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른 시작 

Cisco Unified Video Camera
1  설치
Cisco Unified IP Phone 9971 및 9951의 경우.

1. 카메라 렌즈와 본체에서 보호용 플라스틱을 
제거합니다.

2. 전화기 디스플레이 상단에 있는 작은 플라
스틱 덮개를 제거합니다.

3. 전화기가 유휴 상태일 때 카메라의 USB 커
넥터를 전화기의 USB 포트(전화기 디스플
레이 뒷면)로 밀어 넣습니다.

4. 전화기에서 설치를 확인한 후에 설정을 조
정합니다(설정 절 참조).
모니터에 카메라 장착

컴퓨터 모니터(전화기가 아님)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싶으면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장착 클립과 USB 확장 
케이블을 얻습니다.

클립에는 대형 및 소형의 제거 가능한 슬라이딩 지지
대가 두 개 있습니다. 랩톱 모니터의 경우 대형 지지
대를 사용하고 데스크톱 모니터의 경우(그림) 소형 
지지대를 사용합니다. 나머지 지지대는 제거합니다.

카메라를 클립에 배치한 다음 확장 케이블을 연결합
니다. 

2  화상 전화 걸기
화상 전화를 걸려면 평상시처럼 전화를 겁니다. 

상대방의 전화기에 카메라가 활성화된 경우 통화는 
양방향 화상 통화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카메라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화는 단방향 
화상 통화(상대방 전화기의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포
함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화기는 통화하는 동안 카메라가 활성
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의 비디오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보기 선택
화상 통화 중에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전체 화면 비디오 활성화

• 보기 간 바꾸기

• PIP(picture-in-picture) 위치 조정

• 비디오 숨기기
전체 화면 비디오 활성화

창 보기에서 전체 화면 보기로 전환하려면 전체 화면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창 보기로 돌아가려면 최소화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참고: 전체 화면 보기에서 새 통화를 수신하는 경우 
팝업 알림이 표시되어 사용자에게 경고합니다.

보기 간 바꾸기

전화기 화면 모서리에 있는 PIP(picture-in-picture) 창
에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자체 보기"(카메라가 상대
방에게 전송하는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 보기에서 바꾸기 소프트키를 눌러 
"자체 보기" 전체 화면을 표시하고 상대방 이미지를 
PIP(picture-in-picture) 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바꾸기를 눌러 "자체 보기"를 다시 PIP 창으로 
이동합니다.
PIP(picture-in-picture) 위치 조정

PIP(picture-in-picture) 소프트키 를 눌러 PIP 창
을 전화기 화면의 다른 4분면으로 이동하거나 PIP 창
을 숨깁니다.

PIP 소프트키의 아이콘은 다음에 PIP 소프트키를 누
를 때 PIP 창이 나타나는(또는 숨겨지는) 위치를 나타
냅니다.

비디오 숨기기

전화기 화면에서 모든 비디오를 숨기려면 비디오 숨
기기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비디오 숨기기는 창 보기
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전체 화면이 아님). 

비디오를 다시 보려면 비디오 보기 소프트키를 누릅
니다.



4  비디오 음소거
비디오 음소거는 통화 시 전화기가 상대방에게 비디
오를 전송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디오 및 오디오 음소거

비디오와 오디오를 모두 음소거하려면 전화기에서 
음소거 단추  를 누릅니다. 

비디오와 오디오의 음소거를 해제하려면 음소거를 
다시 누릅니다.

비디오만 음소거

비디오만 음소거(오디오는 아님)하려면 비디오 음소거 
소프트키  를 누릅니다.

비디오가 음소거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을 확인
합니다.

• 비디오 음소거 해제 소프트키(빨간색 아이콘) .

• 카메라의 빨간색 표시등.

• 전화기 화면의 비디오 음소거 아이콘  
(전체 화면 보기에서는 보이지 않음).

