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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ty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

• 1페이지,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 정보

• 2페이지,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에 액세스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 정보
Cisco Unity Connection은 Cisco Unity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에서 설정한 규칙에 따라 수신 
전화를 연결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Connection은 개인 전화 연결 규칙을 사용하여 발신자 ID, 시간 및 회의 일정에 따라 특정 전화를 
사용자에게 연결하거나, 전화를 음성 메일 또는 다른 전화 번호로 전달합니다. 전화를 임의 전화 번
호, 여러 개의 전화 번호 또는 전자 메일 기반 호출 주소로 연결하거나 SMS 메시지를 SMS 장치에 
보내는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신 전화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회하는 규칙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일 전화 번호에서 음성 메일로 전화를 전달하는 등의 매우 간단한 개인 전화 연결 규칙을 작성하
거나, 다음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더 복잡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규칙이 설정되면 전화 또는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에서 규칙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 연락처 목록 Connection에서는 개인 연락처 목록을 사용하여 수신 전화를 연결하고, 
음성 명령을 사용 중일 때 발신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참고 Cisco Unity Assistant 웹 도구에서 개인 연락처 목록을 관리합니다.

발신자 그룹 사용자는 발신자를 그룹으로 구성하여 규칙을 여러 번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하나의 규칙을 여러 발신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그룹
에는 다른 Connection 사용자, 시스템 연락처 및 개인 연락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 대상 Connection에서 수신 전화를 연결할 수 있는 연락처 전화 번호로 주소록
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대상은 알림 장치에 추가됩니다.)

대상 그룹 개인 대상 및 알림 장치를 그룹으로 구성하여 Connection에서 전화를 받
을 때까지, 발신자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 또는 그룹의 마지막 대상에 연
결될 때까지 나열된 순서대로 각 대상에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는 그룹의 대상 순서와 Connection이 각 대상마다 전화를 받을 때까지 대
기하는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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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에 액세스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에 액세스
이 절에는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 2페이지,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에 액세스하는 방법 

• 2페이지,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 도움말에 액세스하는 방법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에 액세스하는 방법

1단계 http://<Cisco Unity Connection server>/ciscopca에서 Cisco PCA 로그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URL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간편한 방법 Cisco PCA URL 책갈피를 만들면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에 액세스할 때마다 웹 주소를 입력
할 필요가 없습니다.

2단계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3단계 Cisco PCA 암호를 잊어 버린 경우에는 Connection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4단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5단계 Cisco PCA 홈 페이지에서 개인 전화 연결 규칙 링크를 클릭합니다.

6단계 종료하려면 개인 전화 연결 규칙 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로그아웃을 클릭합니다.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 도움말에 액세스하는 방법

1단계 개인 전화 연결 규칙 페이지에서 도움말 메뉴를 클릭합니다.

2단계 도움말 메뉴에서 해당 링크를 클릭합니다.

아이콘에 대한 도움말을 보려면 마우스로 아이콘을 가리켜 툴팁을 표시합니다.

내용 도움말의 항목 목록을 제공합니다.

색인 도움말 색인을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 보고 있는 페이지에 해당하는 도움말 항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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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그룹 관리

• 3페이지, 발신자 그룹 정보

• 3페이지, 발신자 그룹 작성

• 4페이지, 발신자 그룹에 발신자 추가

• 5페이지, 발신자 그룹에서 발신자 제거

• 5페이지, 발신자 그룹 이름 변경

• 5페이지, 발신자 그룹 삭제

발신자 그룹 정보
발신자 그룹을 작성하여 규칙을 여러 번 다시 만들 필요 없이 하나의 규칙을 여러 발신자에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그룹에는 개인 연락처 목록 및 Cisco Unity Connection 주소록의 여러 항목
이 포함됩니다.

그룹을 사용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발신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우선 순위 클라이언
트 및 동료로 구성된 발신자 그룹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회의 중일 때 이들 발신자가 사용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려면 회의 시간 동안 이 그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이동 전화로 연결하고 기
타 수신 전화를 음성 메일로 보내는 규칙을 작성합니다.

발신자 그룹 작성
다음과 같은 유형의 발신자는 발신자 그룹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발신자 그룹에 Cisco Unity Connection 주소록의 발신자가 포함되어 있고 발신자가 Connection 관
리자에 의해 나중에 시스템에서 제거된 경우 해당 발신자는 발신자 그룹에서 제거됩니다.

개인 연락처 개인 연락처 목록에 입력된 발신자입니다.

시스템 연락처 Connection 디렉토리에 있지만 Connection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음성 편지
함이 없는 발신자입니다.

Connection 사용자 Connection 디렉토리에 있고 음성 편지함이 있으며 Connection 기능을 사용
할 수 있는 발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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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그룹에 발신자 추가
발신자 그룹을 작성하는 방법

1단계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의 발신자 그룹 메뉴에서 발신자 그룹 보기를 클릭합니다.

2단계 발신자 그룹 페이지의 메뉴 모음 아래에서 새 발신자 그룹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단계 발신자 그룹 페이지에서 발신자 그룹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4단계 구성원 추가를 클릭합니다.

5단계 연락처 찾기 페이지의 Connection 주소록 또는 개인 연락처 목록에서 사용자 목록을 검색할지 여
부에 따라 해당 탭을 클릭합니다. 

Connection 주소록에서 사용자 및 시스템 연락처 모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연락처는 검색 
결과 목록의 이름 옆에 별표(*)가 표시됩니다.

