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lliMix Room
시작하기

Quick start guide for Shure IntelliMix Room DSP software. Learn how to install and activate the software to bring crystal-clear audio to all of 
your rooms.
Version: 7.7 (2022-J)



Shure Incorporated

2/13

Table of Contents

IntelliMix Room   시작하기                                                   3

IntelliMix® Room이란 무엇입니까?                                      3

IntelliMix Room을 사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3

구매 방법 IntelliMix Room                                                    3

설치 IntelliMix Room                                                            4

Shure Control 및 Dante 오디오 NIC                                   4

Designer에서 IntelliMix Room 검색                                     4

활성화 IntelliMix Room                                                        5

장치 구성 IntelliMix Room                                                    6

Designer로 장치 설정                                                          7

공간 설정 사용                                                                     8

오디오 신호 라우팅                                                                 9

DSP로 마이크 신호 라우팅                                                  9

맨 끝 자리 오디오를 IntelliMix Room으로 라우팅               11

맨 끝 자리 오디오를 스피커 및 기타 소스로 보내기             11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 사용 IntelliMix Room                        12

입력 레벨 조정                                                                      12

DSP 블록 적용                                                                     12

고객 지원 부서에 문의                                                           13



Shure Incorporated

3/13

•
•

◦
◦

•

•
◦

•

IntelliMix Room   
시작하기

IntelliMix  Room
®

이란 무엇입니까?
IntelliMix Room은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Shure 네트워크 마이크의 성능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신호 처리(DSP) 
소프트웨어로 회의실 오디오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컴퓨터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되어 회의실의 장비 양

이 줄어듭니다.

IntelliMix Room을 사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IntelliMix Room 을 사용하려면 회의실에 다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다음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IntelliMix Room과 동일한 PC에 설치된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예: Zoom 또는 Microsoft Teams)
옵션: IntelliMix Room과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별도의 컴퓨터에 설치된 Shure Designer 소프트웨어.

Designer는 한 곳에서 모든 IntelliMix Room 설치에 대한 완전한 사용자 정의 및 제어를 제공합니다.
동일한 컴퓨터에서 IntelliMix Room와 Designer를 실행하지 마십시오.

하드웨어:

Shure MXA920, MXA710 또는 MXA310과 같은 Dante 지원 마이크

IntelliMix Room 실행에 최적화 된  PC 또는 기타 물리적 장치(가상 시스템 없음)
권장 사양은 시스템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디스플레이, 카메라, 스피커, 스위치, Cat5e 케이블 및 회의 제어 인터페이스와 같은 기타 회의실 구성 요소

구매 방법 IntelliMix Room
구입하려면, 현지 Shure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shure.com에서 확인 가능). 각 설치에 대해, 8개 또는 16개의 IntelliMix DSP 
채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입 후에는, software.shure.com 계정을 만드는 지침이 담긴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 지침에 따라 라이선스 ID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라이선스 ID는 구입한 모든 설치를 활성화합니다.

https://pubs.shure.com/system-requirements/IntelliMixRoom
https://www.shure.com
https://software.sh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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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모든 장치에 IntelliMix Room을 설치합니다.
Shure Designer 소프트웨어 또는 공간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모든 IntelliMix Room 설치를 검색하고 활성화하십시오.
Designer를 사용하여 각 설치에 DSP를 적용하고오디오를 라우팅하십시오.

설치 IntelliMix Room
설치하기 전에 모든 장치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Shure 영업 담당자로부터 IntelliMix Room을 구입하십시오 (shure.com/imxroom에서 확인 가능).
shure.com/imxroom에서 .exe를 다운로드하십시오.
설치 파일을 시작하고 단계를 따르십시오.
Shure 제어, Dante 오디오 및 라이선스에 사용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를 선택합니다.

Shure 제어 NIC는 Designer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 NIC와 일치해야 합니다.
중요:라이선스에 사용할 영구적이고 제거 불가능한 NIC를 선택하십시오. 설치 후에는 이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수행할 PC 최적화를 선택하십시오. 최상의 오디오 성능을 위해 모든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설치가 완료되면 단계에 따라 PC를 다시 시작합니다.
시스템 트레이의 IntelliMix Room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기본 설정에 액세스하거나, 공간 설정을 실행하

거나, 문제를 보고합니다.

