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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제품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전에 별도의 다국어 문서: 중요 안전 지침(Safety_ML)으로 제공되는 중요
안전 지침을 항상 읽어 보십시오. 중요 안전 지침은 주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함
께 제공됩니다.

오래된 전기 및 전자 장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전기 및 전자 장치는 별도로 수거되어 환경 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해 보내져야
합니다(유럽의 폐전기 전자 기기 처리 지침에 따름).
오래된 전기 또는 전자 장치를 폐기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시행 중인 반환 및 수거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
니다.

1

4 ko | 안전 DICENTIS

2015.03 | V1.0 | Configuration manual Bosch Security Systems B.V.



매뉴얼 정보
이 매뉴얼에서는 DICENTIS 무선 회의 시스템의 구성,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매
뉴얼에서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DCNM-WAP)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합니다. 필요한 경우 하드웨어 설치 매뉴얼 및 DICENTIS 무선 회의 시스템의 무선 장치 사용자 매뉴얼
을 참조하십시오.
 
이 매뉴얼은 Adobe PDF 형식의 디지털 문서로 제공됩니다.
제품 관련 내용은 www.boschsecurity.co.kr 에서 해당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대상
이 매뉴얼은 DICENTIS 무선 회의 시스템을 구성, 준비 및/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작권 및 책임제한공지
모든 권리 보유. 이 문서의 어떠한 부분도 게시자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전자적 방법, 기계적 방법, 복
사, 녹화 등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 복제 및 발췌 허락을 얻는 방법
에 관한 내용은 Bosch Security Systems B.V.에 문의하십시오.
내용과 그림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서 버전 기록
릴리스 날짜 문서 버전 이유

2015.03 V1.0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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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요
DICENTIS 무선 회의 시스템은 “독립형” IP 기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오디오와 데이터 신호의 무
선 분배 및 처리를 위해 WiFi IEEE 802.11n 을 사용합니다.
 
시스템에 대한 개요는 DICENTIS 무선 회의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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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용 구성
무선 액세스 포인트(DCNM-WAP)에는 DICENTIS 무선 회의 시스템의 초기 구성에 도움이 되는 웹 인
터페이스 마법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
DCNM-WAP 웹 인터페이스는 다음 웹 브라우저의 최신 버전과 호환되며 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Safari
– Firefox
– Opera
– Chrome

사전 조건
–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장치가 DICENTIS 무선 회의 시스템 설치 매뉴얼에 설명된 대로 준비되고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 개요, 페이지 6 를 참조하십시오.
– 무선 액세스 포인트(DCNM-WAP)가 켜져 있어야 합니다.
– PC/랩톱에서는 Windows PC DNS‑SD 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DNS‑SD 는 DCNM-WAP 와

함께 제공되는 미디어에 있음).
– 다른 장치에서는 Apple Bonjour 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Apple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참고: Apple Bonjour 또는 DNS‑SD 는 Android 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WiFi 를 사용할 때는 장치에서 2.4GHz 및 5Ghz 를 모두 사용하여 브라우저를 실행해야 합니다.

DCNM-WAP 연결 방법
1. WiFi 를 사용하여 DCNM-WAP 에 직접 연결하는 방법

– PC/태블릿의 WiFi 검색 기능을 사용하고 DICENTIS 무선 회의 시스템 네트워크 이름(SSID)
(Network Name (SSID)): Bosch DICENTIS 를 선택합니다.

– WPA2 키(WPA2 key): dcnm-wap 를 입력합니다.
– 연결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 웹 브라우저를 열고 http://dcnm-wap.local 을 입력합니다. Android 에서는 http://

172.27.2.1 을 입력합니다.
2. 유선을 사용하여 DCNM-WAP 에 직접 연결하는 방법

– 웹 브라우저를 열고 다음을 입력합니다. http://dcnm-wap.local 
참고: Android 는 Bonjour 및 DNS-SD 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Android 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3. 네트워크를 통해 DCNM-WAP 에 연결하는 방법
– 네트워크 소유자에게 문의하여 DCNM-WAP 의 URL 또는 IP 주소를 알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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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설정
– DCNM-WAP 를 처음 사용하면(또는 공장 출하 기본값으로 설정하면) 마법사가 표시됩니다.
– "시작하기(Lets get started)"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필요한 언어를 선택하고 장치 설정

(setup device)을 클릭합니다.
– "국가(Country)"에서 국가(country), 날짜(date), 시간(time), 시간대(time‑zone)를 선택한 후

에 다음(next)을 클릭합니다.
– 참고: DCNM-WAP 를 사용 중인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 "사용자(User)"에서 관리자의 암호를 정의하고, 일상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용자 권한을 가진 사
용자를 추가합니다(사용자, 페이지 17 참조).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여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next)을 클릭합니다.

– "Wifi"에서 네트워크 이름(SSID)(Network name (SSID)), WPA2 키(WPA2 Key) 및 호스트 이
름(Host name)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WPA2 키(WPA2 Key)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 네트워크 이름(SSID)(Network name (SSID))의 길이는 1-25 자여야 합니다. A-Z, a-z, 0-9,

_, 공백이 허용됩니다.
– WPA2 키(WPA2 Key)의 길이는 8-64 자여야 합니다.
– 호스트 이름(Host name)의 길이는 1-63 자여야 합니다. A-Z, a-z, 0-9, -가 허용됩니다.
– 장치 설정(setup device)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 마법사가 완료되고 로그인 페이지(login page)가 나타납니다.

