 

화이트보드로 자유롭게 공간을 넘어 상상력을 펼칠 수 

있으며, 함께 제공되는 2개의 Neat Marker로 수많은 

아이디어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Board  
전체에 걸쳐 
구현된 창의성



간단한 설정

Neat Board는 설치 및 설정이 매우 쉽습니다. 필요한 모든 

구성품이 한 박스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테이블 스탠드, 5m 

이더넷 케이블, 3m 전원 코드 및 Neat Marker 한 쌍이 함께 

제공되어, 2명이 동시에 스케치하고 협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Neat 벽면 거치대 또는 스탠드를 구입하여 여러 

회의실 간 이동하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월한 작동

Neat Board는 실내 움직임이 감지되고, 누군가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탭 한 번으로 화면을 무선으로 

공유하고, 회의를 시작하거나, 무언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형 멀티 터치 스크린은 영상회의 여부에 상관없이 

메모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빠른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적합합니다. Neat Pad를 Teams Rooms 콘솔용으로* 

하나 더 추가하면 회의를 시작하거나, 일어나지 않고도 

음소거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최적의 회의실 관리를 위한 

Teams 패널로 추가하면 Neat Board 시스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HDMI 케이블을 통해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를 끊김 없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더 효과적인 교류

Neat Symmetry를 통해 원격 사용자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화면에서 동일하게, 또 가깝게 볼 수 있어, 실제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다 포용적이고 세밀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회의 참석자들을 기본적으로 

프레이밍하고 추적하므로,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회의를 

활기차게 참여하고 집중하며 생산성 향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오디오 기능, 더 적은 방해 요소.

Neat Audio에는 고급 오디오 처리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 

사람의 음성 포착을 향상시키고 선풍기, 에어컨 등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소음을 제거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중 대화' 문제를 제거하여 

대화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동시에, Neat Boundary를 

사용하면 회의 공간의 너비와 거리를 설정하여 카메라가 

영상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실수로 감지하여 자동 

프레이밍하고 추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벽이 있는 사무실에 있고 밖에서 사람이 지나가거나 

사람들이 서 있는 경우, 카메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마찬가지로, 개방형 사무실에 있는 

경우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른 활동으로 인해 디바이스가 

혼동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실상 독립된 구역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관리 및 지원

Neat는 안전한 단일 목적 하드웨어 디바이스 덕분에 

복잡성과 위협을 제거합니다. 또한, Microsoft Teams 

관리자 센터를 통해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최신 업그레이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업데이트에서 Microsoft Teams에서 지원될 기능



65
K multi-touch LED

120° FOV
Wide angle camera

12 MP
Capture resolution

4x
Digital zoom (8x optional) 5 mic array Opposing drivers

Wide angle tweeter WiFi Air quality sensors*

Neat Board

일반

65인치 정전식 멀티 터치 LED 화면 
Ultra HD 4K(화면 해상도 3840 × 2160)
눈부심 방지 및 지문 방지 코팅 
카메라 LED
시스템 LED 
주변광 센서
2개의 Neat Marker(패시브)
테이블 스탠드
플로어 스탠드(별도 판매)
벽면 거치대(별도 판매)
BYOD 모드(USB 연결)
온도, 습도, CO2 및 VOC용 센서(*) 
Microsoft Teams 인증

비디오

4x 디지털 줌(8x 디지털 줌 옵션) 
고정 렌즈, 무한대 초점
f 값: 2.8
4056 × 3040(12MP) 캡처 해상도 
120° 수평 시야각
자동 인물 프레이밍
하드웨어 가속 비디오 인코딩 및 디코딩
왜곡 보정
소음 감소
색수차 보정
자동 화이트 밸런스 및 색상 보정 
인물 비디오 해상도: 최대 1080p/30 
콘텐츠 비디오 해상도: 720p/60, 1080p/30

* Microsoft Teams에서 지원되지 않는 기능

오디오

최소한의 왜곡으로 최대 계조 범위를 지원하는 스피커 박스 
진동 제거를 위한 양방향 드라이버
전용 광각 울트라소닉 트위터 
3개의 센서 마이크
엔드 파이어 어레이형 5개의 빔포밍 마이크 
하드웨어 가속 오디오 처리(NAP)
반향 제거
소음 억제 
음향 출력 자동 조절 
잔향 제거

전력 및 환경 요구 사항

내장 전원 공급 장치
100~240 V AC, 50Hz~60Hz
주변 작동 온도: 0°~35°C(32°~95°F)
보관 온도: -15°~65°C(5°~149°F)
상대 습도: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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