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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Center
WebEx Support Center는 고객에게 원격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제공합니
다.

참
고

Support Center에서는 더 이상 Windows Me 및 NT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Support Center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를 참조하
십시오.
Remote Support—고객의 문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파일을 전송하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고객에게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고객의 컴퓨터에서 파일을 전
송하여 분석하거나 업데이트 또는 패치를 설치합니다. Remote Support, 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Remote Access—지원 세션 외부의 이 선택적인 모듈을 사용하여 컴퓨터에 원격으로 액세스하고 진
단 및 작업합니다. 고객이 컴퓨터에 없어도 원격 장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유지관리합니다. Remote
Access, 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ebACD—웹 사이트, 데스크탑, 제품 또는 이메일 서명에 "클릭-연결" 링크를 추가하면 고객은 언
제, 어디서나 에이전트에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요청 양식을 원하는대로 정의하여 필요한 정보
를 수집하고 웹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WebACD 받은 편지함 및 모니터를 사용하여
고객 요청 및 CSR을 관리합니다. WebACD, 1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System Management—이 선택적인 모듈은 웹 기반 콘솔입니다. 컴퓨터, 서버, 프린터, 라우터 등 네트
워크 자산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패치 분배, 자산에 대
한 세부 사항 확인, 자산에 메시지 발송,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 자산 정보 및 상태에 대한 보고
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ment, 20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Remote Support, 2 페이지
• Remote Access, 8 페이지
• WebACD, 14 페이지
• System Management, 2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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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Support
이 릴리즈 노트는 Remote Support 기능 및 이 버전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새 소식
다음 목록은 Remote Support의 최신 기능 및 개선 사항을 릴리즈 버전 숫자에 따라 나열하여 표시합
니다. 주요 업데이트가 포함되지 않은 버전의 경우 목록에 나열되지 않습니다.
WBS29.11
프로파일 페이지 향상점
주요 프로파일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프로파일 페이지가 축소되었습니다.
• 고급 이미지 업로더가 추가되었으며, 이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도록 하거나 웹캠으로 사진을 찍
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이제 상단 오른쪽 모서리에서 사용자이름을 클릭하여 프로파일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 보다 세련된 외관과 느낌으로 완벽히 액세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본 설정 페이지
이제 기본 설정 페이지는 모든 사용자 설정에 대해 중앙에 위치합니다.
• 접을 수 있는 새로운 카테고리
• “웹페이지 기본 설정” 및 “기본 페이지 설정”이 일반 섹션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다음 설정은 프로파일 페이지에서 기본 설정 페이지로 이동되었습니다. 다음:
•

• 내 개인 룸
• 스케줄링 템플릿
• "세션 옵션"에서 "예약 옵션"으로 이름이 변경됨
• Support Center

• "오디오 설정" 아래에서 "내 전화 번호" (프로파일 페이지에 위치) 및 개인 회의 페이지가 병합
되었습니다
• 한 번 클릭 설정 페이지가 기본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고 "'지금 미팅' 설정"으로 이름이 변경되었
습니다
• 보다 세련된 외관과 느낌으로 완벽히 액세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WebEx 생산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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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Ex 생산 도구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생산 도구의 "WebEx 생산 도구 지원"
표를 참조하십시오.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 지원 업데이트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의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를 참조하십시오.
사이트 관리 업데이트
사이트 관리 도구에 업데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이트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WBS29.10
WebEx 생산 도구
WebEx 생산 도구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생산 도구의 "WebEx 생산 도구 지원"
표를 참조하십시오.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 지원 업데이트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의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를 참조하십시오.
WBS29.9
세션 쿼리 도구 보고서
• Support Center 세션 쿼리 도구 보고서의 대기 시간 필드는 시간(분)으로 반올림된 값에서 가장
근접한 시간(초)로 반올림된 값으로 이동하고, 시간, 분, 초로 표시됩니다. 대기 시간 열의 헤더
는 "대기 시간(분)"에서 "대기 시간(시간:분:초)"로 변경되었습니다.
• 세션 시간 필드 열의 헤더는 "세션 시간(분)"에서 "세션 시간(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WBS29.8.1
WebEx 공 아이콘
WebEx 공 아이콘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WBS29.8
WebEx 페이지 재설계 및 접근성 업데이트
WebEx 센터 웹 페이지의 사용자 환경에 향상점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WebEx 페이지는 세련된 디
자인을 선보입니다. 그러나 상호 작용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모든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접근성 기능도 추가되었으며 현재 접근성의 수준을 증가시킵니다.
새 디자인은 단계적인 접근으로, 핵심 페이지 및 플로우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릴리즈에서 다른 페
이지 및 센터를 계속 새롭게 디자인할 예정입니다.)
• 글로벌 구성 요소(머리말, 상단 네비게이션 및 왼쪽 메뉴 표시줄 등) 및 핵심 페이지(로그인 페
이지, 내 WebEx > 내 미팅 페이지 및 내 WebEx > 교육 페이지 등)는 다시 디자인되었으며, 향상
된 접근성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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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페이지는 최적화되었으며 "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 이제 번호로 참여 페이지는 호스트의 사용자이름으로 개인 룸을 조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
다.
WebEx 페이지 재설계 및 접근성 업데이트
WebEx 센터 웹 페이지의 사용자 환경에 향상점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WebEx 페이지는 세련된 디
자인을 선보입니다. 그러나 상호 작용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모든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접근성 기능도 추가되었으며 현재 접근성의 수준을 증가시킵니다.
새 디자인은 단계적인 접근으로, 핵심 Meeting Center 플로우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릴리즈에서 다른
페이지 및 센터를 계속 새롭게 디자인할 예정입니다.)
• 글로벌 구성 요소 및 핵심 Meeting Center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새로운 스킨을 적용합
니다.
• 최적화된 "환영합니다" 탭은 "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 이제 번호로 참여 페이지는 호스트의 사용자이름으로 개인 룸을 조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
다.
• 대부분의 Meeting Center 사용 사례에 새로운 HTML 이메일 템플릿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유시 화면 보호기
사용자가 미팅에서 컨텐츠를 공유하면 모든 참가자에 대해 화면 보호기가 비활성화됩니다.
WebEx 생산 도구
WebEx 생산 도구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생산 도구를 참조하십시오.
Chrome에서 WebEx 사용하기
Chrome이 NPAPI의 지원을 제거할 예정이기 때문에 Chrome 38부터는 WebEx 사용에 있어 Chrome 확
장자를 사용하는 새로운 참여 방법이 제공됩니다. Chrome에서 WebEx를 처음으로 사용할 때 사용자
는 확장자를 추가하고 WebEx 응용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일회성 프로세스를 안내받게 됩니
다. 처음으로 설치하면 사용자는 추가 단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 업데이트
사이트 관리 도구에 업데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이트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WebEx VoIP 및 WebEx 오디오에서 광대역 오디오를 포함하는 향상된 오디오 환경
이제 WebEx 오디오 미팅 및 VoIP 전용 미팅은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여(VoIP) 오디오에 연결할
때 광대역 오디오로 보다 월등한 미팅 환경을 제공합니다.
광대역 오디오는 고화질 음성이라고도 합니다. 광대역 오디오는 보다 넓은 범위의 주파수를 캡처하
기 때문에 선명한 오디오 연결을 제공합니다.
Windows, Mac, Linux 데스크탑 응용프로그램, Apple iPad 및 iPhone 장치, Android 모바일 장치에서 지
원됩니다. 또한 광대역 오디오는 VoIP 전용 및 WebEx 오디오 미팅의 네트워크 기반 녹화에도 지원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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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광대역 오디오 코덱(OPUS)은 WebEx VoIP 참석자의 기본 코덱입니다. OPUS 코덱은 월등한
PLC(Packet Loss Concealment) 및 FEC(Forward Error Correction) 방법을 포함하며, 패킷 손실에 보다
탄력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보다 나은 오디오 품질을 제공합니다.
향상된 잡음 삭제 알고리즘을 지원하여 컴퓨터를 통해 오디오를 사용할 때 헤드셋이 없이도 보다 나
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UDP 기반 VoIP 트래픽에 대해 향상된 지터 버퍼를 포함합니다. 20ms의
작은 패킷 샘플링 사이즈로 데이터 손실 및 지연을 줄입니다.
Solaris에서 운영되는 컴퓨터, Windows 모바일 장치 및 Blackberry 장치는 VoIP 오디오에 대해 협대역
오디오를 계속 사용합니다. 해당 장치에서 미팅에 참여하는 사용자가 있는 경우, 전체 미팅에 대해
협대역 오디오가 사용됩니다.
사이트 관리 및 내 WebEx의 회사 주소록 및 개인 주소록
사이트 관리 및 내 WebEx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회사 주소록과 내 WebEx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의 개인 주소록에 있는 다수의 연락처는 콤마- 또는 탭-구분된 값 파일(.csv)을 사용해서만 가져오기
할 수 있습니다. 콤마- 또는 탭-구분된 .csv 파일을 업로드하려면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하고 파일에서
사용하는 (탭 또는 콤마) 구분자 유형을 선택한 후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WebEx 주소록 형식은 사
이트 관리 및 내 WebEx에서 내보내기될 수도 있습니다.
WBS29.6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 지원 업데이트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의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를 참조하십시오.
WBS29.5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 지원 업데이트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의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를 참조하십시오.
WBS29.4
마지막 비밀번호 재사용에 대한 새로운 범위
이제 마지막 비밀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없음 사이트 관리 옵션은 사이트 관리자가 3~8 마지막 비밀
번호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새로운 기본값은 3입니다.
운영 체제 지원 업데이트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의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를 참조하십시오.
WBS29.3
VeriSign 보안 서버를 위한 보안 개선 사항
WBS29의 보안 개선 사항에 따라, 참가자가 미팅에 참여할 때 보안 인증서 인증을 위해 참가자 컴퓨
터의 미팅 응용프로그램이 VeriSign 보안 서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관리자는 참가자의 컴퓨터가 인
증을 완료하고 미팅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화벽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실
행하려면 방화벽의 승인된 URL 목록(또는 "허용 목록")에 https://www.verisign.com/repository/cr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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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VeriSign CRL 서버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는 향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승인된 URL
목록에 다음 URL을 추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 *.verisign.com
• *.thawte.com
• *.geotrust.com
• *.rapidssl.com
• *.digitalcertvalidation.com
• *.ws.symantec.com
또한 보안 개선 사항은 모든 WebEx 서비스의 원격 컴퓨터에 설치된 Remote Access 에이전트에도 적
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WebEx 미팅의 기능을 공유하는 원격 컴퓨터
• Training Center의 핸즈-온 랩
• Support Center
• WebACD
이 개선 사항에 따라 Remote Access 에이전트는 VeriSign의 보안 인증서를 인증해야 합니다. 해당 서
비스를 사용 중인 경우 원격 에이전트가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고 사용자가 해당 원격 에이전트에 액
세스할 수 있도록, 방화벽이 위에 나열된 URL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
WBS29.1
플랫폼간 지원
브라우저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의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 지원"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알려진 문제 및 제한 사항
Windows 8 및 8.1
• Windows 8 또는 8.1을 사용하는 발표자가 자신의 응용프로그램 또는 화면(이전의 "데스크탑 공
유" 기능)을 공유하는 경우, 다른 참가자는 패널이 열린 위치의 공유된 컨텐츠 위에 교차선 패턴
으로 나타나는 창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미팅 제어판, 참가자 목록, 채팅 목록 및 공유 표시
기를 포함하여 모든 목록에 발생합니다. Windows 8 또는 8.1을 사용하는 발표자는 다른 참가자
가 화면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목록을 닫아둘 것을 권장합니다.
• Windows 8 또는 8.1의 원격 컴퓨터에 연결할 때 로컬 화면은 검게 지워질 수 없습니다.
• Microsoft Office 2010의 32비트 버전용 워드 문서 파일 공유는 Windows 8.1에서 지원되지 않습
니다. 대신 응용프로그램 공유 또는 화면 공유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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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Office 2013 지원
• Microsoft Office 2013을 설치한 경우, PowerPoint 2013 파일 공유 시 다음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
니다.
◦ 애니메이션 및 전환
◦ 연계된 비디오 또는 오디오 파일
◦ 전용 목록에서 PowerPoint 노트
◦ UCF 툴킷
• 정보 탭을 사용자 정의한 경우, 일부 지정 요소는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WebEx 미팅에
서 올바르게 표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효성 검사를 실행하도록 권장합니다.
• 간혹 다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슬라이드에서 텍스트 및 배경 색상이 실제 색상과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슬라이드에서 일부 그래픽 요소가 유실될 수도 있습니다.
◦ 슬라이드에서 글꼴이 흐릿하게 나타나거나 원래 글꼴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도형의 크기가 원본 크기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 편집 모드에서 PowerPoint 프리젠테이션의 객체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는 경우, 이는 슬라이드
쇼 화면에서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단, WebEx 미팅에서 해당 파일 공유시 객체는 계속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 파일 공유 기능을 사용하여 비밀번호로 보호된 PowerPoint 2013 파일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대
신 응용프로그램 공유 또는 데스크탑 공유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 파일 공유 기능을 사용하여 Windows 8에서 Excel 2013 파일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응용프
로그램 공유 또는 화면 공유(이전의 "데스크탑 공유")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 파일 공유 기능을 사용하여 Windows 8(64비트)에서 Word 2013(64비트) 문서를 공유할 수 없습
니다. 대신 응용프로그램 공유 또는 화면 공유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운영 체제 지원
Remote Support를 실행하려면:
• Linux, Solaris, Macintosh 를 사용하는 고객 지원자들(CSR)은 제품의 일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upport Center 섹션의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를 참조하십
시오.
• 고객은 Linux, Solaris 또는 Macintosh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자 인증이 활성화된 Microsoft ISA
프록시 서버에서 원격 세션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Sun에서 문서화한 알려진 Java 문제입
니다. http://bugs.sun.com/bugdatabase/view_bug.do?bug_id=4636657.
Remote Support에서 지원하는 컴퓨터,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를 참조하십시오.

Cisco WebEx Support Center 릴리즈 노트 (버전 WBS29.11)
7

Support Center
Remote Access

고객 컴퓨터에 로그인되어 있는 동안 중단됨
고객 컴퓨터에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했을 때 Remote Support 브라우저가 충돌하면 고객 컴퓨터에는
로그인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로그오프한 다음 다시 로그인하도록 요청하십시
오.
녹화 세션 중 응용프로그램 표시
Remote Support 세션을 녹화 중이며 고객에게 응용프로그램이 나타나도록 한 경우 컴퓨터에 열려 있
는 다른 모든 웹 브라우저 창은 고객에게 표시됩니다.
파일 전송 중 디스크 공간
파일 전송 중 받는 쪽에서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경우 세션이 종료됩니다.
데스크탑 공유 중 파일 전송 창 이동
데스크탑 공유 중 파일 전송을 시작하는 경우 전송 창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정보 비활성화
사이트 관리자는 사용자 정의된 세션 유형에서 시스템 정보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Lotus Notes 이메일 초대 제한사항
Lotus Notes 이메일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로컬 메일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이메일 초대
장 보내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Lotus Notes가 웹 페이지에서 시작하는 이메일
메시지의 크기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메시지 크기를 줄이도록 이메일 초대
템플릿을 변경합니다.
기본 파일 전송은 이벤트 로그에 표시되지 않음
기본 파일 전송 방법을 사용하여 전송된 파일은 이벤트 로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연결이 느릴 때 인바운드 지원 세션 참여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방법이 사이트에 대해 TFS(Temporary Folder Solution)로 설정되어 있고 고객이
느린 네트워크 연결을 사용하여 인바운드 지원 세션에 참여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입력 양식을 기입
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회의 참여 확인 실패" 오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mote Support 웹 채팅을 사용하는 중 스크롤
Remote Support 웹 채팅을 사용할 때 스크롤바가 나타난 경우 신속히 위아래로 스크롤하면 채팅 창이
연속적으로 빠르게 깜박일 수 있습니다.