로그인
웹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합니다.
1. 올바른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하고, 필요한 언어를 선택한 다음 로그인(Login)을 클릭합니

다.
2. 웹 인터페이스 홈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 페이지 10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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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장치 초기화

1

그림 4.1: DCNM‑WD(E) 무선 장치 하단면

무선 장치 및 DCNM-WAP 사전 조건
– DCNM-WAP 가 켜져 있고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최초 사용 구성, 페이지 7 을 참

조하십시오.
– 모든 무선 장치의 상태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DCNM-WAP 의 작동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전원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배터리 팩을 꽂고 마이크 요청 버튼을 누름).
– 초기화 해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선 장치는 무선 장치의 모든 LED 가 켜져 있을 때 초기화 해제된 것입니다. 무선 장치를 초기화 해제
하려면 모든 LED 가 켜질 때까지 얇은 스크루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무선 장치 하부에 있는 초기화 해제
(De‑init) 버튼(1)을 누르고 있으십시오.
 

웹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 사전 조건
– 로그인한 사용자가 시스템 구성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초기화
1. 웹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고 좌석(Seats)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좌

석, 페이지 20 을 참조하십시오.
2. 섭스크리션 모드(Subscription mode)를 활성화합니다.
3. 무선 장치의 마이크 요청 버튼을 누릅니다.

– 무선 장치가 섭스크립션을 시작하고, 마이크 요청 버튼 위에 있는 LED 바가 빨간색과 녹색으
로 번갈아가며 켜집니다.

– LED 바가 꺼지면 무선 장치가 섭스크립션된 것입니다.
4. 무선 장치가 섭스크립션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다음 무선 장치를 섭스크립션하십시오. 이전 장치

가 섭스크립션을 마치기 전에 무선 장치를 섭스크립션하면 오버랩이 발생합니다.
– 오버랩이 발생할 경우 섭스크립션이 2 분 동안 비활성화되고, 이는 웹 인터페이스 애플리케

이션에 표시됩니다.
– 현재 오버랩 시간이 끝나기 전에 섭스크립션을 시작하면 오버랩 시간이 다시 2 분부터 시작

됩니다.
– 다른 WiFi 시스템이 섭스크립션 모드에 있을 경우에도 DCNM-WAP 에서 오버랩 시간이 활성

화됩니다.
5. 모든 무선 장치가 섭스크립션되면 웹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섭스크립션 모드

(Subscription mode)를 비활성화합니다. 섭스크립션 모드는 2 분 후에 자동으로 꺼집니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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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권한에 따라 다음 버튼이 웹 인터페이스 홈페이지에 표시됩니다.

그림 5.1: 웹 인터페이스 홈페이지(일반 설정)

버튼 설명 액세스 권한

토론 관리
(Manage
discussion)

토론을 관리하려면 토론 관리, 페이지 12 를 참조하십
시오.

회의 관리

토론 준비
(Prepare
discussion)

토론을 준비하려면 토론 준비, 페이지 13 를 참조하십
시오.

회의 준비

투표(Voting)

투표를 사용하려면 투표, 페이지 15 를 참조하십시오. 회의 관리

시스템 설정
(System
settings)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시스템 설정, 페이지 16 을 참조
하십시오.

사용자 구성 또는 수정

참석자
(Participants)

시스템의 식별 모드를 설정합니다.
참석자를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참석자에게 이름을 부여합니다.
– 참석자에게 NFC-ID 를 부여합니다.
– 참석자에게 좌석을 배정합니다.
참석자, 페이지 23 를 참조하십시오.

회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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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설명 액세스 권한

시스템 켜기/끄
기(Switch
system on/off)

– 시스템 켜기(Switch system on): DCNM-WAP 를
켭니다. 장치는 수동으로 켜야 합니다(사용자 매뉴
얼의 전원 켜기 참조).

– 시스템 끄기(Switch system off): 섭스크립션된
장치와 DCNM-WAP 를 끕니다. DCNM-WAP 의 웹
GUI 에는 계속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준비

배터리 및 신호
(Battery &
Signal)

개요:
– 무선 장치 배터리 상태
– WiFi 신호 강도 상태
– 작동 범위 테스트 버튼 및 결과
배터리 및 신호, 페이지 24 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구성 또는 준비

로깅(Logging)

시스템 이벤트 개요 및 저장. 로깅, 페이지 25 을 참조
하십시오.

구성

시스템 정보
(System info)

시스템 개요. 시스템 정보, 페이지 25 를 참조하십시
오.
 

구성

로그아웃
(Logout)

토론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고 로그인 페이지로 돌아갑
니다. 로그아웃, 페이지 25 을 참조하십시오.

없음

홈(Home)

웹 인터페이스 홈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없음

뒤로(Back)

이전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없음

마스터 볼륨
(Master
volume)

마스터 볼륨 제어 슬라이더를 엽니다. 무선 장치 라우드
스피커 볼륨을 제어합니다.