6단계 검색에 해당하는 나머지 필드를 입력하고 찾기를 클릭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와일드카드 문자 *를 사용하여 이름의 일부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7단계 연락처나 사용자를 발신자 그룹에 추가하려면 이름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8단계 사용자 추가 또는 연락처 추가 중 적절한 항목을 클릭합니다. Connection은 해당 연락처를 발신자 
그룹에 추가하고 발신자 그룹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9단계 4단계 - 8단계를 반복하여 또 다른 사용자나 연락처를 추가합니다.

10단계 발신자 그룹 페이지에서 저장을 클릭합니다.

발신자 그룹에 발신자 추가
언제라도 발신자 그룹에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그룹에 발신자를 추가하는 방법

1단계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의 발신자 그룹 메뉴에서 발신자 그룹 보기를 클릭합니다.

2단계 발신자 그룹 페이지에서 발신자 그룹 이름을 클릭합니다.

3단계 발신자 그룹 페이지에서 구성원 추가를 클릭합니다.

4단계 연락처 찾기 페이지의 Connection 주소록 또는 개인 연락처 목록에서 사용자 목록을 검색할지 여
부에 따라 해당 탭을 클릭합니다. 

Connection 주소록에서 사용자 및 시스템 연락처 모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연락처는 검색 
결과 목록의 이름 옆에 별표(*)가 표시됩니다.

5단계 검색에 해당하는 나머지 필드를 입력하고 찾기를 클릭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와일드카드 문자 *를 사용하여 이름의 일부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6단계 연락처나 사용자를 발신자 그룹에 추가하려면 이름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7단계 사용자 추가 또는 연락처 추가 중 해당 사항을 클릭합니다. Connection은 해당 연락처 또는 사용자
를 발신자 그룹에 추가하고 발신자 그룹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8단계 발신자 그룹 페이지에서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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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그룹에서 발신자 제거
발신자 그룹에서 발신자 제거
언제라도 발신자 그룹의 구성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그룹에서 발신자를 삭제하는 방법

1단계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의 발신자 그룹 메뉴에서 발신자 그룹 보기를 클릭합니다.

2단계 발신자 그룹 페이지에서 발신자 그룹 이름을 클릭합니다.

3단계 발신자 그룹 페이지에서 삭제할 발신자 이름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확인란을 여러 개 선
택하여 한 번에 여러 명의 발신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선택 항목 삭제를 클릭합니다. 

발신자 그룹 이름 변경

발신자 그룹의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

1단계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의 발신자 그룹 메뉴에서 발신자 그룹 보기를 클릭합니다.

2단계 발신자 그룹 페이지에서 발신자 그룹 이름을 클릭합니다.

3단계 발신자 그룹 페이지의 이름 필드에서 그룹 이름을 변경합니다.

4단계 저장을 클릭합니다.

발신자 그룹 삭제
발신자 그룹을 규칙에서 사용 중인 경우 삭제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규칙에서 발신자 그룹을 삭제한 
다음 해당 발신자 그룹을 삭제합니다.

발신자 그룹을 삭제하는 방법

1단계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의 발신자 그룹 메뉴에서 발신자 그룹 보기를 클릭합니다.

2단계 발신자 그룹 페이지에서 삭제할 그룹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확인란을 여러 개 선택하여 
한 번에 여러 개의 그룹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메뉴 모음 아래 있는 선택한 행 삭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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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그룹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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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대상 그룹 관리

• 8페이지, 대상 정보

• 8페이지, 개인 대상 작성

• 9페이지, 개인 대상 변경

• 9페이지, 개인 대상 삭제

• 10페이지, 전화 대상의 대기 벨소리 설정 변경

• 10페이지, 대상의 루프 감지 설정 변경

• 11페이지, 대상 그룹 정보

• 11페이지, 대상 그룹 작성

• 12페이지, 대상 그룹 변경

• 12페이지, 대상 그룹에서 대상 삭제

• 12페이지, 대상 그룹 삭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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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정보
대상 정보
대상은 Cisco Unity Connection에서 수신 전화를 연결하거나 개인 전화 연결 규칙의 일부로 문자 메
시지를 보낼 수 있는 전화 번호 또는 전자 메일 주소입니다. 대상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개인 대상 작성

개인 대상을 작성하는 방법

1단계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의 대상 메뉴에서 대상 보기를 클릭합니다.

2단계 대상 페이지의 메뉴 모음 아래에서 새 대상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단계 대상 작성 페이지의 이름 필드에 대상 이름을 입력합니다.

4단계 전화 번호 필드에 대상의 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숫자 0 - 9를 사용합니다. 숫자 사이에 공백 또는 괄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장거리 전화의 경우 1과 
지역 코드도 입력합니다.

특정 전화 번호를 입력할 수 없거나 전화 시스템에 추가 문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
웃바운드 번호로 전화를 걸려면 액세스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Connection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전화 전화 대상은 Connection에서 수신 전화를 연결할 수 있는 전화 번호입니다.

전화 번호는 Connection 주소록에서 본인과 연관되며, 전화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여기에는 기본 내선 번호, 음성 메일 액세스 번호 및 회사 이동 전화 번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소록의 전화 번호는 Connection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또한 개인 이동 전화 번호, 집 전화 번호(Connection 주소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및 
출장 중에 연락할 수 있는 번호와 같은 개인 전화 대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에서 개인 전화 대상을 관리합니다.

SMS SMS 대상은 Connection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SMS 장치의 전화 번호입니다. 
메시지는 표준 형식 "<date>, <time>에 <number or extension>(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
다." 를 사용합니다(예: "2006년 10월 4일, 15:16에 3233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규칙에서 사용되는 SMS 대상의 경우, 하나 이상의 전화 대상을 포함하는 대상 그룹에 
추가해야 합니다. (SMS 대상은 규칙을 만들 때 규칙 페이지의 대상 목록에 나타나지 않
습니다.)