Remote Access
이 릴리즈 노트는 Remote Access 기능 및 이 버전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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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소식
다음 목록은 Remote Access의 최신 기능 및 개선 사항을 릴리즈 버전 숫자에 따라 나열하여 표시합니
다. 주요 업데이트가 포함되지 않은 버전의 경우 목록에 나열되지 않습니다.
WBS29.11
프로파일 페이지 향상점
주요 프로파일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프로파일 페이지가 축소되었습니다.
• 고급 이미지 업로더가 추가되었으며, 이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도록 하거나 웹캠으로 사진을 찍
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이제 상단 오른쪽 모서리에서 사용자이름을 클릭하여 프로파일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 보다 세련된 외관과 느낌으로 완벽히 액세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본 설정 페이지
이제 기본 설정 페이지는 모든 사용자 설정에 대해 중앙에 위치합니다.
• 접을 수 있는 새로운 카테고리
• “웹페이지 기본 설정” 및 “기본 페이지 설정”이 일반 섹션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다음 설정은 프로파일 페이지에서 기본 설정 페이지로 이동되었습니다. 다음:
•

• 내 개인 룸
• 스케줄링 템플릿
• "세션 옵션"에서 "예약 옵션"으로 이름이 변경됨
• Support Center

• "오디오 설정" 아래에서 "내 전화 번호" (프로파일 페이지에 위치) 및 개인 회의 페이지가 병합
되었습니다
• 한 번 클릭 설정 페이지가 기본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고 "'지금 미팅' 설정"으로 이름이 변경되었
습니다
• 보다 세련된 외관과 느낌으로 완벽히 액세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WebEx 생산 도구
WebEx 생산 도구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생산 도구의 "WebEx 생산 도구 지원"
표를 참조하십시오.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 지원 업데이트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의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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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관리 업데이트
사이트 관리 도구에 업데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이트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WBS29.10
WebEx 생산 도구
WebEx 생산 도구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생산 도구의 "WebEx 생산 도구 지원"
표를 참조하십시오.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 지원 업데이트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의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를 참조하십시오.
WBS29.9
세션 쿼리 도구 보고서
• Support Center 세션 쿼리 도구 보고서의 대기 시간 필드는 시간(분)으로 반올림된 값에서 가장
근접한 시간(초)로 반올림된 값으로 이동하고, 시간, 분, 초로 표시됩니다. 대기 시간 열의 헤더
는 "대기 시간(분)"에서 "대기 시간(시간:분:초)"로 변경되었습니다.
• 세션 시간 필드 열의 헤더는 "세션 시간(분)"에서 "세션 시간(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WBS29.8
WebEx 페이지 재설계 및 접근성 업데이트
WebEx 센터 웹 페이지의 사용자 환경에 향상점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WebEx 페이지는 세련된 디
자인을 선보입니다. 그러나 상호 작용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모든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접근성 기능도 추가되었으며 현재 접근성의 수준을 증가시킵니다.
새 디자인은 단계적인 접근으로, 핵심 페이지 및 플로우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릴리즈에서 다른 페
이지 및 센터를 계속 새롭게 디자인할 예정입니다.)
• 글로벌 구성 요소(머리말, 상단 네비게이션 및 왼쪽 메뉴 표시줄 등) 및 핵심 페이지(로그인 페
이지, 내 WebEx > 내 미팅 > 페이지 및 내 WebEx > 내 교육 페이지)는 다시 디자인되었으며, 향
상된 접근성을 선보입니다.
• "환영합니다" 페이지는 최적화되었으며 "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 이제 번호로 참여 페이지는 호스트의 사용자이름으로 개인 룸을 조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
다.
WebEx 페이지 재설계 및 접근성 업데이트
WebEx 센터 웹 페이지의 사용자 환경에 향상점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WebEx 페이지는 세련된 디
자인을 선보입니다. 그러나 상호 작용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모든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접근성 기능도 추가되었으며 현재 접근성의 수준을 증가시킵니다.
새 디자인은 단계적인 접근으로, 핵심 Meeting Center 플로우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릴리즈에서 다른
페이지 및 센터를 계속 새롭게 디자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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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구성 요소 및 핵심 Meeting Center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새로운 스킨을 적용합
니다.
• 최적화된 "환영합니다" 탭은 "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 이제 번호로 참여 페이지는 호스트의 사용자이름으로 개인 룸을 조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
다.
• 대부분의 Meeting Center 사용 사례에 새로운 HTML 이메일 템플릿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유시 화면 보호기
사용자가 미팅에서 컨텐츠를 공유하면 모든 참가자에 대해 화면 보호기가 비활성화됩니다.
WebEx 생산 도구
WebEx 생산 도구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생산 도구를 참조하십시오.
Chrome에서 WebEx 사용하기
Chrome이 NPAPI의 지원을 제거할 예정이기 때문에 Chrome 38부터는 WebEx 사용에 있어 Chrome 확
장자를 사용하는 새로운 참여 방법이 제공됩니다. Chrome에서 WebEx를 처음으로 사용할 때 사용자
는 확장자를 추가하고 WebEx 응용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일회성 프로세스를 안내받게 됩니
다. 처음으로 설치하면 사용자는 추가 단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 업데이트
사이트 관리 도구에 업데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이트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WebEx VoIP 및 WebEx 오디오에서 광대역 오디오를 포함하는 향상된 오디오 환경
이제 WebEx 오디오 미팅 및 VoIP 전용 미팅은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여(VoIP) 오디오에 연결할
때 광대역 오디오로 보다 월등한 미팅 환경을 제공합니다.
광대역 오디오는 고화질 음성이라고도 합니다. 광대역 오디오는 보다 넓은 범위의 주파수를 캡처하
기 때문에 선명한 오디오 연결을 제공합니다.
Windows, Mac, Linux 데스크탑 응용프로그램, Apple iPad 및 iPhone 장치, Android 모바일 장치에서 지
원됩니다. 또한 광대역 오디오는 VoIP 전용 및 WebEx 오디오 미팅의 네트워크 기반 녹화에도 지원됩
니다.
이제 광대역 오디오 코덱(OPUS)은 WebEx VoIP 참석자의 기본 코덱입니다. OPUS 코덱은 월등한
PLC(Packet Loss Concealment) 및 FEC(Forward Error Correction) 방법을 포함하며, 패킷 손실에 보다
탄력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보다 나은 오디오 품질을 제공합니다.
향상된 잡음 삭제 알고리즘을 지원하여 컴퓨터를 통해 오디오를 사용할 때 헤드셋이 없이도 보다 나
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UDP 기반 VoIP 트래픽에 대해 향상된 지터 버퍼를 포함합니다. 20ms의
작은 패킷 샘플링 사이즈로 데이터 손실 및 지연을 줄입니다.
Solaris에서 운영되는 컴퓨터, Windows 모바일 장치 및 Blackberry 장치는 VoIP 오디오에 대해 협대역
오디오를 계속 사용합니다. 해당 장치에서 미팅에 참여하는 사용자가 있는 경우, 전체 미팅에 대해
협대역 오디오가 사용됩니다.
사이트 관리 및 내 WebEx의 회사 주소록 및 개인 주소록
사이트 관리 및 내 WebEx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회사 주소록과 내 WebEx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의 개인 주소록에 있는 다수의 연락처는 콤마- 또는 탭-구분된 값 파일(.csv)을 사용해서만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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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콤마- 또는 탭-구분된 .csv 파일을 업로드하려면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하고 파일에서
사용하는 (탭 또는 콤마) 구분자 유형을 선택한 후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WebEx 주소록 형식은 사
이트 관리 및 내 WebEx에서 내보내기될 수도 있습니다.
WBS29.6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 지원 업데이트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의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를 참조하십시오.
WBS29.5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 지원 업데이트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의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를 참조하십시오.
WBS29.4
마지막 비밀번호 재사용에 대한 새로운 범위
이제 마지막 비밀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없음 사이트 관리 옵션은 사이트 관리자가 3~8 마지막 비밀
번호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새로운 기본값은 3입니다.
운영 체제 지원 업데이트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의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를 참조하십시오.
WBS29.3
VeriSign 보안 서버를 위한 보안 개선 사항
WBS29의 보안 개선 사항에 따라, 참가자가 미팅에 참여할 때 보안 인증서 인증을 위해 참가자 컴퓨
터의 미팅 응용프로그램이 VeriSign 보안 서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관리자는 참가자의 컴퓨터가 인
증을 완료하고 미팅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화벽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실
행하려면 방화벽의 승인된 URL 목록(또는 "허용 목록")에 https://www.verisign.com/repository/crl.html
의 VeriSign CRL 서버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는 향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승인된 URL
목록에 다음 URL을 추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 *.verisign.com
• *.thawte.com
• *.geotrust.com
• *.rapidssl.com
• *.digitalcertvalidation.com
• *.ws.symantec.com
또한 보안 개선 사항은 모든 WebEx 서비스의 원격 컴퓨터에 설치된 Remote Access 에이전트에도 적
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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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Ex 미팅의 기능을 공유하는 원격 컴퓨터
• Training Center의 핸즈-온 랩
• Support Center
• WebACD
이 개선 사항에 따라 Remote Access 에이전트는 VeriSign의 보안 인증서를 인증해야 합니다. 해당 서
비스를 사용 중인 경우 원격 에이전트가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고 사용자가 해당 원격 에이전트에 액
세스할 수 있도록, 방화벽이 위에 나열된 URL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
WBS29.1
플랫폼간 지원
브라우저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의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 지원"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알려진 문제 및 제한 사항
알려진 문제/제한 사항 이 섹션에는 Sales Center에만 영향을 미치는 알려진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
다. WebEx에서 지원하는 브라우저, 운영 체제 및 기타 WebEx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알려진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플랫폼 간 기능 및 알려진 문제를 참조하십시오.
Chrome 및 Firefox에서 WebEx 미팅 참여하기
Google 및 Mozilla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사용자는 Chrome 및 Firefox 사용 시 WebEx 플러그인을 수
동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Remote Access 사이트는 업그레이드되었지만 데스크탑의 에이전트는 업그레이드되지 않음
Remote Access 사이트가 업그레이드되었지만 데스크탑의 관련 에이전트는 업그레이드되지 않은 경
우, 화면 비우기 및 CNTRL-ALT-DEL 전송의 두 가지 메뉴는 업그레이드되지 않은 에이전트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Windows 8 및 8.1
• Windows 8 또는 8.1을 사용하는 발표자가 자신의 응용프로그램 또는 화면(이전의 "데스크탑 공
유" 기능)을 공유하는 경우, 다른 참가자는 패널이 열린 위치의 공유된 컨텐츠 위에 교차선 패턴
으로 나타나는 창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미팅 제어판, 참가자 목록, 채팅 목록 및 공유 표시
기를 포함하여 모든 목록에 발생합니다. Windows 8 또는 8.1을 사용하는 발표자는 다른 참가자
가 화면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목록을 닫아둘 것을 권장합니다.
• Windows 8 또는 8.1의 원격 컴퓨터에 연결할 때 로컬 화면은 검게 지워질 수 없습니다.
• Microsoft Office 2010의 32비트 버전용 워드 문서 파일 공유는 Windows 8.1에서 지원되지 않습
니다. 대신 응용프로그램 공유 또는 화면 공유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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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ACD
이 릴리즈 노트는 WebACD 받은 편지함, 모니터 기능 및 이 버전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새 소식
다음 목록은 WebACD의 최신 기능 및 개선 사항을 릴리즈 버전 숫자에 따라 나열하여 표시합니다.
주요 업데이트가 포함되지 않은 버전의 경우 목록에 나열되지 않습니다.
WBS29.11
프로파일 페이지 향상점
주요 프로파일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프로파일 페이지가 축소되었습니다.
• 고급 이미지 업로더가 추가되었으며, 이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도록 하거나 웹캠으로 사진을 찍
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이제 상단 오른쪽 모서리에서 사용자이름을 클릭하여 프로파일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 보다 세련된 외관과 느낌으로 완벽히 액세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본 설정 페이지
이제 기본 설정 페이지는 모든 사용자 설정에 대해 중앙에 위치합니다.
• 접을 수 있는 새로운 카테고리
• “웹페이지 기본 설정” 및 “기본 페이지 설정”이 일반 섹션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다음 설정은 프로파일 페이지에서 기본 설정 페이지로 이동되었습니다. 다음:
•

