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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서의 제품 관련 사양 및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의 모든 설명, 정보 및 권장 사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

더라도 어떠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품의 해당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동봉한 제품에 대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및 제한된 보증에 대해서는 제품과 함께 제공된 정보 패킷의 내용을 따르며 여기에 인용된 

내용은 참조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또는 제한된 보증을 찾을 수 없는 경우 CISCO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복사본을 요청하십시오.

Cisco의 TCP 헤더 압축은 UNIX 운영 체제의 UCB 공개 도메인 버전의 일부로서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CB)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구현합니다.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1981,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여기에 언급된 기타 모든 보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급자의 모든 문서 및 소프트웨어는 모든 결함이 포함된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

다. CISCO 및 위에서 언급한 공급자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으며 거래 과

정, 사용 또는 거래 관행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을 부인합니다.

CISCO 또는 그 공급자는 이 설명서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한 모든 파생적, 부수적, 직접, 간접, 특별, 징벌적 또는 기타 모

든 손해(영업 이익 손실, 영업 중단, 영업 정보 손실, 또는 그 밖의 금전적 손실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음)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CISCO 또는 그 공급자가 그와 같은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필수 고지 사항: 

H.263

UB VIDEO INC.는 UB VIDEO H.263 PROFILE 3 코덱(부록 I, J, K 및 T)의 사용 허가자입니다.

H.264

VANGUARD SOFTWARE SOLUTIONS INC에서 제공한 H.264 코덱의 일부 1995-2005 ALL RIGHTS RESERVED

이 제품은 고객의 개인적 및 비상업적 용도를 위해 (i) AVC 표준을 준수하는 비디오("AVC 비디오")를 인코딩 및/또는 (ii) 개인적 및 비상업적 활

동과 관련하여 고객이 인코딩했거나 AVC 비디오를 제공하도록 허가를 받고 비디오 공급자로부터 얻은 AVC 비디오를 디코딩할 수 있도록 AVC 

APTENT PORTFOLIO 라이센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모든 사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라이센스도 부여되지 않으며 묵인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는 MPEG LA, L.L.C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MPEGLA.COM을 참조하십시오.

resiprocate, dum - http://www.resiprocate.org

Vovida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v. 1.0

Copyright (c) 2000 Vovida Networks, Inc. All rights reserved.

다음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수정 여부와 상관 없이 원본 및 이진 형식으로 재배포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소스 코드의 재배포 시 위의 저작권 정보, 해당 조건 목록 및 다음과 같은 고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이진 형식으로 재배포할 경우 설명서 및/또는 배포물과 함께 제공된 기타 자료에 있는 위의 저작권 정보, 해당 조건 목록 및 다음과 같은 고지 

사항을 복사해야 합니다.

3. 사전 서면 승인 없이 "VOCAL", "Vovida Open Communication Application Library" 및 "VOCAL(Vovida Open Communication Application Library)"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이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제품을 홍보하거나 보증해서는 안 됩니다. 서면 승인을 얻으려면 vocal@vovida.org에 문의

하십시오.

4. 이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제품은 "VOCAL"이라고 부를 수 없으며,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품 이름에 "VOCAL"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소유권 및 비침해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한(이에 제한되

지 않음)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도 거부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VOVIDA NETWORKS, INC. 또는 그 기고자는 적법 및 불법

(의무 소홀 포함) 여부를 막론하고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 우발적, 전형적, 필연적 또는 

특별한 손해(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조달, 사용, 데이터 또는 이익 손실, 업무 중단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음)와 1,000달러를 초

과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res

Copyright 1998 by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위의 저작권 정보가 모든 사본에 표시되고 해당 저작권 정보와 이 허가 정보가 지원 설명서에 표시되며, 특정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소프트웨어

의 배포에 속한 광고나 홍보물에 M.I.T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어떠한 목적으로든 이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설명서를 

사용, 복사, 수정 및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무상으로 허가합니다. 

M.I.T.에서는 이 소프트웨어의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해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Neon, G.711

neon은 C 언어 API를 사용하는 HTTP 및 WebDAV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입니다.

다른 언어에 대한 바인딩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neon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Copyright (C) 1999-2004 Joe Orton <joe@manyfish.co.uk>

저작권 일부:

Copyright (C) 1999-2000 Tommi Komulainen <Tommi.Komulainen@iki.fi>

Copyright (C) 1999-2000 Peter Boos <pedib@colorfullife.com>

Copyright (C) 1991, 1995, 1996, 1997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Copyright (C) 2004 Aleix Conchillo Flaque <aleix@member.fsf.org>

Copyright (C) 2004-2005, Vladimir Berezniker @ http://public.xdi.org/=vmpn

GNU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이 라이브러리는 무료 소프트웨어이므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이 라이센스 버전 2 또는 이후 버전(사용자 선택 사항)

에 발표한 GNU LPGL(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의 조건에 따라 재배포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은 물론, 어떠한 보증도 없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배포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GNU LPGL(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을 참조하십시오.

이 라이브러리와 함께 제공되는 GNU LPGL의 복사본을 받았어야 합니다. 라이센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 Suite 330, Boston,MA 02111-1307, USA로 문의하십시오.



 

iLBC

저작권 전문

Copyright (C) The Internet Society (2004).

이 문서는 여기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BCP 78에 포함된 권한, 라이센스 및 제한을 따르며 모든 권한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이 문서와 여기에 수록된 정보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기고자, 기고자가 대표하는 조직 또는 후원자(있는 경우), Internet Society 및 IETF 

(Internet Enginerring Task Force)에서는 이 정보의 사용이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음에 대한 보증이나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

한 묵시적 보증을 비롯하여(이에 제한되지 않음)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적 재산권

IETF에서는 모든 지적 재산권 또는 이 문서에 설명된 기술의 사용이나 구현과 관련하여 주장할 수 있는 기타 권리에 대한 유효성이나 범위 또는 

그와 같은 권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라이센스 범위에 관해 어떠한 의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개별적

인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도 진술하지 않습니다. IETF 문서의 권리에 관한 IETF 절차에 대한 정보는 BCP78 및 BCP 79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IETF 사무국에 대한 IPR 정보와 사용이 허가될 라이센스에 대한 보증 또는 이 사양의 구현자나 사용자의 소유 권한 사용에 대한 허가 또는 일반 

라이센스의 획득 시도 결과는 IETF 온라인 IPR 리포지토리(http://www.ietf.org/ip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IETF에서는 관계자를 초청하여 저작권, 특허 또는 특허 출원, 그리고 이 표준을 구현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기술을 다루는 기타 소유권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ETF(ietf- ipr@ietf.org)로 문의하십시오.

AES

Copyright (C) Mok-Kong Shen 2003. mok-kong.shen@t-online.de

무료 라이센스:

이 저작물과 이 저작물의 수정된 모든 버전은 다음 조건 하에서 형식에 관계 없이 모든 합법적이고 일반적인 용도로 무료로 복사, 수정, 재배포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위험과 책임은 사용을 허가 받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1) 릴리스 기록 목록 및 사이트 수정 기록 목록과 이 저작권 정보의 복사본은 이 저작물 또는 이 저작물의 수정된 모든 버전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이 저작물 또는 이 저작물의 수정된 모든 버전이 객체 코드 또는 이진 코드로 된 소프트웨어의 일부가 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명시한 사용

자용 문서를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하고 이 저작권 정보 및 소프트웨어에서 실제로 사용 중인 버전의 패키지 소스 코드를 찾을 수 있는 라이센

스 URL도 포함해야 합니다.

(3) 모든 수정(보충 삭제 제외)은 아래 사이트 수정 기록 목록에 적절히 명시해야 합니다. 최종 사이트 수정 날짜(패키지 시작 부분에 명시)를 업

데이트해야 합니다.

(4) 효율성이나 정확성 고려 사항 또는 다른 AES 구현과의 상호 운용성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수정의 경우에는 수정된 패키지의 복사본을 위 주

소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즉시 보내야 합니다.

(5) 저작권 소유자는 이 저작물의 사용 또는 이 저작물의 수정된 버전과 관련된 사람의 부정, 불리한 결과,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무료 라이센스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1]. 위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유를 막론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라이센스

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러한 라이센스의 종료는 종료된 라이센스를 가진 사용자로부터 이전에 자료를 받았지만 위의 조건을 계속 준수하

는 허가 받은 다른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라이센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료 라이센스로 제공되지 않는 패키지의 컨텐츠를 사용하려면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받은 명시적인 특정 라이센스

가 필요합니다.

[1] 부여된 저작권은 35년 후에 취소될 수 있으므로(http://www.copyright.gov/title17/92chap2.html#203 참조) 어떤 면에서는 이 라이센스가 영구

적이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AES 자체의 수명이 이 기간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문제가 사실상 중요하지 않

습니다.



 

DES - (http://www.itl.nist.gov/fipspubs/fip46-2.htm)

이 표준을 구현하는 암호화 장치에는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에 대해 발급된 미국 및 기타 국가의 특허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IBM에서는 이 특허권 하에서 표준을 준수하는 장치를 제조, 사용 및 판매할 수 있는 비배타적인 무료 라이센스를 허가했습니다. 라

이센스의 조항, 조건 및 범위는 1975년 5월 13일에 발표된 고지 사항과 1976년 8월 31일자 미국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kr Office)

의 공식 간행물(934 O.G. 452 및 949 O.G. 1717)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MD5

Copyright (C) 1991-2, RSA Data Security, Inc. Created 1991. All rights reserved.

이 소프트웨어나 해당 기능을 언급 또는 참조하는 모든 자료에서 해당 소프트웨어가 "RSA Data Security, Inc. MD5 Message-Digest Algorithm"으

로 표시될 경우 이 소프트웨어를 복사 및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

또한 이 소프트웨어나 해당 기능을 언급 또는 참조하는 모든 자료가 "RSA Data Security, Inc. MD5 Message-Digest Algorithm에서 파생됨"으로 표

시될 경우 이 파생물도 복사 및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

RSA Data Security, Inc.에서는 이 소프트웨어의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관하여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어

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이 설명서 및/또는 소프트웨어의 일부 복사본에 이 고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SHA1

Copyright (C) The Internet Society (2001). All Rights Reserved.

이 문서 및 번역본은 다른 사람에게 복사 및 제공할 수 있으며, 모든 복사본 및 파생물에 위의 저작권 정보와 이 절을 포함할 경우 이 제품에 대해 

언급 또는 설명하거나 구현을 지원하는 파생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어떤 형태로든 작성, 복사, 출판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준수해야 하는 

인터넷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표준 프로세스에 정의된 저작권 절차가 필요할 경우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하는 데 필요할 경

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 정보나 Internet Society, 기타 인터넷 조직에 대한 참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 문서 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 허가된 제한 권한은 영구적이며 Internet Society나 계승자 또는 양수인에 의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와 여기에 수록된 정보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Internet Society 및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서는 이 정보의 사용이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음에 대한 보증, 상

품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비롯하여(이에 제한되지 않음)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OpenSSL

라이센스 문제

==============

OpenSSL 툴킷에는 이중 라이센스가 적용됩니다. 즉, OpenSSL 라이센스의 계약 조건과 원래 SSLeay 계약 조건이 툴킷에 모두 적용됨을 뜻합니다. 

실제 라이센스 조항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두 라이센스는 모두 BSD 스타일 Open Source 라이센스입니다. 해당 라이센스가 OpenSSL과 관련

하여 발급된 경우 openssl-cora@openssl.org로 문의하십시오.

OpenSSL 라이센스

---------------

/* ====================================================================

* Copyright (c) 1998-2005 The OpenSSL Project. All rights reserved.

*



 

* 원본 및 이진 형식으로 재배포 및 사용할 수 있으나

* (수정되거나 수정되지 않은 경우 모두 포함) 다음과 같은

*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 1. 소스 코드를 재배포할 경우 위의 저작권 정보,

* 해당 조건 목록 및 다음과 같은 고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 2. 이진 형식으로 재배포할 경우, 배포 시 함께 제공되는

* 설명서 및/또는 기타 자료에 위의 저작권 정보,

* 해당 조건 목록 및 다음과 같은 고지 사항을 포함시켜야

* 합니다.

