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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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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옵션 항목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시스템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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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화상 회의를 통해 참가자들이 
수 마일 떨어져 있거나 서로 다른 대륙에 
있더라도 대면식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회의도 회의임을 염두에 두십시오. 
여기에도 일반적인 에티켓과 복장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

• 장치를 자동 응답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십시오. 

• 필요한 만큼 "화상 시스템 작동의 기술"
을 리허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의실에서

• 마이크가 테이블 앞에 놓여 있어 말하는 
내용이 모두 감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위치는 시스템보다 
최소 2m(6.5피트) 앞에서, 편평한 표면에 
두되 앞에 놓인 테이블에서 최소  
0.3m(1피트) 떨어진 곳입니다.

• 지향성 마이크는 비디오 시스템 반대편을 
향해야 합니다.

• 발언하는 참가자가 마이크를 가리는 
장애물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하십시오. 

• 마이크는 항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컴퓨터나 프로젝터 팬 등 소음원과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원격 참가자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문서 또는 화이트보드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 참가자들의 배치를 잘 조절해 
카메라가 회의의 주도자에게 가깝거나, 
기계를 조절하는 담당자에게 가깝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화이트보드를 사용하는 경우, 화이트보드 
전용 카메라 외에도 화이트보드를 
메인 카메라로 볼 수 있도록 하면 원격 
참가자들이 회의를 보기에 훨씬 좋습니다.  
이런 방식은 방송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시청자들에게 발표자가 실제로 
같은 방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합니다.

• 참가자가 회의 중에 무언가를 가리키거나 
화면을 바꾸거나 기록을 하거나 기타 다른 
기능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주변 장치를 손 닿는 곳에 배치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가장 자연스러운 회의 환경을 보장하려면 
가급적 카메라를 수신 모니터의 중앙 
상단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는 
상대방과 직접 눈이 마주칠 수 있도록 
직접 회의 참가자를 향해야 합니다. 
비디오 시스템의 셀프뷰 기능을 사용하여 
화면을 확인하십시오. 셀프뷰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시스템이 원격  
참가자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발신 영상) 
표시해줍니다.

• 콘텐츠를 공유하려 하는 경우, 보통은 
듀오 비디오를 사용합니다. 이는 두 개의 
비디오 스트림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하나는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발표자(또는 여러 명의 
발표자)를 보여줍니다. 더 작은 시스템의 
경우 프레젠테이션이나 발표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듀오 비디오를 사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듀오 비디오를 나란히 표시하여 화면의 
절반에는 프레젠테이션이, 나머지 
절반에는 발표자가 표시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원격 모니터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자가 프레젠테이션 
쪽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을 등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잘 알 수 
없는 경우, 이 상황을 피하려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편의성

• 회의 참가자가 전화를 걸고 
프레젠테이션을 추가하고 통화 중에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실내에 포스터, 명패 또는 빨리 알아볼 수 
있는 설명서나 지침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팁

카메라 사전 설정 사용

Cisco TelePresence 시스템에서는 
확대/축소 기능과 카메라가 가리키는 
방향(이동(상하/좌우), 기울임 등)을 
미리 정의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면 말하는 
사람을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나중에 다시 축소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우드스피커 볼륨

오디오 시스템은 모니터 또는  
Cisco Digital Natural Audio Module에 
내장된 라우드스피커를 사용합니다. 

일부 시스템에서는 모니터 리모컨으로 
모니터 볼륨을 조정하면 기본 볼륨 
수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밝기 제어

모니터의 밝기, 색상 또는 기타 설정을 
조정하려면 모니터에 딸린 리모컨을 
사용하면 됩니다. 회의실의 상태에 
적합하도록 모니터를 조정하십시오. 
Cisco에서 제공하는 모니터에는 
온스크린 메뉴가 있어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구성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되는 
사용 설명서와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모범 사례
화상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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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사절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벨소리가 음소거되며 남들이 전화를 
걸면 사용자에게 부재중 전화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원하는 만큼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해사절에는 60분의 
시간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만(이 
시간이 지나면 시스템이 정상 작동 
모드로 되돌아감), 이 설정은 비디오 
지원 팀이 다른 설정으로 바꿔놓았을 
수 있습니다.

참고! 비디오 시스템에 따라 여기 
표시된 아이콘이 모두 표시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사용 
설명서에 포함된 기능 중에는 특정 
시장에서는 옵션 항목인 것도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의 시스템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화상 회의 개요

터치 스크린 둘러보기 방해사절 정보

다이얼을 누르면 
다이얼 패드를 
불러옵니다.

연락처를 누르면 
즐겨찾기, 
디렉터리 및 최근 
통화를 포함한 
연락처 목록을 
불러옵니다.

미팅을 누르면 
앞으로 예정된 
미팅 목록을 
불러옵니다.

메시지를 
누르면 음성 
메일 시스템을 
불러옵니다 
(해당되는 경우).

공유를 누르면 
콘텐츠를 공유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주최하기 
시작합니다.

볼륨 버튼의 왼쪽을 
누른 상태로 유지하면 
라우드스피커 볼륨이 
줄어들고 오른쪽을 
누른 상태로 유지하면 
볼륨이 커집니다.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마이크를 
음소거/음소거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터치 스크린을 
누르면 시스템이 대기  
모드에서 깨어납니다.

버튼을 누르면 해당 
버튼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스크롤하여  
보는 것은  
스마트폰에서와 똑같습니다.

시간은 상단 
오른쪽 모서리에 
표시됩니다.

상단 왼쪽 모서리를 누르면 방해사절 
기능을 활성화/비활성화하고 대기 
모드 기능을 활성화/비활성화하며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를 누르면 헬프 
데스크에 액세스 
또는 연락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카메라를 누르면 
셀프뷰와 카메라 
설정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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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이나 조용한 실내에 
위치하며 CUCM(Cisco Un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작동하는 비디오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의 개인용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비디오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CUCM이 사용자에게 걸려오는 
수신 통화를 모두 해당 비디오 
시스템으로 돌려줍니다.

나만의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시스템으로 로그인하기
화상 회의 개요

자격 증명을 
입력하고 

로그인을 누릅니다.

로그인을 
누릅니다.

선택할 수 있는 프로필 
중에서 사용자의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로그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사용자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아웃하려면 
로그아웃을 누르면 
됩니다.

정말 로그아웃할 
것인지 의사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핫데스킹(Hot-desking)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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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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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검색 또는 다이얼 
필드를 눌러도 됩니다. 가상 
키보드가 호출됩니다.

연락처를 누릅니다. 특정 목록

(즐겨찾기, 
디렉터리 또는 
최근 통화)에 
있는 사람을 검색하려면 해당 
목록을 누른(a) 다음 아래로 
스크롤 이동하여(b) 항목을 
찾습니다.

이름, 번호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입력함에 따라 일치 
항목이 나타납니다.

특수 문자도 포함하는 
확장된 숫자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숫자 모드와 확장된 
숫자 모드 사이를 

전환하려면 키보드의 
왼쪽 하단에 있는 키를 

누르십시오.

전화를 걸 준비가 
되었으면 녹색 
통화 단추를 
누릅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전화 걸기
전화 걸기

연락처 목록은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즐겨찾기. 연락처는 사용자가 직접 
추가한 항목입니다. 항목은 대개 
사용자가 자주 전화하는 사람이거나 
때때로 빨리, 간편하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디렉터리는 대개 사내 비디오 지원 
팀이 사용자의 시스템에 설치해둔 
회사 전화번호부(디렉터리)입니다.

최근 통화는 사용자가 이전에 전화를 
걸었거나, 받았거나 부재중으로 
넘어간 통화 목록입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근 통화 목록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43페이지의  

 "최근 통화로 통화"을 참조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옵션이 적용됩니다.

• 이름, 번호 또는 IP 주소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모든 목록을 살펴봅니다.

• 탭을 누른 다음 목록을 스크롤하여 
내려갈 수도 있고 이름이나 숫자를 
입력해도 됩니다. 그러면 검색 
결과가 해당 목록에만 국한되게 
됩니다.

• 즐겨찾기 목록에 항목을 추가해도 
되고, 통화하기 전에 해당 항목의 
몇 가지 요소를 편집할 수도 있으며 
통화 속도를 변경하거나 해당 
항목을 최근 통화에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 목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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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걸기

연락처 목록 항목을 편집한 다음 전화 걸기

편집할 내용을 적용한 다음 녹색 통화 버튼을 눌러 전화를 
겁니다.

항목 편집 정보

연락처 목록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전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전화를 걸기 전에 연락처 목록의 
항목을 편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접두사, 접미사를 추가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항목을 변경해야 
연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를 누르면 옵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편집 및 통화를 누릅니다. 가상  
키보드가 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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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얼을 눌러 숫자 다이얼 
패드를 불러옵니다.

키보드( )를 
눌러 가상 키보드를 
불러옵니다.

이름을 입력합니다. 
입력함에 따라 일치 
항목이 나타납니다.

특수 문자도 포함하는 
확장된 숫자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숫자 모드와 확장된 
숫자 모드 사이를 전환

하려면 키보드의 왼쪽 
하단에 있는 키를  

 누르십시오.

전화를 걸 준비가 
되었으면 녹색 
통화 단추를 
누릅니다.

이름을 사용하여 전화 걸기 전화 걸기 정보

연락처 목록에 없는 사람이라도 터치 
패드의 가상 키보드를 사용하여 이름, 
주소 또는 번호를 입력해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전에 전화를 건 적이 
있었던 사람은 모두 최근 통화 목록에 
표시되며(사용자가 해당 목록을 지울 
때까지), 사용자의 즐겨찾기 목록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연락처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선 번호로 전화 걸기. 통화 중에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내선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PIN 코드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키패드(이 버튼은 전화를 걸자마자 
나타납니다)를 눌러 이 작업에 필요한 
키패드를 불러옵니다.

전화 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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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걸기 정보

다이얼을 눌러 숫자 다이얼 패드를 
불러옵니다.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IP 주소에 사용된 마침표 기호를 입력하려면 *을 길게 
누릅니다.

전화를 걸 준비가 되었으면 녹색 통화 단추를 누릅니다.

