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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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수칙
DICENTIS 제품군 중 일부는 공공 주전원 네트워크에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전원 공급 장치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모든 조작을 수행해야 합니다.
장비가 켜진 상태에서의 조작은 장비를 끄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승인됩니다. 자격을 갖춘 인력만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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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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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정보
이 매뉴얼에서는 DICENTIS 회의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설치 매뉴얼은 Adobe PDF 형식의 디지털 문서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boschsecurity.co.kr 에서 제품 관련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대상
이 하드웨어 설치 매뉴얼은 DICENTIS 회의 시스템 설치자용입니다.

알림 및 참고 기호
이 매뉴얼에는 네 가지 유형의 기호가 있습니다. 각 유형은 해당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호는 가장 덜 심각한 영향에서 가장 심각한 영향의
순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

추가 정보를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참고’ 내용은 준수하지 않아도 장치 파손이나 개인 상해로 이어지
지 않습니다.

!

주의!

알림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장치 또는 재물이 파손되거나 가벼운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경고!

알림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장치 또는 재물이 심각하게 파손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위험!

알림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해나 사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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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 날짜 문서 버전 사유

2013.08 V1.0 초판

2014.07 V1.1 2 판
새로운 섹션: 1 WEEE, 3.2 시스
템 확장, 5.2.1, 5.2.2
업데이트된 섹션: 2.4, 4.3.2,
5.2, 5.3, 5.4, 7.2 +
DCNM‑MICx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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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날짜 문서 버전 사유

2014.10 V1.2 3 판
업데이트된 섹션: 2.4, 3.2, 4.1,
4.3.1

2015.07 V1.3 4 판
새로운 섹션: 4.4(하위 섹션
4.4.1, 4.4.2, 4.4.3 포함)
업데이트된 섹션: 2.4, 3.1, 3.2,
4.1, 4.3, 4.3.1, 5.3, 5.4, 6.1,
7.4, 8

2015.11 V1.31 5 판
업데이트된 섹션: 2.4, 7.1
용어 업데이트

2016.07 V1.4 6 판
용어 업데이트 
DCN multimedia 를 DICENTIS
로 변경
업데이트된 섹션: 3.1, 3.2, 4.1,
4.3.1, 4.3.2, 4.4.1, 4.4.2,
4.4.3, 5.3, 5.4, 7.1, 7.2, 7.3,
7.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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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치 개요
DICENTIS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설치, 준비, 구성 및 운영하기 전에 DICENTIS 멀티미디어 회의 시스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DICENTIS 시스템은 OMNEO 호환 이더넷 네트워크에서 실행되는 IP 기반 회의 시스템으로 오디오, 비
디오 및 데이터 신호를 분배 및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DICENTIS 회의 시스템은 데이지 체인 구성 또는 스타형 구성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
다.
– 데이지 체인 구성: CAT‑5e 케이블과 2 개의 추가 전원 컨덕터로 구성된 전용 케이블 연결을 사용

합니다(일반적인 시스템 설정, 페이지 8 참조).
– 스타 구성: 각 DICENTIS 장치를 별도의 표준 CAT‑5e 케이블에 연결합니다. 또한 PoE(Power

over Ethernet)를 사용하려면 이더넷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참고 사항!

PoE 를 사용하면 DICENTIS 장치에 데이지 체인 구성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일반적인 시스템 설정, 페이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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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시스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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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일반적인 DICENTIS 시스템 개요

 
일반적인 DICENTIS 회의 시스템 구성:
1. 시스템 서버 컨트롤러(PC):

– 시스템의 중심부입니다. 기능 사용 시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시스템을 구성 및 제어합니다.
2. 클라이언트 PC:

– 회의 관리, 회의 준비 및 시스템 구성에 사용됩니다.
3. 오디오 파워링 스위치(DCNM‑APS):

– 시스템 오디오를 제어하고 시스템에 대해 오디오를 라우팅하며 장치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4. 파워링 스위치(DCNM‑PS):

– 시스템에 연결된 장치 수를 늘릴 때 사용됩니다.
5. 멀티미디어 회의 장치(DCNM‑MMD):

– 참석자는 멀티미디어 장치를 사용해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5.1 은 "시스템 전원 켜기/끄기"에 사용되는 DCNM‑MMD 입니다. 이 DCNM‑MMD 는

DCNM‑APS 또는 DCNM‑PS 의 전원 소켓에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 5.2 는 PoE(Power over Ethernet) 이더넷 스위치를 통해 사용되는 DCNM‑MMD 입니다.

6.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DCNM‑CBxxx):
– DICENTIS 장치, 오디오 파워링 스위치 및 파워링 스위치 간을 연결합니다.

7. 이더넷 스위치:
– 일부 포트에서 PoE 와 함께 사용되는 이더넷 스위치입니다. 이더넷을 통해 시스템 데이터를

라우팅합니다.
8. CAT‑5e 이더넷 케이블(최소 요구 사항).
9. 옵션 HD Conference Dome(VCD‑811-IWT) 및 외부 전원 공급 장치:

– 발언하는 참석자의 이미지를 캡처합니다.

 
이 시스템 개요에는 리던던트 네트워크 옵션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리던던시
옵션, 페이지 20 를 참조하십시오.

 

3.1

8 ko | 시스템 설치 개요 DICENTIS

2016.09 | V1.4 | 하드웨어 설치 매뉴얼 보쉬시큐리티시스템즈 B.V.



시스템 확장
DICENTIS 회의 시스템은 중소규모에서 대규모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소규모, 중간규
모 및 대규모 시스템과 이러한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소형 DICENTIS 회의 시스템(일반적인 시스템 설정, 페이지 8 참조) 구성:
– DICENTIS 장치 최대 100 개
– 서브넷 1 개에 있는 모든 DICENTIS 장치
– 오디오 처리용 DICENTIS 오디오 파워링 스위치 1 개
– DICENTIS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서버 PC 1 개
 
중형 DICENTIS 회의 시스템 구성:
– DICENTIS 노드 최대 450 개.