• 내 개인 룸
• 스케줄링 템플릿
• "세션 옵션"에서 "예약 옵션"으로 이름이 변경됨
• Support Center

• "오디오 설정" 아래에서 "내 전화 번호" (프로파일 페이지에 위치) 및 개인 회의 페이지가 병합
되었습니다
• 한 번 클릭 설정 페이지가 기본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고 "'지금 미팅' 설정"으로 이름이 변경되었
습니다
• 보다 세련된 외관과 느낌으로 완벽히 액세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WebEx 생산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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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Ex 생산 도구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생산 도구의 "WebEx 생산 도구 지원"
표를 참조하십시오.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 지원 업데이트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의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를 참조하십시오.
사이트 관리 업데이트
사이트 관리 도구에 업데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이트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WBS29.10
WebEx 생산 도구
WebEx 생산 도구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생산 도구의 "WebEx 생산 도구 지원"
표를 참조하십시오.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 지원 업데이트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의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를 참조하십시오.
WBS29.9
세션 쿼리 도구 보고서
• Support Center 세션 쿼리 도구 보고서의 대기 시간 필드는 시간(분)으로 반올림된 값에서 가장
근접한 시간(초)로 반올림된 값으로 이동하고, 시간, 분, 초로 표시됩니다. 대기 시간 열의 헤더
는 "대기 시간(분)"에서 "대기 시간(시간:분:초)"로 변경되었습니다.
• 세션 시간 필드 열의 헤더는 "세션 시간(분)"에서 "세션 시간(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WBS29.8.1
WebEx 공 아이콘
WebEx 공 아이콘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WBS29.8
WebEx 페이지 재설계 및 접근성 업데이트
WebEx 센터 웹 페이지의 사용자 환경에 향상점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WebEx 페이지는 세련된 디
자인을 선보입니다. 그러나 상호 작용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모든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접근성 기능도 추가되었으며 현재 접근성의 수준을 증가시킵니다.
새 디자인은 단계적인 접근으로, 핵심 페이지 및 플로우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릴리즈에서 다른 페
이지 및 센터를 계속 새롭게 디자인할 예정입니다.)
• 글로벌 구성 요소(머리말, 상단 네비게이션 및 왼쪽 메뉴 표시줄 등) 및 핵심 페이지(로그인 페
이지, 내 WebEx > 내 미팅 > 페이지 및 내 WebEx > 내 교육 페이지)는 다시 디자인되었으며, 향
상된 접근성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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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페이지는 최적화되었으며 "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 이제 번호로 참여 페이지는 호스트의 사용자이름으로 개인 룸을 조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
다.
WebEx 페이지 재설계 및 접근성 업데이트
WebEx 센터 웹 페이지의 사용자 환경에 향상점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WebEx 페이지는 세련된 디
자인을 선보입니다. 그러나 상호 작용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모든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접근성 기능도 추가되었으며 현재 접근성의 수준을 증가시킵니다.
새 디자인은 단계적인 접근으로, 핵심 Meeting Center 플로우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릴리즈에서 다른
페이지 및 센터를 계속 새롭게 디자인할 예정입니다.)
• 글로벌 구성 요소 및 핵심 Meeting Center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새로운 스킨을 적용합
니다.
• 최적화된 "환영합니다" 탭은 "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 이제 번호로 참여 페이지는 호스트의 사용자이름으로 개인 룸을 조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
다.
• 대부분의 Meeting Center 사용 사례에 새로운 HTML 이메일 템플릿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유시 화면 보호기
사용자가 미팅에서 컨텐츠를 공유하면 모든 참가자에 대해 화면 보호기가 비활성화됩니다.
WebEx 생산 도구
WebEx 생산 도구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생산 도구를 참조하십시오.
Chrome에서 WebEx 사용하기
Chrome이 NPAPI의 지원을 제거할 예정이기 때문에 Chrome 38부터는 WebEx 사용에 있어 Chrome 확
장자를 사용하는 새로운 참여 방법이 제공됩니다. Chrome에서 WebEx를 처음으로 사용할 때 사용자
는 확장자를 추가하고 WebEx 응용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일회성 프로세스를 안내받게 됩니
다. 처음으로 설치하면 사용자는 추가 단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 업데이트
사이트 관리 도구에 업데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이트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WebEx VoIP 및 WebEx 오디오에서 광대역 오디오를 포함하는 향상된 오디오 환경
이제 WebEx 오디오 미팅 및 VoIP 전용 미팅은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여(VoIP) 오디오에 연결할
때 광대역 오디오로 보다 월등한 미팅 환경을 제공합니다.
광대역 오디오는 고화질 음성이라고도 합니다. 광대역 오디오는 보다 넓은 범위의 주파수를 캡처하
기 때문에 선명한 오디오 연결을 제공합니다.
Windows, Mac, Linux 데스크탑 응용프로그램, Apple iPad 및 iPhone 장치, Android 모바일 장치에서 지
원됩니다. 또한 광대역 오디오는 VoIP 전용 및 WebEx 오디오 미팅의 네트워크 기반 녹화에도 지원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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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광대역 오디오 코덱(OPUS)은 WebEx VoIP 참석자의 기본 코덱입니다. OPUS 코덱은 월등한
PLC(Packet Loss Concealment) 및 FEC(Forward Error Correction) 방법을 포함하며, 패킷 손실에 보다
탄력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보다 나은 오디오 품질을 제공합니다.
향상된 잡음 삭제 알고리즘을 지원하여 컴퓨터를 통해 오디오를 사용할 때 헤드셋이 없이도 보다 나
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UDP 기반 VoIP 트래픽에 대해 향상된 지터 버퍼를 포함합니다. 20ms의
작은 패킷 샘플링 사이즈로 데이터 손실 및 지연을 줄입니다.
Solaris에서 운영되는 컴퓨터, Windows 모바일 장치 및 Blackberry 장치는 VoIP 오디오에 대해 협대역
오디오를 계속 사용합니다. 해당 장치에서 미팅에 참여하는 사용자가 있는 경우, 전체 미팅에 대해
협대역 오디오가 사용됩니다.
사이트 관리 및 내 WebEx의 회사 주소록 및 개인 주소록
사이트 관리 및 내 WebEx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회사 주소록과 내 WebEx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의 개인 주소록에 있는 다수의 연락처는 콤마- 또는 탭-구분된 값 파일(.csv)을 사용해서만 가져오기
할 수 있습니다. 콤마- 또는 탭-구분된 .csv 파일을 업로드하려면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하고 파일에서
사용하는 (탭 또는 콤마) 구분자 유형을 선택한 후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WebEx 주소록 형식은 사
이트 관리 및 내 WebEx에서 내보내기될 수도 있습니다.
WBS29.6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 지원 업데이트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의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를 참조하십시오.
WBS29.5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 지원 업데이트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의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를 참조하십시오.
WBS29.4
마지막 비밀번호 재사용에 대한 새로운 범위
이제 마지막 비밀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없음 사이트 관리 옵션은 사이트 관리자가 3~8 마지막 비밀
번호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새로운 기본값은 3입니다.
운영 체제 지원 업데이트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의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를 참조하십시오.
WBS29.3
VeriSign 보안 서버를 위한 보안 개선 사항
WBS29의 보안 개선 사항에 따라, 참가자가 미팅에 참여할 때 보안 인증서 인증을 위해 참가자 컴퓨
터의 미팅 응용프로그램이 VeriSign 보안 서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관리자는 참가자의 컴퓨터가 인
증을 완료하고 미팅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화벽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실
행하려면 방화벽의 승인된 URL 목록(또는 "허용 목록")에 https://www.verisign.com/repository/cr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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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VeriSign CRL 서버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는 향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승인된 URL
목록에 다음 URL을 추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 *.verisign.com
• *.thawte.com
• *.geotrust.com
• *.rapidssl.com
• *.digitalcertvalidation.com
• *.ws.symantec.com
또한 보안 개선 사항은 모든 WebEx 서비스의 원격 컴퓨터에 설치된 Remote Access 에이전트에도 적
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WebEx 미팅의 기능을 공유하는 원격 컴퓨터
• Training Center의 핸즈-온 랩
• Support Center
• WebACD
이 개선 사항에 따라 Remote Access 에이전트는 VeriSign의 보안 인증서를 인증해야 합니다. 해당 서
비스를 사용 중인 경우 원격 에이전트가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고 사용자가 해당 원격 에이전트에 액
세스할 수 있도록, 방화벽이 위에 나열된 URL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
WBS29.1
플랫폼간 지원
브라우저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의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 지원"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기능
WebACD 받은 편지함
자동 시작
빠르고 간편하게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컴퓨터를 시작할 때 자동 시작되도록 WebACD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기열 숨기기
대기열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 WebACD 받은 편지함에서 비어 있는 고객 대기열을 숨길 수 있습니
다.
사용 불가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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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기간 동안 유휴 상태일 경우 WebACD 받은 편지함에서 사용자의 상태를 "사용 불가능"으로
자동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동 경고
WebACD에서 창을 깜박이게 하거나, 화면의 맨 앞 페이지에 열도록 설정 또는 고객이 대기열에 참여
할 때 소리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된 대기열 보기
다른 대기열의 통신량을 확인하고 특정 고객 세부사항과 모니터할 대기열을 표시하도록 WebACD
받은 편지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다음 요청 수락
다음 요청을 자동으로 수락하도록 받은 편지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WebACD에서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고객이 대기열 중 하나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를 표시합
니다. 따라서 대기열을 점검할 필요가 없고, 새 세션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다른 CSR을 세션으로 초대
다른 에이전트의 도움이 필요하면 대기열에 지정된 모든 에이전트를 초대하거나 세션에 참여시킬
에이전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션 중에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필요한 경우엔 세션을 다른 에이전
트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웹 사이트에서 도움을 요청
웹 사이트에 도움말 링크나 버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upport Center 서비스 사이트
의 지원 페이지에서 사이트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WebACD 모니터
고객 요청 추적
모니터하는 대기열에서 통신량을 확인하고 각 대기열에 지정된 에이전트의 수와 각 에이전트 상태
를 봅니다. 또한 도움을 받고 있는 고객의 세부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융통성있는 사례 지정
WebEx 사이트 관리자는 특정 기능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도록 에이전트 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문제 및 제한 사항
WebEx 센터 및 WebEx 녹화 서비스에서 생성된 링크
보다 높은 보안을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Cisco는 WebEx Meeting Center,
Training Center, Support Center, Event Center 및 WebEx 녹화 서비스의 URL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 키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변경 사항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서비스에서
생성된 기존 링크는 업데이트되며, 일부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새 링크를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Windows 8 및 8.1
• Windows 8 또는 8.1을 사용하는 발표자가 자신의 응용프로그램 또는 화면(이전의 "데스크탑 공
유" 기능)을 공유하는 경우, 다른 참가자는 패널이 열린 위치의 공유된 컨텐츠 위에 교차선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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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는 창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미팅 제어판, 참가자 목록, 채팅 목록 및 공유 표시
기를 포함하여 모든 목록에 발생합니다. Windows 8 또는 8.1을 사용하는 발표자는 다른 참가자
가 화면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목록을 닫아둘 것을 권장합니다.
• Windows 8 또는 8.1의 원격 컴퓨터에 연결할 때 로컬 화면은 검게 지워질 수 없습니다.
• Microsoft Office 2010의 32비트 버전용 워드 문서 파일 공유는 Windows 8.1에서 지원되지 않습
니다. 대신 응용프로그램 공유 또는 화면 공유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System Management
이 릴리즈 노트는 WebEx System Management 기능 및 이 버전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새 소식
다음 목록은 System Management의 최신 기능 및 개선 사항을 릴리즈 버전 숫자에 따라 나열하여 표시
합니다. 주요 업데이트가 포함되지 않은 버전의 경우 목록에 나열되지 않습니다.
WBS29.11
프로파일 페이지 향상점
주요 프로파일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프로파일 페이지가 축소되었습니다.
• 고급 이미지 업로더가 추가되었으며, 이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도록 하거나 웹캠으로 사진을 찍
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이제 상단 오른쪽 모서리에서 사용자이름을 클릭하여 프로파일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 보다 세련된 외관과 느낌으로 완벽히 액세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본 설정 페이지
이제 기본 설정 페이지는 모든 사용자 설정에 대해 중앙에 위치합니다.
• 접을 수 있는 새로운 카테고리
• “웹페이지 기본 설정” 및 “기본 페이지 설정”이 일반 섹션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다음 설정은 프로파일 페이지에서 기본 설정 페이지로 이동되었습니다. 다음:
•