Connection 관리자는 SMS 장치를 추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Cisco Unity Assistant 웹 
도구에서 이 장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에서 대상으로 사
용하려면 Cisco Unity Assistant에서 SMS 장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SMTP SMTP 대상은 Connection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전자 메일 주소입니다. 메시
지는 표준 형식 "<date>, <time>에 <number or extension>(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를 사용합니다(예: "2006년 10월 4일, 15:16에 3233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규칙에서 사용되는 SMTP 대상의 경우, 하나 이상의 전화 대상을 포함하는 대상 그룹에 
추가해야 합니다. (SMTP 대상은 규칙을 만들 때 규칙 페이지의 대상 목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Connection 관리자는 SMTP 장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Cisco Unity Assistant 웹 
도구에서 이 장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에서 대상으로 사
용하려면 Cisco Unity Assistant에서 SMTP 장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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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상 변경
5단계 대기 벨소리 필드에서 기타 전화 연결 설정에 따라 전화가 음성 메일 또는 대상 그룹의 다음 대상
으로 연결되기 전에 Connection이 대기하는 벨소리 수를 입력합니다. 기본 벨소리 수는 4회입니다.

6단계 전화가 Connection으로 전달되도록 이 대상을 설정한 경우 루프 감지 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Connection에서 전화 대상으로 전화를 전달하는 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실수로 전화 루핑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Connection이 사용자의 전화기로 전화를 전달하고, 전화기는 이 전화를 다
시 Connection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발신자가 결코 수신자와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대상 유형에서 전화를 Connection으로 전달하도록 구성한 경우 이 설정을 선택하면 전화 루핑 문
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7단계 저장을 클릭합니다.

개인 대상 변경

개인 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1단계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의 대상 메뉴에서 대상 보기를 클릭합니다.

2단계 대상 페이지에서 개인 대상 이름을 클릭합니다.

3단계 대상 변경 페이지에서 해당 사항을 변경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개인 대상 삭제
대상 그룹 또는 규칙에서 개인 대상을 사용 중인 경우 삭제할 수 없습니다. 먼저 대상 그룹 또는 규
칙에서 대상을 삭제한 다음 해당 대상을 삭제합니다.

개인 대상을 삭제하는 방법

1단계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의 대상 메뉴에서 대상 보기를 클릭합니다.

2단계 대상 페이지에서 삭제할 개인 대상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확인란을 여러 개 선택하여 한 번에 여
러 개인 대상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메뉴 모음 아래 있는 선택한 행 삭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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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대상의 대기 벨소리 설정 변경
전화 대상의 대기 벨소리 설정 변경
전화 대상의 경우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의 대상 페이지에서 대기 벨소리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화 대상의 대기 벨소리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

1단계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의 대상 메뉴에서 대상 보기를 클릭합니다.

2단계 대상 페이지의 대기 벨소리 열에서 전화를 음성 메일 또는 대상 그룹의 다음 대상으로 연결하기 전
에 Connection이 대기하는 벨소리 수에 대해 새 값을 입력합니다.

3단계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대상의 루프 감지 설정 변경
기본 내선 번호가 아닌 전화 대상의 경우, 루프 감지 사용 설정을 사용하여 전화를 Cisco Unity 
Connection에 전달하도록 전화기를 구성한 시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전화를 
Connection으로 전달하여 음성 메시지를 모두 Connection에 저장하도록 이동 전화를 구성할 수 있
습니다. Connection에서 이동 전화로 전화를 연결하는 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실수로 전화 루핑 상
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Connection이 사용자의 이동 전화로 전화를 전달하고, 이동 전화는 다
시 Connection으로 전화를 전달하기 때문에 발신자가 결코 수신자와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설정을 선택하면 전화 루프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전화 대상에서 Connection으로 
연결되었다가 다시 전화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면 Connection에서는 이 전화를 할당된 다음 장치
로 연결하거나(대상 그룹을 작성한 경우), 정의된 대상이 더 이상 없으면 음성 메일로 전화를 연결
합니다.

참고 이 설정을 사용할 경우, Connection에서 대상 그룹의 다음 대상 또는 음성 메일로 전화를 연결할 때 
약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화 대상의 루프 감지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

1단계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의 대상 메뉴에서 대상 보기를 클릭합니다.

2단계 전화가 Cisco Unity Connection으로 전달되도록 이 대상을 설정한 경우 루프 감지 사용 확인란을 선
택합니다.

3단계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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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그룹 정보
대상 그룹 정보
대상 그룹에서는 여러 대상이 연속적으로 정렬되며 하나의 그룹 이름 아래에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개인 연락처로부터 전화를 받도록 하려면 기본 내선 번호, 이동 전화 번호 및 집 전
화 번호로 대상 그룹을 만든 다음 Cisco Unity Connection에게 해당 개인 연락처로부터 걸려온 전화
를 대상 그룹에 연결하도록 지시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상 그룹이 규칙에 사용되기 위해
서는 하나 이상의 전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 그룹으로 전화가 연결되면 Connection에서는 전화를 받을 때, 발신자가 음성 메시지를 남기
거나 끊을 때 또는 그룹의 마지막 대상에 연결될 때까지 기재된 순서대로 대상과의 연결을 시도합
니다. 그룹에 SMS 또는 SMTP 대상이 포함된 경우, Connection은 해당 장치에 전화에 대한 텍스트 
메시지를 보냅니다. 

