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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N-SWMM-E 회의 소프트웨어 마이크 관리는 회의장에서
마이크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방법이며, 마이크 관리
의 모든 요소가 포함된 강력하고 사용하기 쉬운 도구를 사용
자에게 제공합니다.
기능

u

발언 요청 목록의 준비

u

그룹 및 개인별 연설 타이머

u

노트북

준비
운영자는 구성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회의가 어떻게 진행
될 것인지를 준비합니다. 마이크 설정은 회의 의제의 매 항
목별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설정으로는 마이크
모드, 활성 마이크의 수, 발언 요청 목록, 개인 및 그룹별 연
설 타이머를 비롯하여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실제 회의 도중 운영자는 설정을 사전 구성된 대로 실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
마이크
옵션은
방법과
다.

관리
관리는 여러 가지 마이크 제어 옵션을 제공합니다.
마이크 관리 모듈의 작동 방법 및 회의 자체의 진행
관련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

•
•
•
•

발언 요청 목록에 따른 운영자 제어(수동)
발언 요청 목록 및 응답 목록에 따른 운영자 제어
발언 요청 목록에 따른 참석자 제어(오픈)
다른 회의용 마이크를 오버라이드하는 참석자 마이크 제어
(선착순)
• 음성 활성화에 따른 참석자 제어
• PTT(Push‑To‑Talk)에 따른 참석자 제어

기능 스크린샷

각 모드마다 서로 다른 운영자 및 참석자 제어 레벨을 허용
하기 때문에 모든 일반 회의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소규모의 비공식 회의에서는 운영자 마이크 제어가 거의
필요하지 않으므로 참석자 마이크 제어와 같은 모드가 적합
하며, 수백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회의의 경우에는 발
언 요청 목록에 따른 운영자 제어가 보다 적합합니다. 운영
자는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 회의용 마이크를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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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4 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가 발언 요청을 취
소하거나 마이크를 끌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발언자, 답변 발언자, 개인 참석자 및
참석자 그룹별로 참석자에게 허용되는 발언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또한 참석자에게 추가적인 마이크 활성화 권한을 부여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참석자는 발언 요청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참석자에게 주어지지 않는 몇 가지
다른 권한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당 노트북에 마이크 유형
을 지정해야 하며, 가능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장용 마이크를 위한 '의장' 유형
• 참석자가 자신의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활성화하
는 '버튼' 유형(이 모드에서는 회의 및 투표 장치의 'VIP'
LED 가 켜짐)
• 운영자가 여러 활성 회의 장치의 마이크를 활성화하는 '운
영자' 유형
• 마이크의 음성 기능이 활성화되는 '음성' 유형
• 마이크가 PTT(Push‑To‑Talk)를 이용해 활성화되는 'PTT'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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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N Next Generation 및 DCN 무선 시스템은 할당된 의장
형 회의 장치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노트북에 추가합니다.
포함된 부품
수량
1

구성품
라이선스 활성화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

기술 사양
DCN NG: DCN-SW-E

이 라이선스를 사용하기 전에
DCN-SW-E 가 필요합니다.

주문 정보
DCN-SWMM-E 마이크 관리 라이센스

발언자 목록, 요청 및 응답 목록, 발언 시간 제어를 위한
DCN Next Generation 회의 소프트웨어 마이크 관리.
DCN-SW-E 와 함께 사용합니다.
주문 번호 DCN-SWM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