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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개요, 1 페이지
• WebEx 생산 도구 기능 목록, 1 페이지
• WebEx 생산 도구 패키지, 2 페이지
• 정상적인 설치, 3 페이지

개요
이 문서는 조직에서 Cisco WebEx 생산 도구 설치에 관련된 작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이는 한 컴퓨터에 설치 및 Microsoft Systems Management Server (SMS)를 사용한 대규모
설치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종류의 설치에 대한 포괄적인 안내서입니다.

WebEx 생산 도구 기능 목록
• Outlook에 WebEx 통합
• Lotus Notes에 WebEx 통합
• WebEx 생산 도구 목록
◦ Microsoft Windows 오른쪽 클릭 메뉴
◦ Microsoft Office용 WebEx 툴바
◦ Microsoft Excel
◦ Microsoft PowerPoint
◦ Microsoft Word
◦ Internet Explorer에 WebEx 통합
◦ Firefox에 WebEx 통합 (버전 4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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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WebEx 생산 도구 패키지

• WebEx 인스턴트 메신저 통합
◦ Microsoft Office Communicator
◦ Lotus Sametime
◦ Skype

WebEx 생산 도구 패키지
Microsoft Outlook 사용자
ptools.msi: 이 패키지에는 WebEx 생산 도구의 모든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BM Lotus Notes 사용자
IT 대량 배포를 위해:
Lotus Notes용 WebEx 생산 도구는 사용자 메일 데이터베이스의 Domino 서버에 있는 WebEx 스크립
트와 사용자 PC의 Notes 폴더에 있는 WebEx 이진법 파일,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ptdomtl.msi: 이 패키지에는 Lotus Notes에 통합에 대한 WebEx 관리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메일 템플릿으로 WebEx 스크립트를 삽입합니다. 이 설치 프로그램은 Domino 관리자가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참조: WebEx Lotus Notes 통합 관리 도구 설치, 31 페이지
• ptoolsniclient.msi: 이 설치 패키지에는 WebEx 생산 도구의 모든 이진법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ptoolsni.msi: 이 설치 패키지에는 WebEx 생산 도구의 모든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
자가 Notes의 관리자 또는 디자이너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 WebEx 스크립트를 삽입할 수 있습
니다. 이 설치 패키지 사용의 단점은 사용자의 이메일 템플릿이 제한되고 Domino 관리자가 새
로 고침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개별 설치
WebEx 사이트 관리자는 어떤 패키지를 사용할 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WebEx 사이트 관리 옵션에
Domino 서버에서 사용자에게 메일 템플릿 업데이트를 허용하지 않음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WebEx 다운로드 페이지는 ptoolsniclient.msi를 사용합니다. 해당 옵션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경우,
WebEx 다운로드 페이지는 ptoolsni.msi를 사용합니다. 다음 표는 사이트 관리 옵션의 생산 도구 페이
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옵션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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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정상적인 설치

정상적인 설치
모든 도메인 사용자는 지접 MSI 패키지를 실행하여 컴퓨터에 WebEx 생산 도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
다. 생산 도구를 설치하려면 사용자는 해당 컴퓨터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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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비공개로 설치
• 관리자가 비공개로 설치 개요, 5 페이지
• 비공개 설치를 위해 명령줄 사용, 5 페이지
• 생산 도구 플래그 표, 6 페이지
• 비공개 제거를 위해 명령줄 사용, 7 페이지

관리자가 비공개로 설치 개요
도메인 관리자인 경우, 사용자의 컴퓨터에 로그온하고 비공개 모드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사용자가
WebEx 생산 도구를 설치하거나 제거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요

이전 버전의 WebEx 생산 도구에 대해 비공개 설치를 실행하고 이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고객에 대해서는 새로운 버전의 비공개 설치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비공개 제거를 실행해야 합니
다.

비공개 설치를 위해 명령줄 사용
도메인 관리자인 경우, 다음 단계를 따라 명령줄을 사용하여 WebEx 생산 도구를 설치합니다.

절차
단계 1

사용자의 컴퓨터에 로그온합니다.

단계 2

일정 위치로 MSI 패키지를 다운로드한 후 Windows 명령 프롬프트를 엽니다.
Windows Vista에서는 “관리자로 실행”을 사용하여 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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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비공개로 설치
생산 도구 플래그 표

단계 3

MSI 명령을 실행하여 비공개로 Cisco WebEx 생산 도구를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 컴퓨터를 다
시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비공개 설치를 위해 명령줄 사용 예제
이 샘플 명령어는 MSI 패키지 ptoolsniclient.msi로 모든 구성 요소를 설치하는 방법을 표시합니다. 다
음:
msiexec.exe /q /i "ptoolsniclient.msi" SITEURL="https://sample.webex.com" OI=1 NI=1 OC=1
OFFICE=1 IE=1 FIREFOX=1 RMENU=1 SKYPE=1 SAMETIME=1

이 샘플 명령어는 MSI 패키지 ptools.msi로 모든 구성 요소를 설치하는 방법을 표시합니다. 다음:
msiexec.exe /q /i "ptools.msi" SITEURL="https://sample.webex.com" OI=1 OC=1 OFFICE=1 IE=1
FIREFOX=1 RMENU=1 SKYPE=1 SAMETIME=1

대량 배포를 위해 SCCM을 사용하는 경우, /qb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량 배포 중에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설치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샘플 명령어는 MSI 패키지 ptools.msi로 모든 구성 요소를 설치하는 방법을 표시합니다. 다음:
msiexec.exe /qb /i "ptools.msi" SITEURL="https://sample.webex.com" OI=1 OC=1 OFFICE=1 IE=1
FIREFOX=1 RMENU=1 SKYPE=1 SAMETIME=1

생산 도구 플래그 표
파라미터명

값 (기본값?)

설명

OI

1

Outlook 통합을 활성화합니다.

0 (기본값)

Outlook 통합을 비활성화합니다.

1

Lotus 통합을 활성화합니다.

0 (기본값)

Lotus 통합을 비활성화합니다.

1 (기본값)

Windows 데스크탑 및 시작 메뉴에 표시하기 위해 WebEx 생산 도구 목록(이전의
"WebEx 한 번 클릭 목록")을 활성화합니다.

