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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스 1.1 및 1.2의 전화 명령

1 Cisco Unified MeetingPlace Express 입장

2 개회 중 기능

3 소규모 세션 기능

4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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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규모 세션 기능

4  추가 정보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6533/products_user_guide_list.html을 방문하
십시오.

누름 키 설명 후속 누름 키 설명

# 옵션 청취 옵션 번호 청취하는 옵션 선택

* 주 회의에 다시 참가

#0 지원 받기 — —

#1 소규모 세션 퇴장 0 주 회의에 다시 참가

1-9 소규모 세션 선택

#2 출석 조사 1 참가자 이름 청취

* 소규모 세션에 다시 참가

#4 입장 허가 옵션 1 소규모 세션 잠금 또는 잠금 
해제

* 소규모 세션에 다시 참가

#5 음소거 또는 음소거 해제 — —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6533/products_user_guide_list.html


1  Cisco Unified MeetingPlace Express 입장

여기에 Cisco Unified MeetingPlace Express 전화 번호를 기록해 두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isco Unified 
MeetingPlace 
Express 로 전화

를 건 다음 입력

할 키 설명 후속 작업 설명

0# 지원 받기 — —

회의 ID 번호와 # 게스트로 회의 
참가1

1. "참석 가능자"가 "Cisco Unified MeetingPlace Express 프로파일이 있는 사용자만"으로 설정되어 
예약된 회의에는 게스트가 참가할 수 없습니다.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암호 입력

—

1# 지금 시작 사용자 프로파일 번호, #, 
암호, #을 차례로 입력

—

2# 사용자 프로파일
에 액세스

사용자 프로파일 번호, #, 
암호, #을 차례로 입력

—

회의 ID 번호와 # 입력 프로파일이 있는 사
용자로 회의에 참가

2# 이름 녹음

3# 전화 프로파일 암호 
변경

3# 

또는

4# 

또는

...

기본 설정 언어 
선택2

2. 다국어 옵션을 제공하도록 구성된 시스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언어 버전 선택

—

# 옵션 다시 청취 — —
2  개회 중 기능

누름 키 설명 후속 누름 키 설명

# 옵션 청취 옵션 번호 청취하는 옵션 선택

* 회의에 다시 참가

#0 지원 받기 — —

#1 소규모 세션 1-9 소규모 세션 선택

0 회의에 다시 참가

#2 출석 조사 1 참가자 이름 청취

* 회의에 다시 참가

#3 새 참가자에게 전
화하거나 누락된 
모든 초대 대상자
에게 연락

1, 전화 번호, 
#을 차례로 
누름

새 참가자에게 전화 걸기

3 누락된 모든 초대 대상자 가
져오기

* 회의에 다시 참가

#4 입장 허가 옵션 1 회의 잠금 또는 잠금 해제

2 참가자 허용

3 마지막 참가자 연결 해제

* 회의에 다시 참가

#5 전화기 음소거 또
는 음소거 해제

— —

#6 녹음 1 녹음 시작 또는 중지

* 회의에 다시 참가

#8 회의 종료 3 회의 종료1

1. Cisco Unified MeetingPlace Express 릴리스 1.1.1 및 이전 릴리스에서는 #81 키를 눌
러 회의를 종료합니다.

* 회의에 다시 참가

#9 회의 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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