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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ty Connection 웹 받은 편지함 정보
Cisco Unity Connection 웹 받은 편지함을 사용하여 수신한 음성 메시지와 음성 메시지 확인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새 음성
메시지를 작성하고 수신한 음성 메시지를 재생, 응답, 전달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http://<Cisco Unity Connection server>/inbox로 이동해서 웹 받은 편지함에 액세스합니다.
URL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간편한 방법

2

웹 받은 편지함 URL 책갈피를 만들면 웹 받은 편지함에 액세스할 때마다 웹 주소를 입력할 필요
가 없습니다.

웹 받은 편지함 제어

1

새 브라우저 창이나 탭에서 메시징 보조자를 엽니 6
다.
참고

2

도구에 액세스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이
단추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새 브라우저 창이나 탭에서 Cisco Unity Connection 7
개인 전화 연결 규칙 웹 도구를 엽니다.
참고

현재 페이지의 정보를 새로 고침합니다.

새 음성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도구에 액세스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이
단추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3

(표시 전용) 사인인한 계정입니다.

8

[보낸 편지함] 폴더의 메시지를 보거나 관리합니
다.

4

[웹 받은 편지함]에서 사인하웃하고 사인인 페이지 9
로 돌아갑니다.

[지운 편지함] 폴더의 메시지를 보거나 관리합니
다.

5

[웹 받은 편지함] 정보를 봅니다.

[받은 편지함] 폴더의 메시지를 보거나 관리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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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받은 편지함 폴더 메시지 영역

1

메시지가 긴급으로 표시되었음을 나타냅니다.

7

발신자와 모든 수신자에게 응답합니다.

2

메시지가 [보안]으로 표시되었음을 나타냅니다.

8

메시지를 착신 전환합니다.

3

메시지 목록에서 메시지를 선택하면 메시지가 강조 9
표시되며 메시지 오디오 다운로드, 메시지에 응답,
메시지 착신 전환 등의 추가 제어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메시지를 읽지 않음으로 표시합니다.

4

착신 전환된 메시지를 선택하면 소개가 재생됩니 10
다. 원본 메시지가 소개 아래에 별도로 들여쓰기한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메시지 오디오를 재생하거나 재생을 일시 중지합
니다.

5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메시지 오디오를 11
다운로드하고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이 옵
션은 [보안]으로 표시된 메시지에는 사용할 수 없습
니다.)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관리자가 삭제된 메시지를
임시 저장하도록 편지함을 구성한 경우에는 이 작
업을 수행하면 메시지가 [지운 편지함] 폴더로 이동
합니다.)

6

발신자에게만 응답합니다.

4

오디오 제어

1

오디오 재생 볼륨을 변경합니다. (컴퓨터를 재생 및 3
녹음 장치로 선택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Cisco Unity Connection이 텍스트 상자에 입력한 내
선 번호로 전화를 걸어 녹음하거나 오디오를 재생
합니다. 전화기 핸드셋 또는 스피커폰으로 말하고
듣습니다.

2

폴더에서 메시지 번호를 확인하고 폴더에 25개 이
상의 메시지가 있는 경우에는 메시지 페이지를 스
크롤하여 봅니다.

Connection은 컴퓨터 마이크와 스피커 또는 다른 오
디오 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하거나 오디오를 재생합
니다.

4

새 메시지 작성

1

사용자 이름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합니다(이름, 성 8
또는 사용자 이름). Cisco Unity Connection은 이름이
입력사항과 일치하는 사용자를 자동으로 제안합니
다.

메시지를 [개인]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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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조] 수신자 필드를 열어 메시지 복사본을 받을
추가 수신자를 입력합니다.

9

메시지를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고 지웁니다.

3

[숨은 참조] 수신자 필드를 열어 메시지를 숨은 참
조로 받을 추가 수신자를 입력합니다.

10

메시지를 보냅니다.

4

메시지 읽음 확인을 요청합니다.

11

[녹음] 모드에서 [녹음 시작]을 선택하여 전화나 컴
퓨터 오디오 장치를 사용합니다.
[업로드] 모드에서 [파일 업로드](그림에 나와 있지
않음)를 선택하여 미리 녹음된 오디오 파일을 사용
합니다.

5

메시지를 [보안]으로 표시합니다. (사서함 구성에 12
따라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거나 이미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긴급]으로 표시합니다.

6

[업로드] 모드를 선택합니다.

메시지 제목을 입력합니다.

7

[녹음] 모드를 선택합니다.

참고

새 메시지를 작성하는 동안 Mozilla FireFox 브라우저에 보안 경고가 표시되면 [인증서 보기]를 클
릭하고 이후에 경고가 표시되지 않도록 인증서를 설치합니다.

지운 편지함 폴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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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운 편지함] 폴더의 항목을 모두 영구적으로 삭
제합니다.

2

선택한 메시지를 [받은 편지함] 폴더로 다시 이동
합니다.

3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메시지 오디오를
다운로드하고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이 옵
션은 보안 메시지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낸 편지함 폴더

1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메시지 오디오를 4
다운로드하고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이 옵
션은 보안 메시지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착신 전환합니다.