0

Windows 데스크탑 및 시작 메뉴에서 WebEx 생산 도구 목록(이전의 "WebEx 한
번 클릭 목록")을 제거합니다.

0 (기본값)

Windows 작업 표시줄에서 WebEx 생산 도구 목록(이전의 "WebEx 한 번 클릭 목
록")을 금지합니다. 목록에는 시작 메뉴에서 여전히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1

Windows 작업 표시줄에서 WebEx 생산 도구 목록(이전의 "WebEx 한 번 클릭 목
록")을 자동으로 시작합니다.

NI

OC

AUT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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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비공개로 설치
비공개 제거를 위해 명령줄 사용

파라미터명

값 (기본값?)

설명

OFFICE

1

Microsoft Office (Word, Excel, PowerPoint)에 대한 WebEx 툴바를 활성화합니다.

0 (기본값)

Microsoft Office (Word, Excel, PowerPoint)에 대한 WebEx 툴바를 비활성화합니다.

1

Internet Explorer에 대한 WebEx 버튼을 활성화합니다.

0 (기본값)

Internet Explorer에 대한 WebEx 버튼을 비활성화합니다.

1

WebEx Firefox 버튼을 활성화합니다.

0 (기본값)

WebEx Firefox 버튼을 비활성화합니다.

1

오른쪽 클릭 메뉴를 활성화합니다.

0 (기본값)

오른쪽 클릭 메뉴를 비활성화합니다.

1

Skype에 대한 인스턴트 메신저 통합을 활성화합니다.

0 (기본값)

Skype에 대한 인스턴트 메신저 통합을 비활성화합니다.

1

Sametime에 대한 인스턴트 메신저 통합을 활성화합니다.

0 (기본값)

Sametime에 대한 인스턴트 메신저 통합을 비성화합니다.

1

MSN, Microsoft Office Communicator, Windows Messenger에 대한 인스턴트 메신
저 통합을 활성화합니다.

0 (기본값)

MSN, Microsoft Office Communicator, Windows Messenger에 대한 인스턴트 메신
저 통합을 비활성화합니다.

IE

FIREFOX

RMENU

SKYPE

SAMETIME

MSN

비공개 제거를 위해 명령줄 사용
도메인 관리자인 경우, 다음 단계를 따라 명령줄을 사용하여 WebEx 생산 도구를 제거합니다.

절차
단계 1

올바른 버전의 MSI 패키지를 다운로드하고 Windows 명령 프롬프트를 엽니다.
패키지는 현재 사용자의 데스크탑에 설치된 것과 동일한 버전이어야 합니다. 여러 버전이 있는 경우,
현재 설치된 각 패키지 버전에 대한 제거 작업을 실행해야 합니다.
Windows Vista에서는 “관리자로 실행”을 사용하여 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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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비공개로 설치
비공개 제거를 위해 명령줄 사용

단계 2

MSI 명령을 실행하여 비공개로 Cisco WebEx 생산 도구를 제거합니다.

비공개 제거를 위해 명령줄 사용 예제
이 샘플은 MSI 패키지 ptoolsniclient.msi로 모든 구성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표시합니다. 다음:
msiexec.exe /q /x "ptoolsniclient.msi"

이 샘플은 MSI 패키지 ptools.msi로 모든 구성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표시합니다. 다음:
msiexec.exe /q /x "ptools.m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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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를 사용하여 비공개 설치
• SMS를 사용하여 비공개 설치 개요, 9 페이지
• 비공개 설치 및 제거 제한 사항, 9 페이지
• SMS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WebEx 생산 도구 광고, 10 페이지
• SMS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산 도구 구성 요소 제거, 21 페이지
• SMS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산 도구 구성 요소 추가, 22 페이지
• SMS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산 도구 제거, 25 페이지
• WebEx 생산 도구의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프로그램 광고, 26 페이지
• 정의에서 패키지 만들기, 26 페이지

SMS를 사용하여 비공개 설치 개요
WebEx 생산 도구가 비공개로 설치된 경우, 도구 탭의 모든 옵션은 비활성화되고 사용자가 다른 사이
트로 전환된 후에도 사이트 설정을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중요

이전 버전의 WebEx 생산 도구에 대해 대량 설치를 실행하고 이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고
객에 대해서는 먼저 비공개 제거를 실행한 후 새로운 버전의 대량 설치를 실행할 것을 권장합니
다.

비공개 설치 및 제거 제한 사항
• 사용자당 SMS 모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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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를 사용하여 비공개 설치
SMS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WebEx 생산 도구 광고

제거 작업은 대량 배포 이후에 WebEx 생산 도구가 이후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경우에도 처음으
로 사용한 원본 설치 패키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 버전이 있는 경우, 현재 설치된 각 버전에
대한 제거 작업을 실행해야 합니다.
• Lotus Notes에 WebEx 통합의 제한 사항:
◦ WebEx 생산 도구가 비공개 설치 프로그램으로 설치된 경우, Lotus Notes 도구모음에 WebEx
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두 번째 사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인하면 해당 사용자는 Lotus Notes 통합을 사용하기 전에
WebEx 설정 대화 상자에서 계정을 입력해야 합니다.
• MSN, Sametime, Lotus Notes가 설치되지 않은 머신에 WebEx 생산 도구를 설치하는 경우, 도구
탭의 해당 옵션은 비활성화되고 회색으로 나타납니다.
• SMS 관리자가 WebEx 생산 도구에 대한 기능을 추가하려면 이전에 해당 기능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자는 먼저 REMOVE 명령어를 실행한 후 ADDSOURCE 명령어를 실행해야 합니
다.
• 관리자가 패키지를 알리는 동안 사용자가 원격 데스크탑으로 컴퓨터에 로그온 한 경우, 사용자
는 컴퓨터를 재시작하여 WebEx 생산 도구가 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비공개 설치 이후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로그오프하고 다시 로그온할 때까지 모든 인스턴트 메
신저 통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리자가 Sametime 통합을 제거한 후 사용자는 컴퓨터에서 로그오프하고 다시 로그온할 때까
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사이트가 명령줄에 지정된 CMR 하이브리드 사이트인 경우, 사용자는 안내 메시지를 따르
고 outlook을 다시 시작하여 CMR 하이브리드 미팅을 예약합니다.
• 대상 사이트가 명령줄에 지정된 협업 미팅 룸(CMR) 하이브리드 사이트인 경우, 사용자는 CMR
하이브리드 미팅을 예약하기 전에 Microsoft Outlook을 다시 시작하도록 안내받게 됩니다.

