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콘솔
manage.lifesizecloud.com의 웹 기반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사용자, 회의 및 룸 시스템을 관리하고 전역 설정을 구성합니다.
관리 콘솔에서는 대시보드의 사용자 및 회의실당 참가, 통화 시간, 시스템 사용과 같은 사용 및 품질 지표를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기록
및 활동 보고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Lifesiz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제를 사용하면 Lifesize를 빠르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포트 열기
계정 구성

Lifesize 관리 콘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An error occurred.
Try watching this video on www.youtube.com, or enable JavaScript if it is disabled in your
browser.

Lifesize 회의실 시스템 설정이 필요하십니까? Lifesize Icon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방화벽 구성
웹 서비스 HTTP 및 HTTP 트래픽
표준 포트의 정상 HTTP 및 HTTPS 웹 트래픽의 경우, 선호되는 허용 방법은 와일드카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특히 웹 프록시 서버 또는
동등한 네트워킹 어플라이언스에서 임의 *.lifesizecloud.com 및 *.lifesize.com URL로의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Lifesize는 사용하는 하위 도메인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하위 도메인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경우에는 최소 7일 전에 고객에게 알립니다.

미디어 및 기 타 트래픽
Lifesize는 HTTP, HTTPS 이외의 트래픽이 필요한 서비스의 모든 요소에 대해, 포트 요구 사항이 같은 해당 서비스의 모든 공용 IP 주소를 포
함하는 DNS(Domain Name Service) 레코드를 유지 관리합니다. Lifesize는 이러한 DNS 레코드를 IP 주소 변경 시 함께 업데이트합니다. 고
객은 DNS 레코드를 쿼리하고 DNS 레코드가 업데이트될 때 그 구성을 동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방화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많은 방화벽
이 이 기능을 다르게 구현합니다. 예를 들어, Cisco ASA 장치는 FQDN ACL 기능을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DNS 레코드의 TTL(TimeToLive)은 예상되는 각 서비스의 변경 빈도를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다양한 방화벽이 TTL을 사용하지 않고 DNS
레코드의 수명을 설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Lifesize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Lifesize의 모든 DNS 레코드는 AWS(Amazon Web Services)의 Route53 서비스에서 호스팅됩니다. AWS Route53는 전세계에 배포되며 뛰
어난 성능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DNS 구현을 제공합니다.
방화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포트 열기를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포트 열기
일반 방화벽과 웹 프록시 설정
다음 표에는 다음 요소에 필요한 방화벽 및 웹 프록시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Lifesize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된 Lifesize 시스템과 앱
Microsoft Skype for Business 온라인
사내 Microsoft Lync 2013 및 Skype for Business
SIP를 사용하는 타사 게스트 시스템
H.323을 사용하는 타사 게스트 시스템
방화벽이 네트워크에서 다음 대상과 포트로의 아웃바운드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구성하십시오.
참 고: 다음 포트를 사용하려면 대칭 UDP를 지원하는 상태 기반 방화벽이 필요합니다.
소 스 IP

임의

소스 포트

TCP: 임의

대 상 IP
*.lifesize.com
*.lifesizecloud.com
*.walkme.com
jwpsrv.com
ssl.p.jwpcdn.com
jwpltx.com
twilio.com
cloudfront.net
pmi.flowplayer.com

대상 포트

TCP:80, 443

설명

Lifesize 웹 서비스와 Lifesize
엔드포인트가 사용하는 기타
웹 서비스

TCP: 443, 3478
TCP: 임의
임의

UDP: 임의

fwa.lifesizecloud.com

임의

UDP: 임의

fwb.lifesizecloud.com

UDP: 5060

SIP 서비스

UDP: 임의

fwc.lifesizecloud.com

UDP: 6000065000

미디어 서비스

TCP: 임의
임의

UDP: 임의

TCP: 400005000
fwd.lifesizecloud.com

UDP: 4000060000

임의

UDP: 임의

fwe.lifesizecloud.com

UDP: 1000030000

임의

TCP: 임의

fwf.lifesizecloud.com

TCP: 443, 5222
TCP: 3000050000

TCP: 임의
모 든 클라이언트

UDP: 임의

fwg.lifesizecloud.com

TCP: 5061
Edge 서 버

UDP: 5000059999

UDP: 임의

UDP: 임의

UDP: 3000050000

TCP: 80, 443
fwh.lifesizecloud.com

UDP: 3000032000

WebRTC 릴레이 서비스

미디어 릴레이 서비스
현재 상태 및 채팅 서비스

Microsoft Lync 2013 및
Skype for Business 게이트
웨이 서비스

Microsoft Lync 2013 및
Skype for Business 게이트
웨이 서비스

웹 앱과 데스크탑 앱에 대한
터널 서비스

TCP: 1720, 1000028000

TCP: 임의
임의

UDP: 3000050000

TCP: 5061
fwg.lifesizecloud.com

TCP: 임의
임의

TURN 서비스  다른 네트워
크의 엔드포인트에 대한 지
점간 지원

TCP: 5060, 5061

TCP: 임의
임의

UDP: 443, 3478, 30000
32000

fwi.lifesizecloud.com

UDP: 1000028000

H.323 서비스

TCP: 1720, 1000028000

TCP: 임의
임의

UDP: 임의

fwi.lifesizecloud.com

TCP: 임의
임의

UDP: 임의

fwj.lifesizecloud.com

UDP: 1000028000

TCP: 443, 1720, 5060, 5061,
1000016000, 35061

H.323 서비스

기존 통화 관리 노드 서버

UDP: 5060, 1000028000

고객 특정 방화벽 및 웹 프록시 설 정
승인된 Cisco® 및 Polycom® 장치에 대한 타사 통합이 있으면 H.460 서버 IP 주소가 제공됩니다.
방화벽이 네트워크에서 다음 대상과 포트로의 아웃바운드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구성하십시오.
참 고: 다음 포트를 사용하려면 대칭 UDP를 지원하는 상태 기반 방화벽이 필요합니다.
소 스 IP

소스 포트

대 상 IP

대상 포트

설명

타 사 시스템

UDP: 1719

Lifesize H.460 서버

UDP: 1719

H.460/RAS 시그널링

타 사 시스템

TCP: 임의

Lifesize H.460 서버

TCP:1720

H.460/H.225.0/Q.931 통화
설정 시그널링

타 사 시스템

TCP: 임의

Lifesize H.460 서버

TCP: 2000020200

H.460/H.245 통화 제어 시그
널링

타 사 시스템

UDP: 임의

Lifesize H.460 서버

UDP: 6768, 6769

H.460.19 멀티플렉스
RTP/RTCP 미디어. 타사 장
치에서 암호화를 사용하도록
구성되는 경우 SRTP를 사용
합니다.

타 사 시스템

TCP: 임의

ldapexport.lifesizecloud.com

TCP: 389

인증된 LDAP(비 TLS) 디렉
토리 서비스

타 사 시스템

TCP: 임의

ldapexport.lifesizecloud.com

TCP: 636

인증된 LDAPS(TLS) 디렉토
리 서비스

TCP: 임의

soapexport.lifesizecloud.com

TCP: 80

인증된 SOAP(HTTP) 디렉토
리 서비스

TCP: 임의

soapexport.lifesizecloud.com

TCP: 443

인증된 SOAP(HTTPS) 디렉
토리 서비스

타 사 시스템

타 사 시스템

하위 도메인
일부 방화벽 시스템은 와일드 카드를 허용할 수 없으므로 모든 하위 도메인을 각각 허용해야 합니다.
방화벽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포트 열기를 참조하십시오.