회의 구성 또는 관리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로그인, 페이지 8
– 사용자, 페이지 17
– 좌석, 페이지 20
– 시스템 켜기/끄기, 페이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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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관리
사전 조건:
– 로그온된 사용자가 회의 관리(Manage meeting)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토론 관리 버튼을 클릭하여 토론 관리 페이지를 엽니다.

토론 관리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 토론 목록 보기: 발언자 및 대기 참석자
– 대기 참석자 및 발언 참석자 추가, 제거, 변환
– 마스터 볼륨 제어
 

토론 관리
왼쪽 및 오른쪽의 개요는 토론 목록을 보여줍니다. 이 목록에는 대기(waiting) 참석자 및 발언
(speaking)할 참석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환(Shift) 버튼을 사용하면 참석자 상태가 대기(Waiting)에서 발언으로 변환됩니다. 발언자 목록이
가득 찬 경우 가장 길게 발언한 참석자가 발언자 목록에서 제거됩니다.
중지 및 모두 제거(Stop and remove all) 버튼을 클릭하여 모든 대기(Waiting) 참석자와 발언자
(Speakers)를 목록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 + 버튼을 클릭하여 참석자를 선택하고 대기(Waiting) 목록 또는 발언자(Speakers) 목록에 추가

할 수 있습니다.
– 휴지통을 클릭하여 대기(Waiting) 목록 또는 발언자(Speakers) 목록에서 좌석을 제거할 수 있습

니다.

마스터 볼륨 제어 버튼
마스터 볼륨 제어 버튼을 클릭하여 무선 장치 라우드스피커 및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오디오 출력 레벨
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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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준비
사전 조건:
– 로그온된 사용자가 회의 준비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토론을 준비하려면 토론 준비(Prepare discussion)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토론 준비 페이지가 열립니
다.

토론 준비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 토론 설정을 정의합니다.

토론 준비
– 토론 모드(Discussion mode):

– 열기(Open): 선택한 경우(회색), 참석자는 자신의 마이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발언자 목
록이 가득 찬 경우 마이크 요청이 요청 목록 대기열에 등록됩니다. 
자동 변환(Auto Shift): 선택한 경우, 대기 목록의 대기열이 발언자 목록으로 자동으로 이동
될 수 있습니다(목록이 아직 가득 차지 않은 경우).

– 오버라이드(Override): 선택한 경우(회색), 참석자는 자신의 마이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발언자 목록이 가득 찬 경우 마이크 요청은 목록에서 가장 길게 발언한 참석자를 오버라이드
합니다.

– 음성(Voice): 선택한 경우(회색), 참석자가 마이크에 대고 말하면 마이크가 활성화됩니다.
마이크 버튼을 누른 채로 있으면 마이크가 잠시 음소거 상태가 됩니다.

– 버튼 누르고 발언(Push To Talk): 선택한 경우(회색), 참석자가 마이크 버튼을 누른 채로 말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버튼을 놓으면 마이크가 비활성화됩니다. 말할 수 있는 최대 참석자
수는 오픈 마이크 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 발언자 옵션:
– 최대 발언자 수(Maximum number of speakers): 발언자 목록의 최대 발언자 수를 선택합

니다.
– 30 초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마이크 끄기(Switch microphone off when not used for 30

seconds): 이 기능은 참석자가 마이크를 수동으로 끄는 것을 잊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
다.

– 참석자 마이크 끄기 허용(Allow participants to switch off their microphone): 선택한
경우, 참석자는 자신의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다.

– 발언 가능 표시(Show Possible To Speak): 선택한 경우, 무선 장치 마이크 요청 버튼의 흰
색 표시등이 켜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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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옵션:
– 최대 대기 수(Maximum number of waiting): 여기에서 대기 목록의 최대 요청 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대기 목록에서 참석자가 본인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Allow participants to

remove themselves from the waiting list):선택한 경우, 참석자가 본인을 대기 목록에서
스스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 대기 목록의 첫 번째 대기자를 좌석에 표시(Show the first in the waiting list on the
seat): 선택한 경우, 대기 목록에서 첫 순위에 있는 무선 장치 마이크 위의 LED 가 녹색으로
켜지는 대신 녹색으로 깜박입니다. 발언 가능 표시(Show Possible To Speak)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옵션은 마이크 요청 버튼 위에 있는 버튼 모음 LED
작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우선 순위 옵션:
– 우선 차임벨(Priority chime audible): 선택한 경우, 장치 우선 순위 버튼을 사용할 때 우선

차임벨이 알림음으로 발생합니다.
– 모든 발언자 음소거(Mute all speakers): 선택한 경우(회색), 장치 우선 순위 버튼을 사용할

때 일시적으로 모든 발언자의 음이 소거됩니다.
– 모든 발언자 중지 및 모든 대기 참석자 제거(Stop all speakers and remove all waiting

participants): 선택한 경우(회색), 장치 우선 순위 버튼을 사용할 때 모든 발언자와 요청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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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사전 조건:
로그온된 사용자가 회의 관리(Manage meeting)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투표를 관리하려면 투표(Voting)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투표 관리(Manage Voting) 페이지가 열립니
다.

투표 관리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 투표 설정을 정의하고, 투표를 제어합니다.

