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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음성 모드 중에 마이크 활동을 타사 애플리케이션에 로그

u 음성 모드에서 자동 카메라 제어 사용

u 음성 모드에서 발언자 정보 기록

u 음성 모드 중에 발언자 보기

DCN-SWVAML-E 음성 인식 마이크 로깅은 DCN 시스템이
음성 모드일 동안 발언자가 누구인지 로깅할 수 있게 해 줍
니다. 따라서 DCN-SWSACC-E를 사용하여 카메라를 자동
으로 제어하거나 시스템이 음성 인식 모드일 동안 발언자 이
름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개요

DCN-SWVAML-E는 DCN-SW-E 소프트웨어에 추가된 것이
며 음성 모드 중에 마이크 활동을 로깅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음성 인식 마이크 로깅은 DCN‑CCU(B)2 기반의 유선 단일
CCU 시스템과 1인용 델리게이트 유닛을 위해 개발되었습
니다. 법정과 같이 한 번에 한 사람만 발언하는 곳에서 사용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능

다음의 기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마이크 로깅:

– 음성 모드 중에 마이크 활동의 모니터링을 시작하도록
로깅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마이크를 켜도록 인식하는 오디오 레벨을 오디오 임계
값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오디오 레벨이 임계값 아래로 떨어진 이후 마이크가
계속 켜져 있는 시간을 릴리스 타임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의장 우선권:
– 의장형 유닛을 기준으로 다른 마이크를 음소거하도록
우선권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의장이 발언할 때 우선 차임벨이 자동으로 울리도록
우선 차임벨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의장 마이크를 켜도록 인식하는 오디오 레벨을 오디오
임계값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오디오 레벨이 임계값 아래로 떨어진 이후 의장 마이
크가 계속 켜져 있는 시간을 릴리스 타임을 통해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포함된 부품

수량 구성품

1 라이선스 활성화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

기술 사양

DCN NG: DCN-SW-E 이 라이선스를 사용하기 전에
DCN-SW-E가 필요합니다.

주문 정보

DCN-SWVAML-E 음성 마이크 로깅 라이센스
음성 인식 마이크 로깅용 DCN Next Generation 회의 소프
트웨어, 음성 인식 마이크가 활성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전
자 인증 코드
주문 번호 DCN-SWVAML-E



소프트웨어 옵션

DCN-SW-E 메인 모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DCN Next Generation 회의 소프트웨어 메인 모듈, 다른 모
든 회의 소프트웨어 모듈이 실행되는 플랫폼, 전자 인증 코
드

주문 번호 DCN-S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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