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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ommunications 셀프케어포털
본문서에서는 Unified Communications셀프케어포털을사용하여 Cisco Unified IP Phone및 Jabber애플리케이션에대한
사용자설정을구성하는방법을설명합니다. Unified Communications셀프케어포털을사용하여바로호출번호,연락처
목록,전화서비스및음성메일알림과같은설정을구성할수있습니다.

본문서에는다음과같은섹션이포함되어있습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셀프케어설정
이사용설명서에서는 Unified Communications셀프케어포털에서사용할수있는모든구성설정을다룹니다.이설명서
는전화기가모든사용가능한설정을지원하며네트워크관리자가모든사용자설정을표시하도록Unified Communications
셀프케어포털을구성했다고가정합니다.

다음요인으로인해 Unified Communications셀프케어포털에서전화기를설정하는경우본설명서에나타나는일부설정
이표시되지않을수있습니다.

• 전화기기능 -특정전화기모델에대해특정기능을사용할수없는경우 Unified Communications셀프케어포털에서
전화기를설정할때해당기능이표시되지않습니다.예를들어,전화기가방해사절기능을지원하지않는경우해당
기능이사용가능한설정으로표시되지않습니다.

• 엔터프라이즈매개변수 -네트워크관리자는사용자가 Unified Communications셀프케어포털에서구성할수있는
설정을제한하는엔터프라이즈매개변수를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설정할수있습니다.예를들
어,네트워크관리자는모든통화착신전환옵션을제거하도록 Unified Communications셀프케어포털을구성할수
있습니다.이구성을사용하면 Unified Communications셀프케어포털에통화착신전환옵션이표시되지않습니다.

Unified Communications셀프케어포털에서사용자설정을구성할때본설명서에있는설정이나타나지않는경우전화기
문서에서해당기능이사용자전화기에서사용할수있는지확인하십시오.해당기능을사용자전화기에서사용할수있는
경우네트워크관리자중한명에게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의엔터프라이즈매개변수를점검하여해당기
능을최종사용자가구성에사용할수있는지확인하도록요청하십시오.

GUI(Graphical User Interface)
Unified Communications셀프케어포털은 6개의주탭이있는웹기반그래픽인터페이스를사용합니다.각탭에는사용자
가구성할수있는다양한옵션에대한링크가있습니다.다음과같은탭이있습니다.

• 전화기 -이탭에있는설정을사용하여전화기설정(예:바로호출번호,벨소리설정,통화기록및통화착신전환설
정)을보고구성할수있습니다.

• 음성메일 -이탭에있는설정을사용하여음성메일기본설정을지정할수있습니다.

• IM및사용가능성 -이탭에있는설정을사용하여방해사절및 IM & Presence상태를설정할수있습니다.

• 전화회의 -이탭에있는설정을사용하여전화회의옵션을설정할수있습니다.

• 일반설정 -이탭에있는설정을사용하여사용자로케일및암호와같은설정을구성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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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 -이섹션에있는설정을사용하여전화기에사용할플러그인과애플리케이션을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다음그래픽에는주화면이표시됩니다.

그림 1: 사용자인터페이스

공통기능및아이콘

Unified Communications셀프케어포털은다음아이콘을사용하여공통기능을실행합니다.

설명아이콘

새로추가 -이아이콘을클릭하여새항목(예:새전화기,새서비스또는새바로호출
번호)를추가합니다.

삭제 -이아이콘을클릭하여이설정을삭제합니다.

설정편집 -이아이콘을클릭하여기존설정을편집합니다.

연결됨 -연결됨아이콘이표시되는경우이와같은특정한전화기의전화기설정이연
결되어있습니다.전화기중하나를업데이트하는경우 Unified Communications셀프
케어포털에서다른전화기에동일한업데이트를적용합니다.이아이콘을클릭하여
각전화기에고유한설정을적용할수있도록상태를연결해제됨으로변경할수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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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아이콘

연결해제됨 -연결해제됨아이콘이표시되는경우각전화기에서이전화기설정에
고유한설정을사용할수있습니다.이아이콘을클릭하여전화기에서이전화기설정
에동일한설정을공유할수있도록연결됨상태를변경할수있습니다.

전화기

전화기탭에표시되는설정을사용하여 Cisco Unified IP Phones및 Jabber장치각각의설정을보고구성할수있습니다.전
화기탭은 3개의주섹션으로구성됩니다.

• 내전화기 -내전화기아래에서모든전화기요약을확인하고새전화기를추가할수있습니다.