SMS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WebEx 생산 도구
광고
다음 단계를 따라 WebEx 생산 도구를 설치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SMS 관리자인 경우, 다음 사전 설치 단계에 따라 SMS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WebEx
생산 도구를 광고합니다.
• WebEx 사이트 관리 옵션에서 자동으로 생산 도구 표시 페이지 및 자동으로 생산 도구 업데이트
하기를 비활성화합니다.
1 사이트 관리 페이지에 로그온하고 사이트 설정 > 생산 도구를 탐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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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를 사용하여 비공개 설치
SMS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WebEx 생산 도구 광고

2 호스트가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생산 도구 설치 페이지 표시 옵션 및 새로운 버전이 출시될
경우 생산 도구 자동으로 업데이트 옵션을 체크 해제합니다.
• Lotus Notes 통합이 활성화되면 Lotus Notes용 WebEx 스크립트를 설치합니다.
Lotus Notes 통합이 설치에 포함되고 Lotus Notes 통합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Domino 관리
자는 Notes 사용자를 위해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WebEx Notes 스크립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WebEx Notes 스크립트 설치하기, 31 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절차
단계 1

정의에서 패키지를 만듭니다.
자세한 정보는 정의에서 패키지 만들기, 2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단계 2

광고하기 전에 “시스템별 무인”용 프로그램 옵션을 변경합니다.
a) SMS 관리자 콘솔을 열고 사이트 데이터베이스 > 패키지 > WebEx Communications, Inc WebEx
생산 도구 1.0.xx 영어 > 프로그램을 탐색합니다. 관리자는 시스템별 무인 옵션을 오른쪽 클릭하
고 등록 정보를 선택하여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 등록 정보 대화 상자를 엽니다.
b) 등록 정보 대화 상자에서 환경 탭을 선택합니다.
• 프로그램에서 실행 가능 옵션에 대해 사용자가 로그온한 경우에만을 선택합니다.
• 실행 모드 옵션에 대해 관리 권한으로 실행을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과 상호 작
용하도록 허용은 켜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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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를 사용하여 비공개 설치
SMS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WebEx 생산 도구 광고

c) 등록 정보 대화 상자에서 일반 탭을 선택합니다.
d) 명령줄 옵션에 추가 파라미터를 부여하여 일부 WebEx 생산 도구 옵션을 지정합니다. 다음:
• SITEURL=″http://sample.webex.com″을 추가하여 귀사에서 사용하는 WebEx 사이트 URL을
지정합니다.
• 생산 도구 플래그를 추가하여 WebEx 생산 도구의 어떤 구성요소를 활성화할지 지정합니다.
파라미터는 대문자이며, 기본값은 0 (비활성화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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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를 사용하여 비공개 설치
SMS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WebEx 생산 도구 광고

다음 예제에서 첫 명령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msiexec.exe /q ALLUSERS=2 /m MSIZWPBY /i "ptoolsniclient.msi"

• 생산 도구 플래그 및 파라미터를 명령줄에 추가합니다. 다음:
msiexec.exe /q ALLUSERS=2 /m MSIZWPBY /i "ptoolsniclient.msi"
SITEURL="https://sample.webex.com" OI=1 NI=1 OC=1 OFFICE=1 IE=1 FIREFOX=1 RMENU=1
YAHOO=1 SKYPE=1 AOL=1 SAMETIME=1 MSN=1 GTALK=1

자세한 정보는 생산 도구 플래그 표, 6 페이지 WebEx 생산 도구 플래그의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단계 3

프로그램을 광고합니다.
a) SMS 관리자 콘솔을 열고 사이트 데이터베이스 > 패키지 > WebEx Communications, Inc WebEx
생산 도구 1.0.xx 영어 > 프로그램을 탐색합니다.
b) 시스템별 무인을 오른쪽 클릭합니다.
c) 모든 작업 > 소프트웨어 분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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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를 사용하여 비공개 설치
SMS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WebEx 생산 도구 광고

d) 프로그램 배포 마법사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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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를 사용하여 비공개 설치
SMS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WebEx 생산 도구 광고

e) SMS 서버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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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를 사용하여 비공개 설치
SMS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WebEx 생산 도구 광고

f) 컬렉션을 선택합니다.

g) 광고명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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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를 사용하여 비공개 설치
SMS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WebEx 생산 도구 광고

h) 광고를 하부 컬렉션에도 적용할 것인지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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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를 사용하여 비공개 설치
SMS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WebEx 생산 도구 광고

i) 프로그램이 광고될 시기를 지정합니다.

j) 프로그램을 배정할 지 지정합니다.

WebEx 생산 도구 대량 배포 IT 관리자 안내서: 설치 안내서 (WBS30, WBS31)
18

SMS를 사용하여 비공개 설치
SMS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WebEx 생산 도구 광고

k) 프로그램 배포 마법사 완료 페이지에서 마침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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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를 사용하여 비공개 설치
SMS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WebEx 생산 도구 광고

l) \Site Database\System Status\Advertisement Status 디렉토리를 탐색하고 광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m) 통지를 활성화한 경우, 프로그램이 광고된 후 사용자는 다음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다음: 할당된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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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를 사용하여 비공개 설치
SMS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산 도구 구성 요소 제거

SMS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산 도구 구성
요소 제거
SMS 관리자인 경우, 다음 단계를 따라 생산 도구 구성 요소를 제거합니다.
WebEx 생산 도구는 해당 머신에서 비공개로 업데이트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Domino 관리자이며 이 설치에 Lotus Notes 통합이 포함된 경우,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Notes 사용자
용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Notes 스크립트를 제거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참조: 관리 도구를 사용
하여 WebEx Notes 스크립트 설치하기, 31 페이지