대상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Connection은 발신자에게 다음 대상과의 연결을 시도하는 동안 계속 대
기하려면 1, 음성 메시지를 남기려면 2를 누르도록 안내합니다. Connection은 대상을 만들 때 대기 
벨소리 필드에서 설정된 벨소리 수에 따라 전화가 응답할 때까지 대기합니다. 벨소리 수를 지정하
지 않은 경우 Connection은 벨소리 4회를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대상을 작성한 후 언제라도 대기 
벨소리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Connection이 대상을 벗어나서 실행되는 경우 전화는 대상 그룹의 기본 전화 번호 또는 기본 내선 
번호(일반적으로 기본 내선 번호)로 전달됩니다.

대상 그룹 작성
어떤 대상이라도 대상 그룹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 이상의 대상 그룹에 대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대상 그룹에는 적어도 전화 번호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Cisco Unity Connection은 목록에 나타난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대상에 전화를 걸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 대상 순서는 중요합니다. 대상을 그룹에 추가한 후 필요에 따라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상 그룹을 작성하는 방법

1단계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의 대상 메뉴에서 대상 그룹 보기를 클릭합니다.

2단계 대상 그룹 페이지의 메뉴 모음 아래에서 새 대상 그룹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단계 대상 그룹 페이지에서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

4단계 저장을 클릭합니다.

5단계 대상 그룹 페이지에서 대상 추가를 클릭합니다.

6단계 대상 추가 페이지에서 그룹에 추가할 대상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확인란을 여러 개 선택
하여 한 번에 여러 개의 대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7단계 대상 추가를 클릭합니다.

8단계 대상 그룹 페이지의 우선 순위 열에 번호를 입력하여 Connection이 그룹의 대상과 연결을 시도할 
순서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 전화에 먼저 전화하고 집 전화에 두 번째로 전화하려면 이동 전
화에 대해 1을 입력하고 집 전화에 대해 2를 입력합니다.

9단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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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그룹 변경
대상 그룹 변경
그룹 이름을 변경하거나 그룹에서 대상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룹 대상의 우선 순위를 변
경할 수 있습니다. 

대상 그룹을 변경하는 방법

1단계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의 대상 메뉴에서 대상 그룹 보기를 클릭합니다.

2단계 대상 그룹 페이지에서 그룹 이름을 클릭합니다.

3단계 대상 그룹 페이지에서 그룹 이름을 변경하거나 그룹 대상의 우선 순위를 변경합니다. 

4단계 대상 추가를 클릭하여 또 다른 대상을 그룹에 추가합니다. 그룹에서 대상을 제거하려면 대상 이름 
옆의 확인란을 클릭하여 선택하고 선택 항목 삭제를 클릭합니다. 

5단계 저장을 클릭합니다.

대상 그룹에서 대상 삭제
그룹에 SMS 또는 SMTP 대상만 있는 경우 마지막 전화 대상을 대상 그룹에서 삭제할 수 없습니다.

대상 그룹에서 대상을 삭제하는 방법

1단계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의 대상 메뉴에서 대상 그룹 보기를 클릭합니다.

2단계 대상 그룹 페이지에서 그룹 이름을 클릭합니다.

3단계 대상 그룹 페이지의 그룹에서 삭제할 대상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확인란을 여러 개 선택하여 한 
번에 여러 개의 대상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선택 항목 삭제를 클릭합니다.

대상 그룹 삭제
대상 그룹을 규칙에서 사용 중인 경우 삭제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규칙에서 대상 그룹을 제거한 다
음 해당 대상 그룹을 삭제합니다.

대상 그룹을 삭제하는 방법

1단계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의 대상 메뉴에서 대상 그룹 보기를 클릭합니다.

2단계 대상 그룹 페이지에서 삭제할 그룹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확인란을 여러 개 선택하여 한 번에 여
러 개의 대상 그룹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메뉴 모음 아래 있는 선택한 행 삭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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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집합 및 규칙 관리

• 13페이지, 규칙 집합 및 규칙 정보

• 14페이지, 규칙 집합 설정을 위한 작업 목록

• 14페이지, 규칙 집합 작성

• 15페이지, 규칙 집합에 규칙 추가

• 17페이지, 규칙 변경

• 17페이지, 규칙 집합의 규칙 순서 바꾸기

• 18페이지, 규칙 집합 테스트

• 19페이지, 규칙 집합 삭제

• 19페이지, 규칙 집합 활성화 및 비활성화

• 21페이지, 기본 연결 규칙을 설정하여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적용

규칙 집합 및 규칙 정보
개인 전화 연결 규칙을 통해 전화를 받는 방법과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를 사용하면 발신자 ID, 시간 및/또는 회의 일정을 기준으로 전화를 연결하고 조회하는 규
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Cisco Unity Connection이 선택한 전화를 대상 또는 대상 그룹에 연
결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라도 규칙의 특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의 모든 전화를 이동 전화
로 연결하도록 규칙을 작성한 다음 나중에 이 동료의 전화를 제외한 모든 전화를 이동 전화로 연결
하도록 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규칙은 "내 모든 전화를 음성 메일로 보내기"와 같이 일반적이거나 "Jane Smith가 오전 9시에서 오
전 10시 사이에 전화할 경우 이동 전화로 연결하고 그 이외 시간에는 전화를 조회하기"와 같이 구
체적일 수 있습니다.

규칙 집합은 일정에 따라 특정 요일 및 날짜 범위에 사용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규칙 그룹입니다. 
규칙 집합에 지정된 날짜나 요일이 현재가 되면 Connection에서는 규칙 집합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
한 전화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Connection에서는 요일에 대해 활성화된 규칙 집합보다 날짜 범
위에 대해 활성화된 규칙 집합에 우선 순위를 둡니다.