*

* 3. 본 소프트웨어의 기능이나 사용에 대해 언급된 모든 광고

* 자료에는 "본 제품에는 OpenSSL 툴킷(http://www.openssl.org/)에

* 사용하도록 OpenSSL Project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 포함됩니다."라는 조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 4.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이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제품의 홍보 

* 목적으로 "OpenSSL Toolkit" 및 "OpenSSL Project"라는 이름을 

*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면 허가를 받으려면 

* openssl-core@openssl.org로 문의하십시오.

*

* 5. OpenSSL Project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이 소프트웨어에서

* 파생된 제품의 이름을 "OpenSSL"이라고 하거나 이름에

* "OpenSSL"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6. 모든 형태의 재배포물에는 "본 제품에는 OpenSSL 툴킷

* (http://www.openssl.org/)에 사용하도록 OpenSSL Project에서

*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라는 조항을

* 표시해야 합니다.

*

* 본 소프트웨어는 OpenSSL PROJECT에 의해 상품성,

*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관련 보증을 포함하여 명시적이거나

* 묵시적인 어떤 형태의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 제공됩니다. OpenSSL PROJECT 또는 또는 관련 기고자들은



 

* 적법 또는 불법(의무 소홀 포함) 여부를 막론하고

*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한

* 직접, 간접, 특별, 전형적, 파생적 또는 기타 모든

* 손해(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 조달, 사용 데이터

* 또는 수익 손실 또는 업무 중단 포함)에 대해서도

*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본사가 그와 같은 손해의

*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

*

* 본 제품에는 Eric Young(eay@cryptsoft.com)이 작성한

* 암호 소프트웨어와 Tim Hudson(tjh@cryptsoft.com)이

* 작성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

*/

Original SSLeay 라이센스

-----------------------

/* Copyright (C) 1995-1998 Eric Young (eay@cryptsoft.com)

* All rights reserved.

*

* 이 패키지는 Eric Young(eay@cryptsoft.com)이

* 작성한 SSL을 구현한 것으로 Netscape의 SSL에

* 적합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

* 이 라이브러리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한

* 상업적/비상업적 사용이 무료입니다. 다음 조건은

* SSL 코드와 RC4, RSA, Ihash, DES 등 이번 배치에

* 포함된 모든 코드에 적용됩니다. 이번 배치에 포함된

* SSL 설명서에도 동일한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 (단 소유자는 Tim Hudson(thj@cryptsoft.com)).

*

* Eric Young이 저작권을 보유하며 코드의 모든 저작권

* 고지 사항도 제거하면 안 됩니다. 이 패키지가 제품에

* 사용되는 경우 Eric Young이 사용된 라이브러리



 

* 일부의 저자로서 권한을 부여 받습니다.

* 이러한 권한은 패키지와 함께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 때나 설명서에 문자 메시지 형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 원본 및 이진 형식으로 재배포 및 사용할 수 있으나

* (수정되거나 수정되지 않은 경우 모두 포함) 

*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1. 소스 코드를 재배포할 경우 위의 저작권 정보, 해당

* 조건 목록 및 다음과 같은 고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2. 이진 형식으로 재배포할 경우, 배포 시 함께 제공되는 

* 설명서 및/또는 기타 자료에 위의 저작권 정보, 해당

* 조건 목록 및 다음과 같은 고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3. 본 소프트웨어의 기능이나 사용에 대해 언급된 모든

* 광고 자료에는 "본 제품에는 Eric Young(eay@cryptsoft.com)이

* 작성한 암호화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라는

* 조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여기서 '암호'라는 단어는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루틴이

* 암호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 4. 응용 프로그램 디렉터리(응용 프로그램 모드)에서 파생된 

* Windows 특정 코드(또는 관련 파생 코드)를 포함시키는 경우 

* 다음과 같은 조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본 제품에는 

* Tim Hudson(tjh@cryptsoft.com)이 작성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

* 본 소프트웨어는 ERIC YOUNG에 의해 상품성,

*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관련 보증을 포함하여 명시적이거나

* 묵시적인 어떤 형태의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 제공됩니다. 원저작자 또는 관련 기고자들은 적법 또는

* 불법(의무 소홀 포함) 여부를 막론하고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 또는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한 직접, 간접, 특별, 전형적,

* 파생적 또는 기타 모든 손해(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 조달,

* 사용 불가능, 데이터 또는 수익 손실 또는 업무 중단

* 포함)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본사가 그와

* 같은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던 경우에도

* 마찬가지입니다.

*



 

* 본 코드의 홍보용 버전이나 파생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 및

* 배포 조건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이 코드는 복사할 수 없으며

* GNU Public License를 포함한 

* 다른 어떤 배포 라이센스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Libxml2

소스 코드에 별도로 지정된 경우(예: 저작권 고지 사항은 서로 다르지만 비슷한 라이센스가 적용되는 hash.c, list.c 파일 및 trio 파일)를 제외하고

는 모든 파일의 저작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Copyright (C) 1998-2003 Daniel Veillard. All Rights Reserved.

이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설명서 파일("소프트웨어")을 얻는 모든 사용자는 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사, 수정, 통합

, 게시, 배포, 후속 사용권한 지정 및/또는 판매 권한이 제한되지 않으며, 본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 사용자에게 해당 권리를 허가할 수도 있습니

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의 저작권 정보와 허가 정보를 소프트웨어의 모든 복사본 또는 중요 부분에 포함해야 합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관련 및 비침해 보증을 포함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떤 형태의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Daniel Veillard는 적법 또는 불법 여부를 막론하고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이나 기타 취급 시에 발생할 수 있

는 어떠한 소송, 손해 또는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정보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사전 서면 승인 없이 Daniel Veillard라는 이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이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사용 등

을 권장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NTP

이 문서와 NTPTime 프로그램 및 소스 코드는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Copyright (c) Tom Horsley, 1997-2004. All rights reserved. 이 프

로그램의 무제한 배포 및 사용 권한은 저작권 정보를 유지하고 프로그램을 변경하지 않음에 동의한 모든 사용자에게 허가됩니다.

변경: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새 버전으로 배포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사용자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

므로 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배포하고자 하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원저작자에게 보내 주시면 검토하여 가능할 경우 다음 버전

에 통합하겠습니다.

expat 

MIT 라이센스

Copyright (c) 1998, 1999, 2000 Thai Open Source Software Center Ltd

이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설명서 파일("소프트웨어")을 구입하는 모든 사용자는 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사, 수정, 

통합, 게시, 배포, 후속 사용권한 지정 및/또는 판매 권한이 제한되지 않으며, 본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 사용자에게 해당 권리를 허가할 수도 있

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의 저작권 정보와 허가 정보를 소프트웨어의 모든 복사본 또는 중요 부분에 포함해야 합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관련 및 비침해 보증을 포함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떤 형태의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원저작자나 저작권 소유자는 적법 또는 불법 여부를 막론하고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이나 기타 취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소송, 손해 또는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CSP, CCVP, Cisco Square Bridge 로고, Follow Me Browsing, StackWise는 Cisco Systems, Inc.의 상표입니다. Changing the Way We Work, Live, Play, 

Learn 및 iQuick Study는 Cisco Systems, Inc.의 서비스 표시입니다. Access Registrar, Aironet, BPX, Catalyst, CCDA, CCDP, CCIE, CCIP, CCNA, 

CCNP, Cisco, Cisco Certified Internetwork Expert 로고, Cisco IOS, Cisco Press, Cisco Systems, Cisco Systems Capital, Cisco Systems 로고, Cisco Unity, 

Enterprise/Solver, EtherChannel, EtherFast, EtherSwitch, Fast Step, FormShare, GigaDrive, GigaStack, HomeLink, Internet Quotient, IOS, IP/TV, iQ 

Expertise, iQ 로고, iQ Net Readiness Scorecard, LightStream, Linksys, MeetingPlace, MGX, Networkers 로고, Networking Academy, Network Registrar, 

Packet, PIX, Post-Routing, Pre-Routing, ProConnect, RateMUX, ScriptShare, SlideCast, SMARTnet, The Fastest Way to Increase Your Internet Quotient, 

TransPath는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Cisco Systems, Inc. 및/또는 자회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이 설명서나 웹 사이트에서 언급하는 그 외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파트너라는 용어의 사용이 Cisco와 기타 업체 사이의 제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0601R)

이 문서에 사용되는 모든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는 실제 주소가 아닙니다. 이 문서의 모든 예제, 명령 화면 출력 및 그림은 설명 목적으로 제

공되었습니다. 설명 내용에 실제 IP 주소가 사용되었다면 이는 의도한 바가 아니며 우연적인 것입니다.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사용 설명서 Windows용 릴리스 1.1

© 2006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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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소개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정보, 1-2페이지 

•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설정, 1-4페이지

• 로그인 정보, 1-8페이지

•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콘솔 정보, 1-9페이지 

• 설명서 가져오기, 1-13페이지 

• 제거, 1-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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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정보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제품군의 필수 요소인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는 보다 효율적인 통신을 제공하는 데스크톱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는 자주 사용하는 통신 응용 프로그램 및 서

비스를 투명하게 통합함으로써 통신 경험을 능률화하여 작업을 보다 합리적이

고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사용하면 단일 리치 미디어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음성, 비디오, 문서 공유 

및 참여 여부와 같은 모든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및 이점

•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실시간 사

용 가능성 보기 

• 연락처의 전화 번호를 눌러서 통화

• 통합된 소프트폰 (컴퓨터를 전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또

는 연결된 Cisco Unified IP Phone 사용 

• 컴퓨터 화면에서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대면" 방식으로 아이디

어 교환 

• 세션 중에 통신 방법 추가. 예를 들어 비디오 또는 웹 회의를 추가할 수 있습

니다

• 대화 세션을 병합하여 간단하게 오디오 전화 회의 만들기 

• 동일한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에서 모든 음성 메일 메시지 보기, 재생, 

정렬 및 삭제 

관련 항목

• 사용 가능한 기능 정보, 1-3페이지 

• Cisco 제품 보안 개요,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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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정보
사용 가능한 기능 정보 

사용 가능한 기능은 회사에서 사용하도록 설정한 구성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폰이나 웹 회의 기능에 액세스할 수도 있고 액세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항상 표시되는 옵션도 현재 상황과 수행 중인 작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락처를 선택하지 않으면 연락처 통화 단추가 흐리게 표시됩니다. 

통화 호전환이나 비디오와 같은 일부 기능은 유선 전화 통하거나 소프트폰을 통

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제품 보안 개요 

이 제품은 암호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입, 수출, 운송 및 사용을 규제하는 

미국 및 현지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Cisco 암호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제3

자에게 이 암호화의 수입, 수출, 유통 또는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자, 수출자, 유통업자 및 사용자는 미국과 현지 법규를 준수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미국 및 현지 법규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이 제품을 

즉시 반품하십시오.

Cisco 암호화 제품에 대한 미국 법 정보는 

http://www.cisco.com/wwl/export/crypto/tool/stqrg.html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export@cisco.com으로 당사에 전자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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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설정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설정
다음 작업을 순서대로 수행하십시오. 

• 시스템 요구 사항, 1-4페이지

•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설치, 1-4페이지 

•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사용하기 전에, 1-5페이지

• 처음으로 로그인, 1-7페이지 

• 필수 기본 설정 지정, 1-8페이지 

• (선택 사항) 기본 설정 지정, 9-2페이지 

시스템 요구 사항 

시스템 관리자는 장비가 이 제품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

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설치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설치합니다(시스템 관리자가 컴퓨터에 

해당 제품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절차

1단계 시스템 관리자에게서 설치 관리자를 받습니다. 

2단계 비디오 카메라가 있는 경우 카메라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3단계 최소한 170MB의 여유 디스크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4단계 설치 관리자를 두 번 누르고 표시되는 지시를 따릅니다. 

5단계 설치가 완료된 후 1-5페이지의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사용하

기 전에" 절의 지침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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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사용하기 전에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시작하기 전에 장비를 준비합니다. 

처음 시작 전

1단계 1-5페이지의 "호환되지 않은 프로그램 종료" 절의 지침을 따릅니다. 

2단계 1-6페이지의 "비디오 카메라 설정" 절의 지침을 따릅니다.

3단계 1-6페이지의 "헤드셋 설정" 절의 지침을 따릅니다.

4단계 1-7페이지의 "오디오 장치 설정" 절의 지침을 따릅니다.

매번 시작 전

1단계 1-5페이지의 "호환되지 않은 프로그램 종료" 절의 지침을 따릅니다. 

2단계 비디오 카메라를 연결합니다. 

3단계 헤드셋을 연결합니다. 