절차
단계 1

새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의 모든 옵션을 복사한 후 명령줄을 업데이트합니다.
다음:
a) SMS 관리자 콘솔을 열고 사이트 데이터베이스 > 패키지 > WebEx Communications, Inc WebEx
생산 도구 1.0.xx 영어 > 프로그램을 탐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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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를 사용하여 비공개 설치
SMS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산 도구 구성 요소 추가

b) 빈 영역을 오른쪽 클릭한 후 새 작업 >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c) 프로그램 이름 및 기본 명령줄을 입력합니다.
d) 등록 정보 대화 상자에서 환경 탭을 선택합니다.
• 프로그램에서 실행 가능 옵션에 대해 사용자가 로그온한 경우에만을 선택합니다.
• 실행 모드 옵션에 대해 관리 권한으로 실행을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과 상호 작
용하도록 허용은 켜지 마십시오.)
e) 일반 탭에서 명령줄을 업데이트합니다.
명령줄에 REMOVE를 추가하고 제거할 기능을 지정합니다.
파라미터명

값

설명

REMOVE

OI,NI,OFFICE,IE,

제거될 생산 도구의 기능을 지정합니다. (콤마로 구분됨. 따
옴표 필요함)

FIREFOX,RMENU,PTIM,
SAMETIME

RMENU 및 OFFICE를 제거하려면 다음 샘플 명령줄을 사용하십시오. 다음:
msiexec.exe /q ALLUSERS=2 /m MSII5HK3 /i "ptools.msi" REMOVE="OFFICE,RMENU"

PTIM 값은 인스턴트 메신저에 WebEx 통합에 대한 값입니다. 다음 샘플 명령줄에 표시된 바와 같
이, PTIM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msiexec.exe /q ALLUSERS=2 /m MSII5HK3 /i "ptools.msi" REMOVE="PTIM"

단계 2

도메인에서 작업 머신의 지정된 컬렉션으로 프로그램을 광고합니다. WebEx 생산 도구는 해당 머신
에서 비공개로 업데이트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참조: SMS를 사용하여 비공개 설치, 9 페이지

단계 3

WebEx 생산 도구는 해당 머신에서 비공개로 업데이트됩니다.

SMS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산 도구 구성
요소 추가
SMS 관리자인 경우, 다음 단계를 따라 WebEx 생산 도구를 설치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SMS 관리자이며 생산 도구에 구성 요소를 추가하려는 경우, 이전에 구성 요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
더라도 먼저 REMOVE한 후에 ADDSOURCE를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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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를 사용하여 비공개 설치
SMS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산 도구 구성 요소 추가

Domino 관리자이며 이 설치에 Lotus Notes 통합이 포함된 경우, Notes 사용자용 관리 도구를 사용하
여 Notes 스크립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참조: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WebEx Notes 스크
립트 설치하기, 31 페이지

절차
단계 1

"Add-phase1" 제목의 새 프로그램을 만들고 섹션 4.1에서 만든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에서 모든
옵션을 복사한 후 명령줄을 업데이트합니다.
a) SMS 관리자 콘솔을 열고 사이트 데이터베이스 > 패키지 > WebEx Communications, Inc WebEx
생산 도구 1.0.xx 영어 > 프로그램을 탐색합니다.
b) 빈 영역을 오른쪽 클릭한 후 새 작업 >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c) 프로그램 이름 및 기본 명령줄을 입력합니다.

d) 등록 정보 대화 상자에서 환경 탭을 선택합니다.
• 프로그램에서 실행 가능 옵션에 대해 사용자가 로그온한 경우에만을 선택합니다.
• 실행 모드 옵션에 대해 관리 권한으로 실행을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과 상호 작
용하도록 허용은 켜지 마십시오.)
e) 일반 탭에서 명령줄을 업데이트합니다.
명령줄에 REMOVE를 추가하고 제거할 기능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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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를 사용하여 비공개 설치
SMS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산 도구 구성 요소 추가

파라미터명

값

설명

REMOVE

OI,NI,OFFICE,IE,

제거될 생산 도구의 기능을 지정합니다. (콤마로 구분됨. 따
옴표 필요함)

FIREFOX,RMENU,PTIM,
SAMETIME

RMENU, OFFICE 및 PTIM (PTIM 값은 인스턴트 메신저에 WebEx 통합용 값)을 추가하려면 해당
프로그램이 이미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먼저 REMOVE를 실행해야 합니다. 다음 샘플 명령줄
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msiexec.exe /q ALLUSERS=2 /m MSII5HK3 /i "ptools.msi" REMOVE="OFFICE,RMENU,PTIM"

단계 2

도메인에서 작업 머신의 지정된 컬렉션으로 프로그램을 광고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참조: SMS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WebEx 생산 도구 광고, 10 페이지

단계 3

"Add-phase2" 제목의 두 번째 프로그램을 만들고 섹션 4.1에서 만든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에서
모든 옵션을 복사한 후 명령줄을 업데이트합니다. 다음:
a) SMS 관리자 콘솔을 열고 사이트 데이터베이스 > 패키지 > WebEx Communications, Inc WebEx
생산 도구 1.0.xx 영어 > 프로그램을 탐색합니다.
b) 빈 영역을 오른쪽 클릭한 후 새 작업 >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c) 프로그램 이름 및 기본 명령줄을 입력합니다.

d) 등록 정보 대화 상자에서 환경 탭을 선택합니다.
• 프로그램에서 실행 가능 옵션에 대해 사용자가 로그온한 경우에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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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를 사용하여 비공개 설치
SMS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산 도구 제거

• 실행 모드 옵션에 대해 관리 권한으로 실행을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과 상호 작
용하도록 허용은 켜지 마십시오.)
e) 등록 정보 대화 상자에서 고급 탭을 선택하고 먼저 다른 프로그램 실행을 켜고 프로그램 Add-phase1
을 선택합니다.
f) 일반 탭에서 명령줄을 업데이트합니다.
명령줄에 ADDSOURCE를 추가하고 추가할 기능을 지정합니다.
파라미터명

값

설명

ADDSOURCE

OI,NI,OFFICE,IE,

제거될 생산 도구의 기능을 지정합니다. (콤마로 구분됨. 따
옴표 필요함)

FIREFOX,RMENU,PTIM,
SAMETIME

RMENU, OFFICE 및 YAHOO를 추가하려면 다음 샘플 명령줄을 사용하십시오. 다음:
msiexec.exe /q ALLUSERS=2 /m MSII5HK3 /i "ptools.msi" ADDSOURCE="OFFICE,RMENU,PTIM"
OFFICE=1 RMENU=1 YAHOO=1

단계 4

도메인에서 작업 머신의 지정된 컬렉션으로 프로그램을 광고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참조: SMS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WebEx 생산 도구 광고, 10 페이지
WebEx 생산 도구는 해당 머신에서 비공개로 업데이트됩니다.

