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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r
시스템 구성 소프트웨어
개요
Designer System Configuration Software는 통합자 및 시스템 플래너가 다양한 Shure 마이크 및 기타 Shure 장치를 사용하여 설치를
위한 정확한 오디오 적용 범위를 설계 및 구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Designer를 사용하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디자인, 라우팅, 구성, 라
이브 장치로 푸시 기능을 하나의 도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면도를 가져오고 공간을 조절하고 참가자 영역 주변에 장치를 배치하
고 정확한 적용 범위를 위해 실내 다이어그램 위로 픽업 로브를 배열하여 회의 및 발표 공간을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Designer를 사용하면 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적용 범위 파라미터를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
•
•
•
•

마이크 위치 지정, 실내 크기 및 천장 높이 식별
채널 추가
정확한 적용 범위 영역 생성
이퀄라이저 설정 조정
신호 라우팅 관리

오프라인으로 설계 작업을 완료한 후, 설정을 라이브 장치로 푸시하고 현장에서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Designer에
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장치 프리셋을 내보내 각 장치의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업로드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
다.

특징
• 다음 Shure 마이크 및 장치를 사용하는 설치의 경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오디오 적용 범위를 설계합니다.
®
◦ IntelliMix Room
◦ MXA910/MXA920 실링 어레이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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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MXA710 선형 어레이 마이크
◦ MXA310 테이블 어레이 마이크
◦ P300 IntelliMix 오디오 회의 프로세서
◦ ANIUSB-MATRIX USB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Microflex 네트워크형 실링 스피커
◦ MXA 네트워크 음소거 버튼
정밀한 장치 설정을 위해 평면도 및 참조 사진을 정확하게 조정합니다.
여러 장치를 추가하여 더 크고 복잡한 설치를 구성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 도구에서 여러 Shure 제품에 대한 신호 라우팅을 수행합니다.
여러 위치에서 템플릿을 만들고 재사용합니다.
설정을 장치 그룹으로 한 번에 푸시합니다.
개별 위치에 대한 장치 프리셋을 쉽게 내보냅니다.
여러 개의 룸, 건물 및 클라이언트를 위한 설치를 구성합니다.
실제 평면도를 기반으로 가상 장치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오프라인으로 설계함으로써 시간과 이동 경비를 절약합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다른 Designer 사용자와 공유하여 여러 사람이 한 프로젝트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1. 프로젝트 생성
Designer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계획한 환경과 일치하는 가상의 공간을 만듭니다. 실내(라이브)를 만들거나 나중에 배치할 수 있는 실내
(디자인)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실내에 장치 추가
작업할 장치를 실내로 끌어다 놓으십시오.
• 실내(라이브)를 만드는 경우 네트워크의 온라인 장치를 룸에 추가하게 됩니다.
• 실내(디자인)를 만드는 경우 온라인 장치와 연결하고 나중에 배치할 수 있는 가상 장치를 실내에 추가하게 됩니다.

3. 실내 최적화
Optimize를 클릭하면 Designer가 Shure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Designer의 Optimize 기능을 사용하려면 실내에 하나 이상의 마
이크와 하나의 프로세서가 있어야 합니다.
마이크가 있습니까? 개별 장치를 선택해서 오른쪽의 속성을 조정하여 수동 조정을 계속 진행하거나 Configure를 클릭하여 고급 설정에
접속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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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r의 Optimize 워크플로는 최소 1개의 마이크와 1개의 오디오 프로세서로 시스템을 연결하는 프로세스 속도를 높입니다. 또한,
Optimize는 MXA 네트워크 음소거 버튼을 사용해서 실내에 음소거 제어 경로를 만듭니다. 실내에서 Optimize를 선택하면 Designer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
•
•

오디오 경로 및 음소거 제어 경로를 만듭니다.
오디오 설정을 조정합니다.
음소거 동기화를 켭니다.
적용 가능한 장치에 대한 LED 로직 제어를 활성화합니다.

설정은 특정 장치 조합에 대해 최적화됩니다. 설정을 추가로 사용자 정의할 수 있지만 Optimize 워크플로는 좋은 시작점을 제공합니다.
실내를 최적화한 후 설정을 확인하고 필요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
•

불필요한 경로를 삭제합니다.
레벨을 확인하고 게인 조정합니다.
레퍼런스 신호가 올바르게 라우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에 따라 DSP 블록을 미세 조정합니다.

호환 장치:
•
•
•
•
•
•
•
•
•

MXA910
MXA920
MXA710
MXA310
P300
IntelliMix® Room
ANIUSB-MATRIX
MXN5-C
MXA 네트워크 음소거 버튼

4. 시스템 미세 조정
적용 범위 지도를 사용하여 장치를 구성하고 실내의 적용 범위를 조정합니다. 또한, 개별 장치를 선택해서 오른쪽의 속성을 조정하거나
Configure를 클릭하여 고급 설정에 접속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장치별 작업
• 천장 및 선형 어레이 마이크 및 실링 스피커 전용:
1. 적용 범위 지도 탭 - 실제 실내 치수와 사양을 사용하여 실내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2. 평면도 또는 참조 이미지를 사용하여 실내 설계를 시작합니다. 이미지 추가를 클릭하여 평면도를 가져오고 도면의 기준 점
으로 크기를 조정합니다.
추가된 이미지를 사용하여 예상되는 참석자 영역의 오디오 적용 범위에 중점을 두고 실제 실내 치수를 사용하여 더 정확하
게 설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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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치를 추가하고 참가자 영역 주변에 채널을 배치하십시오. 여러 개의 장치를 동일한 실내에 설정하여, 더 크고 복잡한 공
간에 탁월한 오디오 적용 범위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로브가 있는 공간에 적용하려면 Add channel을 클릭합니다.

4. Designer를 사용하여 이퀄라이저 설정을 조정하고 신호 라우팅을 관리하고 장치 속성을 설정합니다.
• 테이블 어레이 마이크만 해당:
1. 장치를 선택한 후 Configure를 클릭합니다.
2. Add channel을 클릭하여 마이크에 대한 채널을 추가합니다.
3. Properties를 사용하여 채널 설정에 대해 선택합니다.
• 기타 장치:
1. 장치를 선택한 후 Configure를 클릭합니다.
2.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여 신호 처리 설정에 대해 선택합니다.

6. 최종 조정
실내에서 장치의 구성을 완료하려면, 검색된 장치에 직접 변경하고 사운드 점검을 청취하여 각 채널을 미세 조정하고 Designer 내에서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www.shure.com/designer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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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릴리스
새로운 기능과 성능 향상을 포함하는 이 소프트웨어의 새 버전이 주기적으로 출시됩니다. 이 문서는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을 지원합
니다. 개별 릴리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shure.com에서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Shure 지원 팀 연락
Shure 시스템 지원은 지역 지원 팀에 Shure 장치에 대한 상세 정보,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킹 및 설치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소프트
웨어 설치 또는 설정 중 문제가 발견될 경우, Shure 시스템 지원에 지원을 문의하십시오. 미주 지역에서는 312-736-6006에 전화를 하
거나 www.shure.com을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지원 연락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
Prerequisites

필수 포트
웹 API
MongoDB
Shure 시스템 API

4개의 포트. 10000~65535 범위에서 사용 가능한 포트를 사용하
여 설치 시 동적으로 할당됩니다.

Windows 업데이트 설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운영 체제가 최신 상태여야 합니다.

Operating System
The follow operating systems are supported on a physical or virtual machine:
• Windows 10 (Professional or Enterprise), 64-bit edition
• Windows 11 (Professional or Enterprise), 64-bit edition

하드웨어
시스템 메모리

16GB RAM 사용 가능

하드 디스크 공간

2GB 사용 가능

프로세서

i5 듀얼 코어 프로세서

자동 구성 업데이트
설치 과정 중에 다음 설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설치 프로그램 전제 조건
MongoDB v5.0.3은 설치 과정에서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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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Firewall
로컬 포트

5568, 8427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원
Shure 소프트웨어 정보를 저장하는 MongoDB 데이터베이스(Designer와 함께 설치됨)를 백업하여 데이터 손실을 방지합니다. 또한 새
서버로 마이그레이션할 때에도 백업은 유용합니다.
백업은 팀이 소프트웨어에서 작성하는 모든 프로젝트, 위치 및 장치 설정을 저장합니다. 백업 복원에는 현재 작동 중인 소프트웨어 버전
과 일치하는 백업 파일(.bak)만 지원됩니다.

