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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NM-LMPM 회의 준비 및 관리 라이센스
DICENTIS

u 회의 및 의사 일정 준비와 관리 가능
u 의사 일정 항목을 이용한 체계적인 회의 생성
u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회의 및/또는 의사 일정 항목에
연결
u 회의 관리 용이
u 토론 설정 정의 가능

DICENTIS 회의 준비 및 관리 소프트웨어 모듈로 회의 애플
리케이션의 회의 준비 및 관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
준비
준비 기능을 사용하여 회의와 의사 일정을 준비할 수 있습
니다. 의사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 기본적인 토론 설정을 정
의하고 프로필에서 완벽한 토론 설정 세트를 선택할 수 있
습니다. 필요에 따라 개인 맞춤식 설정 세트를 생성하기 위
한 새 토론 프로필을 정의하고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링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관리
관리 기능을 사용하면 운영자나 의장이 준비된 회의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준비되면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활성화되면 DICENTIS 멀티미디어 및 DICENTIS 터
치스크린이 있는 회의 장치에 자동으로 활성화된 회의의 주
제가 표시됩니다. 회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회의를 공
식적으로 열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설정에 따라 회의가 활성
화된 후 자동으로 시작되거나 회의가 시작된 후 첫 번째 의
사 일정 항목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의사 일정이 열리면 토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의사 일정
항목을 토론한 후 해당 항목을 닫고 다음 의사 일정 항목을
열 수 있습니다. 의사 일정 항목이 모두 처리되면 회의를 닫
을 수 있습니다. 회의 도중 호출 차임벨을 작동할 수 있어,
참석자를 호출하고 회의실로 돌아가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
다.
DICENTIS 회의 준비 및 관리 모듈을 사용하면 회의 애플리
케이션에서 다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 준비
• 회의를 준비합니다.
• 의사 일정 준비
• 문서 및 그림과 같이 멀티미디어 컨텐츠 링크가 있는 토
론 프로필 준비

• 요청 목록을 준비합니다(DCNM-LPD 라이센스 필요).
• 참가자를 회의에 할당하고 선호하는 UI 언어와 헤드폰 언
어를 구성합니다(DCNM-LPD 라이센스 필요).
회의 관리
• 회의 활성화, 열기, 닫기 및 비활성화
• 의제 열기 및 닫기.
• 소집 차임벨 작동 시작
• 토론 관리:
– 발언 부여, 발언자 취소, 요청 취소 및 요청 변환
• 기본 토론 설정 변경:
– 토론 모드: 오픈(자동/수동), 선입 선출, 음성 인식,
응답
– 발언자 목록 옵션: 최대 활성 마이크 개수 설정 가능,
발언자의 마이크 끄기 허용, 30초간 미발언 시 마이
크 끄기, 앰비언트 마이크, 발언자 대기열 길이, 발언
요청 허가, 발언 요청 취소 허가, 녹색 마이크 LED
점멸로 대기열 1순위 표시, 녹색 마이크 LED로 대기
중 표시
– 우선 순위 옵션 활성화/비활성화: 우선 톤, 모든 발언
자 음소거, 마이크 끄고 대기열 비우기
– 카메라 제어 옵션: 카메라 제어, 카메라 제어 옵션
– 멀티미디어 장치 및 회의 애플리케이션 옵션:
– DCNM-LPD 소프트웨어 모듈 한정: 발언자 이미지
표시, 최신 발언자 이미지 표시, 로고 표시
– DCNM-LCC 및 DCNM-LPD 소프트웨어 모듈: 장치
에 비디오 표시, 발언자 영상 표시, 최신 발언자 영상
표시, 로고 표시(카메라 제어 비활성화 시)
회의 후 도구
회의가 시작되면 회의 메모 파일이 자동으로 열리며, 다음
과 같은 사항이 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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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가 개최된 시간
• 토론한 의사 일정 항목 및 순서
• 참석자 및 부재자 수(DCNM-LPD 및 DCNM-LSID 소프
트웨어 모듈 필요)
• 수행된 투표 및 순서(DCNM-LVPM 및 DCNM-LSVT 소프
트웨어 모듈 필요)
이 회의 메모 파일을 회의 의사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포함된 부품
수량
1

구성 요소
라이센스 활성화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

기술 사양
DICENTIS 회의 시스템:

•

DCNM-LSYS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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