다음 단계:
IntelliMix Room을 활성화하여 오디오를 전달합니다. 다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telliMix Room의 많은 설치를 활성화하고 제어하는 Designer 소프트웨어(shure.com/designer에서 무료)
장치를 설정하고 한 번에 IntelliMix Room의 1개 설치를 활성화하는 공간 설정

Designer를 사용하여 DSP, 라우팅 및 기타 모든 설정을 제어하십시오.

Shure Control 및 Dante 오디오 NIC
이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 상에서 두 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즉, Shure Control 데이터와 Dante 오디오 데이터입니다. 둘 

다에 동일한 NIC(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사용하거나, 서로 다른 두 개의 NIC를 사용하여 트래픽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설치 중 각각에 대한 네트워크를 선택할 것을 요청합니다.

Shure Control NIC:

Designer가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장치 검색 및 제어에 사용됨

Dante 오디오 NIC:

다른 Dante 장치와 동일한 네트워크를 선택하여 장치 간에 오디오를 보냅니다.
Wi-Fi를 사용할 수 없음

Dante 디지털 오디오를 전달하는 데 사용됨

설치 후 NIC를 변경하려면 IntelliMix Room을 실행 중인 컴퓨터의 시스템 트레이에서 IntelliMix Room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Designer의 NIC를 변경하려면 Settings로 이동합니다.

Designer에서 IntelliMix Room 검색
각 IntelliMix Room 설치는 Designer에서 별도의 장치로 나타납니다. 각 설치의 이름은 컴퓨터의 네트워크 이름과 일치합니다.

https://pubs.shure.com/guide/IntelliMixRoom/en-US#u_89ffbe10-65fa-4895-8048-216ce6f8699e
https://pubs.shure.com/guide/IntelliMixRoom/en-US#u_89ffbe10-65fa-4895-8048-216ce6f8699e
https://pubs.shure.com/guide/IntelliMixRoom/en-US#u_89ffbe10-65fa-4895-8048-216ce6f8699e
https://pubs.shure.com/guide/IntelliMixRoom/en-US#c_e534bf9b-2d6d-4b2f-913d-ae50a7afcd48
https://pubs.shure.com/guide/IntelliMixRoom/en-US#c_e534bf9b-2d6d-4b2f-913d-ae50a7afcd48
https://pubs.shure.com/guide/IntelliMixRoom/en-US#c_a362ed2c-0326-4613-9560-1d9f4c2538d4
https://pubs.shure.com/guide/IntelliMixRoom/en-US#c_a362ed2c-0326-4613-9560-1d9f4c2538d4
https://pubs.shure.com/guide/IntelliMixRoom/en-US#c_fd4a36ef-bd67-4e16-8a36-efbd676e1686
https://www.shure.com/imxroom
https://www.shure.com/en-US/products/software/intellimix_room
https://pubs.shure.com/guide/IntelliMixRoom/en-US#c_a5532d37-4f4b-42fb-8545-bd77d75c56d5
https://pubs.shure.com/guide/IntelliMixRoom/en-US#c_7744e0e3-ae63-44cb-84e0-e3ae6384cbeb
https://pubs.shure.com/guide/IntelliMixRoom/en-US#c_7744e0e3-ae63-44cb-84e0-e3ae6384cbeb
https://www.shure.com/designer
https://pubs.shure.com/guide/IntelliMixRoom/en-US#c_e00d3b8d-fd16-44bc-8d3b-8dfd1654bc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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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설치를 찾으려면:

온라인 장치로 이동합니다.
확인란을 사용하여 IntelliMix Room 설치를 선택하고 실내에 추가하십시오.

일부 설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

Designer에 나타나지 않는 컴퓨터로 이동하십시오.
시스템 트레이에서 IntelliMix Room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IntelliMix Room이 Designer와 동일한 Shure 제어 NIC(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참고: IntelliMix Room Shure Update Utility 또는 Shure 웹 장치 검색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활성화 IntelliMix Room
IntelliMix Room을 활성화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Designer를 사용하여 다수의 설치를 활성화합니다.
공간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한 번에 1개의 설치를 활성화합니다.

