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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 준비 Click to Call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시스템이 Click to Call 사용을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지와 
전화를 거는 애플리케이션의 지원되는 버전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며 컴퓨터에 사용 가능한 공간이 80MB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단계 1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설치 프로그램(.exe 파일) 및 적용 가능한 설정 지침을 가
져옵니다.

단계 2 설치 프로그램을 두 번 클릭한 후 화면에 나타나는 메시지의 내용을 따릅니다.

단계 3 로그인 구성을 완료한 후 사용할 전화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완료하려
면 관리자가 제공한 지침을 따르고 Click to Call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
시오.

2  Internet Explorer, Mozilla Firefox 및 
Microsoft Excel, PowerPoint, Word에서 통화

단계 1 애플리케이션에서 전화 번호를 선택(강조 표시)합니다.

단계 2 이 번호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메뉴를 표시합니다.

단계 3 다음 동작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통화를 클릭하여 해당 전화 번호를 전화를 겁니다.

– 편집과 함께 통화를 클릭하여 전화 번호를 편집한 후 전화를 겁니다.

3  Microsoft Outlook 및 Sharepoint에서 통화

단계 1 연락처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스마트 태그 메뉴를 표시합니다.

단계 2 다음 동작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추가 동작 > 통화 [전화]를 선택하여 연락처에 전화를 겁니다.

– 추가 동작 > 편집과 함께 통화를 선택하여 전화 번호를 편집한 후 연락처에 전
화를 겁니다.
4  번호를 입력하거나 복사하여 전화 걸기
입력하거나 클립보드에 복사한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단계 1 (선택 항) 번호를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단계 2 Windows 작업 표시줄에서 을 두 번 클릭합니다.

단계 3 편집과 함께 통화 창에서 다음 동작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필요한 경우 클립보드에서 붙여넣은 번호를 편집합니다.

– 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단계 4 확인을 클릭합니다.

5  통화 내역 사용
Click to Call은 이전에 통화했던 번호를 저장하므로 사용자가 이 번호로 전화를 쉽게 다
시 걸 수 있습니다.

단계 1 Windows 작업 표시줄에서 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합니다.

단계 2 통화 > [전화 번호]를 선택합니다.

6  전화 변경

단계 1 Windows 작업 표시줄에서 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합니다.

단계 2 전화 선택을 선택한 후 사용할 전화를 선택합니다.

7  추가 정보 위치
Click to Call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도움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작업 표시줄에서 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도움말을 선택합
니다.

• Click to Call 기본 설정 화면에서 도움말을 클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