IP 주소를 사용하여 전화 걸기

연락처 목록에 없는 사람이라도 터치 
패드의 가상 키보드를 사용하여 이름, 
주소 또는 번호를 입력해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전에 전화를 건 적이 
있었던 사람은 모두 최근 통화 목록에 
표시되며(사용자가 해당 목록을 지울 
때까지), 사용자의 즐겨찾기 목록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연락처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선 번호로 전화 걸기. 통화 중에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내선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PIN 코드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키패드(이 버튼은 전화를 걸자마자 
나타납니다)를 눌러 이 작업에 필요한 
키패드를 불러옵니다.

전화 걸기

192.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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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얼을 눌러 숫자 다이얼 패드를 
불러옵니다.

번호를 사용하여 전화 걸기 전화 걸기 정보

연락처 목록에 없는 사람이라도 터치 
패드의 가상 키보드를 사용하여 이름, 
주소 또는 번호를 입력해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전에 전화를 건 적이 
있었던 사람은 모두 최근 통화 목록에 
표시되며(사용자가 해당 목록을 지울 
때까지), 사용자의 즐겨찾기 목록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연락처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선 번호로 전화 걸기. 통화 중에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내선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PIN 코드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키패드(이 버튼은 전화를 걸자마자 
나타납니다)를 눌러 이 작업에 필요한 
키패드를 불러옵니다.

번호를 입력합니다.

전화를 걸 준비가 되었으면 녹색 통화 단추를 누릅니다.

전화 걸기

192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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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받기

•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그 통화를 
받거나 거절 또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 통화를 거절하면 전화를 건 
상대방에게 통화 중 정보가 
전송됩니다.

• 통화를 무시하면 전화를 건 
상대방은 사용자가 자리에 없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전화를 받지 
않은 것). 

• 시스템을 설정하여 수신 통화에 
자동으로 응답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자동 응답). 이것은  
70페이지의 "관리자 설정 - 통화 
세부정보"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지원 팀에서 이 메뉴를 
비밀번호로 보호해 놓았을 수 
있으니 확인하십시오.

• 자동 응답을 활성화하기로 한 경우, 
마이크를 음소거하여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번 수동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시스템에서 수신 통화에 자동으로 응답하도록(자동 응답) 
허용하는 경우, 시스템 마이크를 음소거하여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호에 조명이 들어와 있으면 마이크가 음소거 상태인 
것입니다. 마이크를 음소거/음소거 해제하려면 이 기호를 
누르십시오.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전화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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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통화 중일 때 전화 받기

 추가: 시스템에 
멀티사이트 옵션이 

있는 경우, 수신 통화를 
기존 통화와 병합할 수 

있습니다.  

멀티사이트 기능이 
설치되지 않은 시스템의 

경우, 수신 통화를 
병합할 수는 있지만 
오디오 전용 통화로 

병합됩니다 
(화면에 표시 안 됨).

수신 통화를 거절하고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수신 통화를 받고, 현재 통화 또는 여러 
통의 통화를 종료합니다.

수신 통화를 받고, 현재 통화 또는 
여러 통의 통화를 잠시 보류해 
둡니다.

새로운 수신 통화의 신원
이미 통화 중인 경우, 특정 상황 
하에서 또 다른 수신 통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옵션 정보

전화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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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환

전달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즉, 무인 전달과 상담 
전달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설명한 시나리오는 
무인 전달로, 이 경우 통화를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주되 전달을 
수행하기 전에 당사자와 협의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당사자에게 미리 물어보는 경우, 통화 
전달 기능을 사용한 다음 전달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전달 정보

평상시와 같이 
전화를 겁니다.

통화 중 전달을 
누릅니다.

평상시와 
같이 전화를 
걸 사람을 
찾습니다.

전달 완료를 
누릅니다. 
오른쪽 
사이드바의 
본문도 
참조하십시오.

통화가 전달됩니다.

통화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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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을 사용하면 두 명의 상대방과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한 사람씩만 통화하게 됩니다.

통화 상대방을 바꿀 수도 있고, 두 
사람을 서로 연결해주면서 사용자 
본인은 통화에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상담 후 전달 정보

평상시와 
같이 전화를 
걸 사람을 
찾습니다. 

사용자가 통화 
중이라고 
가정합시다. 
보류를 
누릅니다.

+ 새 전화 걸기 또는 재개를 
누르면 이전에 통화하던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동작을 취소함).

평상시와 같이 전화를 
겁니다.

이제 사용자는 새 통화를 
하게 되었고, 전에 하던 
통화는 아직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전환을 누르면 
두 사람의 
상대방 사이를 
오갈 수 있고 
전달을 누르면 
두 사람을 서로 연결해주면서  
사용자 본인은 통화에서 빠집니다.

상담 후 전달
통화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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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에서 자신의 연결 끊기
통화종료

통화를 끊으려면 종료를 
누르십시오.

통화 중에 종료를 누르면 통화에서 
본인의 연결을 끊습니다. 두 사람만 
참가한 통화의 경우, 이렇게 하면 
통화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참가자가 여러 명인 전화 회의에서 
종료를 누르면 사용자가 일반 
참가자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참가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전화 회의의 
조직자인 경우, 다시 말해 해당 전화 
회의를 시작한 사람인 경우 종료를 
누르면 회의 전체가 종료됩니다.

연결 끊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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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음소거

마이크 작동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짧은 안내

음소거 버튼에는 LED 조명이 있어 
마이크가 소리를 전달 중인지 
음소거된 상태인지를 나타냅니다. 

녹색 LED에 조명이 켜져 있는 경우에만 마이크가 
소리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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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통화를 보류로 전환하기, 보류했던 통화 재개하기

사용자가 통화 중이라고 
가정합시다. 보류를 
누릅니다.

재개를 누르면 
이전에 통화하던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동작을 취소함).

어떤 통화를 보류시키는 것은 보통 
한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시킬 
때 취하는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통화 중에) 다른 사람과 
상의해야 하는 경우, 또는 비디오 전송 
중지를 포함해 음소거 기능 대신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류 전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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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속도

통화 속도 변경

마지막으로, 슬라이더를 움직여 통화 
속도를 변경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만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자세히( )를 누르면 옵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통화 속도를 누릅니다.

통화 속도란 해당 통화에 할당된 
대역폭의 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며, kbps(초당 
킬로비트)라는 단위로 측정됩니다. 

통화 속도가 빠를수록 통화 품질이 
좋아지지만, 대신 더 높은 대역폭을 
소비합니다.

시스템에는 기본 통화 속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디오 지원 팀이 
관리자 설정(비밀번호로 보호)의 
일환으로 설정해두는 것입니다.

이 설정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가 이 기능을 사용하려 
하는 것은 시스템과 연결 지원에 
설정된 것보다 높은 속도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되 그로 인해 
화상 통화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통화 속도는 통화 중에 변경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간략하게 설명된 
것처럼 전화를 걸기 직전에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통화 속도 변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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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가능 상태

방해사절 활성화

수신 통화에 응답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얼마든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비디오 지원 팀에서 이 기능에 시간 
제한을 설정해 놓았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시스템은 평소처럼 
수신 통화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되돌아갑니다. 기본 시간 제한 설정은 
60분입니다.

방해사절 정보

숨기기를 누르면 방해사절 기능이 활성화되었다고 
알려주는 메시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 구석에 있는 필드를 누릅니다. 표시된 것과 같이 방해사절을 누릅니다. 이제 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려면 이 절차를 반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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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가능 상태

대기 모드 활성화

시스템을 대기로 설정하면 전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더라도 평소와 똑같이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 모드 정보

몇 초가 지나면 화면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대기 모드를 
해제하려면 화면을 누르면 됩니다.

좌측 상단 구석에 있는 필드를 누릅니다. 대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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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 번호 및 PIN 코드 추가

통화 중일 때 키패드 보기

통화 중에도 내선 번호에 전화를 걸기 
위해 또는 다른 무언가를 이용하기 
위해 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뜰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PIN 코드 사용).

이런 정보를 입력하려면 터치 
스크린에서 키패드를 불러와야 합니다.

통화 중일 때 키패드 
사용하기

통화 중에 키패드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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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시스템에 참가자가 여러 
명인 화상 회의를 시작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디오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참가자의 최대 인원수는 시스템 
구성과 비디오 인프라스트럭처에 
따라 다릅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비디오 지원 팀에 연락하십시오. 

화상 회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각 
참가자에게 한 사람씩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회의를 시작한 장본인인 
경우 사용자가 회의 전체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회의에서 자신의 연결을 끊는 것만 
가능합니다.

통화 설정. 전화를 건 상대방의 
비디오 시스템은 대역폭이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모든 
참가자의 시스템을 모든 시스템이 
지원하는 대역폭으로 억지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통화 속도는 모든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설정하여 각자의 
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최선의 통화 
품질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0페이지의 "통화 속도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참가자가 여러 명인 전화 회의

기존 통화에 다른 참가자 추가하기

이것은 옵션 기능이므로 사용자의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화상 회의 정보

평상시와 같이 전화를 
걸 사람을 찾습니다.

사용자가 이미 통화 중이라고 
가정합시다. 이 통화는 
사용자가 직접 시작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누군가가 
사용자에게 전화 발신).

추가를 
누릅니다.

평상시와 같이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해당 통화에 대한 통화 
설정을 변경해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드바를 
참조하십시오.

이제 이 새로운 
통화가 기존 통화에 
추가되어 회의를 
이루게 됩니다. 이 
통화를 취소해도 
처음에 하고 있던 
통화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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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이미 통화 중이라고 
가정합시다. 그 상태에서 또 다른 
수신 통화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 이 통화를 거절하고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통화를 보류시켜놓고 새 통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두 통화 
사이에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수신 통화를 다른 사람에게(현재 
통화 중인 상대방 포함) 전달해줄 수 
있습니다. 

• 수신 통화를 보류로 돌려놓았다가 
나중에 이 통화를 기존 통화와 
병합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 기능).

• 수신 통화를 곧바로 현재 진행 중인 
통화와 병합할 수 있습니다(수락 및 
병합). 이 내용은 멀티사이트 기능이 
탑재된 시스템에만 적용됩니다. 

추가: 시스템이 이 
기능을 지원한다는 

가정하에, 수신 통화를 
수락하고 해당 통화를 
현재 진행 중인 통화와 

병합합니다. 

시스템 중에는 수신 
통화를 기존 통화와 

병합하도록 허용하되  
'오디오 전용' 통화로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병합을 수행하기 전에 
현재 통화(또는 여러 
통화)를 보류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수신 통화를 거절하고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수신 통화를 받고, 현재 통화 
또는 여러 통의 통화를 잠시 
보류해 둡니다.

