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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NM-LSVT 1 좌석 투표용 라이센스
DICENTIS

u 사용이 간편한 표결 절차

u 표결 선택 및 결과를 DICENTIS 멀티미디어 장치 및
DICENTIS 터치스크린이 있는 회의 장치에 자동으로
표시 가능

u 투표 결과를 시놉틱 배치도에 표시 가능

u 기존 좌석이 삭제되면 새 좌석에 표결 라이센스를 다
시 사용

u 직관적인 색상 투표 버튼으로 사용이 용이

옵션 라이센스를 사용하여 DICENTIS 회의 장치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좌석 표결 라이센스를 사용하여 DICENTIS 터치스크린이
있는 회의 장치, 멀티미디어 장치 또는 DICENTIS 확장형
무선 장치의 표결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의 수가 투표 기능이 필요한 장치의 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라이센스는 활성화 코드로 제공되며, DICENTIS 무선 및
DICENTIS 회의 시스템의 다른 활성화 코드와 같은 방식으
로 설정됩니다.

기능

"좌석 표결" 라이센스를 통해 지방 의회 및 국회에 최적화된
보안 투표 기능을 DICENTIS 회의 시스템 내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투표 세션 동안 라이센스가 부여된 각 DICENTIS
멀티미디어 장치, 터치스크린이 있는 회의 장치 또는
DICENTIS 확장형 무선 장치를 사용하여 선택된 답변 세트
에 대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표결 선택 및 결과가
DICENTIS 멀티미디어 장치, 터치스크린이 있는 회의 장치
및 확장형 무선 장치에 자동으로 표시되므로 의사 결정 프
로세스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DICENTIS 무선
DICENTIS 좌석 표결 라이센스를 사용하여 DICENTIS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웹 인터페이스에서 표결 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 인터페이스에 다음을 수행할 수 있
는 옵션이 있습니다.
• 표결 항목에 관한 설명 입력
• 답변 세트 선택: 찬성/반대, 찬성/반대/기권, 찬성/반대/

기권/투표 불참, 예/아니오, 예/아니오/기권, 예/아니오/
투표 불참

• 투표 개시, 중단, 재개 및 종료
• 결과 표시
표결 라이센스가 있는 DICENTIS 확장형 무선 장치를 가지
고 있는 참석자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투표 시 출석 확인
• 아이콘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 투표 버튼을 사용하여

투표
• 투표 결과를 장치 디스플레이 상에서 색상 막대 그래프

형태로 확인

DICENTIS 회의 시스템
'회의 관리' 권한이 있는 DICENTIS 멀티미디어 장치 또는
참석자는 투표 절차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으며 다음 작업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참석자에게 투표 화면 표시
• 투표 개시
• 투표 중단
• 투표 재개
• 투표 종료
표결 라이센스가 부여된 DICENTIS 멀티미디어 장치,
DICENTIS 터치스크린이 있는 회의 장치 또는 DICENTIS
투표 기능이 있는 회의 장치를 가지고 있는 참석자는 장치
의 디스플레이상의 투표 버튼(찬성, 반대 또는 기권)이나 터
치 버튼을 터치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용 편의를 위한 특징:
• 투표 버튼의 색상이 녹색, 빨간색 및 노란색으로 지정
• 색맹인 참석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투표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투표 버튼의 음영을 디자인
• 투표 결과가 막대 그래프로 표시되며 이해를 돕기 위해

녹색, 빨간색 및 노란색으로 색상을 지정
• 중간 결과 및 최종 결과(찬성, 반대 및 기권)가

DICENTIS 멀티미디어 장치 또는 DICENTIS 터치스크린
이 있는 회의 장치의 디스플레이에 표시

• 투표 결과를 시놉틱 배치도에도 표시 가능 시놉틱 배치도
는 투표가 개시될 때 자동으로 투표 결과 표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의장이 마이크 제어와 투표 결과 사이트를 수
동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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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부품

수량 구성 요소

1 라이센스 활성화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

기술 사양

DICENTIS 무선 회의 시스템: • DCNM-LSYS 라이센스

DICENTIS 무선 회의 시스템: • DCNM-WAP

주문 정보

DCNM-LSVT 1 좌석 투표용 라이센스
DICENTIS 멀티미디어 장치, DICENTIS 터치스크린이 있는 회
의 장치 및 DICENTIS 확장형 무선 장치에서 좌석 표결을 수행
할 수 있는 DICENTIS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입니다. DICENTIS
투표 기능이 있는 회의 장치에는 이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
다.
주문 번호 DCNM-LSVT | F.01U.3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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