*.lifeizecloud.com
다음은 *.lifesizecloud.com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포함해야 하는 하위 도메인 목록입니다 와일드 카드:
하 위 도메인 목 록

하 위 도메인 사 용

api.lifesizecloud.com

관리 콘솔의 액세스 API

calendarservice.lifesizecloud.com

Icon 캘린더 서비스

call.lifesizecloud.com

통화 요청(Call me) 페이지

callmanager.lifesizecloud.com

직접 미디어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브라우저/데스크탑 클라이언트

cdn.lifesizecloud.com

Icon 자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cfdwh.lifesizecloud.com

데이터 창고

direct.lifesizecloud.com

직접 미디어의 경우

directory.lifesizecloud.com

관리 콘솔 디렉토리 서비스

download.lifesizecloud.com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

eblogin.lifesizecloud.com

사용되지 않음

ecommerce.lifesizecloud.com

전자 상거래

galapi.lifesizecloud.com

Dash 지원

guest.lifesize.com

게스트 통화

images.lifesizecloud.com

관리 콘솔에서 사용됨

launch.lifesizecloud.com

Internet Explorer 웹 앱

live.lifesizecloud.com

레코딩 서비스

local.lifesizecloud.com

데스크탑 서비스

login.lifesizecloud.com

웹 앱에 로그인

lync.lifesizecloud.com

Skype for Business 상호 운용성

manage.lifesize.com

Lifesize 클라우드 관리, Icon 페어링

manage.lifesizecloud.com

관리 콘솔

mediastats.lifesizecloud.com

고객 통화 통계

nucleusproxy.lifesizecloud.com

클라이언트를 위한 마이크로서비스

outlook.lifesizecloud.com

Outlook 플러그인

phonehd.lifesizecloud.com

HD Phone 구성

present.lifesizecloud.com

Dash에서 무선으로 공유

phonehd.lifesizecloud.com

HD Phone 구성

present.lifesizecloud.com

Dash에서 무선으로 공유

primlb.lifesizecloud.com

애플리케이션의 채팅 서비스

shop.lifesizecloud.com

전자 상거래

software.lifesize.com

Lifesize Icon 회의실 시스템 모델에 의해 사용되는 라이센스 서버

stream.lifesizecloud.com

라이브 스트림 시청을 위한 진입 지점

webapp.lifesizecloud.com

웹 앱 서비스

webmodule.lifesizecloud.com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aptrinic.com
다음은 *.aptrinsic.com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포함해야 하는 하위 도메인 목록입니다 와일드 카드:
하 위 도메인 목 록

하 위 도메인 사 용

app.aptrinsic.com

관리 콘솔의 Gainsight 페이지

websdk.aptrinsic.com

관리 콘솔의 Gainsight 페이지

esp.aptrinsic.com

관리 콘솔의 Gainsight 페이지

*.amazonaw.com
다음은 *.amazonaws.com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포함해야 하는 하위 도메인입니다 와일드 카드:
하 위 도메인 목 록

하 위 도메인 사 용

s3uswest2.amazonaws.com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및 Icon 바탕 화면 가져오기

*.google.com
다음은 *.google.com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포함해야 하는 하위 도메인 목록입니다. 와일드 카드:
하 위 도메인 목 록

하 위 도메인 사 용

accounts.google.com

Google 로그인

apis.google.com

API 액세스

content.googleapis.com

API 액세스

계정 구성
Lifesize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회사 환경에 완벽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Lifesize 앱을 구성합니다.
이메일 다이얼링 활성화
Microsoft Lync 2013 및 Skype for Business 2015 페더레이션
Skype for Business 온라인 페더레이션

달력 통합 구성
사용자가 선호하는 메일 일정 관리 시스템과 Lifesize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관리 콘솔의 달력 서비스에서 Lifesize Icon에 가입하려면 통합을 적절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통합을 실행하려면 전용 룸 시스템 사서함과 달력 제공자에 대한 올바른 액세스 자격 증명 설정이 있어야 합니다.
Microsoft® Office® 365에서 룸 사서함 생성 자세히 알아보기
Microsoft® Exchange Server 2013 및 2016에서 룸 사서함 생성 자세히 알아보기
G Suite(이전 Google Apps for Work)에서 룸 사서함 생성 자세히 알아보기

Lifesize Icon도 회의실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Microoft Office 365 및 Microoft xchange erver
최초 설정의 경우, Microsoft Office 365 또는 Microsoft Exchange Server 계정에 대한 관리자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달력 통합을 구성했으면 달력 서비스에 Lifesize Icon에 할 수 있습니다.

G uite(이 전 Google App for Work)
최초 설정의 경우, Lifesize가 Google 서비스와 통신할 수 있도록 G Suite API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달력 통합을 구성했으면 달력 서비스에 Lifesize Icon에 할 수 있습니다.
Lifesize 앱과의 달력 통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이메일 다이얼링 활성화
회사 Lifesize 사용자에 대한 이메일 다이얼링을 지원하도록 DNS SRV 레코드를 구성합니다.
다음 예에서 @myCompany.com 주소에 대한 모든 SIP 및 H.323 통화는 lifesizecloud.com으로 리디렉션됩니다.
참 고: 모든 마침표(.)는 의도적으로 사용된 것이며 필수 사항입니다.
; SRV records
_sip._udp.mycompany.com.

180

IN

SRV

10

10

5060

lifesizecloud.com.

_sip._tcp.mycompany.com.

180

IN

SRV

10

10

5060

lifesizecloud.com.

_h323ls._udp.mycompany.com.

180

IN

SRV

0

0

1719

lifesizecloud.com.

_h323cs._tcp.mycompany.com.

180

IN

SRV

0

0

1720

lifesizecloud.com.

Microsoft Lync 2013
Lifesize 앱은 Skype for Business 2015와 Microsoft Lync 2013 환경을 지원합니다. Microsoft Lync 배치가 공개형 페더레이션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lync.lifesizecloud.com을 페더레이션형 파트너로 추가해야 합니다. 그 밖에 다음이 필요합니다.
Edge 서버에 설치된 공용 인증서
방화벽 구성에 관한 내용은 네트워크 포트 열기의 Microsoft Lync 및 Skype for Business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Lync 도메인의 업데이트된 SRV 레코드

Microoft Lnc 2013 Federation
Lync 2013 서버와 Lifesize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간 페더레이션을 시작하려면:
1. Microsoft Lync Front End 또는 Standard Edition Server에 로그인하여 Microsoft Lync 제어판을 엽니다.
2. Microsoft Lync 서버 제어판에서 페더레이션 및 외 부 액세스를 선택합니다.
3. 외 부 액세스 정 책 창에서 페러레이션된 사용자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편 집 > 상 세 정 보 표 시를 클릭한 다음 페러레이
션 된 사용자와의 통 신 활성화 선택합니다.
4. Edge 구 성 액세스 창에서 페더레이션 활성화 및 파트너 도메인 검 색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5. SIP 페더레이션된 도메인 창에서 lifesizecloud.com을 가리키는 새 도메인을 추가합니다. 엣지 액세스 서비스(FQDN)
는 lync.lifesizecloud.com이 됩니다.

Skype for Business 온라인 페더레이션
Lifesize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는 Skype for Business 온라인 환경을 지원합니다.
Skype for Business 온라인 배포가 공개형 페더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Skype for Business 관리 센터에 로그인해서
lifesizecloud.com을 허용 도메인으로 추가하여 lifesizecloud.com을 페더레이션된 파트너로 추가해야 합니다.
방화벽 구성에 관한 내용은 네트워크 포트 열기의 Skype for Business 온라인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Skype for Business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로컬 네트워크도 아웃바운드 UDP를 허용해야 합니다.

직접 미디어
직접 미디어 지점 간 통화
지점 간 연결은 두 개의 노드 또는 종점 간의 통신 경로를 의미합니다. Lifesize 클라이언트 사이에 이뤄지는 지점 간 통화는 Lifesize의 클라
우드 기반 서비스를 통해 미디어를 연결하는 대신, 자사 네트워크를 통하거나 홈 오피스 및 기업 네트워크 간 직접 미디어(음성, 영상 및 콘
텐츠)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지 점 간 통 화(직 접 미 디 어 없 음)