SMS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산 도구 제거
SMS 관리자인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SMS 시스템별 무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WebEx 생산 도구를
제거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Domino 관리자이며 이 설치에 Lotus Notes 통합이 포함된 경우, Notes 사용자용 관리 도구를 사용하
여 Notes 스크립트를 제거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참조: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WebEx Notes 스크
립트 설치하기, 31 페이지

절차
단계 1

정의에서 패키지 만들기, 26 페이지를 사용하여 작성된 SMS 설치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단계 2

시스템별 제거 프로그램을 광고하여 WebEx 생산 도구를 제거합니다.
WebEx 생산 도구는 해당 머신에서 비공개로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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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를 사용하여 비공개 설치
WebEx 생산 도구의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프로그램 광고

WebEx 생산 도구의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프로그램
광고
SMS 관리자인 경우, 프로그램을 WebEx 생산 도구의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도록 광고하기 전에 다
음 단계를 따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WebEx 사이트 관리자인 경우, 프로그램을 WebEx 생산 도구의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도록 광고하
기 전에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 WebEx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생산 도구 표시 페이지 및 자동으로 생산 도구 업데이트하기를 비
활성화합니다.
◦ 사이트 관리 페이지에 로그온하고 사이트 설정 > 생산 도구를 탐색한 후 호스트가 사이트
에 로그인하면 생산 도구 설치 페이지 표시 및 새로운 버전이 사용 가능하면 생산 도구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옵션을 체크 해제합니다.
• Domino 관리자이며 이 설치에 Lotus Notes 통합이 포함된 경우, Notes 사용자용 관리 도구를 사
용하여 Notes 스크립트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참조: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WebEx Notes 스크립트 설치하기, 31 페이지

절차
단계 1

WebEx 생산 도구 MSI 패키지를 사용하여 새로운 SMS 설치 패키지를 만듭니다.

단계 2

광고하기 전에 시스템별 무인용 프로그램 옵션을 변경합니다.

단계 3

프로그램을 광고합니다.
이전 WebEx 생산 도구는 제거되고 새 WebEx 생산 도구가 비공개로 설치됩니다.

정의에서 패키지 만들기
SMS 관리자인 경우, 다음 단계를 따라 정의에서 패키지를 만듭니다.

절차
단계 1

SMS 관리자 콘솔을 열고 사이트 데이터베이스 > 패키지를 탐색합니다.

단계 2

패키지를 오른쪽 클릭합니다.

단계 3

새로 만들기 > 정의에서 패키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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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를 사용하여 비공개 설치
정의에서 패키지 만들기

단계 4

정의에서 패키지 만들기 마법사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단계 5

찾아보기를 선택하여 위치를 찾고 WebEx 생산 도구 MSI 패키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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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를 사용하여 비공개 설치
정의에서 패키지 만들기

단계 6

항상 소스 디렉토리에서 파일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단계 7

소스 디렉토리 위치를 선택합니다. 디렉토리 경로는 설치 패키지가 포함된 폴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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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를 사용하여 비공개 설치
정의에서 패키지 만들기

단계 8

마침을 선택합니다.

단계 9

사이트 데이터베이스 > 패키지 > WebEx Communications, Inc WebEx 생산 도구 1.0.xx 영어 > 프로
그램을 탐색합니다.
사용 가능한 기본 프로그램은 6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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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를 사용하여 비공개 설치
정의에서 패키지 만들기

WebEx 생산 도구 대량 배포 IT 관리자 안내서: 설치 안내서 (WBS30, WBS31)
30

4

장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WebEx Notes 스크립트
설치하기
• WebEx Lotus Notes 통합 관리 도구 설치, 31 페이지
• 새 메일 템플릿 만들기, 32 페이지
• 새로 작성한 WebEx 메일 템플릿을 한 사용자 또는 다수의 사용자에게 할당하기, 34 페이지
• 단일 사용자에게 새로운 WebEx 템플릿 지정하기, 34 페이지
• 다수의 사용자에게 WebEx Lotus Notes 통합 템플릿 지정하기, 36 페이지

WebEx Lotus Notes 통합 관리 도구 설치
다음은 Domino Server에서 Lotus Notes 통합에 대한 WebEx 스크립트를 배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Domino Server에 WebEx Lotus Notes 통합을 배포하려면 Domino 관리자이어야 합니다. Domino 관리
자는 ptdomtl.msi 파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 페이지의 다운로드 섹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ptdomtl.msi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Lotus Notes 관리가 설치된 Windows PC에서 Lotus Notes로의
통합에 대한 WebEx 관리 도구를 설치합니다.
관리 도구가 설치되면 Windows 시작 메뉴에 바로가기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시작 > 프로그
램 > WebEx > WebEx NI 관리 도구)
WebEx Lotus Notes 통합 관리 도구는 명령줄 응용프로그램입니다. Windows 명령 프롬프트에서 Lotus
Notes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디렉토리의 관리 도구를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Lotus Notes 클라이언트
가 D:\Program Files\lotus\notes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디렉토리에서 관리 도구를 실행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명령 프롬프트에 nwinstal
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를 입력하여 다음 표에 표시된 바와 같이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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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WebEx Notes 스크립트 설치하기
새 메일 템플릿 만들기

새 메일 템플릿 만들기
WebEx Lotus Notes 통합 관리 도구가 설치되면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WebEx Lotus Notes 통합과 사
용할 새로운 템플릿을 만듭니다.
Lotus Notes 관리자 Notes 클라이언트 머신에서 Domino 서버에 기존의 Notes 메일 템플릿에 기반한
새로운 WebEx 메일 템플릿을 원격으로 만듭니다. mail9.ntf 파일에 기반한 WebEx 메일 템플릿을 만
들려면 다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다음:
nwinstal –c [path]mail9.ntf

