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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isco Cius를 켜려면, 맨 위의 전원 
단추를 누르십시오.

2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전원 케이
블을 오른쪽에 있는 전원 포트에 
꽂으십시오. 알림 표시줄에 충전 
상태가 표시됩니다.

전원 포트와 아래쪽에 있는 헤드
셋 포트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
니다.

3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거나 화면 
키보드를 없애고 싶을 때,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나갈 때는 뒤로 
버튼을 누르십시오.

4
홈 화면으로 돌아오려면 홈 버튼
을 누르십시오. 

5

메뉴를 누르면 현재 애플리케이
션의 메뉴가 나타납니다. 제공되
는 옵션이 없으면 메뉴도 표시되
지 않습니다.
1단계

협업을 위해 설계된 세계 최초의 모바일 태블릿 컴퓨    
터인 Cisco Cius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배터리를 충전하고 화면 잠금을 
해제한 다음 설치 마법사를 실행해 주십시오.

배터리

 Cisco Cius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라면 최소 5시간 정
도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충전 중에도 Cius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잠금 해제

오른쪽 모서리의 화살표를 왼쪽으로 끌면 화면 잠금
이 해제됩니다.

설치 마법사

Cius를 처음 사용할 때 설치 마법사가 자동으로 실행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지시 사항에 따라 Wi-Fi, 전자 
메일, 채팅 및 Cisco WebEx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
십시오. [설정]에서 언제든지 설치 마법사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

1. [애플리케이션] 메뉴 에서 [설정] 을 시작합
니다.

2. 무선 및 네트워크를 누릅니다.

3. Wi-Fi 설정을 누릅니다

4. Wi-Fi를 누릅니다.

5.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목록에서 무선 네트워크
를 선택합니다.

6. 자격 증명 정보를 입력하고 연결을 누릅니다.
빠른 실행 팁

빠른 실행 도구 

홈 화면 하단에 있는 빠른 실행 도구에는 다음 링크가 
있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메뉴 실행

 •  전화 애플리케이션 실행

 •  Cius 홈 화면에 Cius 추가 메뉴 실행

 •  Google 검색 애플리케이션 실행

Cius 홈 화면

홈 화면에 위젯 또는 바로 가기를 추가하거나 배경 화
면을 변경하려면

 • Cius 홈 화면에 추가 아이콘 을 누르거나 

 • 홈 화면의 빈 공간을 길게 누릅니다. 

위젯이나 바로 가기를 제거하려면 위젯이나  
바로 가기를 길게 누른 다음 휴지통으로 끌어 
놓습니다.

알림 표시줄

화면 상단에 있는 알림 표시줄의 왼쪽에는 애플리케
이션 알림을, 오른쪽에는 상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알림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 보려면 알림 표시줄을 아
래로 내립니다.

알림을 누르면 애플리케이션이 열립니다.

멀티태스킹

최근에 사용했던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살펴 보거나 

애플리케이션 간을 이동하려면 홈 을 길게 누릅

니다.
미주 지역 본사

애플리케이션

일부 Cius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려면 활성 네트워
크 연결이 필요하고 Cisco 통합 통신 관리자 서버에 
등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전화 애플리케이션

전화 애플리케이션은 연락처, 채팅 및 기타 Cisco 협업 
애플리케이션과 통합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기

화면이 잠긴 상태에서 응답 아이콘 을 왼쪽으로 

끌거나, 무시 아이콘 을 오른쪽으로 끕니다.

Cius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응답, 전환 또는 
무시를 선택합니다.

http://www.cisco.com/go/trademarks


 Visual Voicemail

음성 메일에 사인인하려면

1. 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기록 아이콘 을 누릅
니다. 

2. 화면 오른쪽의 메시지를 누릅니다.

3. 계정 자격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음성 메시지가 있으면, 재생 아이콘 을 눌러 메시
지를 듣습니다.

