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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운영자가 구역 위치에 대한 시놉틱 뷰를 탭 방식의 창을
통해 볼 수 있는 PC 인터페이스

u 사용자별로 구성 가능한 액세스

u 방송 및 BGM 제어

u 복수의 네트워크 컨트롤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지원

PRS‑CSC PC 콜 스테이션 클라이언트는 PRS‑SWCS PC
콜 서버의 클라이언트이며, PRS‑SWCS PC 콜 서버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Windows XP/Vista/7
에서 운영되며, PRS‑SWCS PC 콜 서버와 동일한 PC에서
또는 다른 PC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라이센스만
있으면 거의 무제한적인 수의 PRS‑CSC PC 콜 스테이션 클
라이언트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PRS‑CSC PC 콜 스테이션 클라이언트는 운영자용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운영자는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전 지정된 방송을 선택하고, 그래픽 시스템 레이아웃
에 표시된 구역 아이콘을 클릭하여 그러한 사전 지정된 방송
으로부터 구역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며, 그런 다음 해당 방송
을 시작, 중지 및/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클라이언트에서 여러 방송을 동시에 재생할 수 있습
니다.
구역 아이콘의 모양은 각 구역의 상태를 보여주며 구역 아이
콘 라이브러리 및 배경 색상은 고객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역별로 BGM 소스 및 볼륨을 선택하고 제어할 수 있
습니다. 각 구역의 실제 소스 및 볼륨 설정은 구역 아이콘에
표시됩니다.

구성
사전 지정된 특정한 방송을 시작하거나 특정 구역 또는 개요
에 액세스하는 권한 등과 같은 사용자별 액세스 권한은
PRS‑SWCS PC 콜 서버 구성 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PRS‑CSC PC 콜 스테이션 클라이언트가 위치한 회사 또는
사이트의 로고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확장되는 지원 언어 목록에서 다른 사용자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부품

1 PRS‑CSC PC 콜 스테이션 클라이언트 라이센스

주문 정보

PRS‑CSC PC 콜 스테이션 클라이언트
시놉틱 구역 선택 및 상태 표시와의 PC 기반 프로그래밍 가
능 터치 또는 마우스 제어 콜 스테이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라이센스, Praesideo PC 콜 서버와 사용
주문 번호 PRS-CSC

PRS-CSC-E PC 콜 스테이션 클라이언트 E-코드
시놉틱 구역 선택 및 상태 표시와의 PC 기반 프로그래밍 가
능 터치 또는 마우스 제어 콜 스테이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라이센스, Praesideo PC 콜 서버와 사용, E-코드
주문 번호 PRS-CSC-E



PRS-SWCS PC 콜 서버
Windows PC 기반 콜 서버용 라이센스, TCP/IP 네트워크
에 다수의 PC 콜 스테이션 클라이언트나 전화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를 호스팅할 때 사용, 다수의 네트워크 컨트롤러
가 있는 시스템 지원, 네트워크 컨트롤러 1개용 라이센스
포함
주문 번호 PRS-SWCS

PRS‑SWCSL PC 콜 서버 NCO 라이센스
1개의 추가 네트워크 컨트롤러가 있는 PC 콜 서버 확장 라
이센스, Praesideo PC 콜 서버와 사용
주문 번호 PRS‑SWCSL

PRS‑SWCSL‑E PC 콜 서버 NCO 라이센스 E-코드
1개의 추가 네트워크 컨트롤러가 있는 PC 콜 서버 확장 라
이센스, Praesideo PC 콜 서버와 사용
주문 번호 PRS-SWC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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