4단계 오디오 장치가 변경된 경우 1-7페이지의 "오디오 장치 설정" 절의 지침을 따릅

니다.

호환되지 않은 프로그램 종료

다음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 Cisco IP Communicator

• Cisco Unified Video Advantage 또는 Cisco VT Advantage

관련 항목

•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사용하기 전에,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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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카메라 설정 

절차

  주의 이 지침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따릅니다.

1단계 시스템 관리자에게 호환되는 비디오 카메라 및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합니다. 

2단계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치되지 않은 경우 1-4페이지의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설치" 절을 참조하십시오. 

카메라를 실행할 소프트웨어가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와 함께 

설치됩니다. 

3단계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카메라를 조립합니다. 

4단계 컴퓨터의 USB 포트에 카메라를 꽂습니다. 화면에 일련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카메라 설정이 완료되면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새 하드웨어 발견. 새 

하드웨어를 설치했으며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관련 항목

•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사용하기 전에, 1-5페이지

• 비디오 사용, 3-1페이지 

헤드셋 설정 

소프트폰에서 헤드셋을 사용하는 경우 제조업체의 지침을 따릅니다. 

관련 항목

•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사용하기 전에,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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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장치 설정 

절차

1단계 시작 > 제어판 > 사운드 및 오디오 장치를 선택합니다. 

2단계 오디오 탭을 누릅니다.

• 헤드셋을 사용하는 경우 사운드 재생 및 사운드 녹음을 헤드셋으로 설정합

니다. USB 오디오 장치와 같은 이름으로 종류에 따라 나열될 수 있습니다. 

• 헤드셋 없이 Cisco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 사운드 녹음을 

Cisco Microphone (VT Camera II)으로 설정합니다. 사운드 재생 옵션은 기

본 컴퓨터 스피커로 설정해야 합니다. 

관련 항목

•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사용하기 전에, 1-5페이지

• 대화 중 문제, 10-5페이지

처음으로 로그인 

시작하기 전에

• 1-5페이지의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사용하기 전에" 절의 

절차를 따릅니다. 

절차

1단계 시스템 관리자에게 다음 정보를 요청합니다. 

•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의 사용자 이름 및 암호 

• 로그인 서버의 IP 주소 

2단계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시작합니다. 

3단계 방화벽을 통해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차단할지 여부를 묻는 창

이 표시되면 차단 해제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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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1단계에서 얻은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 및 암호는 대/소문자를 구분합

니다. 

5단계 로그인한 후 1-8페이지의 "필수 기본 설정 지정" 절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필수 기본 설정 지정 

처음으로 로그인한 후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사용하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활성 전화기 선택, 9-6페이지 

• 음성 메일 및 웹 회의 설정, 9-2페이지 

관련 항목

•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설정, 1-4페이지 

로그인 정보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사용하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 

기업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서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에 로

그인할 수 있습니다(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가 설치되어 있고 네트

워크에 연결된 경우). 로그인한 후에는 연락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한 번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처음으로 로그인, 1-7페이지

• 시작 및 로그인, 1-9페이지

• 자동 로그인 및 암호 항목 설정, 9-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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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및 로그인 

관련 항목

• 로그인 정보, 1-8페이지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콘솔 정보
콘솔은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응용 프로그램의 메인 허브입니다. 

콘솔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콘솔 개요, 1-10페이지

• 콘솔 및 창 보기 변경, 1-11페이지 

• 창에 나열된 항목 작업, 1-12페이지

작업 방법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시작

먼저 1-5페이지의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사용하기 전에" 절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런 다음,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한 표준 절차를 따

릅니다. 

로그인 처음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1-7페이지의 "처음으로 로그인" 절

을 참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시작할 때 나타

나는 창에 응답합니다. 

• 로그인하지 않고 로그인 창을 닫은 경우 콘솔 상단에 있

는 메뉴 모음에서 파일 >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참고 원격으로 로그인하려면 먼저 기업 네트워크(예: VPN 

(가상 개인 네트워크)을 통해)에 연결해야 합니다. 

참고 사용자 이름 및 암호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자동 로그인 

설정

9-5페이지의 "자동 로그인 및 암호 항목 설정" 절을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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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콘솔 정보
콘솔 개요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본 설명서의 모든 설명과 지침은 이 절에 설명된 기

본 구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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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 및 창 보기 변경 

항목 설명

1 표준 운영 체제 단추가 있는 제목 표시줄 

2 메뉴 모음

3 드롭다운 목록 현재 내 상태를 설정합니다. 

9-10페이지의 "내 상태 지정" 절을 참조하십시오. 

4 드롭다운 목록 활성 전화기를 선택합니다. 

9-6페이지의 "활성 전화기 선택" 절을 참조하십시오. 

5 연락처 창. 7장, "연락처 관리"을 참조하십시오.

6 최근 접촉 리스트 창. 8장, "최근 접촉 리스트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7 검색 창. 7-3페이지의 "연락처 검색" 절을 참조하십시오. 

8 현재 연결 상태. 

필요한 경우 10장,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작업 방법

콘솔 최소화 창 상단에 있는 표준 운영 체제 컨트롤을 누릅니다. 

콘솔 최대화 작업 표시줄의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단추를 누릅니다. 

콘솔에서 창 확장 • 창 이름 옆에 있는 (+) 단추를 누릅니다. 

• 콘솔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의 보기 메뉴에서 

창을 선택합니다. 

창 축소 • 창 이름 옆에 있는 (-) 단추를 누릅니다. 

• 콘솔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의 보기 메뉴에서 

창을 선택합니다. 

창 크기 조정 마우스를 창 사이의 테두리 위에 놓고 위쪽 및 아래

쪽 화살표가 표시되도록 한 다음 마우스를 끕니다. 

창에서 열 크기 조정 마우스를 열 머리글 사이에 놓고 끕니다. 

콘솔 크기 조정 상단을 제외한 콘솔의 가장자리를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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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에 나열된 항목 작업

창에 사람 또는 통신이 나열됩니다. 

작업 방법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 참조 항목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습니다. 

• 모든 창에서 항목 관련 옵션 참조 

및 선택

• 항목에 대한 작업 수행

• 항목을 눌러 선택한 후 콘솔 상단

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옵션을 선

택합니다. 

•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

르고 표시되는 메뉴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최근 접촉 리스트 및 검색 창에서 여러 

이름 선택

• Ctrl 키를 누른 채로 선택할 이름

을 각각 누릅니다.

• 목록에서 모든 이름을 선택하려

면 Ctrl-A를 누릅니다. 

개별 연락처 작업 7-2페이지의 "연락처 작업" 절을 참조

하십시오. 

최근 접촉 리스트 작업 8-2페이지의 "최근 접촉 리스트 및 항

목 작업" 절을 참조하십시오.

검색 결과 작업 7-4페이지의 "검색 결과 작업" 절을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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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서 가져오기
설명서 가져오기 
이 제품에 대해서는 다음 설명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작 설명서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6844/products_user_guide_list.html 

온라인 도움말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의 메뉴 모음에서 도움말 > 도움말 항목을 

선택합니다. 웹 회의 창에서 도움말 메뉴를 누릅니다. 

업데이트된 설명서(PDF)

다음 웹 사이트에서 PDF 파일로 된 설명서의 최신 버전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6844/products_user_guide_list.html 

기타 유용한 설명서

Cisco Unified MeetingPlace Express 설명서: 

http://www.cisco.com/application/pdf/en/us/guest/products/ps6533/c1626/ccmigration_

09186a00806c511e.pdf

Cisco 유선 전화 설명서: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phones/ps379/products_user_guide_list.html 

제거 
절차

1단계 비디오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2단계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종료합니다. 

3단계 표준 Windows 프로그램 추가/제거 기능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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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절차

1단계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종료합니다. 

2단계 1-4페이지의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설치" 절의 지침을 따릅니다. 

현재 설치를 수정할 옵션을 선택하고 모든 구성 요소를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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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기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화 정보, 2-1페이지 

• 대화 시작, 2-2페이지 

• 수신 통화에 응답, 2-7페이지 

• 진행 중인 대화 작업, 2-8페이지 

대화 정보 
다음 미디어를 사용하여 대화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음 대화가 가능합니다. 

• 한 개의 활성 대화 

• 보류된 여러 대화 

• 여러 사람과의 단일 대화(회의 통화) 5장, "전화 회의 호스트"를 참조하십

시오.

미디어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 참조

오디오 오디오 대화 시작, 2-2페이지

비디오 3장, "비디오 사용"

웹 회의 4장, "웹 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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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시작
대화 시작 
오디오 및 오디오/화상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오디오 대화 시작, 2-2페이지

• 화상 대화 시작, 3-4페이지

• 최근에 건 번호로 재다이얼, 2-6페이지 

관련 항목

• 5장, "전화 회의 호스트" 

• 4장, "웹 회의 사용" 

오디오 대화 시작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콘솔에 나열된 사람과 대화 시작, 2-2페이지

• 목록에 있지 않은 사람과 대화 시작, 2-6페이지 

• 최근에 건 번호로 재다이얼, 2-6페이지 

참고 항상 유선 전화를 사용하여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항목

• 5장, "전화 회의 호스트"

콘솔에 나열된 사람과 대화 시작

통화할 사람이 콘솔의 목록에 표시되면 이 절의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콘솔에 통화할 사람이 나열되지 않으면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연락처 검색, 7-3페이지 

• 목록에 있지 않은 사람과 대화 시작, 2-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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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 착신자 내 상태 확인, 2-4페이지

• 기본 연락 방법 식별, 2-5페이지 

이 번호로 전화 걸기

이 목록에 있는 사람

에게 전화 걸기 방법

목록에서 이름이 지정된 항

목의 경우 

• 개인의 기본 전화 번호

(지정한 경우) 

• 지정하지 않은 경우, 원

본 디렉터리에 나열된 

개인의 기본 전화 번호 

최근 접촉 리스트의 전화 번

호 항목의 경우 

• 원래 통신의 전화 번호 

콘솔의 모든 목록 • 이름을 두 번 누릅니다. 

(이 방법은 기본 연락 방법이 전화 또는 비

디오로 설정된 경우에만 전화 통화를 시작

합니다. 9-9페이지의 "기본 연락 방법 및 연

락 정보 지정" 절을 참조하십시오.) 

예외: 최근 접촉 리스트의 음성 메일 항목 

• 목록에서 이름 또는 항목을 누른 다음 콘솔 

상단에 있는 전화 걸기 단추를 누릅니다. 

• 목록에서 이름 또는 항목을 누른 다음 콘솔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동작 > 전화 걸

기 단추를 선택합니다. 

•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르고 오디

오 전화 걸기를 선택합니다. 

연락처 세부 정보에 나열된 

개인의 대체 번호 

• 연락처 또는 검

색 창

• 최근 접촉 리스트

(항목이 전화 번

호가 아닌 이름인 

경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이름을 누른 다음 콘솔 상단에 있는 메

뉴 모음에서 실행 > 연락처 세부 정보

를 선택합니다. 

–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르고 

연락처 세부 정보를 선택합니다. 

2. 추가 세부 정보 옆에 있는 (+) 단추를 눌러 

개인의 추가 연락처 정보를 표시합니다. 

3. 전화를 걸 번호 옆에 있는 단추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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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신자 내 상태 확인 

연락할 방법 또는 최적 연락 시간을 결정하려면 연락처에서 개인의 접근성 상

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내 상태와 상관 없이 다른 사람과의 통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에서 개인의 이름 옆에 있는 내 상태 아이콘은 개인의 사용 가능성을 표

시합니다. 또는 개인의 연락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표 2-1 내 상태 아이콘

내 상태 기호 설명

온라인 사용자가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에 로

그인하고 최근에 컴퓨터나 전화기를 사용했습니다. 

또는 상태를 온라인으로 설정했습니다. 

통화 중 전화를 사용 중이거나 상태를 통화 중으로 설정했습

니다. 

다른 용무 중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에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기본 설정에서 이 상태가 표시되도

록 지정한 일정 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

습니다. 

자리 비움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에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기본 설정에서 이 상태가 표시되도

록 지정한 일정 시간 동안 전화기나 컴퓨터를 사용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상태를 자리 비움으로 설정

했습니다. 

