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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2015년 08월 20일

핸즈-온랩관리정보
WebEx핸즈-온랩관리를사용하여핸즈-온랩세션용컴퓨터및랩을설치하고유지관리할수있습
니다.핸즈-온랩관리로가능한작업:

• 새랩만들기

•기존랩편집

•랩삭제

•랩예약보기

•핸즈-온랩세션용랩컴퓨터설치

•컴퓨터를다른랩으로이동

•랩에서컴퓨터제거

•사용가능한랩컴퓨터에연결

•세션에있는랩컴퓨터로부터연결해제

•컴퓨터상태보기

•핸즈-온랩사용보고서생성

로그인하기

핸즈-온랩관리에로그인하려면사용자는랩관리권한을갖고있어야합니다.사용자계정에대한
질문은 Training Center웹사이트관리자에게문의하십시오.

단계 1 핸즈-온랩관리웹사이트로이동합니다.
사이트의 URL은다음형식이며, your_company는 Training Center웹사이트의브랜드명입니다.

http://your_company.webex.com/your_company/labadm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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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로그인페이지에서사용자이름상자에사용자이름을입력합니다.

단계 3 비밀번호상자에비밀번호를입력합니다.

단계 4 로그인을클릭합니다.

로그아웃하기

단계 1 네비게이션바에서로그아웃을클릭합니다.

단계 2 나타나는대화상자에서확인을클릭합니다.

랩관리하기

랩관리페이지정보

네비게이션바에서랩관리를클릭하면랩관리페이지가나타납니다.이페이지는기존의모든랩을
나열합니다.새로운랩을만들거나기존랩을선택하여수정또는삭제할수있습니다.또한선택한
랩의예약을볼수도있습니다.

다음표는페이지에나타나는열을나열하고각열에대한설명을제공합니다.

표 1: 랩관리페이지

설명열

랩관리자가설정한랩이름

교육관리자는유지관리룸이라는랩을자동으로만듭니다.이랩
을사용하여유지관리또는수정이필요한랩컴퓨터를저장합니

다.유지관리룸은수정하거나삭제할수없습니다.

중요

랩이름

랩관리자가설정한랩설명설명

랩에존재하는컴퓨터의수총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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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열

랩에있는활동중인세션의컴퓨터수세션중인컴퓨터

각랩을예약하기위한관련링크랩예약

새랩만들기

핸즈-온랩을설치하려면먼저핸즈-온랩컴퓨터가상주할랩을만들어야합니다.새로운랩을만들
면교육세션호스트는핸즈-온랩세션을수행할랩을선택할수있습니다.호스트가 Training Center
웹사이트의네비게이션바에서핸즈-온랩을클릭하면핸즈-온랩페이지에새로운랩이나타납니다.

단계 1 핸즈-온랩관리웹사이트에로그인합니다.

단계 2 네비게이션바에서랩관리를클릭합니다.

단계 3 랩관리페이지에서새랩만들기를클릭합니다.

단계 4 새랩만들기페이지의랩이름상자에새로운랩의이름을입력합니다.

단계 5 (선택사항)랩설명상자에랩에대한설명을입력합니다.
랩관리페이지및랩세부사항페이지에설명이나타납니다.

단계 6 추가를클릭합니다.

랩편집하기

새로운랩을만들면이름또는설명을편집할수있습니다.

유지관리룸랩은수정할수없습니다.중요

단계 1 네비게이션바에서랩관리를클릭합니다.

단계 2 랩관리페이지에서편집할랩이름의옆에있는체크박스를체크합니다.

단계 3 랩편집을클릭합니다.

단계 4 랩의이름을변경하려면랩편집페이지의랩이름상자에새로운이름을입력합니다.

단계 5 랩의설명을추가하거나변경하려면랩편집페이지의랩설명상자에새로운설명을입력합니다.

단계 6 업데이트를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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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삭제하기

랩을삭제하면해당랩은더이상핸즈-온랩세션을수행할수없게됩니다.

유지관리룸랩은삭제할수없습니다.중요

시작하기전에

삭제할랩에있는모든컴퓨터를삭제합니다.