MongoDB 포트 식별
다음의 구성 섹션을 확인하여 MongoDB에 대해 동적으로 할당된 포트를 식별해야 합니다.
"[location of Designer Software install directory]\Services\Mongo-5.0.3\Bin\mongod.cfg"
포트 번호는 다음 행에 지정됩니다.
"
net:
port: [port #]
"

Mongo 데이터베이스 백업
MongoDB 백업을 만들려면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1.
2.
3.
4.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보관할 위치를 식별합니다. 아래 줄에서 이 경로를 사용합니다.
“시작 메뉴”를 열어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command”를 입력합니다. Enter를 누르지 마십시오.
“명령 프롬프트”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선택합니다.
[ ]로 표시된 자리 표시자를 바꾼 후 다음 명령줄(파일 경로 따옴표 포함)을 입력합니다.
"[location of Designer Software install directory]\Services\Mongo-5.0.3\Bin\mongodump.exe" --host localhost
--port [MongoDB port number] --gzip --archive="[path and file name of backup]"
팁: 기본 설정을 사용한 샘플 명령줄(하나의 명령줄에 모두):
"c:\Program Files\Shure\Shure Designer\Services\Mongo-5.0.3\Bin\mongodump.exe" --host localhost
--port [MongoDB port number] --gzip --archive="c:\Shure.bak"

5. Enter를 누르십시오. 프롬프트에 지정된 경로에 파일이 보관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백업 복원
1.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시작 메뉴”를 열고 “command”를 입력하여 명령 프롬프트를 엽니다. Enter를 누르지 마십시
오.
2. “명령 프롬프트”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선택합니다.
3. [ ]로 표시된 자리 표시자를 바꾼 후 다음 명령줄(파일 경로 따옴표 포함)을 입력합니다.
"[location of Designer Software install directory]\Services\Mongo-5.0.3\Bin\mongorestore.exe" --host localhost
--port [MongoDB port number] --drop --gzip --archive="[path and file name of backup]"
팁: 기본 설정을 사용한 샘플 명령줄(하나의 명령줄에 모두):
"c:\Program Files\Shure\Shure Designer\Services\Mongo-5.0.3\Bin\mongorestore.exe” --host localhost
--port [MongoDB port number] --drop --gzip --archive="c:\Shure.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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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nter를 누르십시오.
5. 명령 프롬프트에서
iisreset
을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다시 로드합니다.

지원되는 장치
Designer에서는 다음의 Shure 장치가 지원됩니다. 가능하면, 최신 지원 펌웨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새로운 기능 및 시스템 향상
을 이용하십시오.
MXA910 천장형 어레이 마이크(User Guide)
MXA920 천장형 어레이 마이크(User Guide)
MXA710 선형 어레이 마이크(User Guide)
MXA310 테이블 어레이 마이크(User Guide)
IntelliMix Room 오디오 처리 소프트웨어(User Guide)
P300 IntelliMix 오디오 회의 프로세서(User Guide)
ANIUSB-MATRIX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User Guide)
Microflex 네트워크형 실링 스피커: MXN5-C(User Guide)
MXA 네트워크 음소거 버튼(User Guide)

•
•
•
•
•
•
•
•
•

중요:
• 호환 가능한 펌웨어 버전 목록은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 내보낸 프로젝트는 이번 버전의 Designer로 역호환되지 않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Service configuration for device security
You can enable or disable specific network protocols on your devices using Designer. Navigate to that device in Live mode and
click

(Settings) > Services. The configuration options are:

• HTTP - If you turn off HTTP, you will no longer be able to connect to this device via a web browser. Access with Designer
will be unaffected.
• mDNS - If you turn off mDNS, you will no longer be able to discover this device in the Shure Web Device Discovery
application. Designer and Shure Update Utility will still be able to discover this device normally.
• Command Strings - If you turn off command strings, third party control systems will no longer be able to communicate with
this device on port 2202.

인터페이스 언어 변경
1. 이름 근처 왼쪽 상단에 있는 영역을 클릭하여 내 계정에 액세스합니다.
2.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기본 언어를 선택합니다.
3. 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설계 구성하기
Shure Design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오디오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최대한 반영하도
록 프로젝트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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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s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별로 구성

확장 가능한 프로젝트: 단일 회의실을 설계하거나 건물내의 여러 공간을 아우르는 여러 회의실을 설계합니다.

공간을 사용하여 레이아웃별로 구성

공간 설계를 복사하고 재사용하여 유사한 방의 설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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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생성
프로젝트를 생성하려면
1. 왼쪽 메뉴에서 My projects를 클릭합니다.
2. New > Project을 클릭합니다.
3. 프로젝트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4. Create을 클릭합니다.

공간 설계
Designer는 공간을 사용하므로 각 프로젝트 내에서 여러 설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설계 중인 각 실내와 공간에 대해 프로젝트에서 공
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인프라(건물 및 바닥) 또는 자신의 워크플로(룸 유형)와 일치하도록 위치를 배열할 수 있습니다.

공간 만들기
1. 프로젝트를 엽니다.
2.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경우 공간을 선택합니다.
3. 새로 만들기 > 공간(라이브) 또는 공간(설계)을 클릭합니다.
4. 공간에 대한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Designer가 프로젝트 목록에 해당 이름을 가진 공간을 만들고 해당 공간에 대한 설계 창을 엽니다.
여러 공간을 만들고 폴더로 그룹화하려는 경우 먼저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2.
3.
4.
5.

프로젝트를 엽니다.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경우 공간을 선택합니다.
새로 만들기 > 폴더를 클릭합니다.
폴더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Designer가 해당 이름을 가진 폴더를 만들어 프로젝트 목록에 추가합니다.
폴더를 두 번 클릭하여 열고 이전 단계를 따라 공간을 만듭니다.

프로젝트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Designer 프로젝트를 내보내어 다른 시스템 설계자들과 공유하고 협력하거나 작업의 백업을 저장하십시오. 내보내기에는 모든 가상 장
치 설정, 라우팅, 적용 범위 설계를 포함하여 프로젝트 내의 모든 실내가 포함됩니다.
Designer 프로젝트는 .dprj 파일로 다운로드되고 Shure Designer 소프트웨어에서만 호환됩니다.

프로젝트 가져오기
1. 내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2. 프로젝트 가져오기를 클릭하고 가져올 파일을 찾아보십시오.

프로젝트 내보내기
1. 내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2. 프로젝트 위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추가), 오른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3.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파일 이름은 Designer의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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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설정
장치 추가
가상의 장치를 왼쪽 메뉴에서 작업 공간으로 끌어다 놓아 작업 공간에 추가합니다.

Designer의 Optimize 워크플로 사용
Designer의 Optimize 워크플로는 최소 1개의 마이크와 1개의 오디오 프로세서로 시스템을 연결하는 프로세스 속도를 높입니다. 또한,
Optimize는 MXA 네트워크 음소거 버튼을 사용해서 실내에 음소거 제어 경로를 만듭니다. 실내에서 Optimize를 선택하면 Designer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
•
•

오디오 경로 및 음소거 제어 경로를 만듭니다.
오디오 설정을 조정합니다.
음소거 동기화를 켭니다.
적용 가능한 장치에 대한 LED 로직 제어를 활성화합니다.

설정은 특정 장치 조합에 대해 최적화됩니다. 설정을 추가로 사용자 정의할 수 있지만 Optimize 워크플로는 좋은 시작점을 제공합니다.
실내를 최적화한 후 설정을 확인하고 필요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
•

불필요한 경로를 삭제합니다.
레벨을 확인하고 게인 조정합니다.
레퍼런스 신호가 올바르게 라우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에 따라 DSP 블록을 미세 조정합니다.

호환 장치:
•
•
•
•
•
•
•
•
•

MXA910
MXA920
MXA710
MXA310
P300
IntelliMix Room
ANIUSB-MATRIX
MXN5-C
MXA 네트워크 음소거 버튼

Optimize 워크플로를 사용하려면:
1. 모든 관련 장치를 실내에 둡니다.
2. 최적화를 선택합니다. Designer가 사용자의 장비 조합에 대한 마이크 및 DSP 설정을 최적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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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제거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Optimize를 다시 선택하십시오.