오프라인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에 로그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상태

시스템에서 개인 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내 상

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4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사용 설명서 Windows용 릴리스 1.1

OL-11210-01



 

2 장     대화하기 
    대화 시작
관련 항목

• 내 상태 지정, 9-10페이지 

기본 연락 방법 식별 

회사 디렉터리의 각 개인마다 기본 연락 방법이 있습니다. 각 개인은 연락을 받

고 싶은 전화 번호나 전자 메일 주소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의 기본 연락 방법을 식별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콘솔에서 이름 위에 마우스를 놓습니다. 

• 연락처의 이름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확인합니다.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항목

• 기본 연락 방법 및 연락 정보 지정, 9-9페이지

아이콘 기본 연락 방법

전화

비디오

전자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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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대화하기
    대화 시작
목록에 있지 않은 사람과 대화 시작 

통화할 사람이 콘솔 목록에 없고 검색으로도 찾을 수 없으면(7-3페이지의 "연락

처 검색" 절 참조) 다이얼 패드를 사용하여 통화할 수 있습니다. 

절차

1단계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콘솔에서 다이얼러 열기 단추를 누릅니다. 

• 콘솔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실행 > 다이얼 패드를 선택합니다.

2단계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 번호를 입력합니다. 

• 다이얼 패드에서 숫자를 누릅니다. 

• 번호를 복사하여 다이얼 패드에 붙여 넣습니다. 

유선 전화에서 다이얼하는 것과 동일하게 번호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려면 먼저 9를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키패드의 <Enter> 키를 누르거나 다이얼 패드의 하단에 있는 전화 단추를 누

릅니다. 

4단계 (선택 사항) 전화기에서 나오는 지시에 따라 번호를 눌러야 하는 경우 2-8페

이지의 "터치톤 응답 입력" 절을 참조하십시오. 

관련 항목

• 진행 중인 대화 작업, 2-8페이지

최근에 건 번호로 재다이얼 

콘솔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실행 > 재다이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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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대화하기 
    수신 통화에 응답
수신 통화에 응답 
언제든지 유선 전화를 사용하여 전화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걸려 올 때 컴퓨터에서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가 실행 중인 경우에는 컴퓨터 화면의 오른

쪽 하단 모서리에 팝업 알림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과 함께 표시됩니다. 

작업 방법

오디오 전용 통화에 

응답 

• 소프트폰을 사용하여 응답하려면 팝업 알림에서 

전화 응답 단추를 누릅니다. 

• 유선 전화를 사용하여 응답하려면 평소와 마찬

가지로 Cisco Unified IP Phone에 응답합니다. 

오디오 및 화상 전화에 

응답

팝업 알림에서 비디오로 응답 단추를 누릅니다. 

참고 3-3페이지의 "비디오를 사용하기 전에" 절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통화자는 발

신자를 볼 수 있지만 발신자는 통화자의 이미

지를 볼 수 없습니다. 

음성 메일로 통화 보

내기

팝업 알림에서 음성 메일에 통화 전송 단추를 누릅니다. 

통화자는 수신자가 통화를 전환하도록 선택한 사실

을 모릅니다. 

통화 중에 새 통화에 

응답

• 통화에 응답합니다. 

기존 통화는 보류 상태로 자동 전환됩니다. 통화를 

검색하려면 2-11페이지의 "통화 보류 및 검색" 절

을 참조하십시오. 

• 음성 메일로 통화 보내기 

여러 동시 수신 통화에 

응답

• 각 통화에 개별적으로 응답합니다. 

통화에 응답할 때마다 이전 통화는 보류 상태로 

자동 전환됩니다. 

보류된 통화를 검색하려면 2-11페이지의 "통화 

보류 및 검색" 절을 참조하십시오. 

• 음성 메일에 각 통화를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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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대화하기
    진행 중인 대화 작업
진행 중인 대화 작업 
대화 중에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터치톤 응답 입력, 2-8페이지 

• 통화 호전환, 2-9페이지

• 참가자 등록자 명단 표시 또는 숨기기, 2-9페이지

• 오디오 볼륨 및 비디오 전송 변경, 2-10페이지

• 통화 보류 및 검색, 2-11페이지

• 대화에 비디오 추가, 3-5페이지 

• 대화에 비디오 추가 요청에 응답, 3-5페이지 

• 대화에서 비디오 제거, 3-6페이지 

• 웹 회의 정보, 4-1페이지

• 전화 회의 만들기, 5-1페이지 

• 대화 종료, 2-11페이지 

터치톤 응답 입력  

소프트폰 통화 중에 옵션을 선택하거나 암호와 같은 번호를 입력하라는 지시가 

들리면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절차

1단계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활성 대화 창에서 다이얼 패드 열기 단추를 누릅니다. 

• 활성 대화 창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보기 > 다이얼 패드를 선택합니다. 

2단계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번호를 입력합니다. 

• 번호를 입력합니다. 

• 다이얼 패드에서 숫자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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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대화하기 
    진행 중인 대화 작업
통화 호전환 

5-2페이지의 "통화 병합" 절의 절차를 사용하여 본인, 호전환될 통화자 및 통화

를 호전환할 사람을 포함하는 전화 회의를 만듭니다. 모든 참가자가 대화에 참

여한 후에 전화를 끊으면 다른 사람들은 통화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 등록자 명단 표시 또는 숨기기 

등록자 명단에는 대화에 참여한 오디오 및 비디오 참가자가 나열됩니다. 참가

자가 디렉터리 또는 연락처에 있으면 이름이 표시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화 번

호가 나타납니다. 

절차

1단계 활성 대화 창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등록자 명단 단추를 누릅니다. 

• 메뉴 모음에서 보기 > 등록자 명단을 선택합니다. 

2단계 목록에 있는 한 항목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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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대화하기
    진행 중인 대화 작업
오디오 볼륨 및 비디오 전송 변경 

활성 전화기가 유선 전화인 경우

전화기와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활성 전화기가 소프트폰인 경우

작업 방법

다른 참가자가 들을 수 

없도록 통화자의 오디

오 음소거

활성 대화 창에서 

• 오디오 음소거 단추를 누릅니다. 

• 메뉴 모음에서 세션 > 음소거를 선택합니다. 

통화를 음소거하고 보류한 다음 보류된 통화를 검색

하면 오디오가 더 이상 음소거되지 않습니다. 

대화 볼륨 변경 활성 대화 창에서 

• 볼륨 슬라이더를 끕니다.

• 메뉴 모음에서 세션 > 볼륨 올리기 또는 세션 > 볼

륨 내리기를 선택합니다.

다른 참가자에게 표시

되는 통화자의 비디오 

이미지 고정(일시 

중지)

활성 대화 창에서 

• 비디오 일시 중지 단추를 누릅니다. 

• 메뉴 모음에서 세션 > 비디오 일시 중지를 선택합

니다. 

통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미지가 고정

되지 않습니다.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고 통화를 보류한 다음 보류된 

통화를 검색하면 비디오가 더 이상 일시 중지되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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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대화하기 
    진행 중인 대화 작업
통화 보류 및 검색 

관련 항목

• 전화 회의 만들기, 5-1페이지

대화 종료 

참고 보류된 통화를 종료하려면 먼저 통화를 검색한 다음 종료합니다. 먼저 통화를 

검색하지 않고 종료하면 통화를 끊은 후에도 상대방은 보류 상태로 유지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2자 대화를 종료합니다. 

• 유선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수화기를 내려 놓습니다. 

• 대화 창의 (x) 단추를 누릅니다. 

• 제목 표시줄의 표준 운영 체제 컨트롤을 사용하여 대화 창을 닫습니다. 

• 활성 대화 창의 메뉴 모음에서 세션 > 통화 종료를 선택합니다. 

참고 전화 회의 중에 전화를 끊어도 회의의 다른 참가자는 대화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작업 방법 참고

통화를 보류 

상태로 전환

• 활성 대화 창에서 통화 보류/통

화 재시작 단추를 누릅니다. 

• 활성 대화 창의 메뉴 모음에서 

세션 > 통화 보류를 선택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대화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웹 회의 창을 

활성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류된 통화 

검색

• 보류된 대화 창에서 통화 보류/

통화 재시작 단추를 누릅니다. 

• 보류된 대화 창의 메뉴 모음에서 

세션 > 통화 검색을 선택합니다. 

보류된 대화를 검색할 

경우, 다른 활성 대화가 

보류 상태로 자동 전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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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대화하기
    진행 중인 대화 작업
대화 창 닫기 

대화 창 닫기와 관련된 기본 설정을 지정하려면 

파일 > 기본 설정 편집을 선택하고 내 정보를 누른 다음 아래 옵션을 선택합니다. 

• 통화 연결을 끊을 때 대화 창 닫기 

• 활성 대화 창을 닫기 전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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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디오 사용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디오 카메라 설정, 1-6페이지 

• 화상 대화 정보, 3-2페이지

• 비디오를 사용하기 전에, 3-3페이지 

• 비디오 이미지 미리보기, 3-3페이지

• 화상 대화 시작, 3-4페이지 

• 대화에 비디오 추가, 3-5페이지 

• 대화에 비디오 추가 요청에 응답, 3-5페이지

• 진행 중인 화상 대화 작업, 3-6페이지 

• 대화에서 비디오 제거, 3-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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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비디오 사용
    화상 대화 정보
화상 대화 정보 
다음 정보는 화상 대화에 적용됩니다. 

• 2자 통화 중에는 비디오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전화 회의 중에는 사용할 수 없

습니다. 

• 수신 비디오를 보는 데 카메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비디오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비디오 카메라가 없는 상대방을 볼 수 없

지만, 상대방은 사용자의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 통화자와 착신자는 각각 비디오를 사용할지 또는 오디오만 사용할지 여부

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3-3페이지의 "비디오를 사용하기 전에" 절을 참조

하십시오. 

다음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비디오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사용하고 비디오를 사용하도록 설

정되어 있는 사람

• Cisco Unified Video Advantage 2.0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 Cisco Unified IP Phone 모델 7985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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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비디오 사용 
    비디오를 사용하기 전에
비디오를 사용하기 전에 
비디오 이미지를 전송하려면 

• 비디오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1-6페이지의 "비디오 카메라 설정" 절을 

참조하십시오. 

• Cisco Unified Video Advantage 및 Cisco VT Advantage를 실행하고 있지 않

아야 합니다. 

•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활성 전화기가 소프트폰이어야 합니다. 

• 통화에 비디오를 추가하는 경우 활성 통화가 전화 회의가 아니어야 합니다. 

• 비디오 카메라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3페이지의 "비

디오 이미지 미리보기" 절을 참조하십시오. 

관련 항목

• 화상 대화 정보, 3-2페이지 

비디오 이미지 미리보기 
비디오 이미지를 보려면 

• 콘솔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보기 > 내 화면 표시를 선택합니다.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으면 10-7페이지의 "비디오 문제" 절을 참조하십시오. 

관련 항목

• 진행 중인 화상 대화 작업, 3-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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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 대화 시작
화상 대화 시작 
화상 대화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3-2페이지의 "화상 대화 정보" 절을 참조하

십시오. 

절차

1단계 비디오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3페이지의 "비디오를 사용하

기 전에" 절을 참조하십시오. 

2단계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위치 방법

콘솔의 모든 목록 • 이름 또는 항목을 누른 다음 

– 콘솔의 상단에 있는 화상 전화 걸기 단추를 누

릅니다. 

– 콘솔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실행 > 화상 

전화 걸기를 선택합니다. 

•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르고 화상 전화 걸

기를 선택합니다. 

• 2-2페이지의 "오디오 대화 시작" 절의 절차를 사

용하여 오디오 통화를 시작한 다음 3-5페이지의 

"대화에 비디오 추가" 절의 절차를 사용하여 비

디오를 추가합니다. 

최근 접촉 리스트 세

부 정보 창

화상 전화 시작 단추를 누릅니다. 

콘솔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실행 > 화상 전화 걸

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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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 비디오 추가 
화상 대화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3-2페이지의 "화상 대화 정보" 절을 참조하

십시오. 

절차

1단계 비디오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3페이지의 "비디오를 사용하

기 전에" 절을 참조하십시오. 

2단계 활성 대화 창에서 

• 통화에 비디오 추가 단추를 누릅니다. 

• 메뉴 모음에서 세션 > 비디오 추가/제거를 선택합니다. 