단계 1 네비게이션바에서랩관리를클릭합니다.

단계 2 삭제할랩의이름옆에나타나는체크박스를체크합니다.

단계 3 랩삭제를클릭합니다.
삭제할랩에컴퓨터가있는경우먼저컴퓨터를제거하라는오류메시지가나타납니다.모두완료되면확인대
화상자가나타납니다.

단계 4 확인대화상자에서확인을클릭합니다.

랩예약보기

랩예약을통해어느랩및컴퓨터가교육세션용으로예약되었는지추적할수있습니다.

단계 1 네비게이션바에서랩관리를클릭합니다.

단계 2 확인할랩의옆에있는예약보기를클릭합니다.
랩세부사항페이지에서랩예약을확인하려면랩의이름을클릭한후달력아이콘을클릭합니다.

단계 3 랩예약페이지에서랩예약의세부사항을확인할타임슬롯을지정합니다.

단계 4 완료되면닫기를클릭합니다.

랩컴퓨터관리하기

핸즈-온랩을통해랩컴퓨터에대한다음관리작업을실행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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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에서컴퓨터설치

•컴퓨터를랩으로이동

•랩에서컴퓨터제거

•컴퓨터에연결또는컴퓨터로부터연결끊기

•컴퓨터상태보기

로컬및원격컴퓨터의시스템요구사항

WebEx Access Anywhere를통해인터넷에연결된다른컴퓨터를사용하여컴퓨터에원격으로액세
스할수있습니다.핸즈-온랩에있는각컴퓨터와랩에액세스하기위해사용하는모든컴퓨터에
Access Anywhere에이전트를설치해야합니다.

Access Anywhere용컴퓨터를설치하기전에각원격컴퓨터및로컬컴퓨터가최소시스템요구사항
을충족하는지확인하십시오.자세한정보는관련WebExTrainingCenter버전의WebEx Training Center
릴리즈노트를참조하십시오.릴리즈노트문서사용가능위치: http://www.cisco.com/c/en/us/support/
conferencing/webex-training-center/products-release-notes-list.html.

핸즈-온랩용컴퓨터설치하기
컴퓨터를설치하려면 Access Anywhere에이전트를설치합니다.랩에컴퓨터를설치하면 Access
Anywhere를사용하기위해관리자로로그인할필요가없습니다. Access Anywhere설치에대한자세
한정보는 Training Center의온라인도움말을참조하십시오.

컴퓨터는한개의랩에만속할수있습니다.한랩에이미컴퓨터를설치한후두번째랩에동일
한컴퓨터를설치한경우,해당컴퓨터는첫번째랩에서두번째랩으로이동합니다.

참고

시작하기전에

• 컴퓨터를설치할랩을이미만들었습니다.

• 설치할컴퓨터에 Access Anywhere에이전트가이미설치된경우, Access Anywhere에이전트를
제거한후컴퓨터를다시시작합니다.

단계 1 네비게이션바에서랩관리를클릭합니다.

단계 2 랩관리페이지에서컴퓨터를설치할랩의이름을클릭합니다.

단계 3 랩세부사항페이지에서컴퓨터설치를클릭합니다.
컴퓨터에 Access Anywhere에이전트가이미설치된경우,이를제거하도록안내합니다.

단계 4 설치를계속하려면다음을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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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Anywhere에이전트의기존설치를제거하는안내가나타나면확인을클릭하여설치를종료합니다.
Access Anywhere의이전설치를제거한후단계 1부터이절차를다시시작합니다.

단계 5 WebEx Access Anywhere설치마법사프롬프트에따라다음화면에대한정보및설정옵션을입력합니다.

설명섹션

컴퓨터의별명을지정한후 Training Center웹사이트에로그인하기위해사용
할비밀번호를입력합니다.

계정정보

원격으로컴퓨터에액세스할때적용할옵션을설정합니다. Access Anywhere
를사용할때해당옵션을변경할수있습니다.선택할옵션을모를경우엔기
본설정을선택합니다.

옵션

원격컴퓨터에서액세스할특정응용프로그램을선택합니다.또는원격컴퓨
터의데스크탑전체에액세스하도록선택할수도있습니다.