투표 설정 정의
– 주제: 투표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투표를 열 때 확장형 무선 장치의 터치 스크린에도 표시됩니

다.
– 다음과 같은 답변 세트가 있는 드롭다운 메뉴:

– 찬성/반대
– 찬성/반대/기권
– 찬성/반대/기권/투표 불참
– 예/아니오
– 예/아니오/기권
– 예/아니오/기권/투표 불참

선택한 답변 세트는 투표를 열 때 확장형 무선 장치의 터치 스크린에도 표시됩니다.

참고 사항!

DNPV(투표 불참)는 참석자가 투표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습니
다. 이 옵션은 DNPV 대신 NPPV 라는 약어가 사용되는 프랑스 언어에 대해서만 사용됩니다.

 

투표 제어
– 열기(Open) 버튼: 투표를 엽니다. 투표가 열리면 이 버튼이 중단(Hold) 버튼으로 변경됩니다.

– 중단(Hold) 버튼: 투표를 중단합니다. 참석자 투표 버튼이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되고 투표를
수행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버튼은 누를 경우 재개(Resume) 버튼으로 변경됩니다.

– 재개(Resume) 버튼: 투표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수행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누를 경우 중단(Hold) 버튼으로 변경됩니다.

– 닫기(Close) 버튼: 투표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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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정
사전 조건:
– 시스템 설정에 액세스하고 매개변수를 변경하려면 로그온된 사용자가 구성 및 사용자 수정

(Modify users)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 설정(System settings)버튼을 클릭하여 시스템 설정(System settings) 페이지를 엽니다.

그림 5.2: 시스템 설정 페이지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사용자, 페이지 17
– 오디오, 페이지 17
– 카메라, 페이지 18
– 좌석, 페이지 20
– 날짜 및 시간, 페이지 21
– 네트워크 및 일반 설정, 페이지 19
– 시스템 정보, 페이지 25
– 라이센싱, 페이지 19
– 업그레이드, 페이지 21
– 참석자, 페이지 23
– 최초 사용 구성, 페이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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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시스템 설정(System settings) 페이지의 사용자(Users)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 설정(Users
settings) 페이지를 엽니다.
사용자(Users)를 추가하려면 + 버튼을 클릭하여 새 사용자 추가(Add new user) 화면을 엽니다.
사용자(Users)를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면 사용자를 선택하고 편집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각각의 새 사용자에 대해 다음을 입력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이름, 성, 사용자 이름, 암호(비어 있을 수 있음)를 입력합니다.
– 선택할 사용자 권한(회색 버튼 색상이 선택되었음을 의미함)의 예:

– 회의 관리(Manage meeting). 이 권한이 있으면 토론 관리(Manage discussion) 및 투표
(Voting)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토론 관리, 페이지 12 또는 투표, 페이지 15 를 참
조하십시오.

– 회의 준비. 이 권한이 있으면 토론 준비(Prepare discussion) 및 참석자(Participants) 페
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토론 준비, 페이지 13 를 참조하십시오.

– 사용자 수정(Modify users). 이 권한이 있으면 사용자(Users)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
용자, 페이지 17 를 참조하십시오.

– 구성. 이 권한이 있으면 시스템 설정, 시스템 정보, 로깅 그리고 배터리 및 신호(Battery and
Signal)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설정, 페이지 16 을 참조하십시오.

– 시스템 준비. 이 권한이 있으면 시스템 켜기/끄기 그리고 배터리 및 신호(Battery and
Signal)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켜기/끄기, 페이지 24 를 참조하십시오.

오디오
오디오(Audio) 버튼을 클릭하면 오디오 설정(Audio settings) 페이지가 열립니다.
 
– 시스템:

– 마스터(Master): 무선 장치의 라우드스피커 및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라인 출력에 대한 마스
터 볼륨 제어입니다.

– 라인 입력/출력(Line input/output):
– 입력(In): 무선 액세스 포인트 오디오 라인 입력의 감도를 설정합니다.
– 출력(Out): 무선 액세스 포인트 오디오 라인 출력의 레벨을 설정합니다.

– 라우팅 옵션 I/O(Routing options I/O):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오디오 라우팅 모드를 정의합니
다.
– 레코더(Recorder): 이 모드를 사용하여 오디오 라인 입력 및 오디오 라인 출력을 통해 외부

레코더를 연결합니다.
– 플로어(Floor): 이 모드에서는 오디오 라인 출력이 마스터(Master)에 의해서도 제어됩니다.
– 믹스-마이너스(Mix‑minus): 오디오 라인 입력 및 오디오 라인 출력을 통해 외부 전화 연결기

또는 두 개의 시스템을 연결하려면 이 모드를 사용합니다.
– 삽입(Insertion): 오디오 믹서, 오디오 프로세서 등의 외부 오디오 장치를 연결하려면 이 모

드를 사용합니다.
– 전관 방송(PA)(Public Address (PA)): 이 모드에서는 오디오 라인 출력이 마스터(Master)

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습니다".
– 피드백 방지(Feedback Prevention):

– DAFS(Digital Acoustic Feedback Suppression): 선택한 경우, DAFS 기능을 활성화합니
다.

– 마이크가 켜져 있을 경우 라우드스피커 활성화(Loudspeaker active when microphone is
on): 선택한 경우, 마이크가 켜져 있을 때 장치의 라우드스피커를 활성화합니다.