표 X 에서 DICENTIS 장비의 노드 카운트를 참조하십시오.
– 서브넷 1 개에 있는 모든 DICENTIS 장치
– 오디오 처리용 DICENTIS 오디오 파워링 스위치 1 개
– DICENTIS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서버 PC 1 개
– 시스템 크기를 확장하는 ARNI-Standard 1 개
 
대형 DICENTIS 회의 시스템 구성:
– DICENTIS 장치 최대 750 개
– 라우터/L3 스위치로 연결되는 여러 서브넷

– 각 서브넷마다 DICENTIS 노드가 450 개까지 가능합니다.
다음 표에서 DICENTIS 장비의 노드 카운트를 참조하십시오.

– 첫 번째 서브넷 구성:
- 오디오 처리용 DICENTIS 오디오 파워링 스위치 1 개
- DICENTIS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서버 PC 1 개
- 시스템 크기를 확장하는 ARNI-Enterprise 1 개

– 기타 모든 서브넷에는 시스템 크기를 확장하는 ARNI-Standard 1 개가 있습니다.
참고: 기타 서브넷에는 DICENTIS 오디오 파워링 스위치가 없습니다.

장치 노드 카운트

DICENTIS 서버 0

DICENTIS 회의 애플리케이션 0

DICENTIS 오디오 파워링 스위치 1

DICENTIS 파워링 스위치 1

DICENTIS 멀티미디어 장치 2

DICENTIS 디스커션 장치 1

DICENTIS 디스커션 장치 언어 선택 1

DICENTIS 디스커션 장치 투표 1

DICENTIS 디스커션 장치 확장형 1

ARNI‑E OMNEO 인터페이스 0

ARNI‑S OMNEO 인터페이스 0

표 3.1: DICENTIS 장비의 노드 카운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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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I(Audio Routed Network Interface)는 단일 서브넷에서 DICENTIS 장치의 수를 늘리고 복수의
DICENTIS 시스템 서브넷을 연결할 때 사용됩니다. 두 개 이상의 서브넷이 필요한 경우 두 가지 유형의
ARNI 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 OMN-ARNIS(ARNI‑S OMNEO 인터페이스): DICENTIS 장치가 100 개가 넘는 시스템 크기를 늘

리려면 ARNI‑S 가 필요합니다. ARNI‑S 는 해당 서브넷에서 최대 450 개의 DICENTIS 노드를 지원
합니다. 서브넷에서 DHCP 서버로 작동되기도 합니다.

– OMN-ARNI‑E(ARNI‑E OMNEO 인터페이스): DICENTIS 노드가 450 개가 넘는 시스템 크기를 늘
리려면 ARNI‑E 가 필요합니다. ARNI‑S 는 해당 서브넷에서 최대 450 개의 DICENTIS 노드를 지원
합니다. 서브넷에서 DHCP 서버로 작동되기도 합니다. 각 ARNI‑E 는 ARNI‑S 와 함께 최대 40 개의
서브넷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서브넷 및 서브넷 마스크 정의
서브넷은 눈에 보이는 논리적 IP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동일한 서브넷에서 존재할 수 있는 DICENTIS
장치의 수는 서브넷 마스크에 따라 다릅니다.
표준 C 클래스 서브넷(255.255.255 또는 /24)에는 254 개의 IP 주소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일부
DICENTIS 장치는 IP 주소가 2 개입니다. 따라서 255.255.252.0(또는 /22)을 서브넷 마스크로 사용하
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1018 개의 IP 주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는 DICENTIS 회의 시스
템의 DICENTIS 장치당 IP 주소 개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장치 IP 주소

DICENTIS 서버(옵션인 회의 애플리케이션) 1

DICENTIS 회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클라이언트 PC 1

DICENTIS 오디오 파워링 스위치 1

DICENTIS 파워링 스위치 1

DICENTIS 멀티미디어 장치 2

DICENTIS 디스커션 장치 1

DICENTIS 디스커션 장치 언어 선택 1

DICENTIS 디스커션 장치 투표 1

DICENTIS 디스커션 장치 확장형 2

ARNI‑Enterprise 1

ARNI‑Standard 1

IP 카메라 1

SDI 비디오 스위처 1

표 3.2: DICENTIS 장비의 노드 카운트

 
문자열 내 DICENTIS 장치의 최대 수:
– RSTP 를 케이블 리던던시로 사용할 때는 최대 에이지 타이머를 22 로 설정하여 결함 케이블 또는

파워링 스위치로 인해 시스템에 영향이 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 데이터가 스위치 사이를 이동할 때마다 에이지가 1 씩 증가합니다. 데이지 체인 방식에 의해

DICENTIS 장치들이 루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이머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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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 리던던시가 없을 때는 이 타이머(또는 제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최대 에이지
제한에 도달하기 전에 전력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 다음 경우 타이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 케이블 리던던시를 사용하는 경우
– 시스템 배선이 잘못된 경우

복수 서브넷 DICENTIS 시스템
다음 그림은 총 750 개의 DICENTIS 장치가 포함된 일반적인 복수 서브넷 DICENTIS 시스템을 보여줍
니다.
– 이 시스템은 4 개 이상의 서브넷으로 구분되는데, 2 개의 서브넷에는 최대 200 개의 DICENTIS 장

치와 ARNI‑S 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 또한 첫 번째 서브넷에 1 개의 ARNI‑E 가 설치되어 있고 최대 200 개의 DICENTIS 장치가 연결되

어 있습니다(복수 서브넷 DICENTIS 시스템 내에는 하나의 ARNI‑E 만 허용됨).
– 서브넷 4 개: 복수의 서브넷을 사용하는 경우 좌석에 대한 비디오 캡처 시 필요한 카메라는 모두

동일한 서브넷에 연결되도록 합니다.