라우팅
장치 간에 연결을 만들려면 지원되는 Shure 장치를 클릭하고 끌어와서 이러한 장치에 대한 Dante 경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장치를 끌어서 작업 공간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Shure 장치 이름으로 장치를 식별합니다.
• 장치의 입력 또는 출력 위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Dante 이름과 Dante 채널이 표시되고, 입력 또는 출력으로 식별됩니다.
• 한 장치의 입력 또는 출력 채널을 클릭한 후 다른 장치의 채널을 클릭하여 경로를 만듭니다.

Designer가 경로를 만든 후, 양쪽 끝점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Dante 장치와 채널 연결을 식별합니다.
참고: 기본적으로 Designer는 가상 장치 설정을 검색된 장치로 푸시할 때 경로를 푸시하지만, 사용자는 경로의 생성과 푸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예: 타사 DSP를 사
용하는 경우).

경로 상태 결정
라우팅 페이지에서는 아이콘을 사용하여 유효 및 무효 Dante 경로를 식별합니다.

•

— 가상 경로를 성공적으로 생성했음을 나타냅니다.

•

— 발견된 장치 사이에 유효한 경로를 성공적으로 생성했으며 라이브 모드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

— 잘못된 경로임을 나타냅니다. 잘못된 경로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이 다음 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문제

해결책

수신기가 등록된 송신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or

오프라인 상태인 경우, 온라인 상태로 돌아오면 온라인 장치가 오
프라인 장치를 찾습니다.

송신기가 등록된 수신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수신기가 등록된 송신기를 찾을 수는 있지만 코딩 불일치가 있습
니다. 엔드포인트 중 하나는 암호화가 활성화되지 않고 다른 하나
는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두 장치에 대해 암호화 키를 다시 입력하거나 암호화를 비활성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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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있는 문제

해결책

수신기가 등록된 송신기를 찾을 수는 있지만 코딩 불일치가 있습
니다. 엔드포인트의 암호화 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장치에 대해 암호화 키를 다시 입력하거나 암호화를 비활성화
합니다.

수신기가 등록된 송신기를 찾을 수는 있지만 코딩 불일치가 있거
나 경로에서 올바른 작동을 방해하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두 장치에 대해 암호화 키를 다시 입력하거나 암호화를 비활성화
합니다.

적용 범위 지도 사용
적용 범위 지도는 MXA910 및 MXA920 실링 어레이 마이크, MXA710 선형 어레이 마이크 및 Microflex 네트워크형 실링 스피커를 사
용합니다. 적용 범위 지도는 회의실의 이미지를 추가하여 사용할 때 매우 유용하며 이를 사용하여 마이크와 채널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
습니다. 마이크를 원하는 위치로 끌어오거나 속성에서 정확한 좌표를 입력하면 됩니다.
더 정확한 레이아웃을 만들려면 적용 범위 편집기 또는 속성 패널에서 작업 공간 속성을 편집하여 실내 사양을 일치시키십시오. 작업 공
간 그리드 위의 치수를 클릭하여 작업 공간 편집 모드에 액세스합니다.

편집 기능을 활성화하여 다음과 같이 작업 공간 속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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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공간
길이 및 폭

해당 실내의 길이와 폭을 설정합니다.

천장 높이

해당 실내의 실링 높이를 설정합니다. 이 설정은 언제든지 독립적으로 변경할 수 있더라도, 장치를
추가할 때 기본 장치 높이가 됩니다.
해당 실내의 측정 단위를 선택합니다.
• 피트(기본값)
• 미터

장치

팁: 측정 단위를 하드웨어 장치와 일치시키십시오(예: MXA910-24IN의 경우 인치 또는
MXA910-60CM의 경우 미터).

그리드: 그리드 시작점(X 및 Y)

작업 공간의 다른 지점에서 그리드를 시작하여 배경 이미지의 실링 타일과 같은 참조 물체에 정렬
하십시오.

적용 범위 지도용 키보드 단축키
단축키

설명

삭제

선택한 장치 또는 채널을 삭제합니다.
선택한 장치 또는 채널을 이동합니다.

위쪽, 아래쪽, 왼쪽
또는 오른쪽

그리드 스냅 켜기: 가장 가까운 그리드로 이동
그리드 스냅 끄기: 1 측정 단위(0.1피트 또는 0.01미터)

Shift + 회전(마우스
를 사용하여 끌기)

선택한 장치 또는 이미지를 45도 증분 단위로 회전합니다.

컨트롤 휠

작업 공간을 확대 또는 축소합니다.

배경 이미지 추가
배경 이미지를 사용자의 실내에 추가하여 참가자 좌석 배열 및 발표 영역 주변 설계에 중점을 두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치 및 오디오 적
용 범위를 정확하게 배치하기 위한 실제 실내 치수를 나타내도록 이미지를 스케일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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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이미지

1.
2.
3.
4.

실내를 열고 적용 범위 지도를 클릭합니다.
작업 공간 그리드 위의 치수를 클릭하여 작업 공간 편집 모드에 액세스합니다.
이미지 추가를 선택하고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찾아봅니다.
열기를 선택하여 이미지를 작업 공간에 추가합니다.

지원되는 파일 유형:
•
•
•
•

.jpg
.jpeg
.png
.gif

스케일에 맞게 이미지 다시 그리기
이미지를 Designer에 추가한 후, 도면에서 참조점에 기반하여 이미지를 스케일링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실제 측정값을 모르는 경우
나중에 언제든지 이미지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이미지를 작업 공간에 추가합니다.
2. 알려진 길이를 가진 물체를 도면에서 찾습니다.
3. 커서를 사용하여 참조선을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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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체의 실제 길이를 참조 크기 창에 입력하고 적용을 선택합니다.

참조 치수를 사용하여 이미지 크기 조정

5. 새로 스케일링된 이미지에 맞게 작업 공간 크기를 조정합니다.
Edit image > Draw to scale에서 언제든지 스케일에 맞게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드 및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 장치 배치
Designer의 그리드를 사용하여 물체를 작업 공간의 정확한 지점으로 이동하십시오. Snap to grid이 선택되면, 장치 참조 모서리가 가장
가까운 그리드 모서리에 자동으로 정렬됩니다.

그리드에서 장치 정렬

적용 범위 페이지에서 Grids & guides을 열어 배치 도구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십시오.
•
•
•
•

Show grid는 개체 정렬을 지원합니다.
Snap to grid는 물체가 작업 공간에서 정밀하게 정렬되도록 합니다.
Show guides는 작업 공간 0,0 좌표에서 장치 참조점에 대한 X 및 Y 좌표를 표시합니다.
Snap rotation 45는 45도 증분 단위로 회전을 제한합니다. 또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회전 핸들을 잡으면 45도 증분 단위로 회전
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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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s를 사용하여 적용 범위 지도에 나타나는 장치를 나열하고 선택합니다. 가시성(
고 끕니다.

)을 사용하여 해당 장치에 대한 참조선을 켜

그리드 오프셋
그리드 오프셋을 조절하여 그리드를 실링 타일 또는 도어 프레임과 같은 이미지의 참조점에 정렬하십시오.
1. 작업 공간 위의 치수를 선택하여 편집 모드로 들어가십시오.

2. 그리드 오프셋 도구를 잡고 참조선으로 이동하십시오.

물체 이동, 회전 및 크기 조정
Designer 적용 범위 지도에서 장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 지도 - 이미지
작업 공간 위의 이미지 편집를선택하여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모드에서 나오려면 이미지 외부의 아무 곳이나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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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도 변경

배경 이미지의 투명도를 조정하여 작업 공간 및 장치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거나 낮춥니다. 불투명
도 값이 낮을수록 이미지는 더 투명해지는 반면, 값이 높을수록 원본 파일과 일치하는 이미지가 어
두워집니다.

이미지 크기 조정

이미지의 모서리를 끌거나 속성 패널에 값을 입력하여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십시오. 비율은 잠겨
있어 한 치수의 변경이 다른 치수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미지 이동

작업 공간의 왼쪽 위 모서리를 기준으로 장치의 위치를 변경하십시오.