– 발언 시 헤드폰 감쇠(Attenuate headphone when speaking): 이 옵션을 선택하고 마이크
가 켜져 있으면 무선 장치의 헤드폰 볼륨을 18dB 감쇠시킵니다.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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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톤(Test Tone):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시스템의 오디오를 1kHz 또는 스윕 톤으로 테스트
합니다. 테스트 톤을 중지하려면 끄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라우드스피커에 테스트 톤 보내기(Send test tone to loudspeakers)가 선택되어 있으면

선택한 테스트 톤을 연결된 무선 장치 라우드스피커에서 냅니다.
– 라우드스피커에 테스트 톤 보내기(Send test tone to loudspeakers)가 선택되어 있으면

선택한 테스트 톤을 연결된 무선 장치 헤드폰에서 냅니다.
– 라우드스피커에 테스트 톤 보내기(Send test tone to loudspeakers)가 선택되어 있으면

선택한 테스트 톤을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오디오 라인 출력에서 냅니다.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Equalizer) 버튼을 클릭하면 이퀄라이저 설정(Equalizer settings) 페이지가 열립니다.
이퀄라이저(Equalizer) 페이지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 및 무선 장치 라우드스피커의 오디오 라인 입력
과 출력의 이퀄라이저 설정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퀄라이저 필터
– 필터 1 유형: 쉘빙 필터 - 음질 팩터가 고정된 저주파수의 쉘빙 필터
– 필터 2, 3, 4 유형: 전체 파라메트릭 섹션 - 조정 가능한 음질 팩터, 게인 및 주파수가 있는 3 개의

전체 파라메트릭 필터
– 필터 4 유형: 쉘빙 필터 - 음질 팩터가 고정된 고주파수의 쉘빙 필터
이퀄라이저 설정
다음과 같이 필터를 구성하십시오.
1. 필터의 주파수를 입력합니다. 가능한 값은 50Hz 부터 22kHz 까지입니다.
2. 필터의 게인을 입력합니다. 가능한 값은 -12dB 부터 +12dB 까지이고 0.1 씩 조정 가능합니다.
3. 필터의 음질(Q) 팩터를 입력합니다. 가능한 값은 0.4 부터 14 까지이고 0.1 씩 조정 가능합니다.
4. 확인 표시를 클릭하여 필터를 활성화하거나 무시합니다. 모든 변경 사항이 즉시 적용됩니다.

카메라
카메라(Cameras) 버튼을 클릭하면 카메라 설정(Camera settings) 페이지가 열립니다.
– 전체 회의장을 보여주는 카메라(Overview Camera): 전체 회의장을 보여주는 카메라로 사용되는

카메라를 정의합니다.
– 사전 배치(Preposition): 전체 회의장을 보여주는 카메라에 사용되는 사전 배치 카메라를 정의합

니다. 전체 회의장을 보여주는 카메라로 PTZ/돔 카메라를 선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정 카메라 또는 없음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 필드가 보이지 않음).

– SDI 스위처(SDI Switcher): 사용된 HD‑SDI 비디오 스위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선행 0 을 사
용하지 마십시오. 선행 0 을 입력하면 DCNM-WAP 가 스위처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 예:

올바른 IP 주소: 192.168.10.111
잘못된 IP 주소: 192.168.010.111

– 개요 목록: 연결된 모든 카메라가 여기에 나열됩니다. 개요 목록에는 카메라 이름(Camera
name), 일련 번호(Serial number), 소프트웨어 버전(version), 카메라 유형(Type) 그리고 카메
라가 연결된 비디오 스위처 입력(Input)이 표시됩니다.
– 카메라 일련 번호(Serial number)는 카메라 구성 웹 페이지로의 링크로 사용됩니다. 

참고: PC/랩톱 또는 태블릿 장치가 DCNM-WAP 의 유선 이더넷 연결을 통해 연결된 경우에
만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Bosch Onvif 카메라의 펌웨어가 5.80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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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카메라를 제거하기 위한 휴지통이 카메라 이름(Camera name) 옆에 표시될 수 있습
니다.
참고: 연결이 끊긴 카메라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싱
라이센싱(Licensing) 버튼을 클릭하면 라이센싱(Licensing) 페이지가 열립니다.
라이센싱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매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라이센싱(Licensing) 페이지는 활성화된 라이센스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라이센스 활성화: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려면 활성화 ID 가 있어야 합니다. 이 활성화 ID 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매
한 후에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활성화하려면 USB 메모리 스틱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된 PC 가 필요합
니다.
참고: 라이센스 활성화는 태블릿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1. USB 메모리 스틱을 DCNM-WAP 에 연결된 PC 에 삽입합니다.
2. 라이센스 추가(Add license)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필요한 모든 고객 정보(Customer information)와 활성화 ID(Activation ID)를 입력하고, 추가

버튼 및 활성화 버튼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참고: 활성화 ID(Activation ID)를 여러 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활성화 ID(Activation ID)를 추가했으면 활성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 다른 이름으로 저장(Save as)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요청 파일을 USB 메모리 스틱에 저

장합니다.
4. 인터넷에 연결된 PC/랩톱을 사용하여 웹사이트 https://licensing.boschsecurity.com 에 연결하

고 로그인합니다. 사용자 이름이 없으면 가까운 Bosch 대리점에 문의하여 계정을 얻습니다.
– 라이센스 관리로 이동하고 USB 메모리 스틱에 있는 요청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응답 파일을 USB 메모리 스틱에 저장합니다.