대화에 비디오 추가 요청에 응답 
대화 중에 통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비디오를 추가하면 대화 창에 단추가 표시

됩니다. 비디오를 추가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업 이 단추 누르기

사용자가 상대방의 비디오 이미지를 보고 상대방

도 사용자의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양방향 비디오 승인

사용자는 상대방의 비디오 이미지를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은 사용자의 이미지를 볼 수 없습니다. 

비디오만 수신

대화에 비디오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저속 연결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원격으로 액세

스하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만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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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화상 대화 작업 
진행 중인 오디오 대화 관련 정보는 화상 전화에도 적용됩니다. 2-8페이지의 

"진행 중인 대화 작업" 절을 참조하십시오. 

대화에서 비디오 제거 
오디오/화상 대화 중이면 대화를 종료하지 않고 대화를 오디오 전용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활성 대화 창에서 통화에서 비디오 제거 단추(통화에 비디오 추가와 동일한 단

추)를 누릅니다. 사용자의 최근 이미지가 다른 참가자의 화면에 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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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회의 사용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웹 회의 정보, 4-1페이지

• 대화에 웹 회의 추가, 4-2페이지 

• 진행 중인 웹 회의 세션 작업, 4-3페이지

• Cisco Unified MeetingPlace Express 웹 회의 비교, 4-4페이지

웹 회의 정보 
회사에서 웹 회의를 제공하는 경우 웹 회의를 대화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웹 회의를 사용하면 다른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컴퓨터에서 문서 및 응용 프로

그램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자

가 공유하는 컨텐트 상의 투명 오버레이 위에 그리거나 쓸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MeetingPlace Express 웹 회의에 익숙한 경우 4-4페이지의 

"Cisco Unified MeetingPlace Express 웹 회의 비교" 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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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에 웹 회의 추가
대화에 웹 회의 추가 
절차

1단계 웹 회의를 사용하도록 설정했는지 확인합니다. 9-2페이지의 "음성 메일 및 웹 

회의 설정" 절을 참조하십시오. 

2단계 활성 대화 창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웹 회의 시작 단추를 누릅니다. 

• 메뉴 모음에서 세션 > 웹 회의 시작을 선택합니다. 

3단계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사용 중인 대화의 모든 참가자 화면에 

웹 회의 창이 열립니다. 

4단계 창을 닫을지 여부를 묻는 창이 표시되면 예를 누릅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보

조 창이 닫힙니다. 

5단계 대화의 일부 참가자가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 4-2페이지의 "웹 회의 세션에 참가자 추가" 절을 참조하십시오. 

6단계 추가 참가자가 대화에 참가할 경우 해당 참가자에게 웹 회의가 표시되지 않으

면 5단계의 절차에 따라 해당 참가자를 웹 회의에 참가시킵니다. 

7단계 웹 회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3페이지의 "진행 중인 웹 회의 세션 작업" 절

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웹 회의 세션에 참가자 추가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사용 중인 대화의 참가자는 웹 회의에 자

동으로 참가합니다. 

대화의 일부 참가자가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사용하고 있지 않

을 경우, 해당 참가자가 웹 회의에 참가하도록 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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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중인 웹 회의 세션 작업
절차

1단계 활성 대화 창에서 참가자 초대 단추를 누릅니다. 

2단계 전자 메일 전송을 누릅니다. 

3단계 웹 회의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참가자의 전자 메일 주소를 추가합니다. 

4단계 전자 메일을 보냅니다. 

5단계 수신인이 전자 메일 메시지의 링크를 눌러야 합니다. 

진행 중인 웹 회의 세션 작업

작업 방법

웹 회의 관련 도움말 보기 회의 중: 웹 회의 창의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도움말 > Cisco Unified MeetingPlace Express 도움

말을 선택합니다. 

평상 시: 1-13페이지의 "설명서 가져오기" 절을 참

조하십시오. 

참고 해당 문서의 "공유 전용 웹 회의"라는 용어

는 이 설명서의 "웹 회의"와 같습니다. 

대화 창에서 웹 회의 컨

트롤 숨기기 

대화 창에서 웹 회의 창 닫기 단추를 누릅니다. 

(이 단추는 웹 회의 시작 단추와 같습니다.) 

웹 회의 컨트롤 다시 표시 대화 창에서 웹 회의 창 열기 단추를 누릅니다. 

(이 단추는 웹 회의 시작 단추와 같습니다.) 

웹 회의에 참가할 추가 

인원 허용

4-2페이지의 "웹 회의 세션에 참가자 추가" 절을 참

조하십시오. 

브라우저 창을 닫은 경우 

진행 중인 세션의 웹 회

의 창 다시 열기 

활성 대화 창에서 웹 회의 다시 참가 단추를 누릅니다. 

웹 회의 세션 종료 활성 대화 창에서 웹 회의 종료 단추를 누릅니다. 

웹 회의를 추가한 사람만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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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웹 회의 사용
    Cisco Unified MeetingPlace Express 웹 회의 비교
Cisco Unified MeetingPlace Express 웹 회의 비교 

참고 이 절의 정보는 Cisco Unified MeetingPlace Express에 익숙한 사용자에

게만 유용합니다.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대화에 추가하는 웹 회의에는 

Cisco Unified MeetingPlace Express에서 시작하는 웹 회의에 사용 가능한 하위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대화에 추가하는 웹 회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 및 주석 기능과 연결/화면 관리 기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MeetingPlace Express 암호 또는 내 정보는 참가하는 데 필요

하지 않지만, 웹 회의를 추가하기 위해 내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대화 또는 대화 URL을 통해서만 웹 회

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MeetingPlace Express 웹 페이지 또

는 Cisco Unified IP Phones 서비스를 통해서는 웹 회의를 검색하거나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웹 회의 개시자를 비롯하여 회의의 모든 참가자에게 발표자 권한이 주어집

니다. 

• 회의에 대한 회의 알림은 없습니다. 

• Cisco Unified MeetingPlace Express 내 정보 설정은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통해 추가하는 웹 회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의를 사전에 예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 웹 회의의 표시 언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전체 Cisco Unified MeetingPlace Express 회의 기능이 필요하고 해당 응용 프로

그램에 내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대신에 

Cisco Unified MeetingPlace Express에서 회의를 시작해 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MeetingPlace Express의 온라인 도움말 또는 1-13페

이지의 "설명서 가져오기" 절의 해당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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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회의 호스트 

대화를 병합하여 전화 회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전화 회의 만들기, 5-1페이지 

• 통화 병합 정보, 5-1페이지 

• 진행 중인 전화 회의 작업, 5-2페이지 

전화 회의 만들기 
여러 대화를 병합하여 전화 회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대화를 병합한 다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또는 걸려온 전화에 응

답하여) 그 사람을 통화에 병합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일 전화 회의에 모든 참

가자가 들어갈 때까지 추가 대상자 각각에 대해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통화 병합 정보 
대화를 병합하여 여러 발신자를 단일 대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 두 개의 대화

• 대화 및 회의

• 여러 대화를 순서대로 단일 회의에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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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중인 전화 회의 작업
참고 • 병합 단추는 둘 이상의 대화가 진행 중이고 활성 대화의 대화 창에 있는 경

우에만 활성화됩니다. 

• 화상 대화는 병합 후에 오디오 전용이 됩니다. 

• 웹 회의를 포함하는 대화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대화를 병합할 때 웹 회의 

대화가 활성 대화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 두 개의 대화를 병합한 후에 전화를 끊으면 다른 참가자는 전화 회의를 계

속할 수 있습니다. 

통화 병합 

절차

1단계 유지할 대화를 선택하여 보류 상태로 전환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대화에 웹 

회의 또는 여러 참가자가 포함되는 경우 대화를 보류 상태로 전환합니다. 

2단계 다른 대화를 활성화합니다. 

3단계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대화를 병합합니다. 

• 활성 대화 창에서 병합 단추를 누릅니다. 

• 활성 대화 창의 메뉴 모음에서 세션 > 병합을 선택합니다. 

보류 중이었던  대화가 활성 대화가 되고 모든 참가자가 보류 중이었던 대화에 

들어옵니다. 

진행 중인 전화 회의 작업
대화 관련 정보는 전화 회의에도 적용됩니다. 2-8페이지의 "진행 중인 대화 작

업" 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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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메일 메시지 전송 

다음 표의 절차에 따라 선택한 사람의 기본 전자 메일 주소로 보낼 빈 전자 메일 

메시지를 엽니다. 

전자 메일 전송 위치 방법

콘솔의 모든 창

 

• 이름을 두 번 누릅니다. 

(이 방법은 전자 메일을 기본 연락 방법으로 지

정한 경우에만 전자 메일 메시지를 엽니다.) 

• 연락처 창을 제외한 다른 위치에서 하나 이상

의 연락처를 선택한 다음 전자 메일 전송 단추

를 누릅니다. 

• 연락처 창을 제외한 다른 위치에서 하나 이상의 

연락처를 선택한 다음 콘솔 상단에 있는 메뉴 모

음에서 실행 > 전자 메일 전송을 선택합니다. 

•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르고 전자 메

일 전송을 선택합니다.

진행 중인 대화의 등록자 

명단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르고 전자 메일 전

송을 선택합니다.

최근 접촉 리스트 세부 

정보 창

• 전자 메일 시작 단추를 누릅니다. 

• 동작 > 전자 메일 전송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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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관리 

다음 항목은 연락처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연락처 정보, 7-1페이지

• 연락처 작업, 7-2페이지

• 연락처 그룹 작업, 7-6페이지

연락처 정보 
다음 원본에서 최대 100개의 이름을 개인 연락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의 다른 사용자. 회사 디렉터리에 있는 

사람의 전부 또는 일부일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IP Phone에 Cisco IP Phone Messenger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응용 프로그램에 있는 친구 목록 

한 응용 프로그램에 추가되는 연락처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도 표시됩니다. 

연락처에 포함된 연락처는 볼 수만 있으며 컴퓨터를 통해 로그인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네트워크의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이 연락처 목록의 정보에 액세

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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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     연락처 관리
    연락처 작업
관련 항목

• 연락처 작업, 7-2페이지

• 콘솔 및 창 보기 변경, 1-11페이지 

• 기본 연락 방법 식별, 2-5페이지 

연락처  작업 
개별 연락처와 관련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작업 방법

연락처 추가 7-7페이지의 "그룹에 연락처 추가" 절을 

참조하십시오. 

연락처 검색 7-3페이지의 "연락처 검색" 절을 참조하

십시오. 

연락처 내 상태 확인 2-4페이지의 "착신자 내 상태 확인" 절을 

참조하십시오. 

연락처의 기본 연락 방법 확인 2-5페이지의 "기본 연락 방법 식별" 절을 

참조하십시오. 

목록에서 연락처에 관한 자세한 정

보 보기 

• 콘솔에서 목록의 항목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습니다. 

• 7-4페이지의 "연락처 세부 정보 액

세스" 절의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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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     연락처 관리 
    연락처 작업
연락처 검색 
회사 디렉터리에서 기준과 일치하는 연락처가 있는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절차

1단계 검색 창의 필드에 검색 기준을 입력합니다. 

전체 이름, 이름, 성, 별칭, 사용자 ID 또는 전화 번호 중 일부 또는 모두를 입력

합니다. 

검색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입력하는 글자가 이름의 임의 위치에 나

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nd"를 검색하면 "Anderson"과 "Cassandra"를 찾

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은 대체로 전자 메일 주소의 "@" 기호 앞에 붙는 부

분입니다. 

2단계 화살표 단추를 누릅니다. 

3단계 (선택 사항) 검색을 중지하려면 (x) 단추를 누릅니다. 

4단계 검색한 결과를 사용하려면 7-4페이지의 "검색 결과 작업" 절을 참조하십시오. 

연락처 정보 수정 별칭을 추가하려면 

• 연락처 목록의 연락처를 누른 다음 

콘솔의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실행 > 연락처 별칭 편집을 선택합

니다. 

• 연락처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

로 누르고 연락처 별칭 편집을 선택

합니다. 

별칭을 제거하려면 별칭을 추가하기 위

한 단계 중 하나를 수행한 다음

• 텍스트를 삭제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연락처 삭제 7-5페이지의 "연락처 삭제" 절을 참조하

십시오. 

작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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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     연락처 관리
    연락처 작업
검색 결과 작업 

연락처 세부 정보 액세스 
연락처 세부 정보의 모든 정보(회사 디렉터리에서 가져온 별칭 제외) 연락처의 

별칭을 변경하려면 7-2페이지의 "연락처 작업" 절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작업 방법

검색한 결과 목록 정렬 검색 창의 열 머리글을 누릅니다. 

