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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NM-LIPM 통역 준비 및 라이센스 관리
DICENTIS

u 회의 애플리케이션, DICENTIS 웹 서버, .NET API 및
회의 프로토콜을 통해 통역사 장치를 구성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u 각 회의마다 다른 통역 구성 가능

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로 회의 애플리케이션, DICENTIS
웹 서버, .NET API 및 회의 프로토콜을 통해 통역사 장치를
구성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DCNM-LIPM 라이센스가 없으
면 데스크 자체에만 통역사 장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능

DICENTIS 통역 준비 및 관리 라이센스로 기술자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회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NET API에서 통역사 좌석 구성

– 부스에 좌석을 배정합니다.
– 장치에 언어를 할당합니다.
– 병합, 인터락 또는 오버라이드와 같은 부스 사이나

부스 내에서 마이크 모드를 설정합니다.
– 부스 내에서 연결 표시를 표시합니다.
– 다수의 통역사가 사용 중일 때 빨간색으로 깜박이는

마이크 버튼을 표시합니다.
• 회의마다 다른 통역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출력 B에 자동 릴레이 언어를 제공할 수 있는 부스를 구

성합니다.
• DICENTIS 웹 서버 또는 회의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역

사 장치를 제어합니다.
• 회의 프로토콜을 통해 부스, 장치 및 언어와 같은 상태를

검색합니다.
• 할당 버튼에 기능 할당:

– 실제 시간과 경과 시간 사이를 전환합니다.
– 비디오와 프레젠테이션 사이를 전환합니다.
– 언어의 개요를 표시합니다.
– 천천히 말하라는 신호.
– 헤드폰 또는 헤드셋을 선택합니다.

• 현재 발언자가 동시 해석하기에 너무 빠른 속도로 말하고
있음을 알리도록 버튼을 구성합니다. 구성 가능한 수의
통역사가 요청을 제기하면 알림이 나타나고 버튼이 해제
된 후에도 구성 가능한 시간 제한 동안 활성 상태를 유지
합니다.

• 사용 중인 부스 알림에 대한 접점 출력과 CO2 수준 센서
와 같은 수신 전화 및 경고에 대한 두 개의 접점 입력이
있는 통역 중 및 전화 인터페이스를 연결합니다.

포함된 부품

수량 구성 요소

1 라이센스 활성화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

기술 사양

DICENTIS 회의 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문 정보

DCNM-LIPM 통역 준비 및 라이센스 관리
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로 회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API를 통
해 통역사 장치를 구성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문 번호 DCNM-LIPM | F.01U.345.402

액세서리
DCNM-IDESKINT 통역 중 및 전화 DCNM-IDESK
통역사 장치 디스플레이의 전화벨 울림 표시등 작동을 위한 외
부 전화 시스템, 외부의 부스 통역 중 LED 및 통역사 장치 간
의 전기 분리 인터페이스입니다.
주문 번호 DCNM-IDESKINT | F.01U.357.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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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옵션
DCNM-LIMS 통역 다중 소스 라이센스
이 모듈을 사용하면 DICENTIS 통역사 장치와 외부 시스템을
통한 언어 제공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문 번호 DCNM-LIMS | F.01U.39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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