192.168.64.x

OMN-ARNI-E

192.168.64.1

VLAN64

192.168.65.254

Ports 1, 2, 3, 4

L3 Switch

VLAN66

192.168.67.254

Ports 5, 6, 7, 8

VLAN74 (internet)

192.168.1.253

Ports 17, 18, 19, 20

VLAN68

192.168.69.254

Ports 9, 10, 11, 12

VLAN70

192.168.71.255

Internal DHPC server

Ports 13, 14, 15, 16

Internet Router

192.168.1.254

DCNM-APS

DCNM server PC

DCNM-PS

DICENTIS devices

Max. 420 nodes

DICENTIS devices

Max. 420 nodes

DICENTIS devices

Max. 420 nodes

DCNM-PS

OMN-ARNI-S

192.168.66.1

OMN-ARNI-S

192.168.68.1

192.168.66.x

192.168.1.x

192.168.68.x

192.168.70.x

1
2

그림 3.2: 복수의 서브넷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DICENTIS 시스템

– 1: 외부 비디오 스위처
– 2: 돔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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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시스템 확장, 페이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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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치 설계 및 계획
시스템 장치를 설치하고 시스템 케이블을 연결하기 전에 시스템 설계 및 계획을 구상해야 합니다.
– 제품 및 시스템 기능을 익힙니다.
– 케이블 (연결) 계획을 구상합니다.

–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 길이를 계산합니다.
– 시스템 전력 소비량을 계산합니다.
–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전력량을 계산합니다.

참고 사항!

DICENTIS 회의 시스템은 리던던트 결선 모드가 활성화 될 때 RSTP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DICENTIS 회의 시스템을 로컬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하는 경우 현지 IT 부서와 상의하여 설치 계획을
구상하십시오.

 

참고 사항!

케이블 길이 및 전력 소비량이 해당 사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양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DICENTIS 회의 시스템 및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기능
DICENTIS 회의 시스템 및 DICENTIS 제품의 성능은 다음에 따라 좌우됩니다.
–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 길이
– 연결된 장치 수
– 시스템 전력 공급량
케이블 길이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DCNM‑CBxx) 길이(2, 5, 10, 25m)는 가용 전력 공급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칩니다.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 길이가 길어질수록 연결된 장치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 공급량은 줄어
듭니다. 따라서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 길이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맞춤형 네트워크 케이블은 최대 이더넷 사양인 100m(IEEE 802.3a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계층 구조를 최대한 단순화하십시오. 즉, 계층 구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7 계층
이하가 좋습니다. 다음 예를 참고하십시오. 1: 1 계층 = 루트 스위치, 2: 2 계층 = 스위치, 3: 3 계층 =

스위치

1

2 2 2 2

3 3 3 3

그림 4.1: 예: 스위치 계층

 

전력 공급량
전체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 길이 및 연결된 장치에 필요한 전력량이 정해집니다. DICENTIS 회의 시
스템의 전원은 다음에 의해 공급됩니다.

4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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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 파워링 스위치 및 파워링 스위치 또는
– PoE 이더넷 스위치(기성 제품)
 

계산 도구
계산 도구를 사용하여 전체 시스템의 전력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ICENTIS 회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계획하기가 더욱 간편합니다. 계산 도구에서는 장치의 전력 소비량과 시스템 네트워크 길이
를 사용하여 요구되는 시스템 전력량을 계산합니다.
계산 도구는 오디오 파워링 스위치에 함께 제공되는 DVD 에 있으며, DICENTIS 소프트웨어 DCNM.iso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DCNM.iso 파일은 Bosch 웹사이트 https://licensing.boschsecurity.com/
software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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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요구 사항
스위치
스위치에 다음의 최소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 1Gbit 이상(하드웨어 스위칭 기능 포함)
– 4 개 이상의 출력 대기열과 엄격한 우선 순위 패킷 일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품질
– (옵션) IGMPv3 또는 IGMPv2 스누핑. 대역폭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IGMP 스누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10 개를 초과하는 멀티캐스트 채널을 가진 시스
템에는 유용합니다. 스위치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결된 장치의 수에 따라 대량의 IGMP 쿼리 응
답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이 필요합니다. IGMP 에 대한 하드웨어 지원을 강력히 권장합니
다.

– (옵션) 리던던트 네트워크를 사용할 경우 (급속) 스패닝 트리 지원
– (옵션) 스위치를 감시하기 위한 SNMPv3 지원
 

라우터
라우터에 적용되는 최소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Gbit 이상의 이더넷 포트
– PIM‑DM 또는 양방향 PIM 지원
– 라우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드웨어에서 IP 라우팅 수행(예: '계층 3 스위치')
– 패킷 전달 속도: 포트당 > 1,000,000 패킷/초(예: 8 개 포트 라우터에 대해 8Mpps)
– 스위칭 포트당 비차단 뒷면 패널 즉, 포트당 2Gbit(예: 8 개 포트 라우터에 대해 16Gbps)
– 직접 연결된 서브넷당 최소 주소 1,000 개의 MAC 주소 테이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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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공급량 계산 계획
시작 방법

참고 사항!

전력 계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도구는 오디오 파워링 스위치에 함께 제공되는 DVD

에 수록되어 있으며, DICENTIS 소프트웨어 DCNM.iso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파일은 Bosch 웹사이
트 https://licensing.boschsecurity.com/software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DICENTIS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 오디오 파워링 스위치 및 하나 이상의 파워링 스위치 사용
– 하나 이상의 PoE 이더넷 스위치 사용
PoE 이더넷 스위치를 사용하려면 PoE 스위치를 사용한 계산, 페이지 18 장으로 이동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DCNM-APS(2) 또는 DCNM-PS(2)를 사용한 계산, 페이지 16
– 설치 재료 및 도구, 페이지 25

DCNM-APS(2) 또는 DCNM-PS(2)를 사용한 계산

참고 사항!