수신 통화를 받고, 현재 
통화 또는 여러 통의 통화를 

종료합니다.

새로운 수신 통화의 
신원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수신 통화 추가 정보

참가자가 여러 명인 전화 회의

기존 통화에 수신 통화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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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모든 참가자와 각자의 현재 
상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이 목록을 사용하여 
참가자를 회의에서 퇴출시키거나 
특정 권한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발언을 
시작했더라도 영구적으로 발표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다음 
페이지에 개괄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가자 목록 사용법

참가자가 여러 명인 전화 회의

회의 참가자 목록 보기

통화 중일 때, 
손가락을 왼쪽 
가로 방향으로 
스와이프합니다.

아니면 흰색으로 
표시되지 않은 작은 
점을 누르면 됩니다.

목록에는 참가자 전원, 현재 
발언 중인 사람, 콘텐츠를 

공유하는 사람(해당되는 경우)
은 물론 보류된 사람 

(해당되는 경우) 등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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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가 여러 명인 전화 회의

전화 회의 레이아웃 관리

이제 새 레이아웃이 적용됩니다.

비디오 화면의 기존 레이아웃을 변경하려면 레이아웃을 
누릅니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새 레이아웃을 누릅니다.

통화를 하면서 화면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터치 패드에  
이용 가능한 옵션이 표시됩니다.  
실제 옵션은 여기 표시된 것과 다를  
수 있지만, 터치 장치에 항상 이용 
가능한 항목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도 WYSIWYG(보이는 것 
그대로 제공됨)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셀프뷰 포함시키기

셀프뷰(사용자의 비디오 시스템이 
상대방에게 표시되는 형태)는 모든 
레이아웃에 평소와 똑같이 추가하면 
됩니다. 셀프뷰를 불러오려면  
 52페이지의 "셀프뷰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셀프뷰를 다른 위치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54페이지의 "셀프뷰 PiP 이동"를 
참조하십시오.

레이아웃 옵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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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가 여러 명인 전화 회의

발표자 고정

참가자 중 한 사람을 
영구 발표자로 표시하는 
레이아웃으로 시작해서, 해당 
발표자의 아바타를 누릅니다.

발표자로 고정을 누릅니다.

활성화되면 이 필드의 
이름이 발표자로 고정 해제로 

변경됩니다.

고정을 해제하려면, 이 절차를 
반복하되 대신 발표자로 고정 

해제를 누르면 됩니다.

이것은 한 명의 참가자를 영구 발표자로 
설정한 레이아웃의 예시입니다. 즉, 
다른 참가자들보다 이 참가자가 더 크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가자가 여러 명인 화상 회의에서는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형 
이미지로 표시되도록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사용자가 레이아웃을 달리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했을 때). 
이것을 음성 전환이라고 합니다.

다만, 참가자 중 한 명만 영구 
발표자로 계속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참가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이들보다 
크게 표시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 페이지에 표시된 
것처럼 발표자로 고정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발표자 고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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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을 끊을 권한이 있는 참가자라면 
누구나 다른 참가자의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것처럼 보기 
화면에서 참가자를 누르거나, 참가자 
목록에서 누릅니다(26페이지의  

 "회의 참가자 목록 보기" 참조). 그런 
다음 끊기를 누릅니다.

연결 끊기 정보

참가자가 여러 명인 전화 회의

참가자의 통화 연결 끊기

연결을 끊을 참가자를 
누릅니다.

사용자에게 연결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끊기를 누르면 선택한 참가자의 
연결을 끊습니다.

이외에도 참가자 목록을 불러온 다음 그 
목록에서 참가자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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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Proximity

Cisco 비디오 엔드포인트에서는 Intelligent 
Proximity 기능의 일환으로 초음파를 발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경에서 
비교적 일상적으로 초음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 현장, 상용 응용 
분야나 가전제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MX200/300/700/800 시스템에서는 
라우드스피커에서 30cm 이상 떨어져 있을 
때 초음파 음압 수준이 75dB 미만입니다. 

공기 중에 존재하는 초음파 때문에 주관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도 일부 존재하지만, 음압 
수준이 75dB 미만일 때에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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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Proximity
시스템을 무선으로 제어

Intelligent Proximity 기능은 비디오 
시스템의 콘텐츠를 나만의 기기에서 
무선으로 공유하고 보거나 캡처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사용자의 
기기를 사용하여 비디오 시스템에서 
통화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따르십시오.

•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에서 Cisco Intelligent Proximity 
앱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무료). 
Windows 또는 OS X 사용자인 경우, 
http://www.cisco.com/go/proximity
를 참조하십시오.

• 비디오 지원 팀에서 각종 기능을 모두 
활성화했을 수도 있고, 하위 기능 몇 
가지만 활성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 Intelligent Proximity 는 여러 사용자를 
연결할 때 초음파를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마이크를 
가리지 마십시오.

• Intelligent Proximity 는 회의실 밖에서는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려면 항상 
회의실 문을 닫아두는 것이 좋고, 
옆방에서 엿듣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Intelligent Proximity 정보

http://www.cisco.com/go/proxi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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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의 상단 왼쪽 
구석을 누릅니다.

Proximity 를 켜기 또는 
끄기로 설정하여 Intelligent 

Proximity 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Intelligent Proximity 활성화 및 비활성화
시스템을 무선으로 제어

Intelligent Proximity 기능은 비디오 
시스템의 콘텐츠를 나만의 기기에서 
무선으로 공유하고 보거나 캡처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사용자의 
기기를 사용하여 비디오 시스템에서 
통화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왼쪽에 표시된 
것처럼 하면 됩니다.

비디오 지원 팀에서 각종 기능을 모두 
활성화했을 수도 있고, 하위 기능 
몇 가지만 활성화했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활성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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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공유

콘텐츠는 통화 중에도 공유할 수 있고, 
통화를 하지 않을 때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사용자의 비디오 
시스템을 사용하여 회의실에 로컬로 
저장된 콘텐츠를 공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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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공유

통화 중 프레젠테이션 시작 및 종료

비디오 시스템에서는 통화를 하지 
않을 때는 물론 영상 통화 또는 화상 
회의 중에 프레젠테이션을 표시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후자의 기능을 
사용하면 시스템을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로컬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비디오 
시스템과 회의실 자체의 용도를 한층 
확장하는 셈이 됩니다.

프레젠테이션 중에 화면의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콘텐츠 공유 정보

소스를 연결하고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유(a)
를 누른 다음 가로 방향으로 

스크롤하여(b) 프레젠테이션 소스의 
위치를 찾습니다(필요한 경우). 위치를 
찾았으면 필요한 소스를 누릅니다.

작은 점 세 개(...)를 누르면 메뉴에 액세스하여 선택한 
소스의 콘텐츠를 미리 보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전에 공유할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보기를 누른 다음 공유를 
누르면 소스의 콘텐츠를 실제로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용자의 콘텐츠를 연결한 모든 참가자가 
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 공유를 그만하려면 
표시된 것과 같이 공유 중지를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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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공유

통화 중에 프레젠테이션 레이아웃 변경

프레젠테이션 중에 화면의 
레이아웃을 변경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은 
발표자를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기, 
발표자를 PiP(Picture in Picture, 사진 
속 사진) 또는 PoP(Picture outside 
Picture, 사진 밖 사진)로 표시하기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옵션은 여기 표시된 것과는 다를 수 
있지만, 화면에 표시된 레이아웃은 
항상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만 구성됩니다.

레이아웃을 눌러 레이아웃 옵션을 불러옵니다.

원하는 레이아웃을 눌러 
선택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레이아웃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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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공유

통화 중이 아닐 때 프레젠테이션 로컬 공유 정보

시스템이 통화 중이 아니더라도 
시스템의 화면에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리보기'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34페이지의 "통화 중 
프레젠테이션 시작 및 종료"도 참조).

이중 화면이 설치된 비디오 시스템의 
경우, 두 개의 개별적인 소스에서 
가져온 콘텐츠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통화 중이 아닐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통화 중일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왼쪽에 표시된 예시는 이중 
디스플레이의 경우이지만, 단일 화면 
시스템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소스를 연결하고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한 다음 공유를 누릅니다.

소스 아바타를 누르면 이 소스가 사용자의 비디오 시스템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이중 화면 시스템의 경우 다른 
소스 아바타(해당되는 경우)를 누르면 그것도 표시됩니다. 

다시 한 번 누르면 그에 상응하는 소스 표시를 중지합니다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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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된  
미팅

비디오 시스템을 사용자의 영상 미팅을 
예약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약된 미팅이 터치 
장치의 미팅 목록에 나타납니다.



38

D1534501 사용 설명서  
Cisco TelePresence SX10, SX20, MX200 G2, 
MX300 G2, MX700, MX800, SX80
작성 날짜: 2015년 11월(CE8.0용)
All contents © 2010–2015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예약된 미팅

미팅 목록 보기

비디오 시스템에 화상 회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약된 미팅이 있으면 미팅 목록에 
나타납니다. 

미팅 목록에는 다음 14일간 
(이 설정은 사용자의 비디오 지원 
팀에서 변경했을 수도 있습니다) 
개최될 미팅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목록은 그룹화 헤더를 
사용하여 정렬되어 있습니다.  
기본 그룹화 범주는 날짜입니다 
(예: 오늘, 내일, 다음으로 2014년  
6월 20일 수요일 등).

목록에서 항목을 하나 누르면 더 
자세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미팅이 비공개 미팅으로 
나타나는 경우 여기에는 조직자에 
관한 정보만 담겨 있으며 통화 정보와 
더불어 제목, 확장 가능한 미팅 개요 
등 기타 정보가 없습니다.

미팅 목록 기본사항

미팅을 누르면 
미팅 목록을 
불러옵니다. 

미팅 목록은 
일반적으로 여기 
표시된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목록에서 항목을 하나 
누르면 해당 미팅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확장 기호를 
누르면 이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누르면 정보 
상자가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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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된 미팅

예약된 미팅 참가

미팅에 참가할 수 있게 되면 그 즉시 
비디오 시스템에 미팅 리마인더가 
나타납니다.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시작 시간 버퍼 설정에 
좌우됩니다. 기본적으로 버퍼 설정은 
10분이지만, 비디오 지원 팀에서 
이것을 변경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정에서 정한 것보다 일찍 미팅에 
참가할 수는 없습니다.