• 전화기설정 -전화기설정에서전화기설정(예:바로호출번호,벨소리설정및음성메일알림)을구성할수있습니
다.

• 통화착신전환 -통화착신전환에서전화기의통화착신전환옵션을구성할수있습니다.

내전화기

내전화기창에는사무실에없어도연락할수있는회사전화기와추가전화기에대한간략한보기가표시됩니다.내전화
기창은 2개의주제목으로나뉩니다.

내전화기

내전화기섹션에는회사에서제공한전화기가표시됩니다.내전화기창에서회사전화기에대한전화및회선설명
을편집할수있습니다.전화기설정에적용된설정이회사전화기에만적용됩니다.

내추가전화기

추가전화기는회사에서제공하지않은전화기이지만,사무실에없을때에도연락을받을수있는번호목록에추가
하려는전화기입니다.단일번호도달(SNR)접근성,이동성소프트키액세스또는 Jabber별확장및연결제어를위
해추가전화기를활성화할수있습니다.그러나추가전화기에대한전화기설정을구성할수없습니다.

회사전화기편집

내전화기보기에서회사전화기에대한회선레이블과전화기설명을보고편집할수있습니다.회사전화기를편집하려
면다음절차를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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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전화기탭을클릭합니다.

단계 2 왼쪽탐색창에서내전화기를클릭합니다.

단계 3 편집하려는회사전화기를클릭합니다.

단계 4 전화기편집을클릭합니다.

단계 5 편집하려는전화기설명과전화회선에대한새텍스트를입력합니다.

단계 6 저장을클릭합니다.

전화기설명서다운로드

회사전화기중하나의설명서를다운로드하려면다음절차를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전화기탭을클릭합니다.

단계 2 왼쪽탐색창에서내전화기를클릭합니다.

단계 3 전화기를클릭합니다.

단계 4 설명서다운로드를클릭합니다.

추가전화기설정

Unified Communications셀프케어포털을사용하여추가전화기(예:홈오피스전화기또는휴대폰)를회사가제공한전화
기에설정할수있습니다.사용자가자리에없는경우추가전화기는연락할수있는추가번호를제공합니다.

추가전화기를설정하려면다음단계를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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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전화기탭을클릭합니다.

단계 2 왼쪽탐색창에서내전화기를클릭합니다.

단계 3 내추가전화기에서새로추가( )아이콘을클릭합니다.새전화기추가창이표시됩니다.

단계 4 전화기의전화번호와설명을입력합니다.

단계 5 (선택사항)이전화기에대해단일번호도달(SNR)을구성하려는경우 ,단일번호도달(SNR)활성화확인란을
체크합니다.

단계 6 (선택사항)이전화기가휴대폰인경우휴대폰으로이동활성화확인란을체크합니다.

단계 7 (선택사항) Cisco Jabber를사용하여이전화기에서확장및연결기능을활성화하려면확장및연결활성화확인
란을체크합니다.

단계 8 저장을클릭합니다.

추가전화기에단일번호도달(SNR) 활성화

회사에서제공한전화기와함께사용하기위해홈오피스전화기와같은추가전화기를설정하는경우누군가가사용자의

회사전화기로전화할때추가전화기도울리도록추가전화기에단일번호도달(SNR)을활성화할수있습니다.

추가전화기에단일번호도달(SNR)을활성화하려면다음단계를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전화기탭을클릭합니다.

단계 2 내전화기를클릭합니다.

단계 3 추가전화기를클릭한후편집을클릭합니다.

단계 4 단일번호도달(SNR)활성화확인란을체크합니다.

단계 5 회사전화기가울릴때벨을울리려는각전화회선을체크합니다.

단계 6 저장을클릭합니다.

단일번호도달(SNR)을위해벨소리일정설정

단일번호도달(SNR)이활성화된추가전화기에대해벨소리일정을사용하여추가전화기에전화할요일및시간을지정
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정규업무시간동안에만사무실번호로전화하여집에있는사용자에게연락하도록지정하는
일정을설정할수있습니다.

벨소리일정을설정하려면다음절차를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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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전화기탭을클릭합니다.

단계 2 왼쪽탐색창에서내전화기를클릭합니다.

단계 3 벨소리일정을추가하려는전화기에대해추가설정아이콘을클릭합니다.

단계 4 편집을클릭합니다.

단계 5 이할당에대한일정을만듭니다를클릭합니다.

단계 6 새일정추가창의필드를입력하여벨소리일정을만듭니다.

단계 7 저장을클릭합니다.