지 점 간 통 화(직 접 미 디 어 있 음)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하거나 가능한 경우 홈 오피스 또는 기타 로컬 네트워크와의 직접 상호연결을 통해 지연 시간의 감소와 통화 품질
의 향상시키는 장치 간 경로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더욱 직접적인 연결은 종종 더욱 논리적인 경로가 있고 동일한 지점이나 캠퍼스에서 연결
하는 경우 인터넷 연결의 불필요한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지점 간 통화 시나리오에서는 신호 트래픽이 여전히 Lifesize 서
버를 통해 전송하지만, 실시간 미디어에 비하면 데이터의 규모는 매우 작습니다.
지점 간 통화가 확대되거나 음성 및 영상 포맷 변환(트랜스코딩)이 필요할 경우, 클라이언트는 해당 미디어를 Lifesize 프런트 엔드 서버로 지
연 혹은 간섭 없이 자동으로 연결합니다.
Lifesize 클라이언트를 연결하는 지점 간 통화 시나리오에서 트래픽을 전송할 최적의 경로를 자동으로 확보하는 ICE(Interactive Connectivity
Establishment, 상호 연결 설정) 형식을 사용합니다. ICE는 통과할 최소한의 홉 또는 장치를 사용하여 최상의 미디어 경로를 식별하는 논리
적인 접근 방식을 정립합니다. NAT(STUN)용 세션 트래버설 유틸리티 및 NAT(STUN) 주변의 트래버설 활용 릴레이 같은 기술을 UDP 및
TCP 연결에 순차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ICE는 제거 절차에 착수하여 통화에 맞도록 미디어를 전송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냅니다.
연결 구성을 시도할 때 Lifesize 직접 미디어 클라이언트 통화가 거치게 되는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 고: 직접 미디어의 방화벽 설정 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포트 열기(포트 3478 및 443)와 IP 주소를 참고하십시오.
1. 직 접 미디어(로 컬 미디어)  먼저 클라이언트가 방화벽을 경유하지 않고 UDP 상의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미디어에 라우팅하
여 피어 클라이언트에 연결하려 시도합니다. 만약 미디어 경로가 사용 불가하면 시스템은 다음 절차를 시도합니다.
2. 직 접 미디어(STUN Reflexive)  로컬 경로가 사용 불가하면 클라이언트는 로컬 방화벽을 통해 UDP를 통과하는 미디어를 라우팅
하도록 시도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 방화벽으로 직접 연결합니다. 이 절차가 실패할 경우, 시스템이 다음 절차를 시도합니다.
3. 직 접 미디어(UDP를 통 한 TURN) – 직접 또는 STUN 리플렉시브 미디어 경로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트래픽을
릴레이(프록시)하기 위해 로컬 방화벽을 통해 UDP 포트 3478 상의 가장 가까운 TURN 서버로 연결을 시도하며, Lifesize 프런트 엔
드 서버를 우회하여 상대편 클라이언트 측으로 연결합니다. 이 절차가 실패할 경우, 시스템이 다음 절차를 시도합니다.
4. 릴레이됨(UDP) – 직접 미디어 연결 구성이 불가할 경우(UDP 3478의 아웃바운드가 차단된 경우, 직접 미디어 TURN 서버에 접속
할 수 없거나 영상/음성 포맷을 트랜스코딩해야 함), 클라이언트는 1000028000 범위에 있는 UDP 포트를 사용해 Lifesize 프런트
엔트 서버를 통해 다시 트래픽을 릴레이하기 위해 물러납니다.
5. 릴레이됨(TCP를 통 한 TURN)  아웃바운드가 개시된 경우 TCP 포트 443(TURN)의 로컬 방화벽을 통해 로컬 네트워크 미디어 경
로로부터 Lifesize 프런트 엔드 서버로, 이어서 파엔드의 클라이언트로의 UDP 연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접 미디어 시나리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Lifesize 기술 지원팀으로 문의하십시오.

계정 설정
관리 콘솔에서 Lifesize 계정에 대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탐색 메뉴에서

계 정 설 정을 클릭합니다.

계정 정보
일반 설정
회의 설정
장치 설정
다운로드
싱글 사인온(활성화된 경우)
병합 요청

계정 정보
1. Lifesize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탐색 메뉴에서

계 정 설 정을 클릭합니다.

3. 계 정 정 보 탭을 선택합니다.

계정 유형 및 기능
계정 유형, 갱신 날짜 및 업그레이드 옵션을 보고 계정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계정 병합
무료 또는 평가판 Lifesize 계정의 관리자는 자신의 계정을 기존 Lifesize 계정에 병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결합하고자 하는 Lifesize 계정
관리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요 청 전 송을 클릭합니다. 요청이 전송되고 난 후 요청 상태는 보류 중입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
면 병합 요청을 참조하십시오.

계정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 액세스 코드를 생성해서 Lifesize 지원팀에 귀하의 계정에 대한 임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설정
1. Lifesize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탐색 메뉴에서

계 정 설 정을 클릭합니다.

3. 일 반 설 정 탭을 선택합니다.
기 본 언 어: 계정의 기본 언어를 선택합니다. 그룹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사용자의 경우, 기본 앱 언어는 사용자의 시스템 또는 브라우저 언어입니다. 시스템 또는 브라우저 언어를 감지할 수 없거나
Lifesize가 지원하는 언어가 아니면 기본 그룹 언어가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개인 앱 언어를 지원되는 언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Icon 이벤트 알림 이메일은 그룹 언어를 사용합니다. 룸 시스템 모니터링 이메일 알림이 활성화되거나 사용자 계정에 적용되는
경우 그룹 언어 설정에서 정의된 언어로 알림이 전송됩니다.

채 팅: 계정의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채팅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레 코 드 및 공 유: 레코딩 옵션을 구성하고 공유 권한을 설정합니다.

레 코 딩 허 용: 통화, 회의, Live Stream 이벤트를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레코딩의 공 개 공 유 허 용: 사용자가 통화 및 회의 레코딩을 회의 공용 링크를 사용하여 그룹 외부와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
정합니다. 회의 및 레코딩 소유자는 Lifesize 그룹 내에서 시청자를 결정합니다. 참 고: 계정에 대한 레코딩이 활성화되어야 합니
다.

도 메 인 필 터: 보안 강화를 위해 신규 사용자 계정을 특정 도메인으로 제한합니다. 이메일 주소가 해당 도메인과 일치하지 않는 사용자가
귀하의 계정에 연결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필드에 @companyname.com을 입력하면 @companyname.com 이외의 이
메일 도메인을 사용하는 신규 사용자 계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관리자로 권한이 부여된 이메일 주소를 갖는 신규 사용자를 자동으로 승인
하고 권한이 부여된 이메일 주소가 없는 신규 사용자는 귀하의 계정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동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채 팅 통 합: 기존 Microsoft Teams 또는 Slack 계정과 통합할 수 있습니다.

회의 설정
1. Lifesize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탐색 메뉴에서

계 정 설 정을 클릭합니다.

3. 회 의 설 정 탭을 선택합니다.
전 화 번 호: 음성 회의가 지원되는 경우, 회의 초대장에 전화 번호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달력 초대장, 게스트 사용자를 위한 전화주세요(Call Me) 페이지에 표시될 기본 번호와 최대 3개의 보조 전화 번호를 선택합니다.
기본 번호를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미국 전화 번호가 표시됩니다. 기본 번호는 Lifesize 앱의 내 프로필과 Lifesize Icons 및 Lifesize
Phone의 내 정보 화면에도 표시됩니다.

회 의 초대장: 회의 초대장에 나타날 정보를 선택하십시오.

모 든 회 의 초대에서 회 의 암 호 표 시: 회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모든 회의 초대장에 암호를 표시하는 옵션. 암호는 선택 사항이며 회
의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 고: 회의 소유자는 항상 암호를 볼 수 있습니다. 암호가 숨겨져 있는 경우, 다른 사용자나 참석자가 보호된 회
의 소유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다 른 통 화 방 법 : 다른 통화 방법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추가하는 옵션.
Skype for Business: Skype for Business 앱에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시키는 옵션입니다(Skype for Business 추가 기능
필요).
컨퍼런스 룸 에 서 전 화 걸 기: Lifesize 회의실에서 회의에 참가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는 옵션.

회 의 레이아웃: 모든 통화와 회의에 사용되는 기본 화면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옵 션 1: 활성 스피커를 레이아웃에서 항상 더 크게 표시합니다.
옵 션 2: 5명 이상의 참가자가 참여할 때까지 참가자를 똑같이 표시하고 그 이후에는 활성 스피커를 더 크게 표시합니다.

비활성 회 의: 비활성 회의가 만료되고 자동으로 삭제되기까지 일 수를 설정하십시오.
Lifesize 디렉토리의 정돈 상태 유지를 돕기 위해, 비활성 회의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정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비활성 회 의: 비활성 회의가 만료되고 자동으로 삭제되기까지 일 수를 설정하십시오.
Lifesize 디렉토리의 정돈 상태 유지를 돕기 위해, 비활성 회의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정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활동 후 회의를 유지할 기간(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새 계정의 기본 기간은 0일입니다. 최대 365일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
다. 참 고: 일수를 0으로 설정하면 회의가 만료되지 않습니다.
곧 만료됨 라벨이 7일(또는 7일 미만인 경우 사용자가 설정한 기간) 내로 만료하는 회의 옆에 표시됩니다. 회의가 만료되면 회의가
삭제됩니다. 회의실로 전화를 걸면 활성 회의로 재설정됩니다. 라벨 위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비활성 회의 만료까지 남은 기간
(일)이 표시됩니다.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검 색 필드에 "곧 만료됨"을 입력하고 곧 만료되는 회의를 찾으십시오.
만료 간격이 더 짧은 간격으로 변경되면, 확인 화면이 해당 변경의 결과로 삭제될 회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비활성 회의를 삭제하려
면 삭 제를 클릭하십시오. 회의 삭제를 원하지 않으면 취소를 클릭한 후 통화나 채팅으로 회의를 사용하십시오. 이로 인해 만료 기
간이 재설정됩니다.
설정한 만료 간격이 7일 미만이라면, 라벨이 간격을 설정한 정확한 일수에 표시됩니다.
마지막 사용된 날짜가 없는 회의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를 생성했지만 채팅 기능을 호출 또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
의에는 사용된 날짜가 없습니다.

Icon 설정
1. Lifesize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탐색 메뉴에서

계 정 설 정을 클릭합니다.