[path] 변수는 Domino Server의 notes.ini 파일에서 디렉토리 파라미터에 대해 지정된 디렉토리와 관련
된 경로입니다. 메일 템플릿 파일의 경로가 디렉토리 파라미터용으로 지정된 경로와 다른 경우에만
[path] 변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메일 템플릿 파일이 D:\Lotus\Domino\Data 디렉토리에 위
치하고 디렉토리 파라미터가 Directory=D:\Lotus\Domino\Data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디렉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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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WebEx Notes 스크립트 설치하기
새 메일 템플릿 만들기

경로는 동일하며, 추가 경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
다. 다음:
nwinstal –c mail9.ntf

단, 메일 템플릿 파일이 D:\Lotus\Domino\Data\silver 디렉토리에 위치하고 디렉토리 파라미터가
Directory=D:\Lotus\Domino\Data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디렉토리 경로는 동일하지 않으며, 추
가 경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nwinstal –c silver\mail9.ntf

다음 표는 nwinstal

–c mail9.ntf

명령어의 결과물을 표시합니다. 다음:

명령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면 새 템플릿 파일 wbxmail.ntf이 Domino Server에 생성됩니다. wbxmail.ntf
템플릿 파일은 Domino Server의 notes.ini 파일에 정의된 디렉토리에 생성됩니다. 이전 예제에서
wbxmail.ntf 파일은 D:\Lotus\DominoD:\\Data 디렉토리에 생성됩니다.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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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작성한 WebEx 메일 템플릿을 한 사용자 또는 다수의 사용자에게 할당하기

새로 작성한 WebEx 메일 템플릿을 한 사용자 또는 다수의
사용자에게 할당하기
다음 섹션에서는 새로 작성한 WebEx 템플릿을 한 명의 사용자 또는 여러 사용자에게 할당하는 방법
을 설명합니다.

참고

WebEx 메일 템플릿 파일을 대체하기 전에 모든 메일 템플릿을 백업할 것을 권장합니다.
및 –l 명령어는 Unix 또는 Linux 등 Windows 버전이 아닌 Domino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해
당 두 개의 명령어를 사용하려면 Windows Domino 서버에 WebEx Lotus Notes 통합 관리 도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r

명령어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WebEx 메일 템플릿을 할당할 때 Domino Server 머신의 명령어를 입
력해야 합니다.

단일 사용자에게 새로운 WebEx 템플릿 지정하기
한 명의 사용자에게 새 WebEx 템플릿을 할당하는 경우, Domino Server 머신에서 Domino 관리 서버
콘솔로 전환한 후 다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다음:
load nwinstal –r [path]\[user].nsf [mail template file].n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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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WebEx Notes 스크립트 설치하기
단일 사용자에게 새로운 WebEx 템플릿 지정하기

변수는 Domino Server의 notes.ini 파일에서 디렉토리 파라미터에 대해 지정된 디렉토리와 관
련된 경로입니다. 메일 템플릿 파일의 경로가 디렉토리 파라미터용으로 지정된 경로와 다른 경우에
만 [path] 변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path]

예제
사용자(test1)를 위해 스크립트를 삽입한다고 가정합니다. 사용자의 메일 파일명은 test1.nsf, 사용자
의 원본 템플릿은 mail6.ntf입니다. 사용자의 원본 템플릿 mail6.ntf을 새 WebEx 메일 템플릿 wbxmail.ntf
으로 대체하려면 다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다음:
load nwinstal –r [path]test1.nsf wbxmail.ntf

다음 표는 이 명령어의 결과물을 표시합니다. 다음:

새로운 WebEx 메일 템플릿에 문제가 발생하여 원본 메일 템플릿 mail9.ntf으로 복원해야 하는 경우,
다음 명령어를 입력하여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
load nwinstal –r [path]test1.nsf mail9.n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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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WebEx Notes 스크립트 설치하기
다수의 사용자에게 WebEx Lotus Notes 통합 템플릿 지정하기

다수의 사용자에게 WebEx Lotus Notes 통합 템플릿 지정하
기
새롭게 작성된 WebEx 템플릿에 다수의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목록을 생성합니다. Domino Server 콘솔에서 다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다음:
load convert –l c:\temp\maillist.txt

이 명령어는 c:\temp 디렉토리에 maillist.txt로 모든 메일 데이터베이스를 표시하는 텍스트 파일을 만
듭니다. 해당 파일을 편집하여 현재 WebEx 스크립트를 설치하지 않으려는 사용자를 제거할 수 있습
니다. 다음 표는 maillist.txt 파일을 표시합니다.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포함된 maillist.txt 텍스트 파일을 만든 후, -l 명령어를 사용하여 목록
에서 모든 사용자에 대해 WebEx Lotus Notes 통합 스크립트를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록에서 모든 사용자에 대해 WebEx 메일 템플릿 파일 wbxmail.ntf을 설치하려면 다음 명
령어를 입력합니다. 다음:
load nwinstal –l c:\temp\maillist.txt wbxmail.ntf

다음 표는 이 명령어의 결과물을 표시합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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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WebEx Notes 스크립트 설치하기
다수의 사용자에게 WebEx Lotus Notes 통합 템플릿 지정하기

WebEx 템플릿에 문제가 발생하면 원본 mail9.ntf 템플릿으로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원본 템플릿을
복원하려면 다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다음:
load nwinstal –l c:\temp\maillist.txt mail9.ntf

다음 표는 이 명령어의 결과물을 표시합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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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WebEx Notes 스크립트 설치하기
다수의 사용자에게 WebEx Lotus Notes 통합 템플릿 지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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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록

Lotus Notes 통합 도구 및 템플릿
• WebEx Lotus Notes 통합 관리 도구—nwinstal 명령어 사용하기, 39 페이지
• WebEx Lotus Notes 통합 메일 템플릿 파일 삭제하기, 41 페이지

WebEx Lotus Notes 통합 관리 도구—nwinstal 명령어 사용
하기
WebEx Lotus Notes 통합 관리 도구는 다음 목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 개인 사용자의 메일 데이터베이스용 WebEx Lotus Notes 통합 스크립트 설치 또는 제거를 위해.
• 특정 템플릿에 기반한 새로운 WebEx 메일 템플릿을 만들기 위해.
관리 도구를 실행한 후 소프트웨어 배포 도구를 사용하여 MSI를 푸쉬하거나 사용자에게 직접 MSI
파일을 실행하도록 요청하여 사용자의 Lotus Notes 클라이언트에 Lotus Notes 통합 클라이언트 설치
자를 배포합니다.