• 내 개인 룸
• 스케줄링 템플릿
• "세션 옵션"에서 "예약 옵션"으로 이름이 변경됨
• Suppor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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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 설정" 아래에서 "내 전화 번호" (프로파일 페이지에 위치) 및 개인 회의 페이지가 병합
되었습니다
• 한 번 클릭 설정 페이지가 기본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고 "'지금 미팅' 설정"으로 이름이 변경되었
습니다
• 보다 세련된 외관과 느낌으로 완벽히 액세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WebEx 생산 도구
WebEx 생산 도구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생산 도구의 "WebEx 생산 도구 지원"
표를 참조하십시오.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 지원 업데이트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의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를 참조하십시오.
사이트 관리 업데이트
사이트 관리 도구에 업데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이트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WBS29.10
WebEx 생산 도구
WebEx 생산 도구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생산 도구의 "WebEx 생산 도구 지원"
표를 참조하십시오.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 지원 업데이트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의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를 참조하십시오.
WBS29.9
세션 쿼리 도구 보고서
• Support Center 세션 쿼리 도구 보고서의 대기 시간 필드는 시간(분)으로 반올림된 값에서 가장
근접한 시간(초)로 반올림된 값으로 이동하고, 시간, 분, 초로 표시됩니다. 대기 시간 열의 헤더
는 "대기 시간(분)"에서 "대기 시간(시간:분:초)"로 변경되었습니다.
• 세션 시간 필드 열의 헤더는 "세션 시간(분)"에서 "세션 시간(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WBS29.8.1
WebEx 공 아이콘
WebEx 공 아이콘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WBS29.8
WebEx 페이지 재설계 및 접근성 업데이트
WebEx 센터 웹 페이지의 사용자 환경에 향상점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WebEx 페이지는 세련된 디
자인을 선보입니다. 그러나 상호 작용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모든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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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기능도 추가되었으며 현재 접근성의 수준을 증가시킵니다.
새 디자인은 단계적인 접근으로, 핵심 페이지 및 플로우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릴리즈에서 다른 페
이지 및 센터를 계속 새롭게 디자인할 예정입니다.)
• 글로벌 구성 요소(머리말, 상단 네비게이션 및 왼쪽 메뉴 표시줄 등) 및 핵심 페이지(로그인 페
이지, 내 WebEx > 내 미팅 페이지 및 내 WebEx > 교육 페이지 등)는 다시 디자인되었으며, 향상
된 접근성을 선보입니다.
• "환영합니다" 페이지는 최적화되었으며 "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 이제 번호로 참여 페이지는 호스트의 사용자이름으로 개인 룸을 조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
다.
WebEx 페이지 재설계 및 접근성 업데이트
WebEx 센터 웹 페이지의 사용자 환경에 향상점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WebEx 페이지는 세련된 디
자인을 선보입니다. 그러나 상호 작용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모든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접근성 기능도 추가되었으며 현재 접근성의 수준을 증가시킵니다.
새 디자인은 단계적인 접근으로, 핵심 Meeting Center 플로우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릴리즈에서 다른
페이지 및 센터를 계속 새롭게 디자인할 예정입니다.)
• 글로벌 구성 요소 및 핵심 Meeting Center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새로운 스킨을 적용합
니다.
• 최적화된 "환영합니다" 탭은 "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 이제 번호로 참여 페이지는 호스트의 사용자이름으로 개인 룸을 조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
다.
• 대부분의 Meeting Center 사용 사례에 새로운 HTML 이메일 템플릿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유시 화면 보호기
사용자가 미팅에서 컨텐츠를 공유하면 모든 참가자에 대해 화면 보호기가 비활성화됩니다.
WebEx 생산 도구
Mac 지원을 포함하여 WebEx 생산 도구에 업데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생산 도구를
참조하십시오.
Chrome에서 WebEx 사용하기
Chrome이 NPAPI의 지원을 제거할 예정이기 때문에 Chrome 38부터는 WebEx 사용에 있어 Chrome 확
장자를 사용하는 새로운 참여 방법이 제공됩니다. Chrome에서 WebEx를 처음으로 사용할 때 사용자
는 확장자를 추가하고 WebEx 응용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일회성 프로세스를 안내받게 됩니
다. 처음으로 설치하면 사용자는 추가 단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 업데이트
사이트 관리 도구에 업데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이트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WebEx VoIP 및 WebEx 오디오에서 광대역 오디오를 포함하는 향상된 오디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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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WebEx 오디오 미팅 및 VoIP 전용 미팅은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여(VoIP) 오디오에 연결할
때 광대역 오디오로 보다 월등한 미팅 환경을 제공합니다.
광대역 오디오는 고화질 음성이라고도 합니다. 광대역 오디오는 보다 넓은 범위의 주파수를 캡처하
기 때문에 선명한 오디오 연결을 제공합니다.
Windows, Mac, Linux 데스크탑 응용프로그램, Apple iPad 및 iPhone 장치, Android 모바일 장치에서 지
원됩니다. 또한 광대역 오디오는 VoIP 전용 및 WebEx 오디오 미팅의 네트워크 기반 녹화에도 지원됩
니다.
이제 광대역 오디오 코덱(OPUS)은 WebEx VoIP 참석자의 기본 코덱입니다. OPUS 코덱은 월등한
PLC(Packet Loss Concealment) 및 FEC(Forward Error Correction) 방법을 포함하며, 패킷 손실에 보다
탄력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보다 나은 오디오 품질을 제공합니다.
향상된 잡음 삭제 알고리즘을 지원하여 컴퓨터를 통해 오디오를 사용할 때 헤드셋이 없이도 보다 나
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UDP 기반 VoIP 트래픽에 대해 향상된 지터 버퍼를 포함합니다. 20ms의
작은 패킷 샘플링 사이즈로 데이터 손실 및 지연을 줄입니다.
Solaris에서 운영되는 컴퓨터, Windows 모바일 장치 및 Blackberry 장치는 VoIP 오디오에 대해 협대역
오디오를 계속 사용합니다. 해당 장치에서 미팅에 참여하는 사용자가 있는 경우, 전체 미팅에 대해
협대역 오디오가 사용됩니다.
사이트 관리 및 내 WebEx의 회사 주소록 및 개인 주소록
사이트 관리 및 내 WebEx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회사 주소록과 내 WebEx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의 개인 주소록에 있는 다수의 연락처는 콤마- 또는 탭-구분된 값 파일(.csv)을 사용해서만 가져오기
할 수 있습니다. 콤마- 또는 탭-구분된 .csv 파일을 업로드하려면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하고 파일에서
사용하는 (탭 또는 콤마) 구분자 유형을 선택한 후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WebEx 주소록 형식은 사
이트 관리 및 내 WebEx에서 내보내기될 수도 있습니다.
WBS29.6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 지원 업데이트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의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를 참조하십시오.
WBS29.5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 지원 업데이트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의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를 참조하십시오.
WBS29.4
마지막 비밀번호 재사용에 대한 새로운 범위
이제 마지막 비밀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없음 사이트 관리 옵션은 사이트 관리자가 3~8 마지막 비밀
번호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새로운 기본값은 3입니다.
운영 체제 지원 업데이트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의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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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S29.3
VeriSign 보안 서버를 위한 보안 개선 사항
WBS29의 보안 개선 사항에 따라, 참가자가 미팅에 참여할 때 보안 인증서 인증을 위해 참가자 컴퓨
터의 미팅 응용프로그램이 VeriSign 보안 서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관리자는 참가자의 컴퓨터가 인
증을 완료하고 미팅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화벽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실
행하려면 방화벽의 승인된 URL 목록(또는 "허용 목록")에 https://www.verisign.com/repository/crl.html
의 VeriSign CRL 서버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는 향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승인된 URL
목록에 다음 URL을 추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 *.verisign.com
• *.thawte.com
• *.geotrust.com
• *.rapidssl.com
• *.digitalcertvalidation.com
• *.ws.symantec.com
또한 보안 개선 사항은 모든 WebEx 서비스의 원격 컴퓨터에 설치된 Remote Access 에이전트에도 적
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WebEx 미팅의 기능을 공유하는 원격 컴퓨터
• Training Center의 핸즈-온 랩
• Support Center
• WebACD
이 개선 사항에 따라 Remote Access 에이전트는 VeriSign의 보안 인증서를 인증해야 합니다. 해당 서
비스를 사용 중인 경우 원격 에이전트가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고 사용자가 해당 원격 에이전트에 액
세스할 수 있도록, 방화벽이 위에 나열된 URL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
WBS29.1
플랫폼간 지원
브라우저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의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 지원"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기능
원격 액세스 유지 및 관리
네트워크 자산의 통합 보기를 참조하여 하나의 자산 또는 모든 자산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자
산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인터넷에 연결되는 즉시 장치에 관련된 정보를 업데이트 합니다.
데이터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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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관리 모듈을 사용하여 기업의 데스크탑 및 랩탑에 배포된 비즈니스 데이터의 자동화되고 안전
한 오프사이트 백업을 수행합니다. 백업되는 데이터와 빈도수를 결정하도록 보존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WebEx 백업 관리는 가장 느린 네트워크 연결에서도 빠르게 작동하여 항상 데이터가 보호
되는지 확인합니다. 128비트 AES 암호화 전송에서 데이터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바이러스 보호
바이러스 보호 모듈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자산으로의 바이러스 접근을 차단하고, 기업 바이러스 보
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비용과 복잡성을 최소화합니다. 바이러스 보호 소프트웨어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WebEx 바이러스 보호를 사용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중앙집중식 정책 관리
WebEx 패치 관리의 브라우저 기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중앙에서 정책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
다. 기존 SUS/WSUS 서버를 쉽게 통합하여 보고 및 관리 기능을 활용합니다.
대량 배포 최적화
System Management 대역폭 정책 및 다운로드 규칙을 사용하여 대량 배포시 대역폭 소모량을 관리합
니다. 최대 동시 다운로드 수를 설정하고 네트워크 사용량이 적은 기간 동안 배포하도록 예약할 수
있습니다.
Pay-per-use (종량제)
System Management는 필요한 사용량 및 기능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설계된 웹 기반 응
용프로그램입니다.
VPN이 필요하지 않음
원격 사용자 및 자산은 WebEx System Management를 작동시키기 위한 VPN 액세스가 필요하지 않습
니다. 자산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WebEx System Management를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
다.
장애 복구
연결이 끊기거나 다른 문제로 인해 다운로드되지 않는 경우 WebEx System Management 소프트웨어
배포에서 검사점 재시작을 사용하여 종료된 지점에서 다운로드가 시작되는지 확인합니다.
검색
System Management를 사용하여 특정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의 자산 목록을 위치 또는 사무
실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특정 자산, 사무실 또는 회사에 대한 다양한 중요 측정 기술을 표시하는 그래픽 및 텍스트 기반 보고
서를 생성합니다. 실시간으로 보고서를 실행하거나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도록 예약합니다. 보고서
데이터를 이메일로 자동으로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내보내기
WebEx System Management 유틸리티인 통합 웹 서비스(IWS)를 사용하여 자산 데이터를 내보낸 다음
Microsoft Access 또는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로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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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 해결된 주의 사항, 27 페이지

해결된 주의 사항
다음 표에 나열된 주의 사항은 이 릴리즈에서 해결된 문제를 설명합니다.
표 1: 릴리즈 29.11에서 해결된 주의 사항

식별자

심각도

헤드라인

CSCur55875

2

MAC 10.10 Join meeting failure
with "Automatic proxy
configuration"

CSCur73313

2

In-meeting message to rejoin
computer audio even if VoIP is
disabled

CSCur63223

2

'Storage Capacity Hard Limit
notification' error if disable
recording

CSCur52664

2

Left menu cannot collapse in Event
Center

CSCur47920

2

Voice volume icon didn't change
when volume up/down in Remote
Player

CSCur41007

2

Customer's ppt file Presentation
loading Par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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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된 주의 사항

식별자

심각도

헤드라인

CSCuq63395

2

URI is changing based on the
language selection in 29.9

CSCur43481

2

Cannot change Host PIN length
from default 4 to 10 on site admin
page

CSCur39058

2

Call disconnects immediately when
click 'Invite & Remind'

CSCur26600

2

Customer recording fail to convert
to MP4 due to large camera files

CSCur30777

2

MAC Annotation cannot be erased
from shared file on Host

CSCur03999

2

Preferences for the WebEx site
(Default page) are not stored

CSCur06238

2

MAC-keyboard lost focus, unable
to type during remote desktop share

CSCuq95672

2

Unable to type in Putty tool when
remote controlling presenter's PC

CSCuq64861

2

Auto Account Update failed for .cn
sites

CSCuq77867

2

"PPT Note" button did not show
when sharing an UCF file saved
from a PPT

CSCuq11436

2

File sharing not working with
Websense DSS Endpoint version
7.7.3

CSCur18021

3

Desktop Share-Remote control not
disabled when disabled in Session
Type

CSCur12833

3

Breakout Session Chat not disabled
when Chat is disabled in Session
Type

CSCur65076

3

Panelist is not provided with the
teleconference pop up information

CSCur51686

3

ARF playback fails, convert to
WMV f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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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자

심각도

헤드라인

CSCur55881

3

US flag shown as Canada flag and
in green color in Japanese version

CSCur45226

3

Brightness on MAC dims when in
Support Session

CSCur43625

3

MC app crashes after the joining
or starting the session

CSCur36657

3

Host can't mute or unmute attendee
sometimes

CSCur34833

3

Registration report missing
SourceID

CSCur40978

3

Recording failed to restart

CSCur38034

3

Text wipe animations were
inverted during PowerPoint share

CSCur34787

3

Disable "Video option" in schedule
meeting, page display error

CSCur22403

3

Available Recording Notification
is sent as HTML instead of Plain
Text

CSCur33123

3

Global calling list page is not
getting displayed properly

CSCur30142

3

Unable to use New email domain
for email

CSCur30482

3

Copying and pasting phone
numbers causes meeting to crash

CSCur04053

3

Missing default call number from
phone number list and invitation
email

CSCur01627

3

PT schedule meeting, meeting link
in invitation language wrong

CSCur24456

3

Event start time was shown
incorrect when using browser on
mobile device

CSCuq96291

3

Total recording use storage show
in page is higher than actual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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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자

심각도

헤드라인

CSCur06220

3

Unable to accept some special
characters in event password field

CSCur06043

3

Registered user unable to join
Training Center unlisted meeting

CSCur06046

3

Join Training Center unlisted
meeting via URLAPI does not
work

CSCuo06168

3

Pull Session Query Tool report
timeout

CSCzt75354

3

Host is inactive, but other attendees
still can join meeting

CSCuq19249

3

Audio out of sync when converting
ARF recording to WMV

CSCur33722

4

Excel files.xlsx with hidden pages
not loading in meetings

CSCur35487

4

Unable to schedule "Other
Teleconference Service" meeting

CSCuq68945

4

Recording data failed to generate
on backup storage

CSCuq63801

4

Recording is shorter than in the real
meeting

CSCur30576

5

Annotation tools menu bar in MAC
not display

CSCup43819

5

Site ID is wrong in log file when
sent swap session failed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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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이 문서에서는 사용 가능한 기능, 알려진 문제와 다양한 운영 체제 및 웹 브라우저에서 WebEx 서비
스를 사용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제한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
고

WebEx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모든 Linux 배포판을 지원합니다. 다음:
• 커널: 2.6 이상
• X Lib: X11R6 이상 호환됨
• C++ Lib: libstdc++ 6
• 데스크탑 환경: XFce 4.0 이상, KDE, Ximian, Gnome
• GDK/GTK+ 버전: 2.0 이상
• Glib: 2.0 이상
• Java 1.6

• 언어 지원, 32 페이지
•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 지원, 33 페이지
• Windows XP 및 Internet Explorer 6 지원 종료 알림, 34 페이지
• Citrix XenDesktop 및 XenApp 지원, 34 페이지
• 플랫폼 간 기능, 34 페이지
• 플랫폼간 알려진 문제 및 제한 사항, 4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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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지원

언어 지원

1

언어

Meeting Center

중국어 (간체자)

Event Center

Training Center

Support Center

예

예

예

예

중국어 (번체자)

예

예

예

예

네덜란드어

예

예

예

예

영어

예

예

예

예

프랑스어

예

예

예

예

독일어

예

예

예

예

이탈리아어

예

예

예

예

일본어

예

예

예

예

한국어

예

아니요

예

예

포르투갈어 (브라
질)

예

예

예

예

러시아어

예

예

예

예

스페인어 (유럽)

예

예

예

예

스페인어 (라틴 아 예
메리카)

예

예

예

스웨덴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Mac 현지화된 언어는 Meeting Center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raining Center, Event Center 및 Support Center는 현지화된 언어를 지원하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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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 지원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 지원
1

Windows

Mac OS X

운영 체제

2003 Server, Vista 32비 10.6, 10.7, 10.8, 10.9,
트/64비트, Windows 7 10.10
32비트/64비트,
Windows 8 32비트/64비
트, Windows 8.1 32비
트/64비트

사용 가능한 WebEx 서
비스

모든 서비스

Linux
Ubuntu 10x 및 11x
(Gnome), Red Hat 5, 6,
Open SuSE 11.4 Fedora
15, 16 (모두 32비트)

Meeting Center Training Meeting Center Event
Center Event Center Sales Center Training Center
Center Remote Support Remote Support

최소 시스템 요구사항
프로세서

Intel Core2 Duo CPU
Intel (512 MB RAM 이상 Intel 또는 AMD x86
2.XX GHz 또는 AMD 프 권장함)
로세서 (2GB 램 권장)

JavaScript

JavaScrip 및 쿠키 활성
화됨

기타

Active X 활성화됨 (IE에
서 차단 해제 권장함)
Java 6 이상

JavaScrip 및 쿠키 활성
화됨

JavaScrip 및 쿠키 활성
화됨
Java 6, libstdc++ 6.0,
GNOME/KDE
windowing system

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

7, 8 (32비트/64비트), 9
(32비트/64비트), 10 (32
비트/64비트), 11 (32비
트/64비트)

Mozilla
Firefox2

최신 버전

최신 버전

Safari
Chrome2

최신 버전

5, 6, 7, 8
최신 32비트/64비트

최신 32비트/64비트

1

Mac에서 미팅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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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XP 및 Internet Explorer 6 지원 종료 알림

• Mac OS X 10.7부터 Apple은 더 이상 Mac 운영 체제의 일부로 Java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전
WebEx는 첫 사용자가 자동으로 미팅 응용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려면 Java 브라우저 플러그인
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Java를 설치하지 않은 사용자들은 미팅 참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Java 의존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대신 사용자는 작은 플러그인을 설치하도록 요청받게 됩
니다. 해당 플러그인이 설치되면 나머지 미팅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미팅을 시작합니다.
• Safari 6.X 및 Safari 7에서 Event Center를 사용하여 처음으로 이벤트를 시작하거나 이벤트에 참
여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WebEx 설치가 완료되면 Safari에서는 귀하가 이벤트 참여
또는 시작을 시도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플러그인을 신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후 페이지는
새로 고침되지만 사용자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원래 선택한 링
크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벤트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Chrome에서 WebEx 사용하기
• Chrome이 NPAPI의 지원을 제거할 예정이기 때문에 Chrome 38부터는 WebEx 사용에 있어 Chrome
확장자를 사용하는 새로운 참여 방법이 제공됩니다. Chrome에서 WebEx를 처음으로 사용할 때
사용자는 확장자를 추가하고 WebEx 응용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일회성 프로세스를 안
내받게 됩니다. 처음으로 설치하면 사용자는 추가 단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Windows XP 및 Internet Explorer 6 지원 종료 알림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Microsoft는 2014년 4월 8일부터 Windows XP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Windows XP를 사용하고 계신 경우, 지원되는 Windows 버전으로 업그레
이드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모든 고객님이 Microsoft의 일정에 맞출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
기 때문에 WebEx는 2014년 말까지 Windows XP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단, Windows XP에 Microsoft
변경이 필요한 문제가 나타날 경우에 WebEx는 해당 문제를 수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Microsoft
가 더 이상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5년 1월부터 WebEx는 더 이상 Windows XP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날짜 전까지 지원되는 Windows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웹 표준에 맞추기 위해 WebEx는 WBS29.8 릴리즈부터 더 이상 Internet Explorer 6를 지원하지 않
습니다. WebEx 사이트가 WBS29.8으로 업데이트되기 전에 Internet Explorer의 보다 최신 버전으로 업
그레이드하거나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Citrix XenDesktop 및 XenApp 지원
호스트 운영 체제 및 가상 운영 체제가 모두 Windows(Windows XP 또는 Windows 7)인 경우, Citrix
XenDesktop 5.0, 5.5, 7.0 및 XenApp 6.5를 추가 지원합니다. 호스트 OS는 최종 사용자의 로컬 컴퓨터
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 체제입니다. 가상 OS는 서버가 제공하는 운영 체제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플랫폼간 알려진 문제 및 제한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플랫폼 간 기능
다음 기능은 각 WebEx 서비스에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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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간 기능