정렬 순서를 반대로 하려면 다시 누릅

니다. 

창 보기 변경 1-11페이지의 "콘솔 및 창 보기 변경" 

절을 참조하십시오.

검색 결과 목록 지우기 검색 결과 목록에서 이름을 마우스 오

른쪽 단추로 누른 다음 모두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검색 결과에 대한 추가 옵션 보기 및 

사용

1-12페이지의 "창에 나열된 항목 작업" 

절을 참조하십시오.

위치 방법

콘솔의 창 • 목록에서 이름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콘솔 상

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실행> 연락처 세부 정

보를 선택합니다. 

• 목록의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르고 > 

연락처 세부 정보를 선택합니다.

최근 접촉 리스트 창에서는 이름이 지정된 항목에 대

해서만 연락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활성 대화의 등록자 

명단

목록의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르고 > 연락

처 세부 정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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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작업
연락처 삭제 

참고 연락처가 콘솔에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경우 각 인스턴스를 개별적으로 삭제해

야 합니다. 

연락처를 삭제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항목을 누른 다음 콘솔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동작 > 삭제를 선택합니다. 

• 항목을 눌러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키보드의 Delete 키를 누릅니다. 

•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르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참고 • 그룹 및 모든 연락처를 삭제하려면 7-8페이지의 "그룹 삭제" 절을 참조하십

시오. 

• 최근 접촉 리스트 항목을 삭제하려면 8-2페이지의 "최근 접촉 리스트 및 항

목 작업" 절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 검색 창의 항목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목록을 지우려면 7-4페이지의 "검색 

결과 작업" 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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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그룹 작업
연락처 그룹 작업 
그룹을 만들어 연락처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작업 방법

그룹 만들기 콘솔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실행 > 

새 그룹 작성을 선택합니다. 

그룹에 연락처 추가 7-7페이지의 "그룹에 연락처 추가" 절

을 참조하십시오. 

그룹 이름 바꾸기 

일반 그룹의 이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

• 연락처 창에서 그룹 이름을 누릅

니다. 그런 다음, 콘솔 상단에 있

는 메뉴 모음에서 동작 > 그룹 이

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 연락처 창에서 그룹 이름을 마우

스 오른쪽 단추로 누른 다음 이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그룹에서 연락처 숨기기 그룹 이름을 누릅니다. 

그룹에서 연락처 표시 그룹 이름을 누릅니다. 

그룹 삭제 7-8페이지의 "그룹 삭제" 절을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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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 연락처 추가 

추가할 연락처가 회사 디렉터리에 이미 있어야 합니다. 

하나 이상의 그룹에 연락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절차

1단계 그룹이 아직 없는 경우 그룹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7-6페이지의 "연락처 

그룹 작업" 절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2단계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추가할 연락처 위치 방법

연락처 창 • 연락처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콘솔 상단에 있

는 메뉴 모음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실행 > 연락처를 그룹으로 이동 > [그룹 이름]

– 동작 > 그룹에 연락처 복사 > [그룹 이름] 

• 연락처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르고 그룹으

로 이동 또는 그룹에 복사를 선택한 후 그룹을 선

택합니다. 

최근 접촉 리스트 또는 

검색 창

• 연락처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콘솔 상단에 있

는 메뉴 모음에서 실행 > 그룹에 연락처 추가 > 

[그룹 이름]을 선택합니다. 

• 연락처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르고 그룹에 

연락처 추가를 선택한 후 그룹을 선택합니다. 

등록자 명단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르고 그룹에 연락처 

추가를 선택한 후 그룹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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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삭제 

그룹을 삭제하면 그룹의 연락처도 삭제됩니다. 그러나 연락처가 여러 그룹에 

속하는 경우 하나의 인스턴스만 삭제됩니다. 

일반 그룹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룹을 삭제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그룹 이름을 누른 다음 컴퓨터 키보드의 Delete 키를 누릅니다.

• 그룹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르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관련 항목

• 연락처 삭제, 7-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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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접촉 리스트 작업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접촉 리스트 정보, 8-1페이지

• 최근 접촉 리스트 및 항목 작업, 8-2페이지

• 음성 메일 액세스, 8-5페이지

최근 접촉 리스트 정보 
최근 접촉 리스트 창에는 통화 내역이 표시되어 쉽게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 다

시 걸거나 음성 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접촉 리스트 창에는 받은 모든 음성 메일 메시지가 나열되며, 수신되었거

나 시작된 통화 또는 부재 중 통화가 최대 50개까지 나열됩니다. 

1분 내에 새 음성 메일 메시지가 목록에 나타납니다. 

읽지 않은 통신은 굵은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실행 중인 경우 Cisco Unified IP Phone을 

사용하는 동안 걸거나 받은 통화만 최근 접촉 리스트에 나타납니다. 활성 전화

기를 유선 전화로 설정한 경우에만 유선 전화를 사용하여 거는 통화가 표시됩

니다. 음성 메일은 언제든지 표시됩니다. 

다른 컴퓨터에서 로그온한 경우에는 특정 컴퓨터에 로그인한 동안에 발생한 통

신만 해당 컴퓨터의 최근 접촉 리스트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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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접촉 리스트 및 항목 작업
최근 접촉 리스트 및 항목 작업

작업 방법

항목의 통신 유형 

식별

최근 접촉 리스트 창의 첫 번째 열에는 통신 유형이 표시

됩니다. 아이콘을 식별하려면 8-4페이지의 "최근 접촉 

리스트 항목 정보" 절을 참조하십시오. 

• 한 개의 통신 유

형만 표시

• 모든 최근 접촉 

리스트 표시

• 최근 옆에 있는 드롭 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합

니다. 

• 콘솔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보기 > 최근 접촉 

리스트 보기 옵션을 선택하고 옵션을 선택합니다. 

목록 정렬 해당 열 머리글별로 정렬하려면 열 머리글을 누릅니다. 

정렬 순서를 반대로 하려면 다시 누릅니다. 

항목에 대한 세부 정

보 보기 

• 항목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습니다. 

• 항목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콘솔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실행 > 최근 접촉 리스트 세부 정보를 선

택합니다. 

• 최근 접촉 리스트에서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

로 누르고 통신 열기를 선택합니다. 

항목을 읽지 않은 상

태로 표시

• 하나 이상의 항목을 선택하고> 읽지 않은 상태로 

표시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릅니다. 

• 항목에 대한 세부 정보를 봅니다. 그런 다음, 대화 

세부 정보 창의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실행 > 

읽지 않은 상태로 표시를 선택합니다. 

연락처 목록에 항목 

추가

7-7페이지의 "그룹에 연락처 추가" 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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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     최근 접촉 리스트 작업 
    최근 접촉 리스트 및 항목 작업
항목 삭제 삭제할 항목을 표시하려면 

•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르고 삭제를 선택

합니다. 

• 항목을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삭제 키를 누릅니다. 

삭제 표시된 모든 항목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려면:

삭제 표시된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르고 삭제

한 통신 비우기를 선택합니다. 

참고 유선 전화를 사용하여 음성 메일을 삭제할 때,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에서 동일

한 음성 메일을 별도로 삭제해야 합니다. 

항목 삭제 취소 • 삭제 표시된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르고 

삭제 취소를 선택합니다. 

• 항목에 대한 세부 정보를 봅니다. 그런 다음, 대화 

세부 정보 창의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실행 > 

삭제 취소를 선택합니다. 

최근 접촉 리스트 

작업

1-12페이지의 "창에 나열된 항목 작업" 절을 참조하십

시오. 

창 보기 변경 1-11페이지의 "콘솔 및 창 보기 변경" 절을 참조하십

시오. 

작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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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     최근 접촉 리스트 작업
    최근 접촉 리스트 및 항목 작업
최근 접촉 리스트 항목 정보

다음 정보는 최근 접촉 리스트 창에 나열된 항목을 설명합니다. 

• 삭제되었지만 아직 제거되지 않은 항목은 취소선이 그어진 텍스트로 표시

됩니다. 

• 처리 중인 항목은 기울임꼴로 표시되며 잠시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굵게 표시된 항목은 읽지 않은 항목입니다. 

아이콘 통신 유형

음성 메일 메시지

부재 중 통화(수신)

통화 응답(수신)

발신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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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     최근 접촉 리스트 작업 
    음성 메일 액세스
음성 메일 액세스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에서 음성 메일 메시지를 받고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작업 방법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통

해 음성 메일 액세스 

설정

9-2페이지의 "음성 메일 및 웹 회의 설정" 절을 참조하

십시오. 

음성 메일 확인 최근 접촉 리스트에서 

• 음성 메일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르고 > 

음성 메일 재생을 누릅니다. 

• 이 표의 다음 행을 참조하십시오. 

음성 메일 재생 제어

• 시작 위치로 되

감기

• 되감기

• 재생

• 일시 중지

• 빨리 감기

• 탐색(메시지의 

특정 지점까지 

되감기)

• 재생 볼륨 변경

최근 접촉 리스트에서 

• 음성 메일 항목을 두 번 누릅니다. 

• 음성 메일 항목을 누른 다음 콘솔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실행 > 최근 접촉 리스트 세부 정보를 선

택합니다. 

• 목록의 음성 메일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

르고 > 통신 열기를 선택합니다. 

창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해당 단추를 누르거나 해당 슬라이더를 이동합니

다. 더 큰 슬라이더가 탐색 슬라이더입니다. 

•  열려 있는 창의 메뉴 모음에 있는 재생 메뉴에서 옵

션을 선택합니다. 

다른 작업 수행 8-2페이지의 "최근 접촉 리스트 및 항목 작업" 절을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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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     최근 접촉 리스트 작업
    음성 메일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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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정 및 상태 정보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상태 보기, 9-1페이지

• 기본 설정 지정, 9-2페이지 

현재 상태 보기

보기 항목 방법

연결 상태 콘솔 하단을 살펴봅니다. 

내 상태 상태 • 콘솔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보기 > 내 

세부 정보 보기를 선택합니다. 

• 상태를 지속적으로 보려면 연락처 목록에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7-7페이지의 "그룹

에 연락처 추가" 절을 참조하십시오. 

상태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2-4페이지의 "착신

자 내 상태 확인" 절을 참조하십시오. 

연락처 정보 콘솔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보기 > 내 세부 

정보 보기를 선택합니다. 

비디오 이미지 3-3페이지의 "비디오 이미지 미리보기" 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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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     기본 설정 및 상태 정보
    기본 설정 지정
기본 설정 지정 
• 음성 메일 및 웹 회의 설정, 9-2페이지

• 자동 로그인 및 암호 항목 설정, 9-5페이지

• 활성 전화기 선택, 9-6페이지

• 기본 연락 방법 및 연락 정보 지정, 9-9페이지 

• 내 상태 지정, 9-10페이지 

음성 메일 및 웹 회의 설정 
다음의 경우에는 이 절에서 참조된 절차를 사용합니다. 

• 처음으로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에 로그인한 경우 

• 시스템 관리자가 음성 메일 또는 웹 회의를 사용하도록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설정할 것을 지시한 경우 

• 음성 메일 또는 웹 회의 암호가 변경되어, 변경된 암호에 맞게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의 암호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 

절차

• 음성 메일 설정, 9-3페이지

• 웹 회의 설정, 9-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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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     기본 설정 및 상태 정보 
    기본 설정 지정
음성 메일 설정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통해 음성 메일에 액세스할 경우 이 절차

를 사용합니다. 

절차

1단계 음성 메일을 사용하기 위해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에 입력해야 하

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시스템 관리자에게 요청합니다. 

2단계 콘솔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파일 > 기본 설정 편집을 선택합니다. 

3단계 계정을 누릅니다. 

4단계 창의 왼쪽에 있는 목록에서 Unity Connection을 누릅니다.

5단계 음성 메일 액세스를 위한 로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시스템 관리자가 두 개의 

암호를 제공한 경우 Cisco Unity Assistant(웹) 암호를 사용합니다. 

6단계 저장을 누릅니다. 

7단계 닫기를 누릅니다. 

관련 항목

•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설정, 1-4페이지

• 음성 메일 액세스, 8-5페이지

웹 회의 설정

참고 모든 사람이 웹 회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웹 회의를 대화에 추가하기 위해 이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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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     기본 설정 및 상태 정보
    기본 설정 지정
절차

1단계 웹 회의를 사용하기 위해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에 입력해야 하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시스템 관리자에게 요청합니다. 