참고

이 도구를 실행하려면 Lotus Notes Domino 관리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설치된 Lotus Notes 소프트
웨어는 버전 6.5.3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 텍스트는 nwsinstal 관리 도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설명합니다. 또한 명령 프롬프트에
nwinstal -?를 입력하여 해당 옵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Syntax
• Lotus 관리자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
nwinstal -? nwinstal –c [path]filename nwinstal –i [path] filename nwinstal –u [path]
fil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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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us Notes 통합 도구 및 템플릿
WebEx Lotus Notes 통합 관리 도구—nwinstal 명령어 사용하기

• Windows 운영 체제에서 실행되고 있는 Domino Server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
nwinstal -r [path]destination-filename source-filename nwinstal -l
[path]user-list-filename source-filename

위치
Domino Server의 notes.ini 파일에서 디렉토리 파라미터에 대해 지정된 디렉토리와 관련된 경
로입니다. 메일 템플릿 파일의 경로가 디렉토리 파라미터용으로 지정된 경로와 다른 경우에만 [path]
변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path]

예를 들어, notes.ini 파일의 디렉토리 파라미터를 다음으로 가정합니다. 다음: Directory=D:
\Lotus\Domino\Data. 사용자의 메일 파일이 joe.nsf이며, D:\Lotus\Domino\Data\mail 디렉토리,
nwinstal –i mail\joe.nsf

에 위치한 경우, 다음 명령어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
기업 메일 템플릿 파일 이름은 mail9.ntf이며, D:\Lotus\Domino\Data 디렉토리에 위치하는 경우, 다음
명령어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
nwinstal –c mail9.ntf
-?

도움말을 표시합니다.

-c

선택한 메일 템플릿에 기반하여 WebEx Lotus Notes 통합 메일 템플릿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mail6.ntf 파일에 기반한 WebEx 메일 템플릿을 만들고 있는 경우, 다음 명령어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
nwinstal –c [path]mail9.ntf

참고

새 템플릿 파일 이름은 wbxmail.ntf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파일은 Domino Server에 있는 notes.ini
파일의 디렉토리 파라미터에서 정의한 것과 동일한 위치에 저장됩니다. (이전 예제에서는
D:\Lotus\Domino\Data)
Lotus Notes Domino 명령어를 사용하여 WebEx Lotus Notes 통합 템플릿으로 사용자 메일 템플릿
을 새로 고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otus Notes 도움말 참조) 예를 들어, 다음 명령어는
WebEx 메일 템플릿에서 WebEx Lotus Notes 통합 스크립트를 사용자의 메일 데이터베이스에 삽
입합니다. 다음:
load convert [path]user.nsf * wbxmail.ntf
-r WebEx Lotus Notes 통합 스크립트를 WebEx 메일 템플릿에서 사용자 메일 데이터베이스로 삽입합

니다. 예를 들어, 다음 명령어는 wbxmail.ntf WebEx 메일 템플릿 파일로부터 사용자 Joe의 메일 데이
터베이스 joe.nsf 에 있는 Lotus Notes 통합 스크립트를 삽입합니다. 다음 명령어를 입력하십시오. 다
음:
nwinstal –r [path]joe.nsf wbxmail.ntf

WebEx Lotus Notes 통합 스크립트를 WebEx 메일 템플릿에서 maillist.txt 메일 사용자 목록 파일에
있는 사용자의 메일 데이터베이스로 삽입합니다.
-l

예를 들어, wbxmail.ntf WebEx 메일 템플릿 파일로부터 파일 c:\temp\maillist.txt에 있는 사용자에 대
한 Lotus Notes 통합 스크립트를 삽입하려면 다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다음:
nwinstal –l c:\temp\maillist.txt wbxmail.n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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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Ex Lotus Notes 통합 메일 템플릿 파일 삭제하기

참고

사용자 목록을 생성하려면 Domino Server 콘솔에서 다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다음:
load convert –l c:\temp\maillist.txt

필요하면 maillist.txt 파일을 편집하여 원하는 사용자만 포함합니다.
WebEx 메일 템플릿 파일을 작성하지 않고 WebEx Lotus Notes 통합 스크립트를 사용자의 메일 데
이터베이스로 삽입합니다.
-i

참고

이 명령어는 Notes Editor 액세스 등급을 가진 사용자에 대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ebEx Lotus Notes 통합 스크립트를 사용자 Joe의 메일 데이터베이스 파일 joe.nsf로
삽입하려면 다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다음:
nwinstal –i [path]joe.nsf
-u

참고

WebEx Lotus Notes 통합 스크립트를 사용자 메일 데이터베이스 파일에서 제거합니다.

이 명령어는 Notes Editor 액세스 등급을 가진 사용자에 대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otus Notes 통합 스크립트를 사용자 Joe의 메일 데이터베이스 파일 joe.nsf에서 제거하
려면 다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다음:
nwinstal –u [path]joe.nsf

WebEx Lotus Notes 통합 메일 템플릿 파일 삭제하기
귀사에서 더 이상 Lotus Notes 통합을 사용하지 않으며, WebEx Lotus Notes 통합 템플릿을 삭제해야
하는 경우, Domino Server에서 찾아보고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 후 삭제합니다.

