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기투자비용다운

범용 PC나 와이파이 공유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고가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입만 
하면(년 정액) ABELON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규모에 따라 쉽게 클라이언트 수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유지보수
PC PC 등 범용 기기를 사용하므로 혹시 고장이 나도 바로 대체 기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iOS/안드로이드를 사용하므로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작고 가벼운 크기
운반, 설치, 정리가 편해집니다. 수하물로 비행기에 실을 수도 있습니다.
 수신기 대출 및 회수도 필요 없음 
참가자 본인의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수신기로 사용할 수 있어 대출이나 회수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분실이나 도난 우려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음질 고음질

표준 컴프레서 및 EQ 실장. 입출력은 ASIO로 대응.
 인터넷 접속이 필요 없으며 낮은 지연 시간이 실현됩니다
완전한 로컬에서 구동 가능!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처럼 15초~30초였던 지연 시간이 0.1
초~1.0초까지 단축됩니다. 구입, 갱신, 앱 다운로드 때만 인터넷에 접속하면 됩니다. 

PC에 ABELON 서버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동시 통역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와이파이 공유기를 통해 행사 참가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동시통역을 들을 수 있습니다!

Wi-Fi Interpretation System

ABELON

높은 초기 투자 비용에, 중장비 운반 및 설치 등의 고생이 따랐습니다. 또한 수신기 대출, 관리, 
유지보수 등을 위한 담당자가 필요하거나 수리에 수고와 시간이 들었습니다. 사용자도 잡음이나 
끊김이 발생하는 저음질, 귀에 맞지 않는 이어폰으로 고생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수신기를 빌리고 
반납해야 했습니다.



사진: 더 돔 앳 아메리카스 센터에서 ABEOLON을 사용했던 행사장 모습

　
음성 품질
비용

다언어 채널
보안

지연 시간
DL DL 구입 및 갱신
기기

음 단절 방지 기능

타사 와이파이

10 - 64kbps

¥70만 – 150만

1 – 32 채널

AES / WPA 등

0.1 - 1.0초

미대응미대응

전용기

없음

적외선

10 - 64kbps

¥100만 – 300만

1 – 16채널

없음

0초

미대응미대응

전용기

없음

디지털 라디오

10 - 64kbps

¥100만– 200만

6 채널

없음

0초

미대응미대응

전용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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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작동 및 모니터링
한치의한치의 실수도 허용치 않는 동시통역에 있어 조작이 확실할 
뿐 아니라 동시에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설계했습니다.복잡하기 쉬운 기능도 간단히 구성되어 처음 
ABELON 서버를 접하는 운영자도 직감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침한 행사장이나 통역실을 
배려한 컬러 매니지먼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기능 표시, 
ON/OFF 순간 구별이 가능한 콘트라스트 등, 세세한 
부분까지부분까지 사용자의 시점에서 디자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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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Windows 7-10 (32/64bit) / 메모리: 2GB / HD: 
100MB / CPU: Core i5 / 디스플레이: 1366x768이상
동시접속 클라이언트 수: 최대100대 동시 전송 언어 수: 최대 
16개 언어
대응 음성 입출력 IF: 윈도우 표준 또는 ASIO2.x
샘플링 레이트: 41.1kHz / 48kHz / 88.2kHz / 96kHz
양자화 비트 수: 16bit(윈도우즈), 24bit(ASIO)
채널채널 수: 2ch스테레오
음성 압축10～599kbps/ 비압축(RAW)
L4 제어: UDP 유니캐스트
대기시간(지연) 20-4,000 msec
내장 이펙터: 컴프레서/이퀄라이저
대응BGM 파일:  WAV / MP3 / M4A / AAC 등

사양 등은 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❼ Comp
ON으로 하면 음압의 억양을 억제한다든지 자음을 강조하여 

말이 들리기 쉽게 할 수 있는 컴프레서 효과가 적용됩니다. 

컴프레서는 [세팅] 화면에서 조정합니다.

❽ EQ
ON으로 하면 주파수 특성을 조정하는 이퀄라이저 효과가 ON으로 하면 주파수 특성을 조정하는 이퀄라이저 효과가 

적용됩니다. [세팅]화면에서 조정합니다.

❾ 세팅
컴프레서나 이퀄라이저 설정 화면을 엽니다.

❿ BGM
행사 전이나 인터벌 등에 BGM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행사 전이나 인터벌 등에 BGM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Add]를 클릭하여 음악 파일을 추가해서 재생해 주십시오. 

음악 파일은 순서대로 반복 재생됩니다. 재생 리스트에서 

음악 파일을 제거하는 경우 [Del]을 클릭하세요. 

⓫ 모니터
송신기 음성을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asio”로 시작되는 송신기 음성을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asio”로 시작되는 

장치명을 선택하면 ASIO 대응 재생 장치로 음성을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⓬ 모니터 볼륨
모니터 음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에 전송되는 

음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⓭ 뮤트
모니터 음성을 뮤트합니다. 모니터 음성을 뮤트합니다. 

⓮ 솔로
특정 언어 모듈의 음성만 모니터하고 싶을 때 솔로를 

클릭합니다. 복수 언어 모듈을 가동하는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⓯ 클라이언트
해당 언어 모듈에 접속되어 있는 단말기를 표시합니다. 

⓰⓰ 영상・음향 조절기
입력 음성의 볼륨을 조정합니다. 송신 가능한 최대 레벨을 

초과하면 음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적색 클립 

인디케이터가 점등합니다. 

⓱ 뮤트
마이크 음성을 뮤트합니다.

⓲ FO
BGM을 자동 페이드아웃할 수 있습니다. INF(무음)까지 BGM을 자동 페이드아웃할 수 있습니다. INF(무음)까지 

볼륨을 줄이면 자동으로 BGM도 정지합니다.

❶

❷

❸

❹ ❺

❻ ❼ ❽ ❾

❿

⓫

⓬ ⓭ ⓮

⓯

⓰

⓱ ⓲



4-414 Utase-3 Mihama Chiba 261-0013 JAPAN

ABELON Inc.
www.abelon.net
abelon.info@gmail.com

클라이언트 5대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버전이 있으므로 먼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www.abelon.net 에서 다운로드 

클라이언트 요건: iOS8이상/ Android4.0이상/ 설치를 위해서는 인터넷이 필요합니다. / 구입을 위해서는 신용 카드가 

필요합니다./ 제품 사양 등은 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ep ❶   PC에서 abelon.net에 접속하여 ABELON 서버를 다운로드합니다.

Step ❷   ABELON 서버를 부팅하여 ID와 패스워드를 등록한 후 구입합니다. 

Step ❸   와이파이 라우터와 USB 마이크를 접속합니다.

Step ❹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ABELON을 설치합니다. 

●클라이언트 수는 ABELON 서버에 동시 접속 가능한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등의 단말기 수를 의미함. 
●하드웨어(PC나 와이파이 라우터나 USB 마이크 등)는 고객 측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최소 20대부터 10대 단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용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에 한해.

연간 가입

클라이언트 수 (접속대수) × \1,000
ABELON Server

\98,000

ABEOLON 서버 \98,000 + (클라이언트 (50대) × \1,000 × 10년 = \500,000) = \598,000

첫 해부터는 클라이언트 (50대) × \1,000 = \50,000

첫 해 ABEOLON 서버 \98,000 + (클라이언트 (50대) × \1,000 = \50,000) = \14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