2

발신자에게만 응답합니다.

5

메시지를 영구 삭제합니다. (보낸 메시지는 지운 편
지함 폴더로 이동되지 않습니다.)

3

발신자와 모든 수신자에게 응답합니다.

6

메시지를 읽지 않음으로 표시합니다.

웹 받은 편지함 사용에 대한 구성 설정
IPv6 시나리오에서는, 다른 운영 체제의 웹 받은 편지함에 액세스하려면 모든 브라우저에서 아래 섹션에 언급된 단계를 수
행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Firefox 3.6을 사용하여 MAC 운영 체제에서 웹 받은 편지함 열기 , 8 페이지
Mac 운영 체제에서 Safari를 사용하여 웹 받은 편지함에서 메시지 재생 , 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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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e에서 녹음 시작 단추 활성화 , 9 페이지
Firefox에서 녹음 시작 단추 활성화 , 10 페이지
Internet Explorer에서 녹음 시작 단추 활성화 , 10 페이지

참고

특정 Connection 서버의 경우 처음에만 위 섹션에서 언급한 단계를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Firefox 3.6을 사용하여 MAC 운영 체제에서 웹 받은 편지함 열기
절차
단계 1

주소 표시줄에서 IPv6 주소를 사용하여 [웹 받은 편지함]을 엽니다. Connection 구문이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구문
https://<Connection_ipv6_address>/inbox

팝업 창이 표시됩니다.
단계 2

인증서 보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단계 3

"<Connection_ip>"에 연결할 때 "<Connection_hostname>" 항상 신뢰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단계 4

신뢰를 확장하고 이 인증 사용시 드롭다운 목록에서 "항상 신뢰"를 선택합니다.

단계 5

인증서 루트 인증서를 바탕 화면으로 끌어 놓습니다.

단계 6

인증서 루트 인증서를 키체인 접근으로 끌어 놓습니다.

단계 7

인증서 루트를 두 번 클릭합니다. 팝업 창이 표시됩니다.

단계 8

Firefox 3.6을 사용하여 [웹 받은 편지함]을 열려면 항상 신뢰 단추를 클릭합니다.

참고

특정 Connection 서버의 경우 처음에만 위에서 언급한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Mac 운영 체제에서 Safari를 사용하여 웹 받은 편지함에서 메시지 재생
절차
단계 1

원하는 음성 메일의 "message.wav"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새로운 탭에서 열기를 선택합니다. 인
증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단계 2

인증 대화 상자에 사용자의 로그인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웹 받은 편지함을 통해 메시지를 재생할 때 오류를 피하려면 인증 대화 상자에서 항상 기억 확인란을 선택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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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

웹 받은 편지함의 [재생] 단추를 클릭합니다. 팝업 창이 표시됩니다.

단계 4

팝업 창에서 항상 신뢰를 선택합니다.

단계 5

웹 받은 편지함의 [재생] 단추를 클릭하여 메시지를 재생합니다.

Chrome에서 녹음 시작 단추 활성화
절차
단계 1

[웹 받은 편지함]을 열려면 주소 표시줄에 URL을 입력합니다.

단계 2

주소 표시줄 왼쪽 모서리에 있는 잠금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팝업 창이 표시됩니다.

단계 3

팝업 창에서 인증서 정보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단계 4

인증서 대화 상자에서 세부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파일에 복사 단추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내보내기 마법사가 표시됩니다.

단계 6

다음을 클릭합니다.

단계 7

인증서를 내보낼 위치로 이동합니다.

단계 8

확인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내보내기가 성공했음을 확인하는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단계 9

확인을 클릭합니다.

단계 10

Chrome 브라우저의 오른쪽 모서리에 있는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단계 11

설정 페이지 왼쪽에 있는 고급 설정 옵션을 클릭합니다.

단계 12

인증서 관리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단계 13

중간 인증 기관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14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가져오기 마법사가 표시됩니다.

단계 15

인증서를 내보낸 위치로 이동한 다음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단계 16

열기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가져오기가 성공했음을 확인하는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단계 17

확인을 클릭합니다.

단계 18

[웹 받은 편지함]을 열려면 주소 표시줄에 URL을 입력합니다.

단계 19

음성 메일을 보내는 동안 녹음 시작 단추가 활성화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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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fox에서 녹음 시작 단추 활성화
절차
단계 1

Firefox 브라우저를 엽니다.

단계 2

도구 > 설정을 클릭합니다.

단계 3

보안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보안 탭의 첫 번째 섹션에서 예외 목록을 클릭합니다. 부가 기능 설치 허용 사이트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단계 5

웹 사이트 주소 필드에 Connection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Internet Explorer에서 녹음 시작 단추 활성화
절차
단계 1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를 엽니다.

단계 2

도구 > 인터넷 옵션을 클릭합니다.

단계 3

보안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보안 설정을 보거나 변경할 영역을 선택하십시오. 섹션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단계 5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단계 6

영역에 웹 사이트 추가 필드에 연결 URL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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