이동성통화를위해추가전화기설정

추가전화기중하나를휴대폰으로설정하는경우회사전화기에서이동성소프트키를눌러회사전화기의통화를휴대폰

으로호전환할수있습니다.

추가전화기를휴대폰으로설정하려면다음단계를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전화기탭을클릭합니다.

단계 2 왼쪽탐색창에서내전화기를클릭합니다.

단계 3 추가전화기를클릭한후편집을클릭합니다.

단계 4 휴대폰으로이동활성화확인란을체크합니다.

단계 5 저장을클릭합니다.

전화기설정

전화기설정창에서회사전화기에대한전화기설정을지정할수있습니다.

기본적으로다양한회사전화기에대한전화기설정이연결됩니다.기본설정에서각전화기는특정한전화기설정에대해
동일한구성을갖게됩니다.다양한전화기설정을위해전화기를연결또는연결해제하려면전화기설정연결및연결해
제, 8페이지의절차를따르십시오.

전화기설정에서사용할수있는옵션은회사전화기에만적용됩니다.추가전화기에대해전화기설정을구성할수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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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설정연결및연결해제

전화기설정에서전화기에대한설정을연결할수있습니다.특정전화기설정에서전화기를연결하는경우 Unified
Communications셀프케어포털에서해당전화기설정에대한구성을모든전화기에적용합니다.예를들어, 3대의전화기
를보유하고 3대의전화기에바로호출번호를연결하는경우 3대의전화기모두에서동일한바로호출구성을공유합니
다.해당전화기중하나에대한바로호출번호를업데이트하는경우 Unified Communications셀프케어포털에서다른전
화기에대한바로호출번호도자동으로적용합니다.연결된전화기에고유한전화기설정을적용하려면전화기를연결해
제하십시오.

Unified Communications셀프케어는각전화기설정을개별적으로연결및연결해제합니다.그결과,다른전화기설정(예:
음성메일알림)을연결해제된상태로유지하면서특정전화기설정(예:바로호출번호)에대한설정을연결할수있습니
다.기본적으로모든전화기설정은연결됩니다.

연결됨/연결해제됨아이콘을클릭하여설정을연결또는연결해제할수있습니다.아이콘은전화기의연결또는연결해
제여부에대한현재상태를나타냅니다.

다음그래픽은연결된서비스가있는전화기세트가사용자인터페이스에표시되는방식을나타냅니다.서비스가현재연
결되어있으므로연결됨아이콘이표시되고설정이 3대의전화기모두에적용됩니다.연결됨아이콘을클릭하여전화기를
연결해제하고각전화기에대해고유한설정을적용할수있습니다.

그림 2: 연결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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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그래픽은연결해제된바로호출번호설정이있는전화기세트가사용자인터페이스에표시되는방식을나타냅니다.
이경우,표시된설정이내 Jabber에만적용됩니다.설정이각전화기에대해고유하므로연결해제됨아이콘이표시됩니다.
이아이콘을클릭하여 3대의전화기모두에동일한설정을적용할수있습니다.

그림 3: 연결해제된설정

절차

전화기설정을연결또는연결해제하려면다음을수행하십시오.

• 전화기설정을연결하려면연결해제됨아이콘을클릭한후기본전화기에사용할전화기를선택합니다. Unified
Communications셀프케어포털에서모든전화기의전화기설정을기본전화기구성으로업데이트합니다.

• 연결된전화기설정을연결해제하려면연결됨아이콘을클릭합니다.

구성창의오른쪽상단에있는필터제어에서확인하려는전화기를설정합니다.전화기설정의
연결여부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설정이연결된전화기의설정을보고해당전화기의설정
을업데이트하는경우 Unified Communications셀프케어포털에서연결된전화기도업데이트합
니다.

참고

바로호출번호설정

바로호출번호를설정하려면다음절차를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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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전화기탭을클릭합니다.

단계 2 전화기설정을클릭합니다.

단계 3 바로호출번호를클릭합니다.

단계 4 다음을수행하십시오.

• 전화기가연결되어있는경우새바로호출추가를클릭합니다.

• 전화기가연결해제된경우바로호출번호를추가하려는전화기를선택한후새바로호출추가를클릭합

니다.

단계 5 번호필드에연락처이름또는전화번호를입력합니다. Unified Communications셀프케어포털에서회사디렉터
리를검색합니다.

네트워크관리자가사용자에게액세스권한을활성화한경우에만회사디렉터리를검색합니다.액세스
권한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엔터프라이즈매개변수를통해서설정됩니다.

참고

단계 6 레이블텍스트상자에서바로호출번호에대한설명을입력합니다.전화기에서설명을사용하여바로호출번
호를표시합니다.