이미지 회전

장치를 회전하여 실내에 올바르게 놓으십시오. 핸들을 클릭하고 끌어서 이미지를 원하는 위치로 회
전합니다.
팁: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45도 증분 단위로 회전하십시오.

적용 범위 지도 - 장치
장치 추가

장치 패널의 장치를 작업 공간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장치 선택

작업 공간에서 장치를 클릭하여 선택하고 속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종료하려면 장치 외부의 아
무 곳이나 클릭하십시오.

장치 제거

장치를 선택한 후 Delete를 누르거나

.

장치를 작업 공간의 원하는 위치로 끌어다 놓거나 살짝 밀어 넣으십시오. 장치 속성이 작업 공간
0.0점을 기준으로 해당 위치를 표시합니다.

장치 배치

장치 참조점

이 점은 좌표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장치 회전

핸들을 클릭하고 끌어서 장치를 원하는 위치로 회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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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45도 증분 단위로 회전하십시오.

적용 범위 지도 - 채널
채널을 선택하여 채널의 속성을 편집하십시오. 종료하려면 해당 채널 외부의 아무 곳이나 선택하십시오.
채널 추가

장치를 선택하고 Add channel를 누르십시오.

채널 제거
채널을 선택한 후 Delete를 누르거나
채널 배치

.

채널을 원하는 위치로 끌어다 놓거나 살짝 밀어 넣으십시오. 채널 속성이 장치와 작업 공간 0.0점
을 기준으로 해당 위치를 표시합니다.
채널 크기는 선택 가능한 폭 설정과 레이아웃 사양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된 속성의 조합입니다.

채널 크기 조정

• 채널 폭: 좁음(35도), 중간(45도) 또는 넓음(55도)
• 레이아웃 사양: 채널은 발언자 키, 장치 높이 및 마이크와의 거리를 모두 고려하여 형태를 변
경합니다.

적용 범위 지도 - 레이어
작업 공간에 여러 장치가 있는 경우, 장치 또는 채널을 선택하려고 할 때 혼잡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공간의 왼쪽에 있는 계층 메뉴를 사
용해서 작업하려는 장치를 선택하십시오.

가상 장치로 작업
Designer를 사용하여 시스템 플래너는 가상 장치를 사용해 오프라인 및 오프사이트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가상 장치를 사용하면 하드
웨어 연결 없이 마이크 적용 범위를 준비하고 장치 속성을 설정하고 이퀄라이저 설정을 조정하고 Dante 오디오 라우팅을 구성할 수 있
습니다. 가상 장치로 작업하려면 실내 만들기(디자인)를 선택하십시오.
룸이나 프로젝트를 완료한 후, 설계를 검색된 장치로 푸시하여 현장에서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그런 다음 Designer를 사용하여 실시간
으로 해당 장치의 속성을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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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장치에 설계 배포
실내에 장치를 추가하고, 오디오 적용 범위를 최적화하고, 구성한 후, 설계를 배포하여 검색된 장치에 설정을 푸시할 수 있습니다.
1. Deploy를 클릭하여 검색된 장치에 설계를 푸시할 수 있습니다.
2. 검색된 장치를 사용 가능한 장치 목록에서 선택하여 설계와 연결합니다.
검색된 장치를 설계 장치와 연결해도 Deploy를 클릭할 때까지는 가상 설정이 설계 장치로 실제로 푸시되지 않습니다.
X를 클릭하여 장치 연결을 해제합니다.
3. 모든 연결이 완료되면 Deploy를 클릭합니다.
상단의 녹색 배너는 라이브 모드에 있고 검색된 장치로 작업 중임을 나타냅니다.
왼쪽에서 네트워크에 있는 검색된 모든 장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치들은 아직 다른 실내에 추가되지 않은 것입니다.
Designer는 동일한 서브넷에서 지원되는 Shure 장치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사용자는 IP 주소로 추가할 수 있는 온라인 장치로
이동하여 교차 서브넷 장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장치가 있는 경우, 장치 이름, IP 주소 또는 장치 모델별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된 장치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서
클릭하여 식별하고 올바른 장치로 작업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Deploy 할 때 Designer는 다음을 제외하고 검색된 장치의 모든 항목을 덮어씁니다.
• 네트워크 설정
• 암호 및 암호화 설정
• Dante 장치 이름 및 채널 이름
라이브 모드에서는 검색된 장치에 직접 변경하고 Designer를 사용하여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 일부 변경사항으로 인해 오디오가 일시적으로 끊어질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프리셋 저장
정해진 실내에 장치가 구성되고 설정되면 모든 장치에 대한 프리셋으로 특정 설계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은 예를 들어 다른 구성
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목적실 또는 결합 가능한 실내의 경우에 유용합니다. 실내 구성 변경 시 적용할 준비가 되는 여러 프리셋 설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설정을 프리셋으로 저장하려면:
1. 오른쪽상단 모서리에 있는
프리셋을 보여줍니다.
2. 프리셋 슬롯을 선택합니다.
3. 프리셋 이름을 입력합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프리셋)을 클릭하여 Device presets 창을 엽니다. 여기서 해당 실내에 있는 모든 장치의

프리셋을 장치에 적용하는 방법:
1. 오른쪽상단 모서리에 있는
2. 적용할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3. 적용을 클릭합니다 .

(프리셋)을 클릭하여 Device presets 창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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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라우팅 정보는 프리셋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 Live mode에 있는 경우, 프리셋 활동으로 인해 오디오가 일시적으로 끊어질 수 있습니다.
• 프리셋을 적용한 후에 변경하면 저장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새 설정을 새 프리셋 슬롯에 저장하거나 새 설정으로 이전 설정을
덮어씁니다.
• Designer는 장치 프리셋 슬롯 이름을 기반으로 현재 실내의 상태를 평가합니다. 동일한 실내에 있는 여러 장치가 동일한 프리셋
슬롯 이름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Designer는 실내 상태가 "Mixed"라고 판단합니다. 혼합된 상태를 해결하려면 장치의 프리셋 슬
롯 이름이 일치하도록 별도로 슬롯 이름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벤트 로그
이벤트 로그를 보려면 메인 메뉴에서 이벤트 로그를 클릭하십시오.
이벤트 로그는 Designer 내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계정을 제공합니다. 로그는 활동 항목을 수집하고 타임스탬프를 찍고 설정에서 사용
자가 지정한 시간(30일~360일) 동안 활동 항목을 보유합니다. 내보내기 기능은 CSV(comma separated values) 문서를 생성하여 로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렬합니다.
특정 장치에 대한 이벤트 로그를 내보내려면 라이브 모드에서 해당 장치를 탐색하고
합니다. 이 기능은 로그 데이터의 CSV(쉼표로 구분된 값) 문서를 생성합니다.

(설정) > General > Export log를 클릭

Shure 시스템 지원 부서와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담할 때 자세한 내용은 로그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심각성 수준
정보

동작 또는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경고

동작을 완료할 수 없지만 전체 기능은 안정적입니다.

오류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로그 세부 정보
이벤트

이벤트 유형을 나타냅니다.

설명

IP 주소와 해당하는 실내를 포함한 이벤트와 오류에 대한 세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짜

이벤트 날짜와 시간.

팁: 카테고리 제목을 선택하여 로그를 정렬합니다.

MXA920
Reference these topics to get up and running with the MXA920 ceiling array microphone. For in-depth information on
microphone properties and best practices, see the full MXA920 Ceiling Array User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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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A920 적용 범위
적용 범위 맵 설정에 액세스하려면:
• Designer: 공간에 마이크를 추가하고 적용 범위 맵으로 이동합니다.
• 웹 애플리케이션:적용 범위로 이동합니다.
자동 적용 범위를 제어하려면, Settings > General > Automatic coverage로 이동합니다.

