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퀵스타트 가이드 

ACR-5100 아센도 코어™ 미팅 콜라보레이션 시스템 

 

개요 

ACR-5100 아센도 코어 미팅 콜라보레이션 시스템(FG4051-00)에서 미팅 공간 터치 디스플레이나 키보드

와 마우스를 통해 직접 비즈니스 미팅, 문서 공유, 웹브라우징, 룸 스케쥴링 등을 위한 스카이프를 간편하

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ACR-5100 아센도 코어 

 

구성품 

아센도 코어 미팅 콜라보레이션 시스템은 다음 액세서리를 제공합니다: 

• 전원공급기/코드 

• 안테나 2개 

• 설치판 1개, 간격 조절 나사 

• 안전 지침 및 퀵스타트 가이드 

 

안전 취급 설명서 

• 입력 전압: 100 – 240Vac  

• 정격 출력 전류: 5.417A 

• 정격 출력 전압: 12V  

• 정격 온도 40C 

• 정격 고도 5000 미터 

 

제품 설치 

제품을 설치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1 HDMI 케이블 1개(타입 A 수) 

• 이더넷 케이블 

• HDMI 터치 스크린 1대 또는 USB 키보드 및/또는 마우스가 포함된 HDMI 모니터 

• 벽면 또는 책상 아래 설치할 경우 설치 나사 필요  

제품에 포함된 설치판을 이용해 벽이나 책상 아래에 설치하거나 테이블 위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판 부착 

1. 설치판을 템플릿으로 이용해 원하는 위치에 놓고 펜으로 벽 나사 구멍 4개를 표시합니다. 

 



참고: 벽에 설치할 때 수평계를 이용해 설치판의 수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벽 나사를 위한 구멍을 뚫습니다. 

참고: 벽 나사보다 작은 직경의 드릴비트를 사용하십시오. 

3. 설치판 뒷면을 장착 표면에 대고 벽 나사를 넣은 후 조입니다. 

 

그림 2. 백플레이트 - 나사를 넣고 조입니다. 

 

설치판에 장착 

1. 함께 제공된 간격 조정 나사를 맨 아래 인접한 두 구멍에 끼웁니다. 제품에서 간격 조정 나사를 설

치판에 있는 슬롯형 구멍과 정렬시키고 누릅니다. 밀어 내어 고정합니다. 

 

 

그림 3. 간격 조절 나사 장착, 백플레이트를 통과해 삽입 

 

 

연결 

그림 4는 제품에서 제공된 포트를 보여줍니다. 

 

드릴로 구멍을 뚫은 후 벽 

나사를 넣고 조입니다. 

슬롯형 구멍과 정렬시키고 제품

을 눌러 아래/뒤로 밀어냅니다. 

간격 조절 나사를 

코어에 끼웁니다. 



 

 

그림 4. 제품 연결 

 

제품을 비디오 출력에 연결 

1. 후면 HDMI 출력 포트를 표준 HDMI 케이블을 이용해 디스플레이에 연결합니다. 

 

키보드 및 마우스 연결 

제품의 전면 및 후면 패널에는 타입-A USB 포트(전면 USB 2.0, 후면 USB 3.0)가 있어 카메라, 마이크, 스

피커, 터치 모니터 또는 키보드/마우스와 같은 주변장치를 지원합니다. 그림 4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직접 연결된 USB 키보드와 마우스 외에도 무선 동글을 이용해 2.4 GHz RF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 포트를 이용해 USB 하드 드라이브나 플래시 드라이브와 같은 대용량 저장 장치를 읽을 수 있습니다. 

(USB 외장 하드 드라이브는 자체 전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USB 포트에서 허용된 최대 전류는 4W입니다.) 

참고: USB 드라이브를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제품에 드라이브를 설치하면 해당 파일에 접근할 수 있습니

다. USB 드라이브가 장착되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드라이브가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안테나 연결 

두 개의 안테나를 손으로 돌려 후면 모서리에 연결합니다. 

 

전원 공급 

1. 제공된 전원공급기를 제품의 +12 VDC (5.5mm) 전원 입력에 연결합니다. 

2. 다른 끝을 AC 콘센트(100-240VAC)에 연결합니다. 

전원이 공급되면 전면 패널에 있는 전원 버튼에 백색 LED가 켜집니다. 부팅까지 약 30초가 소요됩니다. 

부팅이 완료되면 아센도 코어 데스크톱(그림 5)이 열립니다. 