WebEx 생산 도구 대량 배포 IT 관리자 안내서: 설치 안내서 (WBS30, WBS31)
41

Lotus Notes 통합 도구 및 템플릿
WebEx Lotus Notes 통합 메일 템플릿 파일 삭제하기

WebEx 생산 도구 대량 배포 IT 관리자 안내서: 설치 안내서 (WBS30, WBS31)
42

B

부록

알려진 문제
• 알려진 문제, 43 페이지

알려진 문제
WebEx Lotus Notes 통합을 설치한 후 달력이 열릴 때 사용자는 다음 보안 경고 대화 상자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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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문제
알려진 문제

참고

이전 표에서 서명자는 admin/webex로 표시되지만, 서명자의 이름은 귀사에 대해 달라집니다. 일
반적으로 서명자 이름은 <name of administrator>/<company name>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WebEx Lotus Notes 통합에서 Domino 관리자가 서명한 프로그램 또는 스크립트를 삽입하였기 때문에
보안 경고가 나타납니다.
이 경고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면 사용자가 서명자에게 이 작업을 실행하도록 신뢰하기 시작 옵션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서명자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는 실행 제어 목록에서 보안 설정을 수정하여 이 보안 경고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자는 보안 설정 > 실행 제어 목록 대화 상자의 허용 아래에서 다음 옵션을 선택해야 합
니다.
•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
• 환경 변수에 액세스
• 외부 프로그램에 액세스
다음 표는 실행 제어 목록에서 관리자가 실행해야 하는 설정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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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부록

레지스트리 및 파일 설치됨
• 레지스트리 및 파일 설치됨, 45 페이지

레지스트리 및 파일 설치됨
대량 제거 작업은 기본적으로 레지스트리에서 WebEx 사이트 정보 (URL) 및 WebEx 생산 도구 자격
증명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사용자는 대량 설치 작업이 완료된 후 자신의 사용자이름,
비밀번호 및 WebEx 사이트 URL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자가 모든 생산 도구 관련된 정보를
제거하려는 경우, 모든 사용자를 로그아웃시킨 후 아래의 명령줄을 실행해야 합니다.
msiexec.exe /q /x "ptools.msi" REMOVEPTREG=1

레지스트리 키는 다음 위치에 저장됩니다. 다음: HKEY_CURRENT_USER\Software\WebEx\ProdTools.
• 32 비트 Windows 운영 체제
1

HKEY_LOCAL_MACHINE\Software\WebEx\ProdTools

2

HKEY_CURRENT_USER\Software\WebEx\ProdTools

• 64 비트 Windows 운영 체제
1

HKEY_LOCAL_MACHINE\Software\Wow6432Node\WebEx\ProdTools

2

HKEY_CURRENT_USER\Software\WebEx\ProdTools

다음 표는 설치된 파일을 표시합니다. 단, 목록은 설치된 버전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4 비트 Windows 운영 체제 대상 폴더는 Program Files (x8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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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파일 목록

설명

Program Files\WebEx\Productivity
Tools

ptmain9.dll,

Outlook에 WebEx 통합용 파일.

ptmain10.dll,
ptmain11.dll,
ptmain12.dll,
ptmain14.dll,
ptolkadd.dll

Program Files\WebEx\Productivity
Tools

ptwbxoni.exe,
ptoniui.dll,

Outlook에 WebEx 통합 및 Lotus Notes에 WebEx 통합
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용 파일.

ptoi3res.dll,
ptwbxurl.dll
Program Files\WebEx\Productivity
Tools

ndbwbxpt.dll,

Lotus Notes에 WebEx 통합용 파일.

ptnwinto.dll,
ptnwintc.dll,
ptniadpt.dll,
ptwnictl.dll,
ptnwcfg.exe,
ptnires.dll,
lcppn30.d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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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파일 목록

설명

Program Files\WebEx\Productivity
Tools

ptoneclk.exe,

WebEx 생산 도구 목록용 파일. (이전의 “WebEx 한
번 클릭 목록”)

ptocRes.dll,
ptusredt.dll,
ptExtend.dll,

ptSrv.exe 파일은 WebEx 생산 도구의 모든 구성 요소
에서 공유합니다.

ptocnote.dll,
ptExMeet.dll,
install.rdf,
lcppn30.dll,
ptInst.exe,
ptSrv.exe,
ptUpdate.exe,
ptgpcdec.dll,
ptgpcext.dll,
ptiegpc.dll,
ptinstck.dll,
ptMgr.dll,
ptSknMgr.dll,
ptRes.dll,
libeay32.dll
Program Files\WebEx\Productivity
Tools

ptwbxrm.dll,

Program Files\WebEx\Productivity
Tools

ptwbxms.dll,

Microsoft Windows 오른쪽 클릭 메뉴

ptonres.dll
Microsoft Office용 WebEx 툴바 Smart Tag

ptwbxst.dll,
ptonres.d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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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파일 목록

설명

Program Files\WebEx\Productivity
Tools

ptonecli.dll,

Internet Explorer용 WebEx 버튼

ptonres.dll
PTIM.exe,

인스턴트 메신저에 WebEx 통합.

PTIMHook.dll,
PTIMRes.dll,
com.wbx.realtime.meeting_1.0.1.jar,
feature.xml,
ptwbxjni.dll,
ptonres.dll,
chrome.manifest,
Install.rdf,
Chrome\ocplugin.jar,
Components\OCFF.dll,
Components\IOcFf.xpt,
WebExStatus.xml
Program Files\WebEx\Productivity
Tools

ripa.dll,

Cisco Unified IP Phone에 WebEx 통합

ripatrc.dll,
ripaurl.dll

Program Files\WebEx\Productivity
Tools

msvcr90.dll,

종속성 런타임 라이브러리

msvcp90.dll,
msvcp60.dll,
Microsoft.VC90.CRT.manifest,
Microsoft.VC90.ATL.manifest,
atl90.dll

Program Files\WebEx\Productivity
Tools

wbxtrace.dll

트레이스 기능

Program Files\WebEx\Productivity
Tools

ptSSO.dll

싱글 사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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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파일 목록

설명

Lotus Notes가 설치된 디렉토리

ndbwbxpt.dll,

Lotus Notes에 WebEx 통합.

ptnwinto.dll,
ptnwintc.dll,
ptniadpt.dll,
ptwnictl.dll,
ptnwcfg.exe,
ptnires.dll,
lcppn30.dll,
ptoniui.dll,
ptWbxONI.exe,
ptWBXURL.dll,
ptOI3Res.dll
Lotus Sametime이 설치된 디렉토
리

com.wbx.realtime.meeting_1.0.1.jar, Lotus Sametime에 WebEx 통합.
feature.xml,
ptwbxjni.d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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