MXA920은 얼마나 많은 공간을 커버합니까?
대부분의 공간에 대해 Shure는 다음을 권장합니다.
• 발화자에서 마이크까지의 최대 거리: 16피트(4.9미터)
• 최대 장착 높이: 12피트(3.7미터)
또한 이 숫자는 공간의 음향, 구조 및 재료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 적용 범위가 켜져 있는 경우, 기본 적용 범위는 30 x 30피트(9 x 9미
터) 동적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자동 적용 범위를 사용하면 마이크가 청취하려는 발화자를 포착하고 피하라고 지정한 영역을 피합니다. 마이크당 최대 8개의 동적 및
전용 적용 범위 영역을 혼합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 범위를 끄면 최대 8개의 로브를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 범위를 켜거나 끌 때 MXA920은 Shure의 오토포커스™ 기술을 사용하여 말하는 사람이 위치를 바꾸거나 일어설 때 실시간
으로 범위를 미세 조정합니다. 오토포커스는 항상 활성화되어 있으며, 작동하기 위해 아무 것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용 범위 영역 추가
자동 적용 범위 = 켜짐
적용 범위를 열면 사용할 준비가 된 30 x 30피트(9 x 9미터) 동적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모든 발화자는 일어서거나 걸어다
녀도 적용 범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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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추가를 선택하여 적용 범위 영역을 추가합니다. 마이크당 최대 8개의 적용 범위 영역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을 혼합할 수 있습니다. 끌어 놓아서 적용 범위 영역을 이동합니다.

동적 적용 범위

다이내믹 적용 범위 영역은 적용 범위가 유연합니다. 즉, 마이크가 적용 범위 영역의 모든 발화자를 커버하도록 지능적으로 조정됩니다.
사용자의 공간에 맞게 크기를 변경합니다. 적용 범위 영역의 경계 내에 있는 발화자가 이동하는 경우에도 마이크 적용 범위를 갖게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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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적용 범위 영역

전용 적용 범위 영역에는 항상 마이크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6 x 6 피트(1.8 x 1.8 미터)의 크기가 있으며 연단이나 화이트보드와 같이
주로 한 위치에 있는 발화자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마이크 적용 범위에서 영역 제외
공간의 특정 부분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야 하는 경우, 공간의 해당 부분에 적용 범위 영역이나 로브를 배치하지 마십시오. 적용 범위
영역 또는 로브 외부에 있는 발화자는 마이크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 전략은 공간이나 HVAC 장비의 시끄러운 부분을 피할 때도 유용합
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동적 적용 범위 영역의 크기를 이동하거나 변경합니다.
• 전용 적용 범위 영역 이동
• 추가 마이크 로브 이동 또는 삭제(자동 적용 범위가 꺼져 있는 경우)

스티어블 로브 사용
자동 적용 범위 = 꺼짐
스티어블 로브를 사용하려면 Settings > General > Automatic coverage에서 automatic coverage를 끄십시오. 최대 8개의 마
이크 로브를 수동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는 다중 구역 음성 리프트 시스템과 같이 직접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 가장 적합합니
다.
automatic coverage가 꺼져 있을 때 마이크는 적용 범위 영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브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XA910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레벨 조절
레벨을 조정하기 전에:
®

1. Dante 헤드폰 앰프 또는 Dante Virtual Soundcard을(를) 사용하여 마이크를 직접 청취하는 방법을 설정합니다.
2. Designer를 열고 온라인 장치 목록에서 MXA920을 찾습니다. 또는 장치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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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적용 범위 켜짐
1. 정상 음성 볼륨으로 각 적용 범위 영역에서 이야기하십시오. 다음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범위 영역(포스트 게이트): From the Coverage 탭에서 오른쪽에 있는 속성 패널을 엽니다. 적용 범위를 선택하여 포
스트 게이트 게인 및 음소거 컨트롤을 봅니다.
◦ IntelliMix 게인(포스트 게이트):IntelliMix 탭으로 이동하여 오토믹스 출력 레벨을 조정하고 DSP 설정을 제어합니다.
2. 필요에 따라 EQ 설정을 조절하십시오: EQ를 사용하여 음성 명료도를 높이고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Q 변경으로 인해
레벨이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1단계와 같이 레벨을 조정하십시오.

자동 적용 범위 끄기
이 모드에는 2개의 게인 페이더 세트가 있습니다.
• 채널 게인(프리 게이트): 조절하려면 Channels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더는 오토믹서에 도달하기 전에 채널의 게인에 영향을 주므
로 오토믹서의 게이팅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게인을 높이면 로브가 음원에 더 민감해지고 게이트가 켜질 가능성이 높습
니다. 여기서 게인을 낮추면 로브가 덜 민감해지고 게이트가 켜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오토믹서 없이 각 채널에 대해 직접 출력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페이더만 사용해야 합니다.
• IntelliMix 게인(포스트 게이트): 조절하려면 IntelliMix로 이동합니다. 또는, 적용 범위에서 로브를 선택하여 속성 패널에서 포스트
게이트 게인 및 음소거 컨트롤을 확인합니다. 이 페이더는 로브가 게이트를 켠 후에 채널의 게인을 조절합니다. 여기서 게인을 조
절해도 오토믹서의 게이팅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토믹서의 게이팅 동작에 만족한 후에 이 페이더만 사용하여 발화
자의 게인을 조정하십시오.

Dante 채널
자동 적용 범위 설정은 MXA920의 Dante 출력 수를 변경합니다.

자동 적용 범위 켜짐
• 모든 커버리지 영역에 대해 IntelliMix DSP가 있는 1개의 오토믹스 출력
• AEC 참조 입력 1개
참고: 자동 적용 범위가 켜져 있는 경우 Dante 컨트롤러는 8개의 전송 채널과 오토믹스 출력을 표시합니다. 오토믹스 출력은 자동 적용 범위가 설정된 오디오를 전송하는
유일한 채널입니다.

자동 적용 범위 끄기
• 최대 8개의 개별 Dante 출력(각 로브당 1개)
• IntelliMix DSP가 있는 1개의 오토믹스 출력
• AEC 참조 입력 1개

MXA910
MXA910용 마이크 적용 범위 구성
이러한 단계를 참조하여 MXA910 실링 어레이 마이크를 활성화하고 작동하십시오. 마이크 속성 및 모범 사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
체 MXA910 실링 어레이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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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속성 설정
장치를 선택하고 속성을 설정하십시오.
1. 장치 높이의 값(바닥과 마이크 사이 거리)을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장치 높이는 천장 높이와 일치하지만, 사용자가 독립적으
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장치를 해당 레이아웃에 맞게 이동하고 돌립니다.

마이크 적용 범위 배치
1. 작업 공간 위의 채널 추가을클릭하여 채널을 추가합니다.
2. 속성에서 채널을 선택하고 값을 제공하여 발언자 높이를 입력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정확한 조준이 가능합니다.
3. 채널을 이동하여 해당 영역을 커버하십시오.
◦ 채널은 개별적으로 선택 가능하며, 적용 범위 영역에서 허용되는 최대 한도 내에서 어느 위치로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 밖으로 끌어낼 경우, 로브가 빨간색으로 바뀌며 적용 가능한 최종 위치로 되돌아갑니다.
◦ 채널을 제 위치로 끌거나 살살 밀어 배치합니다. 장치와 작업 공간 0.0까지의 거리 값은 속성 패널에서 계산됩니다.
◦ 그리드를 사용하여 정확한 배치를 측정하십시오.

채널 폭 조정
개별적인 폭 제어를 통해 다른 채널은 여러 명의 발언자를 커버(넓음)하는 동시에 일부 채널은 개별 발언자를 포착(좁음)할 수 있습니
다.
채널 폭을 변경하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1. 채널 선택
2. 풀다운 메뉴에서 폭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장치 및 발언자에 대해 입력한 로브 위치와 높이를 기준으로 폭이 계산되고 표시됩니
다.
폭 설정:
• 좁음(35°)
• 중간(45°)
• 넓음(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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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가 테이블에서 6피트 위에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채널 폭의 설정 세 가지

자동 위치 사용
자동 위치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선택한 채널에 대해 로브를 올바르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채널을 선택합니다.
자동 위치을 클릭합니다.
올바른 채널이 선택되고 발언자 높이가 지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듣기을 클릭하십시오. Designer 는 채널의 올바른 위치와 폭을 수신하고 결정합니다.
Designer 가 올바른 위치와 폭을 결정하면 확인 대화 상자에서 표시합니다.