응용프로그램

원격으로컴퓨터에액세스할때사용할보안옵션을설정합니다.다음방법
중하나를선택할수있습니다.

• 액세스코드인증:웹페이지에액세스코드를입력합니다.

• 전화인증:지정한전화번호로전화를받은후패스코드를입력합니다.

인증

단계 6 다음을클릭합니다.

단계 7 설치완료화면에서마침을클릭하여컴퓨터에에이전트를설치합니다.

컴퓨터의상태보기

랩세부사항페이지에특정랩에설치된컴퓨터목록이표시됩니다.

단계 1 네비게이션바에서랩관리를클릭합니다.

단계 2 랩관리페이지에서랩이름을클릭합니다.

단계 3 랩세부사항페이지에서상태를확인할컴퓨터를찾습니다.
상태열에컴퓨터의상태가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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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상태설명

설명상태

컴퓨터를연결할수있습니다.핸즈-온랩컴퓨터를제어하려면연결을
클릭합니다.

사용가능

컴퓨터가현재핸즈-온랩세션에서사용되고있습니다.세션세부사항
을확인하려면세션중을클릭합니다.

세션중

컴퓨터가연결되어있지않으며,사용할수없습니다.오프라인

컴퓨터가차단되어있으며,연결할수없습니다.차단됨

컴퓨터이동하기

컴퓨터가세션에서사용되지않고있거나예약되지않은경우,컴퓨터를다른랩으로이동할수있습
니다.컴퓨터가예약되는것을방지하려면컴퓨터를유지관리룸으로이동하십시오.유지관리룸은
수정,업그레이드또는기타유지관리가필요한컴퓨터의스토리지공간입니다.

컴퓨터를이동하면해당컴퓨터는새로운랩의컴퓨터목록에나타납니다.

단계 1 네비게이션바에서랩관리를클릭합니다.

단계 2 랩관리페이지에서컴퓨터를이동할랩의이름을클릭합니다.

단계 3 랩세부사항페이지에서이동할컴퓨터의이름옆에위치한체크박스를체크합니다.

단계 4 이동을클릭합니다.

단계 5 컴퓨터이동대화상자의이동드롭다운목록에서컴퓨터를이동할랩을선택합니다.

단계 6 확인을클릭하여컴퓨터를새로운랩으로이동합니다.

랩에서컴퓨터제거하기

사용가능상태인컴퓨터를언제든지랩에서제거할수있습니다.컴퓨터를제거하면해당컴퓨터는
핸즈-온랩페이지에더이상나타나지않으며,핸즈-온랩세션용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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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되었거나세션중상태의컴퓨터는제거할수없습니다.참고

단계 1 네비게이션바에서랩관리를클릭합니다.

단계 2 랩관리페이지에서제거할컴퓨터가있는랩의링크를클릭합니다.

단계 3 랩세부사항페이지에서제거할각컴퓨터의이름옆에위치한체크박스를체크합니다.

단계 4 제거를클릭합니다.

단계 5 확인을클릭하여컴퓨터를제거할것을확인합니다.

사용가능한컴퓨터에연결하기

랩관리페이지에서사용가능한컴퓨터에연결하고제어할수있습니다.사용가능한컴퓨터에연결
하면핸즈-온랩세션을수행하는데사용할수없습니다.

단계 1 네비게이션바에서랩관리를클릭합니다.

단계 2 랩관리페이지에서컴퓨터를포함하는랩의이름을클릭합니다.

단계 3 랩세부사항페이지에서연결할컴퓨터옆에나타나는연결을클릭합니다.

컴퓨터연결끊기

세션중상태의컴퓨터연결을끊을수있습니다.컴퓨터의연결을끊으면 Access Anywhere세션을
종료하고컴퓨터의상태를사용가능으로변경합니다.그후핸즈-온랩세션용으로사용할수있습
니다.

단계 1 네비게이션바에서랩관리를클릭합니다.

단계 2 랩관리페이지에서컴퓨터를포함하는랩의이름을클릭합니다.

단계 3 랩세부사항페이지에서연결을해제할컴퓨터옆에나타나는연결끊기를클릭합니다.