3. Icon 설 정 탭을 선택합니다.
Lifesize Icon 이 벤 트 알 림 활 성 화: Lifesize에서 시스템 이벤트 알림을 보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알림을 수신할 사용자 이메일 주소 또는 전
용 계정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 티켓팅 시스템으로 직접 알림을 전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Icon 사 용 자 정 의 배 경: 선호하는 Lifesize Icon 배경을 선택하거나 배경 없음을 선택합니다. 기본 Lifesize 이미지 대신 사용자 지정 배경 이미지를
선호하는 경우 선택할 이미지 파일로 이동하여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이미지 파일은 PNG 형식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ifesize Icon 시스템
사용자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하가 요청하신 페이지는 사라졌습니다.
실제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검색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아래 바닥글
에 있는 링크를 통해 원하시는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ifesize Icon 이벤트 알림
Lifesize에서는 Lifesize Icon 상태를 선제적으로 편리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Lifesize는 조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알림 조건이 감지
되면 즉시 이메일 알림으로 알려드립니다. 경고는 관리 콘솔에서 설정합니다.
Lifesize는 다음 조건을 알려줍니다.
이벤트 유 형

설명

오프라인

Lifesize Icon이 3분 이상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오프라인
마이크 연 결 끊 김

Lifesize Icon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시작된 후 40분 이상 오프라
인 상태입니다.
마이크 연결이 3분 이상 끊겼습니다.

디스플레이 끊 김

디스플레이 연결이 3분 이상 끊겼습니다.

전화 연결 끊김

전화 연결이 3분 이상 끊겼습니다.

SIP2 등 록 실 패

SIP Registrar 2 연결이 3분 이상 끊겼습니다.

오디오 패 킷 손 실 높 음

통화의 오디오 패킷 손실이 3%보다 큽니다.

치명적인 오디오 패 킷 손 실
비디오 패 킷 손 실 높 음
치명적인 비디오 패 킷 손 실

통화의 오디오 패킷 손실이 100%입니다.
통화의 디오 패킷 손실이 3%보다 큽니다.
통화의 비디오 패킷 손실이 100%입니다.

경고 설정
1. Lifesize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탐색 메뉴에서

계 정 설 정을 클릭합니다.

3. Icon 설 정 탭과 알 림 활성화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4. Lifesize가 경고를 전송할 때 사용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5.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도움말: 전용 이메일 계정에 이메일 경고를 전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아이콘이 배포된 대규모 조직의 경우 티켓팅 시스템에 이
메일 경고를 전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 고: 관리 콘솔의 룸 시스템 페이지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아이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포트 열기에서 방화벽이 네트워크에서 Lifesize Icon 상태 모니터링용으로 지정된 대상 포트로의 아웃바운드 액세스를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Lifesize Icon 시스템 사용자 정의
Lifesize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연결된 Lifesize Icon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 지정 배경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1. Lifesize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탐색 메뉴에서

계 정 설 정을 클릭합니다.

3. Icon 설 정 탭을 선택합니다.
4. Icon 사용자 정의 배경 섹션으로 스크롤하여 사용자 정 의 배 경을 선택한 후 업로드할 파일을 가져다 놓거나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이미지 파일을 찾습니다.
파일은 PNG 형식이어야 합니다.
5. Lifesize Icon 시스템에 파일을 업로드하려면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모든 Lifesize Icon 시스템은 통화 중이 아닐 때 사용자 지정 배경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사용자가 Lifesize 전화에서 원격으로 버튼을 누르는
경우, 시스템에 니어 엔드 카메라 보기가 표시됩니다. 회의실에 듀얼 화면을 사용하는 경우, 두 화면 모두 사용자 정의 배경을 표시합니다.
이미지를 변경하려면 새 사용자 정의 배경 이미지 파일을 로드합니다.
Lifesize Icon 시스템에서 이미지를 제거하려면 배 경 없 음을 선택한 다음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Lifesize 데스크탑 앱을 위한 MSI
Lifeize Window(MI) Intaller 활용 및 사용자 설정
http://download.lifesizecloud.com/download?platform=msi에서 새로운 Lifesize 데스크탑 앱의 Windows 배포용 구성 가능 MSI 파일을 다운로
드하십시오.
실행하면 MSI가 thelifesize_app.exe 및 (임베딩된) settings.json 파일을 %PROGRAMFILES%\Lifesize Installer 폴더로 복사합니다. 또한,
Windows 레지스트리에 "Run" 키를 삽입하므로, 로그인 시 해당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사용자가 (다시 시작 또는 로그아웃 이후) 다음에 로그인하면, lifesize_app.exe가 실행되며, Lifesize 앱이
%LOCALAPPDATA%\lifesize_app에 설치됩니다. 그 후 Lifesize 앱이 저절로 실행되어 settings.json 파일을 %PROGRAMFILES%\Lifesize
Installer에서 %AppData%\Lifesize [channel]\electronsettings 폴더로 복사합니다. 해당 설정은 다음 시작 시 반영됩니다. settings.json의 타
임스탬프는 현재 날짜와 시간이 아닌, 해당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날짜와 시간을 가리킵니다.
기본 설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IT 조직이 MSI를 "dark.exe"로 해체한 이후 임베딩될 설정 파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WIX 소스 자체 및/
또는 .wixobj 파일을 당사에서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ompiling/candle.exe가 아닌 linking/light.exe만 필요합니다.
MSI 설치 프로그램은 앱 설치 프로그램 배포를 위한 매개체일 뿐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앱은 %PROGRAM FILES% 폴더에 있는
설치 프로그램을 통해 여전히 %LOCALAPPDATA%에 설치되며, 예전처럼 %LOCALAPPDATA% 내에서 업데이트됩니다.

예시
이 방법은 .MSI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여러 방식 중 하나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해당 파일에 사용자 설정을 반영한 후 조직 전체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IT 부서를 위한 예시/지침이자 표준으로써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Lifesize에만 국한되는 사례가 아닙니다.
단계

명령

WiX Toolset 다 운 로 드 및 설 치
https://github.com/wixtoolset/wix3/releases/download/wix311rtm/wix311.exe
WiX Toolset 경 로 를 시 스 템 경 로 에 추 가

set path=%path%;%WIX%\bin

lifesize MSI를 c:\msi\Lifesize.msi 등 의 특 정 한 경 로 에 다 운 로 드
MSI 파 일 이 다운로드된 폴 더 로 이 동

cd c:\msi

캐 비 닛 콘 텐 츠 및 WiX 소 스 파 일 을 msi에 서 추 출(dark.exe 사 용)

dark Lifesize.msi x .

.\File\settings.json 파 일 을 원 하 는 대 로 편 집. JSON 형 식 을 유지하십시오.

WiX 소 스 파 일 처 리 및 컴 파 일

candle ext WixNetFxExtension out
Lifesize.wixobj Lifesize.wxs

새 로 운 Windows Installer(MSI) 파 일 연 결, 바 인 딩, 생 성

light sval ext WixNetFxExtension 
out "NewLifesize.msi"`
"Lifesize.wixobj

모든 단계를 마치면 사용자 설정을 반영한 새로운 Windows Installer MSI 파일이 생성되고 조직 전체에 이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자체 인증
서 및 signtool.exe를 사용해 새롭게 생성한 MSI 파일에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ocs.microsoft.com/en
us/dotnet/framework/tools/signtoolexe).

Lifesize 데스크탑 앱을 위한 MSI
Lifeize Window(MI) Intaller 활용 및 사용자 설정
http://download.lifesizecloud.com/download?platform=msi에서 새로운 Lifesize 데스크탑 앱의 Windows 배포용 구성 가능 MSI 파일을 다운로
드하십시오.
실행하면 MSI가 thelifesize_app.exe 및 (임베딩된) settings.json 파일을 %PROGRAMFILES%\Lifesize Installer 폴더로 복사합니다. 또한,
Windows 레지스트리에 "Run" 키를 삽입하므로, 로그인 시 해당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사용자가 (다시 시작 또는 로그아웃 이후) 다음에 로그인하면, lifesize_app.exe가 실행되며, Lifesize 앱이
%LOCALAPPDATA%\lifesize_app에 설치됩니다. 그 후 Lifesize 앱이 저절로 실행되어 settings.json 파일을 %PROGRAMFILES%\Lifesize
Installer에서 %AppData%\Lifesize [channel]\electronsettings 폴더로 복사합니다. 해당 설정은 다음 시작 시 반영됩니다. settings.json의 타
임스탬프는 현재 날짜와 시간이 아닌, 해당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날짜와 시간을 가리킵니다.
기본 설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IT 조직이 MSI를 "dark.exe"로 해체한 이후 임베딩될 설정 파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WIX 소스 자체 및/
또는 .wixobj 파일을 당사에서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ompiling/candle.exe가 아닌 linking/light.exe만 필요합니다.
MSI 설치 프로그램은 앱 설치 프로그램 배포를 위한 매개체일 뿐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앱은 %PROGRAM FILES% 폴더에 있는
설치 프로그램을 통해 여전히 %LOCALAPPDATA%에 설치되며, 예전처럼 %LOCALAPPDATA% 내에서 업데이트됩니다.

