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E VRG HMT-1 음성 명령
HPE MyRoom/VRG HMT-1 명령
일반
HPE VRG HPE Visual Remote Guidance를 엽니다.
뒤로 이동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대화 닫기 모든 팝업 대화를 닫습니다.
로그 업로드 지원용 VRG 로그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VRG 종료 VRG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메뉴 3라인 메뉴를 엽니다.
추가 메뉴 3점 메뉴를 엽니다.
메뉴 닫기 현재 표시된 메뉴를 닫습니다.
대화 관련
정보 보기 정보 대화를 표시합니다.
대화 닫기 정보 대화를 닫습니다.
대화방 목록 보기
표시된 대화방 목록에서 특정한 대화방에 들어가려면 대화방
이름이나 번호를 말하십시오.
키로 입장 키를 이용하여 대화방에 들어갑니다.
채팅
채팅 토글 채팅 보기를 열거나 제거합니다.
번역 토글 텍스트 번역을 켜거나 끕니다
대화방 – 카메라
카메라 전환 다음 카메라로 전환합니다.
카메라 토글 카메라를 켜거나 끕니다.
추가 카메라 열기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 동영상 도구 모음을
폅니다.
추가 카메라 닫기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동영상 도구
모음을 접습니다.
해상도 토글 해상도를 높이거나 낮춥니다.
스냅샷 촬영 카메라로 스냅샷을 찍습니다.
스냅샷 크기 전환 스냅샷 크기를 일반/최대로 전환합니다.
플래시 토글 플래시를 켜고 끕니다.
확대 레벨 1-5 카메라 보기를 단계별로 확대합니다.

대화방 – 일반
마이크 토글 마이크를 켜거나 끕니다.
마이크 레벨 25/50/75/100 마이크 레벨을 높입니다.
스피커 토글 스피커를 켜거나 끕니다.
다음 오디오 출력 자동, 기본, 스피커폰 또는 Bluetooth로 오디오
출력을 회전합니다.
다음 보기 다음 썸네일 보기를 전체 화면 모드로 표시합니다.
키 생성 다른 사용자를 대화방에 초대하기 위한 단축 키를
만듭니다.
콘텐츠 닫기 현재 콘텐츠 페이지를 닫습니다.
대화방 나가기 현재 대화방을 종료하고 대화방 목록 보기로
돌아갑니다.
대화방 – 설정
벨소리 토글 수신 채팅 메시지의 벨소리를 변경합니다.
해상도 토글 해상도를 높이거나 낮춥니다.
네트워크 상태 토글 네트워크 상태 메트릭 표시를 켜거나 끕니다.
설정 닫기 설정 대화를 닫습니다.
설정 대화
설정 열기 설정 대화를 엽니다.
채팅 사운드 재생 벨소리를 켜거나 끕니다.
다음 오디오 출력 자동, 기본, 스피커폰 또는 Bluetooth로 오디오
출력을 회전합니다.
네트워크 상태 보기 상태 설정을 켜거나 끕니다.
HD 동영상 해상도를 낮음 또는 높음으로 전환합니다.
강화 카메라 고급 카메라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최대 스냅샷 해상도 카메라의 최대 스냅샷 해상도를 켜거나
끕니다.
채팅 내용 번역 텍스트 번역을 켜거나 끕니다.
메시지 기간 온스크린 메시지 기간을 3, 5, 10, 15, 20, 30초로
변경합니다.
설정 닫기 설정 대화를 닫습니다.
대화방 – 작업 목록
이전 단계 이전 단계로 이동합니다.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RealWear HMT-1 명령
일반 명령
홈으로 이동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뒤로 이동 이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내 제어 시스템 제어판으로 이동합니다.
마이크 음소거 마이크음을 일시적으로 소거합니다.
내 알림 알림 섹션을 엽니다.
최근 애플리케이션 표시 배경에서 작동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엽니다.
모두 해제 열린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닫습니다.
도움말 보기 명령 도움말 창을 엽니다.

카메라 기능
확대 레벨 1-5 카메라 보기를 확대합니다.
사진 촬영 사진을 찍어 내 사진 폴더에 JPEG 파일로 저장합니다.
레코딩 시작 동영상 녹화를 시작합니다.
레코딩 중지 동영상 녹화를 멈춥니다.
자동 포커스/수동 포커스 카메라를 자동 또는 수동 포커스 모드로
설정합니다. 카메라의 기본 설정은 자동 포커스 모드입니다. 수동 포커스로
전환하려면 수동 포커스를 말하십시오. 수동 포커스가 켜진 경우 디스플레이
하단 오른쪽 코너에 M이 표시되어 카메라가 수동 포커스 모드임을

위 페이지로 한 페이지 위로 이동합니다.
알립니다.
아래 페이지로 한 페이지 아래로 이동합니다.
플래시 켜기/끄기 플래시를 켜거나 끕니다.
왼쪽 페이지로 한 페이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한 페이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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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핸즈프리 키보드
수용 입력된 정보를 수용합니다.
스페이스바 단일 공백을 입력합니다.
백스페이스 마지막 문자를 삭제합니다.
텍스트 지우기 입력란의 텍스트를 지웁니다.
대문자 켜기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대문자 끄기 소문자를 사용합니다.
받아쓰기 받아쓰기를 활성화하여 음성 음식을 통해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코드 스캔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확대 레벨 1-5 확대 레벨을 설정합니다.
모든 기호 기호 키보드로 전환합니다.
모드 전환 단일 입력과 복수 알파벳을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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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문자를 말한 후]. 예: XYZ를 입력하려면 “문자 XYZ”를
말하십시오.
문서 이동
확대 레벨 1-5 문서 보기 크기를 확대합니다.
문서 정지 문서 스크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서 제어 문서 정지를 해제하고 문서 스크롤을 사용합니다.
1, 2…페이지로 이동 특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음 페이지/이전 페이지 다음/이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내 책갈피 열린 문서에 대해 장치에 저장된 북마크를 표시합니다.
책갈피 추가 편리한 이동을 위해 원하는 페이지를 책갈피로
추가합니다.
책갈피 삭제 원하는 페이지에 설정된 책갈피를 삭제합니다.
책갈피를 삭제하려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한 후 책갈피 삭제를
말해야 합니다.

© Copyright 2020 Hewlett Packard Enterprise Development LP

버전 12.1 - V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