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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참조 가이드

Cisco Webex Share는 모든 HDMI
디스플레이에서 로컬 미팅을 위한
고품질의 케이블 없는 콘텐츠 공유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모든 디스플레이를
Webex 무선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변환합니다. 노트북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서 실행되는 Cisco Webex Teams
또는 Webex Meetings를 사용하여
사용자는 물리적인 룸에서 로컬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노트북
컴퓨터 주변으로 모여들 필요가 없습니다.
Webex를 사용하면 Cisco Webex 미팅에서
원격으로 공유하는 사용자의 화면에
콘텐츠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Webex Share 기능:
• Webex 미팅 외부에서 무선으로 로컬
콘텐츠 공유

Webex Share 시작하기
1.

TV 또는 모니터의 HDMI 입력에 Webex
Share를 연결합니다.

2.

Webex Share를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합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Wi-Fi

•

PoE(Power over Ethernet)

•

AC + 이더넷

3.

TV 또는 모니터에서 Webex Share가 연결된
HDMI 입력을 선택합니다.

프록시미티 페어링

4.

TV 또는 모니터의 지침을 따릅니다.

프레즌스 감지

5.

옵션: 화면을 무선으로 공유하려면
https://webex.com/downloads에서 Cisco
Webex Teams를 다운로드합니다.

•

일정 통합

•
•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help.web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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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연결로 Cisco Webex Share 설정
18W 벽면 전원 어댑터가 USB-C 케이블을 통해
Webex Share에 연결됩니다.
1.

Webex Share를 꽂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전원
어댑터를 사용합니다.

이더넷 또는 POE(Power over Ethernet)
연결을 사용하여 Cisco Webex Share 설정
이더넷 보드가 포함된 18W 벽면 전원 어댑터는 유선
연결을 제공합니다. 전원 어댑터를 벽면 콘센트에
꽂으면 RJ45 케이블을 통해 벽면 이더넷 포트 및
USB-C 케이블을 통해 Webex Share에 연결됩니다.
1.

2.

장치를 연결합니다. 여기에 표시된 이더넷 어댑터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지정된 SSID에 연결합니다. 메시지가 표시되면 WiFi 인증서를 입력합니다.
TV 또는 모니터에 표시되는 Wi-Fi 네트워크가
보이지 않으면 Wi-Fi 네트워크 목록을 새로
고칩니다.

활성화 코드 생성
Cisco Webex에 추가된 장치는 당사가 제공하는 코드를
사용하여 활성화해야 합니다. 장치를 활성화하기 전에
다른 작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언제든지 새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1.

https://admin.webex.com의 고객 보기에서 위치
또는 사용자로 이동합니다.

2.

활성화 코드를 생성할 사용자 또는 위치를
선택합니다.

3.

장치 추가를 선택합니다.
QR 코드 및 16자리 활성화 코드가 제공됩니다.
활성화 코드는 7일 후 만료됩니다.

4.

활성화 코드를 입력하거나 장치에서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또한 장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치에 할당된 사용자 또는 조직의 다른
사용자에게 활성화 코드를 전자 메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1. 네트워크 > Wi-Fi를 클릭합니다.
2. 조직의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Wi-Fi 작동 주파수

3.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4. 참가를 클릭합니다.

3. 웹 브라우저(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 사용)에서
장치 페이지에 액세스하기 위한 Webex Share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4. 웹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에 대한 보안 예외를
추가하고 확인합니다.
5. 웹 브라우저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6. 활성화 코드 입력을 클릭하여 활성화 코드를
입력합니다.
7.

설치를 완료하려면 웹 브라우저에서 나머지 지침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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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 브라우저(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 사용)
에서 장치 페이지에 액세스하기 위한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3.

웹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에 대한 보안 예외를
추가하고 확인합니다.

4.

웹 브라우저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5.

활성화 코드 입력을 클릭하여 활성화 코드를
입력합니다.

6.

설치를 완료하려면 웹 브라우저에서 나머지 지침을
수행합니다.

주파수

출력

EIRP

5150~5350MHz

23dBm

200mW

5470~5725MHz

27dBm

500mW

2400~2483MHz

20dBm

100mW

이 장비의 작동은 다음 조건을 충족합니다. (1)이 장비 또는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으며 (2) 이 장비 또는 장치는 원하지 않는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어떤 간섭도 수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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