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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NM-LCC 카메라 제어 라이센스
DICENTIS

u 멀티미디어 장치 디스플레이에 현재 발언자를 자동
으로 표시

u Onvif Profile-S 준수 IP(Panasonic 및 Sony 카메라
포함)용 인터페이스

u Onvif Profile-S 카메라 자동 검색

u HD-SDI 비디오 스위처 제어

DICENTIS 카메라 제어 소프트웨어 모듈을 사용하면
DICENTIS 회의 시스템 및 DICENTIS 무선 시스템과 IP 카
메라 간에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고정 또는 사
전 배치 카메라의 활성화를 선택하여 회의 중에 현재 발언
자를 볼 수 있습니다.

기능

참석자의 마이크가 활성화되면 해당 위치에 할당된 카메라
가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된 마이크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회의장을 보여주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대신 선택됩니다. 비
디오 이미지가 DICENTIS 멀티미디어 장치의 터치스크린에
나타나며, DICENTIS의 회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회의장 디
스플레이에도 현재 발언자에 관한 정보가 함께 표시됩니다.
모든 Onvif Profile-S 준수 카메라가 자동으로 검색되므로
구성이 용이합니다.
DICENTIS 회의 시스템 및 DICENTIS 무선 시스템에서
DICENTIS 카메라 제어 소프트웨어 모듈은 다음과 같은 기
능을 제공합니다.
• 사용자 이름과 암호로 Onvif Profile-S 호환 카메라 제어
• 해당 IP 프로토콜을 통한 Panasonic 카메라 지원:

– AW-HE40, AW-HE50, AW-HE60, AW-HE120, AW-
HE130, AW-UE70.

• 해당 IP 프로토콜을 통한 Sony 카메라 지원:
– SRG-300SE 및 SRG 360SHE.

• TvOne CORIOmatrix 및 Kramer MV-6 비디오 스위치
제어

• HD SDI 영상 신호가 자동으로 전환되어 짧은 지연 시간
으로 하나 이상의 디스플레이에 표시될 수 있도록 HD-
SDI 영상 전환 기능 구현

DICENTIS 회의 시스템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능도 지원됩
니다.
• TvOne C2-2355A와 TvOne S2-108HD의 조합

포함된 부품

수량 구성 요소

1 라이센스 활성화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

기술 사양

DICENTIS 무선 회의 시스템: • DCNM-LSYS 라이센스

DICENTIS 무선 회의 시스템: • DCNM-WAP

주문 정보

DCNM-LCC 카메라 제어 라이센스
DICENTIS 카메라 제어를 사용하면 DICENTIS 회의 시스템 및
DICENTIS 무선 시스템에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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