5. DICENTIS 웹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응답 메시지 처리(Process response message) 버
튼을 클릭합니다. 올바른 응답 파일을 선택한 후에 열기(Open)를 클릭합니다.
– 이제 라이센스가 활성화됩니다.
–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라이센스 반환
라이센스 반환 프로세스는 라이센스 웹사이트에서 시작됩니다.
1. https://licensing.boschsecurity.com 에 로그온합니다.
2. 개요로 이동하고 라이센스를 반환받아야 하는 고객을 찾습니다.
3. 위치(Location) 열에서 링크를 클릭하여 시스템 세부 정보(System details) 팝업을 엽니다.
4. 라이센스 반환(Return License) 버튼을 클릭합니다.

–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 파일을 USB 스틱에 저장합니다.
5. 웹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의 라이센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6. 응답 메시지 처리(Process response message) 버튼을 클릭합니다.

– 올바른 파일을 선택한 후 열기(Open)를 클릭합니다.
–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파일을 USB 메모리 스틱에 저장합니다.

7. 라이센스 웹사이트로 돌아가고, 라이센스 관리로 이동하여 USB 메모리 스틱에 있는 요청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이제 라이센스가 반환됩니다.

네트워크 및 일반 설정
네트워크 및 일반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네트워크 및 일반 설정(Network and general settings) 페이
지가 보입니다. 이 설정을 변경하려면 네트워크 설정 변경(Change network settings)버튼을 클릭하
십시오.
– 네트워크 설정: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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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이름(SSID)(Network name (SSID)): Bosch DICENTIS(공장 출하 기본 설정
(Factory default))

– WPA2 키(WPA2 Key)(암호): dcnm-wap(공장 출하 기본 설정)
– 채널: 현재 선택된 WiFi 채널을 표시합니다. 이 채널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정의되며 변

경할 수 없습니다.
– 호스트 이름: DCNM-WAP 의 네트워크 이름을 입력합니다. 기본 이름은 dcnm‑wap 입니다.
– 네트워크 설정 변경(Change network settings) 버튼: 이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 변경 화면

이 열립니다. 필요한 경우, 설정을 변경하고 취소(Cancel) 또는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일반 설정:

– DCNM‑WDE GUI 언어(DCNM‑WDE GUI language): DCNM-WDE 무선 장치 터치 스크린
의 GUI 언어를 선택합니다.

– DCNM‑WDE 에 맞춤 로고 표시(Show custom logo on DCNM‑WDE): 선택한 경우, 무선
장치(DCNM-WDE) 터치 스크린에 맞춤 로고가 표시됩니다.

– 공장 출하 기본 설정(Factory default) 버튼: 이 버튼을 클릭하면 무선 액세스 포인트가 공장
출하 기본 설정 및 기본값으로 재설정됩니다. 중요: 공장 출하 기본 설정을 활성화하기 전에
모든 무선 장치 스위치가 켜져 있는 작동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든 무선 장치가
초기화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공장 출하 기본 설정 이후에는 모든 설정이 기본값으로 돌아가
므로 모든 무선 장치를 섭스크리션해야 합니다.

좌석
좌석(Seats) 버튼을 클릭하면 좌석 설정(Seats settings) 페이지가 열립니다.
여기서 무선 장치를 좌석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 좌석(Seats) 개요:

– 선택(Select): 이 열의 헤더에는 알려진 좌석 수와 연결된 좌석 수가 표시됩니다. 좌석의 연
결이 끊긴 경우에는 좌석 행 왼쪽에 연결 해제 기호가 표시됩니다.

– 좌석 이름(Seat name): 좌석 이름을 변경합니다.
– 우선 순위(Prio): 선택한 경우, 참석자가 무선 장치 우선 순위(의장)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 2 인용(Dual): 선택한 경우, 무선 장치를 2 인용으로 구성됩니다.

참고: 장치에서 우선 순위와 2 인용을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순위를 선택한 경
우에는 2 인용 확인란이 비활성화됩니다.

– ID: 선택한 경우, 식별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참석자가 확장형 무선 장치에서 NFC 태그를 사
용하여 본인을 밝힐 수 있습니다.

– 투표(Voting): 선택한 경우, 투표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참석자가 확장형 무선 장치에서 투표
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일련 번호(Serial nr): 연결된 무선 장치의 일련 번호입니다.
– 카메라(Camera): 좌석에 연결된 카메라 이름입니다. 카메라 제어 라이센스가 설치된 경우에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전 배치(Pre‑position): 좌석에 할당된 카메라 사전 배치 설정 번호입니다. 카메라 제어 라

이센스가 설치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선택 모드(Selection mode): 선택한 경우, 좌석 행 왼쪽의 선택 기호를 클릭하여 무선 장치를 찾

을 수 있습니다. 선택한 무선 장치의 빨간색 마이크 LED 가 켜져서 회의실 내 위치를 표시합니다.
– 섭스크립션 모드(Subscription mode): 선택한 경우, DCNM-WAP 와 연결되지 않은 무선 장치를

무선 장치에 있는 요청 버튼을 눌러 이 DCNM-WAP 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새 좌석이 이 장치에
할당되고 좌석 개요에 추가됩니다. 무선 장치 초기화, 페이지 9 를 참조하십시오.