 연락처 애플리케이션

연락처 카드를 보려면 연락처를 누릅니다. 연락처 카
드에서 바로 전화를 걸거나 채팅을 시작하거나 전자 
메일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추가

1. 메뉴 키 를 누릅니다.

2. 새 연락처를 누릅니다.

3. 새 연락처 화면에 연락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완료를 누릅니다.

빠른 연락처 표시

화면에 빠른 연락처 표시를 나타나게 하려면, 한 연락
처에서 연락처 아이콘을 누릅니다.

빠른 연락처 표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전화 걸기

 •  연락처 세부 정보 보기

 •  전자 메일 메시지 보내기

 •  채팅 시작

 •  Cisco WebEx 회의 시작
 전자 메일 애플리케이션

여러 계정에서 전자 메일 메시지를 보내고 받으려면 
전자 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자 메일 메시지 보내기

전자 메일 메시지를 보내려면 + 새 메시지 버튼을 누
릅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

연락처에 있는 사람과 채팅하거나 자신의 상태를 업
데이트하려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십시오.

대화 시작

대화를 시작하려면 연락처의 이름을 누릅니다.

활성 대화 선택 

1. 채팅 애플리케이션 상단에 있는 활성 대화 탭 을 
누릅니다. 

2. 왼쪽에 있는 연락처 이름을 눌러 대화를 선택합니다. 

상태 설정

자신의 상태를 선택하려면, 화면 왼쪽 상단에서 상태 
영역을 누릅니다.
대화 종료

대화를 끝내려면 닫기 아이콘 을 누릅니다.

 캘린더 애플리케이션

일정을 세우고 잊지 않으려면 캘린더 애플리케이션
을 사용해 보십시오. 

화면 오른쪽의 일정목록에 예정된 일정이 표시됩니다.

캘린더 보기 변경

캘린더 보기를 변경하려면 1(일), 7(주) 또는 31(월) 탭
을 누릅니다. 오늘을 누르면 오늘 날짜로 이동합니다.

이벤트 추가

캘린더에 이벤트를 추가하려면 + 이벤트를 누릅니다.

 Cisco WebEx 회의 애플리케이션

WebEx 회의 중에 회의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음성 회의 참여

 • 공유 프레젠테이션 보기

 • 다른 참가자 보기 및 채팅

모든 회의 통제 권한은 주최자에게 있으며, 주최자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WebEx 볼 을 드래그 앤 드롭하여 진행자 변경

 • 참가자의 음소거 및 음소거 해제

화면 하단에 있는 팝업 알림판에 현재 말하고 있는 사
람이 표시됩니다.
 설정 애플리케이션

Cius 설정 및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고 맞춤 설정하
려면 설정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십시오.

사용 설명서

 Cisco Cius사용 설명서를 읽어 보려면

1. [애플리케이션] 메뉴 에서 [설정] 을 시작합
니다.

2. Cius 정보를 누릅니다.

3. Cisco Cius 사용 설명서를 누릅니다.

액세서리

온라인 상점에서 블루투스 헤드셋, 휴대용 케이스  
및 기타 액세서리를 구입하려면 
http://www.cisco.com/go/cius/accessories를 방문하
십시오.

HD 미디어 스테이션

HD 미디어 스테이션은 Cisco Cius의 기능을 확장합
니다. USB 키보드 또는 마우스 연결을 위한 3개의 
USB 포트, 외부 모니터에 연결하는 DisplayPort 연결 
기능 및 Gigabit Ethernet 스위치 등이 있습니다.

바로 가기 키
미디어 스테이션 및 USB 키보드와 함께 Cius를 사용
하고 있다면, Cius에서 키를 누르는 대신 바로 가기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Shift-Ctrl-[

 •  홈: Shift-Ctrl-]

 •  뒤로: Shift-Ctrl-\

MicroSD 카드 슬롯

가용 메모리를 확장하려면 microSD 카드 슬롯에 
microSD 카드를 삽입합니다.

참고 본 문서는 8 1/2 x 14인치(Legal 규격) 용지 
인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cisco.com/go/cius/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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