맞춤형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보다 정확한 전력 공급량 계산 계획이 필요한 경우 전력 계산 도구를 사용
해야 합니다.

 
전체 전력 공급량을 계산하려면
1. 모든 DICENTIS 장치의 수를 계산합니다.
2. 장치가 설치된 위치를 확실하게 파악합니다.
3. 동일한 길이의 각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을 계수합니다.

장치 유형 전력 소비량(와트)

DCNM-D 3.1

DCNM-DSL 3.6

DCNM-DVT 3.7

DCNM-DE 5.00

DCNM-MMD 11.30

DCNM-MMD2 12.00

DCNM‑CB02 1.19

DCNM‑CB05 2.43

DCNM‑CB10 4.50

DCNM‑CB25 10.71

표 4.1: 전력 소비량(와트)

4.3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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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번호 케이블 길이

 m ft

DCNM-CB02 2 6.56

DCNM-CB05 5 16.40

DCNM-CB10 10 32.81

DCNM-CB25 25 82.02

표 4.2: 케이블 유형 및 길이

후면

10 12 13 15 17 19

11 14 16 18 20

1 2 3 4 5 6 7 8 9

그림 4.2: 오디오 파워링 스위치

10 12 13 15 17

14 16 18

19

20

9

그림 4.3: 파워링 스위치

 

항목 설명

1, 5 XLR 라인 출력 1 및 2

2, 6 RCA 라인 출력 1 및 2

3, 7 XLR 라인 입력 1 및 2

4, 8 RCA 라인 입력 1 및 2

9 주전원 입력부, 주전원 스위치 및 퓨즈 홀더

10 재설정 버튼

11 접지 스위치(접지 또는 부동)

12 소켓 1(전원 없음)

13 소켓 2(저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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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15, 17, 19 소켓 3, 4, 5(고전력)

14, 16, 18, 20 과부하 LED: 소켓 2‑5:
녹색: 전원 양호
빨간색: 과부하. 케이블을 분리하고 시스템 과부하가 초기화될 때까지 몇 초 기다리
십시오.

네트워크 및 전원 커넥터 최대 전원 출력(W) 최대 장치 수

소켓 1(12) 전력량 없음 ---

소켓 2(13) 15 1

소켓 3(15) 144 40

소켓 4(17) 144 40

소켓 5(19) 144 40

표 4.3: 전력 공급량 DCNM‑APS(2) / DCNM‑PS(2)

 

계산 예
다음 예에는 오디오 파워링 스위치 또는 파워링 스위치 각 소켓의 최대 부하가 나와 있습니다.

– 소켓 2: 50m 케이블 + DCNM-MMD2 = 12W1

– 소켓 3: 10m 케이블 + DCNM-MMD2 + 9x(2m 케이블 + DCNM-MMD2)

= (4.5 + 12) + 9x(1.19 + 12) = 135.21W2.
– 소켓 4: 10m 케이블 + DCNM-D + 19x(2m 케이블 + DCNM-D)

= (4.5 + 3.1) + 19x(1.19 + 3.1) = 89.11W2.
– 소켓 5: 10m 케이블 + DCNM-DE + 19x(2m 케이블 + DCNM-DE)

= (4.5 + 5) + 19x(1.19 + 5) = 127.11W2.
1 

소켓 2 의 경우 장치 1 개만 이 출력에 연결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전력 소비량을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최단 리던던트 케이블은 계산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PoE 스위치를 사용한 계산
DICENTIS 장치에 전력을 공급할 PoE 이더넷 스위치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각 DICENTIS 장치를 이
더넷 스위치에서 PoE 가 지원되는 개별 출력에 연결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일부 PoE 이더넷 스위치에서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포트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사
용해 모든 포트에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지만 이더넷 스위치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전체 전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하는 PoE 이더넷 스위치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사항!

PoE 사용 시 DICENTIS 장치를 데이지 체인으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PoE 사용 시 리던던트 케이블 연
결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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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그림 4.4: DICENTIS 장치(DCNM-MMD / DCNM-MMD2) 하단면

 

2

1

그림 4.5: DICENTIS 장치(DCNM-D / DCNM-DVT / DCNM-DSL / DCNM-DE) 하단면

 

항목 설명

1 네트워크 커넥터

2 네트워크/PoE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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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던던시 옵션
DICENTIS 회의 시스템은 네트워크 리던던시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경우에도 시스
템이 계속 작동됩니다.
– 네트워크 케이블에 결함이 있거나 우발적으로 분리된 경우
– 구성요소 하나에 이상이 있는 경우
 
다음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리던던시를 시스템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DCNM-APS / DCNM-PS 또는 DCNM-APS2 / DCNM-PS2)에서 사용되는 장치 유형
–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리던던트 구성요소의 수
– 리던던트 네트워크 케이블 수
 
다음 섹션에서는 DICENTIS 회의 시스템을 설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리던던시 옵션에 대해 설명합니
다. DICENTIS 회의 시스템에서 각 옵션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단, 리던던트 케이블 연결 제한을 준수
해야 합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DCNM‑APS/DCNM‑PS 장치의 리던던트 케이블 연결, 페이지 21.
– DCNM-APS2/DCNM-PS2 장치의 리던던트 케이블 연결, 페이지 22.
– 리던던트 서버 PC, 페이지 24.
 

참고 사항!