예시
이 방법은 .MSI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여러 방식 중 하나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해당 파일에 사용자 설정을 반영한 후 조직 전체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IT 부서를 위한 예시/지침이자 표준으로써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Lifesize에만 국한되는 사례가 아닙니다.
단계

명령

WiX Toolset 다 운 로 드 및 설 치
https://github.com/wixtoolset/wix3/releases/download/wix311rtm/wix311.exe
WiX Toolset 경 로 를 시 스 템 경 로 에 추 가

set path=%path%;%WIX%\bin

lifesize MSI를 c:\msi\Lifesize.msi 등 의 특 정 한 경 로 에 다 운 로 드
MSI 파 일 이 다운로드된 폴 더 로 이 동

cd c:\msi

캐 비 닛 콘 텐 츠 및 WiX 소 스 파 일 을 msi에 서 추 출(dark.exe 사 용)

dark Lifesize.msi x .

.\File\settings.json 파 일 을 원 하 는 대 로 편 집. JSON 형 식 을 유지하십시오.

WiX 소 스 파 일 처 리 및 컴 파 일

candle ext WixNetFxExtension out
Lifesize.wixobj Lifesize.wxs

새 로 운 Windows Installer(MSI) 파 일 연 결, 바 인 딩, 생 성

light sval ext WixNetFxExtension 
out "NewLifesize.msi"`
"Lifesize.wixobj

모든 단계를 마치면 사용자 설정을 반영한 새로운 Windows Installer MSI 파일이 생성되고 조직 전체에 이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자체 인증
서 및 signtool.exe를 사용해 새롭게 생성한 MSI 파일에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ocs.microsoft.com/en
us/dotnet/framework/tools/signtoolexe).

Microsoft Outlook AddIn을 위한 MSI
Lifeize Microoft Outlook Add-In 설치 패키지(MI) 사용하기
MSI 파일을 사용하면 더욱 쉽게 Lifesize Microsoft Outlook AddIn을 조직 내에 배포할 수 있으며, 설치한 이후에는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실
행됩니다. 관리 콘솔에서 새로운 Outlook AddIn을 Windows에 배포하기 위한 MSI 파일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실행하면 MSI가 setup.exe 및 outlook.bat, outlook.vbs 파일을 %PROGRAMFILES(X86)%\Lifesize Outlook Installer 폴더로 복사합니다. 또한,
Windows HKLM 레지스트리에 "Run" 키를 삽입하므로, 해당 기계에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사용자가 (다시 시작 또는 로그아웃 이후) 다음에 로그인하면, setup.exe가 실행되며 VSTO 매니페스트를 다운로드하고 AddIn을
%LOCALAPPDATA%\Apps\2.0에 있는 VSTO ClickOnce (GUIDkeyed) 폴더에 설치합니다. Outlook이 실행되면 이 위치에서 AddIn을 로드
합니다. ClickOnce가 https://outlook.lifesizecloud.com에서 새로운 버전을 감지하면 해당 AddIn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SSO 구성
시작하기 전에
Lifesize 가입에 SSO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SAML 2.0 준수 IdP 또는 ID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Lifesize를 신뢰할 수 있는 앱으로 등록하려면 ID 플랫폼 설정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Lifesize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탐색 메뉴에서

계 정 설 정을 클릭합니다.

3. SSO 탭을 선택합니다.
Lifesize 앱은 SAML 2.0 준수 ID 제공자(IdP)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싱글 사인온(SSO)을 지원합니다. 싱글 사인온을 활성화하려면 ID 제공자설정을 구성하고 유효성을 확인하십시오.

어 떤 작업을 수행하시겠습니까?
Lifesize 관리 콘솔의 구성
AD FS를 사용해 구성
Okta ID 관리를 사용해 구성
Microsoft Azure를 사용해 구성

관리 콘솔에서 구성
사용자 IdP 설정 구성
구성은 각 IdP에 따라 다릅니다. Lifesize IdP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해야 합니다.
Assertion Consumer Service (ACS) URL: https://login.lifesizecloud.com/ls/?acs
Lifesize 앱에서 일치시켜야 하는 속성 이름 또는 명령문 (이름, 성, 이메일) . 참 고:다음 이름 ID 형식이 필요합니다:

urn:oasis:names:tc:SAML:2.0:nameidformat:transient
Entity Id: https://login.lifesizecloud.com/ls/metadata/
사용자 IdP가 싱글 사인온 요청을 수신하는 URL. 이 URL은 Lifesize 앱(고 급 설 정 > SSO 통 합)의 Login URL 필드에 있는 값과 일치해야 합니다.
기본 릴레이 상태: Lifesize 앱의 릴 레 이 상 태 필드와 일치합니다. 참 고: 릴 레 이 상 태 필드는 사용자가 Lifesize 앱에서 설정을 입력하고 테 스 트 를
클릭한 다음에 채웁니다. 아래에서 SSO 구 성을 참조하십시오.
X.509 인코딩된 보안 인증서:

인증서 시작
MIIEHzCCAwegAwIBAgIJAOeNkbnxVVV/MA0GCSqGSIb3DQEBBQUAMIGlMQswCQYDVQQGEwJJTjELMAkGA1UECAwCS0ExE
jAQBgNVBAcMCUJhbmdhbG9yZTERMA8GA1UECgwITGlmZXNpemUxFzAVBgNVBAsMDkNvbW11bmljYXRpb25zMRowGAYDVQ
QDDBFsaWZlc2l6ZWNsb3VkLmNvbTEtMCsGCSqGSIb3DQEJARYecHJvZHVjdG1hbmFnZW1lbnRAbGlmZXNpemUuY29tMB4
XDTE1MDcwNjEwMTIxNloXDTI1MDcwMzEwMTIxNlowgaUxCzAJBgNVBAYTAklOMQswCQYDVQQIDAJLQTESMBAGA1UEBwwJ
QmFuZ2Fsb3JlMREwDwYDVQQKDAhMaWZlc2l6ZTEXMBUGA1UECwwOQ29tbXVuaWNhdGlvbnMxGjAYBgNVBAMMEWxpZmVza
XplY2xvdWQuY29tMS0wKwYJKoZIhvcNAQkBFh5wcm9kdWN0bWFuYWdlbWVudEBsaWZlc2l6ZS5jb20wggEiMA0GCSqGSI
b3DQEBAQUAA4IBDwAwggEKAoIBAQDN6r/qWOveMypCpRBksGEVkLAeDcC08lQ0yxB3s3hEmAU6I7ZCr6JUsS1ldHXRR7Z
JhKk148LOa0p5/3kbyD5p4rpG03LEVPNi43P8SA6Uct7OEu3to/aVjQlkLyXw9f2bX5BhdqGV7ftr8n1O9GMZAUwjd7Lf
rEvGrOM8R/IH60/L1SMpCyx2yIJ4vQ80gSonPYXvc7AnmnFjGLkYSOzBfETpxzGkgr9jqotADRjF6oEerxBhKcjQVHIjQ
vW1Dt4jEQT1ndOzLt0Kw/MzrbxkokQ2JhGuGUWX1o/OPDrQ5nflYN9rhJgOSiTsB1e4T9loeZTUjDPi3y2dVWDZXM8tAg
MBAAGjUDBOMB0GA1UdDgQWBBSe51Gqi8w/xJp/QMlTiHlY/hqwXzAfBgNVHSMEGDAWgBSe51Gqi8w/xJp/QMlTiHlY/hq
wXzAMBgNVHRMEBTADAQH/MA0GCSqGSIb3DQEBBQUAA4IBAQB6O0X7VS9dFaDQI30NMgabvc3RRkn0QiIC42uX3NB9Lt75
k/KWK5keOlTci339qZHatEii6ZkGp9eLrW/97sCitBrM7RXRpYf7IVGTRLb6NYrKitM5wAxpFwj18/2DZi4ugg3DaFCAU
z7jMi1LUMeu/X59ilFn5sx7wz+J/VJAHF2W17vdpBY6qXXAdv9BwO5ii4g5W0gWAcVQKL8k7kz7ZEx+Fpn3HT3vB09ZWr
tIZlFttc/+B7C9kAvR69H73Exg1wHAuFfXeIwC3zTssV7JXD2YJOCmC9Tp8mpXEAN9nEMFKBBmVVUCHQIn0tkt+LzJjFq
0AkCNg542kTWgvWjt인증서 끝

Lifeize 앱에서 O 구성

1. Lifesize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프로필 이름을 클릭하고 고 급 설 정 > SSO 구 성 을 선택한 다음 다음 필드를 작성합니다.
공급업체 발 행 자 식 별: IdP 구성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사용자 IdP의 고유 식별자
Login URL: 사용자 IdP가 싱글 사인온 요청을 수신하는 URL.
X.509 인 증 서: 사용자 IdP가 생성하는 보안 인증서에 대한 인코딩된 정보.
이 름, 성 및 이 메 일: SAML이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속성 사용자의 IdP는 이러한 속성을 Lifesize 로그인 서비스로 보내고 로그인 서비
스는 각 사용자에 대한 계정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특성을 사용합니다.