Meeting Center
Windows

Mac OS X

Linux

미팅 시작

예

예

예

미팅 참석

예

예

예

호스트 전에 다자간 전
화회의 참여

예

예

예

참석자 준비 표시기

예

예

예

간편한 시작 탭 (참가자 예
초대 및 알림)

예

아니요

미팅 대화 내용 발송

아니요

아니요

파워 패널 (참석자에게 예
전체 화면 보기 제공, 호
스트는 배후에서 컨트롤
을 사용하여 비공개로
미팅 활동 관리)

예

아니요

응용프로그램 공유 및
주석 달기

예

예

예

웹 컨텐츠 브라우저 공
유 및 주석 달기

예

예

예

데스크탑 공유 및 주석
달기

예

예

예

파일 및 화이트보드 공
유 및 주석 달기

예

예

예

웹 컨텐츠 공유

예

예

예

원격 데스크탑 제어

예

예

예

원격 응용프로그램 제어 예

예

예

웹 브라우저 원격 제어

예

예

예

데스크탑 원격 제어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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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플랫폼 간 기능

Windows

Mac OS X

Linux

PowerPoint 애니메이션 예
및 전환

보기 전용

보기 전용

프리젠테이션 자동 재생 예

예

예

프리젠테이션 자동 진행 예

예

예

채팅

예

예

예

고품질 비디오

예

예

보기 전용

고화질(HD) 비디오

예

예

아니요

고화질(HD) 비디오로
전체 화면 비디오 보기

예

예

아니요

현재 발언자 전환 비디
오

예

예

예

GPU에 비디오 프로세싱 예
오프로드

예

아니요

비디오 전송시 셀프 화
면

예

예

아니요

미디어넷 기능 지원됨

예

아니요

아니요

WebEx 오디오

예

예

예

Cisco Unified
예
MeetingPlace 버전 8.x 오
디오

예

예

제3자 오디오 (TSP)

예

예

예

개인 회의

예

예

예

통합 인터넷 전화 (VoIP) 예

예

예

클라이언트의 녹화
(WRF)

예

아니요

아니요

네트워크 기반 녹화
(ARF)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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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플랫폼 간 기능

Windows

Mac OS X

Linux

독립형 재생 (WRF/ARF) 예

예

아니요

브라우저에서 재생
(WRF/ARF)

예

예

예

녹화 편집 (WRF)

예

아니요

아니요

설문조사

예

예

예

인쇄

예

아니요

아니요

파일 전송 (기본 전송을 기본 및 고급
사용하여 참석자가 다운
로드할 수 있도록 별도
의 창에 파일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고급 전송
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
의 컴퓨터에/에서 파일
또는 폴더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기본

기본

메모 및 자막 처리

예

예

예

사용자 정의한 정보 탭

예

아니요

아니요

32비트 및 64비트
Microsoft Outlook 통합

예

아니요

아니요

Windows

Mac OS X

Linux

이벤트 시작

예

예

예

이벤트 참석

예

예

예

호스트 전에 다자간 전
화회의 참여

예

예

예

간편한 시작 탭 (참가자 예
초대 및 알림)

예

아니요

참석자 준비 표시기

예

아니요

Event Center

아니요

Cisco WebEx Support Center 릴리즈 노트 (버전 WBS29.11)
37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플랫폼 간 기능

Windows

Mac OS X

Linux

파워 패널 (참석자에게 예
전체 화면 보기 제공, 호
스트는 배후에서 컨트롤
을 사용하여 비공개로
미팅 활동 관리.)

예

아니요

토론자

예

예

예

Q&A

예

예

예

응용프로그램 공유 및
주석 달기

예

예

예

웹 컨텐츠 브라우저 공
유 및 주석 달기

예

예

예

데스크탑 공유 및 주석
달기

예

예

예

파일 및 화이트보드 공
유 및 주석 달기

예

예

예

웹 컨텐츠 공유

예

예

예

PowerPoint 애니메이션 예
및 전환

보기 전용

보기 전용

프리젠테이션 자동 재생 예

예

예

프리젠테이션 자동 진행 예

예

예

채팅

예

예

예

고품질 비디오

예

예

보기 전용

고화질(HD) 비디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고품질 비디오로 전체
화면 비디오 보기

예

예

예

현재 발언자 전환 비디
오

예

예

예

아니요

아니요

GPU에 비디오 프로세싱 아니요
오프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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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플랫폼 간 기능

Windows

Mac OS X

Linux

비디오 전송시 셀프 화
면

예

예

아니요

미디어넷 기능 지원됨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WebEx 오디오

예

예

예

Cisco Unified
예
MeetingPlace 버전 8.x 오
디오

아니요

아니요

제3자 오디오 (TSP)

아니요

아니요

통합 인터넷 전화 (VoIP) 예

예

예

클라이언트의 녹화
(WRF)

예

아니요

아니요

네트워크 기반 녹화
(ARF)

예

예

예

독립형 재생 (WRF/ARF) 예

예

아니요

브라우저에서 재생
(WRF/ARF)

예

예

예

녹화 편집 (WRF)

예

아니요

아니요

설문조사

예

예

예

인쇄

예

아니요

아니요

파일 전송 (기본 전송을 기본 및 고급
사용하여 참석자가 다운
로드할 수 있도록 별도
의 창에 파일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고급 전송
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
의 컴퓨터에/에서 파일
또는 폴더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기본

기본

사용자 정의한 정보 탭

아니요

아니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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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플랫폼 간 기능

Windows

Mac OS X

Linux

예

아니요

아니요

Windows

Mac OS X

Linux

지원 세션 시작

예

예

예

지원 세션 참석

예

예

예

세션 녹화

예

아니요

아니요

원격 컴퓨터 액세스

예

예

예

데스크탑 공유 및 주석
달기

예

예

예

파일 공유 및 주석 달기 예

아니요

아니요

웹 컨텐츠 공유 (고객 서 예
비스 담당자)

아니요

아니요

웹 컨텐츠 보기 (고객)

예

예

아니요

원격 인쇄

예

아니요

아니요

채팅

예

예

예

원격 컴퓨터 재부팅 및
재연결 (안전 모드)

예

아니요

아니요

사용자 시스템 정보 표
시

예

제한됨

제한됨

다른 사용자로 로그온

예

아니요

아니요

고품질 비디오

예

아니요

아니요

고화질(HD) 비디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고품질 비디오로 전체
화면 비디오 보기

예. 단, 썸네일 포함하지 아니요
않음

아니요

32비트 및 64비트
Microsoft Outlook 통합

Suppor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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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플랫폼 간 기능

Windows

Mac OS X

Linux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GPU에 비디오 프로세싱 아니요
오프로드

아니요

아니요

비디오 전송시 셀프 화
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미디어넷 기능 지원됨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WebEx 오디오

예

예

예

Cisco Unified
아니요
MeetingPlace 버전 8.x 오
디오

아니요

아니요

제3자 오디오 (TSP)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클라이언트의 녹화
(WRF)

예

아니요

아니요

네트워크 기반 녹화
(ARF)

예

예

예

독립형 재생 (WRF/ARF) 예

예

아니요

브라우저에서 재생
(WRF/ARF)

예

예

예

녹화 편집 (WRF)

예

아니요

아니요

통합 인터넷 전화 (VoIP) 예

예

예

파일 전송 (기본 전송을 기본 및 고급
사용하여 참석자가 다운
로드할 수 있도록 별도
의 창에 파일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고급 전송
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
의 컴퓨터에/에서 파일
또는 폴더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기본

기본

현재 발언자 전환 비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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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플랫폼 간 기능

Training Center
Windows

Mac OS X

Linux

교육 세션 시작

예

예

예

교육 세션 참석

예

예

예

호스트 전에 다자간 전
화회의 참여

예

예

예

참석자 준비 표시기

예

예

예

세부 세션

예

예

예

핸즈-온 랩 세션

예

예

아니요

Q&A

예

예

예

간편한 시작 탭 (참가자 예
초대 및 알림)

예

아니요

파워 패널 (참석자에게 예
전체 화면 보기 제공, 호
스트는 배후에서 컨트롤
을 사용하여 비공개로
미팅 활동 관리.)

예

아니요

응용프로그램 공유 및
주석 달기

예

예

예

웹 컨텐츠 브라우저 공
유 및 주석 달기

예

예

예

데스크탑 공유 및 주석
달기

예

예

예

파일 및 화이트보드 공
유 및 주석 달기

예

예

예

데스크탑 공유

예

예

예

원격 응용프로그램 제어 예

예

예

파일 및 화이트보드 공
유 및 주석 달기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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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플랫폼 간 기능

Windows

Mac OS X

Linux

PowerPoint 애니메이션 예
및 전환

보기 전용

보기 전용

프리젠테이션 자동 재생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채팅

예

예

예

고품질 비디오

예

예

보기 전용

고화질(HD) 비디오

예

예

아니요

고품질 비디오로 전체
화면 비디오 보기

예

예

아니요

현재 발언자 전환 비디
오

예

예

예

GPU에 비디오 프로세싱 아니요
오프로드

아니요

아니요

비디오 전송시 셀프 화
면

예

예

아니요

미디어넷 기능 지원됨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WebEx 오디오

예

예

예

Cisco Unified
예
MeetingPlace 버전 8.x 오
디오

아니요

아니요

제3자 오디오 (TSP)

아니요

아니요

통합 인터넷 전화 (VoIP) 예

예

예

클라이언트의 녹화
(WRF)

예

아니요

아니요

네트워크 기반 녹화
(ARF)

예

예

예

독립형 재생 (WRF/ARF) 예

예

아니요

브라우저에서 재생
(WRF/ARF)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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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플랫폼간 알려진 문제 및 제한 사항

Windows

Mac OS X

Linux

녹화 편집 (WRF)

예

아니요

아니요

설문조사

예

예

예

오프라인 설문조사 편집 예
기

아니요

아니요

탭 이름 바꾸기 (파일 공 예
유 및 설문조사)

예

아니요

인쇄

아니요

아니요

파일 전송 (기본 전송을 기본
사용하여 참석자가 다운
로드할 수 있도록 별도
의 창에 파일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고급 전송
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
의 컴퓨터에/에서 파일
또는 폴더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기본

기본

멀티미디어 파일

예

예 (QuickTime)

아니요

유동 아이콘 트레이

예

예

아니요

32비트 및 64비트
Microsoft Outlook 통합

예

아니요

아니요

예

플랫폼간 알려진 문제 및 제한 사항
이 섹션에는 WebEx가 지원하는 브라우저 및 운영 체제에 대한 알려진 문제와 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알려진 문제에 대한 정보는 각 서비스의 개별 릴리즈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Presentation Studio 주문형
• Presentation Studio는 OpenSolaris 및 새로운 버전의 Linux 배포판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Linux 64비트 지원
• 64비트 Linux 배포는 공식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Firefox 64비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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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Office 2010 지원
• UCF 툴킷은 Microsoft Office 2010 64비트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Microsoft Office 2010에서 새롭게 선보인 애니메이션, 전환 및 3D 그래픽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
다.
• WebEx 연락처로 회사 주소록 가져오기는 Microsoft Outlook 2010 64비트에서 지원되지 않습니
다.
Microsoft Office 2013 지원
• Microsoft Office 2013을 설치한 경우, PowerPoint 2013 파일 공유 시 다음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
니다.
• 애니메이션 및 전환
• 연계된 비디오 또는 오디오 파일
• 전용 목록에서 PowerPoint 노트
• UCF 툴킷
• 정보 탭을 사용자 정의한 경우, 일부 지정 요소는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WebEx 미팅에
서 올바르게 표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효성 검사를 실행하도록 권장합니다.
• 간혹 다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슬라이드에서 텍스트 및 배경 색상이 실제 색상과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슬라이드에서 일부 그래픽 요소가 유실될 수도 있습니다.
• 슬라이드에서 글꼴이 흐릿하게 나타나거나 원래 글꼴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도형의 크기가 원본 크기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 편집 모드에서 PowerPoint 프리젠테이션의 객체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는 경우, 이는 슬라이드
쇼 화면에서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단, WebEx 미팅에서 해당 파일 공유시 객체는 계속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 파일 공유 기능을 사용하여 비밀번호로 보호된 PowerPoint 2013 파일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대
신 응용프로그램 공유 또는 데스크탑 공유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 파일 공유 기능을 사용하여 Windows 8 및 8.1에서 Excel 2013 파일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응용프로그램 공유 또는 데스크탑 공유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 파일 공유 기능을 사용하여 Windows 8 및 8.1(64비트)에서 Word 2013(64비트) 문서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응용프로그램 공유 또는 데스크탑 공유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Windows 2000
이 릴리즈부터 Windows 2000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Windows 2000의 사용자는 여전히 미팅
에 참여할 수 있으나, 성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Mac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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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 OS X 10.5 또는 이전 사용자는 더 이상 WebEx 미팅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 Mac PowerPC 플랫폼 사용자는 더 이상 WebEx 미팅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 WebEx 네트워크 녹화 재생기는 Mac 시스템에서 MP4 형식으로 녹화 변환을 지원하지 않습니
다.
Firefox 4.0 이상
Windows 운영 체제는 Firefox 32비트 버전만 지원합니다.
Citrix XenDesktop 및 XenApp
• 가상 데스크탑 환경의 구조적 제한으로 인해 비디오 전송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 또한, 미팅에서 비디오를 전송할 때 프레임 속도가 매우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
디오 전송시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일부 비디오 파일은 가상 데스크탑 환경에서 공유할 수 없습니다.
• 호스트 운영 체제가 Mac OS인 경우, 웹캠 및 마이크(외장 또는 내장)가 인식되지 않아 미팅에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Remote Access 및 Access Anywhere 에이전트는 운영 체제가 다시 시작된 후 기본 Citrix 플랫폼
에 의해 자동으로 제거되기 때문에 Remote Access와 Access Anywhere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생산 도구 사용자는 Outlook에서 한 번 클릭 미팅 또는 예약된 미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 XenApp에서 생산 도구를 공개된 앱으로 사용하면 사용자는 해당 앱을 종료하기 전에 생산 도구
앱에서 로그아웃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버에서 세션 ID가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Mac OS X 10.8 Mountain Lion
Mac OS X 10.8 Mountain Lion에서 PAC 프록시를 사용하여 미팅 시작 또는 참여시, 해당 미팅 응용프
로그램이 충돌합니다. 이는 Apple에 보고된 운영 체제 버그입니다. (Apple 버그 보고서 # 11844696)
해당 문제는 Mac OS X 10.8.2 빌드에서 해결되었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및 11
데스크탑의 Internet Explorer 10 및 11에서 "향상된 보호 모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모드는 플러
그인이 필요하지 않은 찾아보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WebEx 애드-온은 비활성화되고 ActiveX
및 Java 다운로드 방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여전히 TFS(Temporary Folder Solution)를 사
용하여 미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정상적으로 미팅에 참여하기 위해 향상된 보호 모
드를 비활성화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Windows 8 및 8.1
• 사용자는 Windows 8 및 8.1의 32비트 및 64비트 버전을 실행하는 장치에서 Excel의 32비트 및 64
비트 버전을 사용하여 Excel 파일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 파일 공유에 있어 PDF 파일을 공유하려면 Adobe Reader가 있어야 합니다.
• Microsoft PowerPoint 파일을 "프린트 드라이버" 모드로 공유할 때 일부 컨텐츠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표준 "UCF" 모드, 응용프로그램 공유 또는 데스크탑 공유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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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공유에 대해 64비트 Word 버전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Microsoft Office의 32비트 버전을 사
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Windows 8 또는 8.1을 사용하는 발표자가 자신의 응용프로그램 또는 데스크탑을 공유하는 경우,
다른 참가자는 패널이 열린 위치의 공유된 컨텐츠 위에 교차선 패턴으로 나타나는 창을 보게 됩
니다. 이 문제는 미팅 제어판, 참가자 목록, 채팅 목록 및 공유 표시기를 포함하여 모든 목록에
발생합니다. Windows 8 또는 8.1을 사용하는 발표자는 다른 참가자가 화면을 잘 확인할 수 있도
록 최대한 많은 목록을 닫아둘 것을 권장합니다.
• Windows 8 또는 8.1의 원격 컴퓨터에 연결할 때 로컬 화면은 검게 지워질 수 없습니다.
Windows 8.1 전용
• Microsoft Office 2010의 32비트 버전용 워드 문서 파일 공유는 Windows 8.1에서 지원되지 않습
니다. 대신 응용프로그램 공유 또는 데스크탑 공유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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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도구
이 릴리즈 노트에서는 WebEx 생산 도구 기능, 지원되는 버전, 알려진 문제 및 제한 사항을 설명합니
다.
• 새 소식, 49 페이지
• WebEx 생산 도구 지원, 51 페이지
• 알려진 문제 및 제한 사항 (Windows), 57 페이지
• 알려진 문제 및 제한 사항 (Mac), 62 페이지