실링 어레이 마이크 배치
공간 변수
최적의 마이크 배치는 좌석 배열과 기반 시설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가구 배열이 유동적이거나 어레이 마이크가 많은 공간의 경우 Designer 의 마이크 구성 도구를 사용하여 적용 범위가 모든 좌석
시나리오에 적합한지 확인하십시오.
• 로브는 각 발언자의 정면 쪽을 향해야 합니다. 발언자가 화상 회의 중 화면을 보아야 하는 공간에서는 배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
다.
• 마이크를 환기구 또는 시끄러운 비디오 프로젝터와 같은 원치 않는 음원 바로 옆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울림이 큰 공간에서는 명확한 음성 전달을 위해 흡음 처리 장치 설치를 고려하십시오.

실링 어레이 마이크의 장착 높이
실링 어레이 마이크의 Designer 에 설정할 수 있는 최대 장착 높이는 약 9.0m(30 피트)입니다. 이 마이크는 일반적인 음향 환경1의 경
우 마이크와 발언자 간 최대 16 피트 거리에서 STIPA(Speech Transmission Index for Public Address)2 국제 표준에 따라 “A” 등급을
유지합니다. 보다 우수한 음향 환경에서는 STIPA “A” 등급이 16 피트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마운트 높이를 결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실링 어레이의 픽업 패턴은 샷건 마이크보다 좁아 다른 마이크보다 소스에서 먼 거리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Designer 에 각 채널
에 대한 이상적인 적용 범위 구역을 나타나는 동안에는 오디오 성능이 저하되거나 소리가 작아지는 특정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제품 사양에는 각 폭 설정에 대한 로브 민감도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 모든 마이크와 같이 소스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조성이 변합니다.
• 이해도 스케일(intelligibility scale)은 마이크가 지정된 높이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로브의 적용 범위 영역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증가합니다.
[1] 공간 조건: RT60(리버브 시간) = 500ms @ 1kHz, A 가중 공간 노이즈 = 40dBSPL(A)
[2] IEC-602682-16 표준

이해도(Intelligibility) 스케일
인텔리져빌리티 스케일(intelligibility scale)은 다양한 거리에서 어레이 마이크와 단일지향성 구즈넥 마이크의 음향 성능을 객관적으로
비교합니다. 이 정보는 해당 거리에서의 어레이 마이크 성능을 예측하고 이상적인 장착 높이를 결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인텔리져빌리
티 스케일(intelligibility scale)테이블의 데이터는 마이크 측정 결과에 따른 것이며 음성 전송 지수 IEC-602682-16 표준에서 동일한 값
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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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음성 전송 지수 값과 거리
실링 어레이 마이크(발언자까지의 거리)

단일지향성 구즈넥 마이크(발언자까지의 거리)

1.83m(6피트)

1.14m(3.75피트)

2.44m(8피트)

1.52m(5피트)

3.05m(10피트)

1.91m(6.25피트)

3.66m(12피트)

2.29m(7.5피트)

이 데이터는 다음 측정값과 함께 일반적인 허들(huddle) 룸에서 수집됨:
• 잔향 소거 시간: 500ms @ 1kHz
• 노이즈 플로어: 40dB SPL (A 가중)
참고: 이 값은 해당 공간의 고유한 값입니다. 올바르게 통제된 음향 환경에서는 어레이 마이크가 보다 먼 거리에서도 동일한 음성 전송 지수 값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울
림이 큰 공간에서는 성능을 예측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A=어레이 마이크와 발언자 간 거리
B = 단일지향성 마이크와 발언자 간 거리

이 예시에서 나타내는 발언자로부터 (A)의 거리에 장착된 어레이 마이크의 음향 성능은 발언자로부터 (B) 의 거리에 배치된
단일지향성 구즈넷 마이크와 일치합니다.

오토포커스를 사용하여 적용 범위 개선
이 마이크는 내장된 오토포커스 기술을 사용하여 회의 참가자들이 뒤로 기대거나 일어서더라도, 각 로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미세 조
정합니다. 참가자가 위치를 이동함에 따라 Designer의 적용 범위 맵에서 로드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포커스는 실내
음원에만 반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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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포커스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참조 소스의 경로를 마이크의 AEC 레퍼런스 입력 채널로 설정하십시오. 마이크 또는
다른 DSP에서 직접 출력만 사용하더라도, 참조 신호의 경로를 마이크의 AEC 레퍼런스 입력 채널로 설정하여 오토포커스를 최대한 활
용하십시오.

MXA710
이러한 항목을 참조하여 MXA710 선형 어레이 마이크를 활성화하고 작동하십시오. 마이크 속성 및 모범 사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
체 MXA710 마이크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마이크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방법
마이크 적용 범위를 제어하려면 Designer를 사용하십시오. 마이크 적용 범위는 실내 수준에 있습니다. 즉, 어떤 실내의 모든 마이크에
대해 하나의 적용 범위 맵이 있습니다.
1. [실내] > 적용 범위 지도로 이동합니다.
2. 마이크를 적용 범위 맵으로 끌어주십시오(아직 없는 경우). 이 작업을 처음 수행할 때 설치 방향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 4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벽면 가로
◦ 벽면 세로
◦ 실링
◦ 테이블
이러한 적용 범위 템플릿은 가장 일반적인 설치에 적합하도록 설계 및 테스트되었습니다.
3. 필요에 따라 속성 패널에서 각 로브의 너비(좁음, 중간 또는 넓음)를 조정하고 위치를 지정하십시오. 회의실의 레이아웃과 일치
하도록 마이크의 위치와 방향을 조정하십시오.
4. 각 마이크 채널을 듣고 필요에 따라 로브 위치, 폭 및 게인을 조정하십시오.
각 로브의 진한 파란색 선은 적용 범위가 가장 강한 위치를 나타냅니다. 각 로브의 파란색 적용 범위 영역의 가장자리는 로브의
감도가 -6dB에 도달하는 위치를 나타냅니다.
오토포커스 기술은 회의 참가자가 몸을 뒤로 젖히거나 일어나더라도 각 로브 위치를 실시간으로 미세 조정합니다.

우수한 적용 범위를 위한 팁
• 로브를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위치를 변경하십시오.
• 마이크를 선택하고 Properties > Position으로 이동해서 설치 유형을 변경하십시오.
• 로브는 폭에 따라 1명의 발화자 또는 많은 발화자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테스트해서 들어보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십시오.
• 천장 설치: 최상의 적용 범위를 위해 좁은 로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마이크의 픽업 패턴 때문에 일부 위치에서 로브는 양방향입니다.

오토포커스를 사용하여 적용 범위 개선
이 마이크는 내장된 오토포커스 기술을 사용하여 회의 참가자들이 뒤로 기대거나 일어서더라도, 각 로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미세 조
정합니다. 참가자가 위치를 이동함에 따라 Designer의 적용 범위 맵에서 로드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포커스는 실내
음원에만 반응합니다.
오토포커스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참조 소스의 경로를 마이크의 AEC 레퍼런스 입력 채널로 설정하십시오. 마이크 또는
다른 DSP에서 직접 출력만 사용하더라도, 참조 신호의 경로를 마이크의 AEC 레퍼런스 입력 채널로 설정하여 오토포커스를 최대한 활
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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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A310
이러한 항목을 참조하여 MXA310 테이블 어레이 마이크를 활성화하고 작동하십시오. 마이크 속성 및 모범 사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체 MXA310 테이블 어레이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테이블 어레이 마이크 배치
각 마이크는 좌석 배열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준 가능한 4개 채널을 갖습니다. 각 채널은 독립적인 극성 패턴 및 Designer 를 통해 액세
스할 수 있는 추가 채널 설정을 제공합니다.
Designer 는 전통적인 회의용 마이크에 비해 뛰어난 포지셔닝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
•
•

구성 가능한 픽업 영역을 발언자 수에 맞게 회전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연결, 장치 식별, 프리셋을 사용하면 마이크를 쉽게 이동, 추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독립 채널 및 오토믹싱은 Dante 신호 라우팅을 쉽고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자 지정된 프리셋은 각기 다른 룸 구성을 즉시 불러올 수 있도록 저장됩니다.