이러한 리던던시 옵션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DICENTIS 회의 시스템에서 RSTP(래피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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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NM‑APS/DCNM‑PS 장치의 리던던트 케이블 연결
이 섹션에서는 DCNM-APS 또는 DCNM-PS 장치용 리던던트 케이블 연결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
다. 루프에 속하는 이더넷 장치(루트 스위치 포함)의 최대 수는 22 개입니다. 이더넷 스위치가 없는 시
스템에서는 APS 가 루트 스위치입니다.
루프에 허용되는 장치의 총 개수는 다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 루프에서 연결되어 있는 장치의 유형(예를 들어, DCNM-MMD2 장치는 DCNM-DE 장치보다 전력

을 더 많이 소모함)
– 루프의 길이(케이블도 전력을 소모함)
다음 그림은 루프 내 장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빨간색 선은 가장 큰 루프입니다. # 기호
는 장치의 계수 방식을 보여줍니다.
아래 예에서는 디스커션 장치를 21 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2

3 3

#1

#2 #22

그림 4.6: 동일한 DCNM-APS / DCNM-PS 유형의 장치에 리던던트 케이블로 연결된 DICENTIS 장치

1: DCNM-APS 또는 DCNM-PS.
2: DICENTIS 장치
3: DICENTIS 케이블 연결(리던던트 루프)

가능한 케이블 연결(DCNM‑APS/DCNM‑PS) 제한/요구 사항

데이지 체인 구성의 DICENTIS 장치를 DCNM-PS
또는 DCNM-APS 의 고출력 소켓에서 동일한
DCNM-PS 또는 DCNM-APS 의 또 다른 고출력
소켓으로 연결합니다.

리던던시는 케이블 전용입니다. DCNM-PS 또는
DCNM-APS 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 장치에 연결
된 모든 DICENTIS 장치에도 이상이 발생합니다.
 
단일 DICENTIS 장치에 이상이 있는 경우 데이지
체인에 있는 나머지 DICENTIS 장치는 계속 작동
합니다.
 
리던던시를 활성화하려면 RSTP(래피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고출력 소켓(3, 4, 5) 중 하나를 사용하여 데이지
체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리던던트 루프를 동일한 DCNM-APS 또는 동일한
DCNM-PS 에 연결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전력 공급량 계산 계획, 페이지 16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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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NM-APS2/DCNM-PS2 장치의 리던던트 케이블 연결
이 섹션에서는 DCNM-APS2 / DCNM-PS2 유형 장치용 리던던트 케이블 연결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
합니다. 최대 루프에 속하는 이더넷 장치(루트 스위치 포함)의 수는 최대 22 개입니다. 이더넷 스위치가
없는 시스템에서는 APS 가 루트 스위치입니다.
루프에 허용되는 장치의 총 개수는 다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 루프에서 연결되어 있는 장치의 유형(예를 들어, DCNM-MMD2 장치는 DCNM-DE 장치보다 전력

을 더 많이 소모함)
– 루프의 길이(케이블도 전력을 소모함)
다음 그림은 루프 내 장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빨간색 선은 가장 큰 루프입니다. # 기호
는 장치의 계수 방식을 보여줍니다.
아래 예에서는 디스커션 장치를 19 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2 #22

#3 #21

1

3 4

5 5

5 5

5 5

4 4

2

그림 4.7: DCNM-PS2 / DCNM-APS2 유형 장치 사이에서 리던던트 케이블로 연결된 DICENTIS 디스커션 장치

 
1: DICENTIS 시스템/클라이언트 PC
2: 네트워크 스위치(옵션인 리던던트 전원 공급장치 포함)
3: DCNM-APS2
4: DCNM-PS2
5: DICENTIS 케이블 연결(리던던트 루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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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케이블 연결(DCNM-APS2/DCNM-PS2) 제한/요구 사항

데이지 체인 구성의 DICENTIS 장치를 DCNM-
PS2 / DCNM-APS2 의 고출력 소켓에서 또 다른
DCNM-PS2 의 고출력 소켓으로 연결하여 리던던
트 루프를 생성합니다.
 
두 DCNM-PS2 장치 사이의 리던던트 루프는 전
원 및 신호용입니다. DCNM-PS2 장치 하나에 이
상이 있는 경우 다른 DCNM-PS2 장치에서 데이
지 체인에 있는 DICENTIS 장치로 전원과 신호를
공급합니다.

리던던시는 케이블 전용입니다. DCNM-PS 또는
DCNM-APS 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 장치에 연결
된 모든 DICENTIS 장치에도 이상이 발생합니다.
 
리던던시를 활성화하려면
– DICENTIS 회의 시스템에서 RSTP(래피드 스

패닝 트리 프로토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리던던트 전원 공급장치가 있는 네트워크 스

위치는 앞에 나온 그림처럼 DCNM-PS2 /
DCNM-APS2 장치에 연결해야 합니다.

DCNM-PS2 장치 중 하나에서 고출력 소켓(3, 4,
5) 중 하나를 사용하여 데이지 체인/리던던트 루
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장치의 고출력 소켓 3 을 다른 장치
의 고출력 소켓 4 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리던던트 루프를 다른 DCNM-PS2 유형의
장치에 연결해야 합니다. DCNM-PS / DCNM-
APS 유형의 장치를 사용하여 전원 리던던트 루프
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데이지 체인 구성의 DICENTIS 장치를 동일한
DCNM-PS2 또는 DCNM-APS2 에 연결하여 신호
전용 리던던트 루프를 생성할 수 있지만, 권장되
는 방법은 아닙니다.
DCNM-PS2 유닛은 2 개의 DCNM-PS2 유닛 사이
에서 최대 3 개의 리던던트 루프 연결을 허용하여
총소유 비용을 절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리던던트 루프는 DCNM-PS / DCNM-APS 유형
장치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DCNM‑APS/
DCNM‑PS 장치의 리던던트 케이블 연결, 페이지
21 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사항!