새 소식
WBS29.11
WebEx 생산 도구의 Mac 버전
WebEx 생산 도구의 Mac 버전은 Mac에서 Microsoft Outlook으로 WebEx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전체 기능을 갖습니다.
• Mac 버전에는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포함됩니다
• 사용자는 반복 미팅을 예약하고 미팅 시리즈에 대한 예외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모든 오디오 옵션은 기타 다자간 전화회의, Meeting Place 오디오 등을 포함하여 WebEx 예약에
서 전적으로 지원됩니다.
• 이제 미팅을 예약할 때 쉽게 대체 호스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제 지원자는 다른 사용자를 대신하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WebEx 표준 13개의 모든 언어가 지원됩니다
• 화면 리더 지원 및 키보드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WebEx 생산 도구의 Windows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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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용자는 예외를 만들기 위해 반복 미팅 시리즈 내에서 개별 미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례는 미팅 시리즈에 대한 예외에 지원됩니다.
◦

• WebEx 미팅은 반복 WebEx 미팅의 싱글 미팅에서 제거될 수 있습니다.
• 반복 WebEx 미팅에 있는 한 개의 미팅 업데이트가 지원됩니다.
• 반복 WebEx 미팅에 있는 한 개의 미팅 삭제가 지원됩니다.

◦ 다음 사례는 미팅 시리즈에 대한 예외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

• 해당 미팅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이 현재 시간 이전인 경우, 미팅 시리즈의 한 미팅 또는
예외인 싱글 미팅에 대한 편집은 할 수 없습니다.
• WebEx 활성화된 TelePresence (CMR 하이브리드) 반복 미팅의 한 미팅에 업데이트를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지원되지 않습니다.
• Cisco 스마트 스케줄러는 WebEx 활성화된 TelePresence (CMR 하이브리드) 반복 미팅
의 한 미팅에 변경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반복 미팅 시리즈에 WebEx 미팅이 추가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반복 미팅 시리즈의
한 미팅에 WebEx 미팅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다른 호스트를 대신하여 WebEx 미팅을 예약하는 기능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이
제 WebEx 계정에 대한 대리인 설정을 지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 WBS29.11 릴리즈부터 Microsoft Outlook에 WebEx 생산 도구 통합은 호스트와 참석자 모두
를 위한 한 개의 이메일 초대장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호스트는 미팅 초대장에서 링크를 선
택하여 미팅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고 호스트 계정에 로그인하여 호스트 키, 호스트 오디오
정보 등 자세한 호스트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스트는 미팅 내에서 설정 변경
을 선택하거나 WebEx 설정 대화 상자에 있는 기본 설정 탭을 선택하여 오디오 정보를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는 WebEx 사이트, 기본 설정 페이지의 오디오 섹션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WBS29.8.1
WebEx 공 아이콘
WebEx 공 아이콘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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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Ex 생산 도구 지원
Microsoft Outlook 지원
Microsoft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Mac OS
Outlook
2000
XP SP2
Server
Vista
7
8
8.1
10.6 - 10.8
2003
버전/
Microsoft
Exchange
Server 버
전
Microsoft 예
Outlook
2000 SP3/
Microsoft
Exchange
Server
2000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Microsoft 예
Outlook
XP SP2/
Microsoft
Exchange
Server
2003

예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Microsoft 아니요
Outlook
XP SP3/
Microsoft
Exchange
Server
2003

예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Microsoft 아니요
Outlook
2003 SP1,
SP2/
Microsoft
Exchange
Server
2003

예

예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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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Mac OS
Outlook
2000
XP SP2
Server
Vista
7
8
8.1
10.6 - 10.8
2003
버전/
Microsoft
Exchange
Server 버
전
Microsoft 아니요
Outlook
2007/
Microsoft
Exchange
Server
2003

예

예

예

예

예

예

아니요

Microsoft 아니요
Outlook
2010 (32
비트 및
64 비트)/
Microsoft
Exchange
Server
2007
(WBS27.22
이상에서
지원됨)

예

예

예

예

예

예

아니요

Microsoft 아니요
Outlook
2010 (32
비트 및
64 비트)/
Microsoft
Exchange
Server
2010

예

예

예

예

예

예

아니요

Microsoft 아니요
Outlook
2010 (32
비트 및
64비트)/
Microsoft
Office
365
Hosted
Exchange
Server

예

예

예

예

예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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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Mac OS
Outlook
2000
XP SP2
Server
Vista
7
8
8.1
10.6 - 10.8
2003
버전/
Microsoft
Exchange
Server 버
전
Microsoft 아니요
Outlook
2013 및
Microsoft
Outlook
2013 SP1
/
Microsoft
Exchange
2013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예

아니요

Microsoft Outlook
Mac 2011
버전
14.1.3

-

-

-

-

-

-

예

IBM Lotus Notes 지원
IBM Lotus Windows
Notes 버전/ 2000
Domino
Server 버전

Windows
XP SP2

Windows
Windows
Server 2003 Vista

Windows 7 Windows 8 Windows
8.1

IBM Lotus 예
Notes/Domino
Server
6.5.3, 6.5.4,
6.5.5, 7.0.0,
7.0.1, 7.0.2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IBM Lotus 아니요
Notes/Domino
Server
8.0.0, 8.0.1

예

예

예

예

예

예

Cisco WebEx Support Center 릴리즈 노트 (버전 WBS29.11)
53

생산 도구
WebEx 생산 도구 지원

IBM Lotus Windows
Notes 버전/ 2000
Domino
Server 버전

Windows
XP SP2

Windows
Windows
Server 2003 Vista

Windows 7 Windows 8 Windows
8.1

IBM Lotus 아니요
Notes 8.5
(32비트,
Notes)/
Domino
Server 8.5,
8.5.1, 8.5.2,
8.5.3
(WBS28 이
상에서 지
원됨)

예

예

예

예

예

예

IBM Lotus 예
Notes 9.0
(32 비트)/
Domino
Server 9.0
(WBS29.3
이상에서
지원됨)

예

예

예

예

예

예

Windows Server Windows Vista
2003

Windows 7

Windows 8/
Windows 8.1

예

예

예

예

아니요

AIM
예
5.5-6.9.13.4,
7.0.8.15, 7.3.6.4

예

예

예

아니요

예

예

예

예

아니요

Google Talk
예
1.0.0.105, 최신
버전

예

예

예

아니요

예

예

예

예

예

인스턴트 메신저 지원
인스턴트 메신 Windows XP
저 이름 및 버전 SP2
Yahoo
Messenger
7.0-8.3, 9.0, 10

Skype 3.1-3.8,
4.0.0.224, 4.2

IBM Lotus
Sametime 7.0,
7.5, 8.0

Cisco WebEx Support Center 릴리즈 노트 (버전 WBS29.11)
54

생산 도구
WebEx 생산 도구 지원

인스턴트 메신 Windows XP
저 이름 및 버전 SP2

Windows Server Windows Vista
2003

Windows 7

Windows 8/
Windows 8.1

예

예

예

예

예

Microsoft Office 예
Communicator
2005, 2007

예

예

예

아니요

Microsoft Office 예
Communicator
2007 R2

예

예

예

예

Windows
예
Messenger 2009

예

예

예

아니요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MSN Messenger 예
5.1-8.5

예

예

예

아니요

예

예

예

예

IBM Lotus
Sametime 8.0,
8.5.1, 8.5.2
(Lotus Notes에
연계됨)

Windows
Messenger 4.7

Microsoft Lync
Communicator

아니요

Microsoft Office 지원
Microsoft Windows
Office 버전 2000

Windows
XP SP2

Windows
Windows
Server 2003 Vista

Windows 7 Windows 8 Windows
8.1

Microsoft 예
Office 2000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Microsoft 예
Office XP,
2003, 2007

예

예

예

예

예

아니요

Microsoft 예
Office 2010
(32 비트 및
64 비트)
(WBS27.22
EP4 이상
에서 지원
됨)

예

예

예

예

예

예

Microsoft 아니요
Office 2013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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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 지원
브라우저 이 Windows
2000
름 및 버전

Windows XP Windows
SP2
Vista

Windows 7

Windows 8

Windows 8.1

Microsoft
Internet
Explorer 6.0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Microsoft
Internet
Explorer 7.0

예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Microsoft
Internet
Explorer 8.0

예

예

예

예

아니요

아니요

Microsoft
Internet
Explorer 9.0

예

예

예

예

아니요

아니요

Microsoft
아니요
Internet
Explorer 10.0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예

Microsoft
아니요
Internet
Explorer 11.0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예

예

예

-

-

예

아니요

예

예

예

Mozilla
Firefox 3-10

예

Mozilla
아니요
Firefox 17
(WBS28.0부
터 지원됨)

Citrix 지원 (WBS26.45 - WBS28)
Citrix 버전

Microsoft Outlook 2010에 통합

Lotus Notes 8.5.3에 통합

Citrix XenDesktop 5.5

예

예

Citrix XenDesktop 5.6 (WBS28.4 예
부터 지원됨)

