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at Pad는 모든 Microsoft Teams 공간에서 콘솔 또는 

회의실 외부의 Teams 패널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우아한 터치 스크린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원활한 상호 

작용 및 보기를 위한 이상적인 화면 각도를 갖춘 Neat 

Pad는 회의실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으며 테이블, 벽 

또는 다른 곳에 놓아도 어디에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의 PoE(Power over Ethernet) 케이블을 통해 Neat 

Pad는 항상 전원이 켜져 있어 즉시 활성화되며, 전용 전원 

케이블을 사용하면 배터리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원터치.  
두 가지 역할.



회의 관리

컨트롤러로 Neat Pad를 사용하면 탭 한 번으로 빠르게 

회의를 시작하고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Neat Pad를 Teams Rooms 콘솔로 구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콘솔에서 참가자를 초대하거나 필요한 경우 

음소거하거나 회의를 녹화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이용 가능 여부 확인

최적의 회의실 관리를 위해 회의실 외부에 Neat Pad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후, Neat Pad를 Teams Rooms 

패널로 구성합니다. Outlook과 같은 일정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즉시 회의실을 예약할 수 있으며, 통합 LED 표시등을 

통해 복도 아래에서도 회의실 이용 가능 여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설정

Neat Pad는 벽면 및 측면 장착 부품과 함께 제공되므로 

누구나 쉽게 설치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벽면 거치대를 

사용하여 Neat Pad를 회의실 벽에 컨트롤러로 고정하거나 

회의실 외부에 일정 디스플레이로 고정해 보십시오. 측면 

장착 부품을 사용하면 Neat Pad를 문틀이나 문설주 

가장자리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관리 및 지원

Neat는 단일 목적 하드웨어 디바이스 덕분에 복잡성과 

위협을 제거합니다. 또한, Microsoft Teams 관리자 센터를 

통해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최신 업그레이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Neat removes complexities and threats thanks to our 
single-purpose hardware devices, meaning no 
stressing about passwords and patches. Plus, you can 
install all the latest upgrades with just one click via 
Microsoft Teams admin center.

Fully managed and supported. 

As a controller, Neat Pad enables you to quickly start 
your meetings and share your screen with just one tap. 
Simply configure Neat Pad as a Teams Rooms console. 
From there, It allows you to invite participants, mute 
them if necessary or record your meetings. 

Meeting control. 

You can install Neat Pad outside your meeting 
room for optimal room management. Configure 
Neat Pad as a Teams Rooms panel. Then you can 
instantly book the room without having to go 
through your calendar systems like Outlook, and 
integrated LED indicators show room availability at 
a glance, even from down a corridor.

Room availability.

Neat Pad ships with a wall and side mount, so it's easy 
for anyone to install and set up. Use the wall mount to 
fix Neat Pad to your meeting room wall as a controller 
or outside your meeting room as a scheduling display. 
With the side mount, you can secure Neat Pad to the 
edge of your doorframe or mullion. 

Simple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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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t Pad

일반

8인치 터치 스크린 

1280 × 800 화면 해상도
16:10 종횡비
눈부심 방지, 얼룩 방지 코팅 

주변광 센서
측면 LED 표시등 

가속도계
벽면 장착 및 측면 장착
보안 잠금 슬롯(켄싱턴 잠금 장치와 호환) 

Microsoft Teams 인증
온도, 습도, CO2 및 VOC용 센서(*)

2개의 마이크(**)

네트워킹 및 포트

WiFi

USB-C(향후 사용 가능)

이더넷(PoE 지원)

AC용 전원 어댑터(옵션)

* Microsoft Teams에서 지원되지 않는 기능
** 향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지원

크기 및 무게

너비: 198mm(7.8인치)

높이: 42mm(1.7인치)

깊이: 127mm(5인치)

무게: 520g(1.15파운드)

전력 및 환경 요구 사항

PoE(Power over Ethernet): 802.3at PoE+ (Class 4/모드 A)

56V  0.275A

주변 작동 온도: 0°~35°C(32°~95°F)

보관 온도: -20°~60°C(-4°~140°F)

상대 습도: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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