이러한 리던던시 옵션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DICENTIS 회의 시스템에서 RSTP(래피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전력 공급량 계산 계획, 페이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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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던던트 서버 PC
리던던트 DICENTIS 서버 PC 와 관련 구성요소 및 케이블을 DICENTIS 회의 시스템에 연결하여 시스
템 가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대 루프에 속하는 이더넷 장치(루트 스위치 포함)의 수는 최대 22 개
입니다.
루프에 허용되는 장치의 총 개수는 다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 루프에서 연결되어 있는 장치의 유형(예를 들어, DCNM-MMD2 장치는 DCNM-DE 장치보다 전력

을 더 많이 소모함)
– 루프의 길이(케이블도 전력을 소모함)
다음 그림은 루프 내 장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빨간색 선은 가장 큰 루프입니다. # 기호
는 장치의 계수 방식을 보여줍니다.
아래 예에서는 장치를 17 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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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리던던트 구성요소 및 케이블이 있는 리던던트 DICENTIS 서버 PC

1: DICENTIS 시스템/클라이언트 PC
2: 네트워크 스위치(옵션인 리던던트 전원 공급장치 포함)
3: DCNM-APS2
4: DCNM-PS2
5: DICENTIS 케이블 연결(리던던트 루프)
 
이 옵션이 작동하려면 DICENTIS 회의 시스템을 Stratus Technologies 의 EverRun Enterprise 소프
트웨어와 함께 실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tratus Technologies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DICENTIS 회의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격 SQL 서버

 

4.4.3

24 ko | 시스템 설치 설계 및 계획 DICENTIS

2016.09 | V1.4 | 하드웨어 설치 매뉴얼 보쉬시큐리티시스템즈 B.V.



설치 재료 및 도구
이 섹션에서는 케이블, 커넥터, 도구 등과 같은 설치 재료를 설명합니다.

권장사항
– 항상 설치 제품, 재료, 도구에 명시된 제조업체를 이용하십시오.
– 일반적으로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 오디오 케이블 및 주전원 공급 케이블에 대해 다른 케이블 덕

트를 사용합니다.
– 사람들이 커넥터와 케이블에 접촉하거나 그 위를 이동할 수 있는 공공 구역에서는 금속 보호 커버

를 사용합니다.

!
경고!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DCNM‑CBxxx)의 곡률 제한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의 최소 곡률 반경은 50mm 입니다.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
양쪽 끝이 커넥터로 종단 처리된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은 다양한 길이로 제공되며 DICENTIS 장치
간 연결에 사용됩니다. 케이블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CAT‑5e 꼬임쌍선 네 가닥과 전력 공급을 위한 구
리선 두 가닥으로 구성됩니다.

주문 번호 케이블 길이

 m ft

DCNM-CB02 2 6.56

DCNM-CB05 5 16.40

DCNM-CB10 10 32.81

DCNM-CB25 25 82.02

표 5.1: 케이블 유형 및 길이

 

그림 5.1: DCNM-CBxx 케이블 및 커넥터 모양
 

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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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케이블 커넥터
커넥터는 자체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 제작 또는 커넥터 교체 시에 사용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케이블 커넥터 유형은 DCNM-CBCON-I 설치 케이블 커넥터, 페이지 27 와 DCNM-CBCON-N 네트워
크 케이블 커넥터, 페이지 27 입니다.

!

주의!

두 커넥터 유형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각 시스템 케이블 유형에 적합한 커
넥터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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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DCNM-CBCON 전면 및 분해도

항목 설명

1 변형 완화 부트

2 페룰

3 플러그 커넥터 실드

4 전원 접점 단자(2 개)

5 로드 바

6 전원 접점 단자 구멍(2 곳)

7 하우징

8 잠금 래치

9 신호 접점 단자 구멍(8 곳)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 페이지 25
– DCNM-CB250 시스템 설치 케이블, 페이지 29
– DCNM-CBTK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 도구 키트, 페이지 28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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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NM-CBCON-I 설치 케이블 커넥터
DICENTIS 50 설치 케이블 커넥터 DCNM‑CBCON‑I 는 DCNM-CBTK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 도구 키
트, 페이지 28 를 사용하여 DCNM-CB250 시스템 설치 케이블, 페이지 29 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DCNM-CBCON-N 네트워크 케이블 커넥터
DICENTIS 50 네트워크 케이블 커넥터 DCNM‑CBCON‑N 은 DCNM-CBTK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 도
구 키트, 페이지 28 를 사용하여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 페이지 25 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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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NM-CBTK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 도구 키트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 도구 키트는 시스템 케이블 커넥터, 페이지 26 를 DCNM-CB250 시스템 설치
케이블, 페이지 29 또는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 페이지 25 에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21

항목 설명

1 전원 배선 도구

2 신호 배선 도구

표 5.2: 도구 키트 내용물

참고 사항!

DVD 에서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 맞춤 길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https://

licensing.boschsecurity.com/software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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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NM-CB250 시스템 설치 케이블
커넥터가 없는 시스템 설치 케이블은 250m 길이로 제공되며 자체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 제작에 사
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섹션 시스템 케이블 커넥터, 페이지 26, DCNM-CBCON-I 설치 케이블 커넥터,
페이지 27 및 DCNM-CBTK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 도구 키트, 페이지 28 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사항!

최대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 길이는 100m(328ft)입니다.

 

참고 사항!