Connection에서는 집합에서 수신 전화의 조건과 일치하는 첫 번째 규칙을 사용하고 이를 적용합니
다. 따라서 규칙 집합 내에서 규칙 순서를 지정하는 방법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규
칙에서부터 중요도 순으로 순서가 지정됩니다.

규칙 집합을 성공적으로 설정하려면 14페이지의 "규칙 집합 설정을 위한 작업 목록" 절을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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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집합 설정을 위한 작업 목록
규칙 집합 설정을 위한 작업 목록
규칙 집합을 성공적으로 설정하려면 다음 작업을 나열된 순서대로 수행합니다.

1. 규칙에서 사용할 개인 연락처, 발신자 그룹, 개인 대상 및 대상 그룹을 설정합니다. 해당 절을 
참조하십시오.

• Cisco Unity Connection Assistant  웹 도구 사용 설명서의 "개인 연락처 관리" 절

• 3페이지의 "발신자 그룹 관리" 절

• 7페이지의 "대상 및 대상 그룹 관리" 절

2. 규칙 집합을 만듭니다. 14페이지의 "규칙 집합 작성" 절을 참조하십시오.

3. 규칙 집합에 규칙을 추가합니다. 15페이지의 "규칙 집합에 규칙 추가" 절을 참조하십시오.

4. 규칙의 순서를 올바르게 지정합니다. 17페이지의 "규칙 집합의 규칙 순서 바꾸기" 절을 참조하
십시오.

5. 연결 규칙을 적용하기 전에 Connection에서 내선 번호로 전화를 걸려면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에서 기본 설정 > 규칙 설정 페이지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23페이지의 "규칙 처리 설정 
변경" 절을 참조하십시오. 

6. 해당되는 경우 규칙 집합을 테스트합니다. 18페이지의 "규칙 집합 테스트" 절을 참조하십시오.

7. 필요한 경우 규칙을 변경합니다. 17페이지의 "규칙 변경" 절을 참조하십시오.

8. 규칙 집합을 활성화합니다. 19페이지의 "규칙 집합 활성화 및 비활성화" 절을 참조하십시오.

9. 기본 연결 규칙을 구성하여 개인 전화 연결 규칙을 적용합니다. 21페이지의 "기본 연결 규칙을 
설정하여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적용" 절을 참조하십시오.

규칙 집합 작성
Media Master를 사용하여 규칙 집합 이름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Cisco Unity Connection은 전화로 
규칙 설정에 액세스하는 경우 이 이름을 사용합니다.

규칙 집합을 작성하는 방법

1단계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의 규칙 메뉴에서 전화 연결 규칙 집합 보기를 클릭합니다.

2단계 전화 연결 규칙 집합 페이지의 메뉴 모음 아래에서 새 규칙 집합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단계 규칙 집합 페이지에서 새 규칙 집합 이름을 입력합니다. 상황에 맞는 이름을 선택해야 기억하기 좋
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Workweek"로 지정된 규칙 집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활성 상태이
고 "Africa Trip"으로 지정된 규칙 집합은 해당 여행 날짜 동안 활성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4단계 Media Master에서 녹음을 클릭하고 규칙 집합 이름을 녹음합니다.

5단계 녹음이 끝나면 중지를 클릭합니다.

6단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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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집합에 규칙 추가
규칙 집합에 규칙 추가
규칙 집합을 작성하면 하나 이상의 규칙을 규칙 집합에 추가합니다.

주의 규칙에서 사용하려는 모든 개인 연락처, 발신자 그룹, 개인 대상 또는 대상 그룹은 규칙을 추가하
기 전에 만들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규칙을 제대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규칙 집합에 규칙을 추가하는 방법

1단계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의 규칙 메뉴에서 전화 연결 규칙 집합 보기를 클릭합니다.

2단계 전화 연결 규칙 집합 페이지에서 규칙을 추가할 규칙 집합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3단계 규칙 집합 페이지의 전화 연결 규칙 섹션에서 규칙 추가를 클릭합니다.

4단계 규칙 페이지의 전화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섹션에서 Connection이 전화나 발신자를 확인할 때 사
용할 정보를 입력합니다. 최소한 대상, 대상 그룹 또는 수신 전화를 연결할 음성 메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표 1를 사용하여 필드 값을 지정합니다.

표 1 "전화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섹션의 필드

필드 고려 사항

보낸 사람 발신자, 발신자 그룹, 전화 번호 및/또는 전화 소스 필드를 사용하여 규칙에서 발신자 ID에 대한 
조건을 설정합니다.

보낸 사람 확인란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경우 목록에서 보낸 사람 또는 다음 보낸 사람 제외를 클
릭합니다.

발신자 규칙에 발신자를 추가하는 데 사용합니다.

a. 발신자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발신자 추가를 클릭합니다.

b. 연락처 찾기 페이지의 Connection 주소록 또는 개인 연락처 목록에서 사용자 목록을 검색할
지 여부에 따라 해당 탭을 클릭합니다. 

c. Connection 주소록에서 사용자 및 시스템 연락처 모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연락처
는 검색 결과 목록의 이름 옆에 별표(*)가 표시됩니다.

d. 이름 또는 일부 이름을 입력하고 찾기를 클릭합니다.

e. 규칙에 추가할 발신자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확인란을 여러 개 선택하여 한 번에 
여러 명의 발신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f. 사용자 추가 또는 연락처 추가 중에서 해당 사항을 클릭합니다.

g. 규칙에서 발신자를 제거하려면 이름을 클릭하고 선택 항목 삭제를 클릭합니다.