2. IdP 및 Lifesize 앱 설정을 구성한 후, Test를 클릭하여 구성을 확인하십시오. 사용자 설정은 IdP와 비교하여 검증됩니다.
3. 테스트에 성공하면, Update 를 클릭해 SSO를 활성화합니다.
4. 릴레이 상 태 필드에서 URL을 복사한 다음 사용자 IdP에 기본 릴레이 상태 설정으로 입력합니다. 참 고: 사용자가 설정을 입력하
고 Lifesize 앱에서 Test 를 클릭하면 릴레이 상 태 필드가 채워집니다. 릴레이 상태 구성은 IdP에서 초기화된 흐름이 Lifesize 앱에
대해 올바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AD FS를 사용해 구성
이러한 지침은 사용자가 Microsoft Active Directory Federated Service identity framework(AD FS) 2.0을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상위 버전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트라넷 양 식 인 증 을 사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인 증 정 책 > 기 본 인 증 > 인트라넷 양 식 인 증).

AD F 구성
1. AD F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Relying Party Trust를 선택합니다. 오른쪽 탐색 창에서 Add Replying Party Trust를 클릭합니다.
3. Start을 클릭합니다.
4. Select Data Source에서 Enter data about the relying party manually를 선택합니다.
5. Specify Display Name에서 생성하는 relying party의 이름(예: Lifesize Cloud) 을 입력합니다.
6. AD FS 2.0 profile을 선택합니다.
7. 서비스 > 인증서로 이동합니다.
8. 토 큰 서 명 인증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 속성을 엽니다. 인증서의 상세정보 창에서 Base64 CER 파일로 내
보냅니다.
9. Base64 CER 파일을 텍스트 편집기로 열어 본문을 관리 창의 X.509 인증서 섹션으로 붙여넣고 시작 및 종료 섹션이 포함되었는
지 확인합니다.
10. Lifesize X.509 보안 인증서를 복사해 파일 이름 lifesize.crt로 저장합니다.
인증서 시작
MIIEHzCCAwegAwIBAgIJAOeNkbnxVVV/MA0GCSqGSIb3DQEBBQUAMIGlMQswCQYD
VQQGEwJJTjELMAkGA1UECAwCS0ExEjAQBgNVBAcMCUJhbmdhbG9yZTERMA8GA1UE
CgwITGlmZXNpemUxFzAVBgNVBAsMDkNvbW11bmljYXRpb25zMRowGAYDVQQDDBFs
aWZlc2l6ZWNsb3VkLmNvbTEtMCsGCSqGSIb3DQEJARYecHJvZHVjdG1hbmFnZW1l
bnRAbGlmZXNpemUuY29tMB4XDTE1MDcwNjEwMTIxNloXDTI1MDcwMzEwMTIxNlow
gaUxCzAJBgNVBAYTAklOMQswCQYDVQQIDAJLQTESMBAGA1UEBwwJQmFuZ2Fsb3Jl
MREwDwYDVQQKDAhMaWZlc2l6ZTEXMBUGA1UECwwOQ29tbXVuaWNhdGlvbnMxGjAY
BgNVBAMMEWxpZmVzaXplY2xvdWQuY29tMS0wKwYJKoZIhvcNAQkBFh5wcm9kdWN0
bWFuYWdlbWVudEBsaWZlc2l6ZS5jb20wggEiMA0GCSqGSIb3DQEBAQUAA4IBDwAw
ggEKAoIBAQDN6r/qWOveMypCpRBksGEVkLAeDcC08lQ0yxB3s3hEmAU6I7ZCr6JU
sS1ldHXRR7ZJhKk148LOa0p5/3kbyD5p4rpG03LEVPNi43P8SA6Uct7OEu3to/aV
jQlkLyXw9f2bX5BhdqGV7ftr8n1O9GMZAUwjd7LfrEvGrOM8R/IH60/L1SMpCyx2
yIJ4vQ80gSonPYXvc7AnmnFjGLkYSOzBfETpxzGkgr9jqotADRjF6oEerxBhKcjQ
VHIjQvW1Dt4jEQT1ndOzLt0Kw/MzrbxkokQ2JhGuGUWX1o/OPDrQ5nflYN9rhJgO
SiTsB1e4T9loeZTUjDPi3y2dVWDZXM8tAgMBAAGjUDBOMB0GA1UdDgQWBBSe51Gq
i8w/xJp/QMlTiHlY/hqwXzAfBgNVHSMEGDAWgBSe51Gqi8w/xJp/QMlTiHlY/hqw
XzAMBgNVHRMEBTADAQH/MA0GCSqGSIb3DQEBBQUAA4IBAQB6O0X7VS9dFaDQI30N
Mgabvc3RRkn0QiIC42uX3NB9Lt75k/KWK5keOlTci339qZHatEii6ZkGp9eLrW/9
7sCitBrM7RXRpYf7IVGTRLb6NYrKitM5wAxpFwj18/2DZi4ugg3DaFCAUz7jMi1L
UMeu/X59ilFn5sx7wz+J/VJAHF2W17vdpBY6qXXAdv9BwO5ii4g5W0gWAcVQKL8k
7kz7ZEx+Fpn3HT3vB09ZWrtIZlFttc/+B7C9kAvR69H73Exg1wHAuFfXeIwC3zTs
sV7JXD2YJOCmC9Tp8mpXEAN9nEMFKBBmVVUCHQIn0tkt+LzJjFq0AkCNg542kTWg
vWjt
인증서 끝

11. AD FS > 인증서 구 성에서, Browse 버튼을 사용해 인증서를 찾고 업로드한 다음 Next를 클릭합니다.
12. URL 구성에서, SAML 2.0 WebSSO 프로토콜 지 원 활성화 를 선택하고 다음 URL을 입력합니다.

11. AD FS > 인증서 구 성에서, Browse 버튼을 사용해 인증서를 찾고 업로드한 다음 Next를 클릭합니다.
12. URL 구성에서, SAML 2.0 WebSSO 프로토콜 지 원 활성화 를 선택하고 다음 URL을 입력합니다.
https://login.lifesizecloud.com/ls/?acs

13. ID 구성에서 Relying party trust identifier 에 다음 URL을 입력합니다(닫는 슬래시 '/'를 포함시켜야 함):
https://login.lifesizecloud.com/ls/metadata/

14. 표시 목록에서 ID를 이동하려면 Add 를 클릭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15. Choose Issuance Authorization Rules에서 Permit all users to access this relying party를 선택한 다음 Next를 클릭합니다.
16. Ready to Add Trust에서, 설정을 검토한 후 다 음 을 클릭해 믿을만할 상대를 AD FS 구성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합니다.
믿을만한 상대(relying party)를 생성하고 정의했습니다. 다음은 이 믿을만한 상대가 Active Directory와 통신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클레임 규
칙을 만듭니다.

클레임 규 칙 추 가
1. Edit Claims Rules 창이 열리지 않으면 생성된 믿을만한 상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Trust Relationships >
Relying Party Trusts), Edit Claim Rules을 선택합니다.
2. Issuance Transform Rules 탭을 선택하고 Add Rule를 클릭합니다.
3. Select Rule Template에서, 클레임 규칙 템플릿 드롭다운 메뉴의 Send LDAP Attributes as Claims 을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합
니다.
4. Configure Rule에서, Get Email attributes from AD와 같이 목적을 설명하는 이름을 사용해 클레임 규칙 이름을 부여합니다.
5. 속성 저장소 드롭다운 메뉴에서 Active Directory 를 선택합니다.
6. 로컬 LDAP Attributes 를 일치하는 Outgoing Claim Types 값 에 매핑합니다.속성 이름 또는 명령문 (이름, 성, 이메일 주소) 은
Lifesize Cloud에서 일치시켜야 합니다.
7. Finish를 클릭합니다.
8. Edit Claim Rules에서 Issuance Transform Rules 탭을 선택하고 Add Rule을 클릭합니다.
9. Select Rule Template에서, Send Claims Using a Custom Rule 를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10. 이름을 지정한 후 Custom rule 필드에 다음 정의를 입력합니다.
c:[Type == "http://schemas.microsoft.com/ws/2008/06/identity/claims/windowsaccountname"]
=> issue(Type = "http://schemas.xmlsoap.org/ws/2005/05/identity/claims/nameidentifier",
Issuer = c.Issuer, OriginalIssuer = c.OriginalIssuer, Value = c.Value, ValueType = c.ValueType,
Properties["http://schemas.xmlsoap.org/ws/2005/05/identity/claimproperties/format"]
= "urn:oasis:names:tc:SAML:2.0:nameidformat:transient",
Properties["http://schemas.xmlsoap.org/ws/2005/05/identity/claimproperties/spnamequalifier"]
= "https://login.lifesizecloud.com/ls/metadata/");

11. Finish를 클릭한 다음, OK 또는 Apply 를 클릭해 규칙을 저장합니다.
12. 기본 AD FS 창에서, 왼쪽 탐색 표시줄의 Relying Party Trusts 를 선택합니다.
13. 방금 추가한 Relying Party Trust 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Properties을 선택합니다.
14. Signature 탭을 선택하고 Add를 클릭합니다.
15. lifesize.crt 를 검색하여이전에 저장한 인증서 파일로 이동하고 AD FS에 업로드합니다.
16. Advanced 탭을 선택하고 Secure hash algorithm 을 SHA1로 설정합니다.
17. 완료되면 OK 를 클릭합니다.