• 빨간색 아이콘이 있는 음소거 "자체 보기" 이미지
(자체 보기가 숨겨진 PIP 창에 있는 경우 보이지 않음).

비디오 전송을 재시작하려면 비디오 음소거 해제 소
프트키 를 누릅니다.

오디오만 음소거 해제

오디오만(비디오는 아님) 음소거하려면 다음 두 단계
를 수행하십시오. 

1. 음소거 단추 를 누릅니다.

2. 비디오 음소거 해제 소프트키 를 누릅니다.

5  전화회의
비디오 통화를 만들려면 평상시처럼 전화회의 통화
를 설정합니다. 비디오 통화에 참가하려면 평상시처
럼 응답합니다.

비디오 통화 중에 참가자는 전화기 화면에 나타납니다.
6  설정
전화기에서 카메라 설정을 조정합니다.

• 보기 영역

• 밝기

• 자동 전송

보기 영역

보기 영역은 카메라의 광각 및 확대/축소 기능 역할을 
합니다.

카메라 보기 영역을 조정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 단추 를 누릅니다.

2. 보조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3. Cisco Unified Camera를 강조 표시합니다.

4. 설정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5. 보기 영역을 선택합니다.

6. 탐색 패드의 화살표를 사용하여 보기 영역을 늘
이거나 줄입니다.

7. 저장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밝기

밝기 설정은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비디오에 영향을 
주며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비디오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야각은 밝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밝기를 조
정하기 전에 카메라의 보기 영역을 조정합니다.
밝기 조정

1. 애플리케이션 단추 를 누릅니다.

2. 보조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3. Cisco Unified Camera를 강조 표시합니다.

4. 설정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5. 밝기를 선택합니다.

6. 탐색 패드의 화살표를 사용하여 밝기를 높이거
나 낮춥니다.

7. 저장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자동 전송

비디오 자동 전송이 켜지면(기본 설정) 통화 중에 카
메라는 비디오를 자동으로 스트리밍합니다. 

자동 전송이 꺼지면 각 통화 비디오는 자동으로 음소
거됩니다(그러나 전화기는 비디오를 계속 수신함). 
이 경우 비디오 전송을 재시작하려면 비디오 음소거 
해제 소프트키 를 누릅니다.

자동 전송 켜기 또는 끄기

1. 애플리케이션 단추 를 누릅니다.

2. 보조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3. Cisco Unified Camera를 강조 표시합니다.

4. 설정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5. 켜기 또는 끄기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7  팁
미리보기 소프트키는 어떤 작업을 수행합니까?
화상 전화를 하지 않을 때 카메라의 보기를 보려면 
미리보기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화상 전화를 걸기 전
에 미리보기를 사용하면 카메라를 효과적으로 설정
하고 위치 조정할 수 있습니다.

통화를 보류로 전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통화를 재시작할 때까지 비디오 전송이 음소거(차단)
됩니다.

카메라 표시등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 녹색 — 비디오가 전송 중입니다.

• 빨간색 — 비디오가 음소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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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신속하게 차단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 비디오 전송을 음소거합니다. 비디오 음소거 절

을 참조하십시오.

• 셔터를 닫습니다. 셔터를 닫으려면 카메라의 렌
즈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셔터를 다시 
열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내 카메라의 비디오가 어둡습니다(또는 밝음)
카메라 시야각 내의 조명 조건은 밝기에 영향을 줍
니다. 밝기가 개선되는지 확인하려면 카메라를 움직
여 보십시오(예를 들어 카메라 시야각에서 천장의 전
등을 제외). 또한 설정 절의 설명에 따라 밝기를 조정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사용 설명서, 빠른 시작 설명서 및 빠른 참조 카드를 
온라인에서 찾아 보십시오. 

http://cisco.com/en/US/products/ps10453/products_
user_guide_list.html

참고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이 설명서를 8.5 x 14” 
(legal 크기) 용지에 인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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