발신자 그룹 규칙에 발신자 그룹을 추가하는 데 사용합니다.

발신자 그룹 확인란을 선택하고 목록에서 발신자 그룹을 클릭합니다. (규칙에서 발신자 그룹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발신자 그룹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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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집합에 규칙 추가
5단계 전화 연결 대상 섹션에서 Connection이 전화를 연결할 때 사용할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규칙이 
유효하려면 대상, 대상 그룹 또는 음성 메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표 2를 사용하여 필드 값을 지정합니다.

전화 번호 규칙에 전화 번호를 추가하는 데 사용합니다.

전화 번호 확인란을 선택하고 Connection에서 수신 전화와 연관시킬 번호를 입력합니다. 
Connection에서는 수신 전화의 전화 번호가 필드에 입력된 값과 정확하게 일치할 경우에만 해당 
규칙을 처리합니다. 와일드카드 문자 X 및 *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전화 번호가 일치하도록 설
정할 수 있습니다.

• X 문자는 0-9 범위에서 하나의 숫자와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패턴 9XXX는 9000-9999 사이 
전화 번호 범위와 일치합니다.

• 별표(*) 문자는 숫자 시퀀스와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패턴 5556304*는 전화 번호 5556304, 
55563040, 55563041, 5556304100 등과 일치합니다. 

전화 소스 해당하는 경우 아는 번호(Connection 사용자, Connection 시스템 연락처 또는 개인 연락처) 또는 
알 수 없는 전화 번호(외부 발신자)로 Connection에 의해 식별할 수 있는 발신자를 기준으로 발신
자를 포함 또는 제외하는 데 사용합니다.

전화 소스 확인란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경우 목록에서 아는 번호 또는 알 수 없는 번호를 클릭합
니다.

수신 범위 Connection이 규칙을 수신 전화에 적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수신 범위 확인란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경우 목록에서 수신 범위 또는 미수신 범위를 클릭합니다. 
시 및 분 목록에서 시간 범위를 선택합니다. 

회의 중입니다. Connection이 Microsoft Outlook 일정을 사용하여 규칙을 수신 전화에 적용할 때 회의 중인지 여
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Connection은 Outlook 회의 시간이 약속 있음으로 예약된 경우 회
의 중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정, 약속 없음 또는 부재 중으로 설정된 회의는 Connection에서 고
려되지 않습니다.

회의 중입니다. 확인란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경우 목록에서 회의 중입니다. 또는 회의 중이 아닙
니다.를 클릭합니다.

참고 일부 시스템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nection 관리자에게 사용 가능 여부
를 문의하십시오.

표 1 "전화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섹션의 필드 (계속)

필드 고려 사항

표 2 "전화 연결 대상" 섹션의 필드

필드 고려 사항

대상 Connection이 지정한 대상에게 전화를 연결하는 데 사용합니다.

대상을 클릭한 다음 목록에서 대상 이름을 클릭합니다.

참고 SMS 및 SMTP 대상이 대상 목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규칙에서 사용하려면 장치가 하
나 이상의 전화 번호를 가진 대상 그룹에 있어야 합니다. 

대상 그룹 Connection이 지정한 대상 그룹에게 전화를 연결하는 데 사용합니다.

대상 그룹을 클릭한 다음 목록에서 대상 그룹 이름을 클릭합니다.

음성 메일 Connection이 직접 전화를 음성 메일로 전달하는 데 사용합니다.

음성 메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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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변경
6단계 미리보기 섹션에서 미리보기 업데이트를 클릭하여 규칙에 대한 문자 버전을 표시하면 규칙 집합
을 추가하기 전에 업데이트가 올바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단계 저장을 클릭하여 규칙을 규칙 집합에 추가합니다.

8단계 규칙 집합에 추가할 규칙에 대해 1단계 - 7단계를 반복합니다.

규칙 변경

규칙을 변경하는 방법

1단계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의 규칙 메뉴에서 전화 연결 규칙 집합 보기를 클릭합니다.

2단계 전화 연결 규칙 집합 페이지에서 변경할 규칙이 포함된 규칙 집합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3단계 규칙 집합 페이지의 전화 연결 규칙 목록에서 규칙 이름을 클릭합니다.

4단계 규칙 페이지에서 필요에 맞게 변경합니다. 15페이지의 "규칙 집합에 규칙 추가" 절의 표 1 및 표 2
를 사용하여 필드 값을 지정합니다.

5단계 미리보기 섹션에서 미리보기 업데이트를 클릭하여 규칙에 대한 문자 버전을 표시하면 변경된 버
전이 올바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단계 저장을 클릭합니다. 

규칙 집합의 규칙 순서 바꾸기
Cisco Unity Connection이 목록 맨 위에서부터 아래로 규칙을 처리하면서 수신 전화 조건을 만족하
는 첫 번째 규칙만 적용하기 때문에 규칙 집합의 규칙 순서는 중요합니다.

규칙 집합이 하나 이상의 규칙을 가진 경우 가장 중요한 규칙부터 정렬하여 Connection이 일반적
인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규칙을 전화에 적용합니다.

팁 집합에서 한 규칙만 우선 순위를 변경하려면 규칙 집합 페이지의 전화 연결 규칙 목록에서 해당 규
칙을 변경하고 우선 순위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그에 따라 규칙 집합의 다른 모든 규칙 순서가 다
시 정렬됩니다.

