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at Pad는 모든 Zoom 회의 공간에서 컨트롤러 또는 

회의실 외부의 일정 디스플레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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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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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단일 목적 하드웨어 디바이스 덕분에 

복잡성과 위협을 제거합니다. 따라서, 암호 및 패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최신 

업그레이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회의실

모든 Neat 디바이스와 마찬가지로 Neat Pad를 사용하면 

회사가 직원에게 상당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날이 강화되는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 

오늘날의 하이브리드 작업 환경에서 이러한 기능으로 상당히 

안심할 수 있습니다. Neat 디바이스에는 공기질, 습도(건강한 

실내 습도 수준은 30-50% 사이임, 독감 바이러스는 열악한 

실내 습도로 인해 빠르게 퍼질 수 있음), 실내의 CO2 및 유기 

화학 물질 수준(냄새, 악취 등)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Neat Sense*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온도와 함께 

실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항상 올바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Zoom 

디바이스 관리 포털에서 이러한 귀중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회의 공간을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수월한 작동

Neat Pad에는 2개의 내장 마이크가 있어 대형 회의실에서 

사용하거나 화면에서 멀어질 때(향후 소프트웨어 

릴리스에서 활성화된 후 사용 가능) 향상된 오디오 포착 

기능을 제공합니다. Neat Pad를 여러 개 추가하면 모든 

사람이 테이블 주변 어디에서나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일정 디스플레이로 사용 시, 회의실에서 예약된 모든 

이벤트를 표시하며, 빨간색 및 녹색 측면 LED 표시등은 

지정된 시간에 회의실의 이용 가능 여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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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t Pad

일반

8인치 터치 스크린
1280 × 800 화면 해상도
16:10 종횡비
눈부심 방지, 얼룩 방지 코팅 

주변광 센서
온도, 습도, CO2 및 VOC용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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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om Rooms에 대한 기본 지원
울트라사운드
2개의 마이크용 스피커(**)

네트워킹 및 포트

WiFi

USB-C(향후 사용 가능)

이더넷(PoE 지원)

AC용 전원 어댑터(옵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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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