예

Citrix XenApp Share Desktop 6.0 예

예

Citrix XenApp Share Desktop 6.5 예
(WBS28.4부터 지원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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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문제 및 제한 사항 (Windows)
여기에 표시된 문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모든 WebEx 서비스에 영향을 줍니다.
이메일 초대장 템플릿
이제 Microsoft Outlook에 WebEx 생산 도구 통합에서는 호스트와 참석자 모두를 위한 한 개의 이메일
초대장 템플릿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이메일 초대장에는 호스트 키 또는 호스트 액세스 코드 등 호
스트만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호스트는 호스트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이
메일 초대장의 링크를 선택하여 미팅 정보 페이지에서 호스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스
트는 미팅 내에서 설정 변경을 선택하거나 WebEx 설정 대화 상자에 있는 기본 설정 탭을 선택하여
오디오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는 WebEx 사이트, 기본 설정 페이지의 오디오 섹션에
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ync 2013 지원
• Lync 2013 지원은 제한적입니다. 이는 생산 도구에서 사용자의 상태를 변경하도록 허용하지 않
으며, Lync의 오른쪽 클릭 메뉴에 WebEx 메뉴 항목을 연계하는 것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 때
문입니다.
• CMR 클라우드 미팅에 대해 Lync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비공개 업그레이드
일부 비공개 업그레이드의 경우, 제어판에 생산 도구 버전이 올바르지 않게 반영됩니다. 이 문제는
생산 도구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향후 릴리즈에서 수정될 예정입니다.
WebEx 센터 및 WebEx 녹화 서비스에서 생성된 링크
보다 높은 보안을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Cisco는 WebEx Meeting Center,
Training Center, Support Center, Event Center 및 WebEx 녹화 서비스의 URL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 키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변경 사항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서비스에서
생성된 기존 링크는 업데이트되며, 일부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새 링크를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WebEx를 사용하여 참여 허용 옵션은 항상 체크 해제됨
WBS29 이후부터 WebEx를 사용하여 참여 허용 옵션은 각 WebEx 미팅에 대해 기본값으로 체크 해제
됩니다. 이 옵션을 켜고 싶으면 새로운 미팅을 예약할 때마다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작동은 변경된
부분으로, 이전 WBS28에서는 이전 미팅에서 이 옵션을 켜면 해당 설정은 다음 미팅에도 보존되었습
니다.
싱글 사인온(Single Sign-On) 계정으로 로그인
Internet Explorer 6 이상을 사용하며 Single Sign-On(SSO) 계정을 통해 WebEx 생산 도구에 로그인해야
하는 사용자의 경우 Single Sign-On ID가 Internet Explorer 6 이상과 호환되지 않을 시 로그인할 때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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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간 지원
생산 도구는 오직 Microsoft Windows 플랫폼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즉, Mac, Linux, Unix, Solaris 플
랫폼에서는 현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Microsoft Outlook에 통합
• 한 번 열리는 정기 WebEx 미팅이 삭제되거나 다시 예약된 경우, 미팅 정보는 WebEx 서비스 사
이트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스트 및 참석자의 Outlook 달력에는 삭제 또는 다시
예약된 미팅이 올바르게 표시됩니다.
• Outlook 통합을 사용하여 예약한 정기 WebEx 미팅에는 참석자 등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Outlook 통합 중 사용된 템플릿에 참여시 자동으로 음소거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어도 참석자가
세션에 참여할 때 소리가 들립니다.
• Outlook 소프트웨어의 시간대가 WebEx 사이트와 다르게 설정된 경우, Outlook 통합을 사용하여
예약된 WebEx 미팅이 WebEx 사이트에는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스트 및 참석
자의 Outlook 달력에는 미팅 예약 시간대가 올바르게 표시됩니다.
• Outlook 통합을 사용하여 예약된 Training Center 미팅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권한 있는 사용자에게만 나열"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핸즈-온 랩 컴퓨터를 예약할 수 없습니다.
• 등록 종료일과 최대 허용 등록 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참석자를 발표자로 교육 세션에 초대할 수 없습니다.
• 참석자 권한을 할당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이벤트가 진행중일 때 전송할 이메일 메시지 유형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
• 테스트 및 강의 자료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 반복 Training Center 세션에서 시작하기 전에 미팅에 참여 옵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Outlook 통합을 사용하여 예약된 Event Center 미팅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이벤트에 여러 시간대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호스트 또는 발표자 이미지 업로드, 이벤트 자료 업로드, UCF 자동 재생 옵션 등의 이벤트
옵션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 발표자 및 토론자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이벤트에 대한 이메일 템플릿 옵션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
• 반복 Event Center 세션에서 시작하기 전에 미팅에 참여 옵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Microsoft Outlook을 사용하여 미팅을 예약한 후 WebEx 서비스 사이트에서 미팅 정보를 변경하
는 경우 변경사항이 Outlook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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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look에서 여러 미팅을 선택하고 동시에 삭제하거나 이동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WebEx 서비
스 사이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 기존 미팅을 복사하여 Outlook에서 새 미팅을 예약하는 경우, 새 미팅이 WebEx 서비스 사이트
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대신 동일한 WebEx 미팅 링크가 원래 미팅과 복사된 미팅 모두에 표시
됩니다.
• Outlook 통합에서 예약된 오디오 전용 미팅에 대해 참석자 액세스 코드(청취 전용)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WebEx 연락처로 회사 주소록 가져오기는 Microsoft Outlook 2010 64비트에서 지원되지 않습니
다.
Lotus Notes 통합
• Lotus Notes 통합을 사용하여 WebEx 미팅을 예약하는 동안 TSP 전화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WebEx Lotus Notes 통합에서는 각 사용자를 위해 Domino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크립트를 삽입해
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편집자" 권한을 가진 Notes 사용자가 지원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MSI를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Lotus Notes 통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편집자" 권한을 가진 Lotus
Notes 사용자의 경우, Domino 관리자가 WebEx Lotus Notes 통합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WebEx
스크립트를 Notes 데이터베이스에 삽입해야 합니다.
• Lotus Notes 통합 MSI 파일을 사용하면 "관리자" 및 "디자이너" 권한을 가진 Lotus Notes 사용자
만 WebEx Lotus Notes 통합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열리는 정기 WebEx 미팅이 삭제되거나 다시 예약된 경우, 미팅 정보가 WebEx 서비스 사
이트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스트 및 참석자의 Lotus Notes 달력에는 정기 미팅
이 올바르게 표시됩니다.
• WebEx 정기 미팅이 Lotus Notes 달력에서 다른 주(격주, 3주에 한 번 등)에 열리도록 예약된 경
우, WebEx 서비스 사이트에 정기 미팅이 매주 열리도록 표시됩니다. 그러나 호스트 및 참석자
의 Lotus Notes 달력에는 정기 미팅이 올바르게 표시됩니다.
• Lotus Notes 통합을 사용하여 예약한 정기 WebEx 미팅에는 참석자 등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Lotus Notes 통합 중 사용된 템플릿에 "참여시 자동으로 음소거"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어도 참석
자가 세션에 참여할 때 소리가 들립니다.
• Lotus Notes 클라이언트의 시간대가 WebEx 서비스 사이트와 다르게 설정된 경우, Lotus Notes 통
합을 사용하여 예약된 WebEx 미팅이 WebEx 서비스 사이트에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
러나 호스트 및 참석자의 Lotus Notes 달력에는 미팅 예약 시간대가 올바르게 표시됩니다.
• Lotus Notes 통합에서 이메일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Lotus Notes 통합을 사용하여 예약된
WebEx 미팅에 맞게 호스트 및 참석자의 이메일 초대 내용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Lotus Notes 통합을 사용하여 예약된 Training Center 미팅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습니
다.
• "권한 있는 사용자에게만 나열"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핸즈-온 랩 컴퓨터를 예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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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종료일과 최대 허용 등록 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참석자를 발표자로 교육 세션에 초대할 수 없습니다.
• 참석자 권한을 할당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이벤트가 진행중일 때 전송할 이메일 메시지 유형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
• 테스트 및 강의 자료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 반복 Training Center 세션에서 시작 시간 전에 미팅에 참여 옵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Lotus Notes 통합을 사용하여 예약된 Event Center 미팅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이벤트에 여러 시간대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호스트 또는 발표자 이미지 업로드, 이벤트 자료 업로드, UCF 자동 재생 옵션 등의 이벤트
옵션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 발표자 및 토론자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이벤트에 대한 이메일 템플릿 옵션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
• 반복 Event Center 세션에서 시작 시간 전에 미팅에 참여 옵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Lotus Notes를 사용하여 미팅을 예약한 후 WebEx 서비스 사이트에서 미팅 정보를 변경하는 경
우, 변경사항이 Lotus Notes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 Lotus Notes에서 여러 미팅을 선택하고 동시에 삭제하거나 이동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WebEx 서
비스 사이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 기존 미팅을 복사하여 Lotus Notes에서 새 미팅을 예약하는 경우 새 미팅이 WebEx 서비스 사이
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대신 동일한 WebEx 미팅 링크가 원래 미팅과 복사된 미팅 모두에 표
시됩니다.
• Outlook 통합에서 예약된 오디오 전용 미팅에 대해 참석자 액세스 코드(청취 전용)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호스트가 이미 예약된 Lotus Notes 통합 미팅을 편집하고 참석자를 추가하는 경우, 참석자 정보
는 WebEx 서비스 사이트에 게시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참석자에게는 초대받은 미
팅에 대해 내 WebEx의 내 미팅 목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TelePresence 통합
다음 문제는 TelePresence에 WebEx 통합에 적용됩니다.
• 조인트 미팅 예약하기—관리자가 WebEx 사이트에 TelePresence 통합을 활성화한 경우 Windows
용 Microsoft Outlook으로 WebEx 활성화된 TelePresence 미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TelePresence 통합이 활성화된 사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리소스 추가하기—Outlook으로 WebEx 미팅을 예약할 때, TelePresence 룸 또는 추가로 비디오
발신 참가자를 추가한 경우 WebEx 활성화된 TelePresence 미팅은 자동으로 예약됩니다. 해당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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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미팅은 WebEx 전용 미팅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리소스를 성공적으
로 추가한 경우 상태 표시기(초록색 확인 표시)가 TelePresence 미팅을 예약했다는 것을 표시합
니다.
• HTML 이메일 초대장—현재 WebEx 활성화된 Telepresence(CMR 하이브리드)에 대한 생산 도구
의 Windows 버전에서는 HTML 이메일 초대장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 시간대 및 일광 절약 시간
• WebEx 사이트용 시간대는 Cisco 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시간대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팅 시간은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 WebEx 사이트와 Cisco 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간의 일광 절약 시간을 변경할 때 미
팅이 한 시간 차이로 예약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예약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일부 인스턴스는 일광 절약 시간 시작 전에 발생하고 일부는 이후에 발생하는 미팅 시리즈
에 적용되는 경우, 두 개의 미팅 시리즈를 생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한 미팅 시리즈는
일광 절약 시간 시작 전에 종료하고 두 번째 미팅 시리즈는 일광 절약 시간이 시작된 후에
시작합니다.
• 미팅 반복
• 미팅 반복 변경은 현재 WebEx Meeting Center 생산 도구 작동을 따릅니다. 즉, 반복되는 시
리즈에 한 번 예외를 두는 기능이 지원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반복 변경은
TelePrescence 시스템에 대해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Cisco Unified MeetingPlace 오디오—Cisco TelePresence에 WebEx 통합을 지원하는 WebEx 생산
도구의 해당 버전은 Cisco Unified MeetingPlace 오디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Cisco Unified
MeetingPlace 생산 도구 버전을 설치하고 WebEx 또는 TSP 오디오를 사용하여 WebEx 및
TelePresence 복합 미팅을 예약하려는 경우, Cisco 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TMS)에서 스
마트 스케줄러를 사용하여 예약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동시에 두 개의 WebEx 생산 도구 버전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WebEx 한 번 클릭/인스턴트 메신저 통합/Microsoft Office 통합
• 사용자 정의된 참여 링크를 사용하여 미팅 참여 페이지에서 참석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자동
으로 채워넣는 경우 일부 이메일 게이트웨이가 링크를 절단할 수도 있습니다. 참석자는 링크를
누를 수 있지만 이 링크를 통해 자동으로 미팅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미팅에 참여하기 전에 이
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현재로써는 적당한 예비수단이 없습니다.
• 한 번 클릭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참석자를 영업 팀 구성원이나 토론자로 초대할 수 없
습니다.
• 인스턴트 메신저 통합이 자동 설치로 설치된 경우, 사용자가 WebEx 생산 도구 통합 기능을 보
려면 먼저 인스턴트 메신저에서 로그아웃한 후 다시 로그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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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문제 및 제한 사항 (Mac)
여기에 표시된 문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모든 WebEx 서비스에 영향을 줍니다.
Mac용 생산 도구 새로운 버전
• 현재 Mac의 WebEx 생산 도구는 대체 호스트 지정, 다른 상대방 대신 예약, 사용자에게 미팅 번
호로 참여 허용 옵션, TelePresence 통합 등 일부 고급 WebEx 설정 및 기능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현재 Mac의 WebEx 생산 도구는 WebEx 활성화된 TelePresence 미팅(CMR 하이브리드)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현재 Mac의 WebEx 생산 도구 버전은 영어만 지원합니다. 다른 언어의 지원은 향후 버전에 추가
될 예정입니다.
Microsoft Outlook 지원
WebEx 생산 도구 Mac 버전에 Microsoft Outlook 지원에 대한 다음 알려진 문제 및 제한 사항이 있습
니다. 다음:
• Mac에서 Microsoft Outlook의 버전 14.1.3 이상만 지원됩니다.
• WBS29.8 이상에서 예약된 미팅만 지원됩니다. 이전 버전의 WebEx 센터에서 예약된 미팅은 지
원되지 않습니다.
• Cisco WebEx Meetings Server의 미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른 호스트를 대신하여 예약하기는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호스트를 대신하여
WebEx 생산 도구 Windows 버전으로 예약된 미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Mac에서 Microsoft Exchange Server 2007 및 Microsoft Outlook을 사용하면 WebEx 생산 도구에 일
부 알려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사용자가 편집 창 대신 Outlook 일정 화면에서 WebEx 미팅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Outlook 작동은 달력 화면에서 WebEx 생산 도구가 제어할 수 없기 때
문입니다.
사인인 및 사인아웃 프로세스
• 일부 환경에서 Mac용 생산 도구는 사용자를 WebEx 사이트로 리디렉트하여 다시 로그인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Mac용 생산 도구는 기업 싱글 사인온 사용자를 지원합니다. 단, 기업 사이트에 싱글 사인아웃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싱글 사인온 토큰이 만료될 때만 계정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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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Ex 오디오
WebEx 통합 오디오는 고성능의 기능이 풍부한 전화 통신(텔레포니) 기반 오디오 회의 서비스를 제
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독립형 모드에서 사용하거나 WebEx 미팅 내에서 완전하게 통합할 수 있습
니다.
• 기능, 63 페이지
• FAQ (자주 묻는 질문), 64 페이지
• 오디오 옵션, 64 페이지
• 오디오 기능 비교, 67 페이지

기능
WebEx 오디오 (하이브리드 오디오)
WebEx 오디오(하이브리드 오디오)는 참석자가 컴퓨터(VoIP) 또는 전화를 사용하여 오디오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는 미팅 수준의 옵
션은 없습니다. WebEx 미팅에서 WebEx 오디오를 사용하면 언제든지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소거, 음소거 해제, 아이콘, 현재 발언자 통지 등의 기능은 참석자에게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참석
자는 언제든지 컴퓨터 및 전화 사용을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 접속할 때 사용한 참석자 상
태 및 모드는 참가자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WebEx 오디오(하이브리드 모드)는 다음 서비스 및 플랫폼에서 지원됩니다. 다음:
WebEx 오디오 지원 (하 Windows
이브리드 오디오)

Macintosh

Linux

Solaris Meeting Center

예

예

예

Training Center

예

예

예

Event Center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Support Center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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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WebEx 오디오의 수용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A. WebEx 오디오는 지원되는 모든 WebEx 서비스에서 1000명의 참석자를 수용합니다. 500명은 전화
통신(텔레포니), 500명은 WebEx 통합 VoIP입니다.
Q. 특정 지역에서의 호출 제한이 있습니까?
A. 예. 이 문서에서 해당 제한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http://www.webex.com/pdf/tollfree_restrictions.pdf
Q. WebEx 오디오는 VoIP 참석자를 포함한 혼합 모드 또는 하이브리드 오디오 회의를 지원합니까?
A. 예. WebEx 오디오는 선택한 서비스에서 하이브리드 오디오를 지원합니다. (아래 표 참조)

오디오 옵션
참고

각 운영 체제에 지원되는 오디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를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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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
Meeting Center Event Center

기능

설명

WebEx 다자간
전화회의

이 오디오 옵션 예
은 WebEx 온라
인 세션으로 통
합됩니다. 다음
옵션에서 선택
하십시오.

Support Center

Training Center

예

아니요

예

예

아니요

아니요

• 발신:
WebEx는
세션에 참
여할 때
사용하는
유료 또는
무료 전화
번호를 제
공합니다.
(글로벌
번호도 사
용할 수
있음)
• 수신: 세
션에 참여
할때전
화 번호를
입력하면
WebEx가
귀하께 전
화를 겁니
다.
오디오 브로드 참석자가 청취 아니요
만 하는 미팅에
캐스트
대한 단방향 오
디오. 호스트는
컴퓨터에 연결
된 마이크를 사
용하여 발언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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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
기능

설명

Meeting Center Event Center

통합
전화를 사용하 예
VoIP(Voice-over-IP) 는 대신 컴퓨터
오디오
를 사용하여 인
터넷을 통해 오
디오를 전송합
니다.
개인 회의

개인 회의는 오 예
디오 회의를 시
작할 수 있도록
하며, 선택적으
로 미팅에 비디
오 회의를 포함
하는 온라인 미
팅으로까지 확
장할 수도 있습
니다.

Support Center

Training Center

Windows 전용

예

Windows 전용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예

개인 회의 계정
은 최대 3 세트
의 액세스 번호
(호스트 및 참
석자 액세스 코
드)로 구성됩니
다. 개인 회의
계정을 신청하
려면 내 WebEx
탭으로 이동하
고 개인 회의를
선택합니다.
기타 다자간 전 제3자 다자간 예
화회의 서비스 전화회의 서비
스를 사용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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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기능 비교
2

기능

설명

오디오 브로드 WebEx 오디오
캐스트

회의 규모

오디오 옵션을 3,000 참석자
선택할 때 세션
에 참석할 그룹
의 크기를 고려
하십시오.