전화 조회 Connection이 규칙이 적용된 수신 전화를 조회하는 데 사용합니다 전화 조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ty Connection Assistant  웹 도구 사용 설명서의 "전화 연결 및 조회 기본 설정 변경" 장에 있
는 "전화 조회 기본 설정 변경" 절을 참조하십시오. 전화 조회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참고 이 옵션은 Connection 관리자가 조회 옵션을 사용할 수 있고 Cisco Unity Assistant 웹 도구
의 전화 보류 및 조회 옵션 페이지에서 설정된 조회 옵션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표 2 "전화 연결 대상" 섹션의 필드 (계속)

필드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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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집합 테스트
규칙 집합에서 규칙 순서를 바꾸는 방법

1단계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의 규칙 메뉴에서 전화 연결 규칙 집합 보기를 클릭합니다.

2단계 전화 연결 규칙 집합 페이지에서 규칙 집합 이름을 클릭합니다.

3단계 규칙 집합 페이지의 우선 순위 열에서 숫자를 입력하여 집합에서 Connection이 규칙을 처리할 순
서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내 모든 전화를 음성 메일로 보내기" 규칙을 먼저 처리하려면 1을 입
력하고 "Jane Smith의 전화를 이동 전화로 보내기"를 두 번째로 처리하려면 2를 입력합니다. 

4단계 우선 순위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규칙이 우선 순위에 따라 재구성되어 저장됩니다.

규칙 집합 테스트
전화 연결 규칙 테스터를 사용하여 Cisco Unity Connection이 집합의 규칙을 기준으로 수신 전화를 
연결하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규칙이 특정 발신자 또는 특정일에 연결되는 수신 전화에 적용된 경
우 규칙을 구성한 후 규칙 집합을 테스트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연결 규칙 테스터 도구는 전화 전달 문제를 진단하는 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전화가 예상된 방법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실제 발신자의 이름과 시간 및 전화 건 날짜를 입력하
면 규칙 테스터가 Connection이 수신 전화에 적용한 규칙 집합 일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습니다.

전화 연결 규칙 테스터로 결과를 얻으려면 테스트 중인 규칙이 포함된 규칙 집합을 사용하거나 활
성화해야 합니다.

참고 전화 연결 규칙 테스터 도구로 전화 연결 문제를 진단할 수 없는 경우 Connection 관리자에게 문의
하십시오.

규칙 집합을 테스트하는 방법

1단계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의 도구 메뉴에서 전화 연결 규칙 테스터를 클릭합니다.

2단계 전화 연결 규칙 테스터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테스트에 사용할 수신 전화 조건을 입력 또는 선택
합니다.

• 발신자의 이름 또는 전화 번호입니다. 알려진 사용자(Connection 주소록에 있는 사용자 또는 
개인 연락처)를 대상으로 테스트할 경우 발신자 선택을 클릭하여 규칙 테스터에 사용자를 추
가합니다.

• 시간.

• 달력 날짜.

• 연도.

• 회의 중인지 여부.

규칙 테스터 도구로 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날짜를 지정합니다. 날짜를 지정하지 않으면 규칙은 
현재 날짜, 즉 기본 날짜를 사용하여 평가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조건을 결합하여 규칙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신자, 시간, 날짜 및 
연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시간 및 날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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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집합 삭제
3단계 테스트를 클릭합니다.

활성화된 규칙을 지정한 전화 조건에 적용하는 경우 Connection에 해당 규칙이 표시됩니다.

지정한 전화 조건에 적용되는 활성화된 규칙이 없을 경우 Connection에 "일치하는 규칙을 찾을 수 
없음: 전화 건 번호로 모든 전화 연결"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팁 전화 연결 규칙 테스터를 사용하여 전화가 특정 방법으로 연결되지 않는 원인을 진단하는 
경우 광범위한 통화 조건을 정의하여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 및 날짜를 제공합니다. 
규칙에 광범위한 조건이 적용된 경우 조건 범위를 좁혀 해당 규칙이 수신 전화 통화에 적용
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합니다.

규칙 집합 삭제

규칙 집합을 삭제하는 방법 

1단계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의 규칙 메뉴에서 전화 연결 규칙 집합 보기를 클릭합니다.

2단계 전화 연결 규칙 집합 페이지에서 삭제할 규칙 집합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단계 메뉴 모음 아래 있는 선택한 행 삭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규칙 집합이 활성 상태인 경우 규칙 집합을 삭제할 수 없다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4단계 확인을 클릭하여 규칙 집합을 삭제합니다.

규칙 집합 활성화 및 비활성화
규칙 집합 활성화는 규칙 집합이 활성 상태인 요일 또는 날짜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Cisco Unity Connection은 일정을 사용하여 규칙을 수신 전화 통화에 적용합니다.개인 전화 연결 규
칙 웹 도구에서 활성 기간을 미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규칙 집합 비활성화는 해당 규칙 집합이 활성 상태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Connection에서는 동일한 기간 내에서 둘 이상의 규칙 집합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규칙 집합이 활성화된 경우 해당 날짜 범위 내에서 활성화된 규칙이 주 요일 범위에 의해 활성화되
는 집합보다 우선합니다. 더 이상 날짜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요일 범위에 의해 활성화되는 집합
이 복원됩니다. 겹쳐진 날짜에 여러 규칙 집합을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해당 절을 참조하십시오.

• 20페이지, 날짜 범위에 대한 규칙 집합 활성화

• 20페이지, 요일에 대한 규칙 집합 활성화

• 21페이지, 규칙 집합 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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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집합 활성화 및 비활성화
날짜 범위에 대한 규칙 집합 활성화

규칙 집합을 활성화하려면 활성화되는 요일 또는 날짜 범위를 설정합니다. 미리 여러 날짜 범위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휴가 규칙 집합은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활성화됩니다.