IntelliMix Room 장치에 설치되어야 해당 라이선스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각 설치에 대한 라이선스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 각 설치에 대한 채널 수(8 또는 16개 채널)에 기반합니다.
라이선스 ID

라이선스 ID는 계정의 모든 라이선스를 활성화합니다.
구매 확인 이메일에서 또는 software.shure.com에서 사용자의 계정에서 찾으십시오.

실행하는 모든 장치에 대한 인터넷 연결 IntelliMix Room

Designer를 사용하여 활성화

Designer에서 Online devices로 이동합니다. 모든 설치를 발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각 설치는 개별 장치로 나타납니다. 장치 이름은 PC의 이름과 일치합니다.
모든 설치가 나타나지 않으면 IntelliMix Room을 실행 중인 컴퓨터에서 Shure Control NIC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Designer와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Designer에서 새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관리할 라이선스 ID가 많은 경우, 각 라이선스 ID에 대한 개별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Licenses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용 가능한 설치 목록에서 프로젝트에 이동할 라이선스를 선택합니다. 
Move into project를 클릭합니다.

한 프로젝트에 여러 설치를 동시에 추가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라이선스 유형을 사용하는 설치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8채널 라이선스를 먼저 프로젝트로 이동한 다음, 16개 채널 라이선스에 대해 프로세스를 반복합니다.

https://pubs.shure.com/guide/IntelliMixRoom/en-US#c_e00d3b8d-fd16-44bc-8d3b-8dfd1654bc3f
https://software.sh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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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ate를 클릭합니다. 설치에 대한 라이선스 유형을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라이선스 ID를 추가하고 Activate를 클릭합니다. 이 라이선스 ID는 프로젝트의 모든 설치에 사용됩니다. IntelliMix Room을 실

행 중인 장치가 인터넷에 연결된 경우, 설치는 활성화되고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
Designer에서 공간을 생성하고 IntelliMix Room 설치를 공간에 추가합니다.
다른 장치를 설정하고IntelliMix Room에 연결합니다.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에서 IntelliMix Room을 스피커 및 마이크 소스로 설정합니다.

장치 구성 IntelliMix Room
IntelliMix Room 소프트웨어 4.0 이상에서는 Shure 장치를 설정하고 연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Shure Design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모든 장치 설정을 제어합니다.
IntelliMix Room의 모든 설치를 한 곳에서 활성화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모든 Shure 장치에 대한 모든 설정에 액세스합니다.
Designer를 선택하여 모든 IntelliMix Room 및 Shure 장치 설정을 세부 조정합니다.

공간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한 번에 1개의 공간을 Shure의 권장 설정으로 설정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IntelliMix Room 설치를 활성화하고 Shure의 권장 설정으로 연결된 Shure 장치를 설정합니다.

https://pubs.shure.com/guide/IntelliMixRoom/en-US#c_37dc6968-68bd-4e2b-9c69-6868bdbe2bd9
https://pubs.shure.com/guide/IntelliMixRoom/en-US#c_1f4fa957-0094-40ab-9163-d39118cbe0cf
https://pubs.shure.com/guide/IntelliMixRoom/en-US#c_1f4fa957-0094-40ab-9163-d39118cbe0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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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설정을 시작하려면 IntelliMix Room을 실행 중인 PC를 사용하여 각 공간으로 이동하여 Windows 시스템 트레이에서 공

간 설정을 시작합니다.
모든 장치 설정을 수동으로 조정하지 않고도 공간 설정을 선택하여 신속하게 회의실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Designer로 장치 설정
다른 Shure 장치를 IntelliMix Room에 연결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IntelliMix Room및 기타 Shure 장치의 모든 설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IntelliMix Room의 모든 설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Designer에서 다른 장치를 연결하려면:

프로젝트에서 New > Room (live)을 선택해서 새 공간을 작성합니다. 공간 이름을 입력하고 Create를 선택합니다.
연결하려는 모든 장치를 새 공간에 넣습니다. 추가하려면 온라인 장치에서 끌어다 놓습니다.
Optimize를 클릭하십시오. Optimize 워크플로는 오디오 신호를 자동으로 라우팅하고, DSP 설정을 적용하며, 음소거 동기화를 

작동시키고, 연결된 장치에 대한 LED 로직 제어를 활성화합니다.