DVD 에서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 맞춤 길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https://

licensing.boschsecurity.com/software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시스템 케이블 커넥터, 페이지 26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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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장비의 기계식 설치

오디오 파워링 스위치 및 파워링 스위치
오디오 파워링 스위치는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 시스템 오디오 신호 제어
– 장치 간 오디오 신호 라우팅
– 장치에 전력 공급
– PC 및 DICENTIS 장치(DCNM-D / DCNM-DVT / DCNM-DSL / DCNM-DE / DCNM-MMD /

DCNM-MMD2)를 연결하는 이더넷 스위치 역할
파워링 스위치는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 장치에 전력 공급
제품 내용물
오디오 파워링 스위치 및 파워링 스위치는 다음 부품과 함께 발송됩니다.
– 주전원 코드 1 개
– 안전 지침 1 부.
– 19 인치 장착 브래킷 세트 1 개
– 바닥용 피트 4 개
– 매뉴얼 및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DVD 1 개(오디오 파워링 스위치에만 제공)

 

전면

1 2 2 13

그림 6.1: 오디오 파워링 스위치 / 파워링 스위치

항목 설명

1 19 인치 장착 브래킷

2 환기구

3 LED 표시등:
꺼짐: 전원 꺼짐
녹색: 전원 켜짐
황색: 대기 중
깜박임: 서버 PC 의 서비스가 실행되지 않음
녹색과 황색이 번갈아 깜박임: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필요

후면

10 12 13 15 17 19

11 14 16 18 20

1 2 3 4 5 6 7 8 9

그림 6.2: 오디오 파워링 스위치

6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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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 13 15 17

14 16 18

19

20

9

그림 6.3: 파워링 스위치

 

항목 설명

1, 5 XLR 라인 출력 1 및 2

2, 6 RCA 라인 출력 1 및 2

3, 7 XLR 라인 입력 1 및 2

4, 8 RCA 라인 입력 1 및 2

9 주전원 입력부, 주전원 스위치 및 퓨즈 홀더

10 재설정 버튼

11 접지 스위치(접지 또는 부동)

12 소켓 1(전원 없음)

13 소켓 2(저전력)

15, 17, 19 소켓 3, 4, 5(고전력)

14, 16, 18, 20 과부하 LED: 소켓 2‑5:
녹색: 전원 양호
빨간색: 과부하. 케이블을 분리하고 시스템 과부하가 초기화될 때까지 몇 초 기다리
십시오.

설치 방법
1. 오디오 파워링 스위치 또는 파워링 스위치는 19 인치 장치 랙 시스템 또는 평평한 표면에 설치합

니다. 오디오 파워링 스위치 및 파워링 스위치에는 19 인치 장착 브래킷 2 개와 바닥용 피트 4 개
가 제공됩니다. 다음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2. 필요한 케이블을 모두 연결합니다.
3. 주전원 공급 장치를 연결합니다.

1

2

3

그림 6.4: 19인치 랙, 평평한 표면 및 피트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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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1 19 인치 랙 장착(브래킷)

2 평평한 표면 장착(브래킷)

3 피트 장착

 

참고 사항!

이 장치를 19 인치 랙 시스템에 설치하면 19 인치 장착 브래킷 전방으로 30mm 가 나옵니다.

 

!

주의!

전면과 좌우 후면의 공기 배출구를 막지 마십시오.

 

 

 

32 ko | 중앙 장비의 기계식 설치 DICENTIS

2016.09 | V1.4 | 하드웨어 설치 매뉴얼 보쉬시큐리티시스템즈 B.V.



컨트리뷰션 장치의 기계식 설치

DICENTIS 장치
DICENTIS 장치(DCNM-D, DCNM-DVT, DCNM-DSL, DCNM-DE, DCNM-MMD, DCNM-MMD2)의 용
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임이나 회의 참석
– 모임이나 회의 모니터링 및 관리(의장용은 구성에 따라 다름)

DCNM-MMD / DCNM-MMD2

1

4

5

78 6

9

10

32

그림 7.1: 전면, 상단면, 후면, 측면

항목 설명

1 7 인치 정전식 터치스크린

2 LED 스트립

3 투웨이 라우드스피커

4 마이크 통합형 헤드폰/헤드셋용 3.5mm 스테레오 잭

5 헤드폰 볼륨 조절기

6 마이크 요청 버튼

7 의장용 우선 순위 버튼 또는 마이크 음소거 버튼

8 NFC(근거리 무선 통신) 리더(DCNM-MMD2 만 해당)

9 케이블 가이드

10 마이크 입력 커넥터

DCNM-D / DCNM-DVT / DCNM-DSL / DCNM-DE
 

항목 설명

1 투웨이 라우드스피커

2 NFC(근거리 무선 통신) 리더

3 의장 우선 발언, 마이크 음소거 버튼 또는 두 번째 참석자용 마이크 요청 버튼

4 마이크 요청 버튼

5 투표 버튼

7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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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6 언어 선택 버튼

7 언어 디스플레이

8 4.3 인치 정전식 터치스크린

9 마이크 통합형 헤드폰/헤드셋용 3.5mm 스테레오 잭

10 헤드폰 볼륨 조절기

11 마이크 입력 커넥터

12 케이블 가이드

 

DICENTIS 장치 연결
DICENTIS 회의 시스템은 데이지 체인 구성 또는 스타형 구성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
다.
– 데이지 체인 구성: CAT‑5e 케이블과 2 개의 추가 전원 컨덕터로 구성된 전용 케이블 연결을 사용

합니다(일반적인 시스템 설정, 페이지 8 참조).
– 스타 구성: 각 DICENTIS 장치를 별도의 표준 CAT‑5e 케이블에 연결합니다. 또한 PoE(Power

over Ethernet)를 사용하려면 이더넷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참고 사항!

PoE 를 사용하면 DICENTIS 장치에 데이지 체인 구성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스타형 구성에서는 깔끔하고 정돈된 시스템 설치를 위해 장치 밑에 커넥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TV 방송
시 특히 유용합니다.
DICENTIS 장치에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하려면(다음 그림 참조)
1.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커넥터(2)를 삽입합니다.
2. 케이블 가이드를 따라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합니다(3).

 

DICENTIS 장치 설치
DICENTIS 장치는 그대로 세워두거나 장착용 스크루를 사용하여 보다 영구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
다.
1. 밑면의 스크루 인서트의 중심 간 거리는(1) 100mm 입니다.
2. 오목한 바닥 밑면에 장치를 장착할 때 M4 스크루와 최대 5mm 길이의 장치 스크루 인서트를 사용

합니다(1).

