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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ID 카드(PIN 코드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또는 출석 버튼
을 사용하여 참석자 등록

u

ID 카드(PIN 코드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또는 PIN 코드만
사용하여 출입 통제

u

운영자에게 모든 데이터 즉시 전달

u

인쇄 기능을 통한 데이터 재구성

참석자 등록 및 출입 통제 소프트웨어 모듈은 회의 참석자를
등록하고 회의실의 회의 시설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데 사
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회의 장치에서 ID 카드(PIN 코드 사용 또는 사
용 안 함)만 사용하거나 PIN 코드만 사용하여 출입을 통제
할 수 있습니다.

기능

포함된 부품

참석자 등록 및 출입 통제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참석자 등록:
참가자가 회의에 참석하는 데 필요한 입장 요구사항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참가자는 회의장 입구 또는 회
의 장치에 비치된 카드 판독기에 ID 카드를 삽입해야 합니
다. 회의 장치에서 '출석' 버튼을 눌러 등록할 수도 있습니
다.
모든 '출석' 및 '결석' 참가자의 목록을 화면에 표시하고 하드
카피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출입 통제:
참석자 등록을 위해 지정한 설정을 출입 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참가자가 회의에 입장할 수 있더라도 출입 요
구사항에 맞지 않으면 마이크 및 투표 장치 등의 회의 장치
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좌석 배치가 자유로운 경우 PIN
코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ID 카드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고정 좌석이 지정된 경우 참석자가 입구에서
ID 카드 판독기를 사용하여 출석을 등록하면 특정 회의 장치
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수량
1

구성품
라이선스 활성화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

기술 사양
DCN NG: DCN-SW-E

이 라이선스를 사용하기 전에
DCN-SW-E 가 필요합니다.

주문 정보
DCN-SWAT-E 참석 및 출입 라이센스

DCN Next Generation 회의 소프트웨어 참석자 등록 및 회
의실 출입 통제. DCN-SW-E 및 DCN-SWDB-E 소프트웨어
모듈과 함께 사용합니다.
주문 번호 DCN-SW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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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옵션
DCN-SW-E 메인 모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DCN Next Generation 회의 소프트웨어 메인 모듈, 다른 모
든 회의 소프트웨어 모듈이 실행되는 플랫폼, 전자 인증 코
드
주문 번호 DCN-S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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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N-SWDB-E 델리게이트 데이터베이스 라이센스

DCN Next Generation 회의 소프트웨어 델리게이트 데이
터베이스. DCN-SW-E 와 함께 사용합니다.
주문 번호 DCN-SWD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