2단계 콘솔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파일 > 기본 설정 편집을 선택합니다. 

3단계 계정을 누릅니다. 

4단계 창의 왼쪽에 있는 목록에서 MeetingPlace Express를 누릅니다. 

5단계 웹 회의 로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6단계 저장을 누릅니다. 

7단계 닫기를 누릅니다. 

8단계 9-4페이지의 "(선택 사항) Internet Explorer 창 기본 설정 지정" 절을 참조하십시오. 

관련 항목

•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설정, 1-4페이지

• 웹 회의 사용, 4-1페이지

(선택 사항) Internet Explorer 창 기본 설정 지정 

웹 회의를 추가하고 Microsoft Internet Explorer가 컴퓨터의 기본 브라우저인 경

우 웹 회의 창은 이미 열려 있는 브라우저 창에 열립니다. Internet Explorer에서 

새 창에 웹 회의를 열려면 Internet Explorer 기본 설정을 지정합니다. 

절차

1단계 Internet Explorer를 시작합니다. 

2단계 도구 >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3단계 고급 탭을 누릅니다. 

4단계 바로 가기를 실행하는 데 창을 다시 사용을 선택 취소합니다. 

5단계 확인을 누릅니다.

6단계 모든 Internet Explorer 창을 닫습니다. 
9-4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사용 설명서 Windows용 릴리스 1.1

OL-11210-01



 

9 장     기본 설정 및 상태 정보 
    기본 설정 지정
자동 로그인 및 암호 항목 설정 
이 설정은 해당 항목을 설정한 컴퓨터에만 적용됩니다. 

로그인 전

절차

1단계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2단계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3단계 확인란을 한 개만 또는 두 개 모두 선택합니다. 

• 암호 기억 

• 다음으로 자동 로그인: [사용자 이름]

자동으로 로그인하려면 두 확인란을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4단계 로그인을 누릅니다. 

로그인 후

절차

1단계 파일 > 기본 설정 편집을 선택한 다음 내 정보를 누릅니다.

2단계 확인란을 한 개만 또는 두 개 모두 선택합니다. 

• 이 내 정보 암호 기억 

• 이 내 정보를 사용하여 자동 연결 

자동으로 로그인하려면 이 내 정보 암호 기억도 선택해야 합니다. 

3단계 닫기를 누릅니다. 

관련 항목

• 자동 로그인 및 암호 항목 취소, 9-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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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     기본 설정 및 상태 정보
    기본 설정 지정
자동 로그인 및 암호 항목 취소 

9-5페이지의 "자동 로그인 및 암호 항목 설정" 절에 설명된 설정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절차

1단계 콘솔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파일 > 기본 설정 편집을 선택합니다. 

2단계 내 정보를 누릅니다. 

3단계 연결 옵션 섹션에서 해당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4단계 닫기를 누릅니다. 

활성 전화기 선택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는 책상 위에 있는 것과 같은 

Cisco Unified IP Phone과 함께 작동하거나 개별적으로 소프트폰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폰은 컴퓨터를 전화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통화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활성 전화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폰이 활성 전화기인 경우에는 유선 전화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 전화

기로 건 통화는 최근 접촉 리스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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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     기본 설정 및 상태 정보 
    기본 설정 지정
절차

1단계 활성 전화기를 변경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콘솔의 상단 부분에 있는 드롭다운 목록에서 전화 옵션을 선택합니다. 

• 콘솔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파일 > 전화 모드를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 콘솔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파일 > 기본 설정 편집을 선택합니다. 그

런 다음 내 정보를 누르고 전화 모드 옵션을 선택합니다. 

참고 비디오를 사용하려면 소프트폰을 선택합니다. 

2단계 유선 전화를 선택한 경우 9-7페이지의 "연결된 유선 전화 선택" 절을 참조하십

시오. 

연결된 유선 전화 선택 

시스템 관리자가 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몇 개의 유선 전화 중 하나

를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실

의 전화기를 자신의 책상 위에 있는 전화기처럼 임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상 위에 있는 Cisco Unified IP Phone이 연결된 유선 전화입니다. 

절차

1단계 Cisco IP Phone 사용 설명서에 설명된 방법을 사용하여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에 연결하려는 전화기에 로그인합니다. 

2단계 활성 전화기가 유선 전화인지 확인합니다. 

3단계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콘솔의 상단 부분에 있는 드롭 다운 목록에서 제어할 전화 선택을 선택합니다. 

• 콘솔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파일 > 전화 모드 > 제어할 전화 선택을 선

택합니다. 

• 콘솔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파일 > 기본 설정 편집을 선택합니다. 내 정보

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전화 모드 옵션에 대해 제어할 전화 선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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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     기본 설정 및 상태 정보
    기본 설정 지정
4단계 목록에서 전화를 눌러 선택합니다. 표에 설명된 정보를 사용하여 목록에 있는 

전화기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전화기를 변경한 후에 자신의 책상 위에 있는 전화기를 선택하려면 기

본값 복원을 누릅니다. 

5단계 전환을 누릅니다. 

6단계 닫기를 누릅니다. 

관련 항목

• 활성 전화기 선택, 9-6페이지

열 번호 열 이름 설명

1 장치 상태 현재 연결된 유선 전화는 확인 표시가 있는 녹색 풍

선으로 식별됩니다. 

팁: 전화기를 식별하려면 오프 훅 상태로 전환합니다. 

목록에서 장치 상태가 가운데 파란색 점이 있는 모양

으로 바뀌면 전화기가 식별된 것입니다. 

2 장치 유형 전화기 모델을 식별하려면 아이콘 위에 마우스 포인

터를 놓습니다. 

3 이름 나중에 참조하기 위해 전화기를 식별하려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르고 선택한 이름을 입력합

니다. 

4 장치 이름 전화기 하단에 있는 MAC 레이블에 인쇄된 번호  

5 회선 이 전화기로 사용 가능한 전화 번호(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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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     기본 설정 및 상태 정보 
    기본 설정 지정
기본 연락 방법 및 연락 정보 지정 
기본 연락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지정합니다. 

• 상대방에게 연락할 때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에서 사용하는 

기본 연락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 연락 방법이 전화인 경우 연락처 이름을 두 번 누르면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에서 대상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자 

메일을 선택하면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에서 대상자에게 보

낼 빈 전자 메일 메시지가 열립니다. 

• 다른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 사용할 연락 방법, 전화 번호 또는 전자 

메일 주소.

이 정보의 사용 방법은 2-5페이지의 "기본 연락 방법 식별" 절을 참조하십

시오. 

방법, 전화 번호 및 전자 메일 주소 지정

절차

1단계 콘솔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파일 > 기본 설정 편집을 선택합니다. 

2단계 내 정보를 누릅니다. 

3단계 기본 연락 방법의 옵션을 선택합니다. 

4단계 기본 전화 번호 및 전자 메일 주소를 표준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디렉터리에 있는 정보가 사용됩니다. 

5단계 닫기를 누릅니다. 

방법만 지정

콘솔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파일 > 기본 연락 방법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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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설정 지정
내 상태 지정 
내 상태는 내 상태를 표시하도록 선택하지 않는 한, 컴퓨터 또는 전화기를 사용

하는 시기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상태를 설정하는 경우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에 로그인할 때마다 이 설정이 자동으로 되

돌아갑니다. 

내 상태에 대한 설명은 2-4페이지의 "착신자 내 상태 확인" 절을 참조하십시오. 

절차

1단계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콘솔의 상단 부분에서 현재 표시되고 있는 선택을 누릅니다. 

• 콘솔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파일 > 내 상태를 선택합니다.

2단계 옵션을 선택합니다. 

3단계 (선택 사항) 사용자 정의 상태 메시지를 지정합니다. 9-12페이지의 "사용자 정

의 상태 메시지 지정" 절을 참조하십시오. 

옵션 세부 정보

자동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에서는 2-4페이지의 "착신자 내 상태 

확인" 절에 있는 표의 설명에 따라 상

태를 표시합니다. 

상태가 다른 용무 중 또는 자리 비움으

로 표시되는 조건을 지정하려면 9-11

페이지의 "내 상태가 자동으로 변경되

는 경우 지정" 절을 참조하십시오. 

온라인 선택한 옵션은 해당 옵션을 변경하거나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를 종료할 때까지 계속 표시됩니다. 
통화 중 

자리 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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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설정 지정
내 상태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경우 지정 

내 상태가 자동으로 설정되는 경우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의 다른 

사용자에게 온라인, 통화 중, 다른 용무 중 또는 자리 비움으로 표시되는 조건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에 로그인할 때마다 적용됩

니다. 이러한 설정은 변경할 때까지 계속 유지되므로 로그인할 때마다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차

1단계 콘솔 상단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파일 > 기본 설정 편집을 선택합니다. 

2단계 내 상태를 누릅니다. 

3단계 닫기를 누릅니다. 

작업 방법

다른 사용자에게 항상 온라인 또는 

통화 중으로 표시

창에 있는 두 확인란을 모두 선택 취소합

니다. 

다른 사용자에게 다른 용무 중으로 

표시 안 함

다음 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

면 다른 용무 중으로 표시 ___분 확인란

을 선택 취소합니다.

다른 사용자에게 자리 비움으로 표

시 안 함

다음 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

면 자리 비움 상태로 표시  ___분 확인란

을 선택 취소합니다.

사용자의 실제 작업 상태에 따라 다

른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상태를 온

라인, 통화 중, 다른 용무 중 또는 자

리 비움 표시 

다음을 모두 수행합니다. 

• 두 확인란을 모두 선택합니다. 

• 전화기나 키보드를 몇 분 동안 사용

하지 않아야 사용자의 상태가 다른 

용무 중 및 자리 비움으로 변경되는

지를 지정합니다. 

다른 용무 중에 대해 지정하는 시간

(분)이 잠시 비움에 대해 지정하는 시

간(분)보다 짧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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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설정 지정
관련 항목

• 내 상태 지정, 9-10페이지 

사용자 정의 상태 메시지 지정 

사람들이 다음을 수행할 때 표시되는 사용자 정의 상태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

습니다. 

• 연락처 목록 또는 최근 접촉 리스트에서 사용자의 이름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을 때 

• 연락처 카드(이름 아래에 나타나는 메시지)를 살펴볼 때 

사용자 정의 상태 메시지를 지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파일 > 현재 상태 메시지 편집을 선택합니다.

• 콘솔의 상단 부분에 있는 접근성 드롭다운 목록을 누르고 현재 상태 메시지 

편집을 선택합니다. 
9-12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사용 설명서 Windows용 릴리스 1.1

OL-11210-01



 

Cisco Unified Personal Co
OL-11210-01 

장
10

문제 해결 

다음 항목은 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설치 문제, 10-2페이지 

• 로그인 및 네트워크 연결 문제, 10-2페이지 

• 구성 문제, 10-2페이지 

• 콘솔 문제, 10-3페이지 

• 내 상태 문제, 10-4페이지 

• 전화 걸기 문제, 10-4페이지 

• 수신 통화 문제, 10-4페이지 

• 대화 중 문제, 10-5페이지 

• 비디오 문제, 10-7페이지 

• 웹 회의 문제, 10-8페이지 

• 최근 접촉 리스트 창 문제, 10-9페이지 

• 검색 문제, 10-9페이지

• 문제 관련 정보 캡처, 10-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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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문제
설치 문제 
문제 설치하려 할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솔루션 디스크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1-4페이지의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설치" 절을 참조하십시오. 

문제 카메라를 사용하려고 할 때 드라이버를 선택하라는 창이 표시됩니다. 

솔루션 카메라를 연결하기 전에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설치합

니다. 

로그인 및 네트워크 연결 문제 
문제 초기 로그인 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솔루션 사용자 이름, 암호 및 로그인 서버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했는지 확인합

니다. 문제가 지속되면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문제 로그인하려 할 때 로그인 창이 다시 나타납니다. 

솔루션 로그인 창 하단 부분에 표시되는 오류 메시지에 응답합니다. 

구성 문제
문제 전화기를 선택하면 활성 전화기가 사용하지 않음으로 바뀌고 전화를 걸

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솔루션 다음을 수행해 보십시오. 

• 다른 전화 옵션을 선택합니다. 