미팅 리마인더에는 시간 표시기가 
있어 미팅이 언제 시작되는지 
알려줍니다. 아니면 미팅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경과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진행 중인 
미팅은 미팅 진행 중이라고 부릅니다). 

예약된 미팅 시작 시간보다 30초 전 
또는 30초 후의 범위로 설정된 시간 
동안 지금 시작이라는 텍스트가 
표시됩니다.

참가 정보

목록에서 미팅을 
하나 누르면 해당 
미팅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약된 미팅은 사용자를 자동으로 연결해줄 수도 있고, 
미팅 참가를 눌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팅이 시작되면 미팅에 참가하거나, 참가 제안을 
5분간 연기하거나 제안을 그냥 무시하는 것 중 
선택하라는 제안이 표시됩니다.

미팅이 시작되었을 때 사용자가 통화 중인 경우에도 
사용자에게는 참가 제안이 표시되지만, 이때 현재 
통화는 종료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통화 중일 때 
다른 사람의 전화가 걸려오는 다른 모든 상황과 
같습니다.

기본 설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대 10분 전에 
미리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비디오 지원 
팀에서 이와는 다른 설정을 지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팅에 비공개 태그가 달려 
있는 경우, 다른 미팅 제목이 따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진행 중인 미팅 연장

예약된 미팅에는 시작 및 종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행 중인 미팅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능한 기간을 연장하는 동안 이 
미팅에 관련된 비디오 시스템 중 하나라도 예약된 미팅이 없는 경우 시스템이 
연장을 허용합니다.

연장을 지속할 수 있는 경우, 미팅이 종료됩니다. 공지에 연장 및 무시 옵션이 
포함되어 표시됩니다.   

미팅을 연장하려면 연장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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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미팅(두 개 이상의 미팅이 
동시에 열리는 경우)이 있을 
때마다 리마인더가 미팅 목록과 
함께 표시되어 예약된 미팅을 모두 
표시합니다. 참가할 미팅을 선택한 
다음, 선택한 미팅에 참가하십시오.

병렬 미팅
예약된 미팅

미팅 선택

동시에 열리는 여러 개의 미팅을  
'병렬 미팅'이라고 합니다. 이 예시에 
사용된 미팅 이름은 이러한 미팅이 
병렬 미팅임을 나타내기 위해 적용한 
사례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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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연락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전화번호부인 디렉터리, 
최근 통화 목록인 최근 통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 전화를 걸거나 쉽게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의 
개인화된 목록인 즐겨찾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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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터리는 회사 전화번호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디렉터리는 사용자

가 직접 편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
용자의 즐겨찾기 목록으로 항목을 복
사하여 그 상태로 편집할 수는 있습

니다.

폴더를 누르면 내용이 표시됩니다. 폴
더 또는 폴더 내에 들어있는 항목을 찾
으려면 스크롤합니다(필요한 경우).

항목을 찾았으면 해당 항목을 눌러 전
화를 걸거나 편집, 또는 즐겨찾기 목
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
근 통화 목록을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

입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회사 디렉터리 내에서 검색하는 경우, 
해당 검색은 현재 디렉터리 폴더와 그 
하부 폴더에만 적용됩니다. 한 수준 위
로 올라가려면 뒤로를 누릅니다. 검색

을 회사 디렉터리 전체에 적용하려면 
검색을 시작하기 전에 아무런 폴더에

도 들어가지(폴더를 누르지) 마십시오.

디렉터리에서 즐겨찾기 목록으로 복
사한 항목이 나중에 디렉터리에서 업
데이트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업데이

트는 사용자의 즐겨찾기 목록에는 반
영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즐겨찾기 
목록의 항목을 수동으로 업데이트해

야 합니다.

디렉터리 정보디렉터리

목록을 
스크롤하여 
항목을 
찾습니다.

검색 또는 다이얼을 
눌러 가상 키보드를 불러온 
다음 이름, 번호 또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입력함에 따라 
가능한 일치 항목이 나타납니다. 

연락처를 
누릅니다.

연락처를 
누릅니다.

필요한 경우, 
디렉터리를 
누릅니다.

필요한 경우, 
디렉터리를 
누릅니다.

목록을 스크롤하여 디렉터리에서 항목 찾기:

항목을 검색하여 디렉터리에서 항목 찾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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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화 목록은 지난번에 목록을 
지운 이후로 받은 통화, 건 통화와 
부재중 전화를 목록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통화를 눌러 해당 항목에 전화를 
겁니다.

• 진행 중인 통화에 해당 항목을 
추가합니다(옵션).

• 해당 항목을 즐겨찾기에 추가합니다.

• 항목 정보를 편집한 다음 전화를 
겁니다.

• 통화 속도 설정을 변경합니다.

• 해당 항목을 목록에서 제거합니다.

• 목록 전체를 지웁니다.

최근 통화 정보최근 통화로 통화

필요한 경우 
연락처를 
누릅니다.

필요한 
경우 목록을 
스크롤하여 
목록 맨 
위로 갑니다.

최근 통화 지우기를 누릅니다.

최근 통화 목록 전체 지우기:

최근 통화에 있는 항목을 
눌러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자세히 ( )를 
누릅니다. 

한 가지 항목 제거하기: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항목 하나를 최근 
통화 목록에서 제거하거나 목록 전체를 
지우고자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사용자에게 여러 번 전화했을 
수(아니면 사용자가 그쪽에 전화를 걸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통화가 있을 때마다 
최근 통화 목록에 항목이 생성됩니다.

목록에서 항목을 하나 제거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항목의 다른 모든 
인스턴스는 목록에서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연락처를 
누릅니다.

최근 통화를 누릅니다.

최근 통화 목록에 액세스하기:

연락처

최근 통화에서 제거를 
눌러 해당 항목을 
제거합니다. 정말 제거할 
것인지 의사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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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는 사용자만의 연락처 명단

으로, 자주 전화하는 사람이거나 다른 
의미로 쉽게 액세스하고자 하는 사람

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즐겨찾기는 수동 입력은 물론 최근 통
화 또는 디렉터리 목록을 통해서도 채
울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사용즐겨찾기

해당 항목(a)을  
누르고 이어서 (b)  

자세히( )를 누릅니다.

검색 또는 다이얼을 눌러  
가상 키보드를 불러옵니다.  

연락처 패널에서 
디렉터리 또는 최근 
통화를 누릅니다 
(필요한 경우).

즐겨찾기에 
추가를 누릅니다.

저장을 눌러 메뉴를 
종료하면 변경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름 및/또는 
URI를 누르면 해당 항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스크롤하여 
항목을 
찾습니다.

즐겨찾기 목록에 디렉터리 또는 최근 통화에서 가져온 항목 추가하기:

즐겨찾기 목록에 수동으로 항목 추가하기:

이름, 번호 
또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입력함에 
따라 가능한 일치 
항목이 나타납니다.

해당되는 경우 일치한 
항목을 누르고(a), 작은 

화살표를 누른 다음(b) 위의 
(3) 단계부터 계속합니다.

연락처

방금 즐겨찾기 목록에 
올린 사람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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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즐겨찾기에 항목 추가하기 - 통화 중일 때

즐겨찾기 목록에 항목을 추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사용하면 통화 중일 때에도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통화를 종료한 후에 지금 통화한 
사람을 즐겨찾기 목록에 추가했어야 
했다고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근 통화에서 즐겨찾기에 
추가를 이용하면 됩니다.  43페이지의  

 "최근 통화로 통화"을 참조하십시오.

이 기능 정보

필요한 경우, 
항목을 편집합니다.

통화 중인 경우, 아바타를 
누릅니다.

참가자가 여러 명인 화상 
회의의 경우, 즐겨찾기에 
추가하고자 하는 아바타를 
누릅니다.

즐겨찾기에 추가를 
누릅니다.

닫기를 눌러 키보드를 
숨깁니다.

저장을 눌러 
새 즐겨찾기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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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비디오 시스템 카메라는 화상 회의 중 
언제라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종단에서 제어할 수도 있어, 
종단에서 최선의 환경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는 카메라 사전 설정을 미리 
정의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카메라 보기 사이를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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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카메라 설정 보기

카메라를 누르면 카메라 조정 
메뉴를 불러옵니다. 셀프뷰를 켜고 

끕니다.

셀프뷰를 최대화/최소화합니다.

확대 및 축소 기능입니다.

이동(상하/좌우) 및 기울임 
제어 기능입니다.

정의된 카메라 사전 
설정이 있으면 모두 
여기에 나열됩니다.

카메라 설정 정보

카메라 설정을 사용하면 카메라 위치 
사전 설정을 정의하고 편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메라의 확대/축소, 이
동(상하/좌우) 및 기울임 기능을 제어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셀프뷰'(다른 사람들이 사용자

의 시스템에서 보는 이미지)를 켜거나 
끌 수도 있고 최소화 또는 최대화된 상
태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셀프뷰의 위치가 화면에서 이미지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 경우, 이를  
옮기면 됩니다. 옮기는 방법은  
54페이지의 "셀프뷰 PiP 이동"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동(상하/좌우)

기울임

확대/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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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위치 사전 설정 추가

카메라를 누르면 카메라 조정 
메뉴를 불러옵니다.

필요에 따라 기울임, 이동

(상하/좌우) 및 확대/축소를 
조정합니다.

셀프뷰를 눌러 활성화합니다.

새로 추가를 누릅니다. 설명이  
포함된 이름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눌러 메뉴를 
종료하고 변경 
내용을 적용하거나, 
취소를 눌러 
메뉴를 종료하면서 
변경 내용을 모두 
취소합니다.

카메라 사전 설정 정보

비디오 시스템에서는 미리 정의된 
확대/축소 및 카메라가 가리키는 
방향(다른 말로 이동(상하/좌우) 및 
기울임)을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면 
말하는 사람을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나중에 다시 
축소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는 즉 사용자가 확대 사전 설정을  
하나 이상 만들고자 하는 경우 축소 
(개요) 사전 설정도 만들어야 개요 모
드로 편리하게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종단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
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모든 다른 참
가자의 카메라를 제어할 수는 있지만 
(해당 카메라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참가자의 사전 설정

을 사용자가 정의하거나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카메라

이동(상하/좌우)

기울임

확대/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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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정을 편집한다는 것은 기존의 
사전 설정을 가지고 와 변경한 다음 
같은 이름으로 저장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설정을 삭제한 다음 선호하는 
이름으로 새 설정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카메라 위치 사전 설정 편집 사전 설정 편집 정보

카메라를 누르면 카메라 조정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이동 
(상하/좌우), 기울임 및  
확대/축소를 조정합니다.