좌석 시나리오
각 채널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발언자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가구 배치가 유동적인 룸의 경우,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다
면 마이크를 이동하여 다양한 좌석 배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설정은 각 마이크에 저장되며, 다른 네트워크 포트에 연결했을 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프리셋은 Designer 나 외부 제어 시스템을 통해 불러오고 배치할 수 있습
니다.

단일 마이크 애플리케이션(다중 채널)
4개의 독립 채널 및 극성 패턴을 활용하면 테이블 모양, 크기, 좌석 배열에 맞게 적용 범위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믹싱 기능
은 맨 끝 자리의 스피치 명확도를 방해하는 원치 않는 노이즈(예: 타이핑 또는 종이 넘기는 소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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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향성 패턴 애플리케이션
원형지향성 패턴은 마이크 바로 위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차단하여 비디오 프로젝터 또는 기타 원치 않는 음원에서 나오는 소음을 줄여
줍니다. 이는 모든 발언자를 대상으로 동등한 적용 범위를 보장하는 동시에, 지향성 극성 패턴에서 제공하는 차단 기능의 이점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패턴을 사용하면 오디오가 단일 채널을 통해 전송됩니다. 따라서 자동 믹싱을 원하는 경우, 원형지
향성 패턴 대신 다중 지향성 패턴을 사용하도록 마이크를 구성하십시오.

천장에 부착된 프로젝터의 소음을 차단하는 동시에 모든 발언자를 커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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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가 한 개이고 발언자가 4명 이상 앉아 있는 테이블의 경우, 원형지향성 패턴을 사용하면 모든 음성을 동일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다중 마이크를 사용한 적용 범위
대형 테이블의 경우, 일련의 마이크를 사용하면 모든 발언자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픽업 및 정확한 조준을 위해 마이크를 테
이블 중앙에 배치하십시오. 최상의 오디오 품질 및 선명도를 보장하려면 충분한 개수의 마이크를 사용하여 각 발언자가 고유한 채널을
갖도록 하십시오.

10명 이상의 사람이 있는 테이블은 각각 한 사람마다 독립 채널이 있는 마이크 4개로 커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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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가 2개인 대형 테이블의 경우, 동일한 크기의 영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배치하십시오. 원형지향성 또는 전지
향성 설정을 사용하여 전체 테이블을 커버하십시오.

IntelliMix Room
IntelliMix Room을 시작하고 실행하려면 이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이 소프트웨어 및 모범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체 IntelliMix
Room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IntelliMix Room 라이선스 작동 방법
모든 장치에 IntelliMix Room을 설치한 후 Shure Design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라이선스를 활성화하십시오. Designer는 모든
IntelliMix Room 설치를 관리하므로 일반적으로 별도의 컴퓨터에 설치됩니다.
IntelliMix Room의 라이선스를 관리할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 설치: 장치에 설치된 IntelliMix Room 소프트웨어의 단일 인스턴스.
• 라이선스:IntelliMix Room은 하나씩 설치해야 합니다. 8 채널 또는 16 채널 라이선스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 프로젝트: 장치의 실내 모음이 있는 Designer의 그룹입니다. 각 프로젝트는 1개의 라이선스 ID를 사용합니다. 관리할 라이선스 ID
가 여러 개인 경우 각각에 대해 별도의 프로젝트를 생성하십시오.
• 라이선스 ID: Designer에서 구입한 모든 설치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하는 12자리 코드입니다. Shure에서 라이선스 그룹을 구입할
때, 구매 이메일로 이 코드를 받게 됩니다(software.shure.com의 계정에서도 사용 가능). 각 고객은 1개의 라이선스 ID를 받습니
다.

35/43

Shure Incorporated

전체 프로세스의 워크플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8채널 및 16채널 라이선스 수를 결정하십시오. Shure에서 구매하십시오.
모든 장치에 IntelliMix Room을 설치합니다.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Designer를 설치하고 모든 설치를 검색하십시오.
Designer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십시오. 모든 8 채널 설치를 동시에 해당 프로젝트로 이동한 다음 16 채널 설치에 대해 반복하
십시오. 이 단계에서 설치에 사용할 라이선스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5. 활성화를 클릭하고 라이선스 ID를 추가하십시오.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설치는 빠르게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1.
2.
3.
4.

IntelliMix Room에서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 사용
IntelliMix Room을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에 연결하려면 사용 중인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에서 IntelliMix Room 에코 상쇄 스피커를 스
피커와 마이크로 선택합니다. 컴퓨터의 소리 설정에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마이크 설정은 IntelliMix Room에 연결된 마이크에서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로 신호를 보냅니다.
스피커 설정은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에서 IntelliMix Room으로 맨 끝 자리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IntelliMix Room이 로컬 사운드 강
화를 위해 AEC 참조와 신호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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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스를 화자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맨 끝 자리 오디오를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에서 AEC 참조로 사용할 IntelliMix Room으로 가져
올 수 없습니다.

DSP로 마이크 신호 라우팅
마이크의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 IntelliMix Room으로 라우팅하려면 Designer를 사용하십시오.
이 예는 다음을 사용하는 소규모 회의실을 반영합니다.
1. 4개 채널을 사용하는 MXA310
2. 8 채널 IntelliMix Room 및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
3. 디스플레이 및 카메라

신호를 DSP로 라우팅하려면:
1. Designer에서 위치를 생성합니다. MXA310 및 IntelliMix Room 설치를 온라인 장치 목록의 위치에 추가합니다.
◦ 장치 간에 오디오를 라우팅하려면 두 장치 모두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2. 그 위치를 열고 라우팅으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는 Shure 장치 간의 Dante 오디오 경로를 생성합니다.
3. MXA310의 4개 출력에서 IntelliMix Room의 4개 입력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IntelliMix Room에는 자체 오토믹서가 있으므로,
오토믹스 출력이 아닌 마이크에서 개별 채널 출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오디오 최적화를 클릭하십시오. 이 기능은 연결된 장치에 가장 적합한 마이크 및 DSP 설정을 자동으로 변경합니다. 설정을 추
가로 사용자 정의할 수 있지만 오디오를 최적화하면 좋은 시작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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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telliMix Room의 장치 구성 창을 여십시오. 여기에서 DSP 설정을 조정하고 신호를 다른 소스로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마이
크 입력이 사용하려는 AEC 참조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6. 신호를 다른 소스로 보내려면 매트릭스 믹서로 이동합니다.
◦ 오토믹스 신호를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로 보내려면 가상 오디오 출력으로 라우팅합니다.
◦ 오토믹스 신호를 다른 Dante 소스로 보내려면 적절한 Dante 출력으로 라우팅합니다. Dante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IntelliMix Room Dante 출력을 비Shure 장치로 라우팅하십시오.
참고: 비Shure Dante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 Dante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가까운 끝 자리 신호를 IntelliMix Room으로 라우팅하십시오.

P300
이러한 항목을 참조하여 P300 IntelliMix® 오디오 회의 프로세서를 활성화하고 작동하십시오. 이 장치 및 모범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전체 P300 IntelliMix® 오디오 회의 프로세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프리게인 및 포스트게인 측정
두 가지 측정 모드를 사용하여 게인 단계 전과 후의 신호 레벨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입력 측정
• 프리게인: 프리페이더 신호 레벨을 표시합니다. 신호가 너무 낮거나 클리핑되면 소스에서 조정하십시오.
• 포스트-게인: 포스트페이더 신호 레벨을 표시하므로 미터는 입력 페이더의 게인 조정을 반영합니다. 이 미터는 자동 게인 제어 또
는 기타 처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출력 측정
• 프리게인: 입력 게인이 적용되었지만, 출력 페이더 전의 신호 레벨을 표시합니다. 이 미터는 입력 페이더, 디지털 신호 처리 블록,
자동 믹싱 및 크로스포인트 게인을 포함합니다.
• 포스트-게인: 각 출력으로 보낸 포스트 페이더 신호 레벨을 표시합니다. 이 미터는 출력 페이더에서 조정된 게인 조정을 포함합니
다.

