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주) 미디어큐브
수신:

일자: 2015년 9월 1일

참조: 방송 음향기술팀(TV, RADIO) 및 송출 기술팀
Subject: 기술 세미나 개최에 따른 참석요청

1. 귀 방송사의 노고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방송기술인의 요청으로 아래와 같이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방송 기술인 여러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아

래 -

장소 :상암동 누리꿈스퀘어(www.nuri.nipa.kr) 비즈니스타워 4 층 대회의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빌딩, Tel: 02-2132-1000)
일자 : 2015 년 09 월 22 일(화) 14:00 ~ 17:30
세미나 상세 일정

AES67 디지털
1부
오디오 전송 표준
14:00~15:30 및 Audio over
IP 의 이해

- 방송 장비와 시스템 설계시 AoIP 기술
적용 방안
- AES67-2013 AoIP 표준 진행 상황
- 오디오 표준들과의 고성능 오디오
네트워킹 기술
- TV 및 라디오 제작 현장에서 AES67
적용 방안

Coffee Break

Coffee & Cookie

15:30~15:45

2부
장비 시연
15:45~17:30

-

AoIP 기반의 오디오 믹싱 시스템
AoIP 기반의 오디오 전송 시스템
AoIP 기반의 TV 라우드니스 프로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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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강사 : Ken Skok (Telos Alliance 아시아/러시아 담당 이사)
약력: - 전 Circuit Werkes 운영 매니져
- 전 미국 라디오 방송사 운영 엔지니어

Telos Alliance (www.tellosalliance.com) 소개
지난 30 년간 라디오 및 TV 의 오디오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Telos
System, LinearAcoustic, Omnia Audio, Axia 그리고 25-Seven Systems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회사들은 라디오와 TV 산업 분야에서 품질과 혁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Linear Acoustic Inc 소개:
국내 공중파 DTV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Audio Loudness Processor 의 제조사로
현재 멀티채널 오디오의 라우드니스 콘트롤, 업믹싱, 모니터링, 분배관련 장비의 선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ATSC 와 SMPTE 의 전세계 표준화 위원회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2012 런던 올림픽 북경올림픽 과 81 회 아카데미 시상식, 등의
전세계 주요 방송 이벤트에 사용되고 있는 5.1ch upmixing 장비와 오디오 라우드니스
콘트롤 및 QC 모니터링 장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NBC, CBS, ABC, CCTV 등의 전세계
주요 방송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Omnia Inc 소개
Omnia Audio 사는 Radio 방송용 오디오 프로세서의 세계적 리더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FM, AM, TV 및 위성방송 사업자에게 필요한 라디오 프로세서, 다양한 시그널
제너레이터, IP 기반의 네트워크 전송 시스템,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Axia 소개
2003 년 방송용 Audio over IP 기술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프로 오디오 및 방송용
오디오 환경에서 그전에 누구도 시작하지 않은 Ethernet 을 통한 네트워크 기반의
오디오 라우팅, 믹싱 및 분배 시스템을 완성하였습니다.
끝.

-------------------------참가 신청서-----------------------------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양식을 작성하시어 팩스 (02-534-8486) 또는 메일로
회신 바랍니다.

회사명
성 명

부 서

직 함
연락처

기타 문의 사항 : 이 승재 부장 (010-2220-3368, system@mediacube.co.kr)
권 영재 대리 (010-6815-0122, taenuri@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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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강변북로 → 월드컵경기장 → 직진 → 상암터널 → 좌회전 → 직진 →



DMC 홍보관
지나서 우회전 - 올림픽대로 → 가양대교 → 직진 → DMC 홍보관으로 우회전
→ 직진 → 월드컵파크 4 단지에서 좌회전



지하철 6 호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2 번출구 에서 도보 20 분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버스 7711 번,7730 번 -> 누리꿈스퀘어 앞 하차

누리꿈 스퀘어 앞 하차


간선버스 : 710,171, 271, 470



지선버스 : 7711, 7715, 7013, 7730, 7019



광역버스 : 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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