3 4

1 1

2

그림 7.2: DICENTIS 회의 장치(DCNM-MMD / DCNM-MMD2) 하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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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1 고정식 설치용 스크루 인서트

2 시스템 전원 케이블용 RJ45 연결 입출력 2 개

3 케이블 가이드

4 예비용 USB 커넥터(DCNM-MMD / DCNM-MMD2 만 해당)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 페이지 25
– DCNM-CB250 시스템 설치 케이블, 페이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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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ENTIS 마이크
DCNM-HDMIC 고지향성 마이크 및 DCNM-MICL/S 연결대가 있는 마이크는 모두 일반적으로
DICENTIS 장치 및 DICENTIS 무선 장치와 함께 사용됩니다.

3

6 4

7

1

2

5

8

2

6
4

7

1

2

5

8

그림 7.3: DCNM-HDMIC 및 DCNM-MICx의 전면 및 하단면

번호 설명

1 LED 표시등.

2 마이크 그릴(DCNM-MICx 또는 좌우 DCNM-HDMIC).

3 마이크 그릴(전후 DCNM-HDMIC).

3 조절식 마이크대(DCNM-MICx).

4 연결 가이드.

5 슬라이더 가이드.

6 커넥터 플러그.

7 잠금 해제용 잠금 슬라이더(눌러서 밀면 해제됨).

8 잠금.

9 장치 암 커넥터.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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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연결/분리 방법
마이크를 장치에 손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9

6 4

857

그림 7.4: DCNM-HDMIC 또는 DCNM-MICx를 DCNM-MMD에 연결

 
손쉽게 연결하려면
1. 연결 가이드(4)를 장치 마이크 커넥터(9)에 맞춥니다.
2. 연결 잠금(5)이 제대로 고정될 때까지 커넥터 플러그(6)를 장치 마이크 커넥터(9)로 살짝 밀어 넣

습니다.
3. 장치에서 마이크를 제거하려면 잠금 슬라이더(7)를 장치 방향으로 옮기고 잠금 해제(8) 위치에서

고정한 상태에서 마이크를 잡아 당깁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DICENTIS 장치, 페이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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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NM-MMDSP 반사 차단 호일
DICENTIS 반사 차단 호일을 사용하여 DICENTIS 멀티미디어 장치의 강화 유리 화면을 보호할 수 있습
니다.
 

설치 절차
1. 설치하기 전에 포함된 알코올 면봉과 극세사 천을 사용하여 장치 LCD 화면을 닦습니다.
2. 반사 차단 호일의 뒷면에서 이형지 필름을 떼어 냅니다.
3. 장치 LCD 화면에 반사 차단 호일의 위치를 정하고 장치의 옆에 포지셔닝 접착제를 고정시킵니다.
4. 반사 차단 호일을 열고 "청소 스틱"을 사용하여 LCD 화면에서 표면 먼지를 털어냅니다.
5. 반사 차단 호일의 다른 쪽에서 보호 필름을 떼어 냅니다.
6. LCD 화면 위에 반사 차단 호일을 놓고 살짝 누릅니다. 반사 차단 호일 아래에 공기 방울이 있으면

밀대 또는 롤러를 사용해 공기 방울을 제거합니다.

DCNM-NCH 이름표 홀더
이름표 홀더(1)를 사용하여 DICENTIS 멀티미디어 장치 뒷면에 참석자 이름을 영구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름표 홀더에는 자석(2) 2 개가 있어 장치 뒷면에 쉽게 붙였다 뗄 수 있습니다.

1 2

2

그림 7.5: DCNM‑NCH 조립

항목 설명

1 이름표 홀더

2 자석

 

참고 사항!

DVD 에 종이 인서트 템플릿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https://licensing.boschsecurity.com/software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7.3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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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테스트
설치 테스트의 목적은 초기 단계에 연결 불일치를 방지하고 잠재적인 제품 결함을 찾는 데 있습니다. 이
단계를 간과하면 시스템이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각 DICENTIS 장치에는 고장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진단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DICENTIS
장치 전원을 켜는 즉시 진단이 시작됩니다. DICENTIS 회의 시스템은 시스템 컨트롤러 PC 와 함께 구성
하거나 이 PC 에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 조건
1. 모든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이 장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2. 오디오 파워링 스위치 및 파워링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시작
시스템에 사용되는 오디오 파워링 스위치와 파워링 스위치의 전원을 켭니다. 연결된 각 장치의 전원이
켜지고 초기화됩니다.

  

 

1. DICENTIS 멀티미디어 장치와 DICENTIS 확장형 회의 장치가 초기화되면 진단 화면이 표시됩니
다.

2. "Link down(연결 끊김)" 텍스트가 표시되면
– 네트워크 케이블이 연결되지 않았거나 케이블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 장치는 하나의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로만 연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Link down(연결 끊

김)" 텍스트가 연결되지 않은 장치의 옆에 표시됩니다.)
3.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이 네트워크에 제대로 연결된 경우 네트워크 속도가 표시됩니다.
4. DICENTIS 멀티미디어 장치와 DICENTIS 확장 회의를 오디오 파워링 스위치에 연결하면 파워링

스위치 또는 다른 멀티미디어 장치 및 100Mb 가 표시됩니다.
–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 커넥터 내 일부 배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손상된 것입니

다. 배선 및 커넥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케이블이 100Mb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다면 올바른 것입니다.

5. 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멀티미디어 장치의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모두 제대로 연결되어 있고 장치에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Please

download software(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십시오.)"라는 텍스트가 표시됩니다.
7. 이제 장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본 매뉴얼에서는 장치 다운로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장치 다운로드 방법은 DICENTIS 설정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8

DICENTIS 설치 테스트 | ko 39

보쉬시큐리티시스템즈 B.V. 하드웨어 설치 매뉴얼 2016.09 | V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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