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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작 설명서 

참고: 본 문서에는 현재 사용 중인 Windows용 Cisco Jabber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나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브 창

전화 제어

전화 제어를 통해 사용 가능한 전화기를 선택하고 통
화 착신 전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상태 메시지 6. 음성 메시지

2. 검색 또는 통화 표시줄 7. 미팅

3. 연락처 8. 사용자 정의 그룹

4. 채팅방 9. 전화 제어

5. 최근 통화
사용자 정의 상태 메시지

각 대화 가능 상태에 대해 최대 3개의 사용자 정의 상태 메
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커서를 상태 메시지 필드에 두고 새 상태 메시지를 입력합
니다.

최근 통화 

최근 통화 탭에 최근 통화 및 부재 중 전화 목록이 표시됩
니다. 부재 중 전화 위에 커서를 올려 놓고 통화 아이콘을 
선택하면 다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음성 메시지

음성 메일 탭에서 음성 메시지에 액세스하고, 재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거나 콜백할 음성 메시지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합니다.

참고 부재 중 전화가 있거나 새 음성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허브 창에 알림이 표시됩니다.
채팅 창

채팅 창에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색 또는 통화 표시줄

• 다중 채팅을 위한 탭
• 연락처 사진 및 대화 가능 상태

• 채팅 제어 및 회의 제어

채팅 제어

채팅 제어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
니다.

• 스크린 캡처 전송

• 파일 전송

• 이모티콘 삽입

• 글꼴 크기 및 색상 편집

• 참가자를 추가하여 그룹 채팅 만들기

• 새 창에 채팅을 표시하기 위해 창 숨기기

전화 걸기

전화를 걸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검색 또는 통화 표시줄에서 해당 전화 번호 입력

• 연락처 목록에서 연락처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
로 클릭

• 해당 사용자와의 채팅 창에서 통화 아이콘 선택
회의 제어

채팅 창에는 다음에 대한 제어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 연락처 목록에 대상자 추가

• 미팅 시작

• 화면 공유

• 전화 통화 시작

통화 제어

통화 제어를 통해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전체 화면으로 이동

• 셀프 뷰 표시

• 숫자를 입력할 키패드 열기

• 오디오 음소거

• 볼륨 조절

• 다음 추가 제어에 액세스합니다.
– 통화 대기

– 통화 전환

– 통화 병합

– 전화회의 만들기

• 통화 종료

전화 받기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때 채팅 메시지로 회신하거나, 전화
를 받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