– 초기화 해제(De‑init) 버튼: 클릭하면 모든 무선 장치의 섭스크립션을 지웁니다. 무선 장치에 섭스
크립션이 없으면 무선 장치의 모든 LED 가 켜집니다.

– 연결되지 않은 좌석 제거(Remove disconnected seats) 버튼: 시스템에 현재 연결되어 있지 않
은 모든 좌석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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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및 시간
날짜 및 시간(Date and time) 버튼을 클릭하면 날짜 및 시간 설정(Date and time settings) 페이지가
열립니다.
날짜 및 시간 설정 변경(Change date and time settings)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을 선택합니다.
– 날짜(Date): 현재 날짜를 선택합니다.
– 시간(Time): 현지 시간을 선택합니다.
– 시간대: 목록에서 현지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참고 사항!

DCNM-WAP 는 날짜 및 시간을 인터넷 시간 서버와 자동으로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DCNM-WAP 는 DHCP 서버에서 제공하는 시간 서버와 동기화하려고 시도합니다. 시간
서버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날짜 및 시간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 서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DCNM-WAP 가 날짜 및 시간을 동기화합니다.

 

업그레이드

참고 사항!

태블릿에서는 업그레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그레이드(Upgrade) 버튼을 클릭하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Upgrade) 페이지가 열립니다.
업그레이드(Upgrade) 페이지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선 액세스 포인트(DCNM-WAP) 및 무선 장치 s(DCNM-WD 와 DCNM-WDE)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유지보수합니다.
– 맞춤 로고를 확장형 무선 장치(DCNM-WDE)에 업로드합니다.
 
1. www.boschsecurity.com 의 제품 관련 정보 페이지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파일을 다운로

드합니다. 각 장치마다 고유의 파일이 있습니다.
– 항상 무선 장치부터 업그레이드합니다.
– DCNM-WAP 를 마지막에 업그레이드합니다.

2. 업그레이드(Upgrade) 페이지에서 파일 상자를 클릭하여 저장된 소프트웨어 파일을 선택합니다.
3. 선택한 파일에 따라 웹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이 올바른 장치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특정 장

치에 펌웨어를 업로드하지 않으려면 해당 장치의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4. 시작(Start)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 업로드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진행률 막대가 표시됩니다.
– 업로드 상태가 상태 열에 표시됩니다(유휴, 프로그래밍 중, 재부팅 중, 완료 또는 재부팅 후

실패). 업그레이드 파일이 손상되었거나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소프트웨어 버전(번호)이 버전(Version) 열에 표시됩니다. 업로드된 소프트웨어 버전 번호

는 업그레이드 프로세스가 성공할 때만 표시됩니다.
– DCNM-WAP 는 업그레이드되는 즉시 재부팅됩니다.

5. 업로드 프로세스를 완료한 후에(완료 상태) 업그레이드(Upgrade) 페이지를 종료합니다.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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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DCNM-WD(E)를 다운그레이드하면 무선 액세스 포인트에서 연결이 끊기고, 다운그레이드가 끝날 때
업그레이드 페이지가 이를 올바르게 표시할 수 없습니다. WD(E)는 WD(E)의 노란색 LED 가 켜질 때
다시 섭스크립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DCNM-WAP 를 다운그레이드해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모든 무선 장치를 초기화 해제하십시오.

 

맞춤 로고 업로드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방법으로 맞춤 로고를 무선 장치(DCNM-WDE)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
다.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 파일 이름이 DCNM-WDE 로 시작해야 합니다.
– 크기가 480 x 272 픽셀인 PNG 파일만 업로드하십시오. 

다른 파일 형식과 크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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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사전 조건:
– 로그온된 사용자가 회의 준비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참석자(Participants) 버튼을 클릭하면 참석자 및 식별 설정 페이지가 열립니다.
참석자에게 좌석을 할당하거나, 참석자가 NFC 태그를 사용하여 본인을 시스템에 알릴 수 있습니다. 시
스템에서 참석자를 식별하면 참석자의 이름이 발언자 목록 및 대기 목록에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다음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식별
– 끄기(회색):

– 참석자 이름이 사용되지 않으며 발언자 목록 및 대기 목록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 참석자가 NFC 태그를 사용하여 본인을 밝힐 수 없습니다.

– 할당 기준(By assignment)(회색):
– 좌석을 참석자에게 할당해야 합니다. 참석자에게 할당되지 않은 좌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참석자가 NFC 태그를 사용하여 본인을 밝힐 수 없습니다.
– 일반적인 이름의 더미 참석자를 좌석에 할당함으로써 참석자를 식별하지 않고도 좌석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할당된 좌석에서(At assigned seat)(회색):

– 좌석을 참석자에게 할당해야 합니다. 참석자에게 할당되지 않은 좌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참석자가 할당된 좌석에서 NFC 태그를 사용하여 본인을 밝혀야 합니다.
– 참석자가 다른 좌석에서 본인을 밝히려고 하면 참석자가 올바르지 않은 좌석에 있음을 알리

