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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son Cassidy

캘린더 초대장은 미팅에 참여하기 위한
링크를 포함하여 Webex 미팅 세부 사항을
표시합니다.

관리자가 Cisco Webex 하이브리드 
캘린더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Google 캘린더에서 예약된 미팅에 
더욱 쉽게참여할 수 있습니다.

표준 기반 비디오 
시스템에서 참여하려면
비디오 장치 주소로
다이얼하십시오.

Cisco Webex 비디오 장치 및
Cisco Webex Teams 앱에서
미팅이 시작하기 전에 참여 

버튼이 나타납니다.

미팅 참여하기

Google 캘린더용 Cisco Webex를 사용하여 Webex 미팅을 더욱 쉽게
예약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 대해 Webex 미팅 또는
Webex 개인 룸 미팅을
추가합니다.

관리자는 간단한 프로세스를 
따라 Google 캘린더에서 

Webex 통합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 및 반복 패턴을 선택하십시오.
필요한 경우에

반복 미팅 시리즈에 대한
예외를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호스트에게
귀하를 대신하여

미팅을 예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미팅 예약하기 +

company.webex.com/com/j.php?

분석 및 메트릭 저장 추가 작업

2018년 8월 20일    11:00        -       12:00 2018년 8월 20일 (GMT-07:00) 태평양시-로스앤젤레스 시간대

종일 2018년 8월 21일까지 매일

이벤트 세부 사항 시간 찾기 손님

손님 추가

회의 추가

Webex 미팅

Webex 개인 룸 미팅

회의 없음

위치 추가

설명 추가

손님이 실행할 수 있는 작업:

이벤트 수정

이벤트 수정

2018년 1월 24일 10:30 - 11:30

매일 5번종일

2018년 1월 24일 시간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분석 및 메트릭

오전 11시-오후 12시
분석 및 메트릭

오전 11시-오후 12시

분석 및 메트릭

분석 및 메트릭 분석 및 메트릭

오전 10시-오전 11시

오전 11시-오후 12시오전 11시-오후 12시

GMT-7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후 12시

2018년 8월

캘린더 오늘 2018년 8월 개월

분석 및 메트릭

8월 20일 월요일
11:00 - 12:00
2018년 8월 25일까지 매일

Webex 미팅 참여
ID: 155581072
비밀번호: PGYkHNWN

155581072@company.webex.com

전화로 참여

+14156550000 유료 전화

18776684488 무료 전화

액세스 코드: 155 581 072

호스트인 경우, 여기로 이동하여 
호스트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미팅
작성자: Alison Cassidy

분석 및 메트릭

8월 20일 월요일

11:00 - 12:00
8월 25일까지 매일 반복

Webex 미팅Webex 미팅

ID: 155581072
비밀번호: PGYkHNWN

1569988 @go.Webex.com

전화로 참여

유료 전화

무료 전화

액세스 코드

호스트인 경우, 여기로 이동하여 확인

호스트 정보.

Events

adrienne.slaugh@gmail.com

+14156550000
18776684488

156 999 881

브랜딩 팀 확인

참여

디자인 리뷰

분석 및 메트릭

기술 지원

5분 내에

지금

25:45

참조 링크를 클립보드에 복사

회의 추가

Webex 미팅

Webex 개인 룸 미팅

회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