• 유선 전화를 선택하려는 경우 유선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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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솔 문제
문제 내 책상 위에 있는 전화기가 아닌 유선 전화를 선택하려고 하지만 원하는 

전화기가 목록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솔루션 또한, 모든 전화기에 내선 이동 기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

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콘솔 문제 
문제 콘솔이 너무 커서 화면에 다 표시되지 않습니다. 

솔루션 최소 권장 화면 해상도는 1024x768입니다. 

화면 해상도를 변경하려면 시작 > 설정 > 제어판 > 디스플레이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영 체제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문제 메뉴 항목, 단추 또는 사용할 기타 옵션이 흐리게 표시됩니다. 

솔루션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또는 통신을 누른 후에 단추를 눌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현재 선택한 연락처나 통신에 대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옵션이 현재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읽지 않은 상

태로 표시"는 읽지 않은 상태로 이미 표시된 항목을 선택한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전화 걸기 문제, 10-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문제 콘솔의 열이 너무 좁아서 일부 정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솔루션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항목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습니다. 

• 열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1-11페이지의 "콘솔 및 창 보기 변경" 절을 참조하

십시오. 

• 전체 콘솔을 확대합니다. 1-11페이지의 "콘솔 및 창 보기 변경" 절을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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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     문제 해결
    내 상태 문제
내 상태 문제 
문제 내 상태 표시기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솔루션 방화벽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

오. 필요한 경우 온라인 도움말 또는 사용 중인 방화벽 응용 프로그램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전화 걸기 문제 
문제 오디오 또는 화상 전화를 시작하거나 전자 메일을 보내려고 하지만 단추

와 메뉴 항목이 흐리게 표시됩니다. 

솔루션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콘솔에서 연락처 또는 통신 이름을 눌러야 합니다. 

• 선택한 연락처의 연락처 카드에 필요한 정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 

번호나 전자 메일 주소가 없습니다. 

• 문제가 지속되면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수신 통화 문제 
문제 전화가 걸려올 때 화면에 알림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솔루션 알림은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가 실행 중인 경우에만 작동

합니다. 컴퓨터를 켤 때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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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     문제 해결 
    대화 중 문제
대화 중 문제 
참고: 

• 비디오 문제, 10-7페이지

• 웹 회의 문제, 10-8페이지

문제 통화 중에 소프트폰을 사용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화 

창에는 연결되었다고 표시됩니다. 

솔루션 다음을 수행해 보십시오. 

• 대화 창에서 볼륨이 너무 낮지 않은지 및 대화가 보류 상태가 아닌지 확인

합니다. 

• 컴퓨터가 음소거되어 있거나 볼륨이 너무 낮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상태를 테스트하려면 잘못된 키를 누를 때 나는 경고음이나 메시지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신호음과 같이 컴퓨터에서 정상적으로 들리는 다른 사

운드를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컴퓨터에 키보드의 물리적 키와 화면 컨트롤(시스템 트레이나 사운드 제어

판의 확성기 아이콘 등)이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별도로 설정해

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오디오 장치 식별: 1-7페이지의 "오디오 장치 설정" 절의 지침을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전화를 겁니다. 

• 웨이브 볼륨 설정 확인: 

1. 볼륨 컨트롤 창을 엽니다.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 > 엔터테인먼트 > 볼륨 컨트롤

을 선택합니다. 

2. 웨이브 볼륨 슬라이더가 음소거되었거나 볼륨이 너무 낮게 설정되지 않

았는지 확인합니다. 

웨이브 볼륨 슬라이더가 표시되지 않으면 옵션 > 등록 정보를 선택하

고 웨이브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 VPN(가상 개인 네트워크)을 통해 연결하는 경우: VPN 응용 프로그램 창에

서 옵션 메뉴를 누릅니다. 상태 유지 방화벽 옵션이 선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옵션이 선택되어 있으면 상태 유지 방화벽을 다시 선택하여 확

인란을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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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     문제 해결
    대화 중 문제
문제 다른 참가자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솔루션 다음을 수행해 보십시오. 

• 헤드셋의 음소거 단추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화 창에서 오디오가 음소거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마이크가 올바르게 식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7페이지의 "오디오 장치 

설정" 절을 참조하십시오. 

• 웨이브 볼륨 설정의 "마이크" 설정을 확인합니다. 이전 문제/해결 내용을 참

조하십시오. 

문제 대화 중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솔루션 소프트폰에 카메라와 헤드셋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는 경우 

• 대화를 종료합니다. 

•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종료합니다. 

• 카메라와 헤드셋을 뺍니다. 

• 카메라를 연결합니다. 컴퓨터에서 카메라를 인식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 헤드셋을 연결합니다. 컴퓨터에서 헤드셋을 인식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 사운드 및 오디오 장치 제어판에서 올바른 장치를 선택합니다. 1-7페이지

의 "오디오 장치 설정" 절을 참조하십시오. 

•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다시 실행하고 새 대화를 시작합니다. 

문제 대화 창의 단추 및 컨트롤이 흐리게 표시됩니다.

솔루션 통화가 보류 중일 수 있습니다. 2-11페이지의 "통화 보류 및 검색" 절을 

참조하십시오. 

문제 두 개의 통화를 병합하려고 하지만 병합 단추가 흐리게 표시됩니다. 

솔루션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 두 개의 전화 회의를 병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이상의 통화에 본인을 제

외하고 한 명의 참가자만 있어야 합니다. 여러 참가자를 단일 통화로 병합

하려면 5-1페이지의 "전화 회의 만들기" 절을 참조하십시오. 

• 통화 중 하나가 보류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대화가 보류 중이면 병합 단추

가 흐리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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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     문제 해결 
    비디오 문제
비디오 문제 
문제 이미 카메라 드라이버를 설치했습니다. 카메라를 연결할 때 설치 프로그

램이 다시 실행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루션 USB 포트가 두 개 이상이고 허브에 카메라를 연결하는 경우, 사용한 적

이 없는 포트에 카메라를 연결할 때마다 설치 관리자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문제 비디오 카메라를 연결하면 장치 드라이버를 설치할지 묻는 새 하드웨어 

검색 마법사 시작 창이 표시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루션

•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이미 설치했으면 취소를 누릅니다. 

카메라 드라이버가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와 함께 설치됩니다. 

• 마법사가 계속 표시되는 경우 다음 경로의 카메라 소프트웨어를 가리킵니

다.(시스템 관리자에게 사용하는 카메라에 대해 문의합니다). 

– drive:\Program Files\Cisco Systems\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CameraDriver 

– drive:\Program Files\Cisco Systems\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CameraDriver2 

문제 화상 대화 시작, 대화에 비디오 추가, 화상 전화 응답 또는 "내 화면 보기" 

옵션이 흐리게 표시됩니다. 

솔루션 소프트폰이 활성 전화기인 경우에만 비디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9-6페이지의 "활성 전화기 선택" 절을 참조하십시오. 현재 대화를 종료하고 소

프트폰으로 새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 컴퓨터에서 카메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내 비디오 이미지를 볼 

수 없습니다. 

솔루션 다음을 수행해 보십시오.

• 3-3페이지의 "비디오를 사용하기 전에" 절의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카메라를 뺐다가 다시 꽂습니다. 

• 카메라를 다른 USB 포트에 꽂습니다. 

•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가 실행 중인 경우 종료했다가 다시 실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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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     문제 해결
    웹 회의 문제
문제 대화에 비디오를 추가했지만 다른 사람의 비디오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

습니다. 

솔루션 상대방이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대화에 비디오 추가를 

거부했을 수 있습니다. 

문제 비디오가 느리거나 품질이 좋지 않거나 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솔루션 다음을 수행해 보십시오. 

• 배터리 전원으로 실행 중인 경우 AC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 도움말 메뉴를 누르고 자세한 기록 사용 옆에 확인 표시가 없는지 확인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10-10페이지의 "자세한 기록 사용" 절을 참조하십시오. 

웹 회의 문제 
문제 웹 회의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또는 웹 회의 시작 단추를 누르면 오류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 

솔루션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MeetingPlace Express 계정 정보를 올바르게 지정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9-2페이지의 "음성 메일 및 웹 회의 설정" 절을 참조하십시오. 사

용자 이름과 암호를 모르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Cisco Unified MeetingPlace Express에 내 정보(계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문제 웹 회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솔루션 대화 창에서 웹 회의 다시 참가 단추를 누릅니다. 

문제 대화의 일부 참가자에게 웹 회의 창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솔루션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참가자에게는 

웹 회의 창이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4-2페이지의 "웹 회의 세션에 참

가자 추가" 절의 지침을 따릅니다. 

• Cisco Unified MeetingPlace Express 시스템에 리소스가 부족하여 모든 참가

자에게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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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접촉 리스트 창 문제
최근 접촉 리스트 창 문제 
문제 걸거나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 통화 목록이 최근 접촉 리스트에 표시되

지 않습니다. 

솔루션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실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일반 전

화기를 사용하여 걸거나 받은 통화가 최근 접촉 리스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문제 회사의 다른 직원이 전화를 걸었지만 최근 접촉 리스트 창에 해당 직원의 

이름이 아닌 전화 번호가 표시됩니다. 

솔루션 직원이 시스템에서 인식되지 않는 번호(예: 집 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

었거나 회사 디렉터리가 최신 버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검색 문제 
문제 검색에서 잘못된 결과를 찾은 것 같습니다. 

솔루션 시스템에서 다양한 속성을 검색하고 그에 대한 관리자의 구성 방법에 

따라 사용자가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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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     문제 해결
    문제 관련 정보 캡처
문제 관련 정보 캡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로그 파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파일을 수집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1단계 바탕 화면에서 CUPC-ProblemReport (뒤에 번호가 붙음)라는 파일을 찾습니다.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으면 직접 만듭니다. 

a.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 문제 

보고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 도움말 > 문제 보고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b. 표시되는 지침을 따릅니다. "마침" 단추를 누르기 전에 바탕 화면에 생성된 

파일의 이름을 적어 둡니다. 

2단계 이 파일을 다음 정보와 함께 전자 메일로 시스템 관리자에게 보냅니다. 

• 문제에 대한 설명 

• 문제가 발생한 시간에 수행하고 있었던 작업에 대한 설명 

•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에 대한 정보 

관련 항목

• 자세한 기록 사용, 10-10페이지

자세한 기록 사용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사용 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관리자에게 허

가 받은 경우 자세한 기록 사용을 사용합니다. 도움말 > 자세한 기록 사용을 선

택합니다.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여 자세한 기록 설정을 해제합니다. 

설정은 다시 시작한 후에도 변경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세한 기록은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즉시 종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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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집
ㄱ

공동 작업 웹 회의을 참조하십시오. 

기본 연락 방법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미디어(예: 전화 또

는 전자 메일)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ㄴ

내 상태 온라인, 통화 중 또는 자리 비움 등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사용자

의 사용 가능성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의 

다른 사용자에게 표시되고, 이 사용자들은 해당 상태를 보고 상대방에게 연락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과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사용자가 컴퓨터 또는 전화기를 사용 중인 시간을 감지하여 내 상태

를 확인하거나, 사용자가 내 상태를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 정보 설정한 기본 설정과 같이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시스템에 저장

되어 있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웹 회의 상에서 내 정보는 Cisco Unified MeetingPlace Express의 사용자 계정을 

의미합니다. 
용어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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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ㄷ

다이얼 패드 전화기 키패드처럼 작동하는 작은 창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두 가지 다이얼 패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화 번호로 전화를 

거는 데 사용하는 다이얼 패드이고, 다른 하나는 활성 대화 창에서 액세스하여 

지침에 따라 선택한 번호 또는 암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데 사용하는 다이얼 

패드입니다. 

대화 창 대화 중에 표시되는 창입니다. 

ㅅ

소프트폰 전화기처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에는 소프트폰이 포함됩니다. 

ㅇ

연락처 카드 연락처 세부 정보 창입니다.   

웹 회의 컴퓨터의 문서 및 응용 프로그램을 대화 참가자에게 표시할 수 있게 해주는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의 기능입니다. 

유선 전화 회사 네트워크의 Cisco Unified IP Phone입니다. 일반적으로 책상 위에 있는 전

화기를 말합니다. 

ㅊ

참여 여부 내 상태를 참조하십시오 . 
용어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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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ㅋ

콘솔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의 기본 창입니다. 이 창에는 상태 정보, 

단추, 메뉴 및 기타 제어 옵션을 비롯하여 연락처, 최근 접촉 리스트 및 검색 창

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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