단계 7 바로호출텍스트상자에서바로호출번호를할당합니다.

단계 8 저장을클릭합니다.

전화서비스설정

서비스옵션을사용하여전화서비스(예:회사디렉터리, Visual VoiceMail또는일기예보)를Cisco Unified IP Phone및 Jabber
애플리케이션에추가할수있습니다.사용가능한서비스목록은구성할전화기모델에따라다릅니다.

서비스를추가하려면다음단계를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전화기탭을클릭합니다.

단계 2 전화기설정을클릭합니다.

단계 3 서비스를클릭하여서비스보기를확장합니다.

단계 4 다음을수행하십시오.

• 전화기가연결되어있는경우새서비스추가를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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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기가연결해제된경우서비스를추가하려는전화기를선택한후새서비스추가를클릭합니다.

단계 5 서비스드롭다운목록상자에서추가하려는서비스를선택합니다.

단계 6 표시이름텍스트상자에서전화기의서비스를확인하는데사용할레이블을입력합니다.

단계 7 필요한매개변수를입력합니다.

단계 8 확인을클릭합니다.

음성메일알림설정

음성메일알림을사용하여새메시지가있는경우전화기가알려주도록설정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새메시지가있는
경우화면에메시지가표시되게하거나메시지대기중표시등이켜지도록전화기를구성할수있습니다.

음성메일알림을설정하려면다음절차를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전화기탭을클릭합니다.

단계 2 전화기설정을클릭합니다.

단계 3 음성메일알림설정을클릭합니다.

단계 4 각전화기에대해전화기에적용할알림옵션을확인하십시오.

단계 5 저장을클릭합니다.

통화기록설정

통화기록을사용하여각전화기의부재중전화를로그할수있습니다.통화기록을설정하려면다음을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전화기탭을클릭합니다.

단계 2 전화기설정을클릭합니다.

단계 3 통화기록을클릭합니다.

단계 4 통화기록을저장하려는각전화회선에대해부재중전화로그확인란을체크합니다.

단계 5 저장을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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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락처설정

전화연락처를사용하여전화연락처의전화번호및전자메일주소를저장할수있습니다.전화기에서연락처목록을찾
아보고매번번호를입력하지않고도연락처목록에서바로전화할수있습니다.

전화연락처목록을설정하려면다음절차를수행하십시오.

모든사용자는각자의전화기에대한전화연락처목록이있습니다.전화연락처목록을연결및
연결해제할옵션이없습니다.

참고

절차

단계 1 전화기탭을클릭합니다.

단계 2 왼쪽탐색창에서전화기설정을클릭합니다.

단계 3 새연락처만들기를클릭합니다.새전화연락처만들기창이표시됩니다.

단계 4 필드에연락처에대한연락처정보를입력합니다.

단계 5 확인을클릭합니다.

통화착신전환옵션

통화착신전환사용자옵션을사용하여통화를다른번호로착신전환하도록 Cisco Unified IP Phone및 Jabber장치를설정
할수있습니다.

모든통화착신전환설정

모든수신전화를다른번호로착신전환하도록전화기를설정하려면다음절차를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전화기탭을클릭합니다.

단계 2 왼쪽탐색창에서통화착신전환을클릭합니다.

단계 3 통화착신전환을설정하려는전화번호를클릭합니다.

단계 4 통화착신전환대상확인란을체크합니다.

단계 5 통화착신전환대상드롭다운목록상자에모든통화를착신전환하려는전화번호를입력합니다.

단계 6 저장을클릭합니다.

12



고급통화착신전환옵션설정

Unified Communications셀프케어포털을사용하여외부전화에비해내부전화에대해다른통화착신전환동작과같은
고급통화착신전환옵션을설정할수있습니다.고급통화착신전환을설정하려면다음절차를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전화기탭을클릭합니다.

단계 2 왼쪽탐색창에서통화착신전환을클릭합니다.

단계 3 통화착신전환을설정하려는전화번호를선택하십시오.

단계 4 고급통화규칙을클릭합니다.

단계 5 드롭다운목록상자를사용하여내부및외부통화에대한통화착신전환옵션을구성합니다.

단계 6 저장을클릭합니다.

추가설정

본섹션에서는비전화기관련설정(예:음성메일,전화회의및일반설정)을다룹니다.

음성메일기본설정지정

Unified Communications셀프케어포털의음성메일기본설정을지정하려면음성메일탭과음성메일기본설정 IVR로전
화걸기단추를차례로클릭합니다. Cisco Web Dialer가음성메일기본설정 IVR로전화를겁니다.여기서,전화기의음성
메일기본설정을지정할수있습니다.