는 메시지가 무선 장치에 표시됩니다.
– 할당된 참석자가 좌석에서 식별되기 전까지는 좌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어느 좌석에서나(At any seat)(회색):
– 참석자가 어느 좌석에서나 NFC 태그를 사용하여 본인을 밝힐 수 있습니다.
– 해당 좌석에서 참석자가 식별되기 전까지는 좌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석자 개요
– 휴지통: 선택한 참석자를 제거합니다.
– 이름: 참석자의 수정 가능한 이름입니다.
– NFC‑ID: 참석자 NFC(Near Field Communication) 태그의 번호입니다.
– 좌석: 참석자가 할당된 좌석 이름을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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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켜기/끄기
사전 조건:
– 로그온된 사용자가 시스템 준비(Prepare system)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 켜기/끄기(Switch system on/off) 버튼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전원 켜짐” 또는 “전원 꺼짐” 모
드로 설정합니다.
– 시스템 켜기(Switch system on) 버튼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전원 켜짐” 모드로 설정합니다.
– 무선 장치의 마이크 요청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켭니다.

참고: 무선 장치를 개별적으로 켜야 합니다.
 
– 시스템 끄기(Switch system off) 버튼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전원 꺼짐” 모드로 설정합니다. 모

든 무선 장치의 전원이 꺼집니다.
– 참고: 시스템이 "전원 꺼짐" 모드에 있을 때 마이크 요청 버튼을 눌러 무선 장치를 켜려고 하면 장

치가 일시적으로 켜졌다가 다시 꺼집니다.

배터리 및 신호
사전 조건:
– 로그온된 사용자가 시스템 구성 또는 시스템 준비(Prepare system)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어

야 합니다.
 
배터리 및 신호(Battery & Signal) 버튼을 클릭하면 배터리 및 신호(Battery and Signal) 개요 페이지
가 열립니다.
 
무선 액세스 포인트에 현재 연결된 각 좌석에 대해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참고: 좌석이 연결 해제된 경우에는 좌석 행 왼쪽에 연결 해제 기호가 표시되고 좌석 행의 데이터가 표
시되지 않습니다.
– 좌석: 좌석 이름입니다.
– 배터리(Battery): 무선 장치 배터리 팩의 남은 전원 공급 용량을 시간 단위로 표시합니다.

참고: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무선 장치 전원을 켠 후에는 배터리 시간이 실제 배터리 수명보다 더
길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잠시 후에 안정화됩니다.

– 충전(Charges): 배터리 팩 배터리를 충전한 횟수를 표시합니다.
– 신호(Signal): WiFi 신호 강도를 dBm 으로 표시합니다.
– 테스트(Test): 이 열은 범위 테스트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 버튼을 누르면 범위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시스템 DCNM-WAP 에서 모든 무선 장치가 여러
주파수의 범위 안에 있는지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간섭이 발생하여 DCNM-WAP 가
다른 WiFi 채널로 전환하기로 결정할 경우 무선 장치가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일련 번호(Serial number): 배터리 팩의 일련 번호입니다.
 

5.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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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깅
사전 조건:
– 로그온된 사용자가 구성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로깅(Logging) 버튼을 클릭하면 로깅(Logging) 페이지가 열립니다.
– 보기 지우기(Clear view) 버튼을 누르면 모든 이벤트가 지워집니다.
– 내보내기(Export)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이벤트 로깅 개요 파일(*.txt 형식)을 내보내고 저장합니

다.

참고 사항!

태블릿에서는 로깅 내보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정보
사전 조건:
– 로그온된 사용자가 구성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 정보(System info)는 기술자가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스템 정보(System info) 버튼을 클
릭하면 다음 시스템 정보가 시스템 정보(System info)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 이더넷 MAC 및 IP 주소
– 무선 IP 주소
– 소프트웨어 버전

로그아웃
사전 조건:
– 없음
 
로그아웃(Logout)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아웃되고 로그인(Login)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5.8

5.9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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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액세스 포인트 LED 동작
무선 액세스 포인트(DCNM-WAP)의 전면에 있는 LED 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구성 상태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합니다.

A B C C B A

그림 6.1: DCNM-WAP 상태 표시 LED

 

파란색(A) 빨간색(B) 파란색(C) 설명

깜박임 꺼짐 꺼짐 – DCNM-WD(E)가 아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 섭스크리션 모드가 꺼져 있습니다.

켜짐 꺼짐 꺼짐 – 적어도 하나의 DCNM-WD(E)가 연결되어 있습니
다.

– 섭스크리션 모드가 꺼져 있습니다.

깜박임 깜박임 깜박임 – DCNM-WAP 를 시작하는 중입니다.

켜짐 깜박임 꺼짐 – DCNM-WAP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활성 상태
입니다.

켜짐 깜박임 켜짐 – DCNM-WD(E)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활성 상
태입니다.

깜박임 꺼짐 켜짐 – 섭스크리션 모드가 켜져 있습니다.
– DCNM-WD(E)가 아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켜짐 꺼짐 켜짐 – 섭스크리션 모드가 켜져 있습니다.
– 적어도 하나의 DCNM-WD(E)가 연결되어 있습니

다.

꺼짐 깜박임 꺼짐 – 시스템이 전원 꺼짐 모드에 있습니다.

꺼짐 꺼짐 꺼짐 – DC 전원 공급 장치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표 6.1: 상태 표시 LE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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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고객 서비스
오류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공급업체 또는 시스템 통합업체에 연락하거나 Bosch 대리점을 직접 방문
하십시오.

7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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