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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모든 참석자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 정보

u 참석자 정보를 어느 회의에서나 재사용

u 개개 참가자별 투표 및 마이크 사용 권한 정의

DCN-SWDB-E 회의 소프트웨어 참석자 데이터베이스의 사
용자는 참석자와 관련된 포괄적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컴
파일할 수 있습니다. 회의 준비 단계에서 참석자를 참가자로
서 회의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여러 회의
에 참가하는 참석자를 한 번만 입력하면 그만이며, 동일한
참석자 정보를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어느 회의에든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능

데이터베이스
모든 정보는 회의 진행 이전 또는 도중에 구성 애플리케이션
을 통해 입력됩니다. 각 회의 참석자에 대해 상당한 양의 데
이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 이름, 참석자 국가, 참석
자 그룹 및 회의 장치 표시 언어와 같은 모든 참석자 고유의
정보를 재사용할 수 있으며, 매 회의 시마다 재입력할 필요
가 없습니다.
회의를 준비할 때 특정 회의별로 개별 참석자에게 마이크 사
용 및 투표 권한을 부여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투표의 가중
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
모든 참석자 정보는 구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입력됩니다.
일부 항목(이름, 성)의 경우 입력할 수 있는 글자 수만 제한
됩니다. 그 외의 항목(국가, 그룹 등)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제시되는 옵션 목록에서 입력할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 목록은 시스템에서 자동 제어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입력하는 텍스트가 목록에 자동 추가됩니다.

사용자 권리
참석자 정보 입력용 PC 클라이언트는 올바른 사용자 권한
을 정의함으로써 생성됩니다. 이 입력용 클라이언트는 회의
장 입구 로비에 배치될 수 있으며, 등록 담당자는 이 클라이
언트를 이용해 참석자 정보를 입력하고 참석자를 원하는 회
의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포함된 부품

수량 구성품

1 라이선스 활성화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

기술 사양

DCN NG: DCN-SW-E 이 라이선스를 사용하기 전에
DCN-SW-E가 필요합니다.



주문 정보

DCN-SWDB-E 델리게이트 데이터베이스 라이센스

DCN Next Generation 회의 소프트웨어 델리게이트 데이
터베이스. DCN-SW-E와 함께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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