1000 참석자
(500명 전화 통
신 및 500명
WebEx VoIP)

통합 VoIP

개인 회의

500 참석자
500 참석자
(Training Center
의 경우 1,000
명)

다수의 발언자 회의에 필요한 기본값으로 호 제한 없음
적극적인 발표 스트, 발표자 및
자수
토론자만 발언
가능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들어갈 때와 나 WebEx는 참석 아니요
갈 때 발신음
자가 세션에 참
여하고 나갈 때
를 알려줄 수 있
습니다.

아니요

예

참여시 음소거 참석자가 세션 해당사항 없음 예
에 참여하면 참
석자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
거됩니다.

예

아니요

오디오 회의 자 참석자가 세션 예
동으로 시작
에 참여할 때 오
디오를 시작합
니다. 호스트가
아직 참여하지
않았으면 호스
트가 아직 참여
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녹화된
메시지가 참석
자에게 전달됩
니다.

아니요

선택 사항

예

선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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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Ex 오디오
오디오 기능 비교

기능

2

설명

통합 VoIP

개인 회의

기본 설정 저장 내 WebEx 프로 예
파일에 기본 오
디오 설정을 저
장하여 원하는
설정으로 세션
을 예약하고 쉽
게 시작할 수 있
습니다.

예

예

예

보고서

예

예

예

WebEx 오디오 예
사용량을 보여
주는 보고서를
실행합니다.

TCP/UDP 지원 WebEx는 UDP 예
및 TCP 프로토
콜을 지원합니
다.

해당사항 없음 예

해당사항 없음

WebEx 오디오
(하이브리드 오
디오) 미팅 지
원

예

해당사항 없음

WebEx 오디오 예
(하이브리드 오
디오) 미팅은
참석자가 데스
크탑 기반 VoIP
또는 전화를 사
용하여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융통성을 제
공합니다.

WebEx 오디오는 하이브리드 오디오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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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브로드 WebEx 오디오
캐스트

아니요

6

장

비디오
WebEx Meeting Center, Training Center 및 Support Center는 고화질(HD) 비디오 기능을 포함합니다.
WebEx Meeting Center, Event Center, Training Center 및 Support Center는 고품질 비디오 지원을 계속
합니다.
WebEx 비디오 사용에 대한 자세한 지시 사항은 WebEx 서비스 사이트의 지원 페이지에 있는 사용
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새 소식, 69 페이지
• 고화질(HD) 비디오 기능, 69 페이지
• Cisco Medianet 통합—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으로 성능 모니터링 지원, 72 페이지
• 요구 사항, 72 페이지
• 고품질 비디오 지원 카메라, 73 페이지
• 고화질(HD) 비디오 지원 카메라, 74 페이지
• 알려진 문제 및 제한 사항, 74 페이지

새 소식
고화질(HD) 비디오 기능
Meeting Center Event Center

기능

설명

최대 고화질
(HD) 해상도
(720p)

비디오 해상도 예
는 최대 고화질
(HD) 720p 해상
도(1280x720)를
지원합니다.

아니요

Training Center Support Center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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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고화질(HD) 비디오 기능

기능

설명

Meeting Center Event Center

최대 고품질 해 비디오 해상도 예
상도 (360p)
는 최대 고품질
360p 해상도
(640x360)를 지
원합니다.

예

예

예

전체 화면 비디 (모니터 크기에 예
따른) 고화질
오 보기
(HD) 또는 고품
질 비디오 표시
를 포함한 전체
화면 비디오 보
기 및 다섯 개의
비디오 썸네일.

예

예

예 (단, 비디오
썸네일 포함하
지 않음)

확대된 전체 화 현재 발언자를 예
면 비디오 보기 전체 화면으로
확장합니다. 이
는 고화질(HD)
비디오를 수신
할 수 있도록 합
니다.

예 (고화질(HD) 예
비디오를 지원
하지 않는 확대
된 전체 화면 보
기)

아니요

전체 화면 공유
보기에 현재 발
언자 비디오 표
시

전체 화면 보기 예
에서 공유할 때
현재 발언자의
유동 비디오가
표시됩니다.

예

예

전체 화면 보기
에서 CSR은 개
별 패널에 비디
오를 표시하고,
고객은 고객 콘
솔에 포함된 영
역에서 비디오
를 봅니다.

전체
화면 공유 보기
에 비디오 셀프
화면

전체 화면 보기 예
에서 공유할 때
기본 비디오 디
스플레이에 셀
프 화면 비디오
가 표시됩니다.
셀프 화면 비디
오 창에서 비디
오 전송을 시작
또는 중지합니
다.

예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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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Center Support Center

비디오
고화질(HD) 비디오 기능

기능

설명

Meeting Center Event Center

Training Center Support Center

현재 발언자 전 가장 소리가 큰 예
환
현재 발언자에
게 비디오가 자
동으로 전환됩
니다.

예

예

아니요

비디오 썸네일 비디오 썸네일 예
을 포함하는 비
디오 기반 참가
자 목록입니다.

예

예

아니요

비디오 자동 조 사용 가능한 네 예
절
트워크 대역폭
에 따라 참가자
의 비디오 화질
이 자동으로 구
성됩니다.

예

예

예

카메라 핫 플러 참석자는 미팅 예
그인
중에 웹캠을 연
결하고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비디오 고정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발표자는 모든 예
참가자에게 표
시할 참석자의
비디오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GPU 고화질
지원되는 GPU 예
(HD) 비디오 디 칩셋은 호스트
코드 오프로드 CPU에서 디코
드 프로세스를
오프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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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Medianet 통합—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으로 성능 모니
터링 지원
WBS28.4부터 Cisco 네트워크에서 Cisco Medianet은 Cisco 파트너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이 Medianet MSI 3.1.1 REST API를 지원하는 경우) WebEx Meeting Center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용자의 머신에서 직접 지연 및 손실에 민감한 WebEx 비디오 미디어 스트림 및
VoIP 오디오 스트림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과 실시간, 종단간 데이터 수집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정보
는 http://www.cisco.com/go/medianet을(를) 참조하십시오.
Cisco 네트워크에서 WebEx를 사용한 Cisco Medianet 성능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관리
자는 개별 사용자의 미디어 사용 상태가 양호한지 여부를 쉽게 확인, 이해 및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사용자가 문제를 보고하기 전에 세션의 지연, 지터 또는 패킷 손실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
습니다. Medianet을 사용한 성능 모니터링을 통해 네트워크 관리자는 Medianet 사용 네트워크 상태에
대한 높은 가시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풍부한 미디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Cisco
Medianet은 네트워크를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고 향상된 미디어 인식을 지원합니다.

요구 사항
WebEx 비디오는 표준 Meeting Center, Training Center 또는 Support Center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모든
컴퓨터에서 작동합니다. 360p의 비디오 해상도를 사용하려면 PC가 다음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CPU: Dual-core processor
• RAM: 1 GB RAM
• 카메라: 고품질 비디오가 지원되는 USB 기반 웹 카메라 (고품질 비디오 지원 카메라의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고화질(HD) 비디오(720p)를 발송하려면 PC가 다음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CPU: Quad-core processor (세 명 이상의 미팅 참가자), Dual-core processor (두 명의 미팅 참가자)
• RAM: 2 GB RAM
• 카메라: 고화질(HD) 비디오가 지원되는 USB 기반 웹 카메라 (고화질(HD) 비디오 지원 카메라
의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고화질(HD) 비디오(720p)를 수신하려면 PC가 다음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CPU: Dual-core processor
• RAM: 2 GB RAM
720p용 클라이언트의 GPU에 비디오 디코딩 프로세스를 오프로드하려면 다음 GPU 칩셋이 필요합니
다. 다음:
• Windows(DX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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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VIDIA GeForce 9800GT
• NVIDIA GeForce GT 430
• NVIDIA GeForce GTS 450
• NVIDIA GeForce GTX 275
• NVIDIA GeForce GTX460
• NVIDIA GeForce GTX560
• NVIDIA GeForce GTX560Ti
• NVIDIA GeForce GT520
• ATI Radeon HD 6950
• Mac OS X(VDA):
• NVIDIA GeForce9400M
• NVIDIA GeForce320M
• NVIDIA GeForce330M

고품질 비디오 지원 카메라
대부분의 PC 호환 카메라를 WebEx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카메라는 WebEx 고품질 비디오용
으로 테스트 완료되었습니다.
• Cisco VT Camera II
• Cisco VT Camera III
• Cisco Precision HD
• Logitech HD Webcam C920
• Logitech Quick Cam Pro 9000
• Logitech QuickCam Orbit AF
• Logitech QuickCam C905
• Logitech QuickCam S7500
• Logitech HD Pro Webcam C910
• Microsoft LifeCam HD
• Microsoft LifeCam VX-1000
• Microsoft LifeCam Cinema
• Microsoft LifeCam VX-6000
• Microsoft LifeCam NX-6000
• Microsoft LifeCam VX-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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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고화질(HD) 비디오 지원 카메라

고화질(HD) 비디오 지원 카메라
다음 카메라는 WebEx 고화질(HD) 비디오용으로 테스트 완료되었습니다.
• Logitech HD Webcam C310
• Logitech HD Webcam C500
• Logitech HD Webcam C510
• Logitech HD Webcam C905/B905
• Logitech HD Pro Webcam C910/B910
• Logitech HD Webcam C920
• Microsoft LifeCam HD-5000/HD-5001
• Microsoft LifeCam HD-6000
• Microsoft LifeCam Cinema
• Microsoft LifeCam Studio
• Cisco Precision HD
• Cisco VT Camera III
• Apple iSight HD

알려진 문제 및 제한 사항
이 섹션에는 WebEx 통합 비디오에 영향을 미치는 알려진 문제 및 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ebEx가 지원하는 브라우저, 운영 체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다른 WebEx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알려진 문제는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를 참조하십시오.
고화질(HD) 비디오
고화질(HD) 비디오가 응용프로그램, 데스크탑 및 미디어 공유 스트리밍 중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는
해당 기능이 종료되면 다시 자동으로 켜집니다.
Medianet 및 IPv6 지원
WebEx 응용프로그램은 IPv6을 지원하지만 현재 Medianet 및 메타데이터는 IPv4 주소만 지원합니다.
IPv6 지원은 차후 릴리즈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Event Center에서 미디어 스트리밍이 발표자의 비디오를 중지함
Event Center에서 파일에서 비디오를 재생하고 모든 참가자와 공유하려면 발표자의 비디오 카메라를
중지해야 합니다. 발표자는 한 번에 하나의 비디오 스트림만 보낼 수 있습니다. 발표자의 비디오 카
메라는 파일 또는 미디어 스트리밍이 완료되면 다시 켤 수 있습니다.
이 제한점은 다수의 비썸네일 비디오 스트림이 대규모 참가자 그룹에게 전송되는 경우 비디오 트래
픽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역폭 문제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제한점은
향후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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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관리
이 릴리즈 노트는 관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WebEx 사이트 관리를 사용하여 WebEx Meeting Center, Event Center, Training Center 또는 Support
Center 사이트를 구성하고 유지관리합니다.
• 새 소식, 75 페이지
• 기능, 75 페이지
• 알려진 문제 및 제한 사항, 76 페이지

새 소식
WBS29.11
비활성화된 호스트 계정
호스트가 비활성화되면 WebEx 미팅 또는 이벤트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파일 공유 중 문서 인쇄 및 저장 비활성화
WebEx 사이트 관리는 모든 센터에서 파일을 공유할 때 문서 인쇄 및 저장을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합
니다.

기능
GMT 오프셋 표시 옵션
이메일 및 웹 페이지에 있는 시간대의 GMT 오프셋 표시 옵션은 "GMT -8:00"처럼 시간대 및 시간에
그리니치 표준시 (GMT) 오프셋을 표시할 지 제어합니다. GMT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 및 캐나다의 고
객들과만 작업하는 경우엔 이 옵션을 비활성화해 두면 됩니다.
시간대 구성

Cisco WebEx Support Center 릴리즈 노트 (버전 WBS29.11)
75

사이트 관리
알려진 문제 및 제한 사항

이제 시간대 레이블은 사이트용으로 브랜드화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블은 장소(예: "샌프란시스코"),
시간대명(예: "태평양시") 및 일광 절약 시간(DST) 레이블(예: "일광 절약" 또는 "표준")을 포함합니
다.
실제 또는 예약된 미팅 시작 시간 표시
예약된 시간이 아닌 실제 시작 시간으로 미팅 표시 옵션(Meeting Center에서 사용 가능)은 진행 중인
미팅을 달력에 예약된 시간 또는 실제 시작 시간으로 표시할 지를 제어합니다. 참석자가 달력에서 진
행 중인 미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제 미팅은 기본값으로 예약된 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사이트 관리자 옵션에서 이 옵션을 활성화해 두면 이전 작업으로 복원됩니다.
Community 버튼 옵션
네비게이션 바에 Community 버튼 표시 옵션은 상단 네비게이션 바에 Community 버튼을 나타낼 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호스트와 참석자는 모두 이 버튼을 사용하여 WebEx Community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Outlook 2010으로 주소록 가져오기
WebEx 연락처로 회사 주소록 가져오기는 Microsoft Outlook 2010 64비트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세션 유형이 포함되지 않은 사이트 관리 계정
이제 사이트 관리 계정은 할당된 세션 유형이 없어도 생성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정은 사이트에서
지정된 호스트 제한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계정으로는 세션을 시작할 수 없으며, 다른 사용
자가 대신 예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 한해 대신 예약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시작 메뉴에서 IM으로 초대 및 IM으로 알림
참석 통합 옵션으로 미팅의 간편한 시작 메뉴에서 IM으로 초대 및 IM으로 알림 옵션을 제어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지원 페이지에서 WebEx Connect 다운로드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된 호스트 오디오 전용 사용자
이제 오직 개인 회의 미팅 유형만 사용할 수 있는 지정된 호스트를 위한 별도의 구축 숫자가 있습니
다. 즉, 해당 사용자는 개인 회의 미팅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사이트 관리 홈 페이지에 나
타납니다.
계정 가입 확인
새 계정에는 확인이 필요함 옵션은 계정을 신청하는 사용자가 요청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사
용자는 가입 양식에 제공한 주소로 발송된 팔로우-업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또한 페
이지 확인 만료 기간(기본값은 3일), 가입 확인을 사이트 관리자에게 통지, 가입 양식에 보안 검사 포
함 등의 관련 옵션도 있습니다.

알려진 문제 및 제한 사항
이 섹션에는 사이트 관리에만 영향을 미치는 알려진 문제 및 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ebEx
가 지원하는 브라우저, 운영 체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다른 WebEx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알려
진 문제는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지원, 3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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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 및 사용자 정의
• 새로운 WebEx 헤더는 75 px 이하로 헤더를 브랜드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브랜드된 사이트
에 75 px 이하의 헤더가 있고 헤더 HTML 코드를 사용자 정의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은 자동으
로 헤더의 높이를 75 px로 조절합니다.
• 헤더 네비게이션 색상이 파란색 또는 어두운 색상인 경우, 사이트 관리 도구의 로그인 및 로그
아웃 링크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브랜딩에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고객 지원 관리자(CSM)에게 문의하십시오.
Safari 브라우저 지원
Safari 브라우저는 사이트 관리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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