원하는 경우에 수동으로 오디오를 라우팅하고 원하는 경우 DSP 설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에서 IntelliMix Room으로 오디오 라우팅

Dante Controller를 사용하여 Shure가 아닌 장치로 오디오 라우팅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호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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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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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imize 워크플로를 사용하려면:

모든 관련 장치를 실내에 둡니다.
Optimize를 선택합니다. Designer가 사용자의 장비 조합에 대한 마이크 및 DSP 설정을 최적화합니다.

장치를 제거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Optimize를 다시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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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를 최적화한 후 설정을 확인하고 필요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다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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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설정 사용

공간 설정은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고 회의실에 있는 다른 Shure 장치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IntelliMix Room 기능입니다. 기능:

다음의 1개 설치에 대한 라이선스를 활성화합니다. IntelliMix Room
네트워크에서 다른 Shure 장치를 찾습니다.
Designer's Optimize 워크플로와 같이 선택한 장치에 대한 오디오를 최적화합니다.
장치 암호를 설정합니다.

공간에서 회의실 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이 기능은 모든 Shure 장치를 Shure의 권장 설정으로 신속하게 가동하고 실행합니다. 모든 장

치 및 IntelliMix Room 설정을 완전히 제어하려면 Designer를 사용하십시오.

호환성

IntelliMix Room 버전 4.0 이상에서 사용 가능

호환 장치:
MXA920: 펌웨어 1.3.276 이상

MXA910: 펌웨어 4.7.13 이상

MXA710: 펌웨어 1.5.12 이상

MXA310: 펌웨어 4.7.8 이상

MXN5-C: 펌웨어 1.5.12 이상

MXA 네트워크 음소거 버튼: 펌웨어 1.5.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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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Shure Update Utility를 사용하여 Shure 장치를 최신 펌웨어로 업데이트

장치가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IntelliMix Room
라이선스 ID를 준비합니다(확인 이메일에서 확인).

공간 설정을 시작하는 방법

Windows 시스템 트레이에서 IntelliMix Room > Room setup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또는, IntelliMix Room를 설치한 후 공간 설정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공간 설정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공간 설정을 시작한 후, 단계에 따라 장치를 설정하고, IntelliMix Room를 활성화하고, 오디오를 최적화합니다. 전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를 활성화하려면 공간 이름과 라이선스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설치를 활성화하려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지만, 무료 평가

판을 시작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IntelliMix Room 네트워크에서 다른 Shure 장치를 찾습니다. 이 IntelliMix Room 설치에 연결할 장치를 선택하십시오. 장치에

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마이크

음소거 버튼

네트워크형 스피커

오디오를 PC의 출력 또는 Shure ANI 장치로 라우팅할 수도 있습니다.

장치에 대한 암호를 추가합니다. 일반 암호를 설정하거나 기존 장치 암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telliMix Room 설치를 활성화하고, 오디오 경로를 생성하고, 오디오를 최적화하고, 장치 암호를 설정합니다.

공간 설정이 완료된 후 다음을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Designer를 사용하여 장치 레벨 및 DSP 설정을 조정합니다.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에서 IntelliMix Room로 오디오를 라우팅합니다.
Dante Controller를 사용하여 오디오를 다른 Dante 장치로 라우팅합니다.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호출합니다.

오디오 신호 라우팅

DSP로 마이크 신호 라우팅
마이크의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 IntelliMix Room로 라우팅하려면 Designer를 사용하십시오.

이 예는 다음을 사용하는 소규모 회의실을 반영합니다.

4개 채널을 사용하는 MXA310
8 채널 IntelliMix Room 및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

디스플레이 및 카메라

https://www.shure.com/suu


Shure Incorporated

10/13

1.
◦

2.

3.

4.
◦
◦
◦
◦

5.

6.
◦

신호를 DSP로 라우팅하려면:

Designer에서 위치를 만듭니다. MXA310 및 IntelliMix Room 설치를 온라인 장치 목록의 실내에 추가합니다.
장치 간에 오디오를 라우팅하려면 두 장치 모두 동일한 실내에 있어야 합니다.

실내를 열고 라우팅으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Dante 오디오 경로를 생성하고 Shure 네트워크 음소거 버튼을 장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를 클릭하십시오. 최적화는 오디오 신호를 자동으로 라우팅하고, DSP 설정을 적용하며, 음소거 동기화를 작동시키고, 
연결된 장치에 대한 LED 로직 제어를 활성화합니다.