 

안테나 포트 

전원 

HDMI 출력 

(1-2 디스플레이 방향) 
안테나 포트 

후면 

USB 3.0 주변장치 

(카메라/마이크/스피커 키보드/마우스) 

네트워크 연결 

마이크 In 

네트워크 연결 

앞면 

전원 버튼 USB 썸드라이브 



 

그림 5 코어 홈 화면 

 

관리자 로그인 

1. "전원 아이콘" 옆에 있는 화면 좌측 하단에 있는 "관리자 키"를 누르면 "관리자" 로그인 화면(그림 5)

이 나타납니다. 

2. "관리자" 로그인 화면(그림 6)이 나타납니다. 

 

 

그림 6. 관리자 로그인 화면 

 

3. 관리자 인증서를 이용해 제품에서 관리자 세션으로 로그인합니다" 

• 도메인을 공백으로 유지해 로컬 아센도 코어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사용자이름- coreadmin 

• 암호- c0r3@dmiN (c “zero” r3@dmiN) 

4. 관리자 사용자 로그인 후, 시스템은 좌측에 관리자 툴바와 우측에 추가 설정이 있는 다음 화면을 표

시합니다. 

 

"관리자 키 아이콘"을 눌러 시스템을 변경합니다(관리자 전용). 



 

그림 7 관리자 세션 화면 

 

IP 주소 찾기 

로그인 후 연결된 비디오 출력에서 IP 주소, 이더넷 스위치 상태 등에 액세스합니다. 

1. "룸 예약" 아래 "시스템 설정(그림 7)으로 이동해 제품을 룸그룹화 마스터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사

용자가 선호하는 IP(그림 8)가 표시됩니다. 

 

 

그림 8 아센도 코어 설정 - 룸예약 그룹 마스터 

 

2. 사용자는 DOS 명령 프롬프트와 명령어 “ipconfig/all”를 사용해 장치의 통신 내에서 OP 주소를 표시

할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 설정 

 "시스템 설정 - 옵션"으로 이동해 "디스플레이 비율(화면에서 텍스트 및 아이콘의 크기 조절)"를 설정합

니다. "Windows OS"를 통해 디스플레이 해상도와 비율을 선택하면 이 옵션의 선택(그림 9)에 텍스트 "권

장"이 포함됩니다. "윈도우즈 비율"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텍스트, 앱 및 기타 항목 크기 변경" 

 

시스템 설정 



 

그림 9 윈도우즈 권장 설정 

 

다음 단계를 이용해 추가 조정합니다. 

1. 드롭다운 상자(그림 10)을 클릭해 디스플레이에서 더 크거나 작은 비율을 선택합니다. 

 

 

그림 10 장치 옵션 - 디스플레이 비율 

 

2. 변경을 확인하려면 현재 세션을 로그아웃한 후 다시 로그인합니다. 

3. 디스플레이에서 모든 화면 옵션이 편안하게 보일 때까지 다시 조정합니다. 

 

날짜 및 시간 설정 

"아센도 코어 날짜 및 시간 설정" 기능은 "윈도우즈 설정" 내에 모두 있습니다. 

이 단계를 통해 아센도 코어에서 날짜 및 시간을 설정합니다: 

1. "관리자"로 로그인한 후 화면 우측 하단(그림 11)에 표시된 시스템 시간을 클릭하면 "윈도우즈 시간" 

설정이 나타납니다. "날짜 및 시간 변경"을 선택합니다. 

 

"날짜 및 시간 변경"을 선택해 시

스템 시간을 변경합니다. 

시간을 선택하면 "날짜 및 시간 

변경" 창이 나타납니다. 



그림 11 윈도우 시계 설정 접근 

 

2. "윈도우즈 시스템 날짜 및 시간" 옵션이 나타납니다. "날짜 및 시간 변경" 버튼을 선택합니다. 

3. "날짜 및 시간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카렌다 설정 변경" 버튼을 선택합니다. 

 

전원 분리 

제품의 전원을 차단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좌측 하단 모서리에 있는 "완료"를 클릭하면 메뉴(그림 20)가 나타납니다. 

 

 

그림 12 아센도 코더 완료 메뉴 

 

2. "끄기"를 선택하면 앱이 닫히고 제품이 종료됩니다. 

3. AC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습니다. 

4. 제품 뒷면 +12VDC 5A로 표시된 입력에서 플러그를 뽑습니다. 

 

추가 문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amx.com의 제품 페이지에서 데이터 시트와 아센도 코어 사용설명서 및 

관리자 가이드를 요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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