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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NM-LSDU 장치 당 2 좌석 라이센스
DICENTIS

u DICENTIS 무선 장치 및 DICENTIS 회의 장치에서 2
인 사용 기능 구현

u DICENTIS 장치를 2명의 참석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도 참석자의 이름을 정확히 표시

라이센스를 사용하여 DICENTIS 회의 장치, 언어 선택기가
있는 회의 장치, 투표 기능이 있는 회의 장치 및 DICENTIS
무선 장치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DICENTIS 좌석에
서 2인 사용 라이센스를 사용하면 두 명의 참석자가 같은
장치를 사용하고, 해당 참석자의 이름이 발언자 목록에 정
확히 표시되고 카메라 이미지도 함께 표시되도록 할 수 있
습니다. 한 참석자가 발언 대기 목록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참석자가 발언할 수도 있습니다. DICENTIS 좌석에서 2인
사용 라이센스를 식별 및/또는 투표를 이용해 확장하면
DICENTIS 터치스크린이 있는 회의 장치 및 DICENTIS 확
장형 무선 장치를 한층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는 활성화 코드의 형태로 제공되며 DICENTIS 시
스템의 다른 활성화 코드와 같은 방식으로 활성화됩니다.

기능

작동
• 각 참석자가 자신의 전용 마이크 요청 버튼을 사용하여

마이크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사용 편의상 마이크 요청 버튼이 1인용으로 구성된 회의

장치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식별 기능이 포함된 2인 사용
• DCNM-DE, DICENTIS 터치스크린이 있는 회의 장치 또

는 DCNM‑WDE, DICENTIS 확장형 무선 장치가 2인용으
로 구성되어 있고 DICENTIS 좌석 신원확인 라이센스
DCNM-LSID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각 참석자가 자신
의 NFC(근거리 무선 통신) 태그를 사용하여 회의 시스템
에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되면 참석자가 회의 장치 또는 무선 장치의 좌측에
앉을지 우측에 앉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참석자는 언제든지 로그오프 버튼을 눌러 로그오프할 수
있습니다.

• 좌석 신원확인이 필요한 2인 사용 무선 장치 각각에 대해
DCNM-LSID 라이센스 2개가 필요합니다.

투표 기능이 포함된 2인 사용
• DCNM-DE, DICENTIS 터치스크린이 있는 회의 장치 또

는 DCNM‑WDE, DICENTIS 확장형 회의 장치가 2인용으
로 구성되어 있고 DICENTIS 좌석 표결 라이센스 DCNM-
LSVT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각 참석자가 자신의 투표
버튼을 사용하여 동시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좌석 표결이 필요한 2인 사용 DCNM-DE DICENTIS 터치
스크린이 있는 회의 장치 및 DCNM‑WDE DICENTIS 확
장형 무선 장치 각각에 대해 DCNM-LSVT 라이센스 2개
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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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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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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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Windows 10은 클라이언트
PC에만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DICENTIS 회의 시스템: • DCNM-LSYS 라이센스

주문 정보

DCNM-LSDU 장치 당 2 좌석 라이센스
DICENTIS 회의 장치, DICENTIS 언어 선택기가 있는 회의 장
치, DICENTIS 터치스크린이 있는 회의 장치 및 DICENTIS 무
선 장치의 좌석에서 2인 사용이 가능한 DICENTIS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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