원하는 경우에 수동으로 오디오를 라우팅하고 최적화 워크플로 외부에서 DSP 설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디오 경로 및 설정이 필요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로를 삭제합니다.
레벨을 확인하고 게인 조정합니다.
AEC 레퍼런스 신호가 올바르게 라우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에 따라 DSP 블록을 미세 조정합니다.

IntelliMix Room의 구성 창을 엽니다. 여기에서 DSP 설정을 조정하고 신호를 다른 소스로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입력

이 올바른 AEC 참조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신호를 다른 소스로 보내려면 매트릭스 믹서로 이동합니다.

오토믹스 신호를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로 보내려면 가상 오디오 출력으로 라우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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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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끝 자리 오디오를 IntelliMix Room으로 라우팅
AEC(Acoustic Echo Cancellation)를 사용하려면 맨 끝 자리 신호를 소프트웨어로 라우팅해야 합니다. AEC는 그 맨 끝 자리 신호를 참

조로 사용하고 그 신호가 반향되어 다시 맨 끝 자리로 전송되지 않게 합니다.

각 입력 채널은 서로 다른 AEC 참조 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채널이 동일한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각 입력 채널에서 AEC 참
조 소스를 선택하십시오.

사용자의 회의 소프트웨어 설정에서 IntelliMix Room 에코 상쇄 스피커를 재생 장치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맨 끝 자리 신호를 
IntelliMix Room의 가상 오디오 입력으로 보냅니다.

Designer에서 IntelliMix Room의 구성 창을 엽니다.
각 마이크 입력 채널에서 AEC를 선택합니다. 메뉴에서 맨 끝 자리 참조 소스를 선택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로컬 보강 시스템을 참조 소스로 공급하는 신호를 사용하십시오.

맨 끝 자리 오디오를 스피커 및 기타 소스로 보내기
매트릭스 믹서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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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오디오 입력을 통해 소프트웨어로 제공되는 맨 끝 자리 신호를 찾습니다.
가상 오디오 입력과 대상이 교차하는 상자를 선택합니다. 또한 여기서 크로스포인트 게인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상

은 다음과 같습니다.
PC 오디오 출력(3.5 mm 또는 HDMI 커넥터): 구성 보기도로 이동하여 PC 출력을 클릭하십시오. 메뉴에서 출력을 선택하

십시오. HDMI 케이블 또는 3.5 mm 커넥터로 연결된 디스플레이 스피커는 일반적인 옵션입니다.
Dante 출력 대상(예: 스피커 또는 Shure ANI)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 사용 IntelliMix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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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회의 소프트웨어에서 IntelliMix Room으로 맨 끝 자리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IntelliMix Room이 로컬 사운드 강

화를 위해 AEC 참조와 신호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다른 소스를 화자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맨 끝 자리 오디오를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에서 AEC 참조로 사용할 IntelliMix Room으로 가져

올 수 없습니다.

입력 레벨 조정
입력 탭에서는 채널 게인이 매트릭스 믹서에 도달하기 전에 채널 게인을 제어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소스 게인이 IntelliMix Room에 

도달하기 전에 소스 게인을 조정해야 합니다.

IntelliMix Room 처리 전에 소스의 입력 레벨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설정 메뉴에서 미터링을 프리게인으로 설정합니다.

소스 레벨이 IntelliMix Room에 도달하기 전에 소스 레벨을 확인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마이크 또는 기타 Dante 소스가 정

상 출력 레벨에서 작동 중인지 확인합니다.
입력 탭에서 게인을 조절합니다.

이 게인 단계는 신호 레벨이 매트릭스 믹서에 도달하기 전에 신호 레벨을 조절합니다.
가장 큰 음량 채널이 미터의 피크 레벨(0dB)에 도달하지 않도록 최대한 높게 레벨을 혼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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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 블록 적용
DSP 블록을 적용하려면:

IntelliMix Room 설치가 포함된 실내를 여십시오.
설치를 선택한 후 구성를 클릭합니다.
회로도에서 DSP 블록을 클릭하여 설정 창을 여십시오. 입력 및 출력 탭에서 DSP 블록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DSP 블록은 Designer의 최적화 워크플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적용됩니다.

고객 지원 부서에 문의
필요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까? 고객 지원 부서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hure.com/en-US/about-us/contact-u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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