• 출장 규칙 집합은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활성화됩니다.

• 근무일 규칙 집합은 3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활성화됩니다.

날짜 범위가 중복되는 여러 규칙 집합은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당일을 포함한 날짜 범위 동안 활
성화된 규칙 집합만 활성화됩니다.

날짜 범위에 대한 규칙 집합을 활성화하는 방법

1단계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의 규칙 메뉴에서 규칙 집합 사용을 클릭합니다.

2단계 규칙 집합 활성화 페이지의 날짜 범위 섹션에서 활성화할 규칙 집합 열 목록에 설정된 규칙 집합을 
클릭합니다. 활성화 열의 확인란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3단계 시작 날짜 및 끝 마침 날짜 열 목록에서 해당 날짜를 설정합니다.

4단계 다른 행을 추가하려면 날짜 범위 추가를 클릭한 다음 2단계 및 3단계를 반복하여 추가 규칙 집합에 
대한 날짜 범위를 지정합니다.

5단계 저장을 클릭합니다.

요일에 대한 규칙 집합 활성화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 여러 요일(예: 매주 화요일, 매주 평일 또는 매주 주말)에 대한 규칙 집합을 
활성화합니다.

요일에 대한 규칙 집합을 활성화하는 방법

1단계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의 규칙 메뉴에서 규칙 집합 사용을 클릭합니다.

2단계 규칙 집합 활성화 페이지의 요일 섹션에서 해당 요일에 대해 활성화할 규칙 집합 열 목록에 설정된 
규칙 집합을 클릭합니다. 활성화 열의 확인란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하나 이상의 요일에 대한 규칙 집합을 지정하거나 매일을 선택하여 모든 요일에 규칙 집합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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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연결 규칙을 설정하여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적용
규칙 집합 비활성화

규칙 집합을 비활성화하는 방법

1단계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의 규칙 메뉴에서 규칙 집합 사용을 클릭합니다.

2단계 규칙 집합 활성화 페이지에서 활성화 열의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3단계 또는 규칙 집합 열 목록에서 사용하지 않음을 클릭합니다.

4단계 저장을 클릭합니다.

기본 연결 규칙을 설정하여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적용
개인 전화 연결 규칙은 활성화된 기본 규칙(표준, 대체 또는 근무 시간 외 전화 연결 규칙)이 기본 
설정 대신 개인 전화 연결 규칙을 적용하도록 설정되었을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개인 전화 연결 규
칙을 작성하여 활성화했다면 기본 연결 규칙을 설정하여 개인 전화 연결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본 연결 규칙을 설정하여 개인 전화 연결 규칙을 적용하는 방법

1단계 Cisco Unity Assistant 웹 도구의 기본 설정 메뉴에서 전화 연결 및 조회를 클릭합니다.

2단계 전화 연결 규칙 표에서 개인 전화 연결 규칙을 사용하기 위해 설정할 기본 연결 규칙을 선택합니다. 

3단계 기본 규칙이 활성화되었을 때 필드에서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적용을 클릭합니다.

4단계 저장을 클릭합니다.

5단계 개인 전화 연결 규칙을 사용하기 위해 설정할 각 추가 기본 연결 규칙에 대해 1단계 - 4단계를 반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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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연결 규칙을 설정하여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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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처리 설정 변경

개인 전화 연결 규칙의 처리를 활성화 및 비활성화하고, 활성화된 개인 규칙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Cisco Unity Connection이 전화 건 내선 번호의 벨소리를 항상 울리게 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
니다.

먼저 Connection이 전화 건 내선 번호의 벨소리를 울리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 직통 전화 및 간접 전
화는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전화는 직접 전화로 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Connection 사용자가 해당 사용자의 내선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외부 발신자가 사용자의 직접 회선(있는 경우)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입니다. 
간접 전화는 Connection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연결되는 전화입니다. 예를 들어, 발신자가 주소
록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입니다.

직통 전화 이러한 전화는 내선 번호의 벨소리를 울립니다. 받지 않는 경우 Connection으로 
연결되며 개인 전화 연결 규칙이 적용됩니다.

간접 전화 이러한 전화는 내선 번호의 벨소리를 울리지 않고 Connection으로 연결되며 개인 
전화 연결 규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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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처리 기본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

1단계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의 기본 설정 메뉴에서 규칙 설정을 클릭합니다. 

2단계 해당되는 경우 다음 확인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3단계 저장을 클릭합니다.

개인 전화 연결 규칙의 
모든 처리 비활성화

이 옵션을 선택하면 수신 전화 처리 시 모든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집합이 비
활성화되고 Connection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수신 전화는 전화 건 내선 
번호로 연결됩니다.

참고 기존 규칙 집합은 비활성화될 때 삭제되지 않습니다.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적
용 전에 항상 기본 내선 
번호 연결

이 옵션을 선택하면 Connection에서는 수신 전화가 직통 전화인지 간접 전
화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규칙 집합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기본 내선 번호
로 전화를 겁니다. 

팁 전화가 전화 전달 응답(CFA)으로 설정된 경우 발신자가 직접 전화
를 걸거나 Connection을 통해 전화를 걸 때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하
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Connection이 다른 대상으로 연결하
기 전에 항상 기본 내선 번호의 벨소리가 먼저 울립니다.

기본 내선 번호가 전혀 울리지 않게 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 취소하
고 전화기의 전화 전달 응답(CFA) 설정을 Cisco Unity Connection으
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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