셀프뷰를 눌러 활성화합니다.

편집할 사전 설정의 작은 
화살표를 누릅니다.

메뉴 바깥을 
아무 곳이나 누르면 
종료됩니다.

카메라

현재 위치로 업데이트를 눌러 
변경한 내용을 적용합니다.

기존의 사전 설정을 
삭제하려면 제거를 
누릅니다.

이동(상하/좌우)

기울임

확대/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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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발표자 추적

발표자 추적 카메라 시스템이 
탑재된 시스템에서는 내장된 마이크 
어레이와 함께 작동하는 카메라 두 
대를 사용합니다. 시스템이 발언 
중인 사람을 추적하여 표시하므로 
사용자가 직접 카메라 조정 메뉴 또는 
카메라 사전 설정을 사용하여 확대 및 
축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표자 추적 기능을 활성화해도 
카메라 위치 사전 설정은 여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자 
추적 모드에 있는 동안 카메라 위치 
사전 설정을 누르면 카메라 중 한 
대가 그에 따라 반응하고 발표자 추적 
기능은 비활성화됩니다.

필요한 경우 이 페이지에 표시된 
것처럼 발표자 추적을 활성화합니다.

마이크가 음소거 상태이면 발표자 추적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발표자 추적 기능을 확장하여  
'화이트보드로 스냅' 기능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왼쪽의 팁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발표자 추적 정보

발표자 추적을 활성화하려면 상단 오른쪽 구석에 있는 
카메라를 누릅니다.

발표자 추적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표시되는 메뉴의 상단 
오른쪽 구석의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바깥을 아무 곳이나 누르면 종료됩니다.

발표자 추적을 비활성화하려면 이 절차를 반복하면 됩니다.

팁 발표자 추적 기능이 있는 시스템에는 화이트보드로 스냅 
기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작동하려면 
비디오 지원 팀에서 활성화한 상태여야 합니다.

화이트보드로 스냅 기능을 사용하면 카메라가 화이트보드 
곁에 서 있는 사람과 함께 미리 정의된 화이트보드 영역을 
표시하게 됩니다.

화이트보드로 스냅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카메라는 
사람만 확대하고 화이트보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화이트보드로 스냅 기능은 화이트보드 옆에 사람이 서 
있고 발언 중인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이것은 스냅 기능을 
작동시키지 않고도 화이트보드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자인 과정 중에 구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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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내 카메라 조정

통화 중에 기존의 카메라 사전 설정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시스템에 카메라가 한 대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대는 참가자들을 표시하고 동시에 
다른 한 대는 화이트보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카메라 사전 설정에 새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이것은 통화를 하지 않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49페이지의 "기존 
카메라 위치 사전 설정 편집"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설정을 추가하거나 편집하는 
대신 카메라의 이동(상하/좌우), 
기울임 및 확대/축소만 간단하게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카메라 조정 정보

이동(상하/좌우)

기울임

확대/축소

통화 중(여기 
표시된 사례) 
또는 통화 중이 
아닌 경우, 카메라를 
누릅니다.

메뉴 바깥을 아무 곳이나 
누르면 종료됩니다.

셀프뷰 (a)를 누른 다음 
이동(상하/좌우), 기울임 
및 확대/축소 (b)를 
조정합니다. 

카메라 이동(상하/좌우), 기울임 및 확대/축소 조정:

통화 중(여기 
표시된 사례) 또는 
통화 중이 아닌 
경우, 카메라를 누릅니다.

사용할 사전 설정을 
선택합니다.

메뉴 바깥을 아무 곳이나  
누르면 종료됩니다.

사용자의 카메라 사전 설정 사용하기:

위치 1 위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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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뷰는 사용자의 비디오 시스템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표시합니다. 이것은 보통 사용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셀프뷰는 PiP(Picture in Picture) 
형태로 나타납니다.

셀프뷰 PiP의 위치는 원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4페이지의 "셀프뷰 PiP 
이동"를 참조하십시오.

카메라

셀프뷰 관리 셀프뷰 정보

카메라를 누릅니다. 셀프뷰를 눌러 켭니다. 

이제 셀프뷰 이미지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 참조) 카메라의 이동 
(상하/좌우), 기울임 및 확대/축소 
기능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페이지 참조).

메뉴 바깥을 아무 곳이나 
누르면 종료됩니다.

셀프뷰 
아바타를 
누릅니다.

통화 중인 경우:

통화 중이 아닌 경우:

이제 셀프뷰를  
끄거나 최대화 또는  
최소화할 수도 있고 카메라를 
선택하여 카메라 조정 기능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페이지 참조).

메뉴 바깥을 아무 곳이나 
누르면 종료됩니다.

이동(상하/좌우)

기울임

확대/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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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셀프뷰 PiP 크기 조정

셀프뷰는 사용자의 비디오 시스템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표시합니다. 이것은 보통 사용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셀프뷰는 PiP(Picture in Picture)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사용자가 미팅 중에 셀프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대/축소, 이동(상하/좌우) 또는 
기울임으로 카메라를 조정하여 
다른 참가자들에게 더 좋은 그림을 
제공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그림을 얻으려면 셀프뷰를 
최대화해 볼 수 있습니다.

셀프뷰 크기를 조정하는 
이유

이제 최대화를 눌러 셀프뷰를 전체 
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셀프뷰를 
최소화하거나, 셀프뷰 아이콘을 
다시 한 번 눌러 셀프뷰를 
비활성화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카메라 
조정 기능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를 누릅니다. 셀프뷰를 눌러 켭니다. 

이 메뉴를 
종료하려면 활성 메뉴 바깥을 
아무 곳이나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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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셀프뷰 PiP 이동

셀프뷰는 사용자의 비디오 시스템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표시합니다. 이것은 보통 사용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셀프뷰는 PiP(Picture in Picture)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사용자가 미팅 중에 셀프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례를 들자면 회의실 내의 
강사가 계속 움직이더라도 화면에는 
계속 표시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셀프뷰의 현재 위치가 화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를 
옮기고자 하게 됩니다.

셀프뷰를 이동하는 이유

누른 부분이 
파란색으로 변하면 
셀프뷰를 새 위치로 
끌어옵니다. 이미지를 
옮길 수 있는 위치가 
표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화면 상단 오른쪽 
부분에 있는 셀프뷰를 눌러 
셀프뷰를 불러옵니다.

셀프뷰 영역 안쪽을 
손가락으로 길게 
누릅니다.

원하는 위치에  
도착하면 터치 
스크린에서 손가락을 
뗍니다.

이제 셀프뷰가 새 위치에 자리를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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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다른 참가자의 카메라 조정

화상 회의 중에는 종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대화 상대방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근단이라는 
말로 화상 미팅에서 사용자 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종단 카메라를 제어하려면 종단 
시스템 카메라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능은 카메라를 
수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종단 비디오 시스템에 있는 
기존의 사전 설정에는 전혀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 조정 정보

카메라의 이동(상하/좌우), 
확대/축소 및 기울임을 
조정합니다.

통화 중인 경우, 다른 
참가자를 나타내는 아바타를 
누릅니다.

참가자가 여러 명인 화상 
회의의 경우, 카메라를 
제어하고자 하는 참가자를 
나타내는 아바타를 누릅니다.

카메라를 누릅니다.

메뉴 바깥을 아무 곳이나 
누르면 종료됩니다.

이동(상하/좌우)

기울임

확대/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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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이 설명서에 사용법이 설명된 비디오 
엔드포인트는 터치 스크린 컨트롤러를 
사용하거나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 가능한 매개변수 
전체에 완전한 액세스 권한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터치패드는 몇 개의 제한된 매개변수에만 
액세스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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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정에 대한 액세스 얻기

설정을 변경할 때는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비디오 지원 
팀에 연락하십시오.

보안상의 이유로, 관리자 설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은 비디오 지원 
팀이 비밀번호로 보호해 놓았을 수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려면 터치패드의 상단 
왼쪽 구석에 있는 설정 아이콘을 
누릅니다. 

설정 정보

목록을 스크롤하여 원하는 항목을 찾습니다.

좌측 상단 구석에 있는 필드를 누릅니다. 설정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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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벨소리 및 소리

벨소리 및 소리 설정 창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음을 켜기 또는 끄기로 
설정합니다. 이것을 켜기로 설정하면 
터치 컨트롤러에서 필드를 누를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 벨소리 크기를 설정합니다. 
벨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릴지 
정합니다.

• 벨소리를 설정합니다. 여러 가지 
벨소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벨소리를 누를 때마다 샘플 소리가 
납니다.

설정 선택 방법을 예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표시된 예에서는, 
버튼음이 켜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메뉴를 종료하며 모든 변경 
내용을 적용하려면 끝내기를 
누릅니다. 여기에는 메뉴를 
종료하면서 변경한 내용을 모두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취소 
기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조심해야 합니다!

벨소리 및 소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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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카메라 조정

카메라 조정 창을 사용하면 카메라의 
화이트 밸런스와 노출 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조정하고 
싶지 않은 경우, 자동을 눌러 시스템에 
맡겨 두면 됩니다.

사용자 뒤에 역광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경우 후광 보정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보정 기능이 없으면 
사용자가 종단에 매우 어둡게 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정 선택 방법을 예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표시된 예에서는 후광 
보정이 끄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조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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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을 주 소스로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작동하는 중에도 
여전히 다른 것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지정한 것이 기본 설정이 
됩니다. 

이용 가능한 옵션은 시스템에 따라 
다르며, 사용자의 시스템에는 여기 
표시된 것보다 옵션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주 소스 선택
설정

소스 선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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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뉴를 사용하면 DVI 모드를 
아날로그, 디지털 또는 자동 감지 
모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정

DVI 모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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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페이지를 사용하면 터치 
인터페이스 메뉴 언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언어 선택 언어 설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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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정보 창에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과 연결 
상태, SIP 및 H.323 상태 등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보통 
드물게 발생하는 시스템 오작동에 
대해 기술 담당 직원이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설정

시스템 정보 시스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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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상태 창에는 통화 속도, 암호화 
정보 및 중요한 비디오 및 오디오 
매개변수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정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보통 
드물게 발생하는 시스템 오작동에 
대해 기술 담당 직원이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설정

통화 상태 통화 상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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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시스템 
로깅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온스크린 지침을 따르십시오.