Lifeize 앱에서 O 구성, 테스트 및 사용
Windows 서버에서 AD FS를 설정하면 다음 위치에 자동으로 XML 기반 메타데이터 파일이 생성됩니다.
https://Your_Domain_Name/FederationMetadata/200706/FederationMetadata.xml

이 메타데이터는 사용자가 인증될 때 AD FS와 Lifesize 앱 간에 교환되어 신뢰 기반을 형성합니다.
먼저 Windows 서버에서 FederationMetadata.xml 파일을 찾습니다. 표준 텍스트 편집기로 파일을 엽니다.
1. Lifesize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프로필 이름을 클릭하고 고 급 설 정을 선택합니다 .
3. SSO 통 합 > SSO 구 성 으로 이동한 후 AD FS 메타데이터 파일의 컨텐츠로 다음 필드를 채웁니다 .

2. 프로필 이름을 클릭하고 고 급 설 정을 선택합니다 .
3. SSO 통 합 > SSO 구 성 으로 이동한 후 AD FS 메타데이터 파일의 컨텐츠로 다음 필드를 채웁니다 .
공급업체 발 행 자 식 별: <entityID> 속성을 메타데이터 파일에서 복사해 URL을 이 필드에 붙여넣습니다.
예를 들어 <entityID> 속성이 다음과 같은 경우:
<EntityDescriptor
xmlns="urn:oasis:names:tc:SAML:2.0:metadata"
entityID="http://your_domain/adfs/services/
trust" ID="_ad6616ef6c0d4866b8ed4d2c24e98e91">

이 필드에 대한 입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your_domain/adfs/services/trust

Login URL: <SingleSignOnService Location> 속성을 메타데이터 파일에서 복사해 URL을 이 필드에 붙여넣습니다.
예를 들어, <SingleSignOnService Location> 속성이 다음과 같은 경우:
<SingleSignOnService Location="https://your_domain/adfs/ls/"
Binding="urn:oasis:names:tc:SAML:2.0:bindings:HTTPRedirect"/>

이 필드에 대한 입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your_domain/adfs/ls

인 증 서: 메타데이터 파일의 <Signature> 정의 내에서 X.509 보안 인증서를 복사하여 이 필드에 붙여넣습니다.

참 고: <KeyDescriptor> 정의에 포함된 인증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4.

SAML 속 성 매 핑에 다음 매핑 속성에 대한 메타데이터 파일의 URI 값을 입력합니다.
이 름: 메타데이터 파일에 다음과 같이 이름을 설명하는 클레임 유형이 포함되는 경우:
<auth:ClaimType xmlns:auth="http://docs.oasisopen.org/wsfed/authorization/200706"
Optional="true" Uri="http://schemas.xmlsoap.org/ws/2005/05/identity/claims/givenname">
<auth:DisplayName>이름</auth:DisplayName> <auth:Description>사용자의 이름</auth:Description></auth:ClaimType>

이 름 필드의 입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chemas.xmlsoap.org/ws/2005/05/identity/claims/givenname

성: 동일한 방법으로 성 속성을 찾습니다 . 이 예에서는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http://schemas.xmlsoap.org/ws/2005/05/identity/claims/surname

이 메 일: 동일한 방법으로 이메일 주소 속성을 찾습니다 . 이 예에서는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http://schemas.xmlsoap.org/ws/2005/05/identity/claims/emailaddress

5. AD FS ID 공급자 서버에서 설정 유효성을 검사하려면 Test 를 클릭합니다.
6. 테스트에 성공하면, Enable SSO를 선택한 다음 Update를 클릭합니다.
7. Save을 클릭합니다.

Okta ID 관리를 사용해 구성
Okta 설정 구 성
1. Okta에 관리자로 로그인하여 Okta 대시보드를 표시합니다. 대시보드가 나타나지 않으면 Admin 버튼을 클릭합니다.
2. Add Applications를 클릭합니다.
3. Lifesize Cloud를 찾은 다음 Add를 클릭합니다.
4. Lifesize Cloud 앱이 General Settings 탭에 나타납니다. Next를 클릭합니다.
5. Assign Lifesize Cloud to People에서 추가할 사용자를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6. 지정 내용을 확인하고 Done을 클릭합니다.
7.

로그인 탭을 선택하고 View Setup Instructions를 클릭하여

How to Configure SAML 2.0 for Lifesize를 엽니다.

8. Lifesize X.509 보안 인증서를 복사해 파일 이름 lifesize.crt로 저장합니다.
인증서 시작
MIIEHzCCAwegAwIBAgIJAOeNkbnxVVV/MA0GCSqGSIb3DQEBBQUAMIGlMQswCQYD
VQQGEwJJTjELMAkGA1UECAwCS0ExEjAQBgNVBAcMCUJhbmdhbG9yZTERMA8GA1UE
CgwITGlmZXNpemUxFzAVBgNVBAsMDkNvbW11bmljYXRpb25zMRowGAYDVQQDDBFs
aWZlc2l6ZWNsb3VkLmNvbTEtMCsGCSqGSIb3DQEJARYecHJvZHVjdG1hbmFnZW1l
bnRAbGlmZXNpemUuY29tMB4XDTE1MDcwNjEwMTIxNloXDTI1MDcwMzEwMTIxNlow
gaUxCzAJBgNVBAYTAklOMQswCQYDVQQIDAJLQTESMBAGA1UEBwwJQmFuZ2Fsb3Jl
MREwDwYDVQQKDAhMaWZlc2l6ZTEXMBUGA1UECwwOQ29tbXVuaWNhdGlvbnMxGjAY
BgNVBAMMEWxpZmVzaXplY2xvdWQuY29tMS0wKwYJKoZIhvcNAQkBFh5wcm9kdWN0
bWFuYWdlbWVudEBsaWZlc2l6ZS5jb20wggEiMA0GCSqGSIb3DQEBAQUAA4IBDwAw
ggEKAoIBAQDN6r/qWOveMypCpRBksGEVkLAeDcC08lQ0yxB3s3hEmAU6I7ZCr6JU
sS1ldHXRR7ZJhKk148LOa0p5/3kbyD5p4rpG03LEVPNi43P8SA6Uct7OEu3to/aV
jQlkLyXw9f2bX5BhdqGV7ftr8n1O9GMZAUwjd7LfrEvGrOM8R/IH60/L1SMpCyx2
yIJ4vQ80gSonPYXvc7AnmnFjGLkYSOzBfETpxzGkgr9jqotADRjF6oEerxBhKcjQ
VHIjQvW1Dt4jEQT1ndOzLt0Kw/MzrbxkokQ2JhGuGUWX1o/OPDrQ5nflYN9rhJgO
SiTsB1e4T9loeZTUjDPi3y2dVWDZXM8tAgMBAAGjUDBOMB0GA1UdDgQWBBSe51Gq
i8w/xJp/QMlTiHlY/hqwXzAfBgNVHSMEGDAWgBSe51Gqi8w/xJp/QMlTiHlY/hqw
XzAMBgNVHRMEBTADAQH/MA0GCSqGSIb3DQEBBQUAA4IBAQB6O0X7VS9dFaDQI30N
Mgabvc3RRkn0QiIC42uX3NB9Lt75k/KWK5keOlTci339qZHatEii6ZkGp9eLrW/9
7sCitBrM7RXRpYf7IVGTRLb6NYrKitM5wAxpFwj18/2DZi4ugg3DaFCAUz7jMi1L
UMeu/X59ilFn5sx7wz+J/VJAHF2W17vdpBY6qXXAdv9BwO5ii4g5W0gWAcVQKL8k
7kz7ZEx+Fpn3HT3vB09ZWrtIZlFttc/+B7C9kAvR69H73Exg1wHAuFfXeIwC3zTs
sV7JXD2YJOCmC9Tp8mpXEAN9nEMFKBBmVVUCHQIn0tkt+LzJjFq0AkCNg542kTWg
vWjt
END CERTIFICATE

9. Sign On 탭에서 Edit 를 클릭하면 이 필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10. Encryption Certificate에서 Browse 를 클릭하고 방금 만든 lifesize.crt 파일을 선택한 다음 Upload 를 클릭해 Okta로 업로드합
니다.
11. 완료되면 Save 를 클릭합니다.

