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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9971 IP Phone에서 Meet-Me 옵션을 구성하기 위한 샘플 컨피그레이션을 제공합니
다.Meet-Me를 사용하면 예약된 시간에 미리 결정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회의를 호스트하거나 참가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Cisco CUCM(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8.x에 등록된 펌웨어 9.2(1)가
포함된 Cisco Unified IP Phone 9971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c/ko_kr/support/docs/dial-access/asynchronous-connections/17016-techtip-conventions.html


미팅-미

호스트가 연결되면 전화회의가 시작됩니다.호스트가 참가하기 전에 전화회의를 호출하는 참가자는
통화 중 신호음을 듣고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모든 참가자가 전화를 끊으면 전화회의가 종료
됩니다.호스트 연결이 끊기면 전화회의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Meet-Me 컨퍼런스 호스팅

Meet-Me 전화회의에서는 디렉토리 번호를 할당해야 합니다.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Administration은 사용자에게 Meet-Me 전화회의 디렉토리 번호 범위를 제공하여 사용자
가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Meet-Me 전화 번호를 받습니다.1.
참가자에게 Meet-Me 전화 번호를 배포합니다.2.
미팅을 시작할 준비가 되면 핸드셋을 들어 신호음을 받은 다음 Meet Me 단추를 누릅니다.3.
Meet-Me 전화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4.

Meet-Me 전화회의 참가

회의 호스트가 제공한 Meet-Me 전화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1.
통화 중 신호음이 들리면 호스트가 아직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것입니다.이 경우 다시 전화하
십시오.

2.

구성

Meet-Me 옵션은 소프트 키가 아닌 기능 버튼으로 구성됩니다.

9971 장치 모델 구성 소프트키는 일반적인 79xx 모델과 완전히 다릅니다.Cisco Unified IP Phone
8961, 9951 및 9971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관리에서 소프트키 템플릿을 사용
하지 않습니다.여기에서 "기능 제어 정책"을 사용하면 관리자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관리에서 기능을 비활성화하여 Cisco Unified IP Phone 8961, 9951 및 9971의 기능을 제
한할 수 있습니다.

기능 제어 정책을 사용하면 특정 기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고 전화기에 표시될 특정 기능 및
소프트키의 모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기능을 비활성화하면 비활성화된 기능에 대한 소프트키가
통화 상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Meet-Me 기능은 Cisco Unified IP Phone 관리에 컨피그레이션이 필요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기능
버튼입니다.PLKs(Programmable Line Keys)를 소프트키로서 사용하면 관리자가 전화기의 소프트
키 또는 버튼으로 사용자에게 특정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능을 PLK 또는 SoftKeys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 당겨받기●

모빌리티●

악의적인 통화 추적●

미팅-미●

품질 보고●



구성

9971 Phone을 사용하면 전화 회선, 기능 및 통화 세션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새 소프트키
템플릿을 생성하고 Meet-Me 소프트키를 할당해야 합니다.다음은 단계입니다.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관리 웹 페이지에 로그인합
니다.

1.

Device(디바이스) > Device Settings(디바이스 설정) > Soft Key(소프트 키 템플릿)로 이동합니
다.

2.

Add New(새로 추가)를 클릭하고 Standard User(표준 사용자)를 선택합니다.그런 다음 복사를
클릭합니다
.

3.

표준 사용자에서 9971-metem으로 이름을 변경한 예를 들어, 저장을 클릭합니다
.

4.

Configure Softkey Layout from Related Links를 선택합니다.그런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5.
Meet Me 소프트키를 추가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

6.



9971 IP Phone에서 소프트키가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새로 추가된 이 템플릿을 Phone Button
Template(전화기 버튼 템플릿)으로 선택합니다
.

7.

Meet-Me 전화회의의 경우 System > Device Pool 메뉴 아래에서 Media Resource Group List 매개
변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그룹에 설정되어 있고 9971 장치가 해당 그룹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용 중인 장치에 따라 다른
요구 사항이 있으므로 미디어 리소스를 9971 장치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정보

Cisco Unified IP Phone 9971●

Meet-Me 및 Ad Hoc 회의 기능 사용●

음성 기술 지원●

음성 및 통합 커뮤니케이션 제품 지원●

Cisco IP 텔레포니 문제 해결●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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