진행 중인 시스템 로깅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보통 
드물게 발생하는 시스템 오작동에 
대해 기술 담당 직원이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설정

진단 모드 진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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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사용하면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통제된 방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설정도 
손실되지 않습니다.

설정

시스템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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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설정은 보통 비디오 지원 팀이 
비밀번호로 보호해 놓습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을 누릅니다.

설정

관리자 관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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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추적을 위해 카메라를 두 대 설
치한 시스템의 경우, 이 창에서 추적 
모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과 고
속 사이에서 선택하십시오.

이외에도 이 창에서 화이트보드로 스
냅 기능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설정하려면 마법사의 지침

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참고! 발표자 추적 마이크는 지면 
위 높이(height-above-�oor)
만 감지합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화이트보드 곁에 서서 발언 중인 
사람에게만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화이트보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스냅 기능을 
작동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스템이 정의된 화이트보드 영역의 
위쪽 절반에 얼굴이 위치하는지 
찾아보고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화이트보드는 카메라 시스템을  
마주 보는 벽면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능은 다른 입사각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화이트보드로 스냅 기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비디오 시스템의 
관리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설정

관리자 설정 - 추적 추적 정보

표시된 것과 같이 눌러 
화이트보드로 스냅 설정 마법사를 
불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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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을 사용하면 시간대는 물론 
사용자가 선호하는 날짜와 시간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 및 시간 모드를 자동으로 
설정하면(이 예시에서와 같이), 
시스템이 NTP 서버를 찾아 그곳에서 
날짜와 시간을 가져옵니다.

NTP 모드를 수동으로 설정하기로 
하면(이 예시에서와 같이), NTP 서버 
주소를 사용자가 지정해야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설정

관리자 설정 - 날짜 및 시간 설정 시간 설정 정보

관리자 설정에서 
나가려면 뒤로를 

누릅니다.

설정 등의 
메뉴 자체에서 

나가려면 
끝내기를 
누릅니다.

여기에는 메뉴를 
종료하면서 

변경한 내용을 
모두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취소 기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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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응답을 활성화하면 사용자가 
지정한 지연 시간 이후 시스템이 수신 
통화에 알아서 응답합니다. 자동 
응답을 활성화해두어도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예시에서는 자동 응답이 끄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통화의 대역폭 
(나아가 품질)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성 내용에 따라 수신 및 
발신 통화 대역폭이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ADSL 연결), 기본 통화 
속도를 지정하여 안정적인 비디오 
화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 통화 프로토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예시에서는 
프로토콜이 SIP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의! 여기에는 메뉴를 종료하면서 
변경한 내용을 모두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취소 기능이 없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설정

관리자 설정 - 통화 세부정보 통화 세부정보 관련 정보

관리자 설정에서 
나가려면 뒤로를 

누릅니다.

설정 등의 
메뉴 자체에서 

나가려면 
끝내기를 
누릅니다.

여기에는 메뉴를 
종료하면서 

변경한 내용을 
모두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취소 기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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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온라인에 연결하려면 구축 
마법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을 
누르고 화면의 지침을 따릅니다.

주의! 여기에는 메뉴를 종료하면서 
변경한 내용을 모두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취소 기능이 없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설정

관리자 설정 - 구축 마법사 마법사 정보

관리자 설정에서 
나가려면 뒤로를 

누릅니다.

설정 등의 
메뉴 자체에서 

나가려면 
끝내기를 
누릅니다.

여기에는 메뉴를 
종료하면서 

변경한 내용을 
모두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취소 기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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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회의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드, 즉 멀티웨이와 멀티사이트가 
있습니다.

• 멀티웨이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멀티웨이 주소를 입력해야만 합니다.

• 멀티웨이 주소를 지정하고 멀티웨이 
모드를 선택하면 화상 회의에는 
항상 멀티웨이 모드가 사용됩니다.

• 멀티웨이 주소가 지정되었지만 
멀티사이트를 선택한 경우 
멀티사이트 모드를 사용합니다.

• 자동으로 설정한 경우, 멀티웨이 
모드는 멀티웨이 주소를 지정한 
경우에만 사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멀티사이트 모드를 사용합니다.

• 끄기로 설정된 경우 화상 회의를 할 
수 없습니다.

• 멀티사이트 기능 중 하나라도 
사용하려면 멀티사이트 옵션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여기에는 메뉴를 종료하면서 
변경한 내용을 모두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취소 기능이 없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설정

관리자 설정 - 다지점 모드 다지점 정보

관리자 설정에서 
나가려면 뒤로를 

누릅니다.

설정 등의 
메뉴 자체에서 

나가려면 
끝내기를 
누릅니다.

여기에는 메뉴를 
종료하면서 

변경한 내용을 
모두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취소 기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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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에는 중요한 페어링 관련 정보가 
표시됩니다.

설정

관리자 설정 - 페어링 페어링 정보

관리자 설정에서 
나가려면 뒤로를 

누릅니다.

설정 등의 
메뉴 자체에서 

나가려면 
끝내기를 
누릅니다.

여기에는 메뉴를 
종료하면서 

변경한 내용을 
모두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취소 기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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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4 또는 IPv6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 정적 IP 주소 또는 DHCP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적으로 설정한 경우, 해당되는 
주소를 그에 따라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을 기본값에서 변경하려면 
고급을 누릅니다(표시되지 않음).

주의! 여기에는 메뉴를 종료하면서 
변경한 내용을 모두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취소 기능이 없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설정

관리자 설정 - IP 및 VLAN, 코덱 IP 설정 정보

관리자 설정에서 
나가려면 뒤로를 

누릅니다.

설정 등의 
메뉴 자체에서 

나가려면 
끝내기를 
누릅니다.

여기에는 메뉴를 
종료하면서 

변경한 내용을 
모두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취소 기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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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은 드물지만 만에 하나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 
비디오 지원 팀에 시스템 코덱의 
현재 네트워크 상태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설정

관리자 설정 - 네트워크 상태 코덱 네트워크 상태 정보

관리자 설정에서 
나가려면 뒤로를 

누릅니다.

설정 등의 
메뉴 자체에서 

나가려면 
끝내기를 
누릅니다.

여기에는 메뉴를 
종료하면서 

변경한 내용을 
모두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취소 기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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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4 또는 IPv6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 정적 IP 주소 또는 DHCP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적으로 설정한 경우, 해당되는 
주소를 그에 따라 설정해야 합니다. 

주의! 여기에는 메뉴를 종료하면서 
변경한 내용을 모두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취소 기능이 없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설정

관리자 설정 - IP 및 VLAN, 터치 IP 설정 정보

관리자 설정에서 
나가려면 뒤로를 

누릅니다.

설정 등의 
메뉴 자체에서 

나가려면 
끝내기를 
누릅니다.

여기에는 메뉴를 
종료하면서 

변경한 내용을 
모두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취소 기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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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은 드물지만 만에 하나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 
비디오 지원 팀에 터치 컨트롤러의 
현재 네트워크 상태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설정

관리자 설정 - 네트워크 상태 터치 네트워크 상태 정보

관리자 설정에서 
나가려면 뒤로를 

누릅니다.

설정 등의 
메뉴 자체에서 

나가려면 
끝내기를 
누릅니다.

여기에는 메뉴를 
종료하면서 

변경한 내용을 
모두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취소 기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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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를 사용하면 SIP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여기에는 메뉴를 종료하면서 
변경한 내용을 모두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취소 기능이 없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설정

관리자 설정 - SIP SIP 설정 정보

관리자 설정에서 
나가려면 뒤로를 

누릅니다.

설정 등의 
메뉴 자체에서 

나가려면 
끝내기를 
누릅니다.

여기에는 메뉴를 
종료하면서 

변경한 내용을 
모두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취소 기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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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를 사용하면 H323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여기에는 메뉴를 종료하면서 
변경한 내용을 모두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취소 기능이 없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설정

관리자 설정 - H323 H323 설정 정보

관리자 설정에서 
나가려면 뒤로를 

누릅니다.

설정 등의 
메뉴 자체에서 

나가려면 
끝내기를 
누릅니다.

여기에는 메뉴를 
종료하면서 

변경한 내용을 
모두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취소 기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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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컨트롤러를 상당한 양의 전자기 
잡음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의사 신호(false signal)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도 터치 
컨트롤러를 건드리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도 누군가 건드린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EMC 복원 
모드를 켜기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 그냥 누르는 것보다는 길게 
누르고 있어야 시스템이 사용자가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짓 신호가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 여기에는 메뉴를 종료하면서 
변경한 내용을 모두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취소 기능이 없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설정

관리자 설정 - EMC 복원 모드 EMC 복원 정보

관리자 설정에서 
나가려면 뒤로를 

누릅니다.

설정 등의 
메뉴 자체에서 

나가려면 
끝내기를 
누릅니다.

여기에는 메뉴를 
종료하면서 

변경한 내용을 
모두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취소 기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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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시스템을 공장 설정 
초기화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구성 내용, 통화 내역 및 
로컬 연락처 목록(즐겨찾기 및 최근 
통화)이 손실됩니다. 릴리스 키와 
설치된 옵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의! 여기에는 메뉴를 종료하면서 
변경한 내용을 모두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취소 기능이 없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설정

관리자 설정 - 공장 설정 초기화 공장 설정 초기화 정보

관리자 설정에서 
나가려면 뒤로를 

누릅니다.

설정 등의 
메뉴 자체에서 

나가려면 
끝내기를 
누릅니다.

여기에는 메뉴를 
종료하면서 

변경한 내용을 
모두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취소 기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조심해야 
합니다!



Cisco는 전 세계 200개의 영업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 번호 및 팩스 번호는 다음 Cisco 웹 사이트 www.cisco.com/go/o�ces 를 참조하십시오.

