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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PCM/WAV, WMA 또는 MP3 오디오 형식 레코딩

u 다국어 레코딩에 사용 가능한 스테레오 트랙

u 오디오 파일에 발언자 이름 추가 가능

u 오디오 파일의 네트워크 공유

회의 레코더는 CCS 900, DCN Next Generation 또는
DCN 무선 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DCN-MR 회의 레코더 소프트웨어는 모임 또는 회의 도중의
레코딩 및 재생에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레코딩은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에 PCM/WAV, WMA 또는
MP3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기능

레코딩
회의 레코더는 2개의 아날로그 오디오 채널을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플로어 언어를 레코딩하는 데는 1
개의 오디오 채널로 충분하지만, 일부(다국어) 응용 분야에
서는 2개의 채널을 동시에 레코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발언자 이름 추가
현재 발언자의 이름을 회의 도중이나 회의 후에 오디오 파일
에 추가할 수 있으며, 이 작업은 수동이나 자동으로 모두 수
행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대의원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수동으로 추가되며, DCN-MR을 DCN 중앙 제어 장치²와 함
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발언자 이름을
자동으로 추가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이름이 해당하는 마이
크 번호에 할당되어야 합니다. 의제 또는 회의록과 같은 추
가 회의 정보도 오디오 파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² 추가로 오픈 인터페이스 LBB 4187/00 또는 회의 데이터
스트리밍 DCN‑SWSMD 필요

재생
레코딩된 파일은 듣기 또는 복사를 위해 재생할 수 있습니
다. 오디오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발언자의 이름(해당하는
경우) 및 시간 정보를 텍스트 편집기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
니다. 두 가지 오디오 소스가 레코딩될 경우 하나의 스테레
오 파일로 레코딩됩니다. 밸런스 슬라이더가 가장 왼쪽(또
는 오른쪽) 위치에 있으면 재생 중 왼쪽(또는 오른쪽) 채널
만 들립니다. 밸런스 슬라이더가 중간 위치에 있으면 두 오
디오 채널이 모두 들리므로(스테레오) 이 제품은 통역자 훈
련 응용 분야에 이상적입니다.

복사
회의 레코더를 통해서도 복사 작업이 가능하지만, 옵션으로
제공되는 DCN 복사 모듈(DCN-MRT)을 사용하는 것이 보
다 좋습니다. DCN-MRT는 레코딩 기능이 없다는 사실만 제
외하고는 사실 DCN-MR과 동일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복사 도중의 간편한 제어(시작, 중지, 빨리감기, 되감기)를
위해 복사 풋 페달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DCN-
MRFP).

사용 편의성
이 소프트웨어는 강력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사
용이 간편합니다. 직관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레
코딩, 재생, 시각화 및 파일 섹션으로 나누어집니다.

설치/구성 노트

설치
DCN-MR 회의 레코더 소프트웨어는 DVD로 제공되며 한 대
이상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
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회의
레코더를 DCN CCU 옆에 설치하고, 파일은 컴퓨터 네트워
크를 통해 서버에 병렬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복사 담당자
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 있는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회의 레코더의 라이센스는 USB 동글로 부여됩니다. 회의
레코더 소프트웨어는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습니
다. USB 동글을 연결하기만 하면 소프트웨어를 해당하는
라이센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최소의 노력과
비용으로 높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데모용으로 동글 없이 DCN-MR 소프트웨어를 최대 5분간
레코딩하거나 재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함된 부품

수량 구성품

1 DVD로 제공되는 DCN-MR 회의 레코더 소프트웨어

1 USB 동글(파란색)

기술 사양

레코딩 형식 (최대 샘플링 속도)

 WMA(128kbps)

 PCM/WAV(48kHz)

 MP3(256kbps)

시스템 플랫폼 Windows 7 Home Premium(32 및 64비트) 이
상 
또는
Windows Vista Home Premium(32 또는 64비
트) 이상

주문 정보

DCN-MR 회의 레코더 소프트웨어
DCN Next Generation 회의 레코더 애플리케이션
주문 번호 DCN-MR

액세서리

DCN-MRT 회의 레코더 복사 SW 모듈
DCN Next Generation 회의 레코더 복사 모듈 DCN‑MR 또
는 CCS‑CURD와 함께 사용합니다.
주문 번호 DCN-MRT

DCN-MRFP DCN-MR용 풋 페달
DCN Next Generation 회의 레코더 복사 풋 페달. DCN‑MR
또는 DCN‑MRT와 함께 사용합니다.
주문 번호 DCN-M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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