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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NM-LMS 발표자 라이센스
DICENTIS

u 원격 프레젠테이션 컴퓨터에서 미디어 공유

u 공유 화면의 자동 크기 조정

DICENTIS 미디어 공유를 통해 DICENTIS 멀티미디어 장치
의 모든 디스플레이와 원격 프레젠테이션 컴퓨터의 디스플
레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의장이나 회의 관리자는 회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DICENTIS 멀티미디어 장치를 사용하여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모드가 활성화되면 원격 프레젠테이션 컴퓨터의 화면이 네
트워크를 통해 모든 DICENTIS 멀티미디어 장치로 스트리
밍됩니다.

기능

의장이나 회의 관리자가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활성화하면
DICENTIS 멀티미디어 장치의 모든 화면에 자동으로 원격
프레젠테이션 컴퓨터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올바른 인증을
통해 회의 애플리케이션이나 DICENTIS 멀티미디어 장치에
서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공유는 매우 사용하기 쉬우므로 구성이 필요 없습니
다. 애플리케이션 몇 개만 원격 프레젠테이션 컴퓨터에서
시작해야 하며, 설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격 프레
젠테이션 컴퓨터 디스플레이를 공유하려는 참석자는
DICENTIS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서버에 연결하여 몇 개
의 애플리케이션만 시작하면 됩니다.

포함된 부품

수량 구성 요소

1 라이센스 활성화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

기술 사양

서버 소프트웨어와 회의 애플리
케이션을 실행하는 단일 PC 시스
템:

• Windows server 2008 R2 64비
트 또는

• Windows Server 2012 R2 64
비트(.NET Framework 3.5 기
능 포함):
– 2.5GHZ i7 쿼드 코어 프로

세서
– 16GByte RAM
– 20GB의 디스크 여유 공

간
– 1GB 이더넷 카드

멀티 PC 시스템에서 서버 소프트
웨어를 실행하는 PC:

• Windows server 2008 R2 64비
트 또는

• Windows Server 2012 R2 64
비트(.NET Framework 3.5 기
능 포함):
– 2.5GHZ i7 쿼드 코어 프로

세서
– 16GByte RAM
– 20GB의 디스크 여유 공

간
– 1GB 이더넷 카드

회의 애플리케이션만 실행하는
PC:

• Windows 7 home premium 64
비트 또는

• Windows 8.1 Pro/Windows 10
Pro 64비트(.NET Framework
3.5 기능 포함):
– 2.4GHZ i5 쿼드 코어 프로

세서
– 8GByte RAM
– 20GB의 디스크 여유 공

간
– 1GB 이더넷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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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Windows 10은 클라이언트
PC에만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DICENTIS 회의 시스템: • DCNM-LSYS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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