핸즈-온랩관리
8

핸즈-온랩관리정보
사용가능한컴퓨터에연결하기



핸즈-온랩사용보고서생성
핸즈-온랩사이트에서이옵션을사용할수있는경우,지난 3개월간의핸즈-온랩사용보고서를생
성하고확인할수있습니다.

시작하기전에

최고관리자가핸즈-온랩보고서옵션을활성화해야합니다.그렇지않으면보고서링크가나타나지
않습니다.

단계 1 네비게이션바에서보고서를클릭합니다.

단계 2 랩선택드롭다운목록에서보고서를생성할랩을선택합니다.

단계 3 시작날짜및종료날짜드롭다운목록에서사용보고서를확인할기간의시작및종료날짜를선택합니다.

단계 4 결과정렬드롭다운목록에서검색결과를정렬할방법을선택합니다.

단계 5 보고서표시를선택합니다.

핸즈-온랩사용보고서의일반적인콘텐츠
일반적으로다음정보가핸즈-온랩사용보고서에나타납니다.열표제를클릭하여정보를정렬할
수있습니다.

표 2: 보고서콘텐츠

설명열

컴퓨터가상주하는랩의이름랩

WebEx사용자 ID사용자이름

사용자의전체이름전체이름

원격컴퓨터의이름컴퓨터이름

선택한기간동안원격컴퓨터의상태변경 (사용가능,세션중,
차단됨,오프라인)

상태변경

상태가변경된시간변경시간

컴퓨터가이상태로유지된지속시간지속시간

핸즈-온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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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열

클라이언트컴퓨터(원격컴퓨터에연결된컴퓨터)의 IP주소 (세
션중상태에만유효)

클라이언트 IP주소

핸즈-온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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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설명서의제품관련사양및정보는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이설명서의모든설명,정보및권장사항이정확하다고판단되더라도
어떠한명시적이거나묵시적인보증도하지않습니다.모든제품의해당애플리케이션에대한책임은전적으로사용자에게있습니다.

동봉한제품에대한소프트웨어라이센스및제한된보증에대해서는제품과함께제공된정보패킷의내용을따르며여기에인용된내용은

참조합니다.소프트웨어라이센스또는제한된보증을찾을수없는경우 CISCO담당자에게문의하여복사본을요청하십시오.

Cisco의 TCP헤더압축은 UNIX운영체제의 UCB공개도메인버전의일부로서 University of Berkeley(UCB)에서개발된프로그램을적용하여
구현합니다.모든권리보유. Copyright © 1981,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여기에명시된다른모든보증에도불구하고이러한공급업체의모든문서파일및소프트웨어는모든결점을포함하여 "있는그대로"제공됩
니다. CISCO및위에서언급한공급자는상품성,특정목적에의적합성및비침해에대한보증을포함하되이에제한되지않으며거래과정,
사용또는거래관행으로부터발생되는모든명시적이거나묵시적인보증을부인합니다.

CISCO또는그공급자는이설명서의사용또는사용할수없음으로인한모든파생적,부수적,직접,간접,특별,징벌적또는기타모든손해
(영업이익손실,영업중단,영업정보손실,또는그밖의금전적손실로인한손해를포함하되이에제한되지않음)에대하여어떠한경우에
도책임을지지않으며,이는 CISCO또는그공급자가그와같은손해의가능성을사전에알고있던경우에도마찬가지입니다.

이문서에서사용된모든 IP(인터넷프로토콜)주소와전화번호는실제주소와전화번호가아닙니다.이문서에포함된예제,명령표시출력,
네트워크토폴로지다이어그램및다른그림은이해를돕기위한자료일뿐이며,실제 IP주소나전화번호가사용되었다면이는의도하지않
은우연의일치입니다.

Cisco및 Cisco로고는미국및기타국가에서 Cisco및/또는해당계열사의상표또는등록상표입니다. Cisco상표목록을보려면다음 URL을
방문하십시오. http://www.cisco.com/go/trademarks여기에언급된타사상표는해당소유권자의자산입니다.파트너라는용어의
사용이 Cisco와다른업체사이의제휴관계를의미하는것은아닙니다. (111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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