MXA310 및 P300에서 음소거 동기화 설정
이 설정을 사용하여 MXA310의 음소거 버튼을 눌러 P300을 음소거하십시오. P300의 신호 체인에서는 AEC가 통합 상태를 유지하도
록 DSP 이후 음소거가 발생합니다.
1. Designer에서 P300을 열고 입력으로 이동합니다.
2. 채널 스트립에서 로직 활성화을 선택합니다. 모든 채널에서 로직이 활성화됩니다.
3. Designer에서 MXA310을 열고 Settings > Logic control로 이동합니다.
4. 음소거 제어 기능을 로직 아웃으로 설정합니다.
5. 표시등로 이동합니다. 스타일을 링으로 설정합니다.

ANIUSB
이러한 항목을 참조하여 ANIUSB-MATRIX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하고 작동하십시오. 이 장치 및 모범 사례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전체 ANIUSB-MATRIX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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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te 전송 흐름
이 장치는 최대 2개의 전송 흐름과 2개의 수신 흐름을 지원합니다. 한 신호 흐름은 유니캐스트 또는 멀티캐스트 전송을 통한 최대 4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유니캐스트 흐름은 두 장치 사이의 포인트-투-포인트 연결로서 흐름당 최대 4개의 채널을 지원합니다.
• 멀티캐스트 흐름은 일대 다중 전송으로서 최대 4개의 채널을 네트워크의 여러 수신 장치에 보내는 것을 지원합니다.

Shure 장치 애플리케이션
이 장치는 최대 2개의 Dante 장치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Shure MXA310, ANI22, ANIUSB-MATRIX 및 ANI4IN은 멀티캐스트 전송을 지원합니다. 이는 네트워크가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여러
장치에 흐름을 전송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유니캐스트 흐름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각 장치는 최대 2개의 Dante 수신기 장치와 연결
할 수 있습니다.
Shure ANI4OUT은 최대 2개의 Dante 장치를 연결합니다.

MXA310 및 ANIUSB-MATRIX에서 음소거 동기화 설정
이 설정을 사용하여 MXA310의 음소거 버튼을 눌러 ANIUSB-MATRIX를 음소거하십시오. ANIUSB-MATRIX의 신호 체인에서는 입력
후 음소거가 발생합니다.
Designer 4.2 이상:
1. ANIUSB-MATRIX 및 MXA310을 Designer의 동일한 위치에 추가하십시오.
2. 최적화를 선택합니다. Designer가 음소거 동기화를 켜는 것과 같이 사용자의 장비 조합에 대한 마이크 및 DSP 설정을 최적화
합니다.
Designer 4.1.x 이상
1. Designer에서 ANIUSB-MATRIX를 열고 입력로 이동합니다.
2. 채널 스트립에서 로직 활성화을 선택합니다. 모든 채널에서 로직이 활성화됩니다.
3. Designer에서 MXA310을 열고 Settings > Logic control로 이동합니다.
4. 음소거 제어 기능을 로직 아웃으로 설정합니다.
5. 표시등로 이동합니다. 스타일을 링으로 설정합니다.

Microflex™ 네트워크형 실링 스피커
이러한 항목을 참조하여 Microflex 네트워크형 실링 스피커를 활성화하고 작동하십시오. 스피커 속성 및 모범 사례에 대한 자세한 정보
는 전체 네트워크형 실링 스피커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신호의 경로를 스피커로 설정
오디오의 경로를 스피커로 설정하기 위해 Shure Designer 소프트웨어 또는 Dante Controll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Designer에서 모든 스피커 및 Dante 오디오 소스가 있는 실내를 만듭니다.
◦ Shure의 P300 또는 ANI 프로세서는 여러 소스의 Dante 신호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라우팅으로 이동합니다. 오디오 소스 출력에서 스피커 입력으로 끌어 놓으면 Dante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Designer의 최적화
워크플로를 사용해도 됩니다.
한 스피커에서 다른 스피커로 신호를 보내는 경우, 사전 DSP 신호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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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의 경로를 여러 스피커로 설정
여러 스피커가 설치된 방에서, Dante 출력 채널을 사용하여 한 스피커에서 다른 스피커로 경로를 설정하거나, 신호를 각 스피커로 개별
적으로 경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스피커로 개별적으로 라우팅
다음과 같은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 P300과 같은 Brooklyn II 칩이 있는 장치에서 신호가 나오는 경우. 또는
• 멀티캐스트에서 전송하는 Ultimo 칩이 있는 장치에서 신호가 나오는 경우
Shure의 FAQ 또는 Audinate에서 Dante 흐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Shure P300 또는 유니캐스트 Dante 흐름 제한이 높은 다른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Designer 또는 Dante Controller를 사용하여 신호
를 각 스피커로 개별적으로 경로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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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에서 스피커로 신호 경로 설정
다음과 같은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 Shure ANI와 같은 유니캐스트에서 전송하는 Ultimo 칩이 있는 장치에서 신호가 나오는 경우
Shure의 FAQ 또는 Audinate에서 Dante 흐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유니캐스트 Dante 흐름 제한이 발생하면, Dante 출력 채널을 사용하여 한 스피커에서 다른 스피커로 경로를 설정합니다.

1.
2.
3.
4.
5.

Designer에서는 경로를 설정할 스피커와 기타 장치를 모두 동일한 실내에 놓습니다.
신호의 경로를 첫 번째 스피커로 설정합니다.
Designer에서 첫 번째 스피커의 구성 창을 엽니다.
Dante output signal 메뉴에서 Pre-DSP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DSP 블록이 신호 체인에서 서로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Designer 또는 Dante Controller를 사용하여 신호의 경로를 첫 번째 스피커에서 다음 스피커로 설정합니다. 각 추가 스피커에
대해 이 프로세스를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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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음소거 버튼
이러한 항목을 참조하여 MXA 네트워크 음소거 버튼를 활성화하고 작동하십시오. 음소거 버튼 속성 및 모범 사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체 MXA 네트워크 음소거 버튼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음소거 버튼 작동 방식
네트워크 음소거 버튼은 테이블에 마이크가 없는 회의실이나, 마이크에 음소거 버튼이 없을 때 또는 음소거를 제어하는 다른 방법이 필
요한 경우를 위한 간단한 음소거 솔루션입니다. Shure Design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음소거 버튼을 호환 장치에 연결하십시오.
음소거 버튼을 Shure 마이크, DSP 또는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음소거 버튼을 DSP 또는 오디오 네트워
크 인터페이스에 연결할 때, DSP 또는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지원되는 모든 장치가 버튼의 음소거 상태와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이 룸에는 2개의 음소거 버튼이 P300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2개의 MXA910 마이크가 P300에 연결되었고, P300이 가까운
거리의 신호를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소프트 코덱으로 보냅니다. 음소거 버튼 중 하나를 누르면 연결된 모든 장치가 올바른 음소거 상태
를 나타냅니다. 신호는 DSP 성능을 위해 신호 체인에서 가장 적절한 지점에서 음소거하도록 합니다.

음소거 버튼을 장치에 연결
Designer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음소거 버튼을 장치에 연결합니다. IntelliMix DSP를 사용하여 음소거 버튼을 Shure 장치에 연결하
면 AEC가 통합 상태를 유지하여 최상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룸에서는 모든 음소거 버튼이 동일한 장치에 대한 음소거 기능을 제어합니다. 이 기능을 설정하려면:
1. Designer에서 위치를 만듭니다.
2. 실내의 음소거 버튼 및 기타 Shure 장치를 해당 실내에 추가합니다.
3. 실내를 열고 라우팅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음소거 버튼을 호환 장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4. 각 음소거 버튼에서 음소거하려는 장치로 끌어다 놓습니다.
최소 1개의 마이크와 1개의 오디오 프로세서가 있는 실내에서, 최적화 워크플로를 사용해서 Designer가 자동으로 음소거 제어
경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침을 사용하여 음소거 버튼을 연결할 장치를 선택합니다.
IntelliMix DSP(MXA910 또는 MXA710) 포함 마이크, 별도의 DSP 없음: 음소거 버튼을 마이크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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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DSP에 연결된 하나 이상의 마이크(P300, IntelliMix Room 또는 ANIUSB-MATRIX): 음소거 버튼을 DSP에 연결합니
다.

타사 DSP에 연결된 마이크: 마이크의 IntelliMix 출력을 사용하는 경우, 음소거 버튼을 마이크에 연결합니다. 마이크의 직접 출
력을 사용하는 경우, 타사 명령 문자열을 사용하여 음소거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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