Cisco 및 Cisco 로고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Cisco Systems, Inc. 및/또는 Cisco 제휴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Cisco 상표 목록은 www.cisco.com/go/trademark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타사 상표는 해당 소유권자의 자산입니다. 
파트너라는 용어의 사용이 Cisco와 다른 업체 사이의 제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5R)

미주 지역 본사  
Cisco Systems, Inc.  
San Jose, CA

아태 지역 본사  
Cisco Systems (USA) Pte. Ltd.  
Singapore

유럽 본사 
Cisco Systems International BV Amsterdam,  
The Netherlands

www.cisco.com/go/offices
www.cisco.com/go/trademarks

	화상 회의 개요
	모범 사례
	터치 스크린 둘러보기
	나만의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시스템으로 로그인하기

	영상 통화
	연락처 목록에서 전화 걸기
	연락처 목록 항목을 편집한 다음 전화 걸기
	이름을 사용하여 전화 걸기
	IP 주소를 사용하여 전화 걸기
	번호를 사용하여 전화 걸기
	전화 받기
	다른 통화 중일 때 전화 받기
	호전환
	상담 후 전달
	통화에서 자신의 연결 끊기
	마이크 작동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짧은 안내
	통화를 보류로 전환하기, 보류했던 통화 재개하기
	통화 속도 변경
	방해사절 활성화
	대기 모드 활성화
	통화 중일 때 키패드 보기
	기존 통화에 다른 참가자 추가하기
	기존 통화에 수신 통화 추가하기
	회의 참가자 목록 보기
	전화 회의 레이아웃 관리
	발표자 고정
	참가자의 통화 연결 끊기

	Intelligent Proximity
	Intelligent Proximity
	Intelligent Proximity 활성화 및 비활성화

	콘텐츠
공유
	통화 중 프레젠테이션 시작 및 종료
	통화 중에 프레젠테이션 레이아웃 변경
	통화 중이 아닐 때 프레젠테이션

	예약된 
미팅
	미팅 목록 보기
	예약된 미팅 참가
	병렬 미팅

	연락처
	디렉터리
	최근 통화로 통화
	즐겨찾기
	즐겨찾기에 항목 추가하기 - 통화 중일 때

	카메라
	카메라 설정 보기
	카메라 위치 사전 설정 추가
	기존 카메라 위치 사전 설정 편집
	발표자 추적
	내 카메라 조정
	셀프뷰 관리
	셀프뷰 PiP 크기 조정
	셀프뷰 PiP 이동
	다른 참가자의 카메라 조정

	설정
	설정에 대한 액세스 얻기
	벨소리 및 소리
	카메라 조정
	주 소스 선택
	화면
	언어 선택
	시스템 정보
	통화 상태
	진단 모드
	시스템 다시 시작
	관리자
	관리자 설정 - 추적
	관리자 설정 - 날짜 및 시간 설정
	관리자 설정 - 통화 세부정보
	관리자 설정 - 구축 마법사
	관리자 설정 - 다지점 모드
	관리자 설정 - 페어링
	관리자 설정 - IP 및 VLAN, 코덱
	관리자 설정 - 네트워크 상태 코덱
	관리자 설정 - IP 및 VLAN, 터치
	관리자 설정 - 네트워크 상태 터치
	관리자 설정 - SIP
	관리자 설정 - H323
	관리자 설정 - EMC 복원 모드
	관리자 설정 - 공장 설정 초기화


	Button 15: 
	页面1: Off
	页面21: Off
	页面32: Off
	页面43: Off
	页面54: Off
	页面65: Off
	页面76: Off
	页面87: Off
	页面98: Off
	页面109: Off
	页面1110: Off
	页面1211: Off
	页面1312: Off
	页面1413: Off
	页面1514: Off
	页面1615: Off
	页面1716: Off
	页面1817: Off
	页面1918: Off
	页面2019: Off
	页面2120: Off
	页面2221: Off
	页面2322: Off
	页面2423: Off
	页面2524: Off
	页面2625: Off
	页面2726: Off
	页面2827: Off
	页面2928: Off
	页面3029: Off
	页面3130: Off
	页面3231: Off
	页面3332: Off
	页面3433: Off
	页面3534: Off
	页面3635: Off
	页面3736: Off
	页面3837: Off
	页面3938: Off
	页面4039: Off
	页面4140: Off
	页面4241: Off
	页面4342: Off
	页面4443: Off
	页面4544: Off
	页面4645: Off
	页面4746: Off
	页面4847: Off
	页面4948: Off
	页面5049: Off
	页面5150: Off
	页面5251: Off
	页面5352: Off
	页面5453: Off
	页面5554: Off
	页面5655: Off
	页面5756: Off
	页面5857: Off
	页面5958: Off
	页面6059: Off
	页面6160: Off
	页面6261: Off
	页面6362: Off
	页面6463: Off
	页面6564: Off
	页面6665: Off
	页面6766: Off
	页面6867: Off
	页面6968: Off
	页面7069: Off
	页面7170: Off
	页面7271: Off
	页面7372: Off
	页面7473: Off
	页面7574: Off
	页面7675: Off
	页面7776: Off
	页面7877: Off
	页面7978: Off
	页面8079: Off
	页面8180: Off

	Button 16: 
	页面1: Off
	页面21: Off
	页面32: Off
	页面43: Off
	页面54: Off
	页面65: Off
	页面76: Off
	页面87: Off
	页面98: Off
	页面109: Off
	页面1110: Off
	页面1211: Off
	页面1312: Off
	页面1413: Off
	页面1514: Off
	页面1615: Off
	页面1716: Off
	页面1817: Off
	页面1918: Off
	页面2019: Off
	页面2120: Off
	页面2221: Off
	页面2322: Off
	页面2423: Off
	页面2524: Off
	页面2625: Off
	页面2726: Off
	页面2827: Off
	页面2928: Off
	页面3029: Off
	页面3130: Off
	页面3231: Off
	页面3332: Off
	页面3433: Off
	页面3534: Off
	页面3635: Off
	页面3736: Off
	页面3837: Off
	页面3938: Off
	页面4039: Off
	页面4140: Off
	页面4241: Off
	页面4342: Off
	页面4443: Off
	页面4544: Off
	页面4645: Off
	页面4746: Off
	页面4847: Off
	页面4948: Off
	页面5049: Off
	页面5150: Off
	页面5251: Off
	页面5352: Off
	页面5453: Off
	页面5554: Off
	页面5655: Off
	页面5756: Off
	页面5857: Off
	页面5958: Off
	页面6059: Off
	页面6160: Off
	页面6261: Off
	页面6362: Off
	页面6463: Off
	页面6564: Off
	页面6665: Off
	页面6766: Off
	页面6867: Off
	页面6968: Off
	页面7069: Off
	页面7170: Off
	页面7271: Off
	页面7372: Off
	页面7473: Off
	页面7574: Off
	页面7675: Off
	页面7776: Off
	页面7877: Off
	页面7978: Off
	页面8079: Off
	页面8180: Off

	Button 17: 
	页面1: Off
	页面21: Off
	页面72: Off
	页面83: Off
	页面94: Off
	页面105: Off
	页面116: Off
	页面127: Off
	页面138: Off
	页面149: Off
	页面1510: Off
	页面1611: Off
	页面1712: Off
	页面1813: Off
	页面1914: Off
	页面2015: Off
	页面2116: Off
	页面2217: Off
	页面2318: Off
	页面2419: Off
	页面2520: Off
	页面2621: Off
	页面2722: Off
	页面2823: Off
	页面2924: Off
	页面3025: Off
	页面3126: Off
	页面3227: Off
	页面3328: Off
	页面3429: Off
	页面3530: Off
	页面3631: Off
	页面3732: Off
	页面3833: Off
	页面3934: Off
	页面4035: Off
	页面4136: Off
	页面4237: Off
	页面4338: Off
	页面4439: Off
	页面4540: Off
	页面4641: Off
	页面4742: Off
	页面4843: Off
	页面4944: Off
	页面5045: Off
	页面5146: Off
	页面5247: Off
	页面5348: Off
	页面5449: Off
	页面5550: Off
	页面5651: Off
	页面5752: Off
	页面5853: Off
	页面5954: Off
	页面6055: Off
	页面6156: Off
	页面6257: Off
	页面6358: Off
	页面6459: Off
	页面6560: Off
	页面6661: Off
	页面6762: Off
	页面6863: Off
	页面6964: Off
	页面7065: Off
	页面7166: Off
	页面7267: Off
	页面7368: Off
	页面7469: Off
	页面7570: Off
	页面7671: Off
	页面7772: Off
	页面7873: Off
	页面7974: Off
	页面8075: Off
	页面8176: Off

	PtP 2: 
	页面1: Off
	页面21: Off
	页面32: Off
	页面43: Off
	页面54: Off
	页面65: Off
	页面306: Off
	页面317: Off
	页面328: Off
	页面339: Off
	页面3410: Off
	页面3511: Off
	页面3612: Off
	页面3713: Off
	页面3814: Off
	页面3915: Off
	页面4016: Off
	页面4117: Off
	页面4218: Off
	页面4319: Off
	页面4420: Off
	页面4521: Off
	页面4622: Off
	页面4723: Off
	页面4824: Off
	页面4925: Off
	页面5026: Off
	页面5127: Off
	页面5228: Off
	页面5329: Off
	页面5430: Off
	页面5531: Off
	页面5632: Off
	页面5733: Off
	页面5834: Off
	页面5935: Off
	页面6036: Off
	页面6137: Off
	页面6238: Off
	页面6339: Off
	页面6440: Off
	页面6541: Off
	页面6642: Off
	页面6743: Off
	页面6844: Off
	页面6945: Off
	页面7046: Off
	页面7147: Off
	页面7248: Off
	页面7349: Off
	页面7450: Off
	页面7551: Off
	页面7652: Off
	页面7753: Off
	页面7854: Off
	页面7955: Off
	页面8056: Off
	页面8157: Off

	VideoConf 2: 
	页面1: Off
	页面21: Off
	页面32: Off
	页面43: Off
	页面54: Off
	页面65: Off
	页面76: Off
	页面87: Off
	页面98: Off
	页面109: Off
	页面1110: Off
	页面1211: Off
	页面1312: Off
	页面1413: Off
	页面1514: Off
	页面1615: Off
	页面1716: Off
	页面1817: Off
	页面1918: Off
	页面2019: Off
	页面2120: Off
	页面2221: Off
	页面2322: Off
	页面2423: Off
	页面2524: Off
	页面2625: Off
	页面2726: Off
	页面2827: Off
	页面2928: Off
	页面3029: Off
	页面3130: Off
	页面3231: Off
	页面3732: Off
	页面3833: Off
	页面3934: Off
	页面4035: Off
	页面4136: Off
	页面4237: Off
	页面4338: Off
	页面4439: Off
	页面4540: Off
	页面4641: Off
	页面4742: Off
	页面4843: Off
	页面4944: Off
	页面5045: Off
	页面5146: Off
	页面5247: Off
	页面5348: Off
	页面5449: Off
	页面5550: Off
	页面5651: Off
	页面5752: Off
	页面5853: Off
	页面5954: Off
	页面6055: Off
	页面6156: Off
	页面6257: Off
	页面6358: Off
	页面6459: Off
	页面6560: Off
	页面6661: Off
	页面6762: Off
	页面6863: Off
	页面6964: Off
	页面7065: Off
	页面7166: Off
	页面7267: Off
	页面7368: Off
	页面7469: Off
	页面7570: Off
	页面7671: Off
	页面7772: Off
	页面7873: Off
	页面7974: Off
	页面8075: Off
	页面8176: Off