방해사절상태켜기

방해사절을켠경우누군가가사용자번호로전화할때사용자전화기에서벨이울리지않습니다.모든전화기에대해방
해사절상태를켜려면다음절차를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IM및사용가능성탭을클릭합니다.

단계 2 방해사절을클릭합니다.

단계 3 활성화확인란을체크합니다.

단계 4 추가방해사절설정을완료합니다.
전화기에서이설정을지원하는경우에만추가설정이표시됩니

다.
참고

단계 5 저장을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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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회사전화기에대해방해사절상태가켜져있습니다.

전화기의 IM & Presence 상태켜기
Unified Communications셀프케어포털에서사용자가회의중일때전화기에서상태를업데이트할수있도록 Cisco Unified
IM and Presence상태를켤수있습니다. Cisco Unified IM and Presence상태를켜려면다음절차를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IM및사용가능성탭을클릭합니다.

단계 2 상태정책을클릭합니다.

단계 3 내달력에회의가있을때자동으로상태를업데이트합니다텍스트상자를클릭합니다.

단계 4 저장을클릭합니다.

전화회의예약

Unified Communications셀프케어포털의전화회의탭에서전화회의를예약할수있습니다.관리자가사용자를위해설정
한사용자프로파일에따라 Cisco TelePresence Management Suite또는 Cisco WebEx를통해전화회의를설정할수있습니다.
사용자프로파일에전화회의예약기능이없는경우회의예약옵션이표시되지않습니다.

전화기언어설정

Cisco Unified IP Phone또는 Jabber애플리케이션에대한언어를설정하려면다음절차를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일반설정탭을클릭합니다.

단계 2 언어를클릭합니다.

단계 3 언어표시드롭다운목록상자에서옵션을선택하고저장을클릭합니다.

클라이언트암호설정

Unified Communications셀프케어포털에로그인하는데사용하는암호를재설정하려면다음단계를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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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일반설정탭을클릭합니다.

단계 2 클라이언트/포털암호를클릭합니다.

단계 3 새암호텍스트상자에서암호를입력합니다.

단계 4 새암호확인텍스트상자에서암호를입력합니다.

단계 5 저장을클릭합니다.

전화서비스 PIN 설정
전화서비스 PIN은내선이동및새전화기의셀프프로비저닝에사용됩니다.전화서비스 PIN을재설정하려면다음단계
를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일반설정탭을클릭합니다.

단계 2 전화서비스 PIN을클릭합니다.

단계 3 새전화 PIN텍스트상자에서 PIN을입력합니다.

단계 4 새전화 PIN확인텍스트상자에서 PIN을입력합니다.

단계 5 저장을클릭합니다.

플러그인다운로드

애플리케이션플러그인은 Cisco Unified IP Phones및 Jabber장치의기능을확장합니다.사용자전화기의플러그인을다운
로드하려면다음절차를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다운로드탭을클릭합니다.

단계 2 다운로드할플러그인을선택합니다.

단계 3 다운로드를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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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설명서의제품관련사양및정보는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이설명서의모든설명,정보및권장사항이정확하다고판단되더라도어떠한형태의명시적이거나묵
시적인보증도하지않습니다.모든제품의해당애플리케이션에대한사용은전적으로사용자에게책임이있습니다.

동봉한제품의소프트웨어라이센스및제한된보증은제품과함께제공된정보패킷에설명되어있으며본문서에참조를통해포함됩니다.소프트웨어라이센스또는제한
된보증을찾을수없는경우 CISCO담당자에게문의하여복사본을요청하십시오.

Cisco의 TCP헤더압축은 UNIX운영체제의 UCB공개도메인버전의일부로서 University of Berkeley(UCB)에서개발된프로그램을적용하여구현합니다.모든권리보유.
Copyright (C) 1981,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여기에명시된다른모든보증에도불구하고이러한공급업체의모든문서파일및소프트웨어는모든결점을포함하여 "있는그대로"제공됩니다. CISCO및위에서언급한
공급자는상품성,특정목적에의적합성및비침해에대한보증을포함하되이에제한되지않으며거래과정,사용또는거래관행으로부터발생되는모든명시적이거나묵
시적인보증을부인합니다.

CISCO또는그공급자는이설명서의사용또는사용할수없음으로인한모든파생적,부수적,직접,간접,특별,징벌적또는기타모든손해(영업이익손실,영업중단,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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