	ShareContent 2: 
	页面1: Off
	页面21: Off
	页面32: Off
	页面43: Off
	页面54: Off
	页面65: Off
	页面76: Off
	页面87: Off
	页面98: Off
	页面109: Off
	页面1110: Off
	页面1211: Off
	页面1312: Off
	页面1413: Off
	页面1514: Off
	页面1615: Off
	页面1716: Off
	页面1817: Off
	页面1918: Off
	页面2019: Off
	页面2120: Off
	页面2221: Off
	页面2322: Off
	页面2423: Off
	页面2524: Off
	页面2625: Off
	页面2726: Off
	页面2827: Off
	页面2928: Off
	页面3029: Off
	页面3130: Off
	页面3231: Off
	页面3332: Off
	页面3433: Off
	页面3534: Off
	页面3635: Off
	页面4136: Off
	页面4237: Off
	页面4338: Off
	页面4439: Off
	页面4540: Off
	页面4641: Off
	页面4742: Off
	页面4843: Off
	页面4944: Off
	页面5045: Off
	页面5146: Off
	页面5247: Off
	页面5348: Off
	页面5449: Off
	页面5550: Off
	页面5651: Off
	页面5752: Off
	页面5853: Off
	页面5954: Off
	页面6055: Off
	页面6156: Off
	页面6257: Off
	页面6358: Off
	页面6459: Off
	页面6560: Off
	页面6661: Off
	页面6762: Off
	页面6863: Off
	页面6964: Off
	页面7065: Off
	页面7166: Off
	页面7267: Off
	页面7368: Off
	页面7469: Off
	页面7570: Off
	页面7671: Off
	页面7772: Off
	页面7873: Off
	页面7974: Off
	页面8075: Off
	页面8176: Off

	Contacts 1: 
	页面1: Off
	页面21: Off
	页面32: Off
	页面43: Off
	页面54: Off
	页面65: Off
	页面76: Off
	页面87: Off
	页面98: Off
	页面109: Off
	页面1110: Off
	页面1211: Off
	页面1312: Off
	页面1413: Off
	页面1514: Off
	页面1615: Off
	页面1716: Off
	页面1817: Off
	页面1918: Off
	页面2019: Off
	页面2120: Off
	页面2221: Off
	页面2322: Off
	页面2423: Off
	页面2524: Off
	页面2625: Off
	页面2726: Off
	页面2827: Off
	页面2928: Off
	页面3029: Off
	页面3130: Off
	页面3231: Off
	页面3332: Off
	页面3433: Off
	页面3534: Off
	页面3635: Off
	页面3736: Off
	页面3837: Off
	页面3938: Off
	页面4039: Off
	页面4640: Off
	页面4741: Off
	页面4842: Off
	页面4943: Off
	页面5044: Off
	页面5145: Off
	页面5246: Off
	页面5347: Off
	页面5448: Off
	页面5549: Off
	页面5650: Off
	页面5751: Off
	页面5852: Off
	页面5953: Off
	页面6054: Off
	页面6155: Off
	页面6256: Off
	页面6357: Off
	页面6458: Off
	页面6559: Off
	页面6660: Off
	页面6761: Off
	页面6862: Off
	页面6963: Off
	页面7064: Off
	页面7165: Off
	页面7266: Off
	页面7367: Off
	页面7468: Off
	页面7569: Off
	页面7670: Off
	页面7771: Off
	页面7872: Off
	页面7973: Off
	页面8074: Off
	页面8175: Off

	CameraControl 1: 
	页面1: Off
	页面21: Off
	页面32: Off
	页面43: Off
	页面54: Off
	页面65: Off
	页面76: Off
	页面87: Off
	页面98: Off
	页面109: Off
	页面1110: Off
	页面1211: Off
	页面1312: Off
	页面1413: Off
	页面1514: Off
	页面1615: Off
	页面1716: Off
	页面1817: Off
	页面1918: Off
	页面2019: Off
	页面2120: Off
	页面2221: Off
	页面2322: Off
	页面2423: Off
	页面2524: Off
	页面2625: Off
	页面2726: Off
	页面2827: Off
	页面2928: Off
	页面3029: Off
	页面3130: Off
	页面3231: Off
	页面3332: Off
	页面3433: Off
	页面3534: Off
	页面3635: Off
	页面3736: Off
	页面3837: Off
	页面3938: Off
	页面4039: Off
	页面4140: Off
	页面4241: Off
	页面4342: Off
	页面4443: Off
	页面4544: Off
	页面5645: Off
	页面5746: Off
	页面5847: Off
	页面5948: Off
	页面6049: Off
	页面6150: Off
	页面6251: Off
	页面6352: Off
	页面6453: Off
	页面6554: Off
	页面6655: Off
	页面6756: Off
	页面6857: Off
	页面6958: Off
	页面7059: Off
	页面7160: Off
	页面7261: Off
	页面7362: Off
	页面7463: Off
	页面7564: Off
	页面7665: Off
	页面7766: Off
	页面7867: Off
	页面7968: Off
	页面8069: Off
	页面8170: Off

	ManageSettings 2: 
	页面1: Off
	页面21: Off
	页面32: Off
	页面43: Off
	页面54: Off
	页面65: Off
	页面76: Off
	页面87: Off
	页面98: Off
	页面109: Off
	页面1110: Off
	页面1211: Off
	页面1312: Off
	页面1413: Off
	页面1514: Off
	页面1615: Off
	页面1716: Off
	页面1817: Off
	页面1918: Off
	页面2019: Off
	页面2120: Off
	页面2221: Off
	页面2322: Off
	页面2423: Off
	页面2524: Off
	页面2625: Off
	页面2726: Off
	页面2827: Off
	页面2928: Off
	页面3029: Off
	页面3130: Off
	页面3231: Off
	页面3332: Off
	页面3433: Off
	页面3534: Off
	页面3635: Off
	页面3736: Off
	页面3837: Off
	页面3938: Off
	页面4039: Off
	页面4140: Off
	页面4241: Off
	页面4342: Off
	页面4443: Off
	页面4544: Off
	页面4645: Off
	页面4746: Off
	页面4847: Off
	页面4948: Off
	页面5049: Off
	页面5150: Off
	页面5251: Off
	页面5352: Off
	页面5453: Off
	页面5554: Off

	ToC 2: 
	页面1: Off
	页面31: Off
	页面42: Off
	页面53: Off
	页面64: Off
	页面75: Off
	页面86: Off
	页面97: Off
	页面108: Off
	页面119: Off
	页面1210: Off
	页面1311: Off
	页面1412: Off
	页面1513: Off
	页面1614: Off
	页面1715: Off
	页面1816: Off
	页面1917: Off
	页面2018: Off
	页面2119: Off
	页面2220: Off
	页面2321: Off
	页面2422: Off
	页面2523: Off
	页面2624: Off
	页面2725: Off
	页面2826: Off
	页面2927: Off
	页面3028: Off
	页面3129: Off
	页面3230: Off
	页面3331: Off
	页面3432: Off
	页面3533: Off
	页面3634: Off
	页面3735: Off
	页面3836: Off
	页面3937: Off
	页面4038: Off
	页面4139: Off
	页面4240: Off
	页面4341: Off
	页面4442: Off
	页面4543: Off
	页面4644: Off
	页面4745: Off
	页面4846: Off
	页面4947: Off
	页面5048: Off
	页面5149: Off
	页面5250: Off
	页面5351: Off
	页面5452: Off
	页面5553: Off
	页面5654: Off
	页面5755: Off
	页面5856: Off
	页面5957: Off
	页面6058: Off
	页面6159: Off
	页面6260: Off
	页面6361: Off
	页面6462: Off
	页面6563: Off
	页面6664: Off
	页面6765: Off
	页面6866: Off
	页面6967: Off
	页面7068: Off
	页面7169: Off
	页面7270: Off
	页面7371: Off
	页面7472: Off
	页面7573: Off
	页面7674: Off
	页面7775: Off
	页面7876: Off
	页面7977: Off
	页面8078: Off
	页面8179: Off

	Proximity 1: 
	页面1: Off
	页面21: Off
	页面32: Off
	页面43: Off
	页面54: Off
	页面65: Off
	页面76: Off
	页面87: Off
	页面98: Off
	页面109: Off
	页面1110: Off
	页面1211: Off
	页面1312: Off
	页面1413: Off
	页面1514: Off
	页面1615: Off
	页面1716: Off
	页面1817: Off
	页面1918: Off
	页面2019: Off
	页面2120: Off
	页面2221: Off
	页面2322: Off
	页面2423: Off
	页面2524: Off
	页面2625: Off
	页面2726: Off
	页面2827: Off
	页面2928: Off
	页面3329: Off
	页面3430: Off
	页面3531: Off
	页面3632: Off
	页面3733: Off
	页面3834: Off
	页面3935: Off
	页面4036: Off
	页面4137: Off
	页面4238: Off
	页面4339: Off
	页面4440: Off
	页面4541: Off
	页面4642: Off
	页面4743: Off
	页面4844: Off
	页面4945: Off
	页面5046: Off
	页面5147: Off
	页面5248: Off
	页面5349: Off
	页面5450: Off
	页面5551: Off
	页面5652: Off
	页面5753: Off
	页面5854: Off
	页面5955: Off
	页面6056: Off
	页面6157: Off
	页面6258: Off
	页面6359: Off
	页面6460: Off
	页面6561: Off
	页面6662: Off
	页面6763: Off
	页面6864: Off
	页面6965: Off
	页面7066: Off
	页面7167: Off
	页面7268: Off
	页面7369: Off
	页面7470: Off
	页面7571: Off
	页面7672: Off
	页面7773: Off
	页面7874: Off
	页面7975: Off
	页面8076: Off
	页面8177: Of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