Lifeize 관리자 설정 구성
1. Lifesize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왼쪽 상단에서 사용자 이름을 클릭하고 Advanced Settings을 선택합니다.
3. SSO 구성 섹션에서 Okta에서 연 How to Configure SAML 2.0 for Lifesize 창을 참조하여 다음 필드를 작성합니다.

Lifesize 설 정

다 음 을 입력합니다.

공급업체 발행자 식 별

Okta의 Identity Provider Issuer 필드 에서 URL을 복사하여 여기에 붙여넣습니
다.

로 그 인 URL

Okta 창의 Login URL 필드를 복사하여 여기에 붙여넣습니다.

로 그 인 URL

Okta 창의 Login URL 필드를 복사하여 여기에 붙여넣습니다.

인증서

Okta window Certificate 필드 에 표시되는 X.509 보안 인증서를 복사하여 여기
에 붙여넣습니다.

5. Lifesize Cloud Advanced Settings의 SAML Attribute Mapping 섹션에서 다음 속성 값을 입력합니다.
이름
성
이메일

6. Test 를 클릭하여 Okta 구성에 대한 Lifesize 설정의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7. 테스트가 성공하면, Enable SSO를 선택합니다.
8. Update를 클릭합니다.
9. Relay State 필드의 URL을 클립보드로 복사합니다. 참 고: Relay State 필드는 사용자가 Lifesize 앱에서 설정을 입력하고
Test 를 클릭한 다음에 채워집니다.
10. Okta 인스턴스로 돌아가 Sign On 탭을 선택하고 Edit 를 클릭하면 이 필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11. Lifesize 앱에서 복사한 Relay State URL을 Okta의 Default Relay State 필드에 붙여넣습니다.
12. Save을 클릭합니다.

Microsoft Azure를 사용해 구성
갤러리에서 Lifeize 추가
1. Portal.azure.com (Azure 클래식 포 털)에 로그인하고 왼쪽 탐색 창에서 Active Directory를 클릭합니다.
2. Directory 목록에서 디렉토리 통합을 활성화하려는 디렉토리를 선택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보기를 열려면, 상단 메뉴의 디렉토리 보기에서 Applications를 클릭합니다.
4. 페이지 하단에서 Add를 클릭합니다.
5. What do you want to do 대화 상자에서, Add an application from the gallery를 클릭합니다.
6. 검색 상자에 Lifesize Cloud를 입력합니다.
7. 결과 창에서 Lifesize Cloud를 선택하고 Complete를 클릭해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합니다.

Lifeize 클라우드 기 반 서비스로 Azure AD 싱 글 사인온 구 성
1. 클래식 포털의 Lifesize Cloud 애플리케이션 통합 페이지에서 Configure single signon을 클릭해 Configure Single SignOn 대
화 상자를 엽니다.
2. How would you like users to sign on to Lifesize Cloud 페이지에서 Azure AD Single SignOn을 선택한 다음, Next를 클릭합
니다.
3. Configure App Setting 대화 상자 페이지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a. Sign On URL 텍스트 상자에서, 사용자가 Lifesize 앱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하는 URL을 다음 패턴으로 입력합니
다. https://login.lifesizecloud.com/ls/?acs
b. ID 필드에 https://login.lifesizecloud.com/ls/metadata/를 입력합니다(닫는 /가 포함되어야 함).
c. 다 음 클릭합니다.
4. Configure single signon at Lifesize Cloud 페이지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a. Download certificate를 클릭한 다음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합니다.
b. 다 음 클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맞 게 O 구성
참 고: 관리자 권한으로 Lifesize 앱에 로그인합니다.
1. 오른쪽 상단에서, 사용자 이름을 클릭하고 Advanced Settings를 클릭합니다.
2. SSO Configuration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인스턴스에 대한 SSO 구성 페이지가 열립니다. SSO 구성 UI에서 다음 값을
구성합니다.
a. Azure AD에서 발행자 URL의 값을 복사하고 Identity Provider Issuer 텍스트 상자에 붙여 넣습니다.
b. Azure AD에서 원격 로그인 URL 값을 복사하고 Login URL 텍스트 상자에 붙여 넣습니다.
c. 다운로드한 인증서를 메모장에서 엽니다. 인증서 시작과 인증서 끝 줄을 제외하고 인증서의 본문을 복사해 X.509
Certificate 텍스트 상자에 붙여넣습니다.
d. First Name 텍스트 상자에 대한 SAML 속성 매핑에서 값을
http://schemas.xmlsoap.org/ws/2005/05/identity/claims/givenname으로 입력합니다.
e. Last Name 텍스트 상자에 대한 SAML 속성 매핑에서 값을
http://schemas.xmlsoap.org/ws/2005/05/identity/claims/surname으로 입력합니다.
f. Email 텍스트 상자에 대한 SAML 속성 매핑에서 값을
http://schemas.xmlsoap.org/ws/2005/05/identity/claims/emailaddress으로 입력합니다.
3. Test 버튼을 클릭하면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est를 클릭하면, SSO 구성 성공 메시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4. Enable SSO 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Update를 클릭합니다. SSO를 사용하여 계정에서 로그아웃하고 다시 로그인합니다.

http://schemas.xmlsoap.org/ws/2005/05/identity/claims/emailaddress으로 입력합니다.
3. Test 버튼을 클릭하면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est를 클릭하면, SSO 구성 성공 메시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4. Enable SSO 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Update를 클릭합니다. SSO를 사용하여 계정에서 로그아웃하고 다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Tutorial을 참조하십시오.

병합 요청
계정 병합 요청(무료 또는 평가판 계정만 해당)
무료 또는 평가판 Lifesize 계정의 관리자는 자신의 계정을 기존 Lifesize 계정에 병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결합하고자 하는 Lifesize 계정 관리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2. 요 청 전 송을 클릭합니다. 요청이 전송되고 난 후 요청 상태는 보류 중입니다.

수락된 경우:
계정이 자동으로 병합됩니다
계정의 사용자는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병합됩니다
통화 내역, 회의 및 레코딩은 병합되지 않습니다

다른 Lifeize 계정의 계정 결합 요청을 수락 또는 거절하십시오
병합 요청이 전송된 계정의 관리자는 관리 콘솔에서 새 병 합 요 청을 보고 요청을 수 락 또는 거 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병 합 요 청 탭은 수퍼 유저가 아니라 관리자에 대해서만 표시됩니다.

수락된 경우:
요청자의 계정이 자동으로 병합됩니다
요청자의 계정 사용자는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병합됩니다
통화 내역, 회의 및 레코딩은 병합되지 않습니다

참고: 유료 계정 때문에 사용자 제한이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계정이 병합되지 않습니다.

대시보드
Lifesize 관리 콘솔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Lifesize 환경의 사용 활동 및 서비스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는 통화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가장 자주 사용되는 룸 시스템과 통화량이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
콘솔의 각 페이지에서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회 의 탭에는 계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실시간 회의 개수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 및 지난 회의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진단에서 문제가 발견될 때 알림을 받도록 경고를 설정하면 룸 시스템 연결성 및 서비스 중단을 관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대시보드 데이터
대시보드 데이터는 오늘, 어제, 최근 7일, 최근 30일, 이번 달, 지난달, 사용자 지정 범위(예: 2018년 5월 15일 ~ 2019년 6월 1일까지)와 같이
선택한 기간 옵션을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요약 데이터 이외에 다음 그래프와 데이터로 상세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 정 요 약 – 선택한 기간의 총 통화 수, 총 통화 시간(분)과 평균 통화 시간을 표시합니다. 사용자 수도 표시합니다.
시 간(분) – 이 그래프는 분 단위의 사용량을 한 눈에 보여줍니다. 데이터 지점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특정일의 실제 분이 표시됩니다.
통 화 량 – 이 그래프는 통화량 단위의 사용량을 한 눈에 보여줍니다. 데이터 지점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특정일의 실제 통화량이 표시됩니다.
사 용 자 – 이 표는 특정 기간 동안 사용자별로 사용한 통화량과 시간(분)을 표시합니다.특정 기간 동안 통화량이 가장 많거나 통화 시간이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인해 보십시오. 모든 사용자 목록을 보려면 모 두 보 기를 클릭합니다.
룸 시 스 템 – 이 표는 통화에 가장 많이 사용된 룸 시스템과 가장 많은 시간(분)이 소비된 룸 시스템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모든 룸 시스템 목록
을 보려면 모 두 보 기를 클릭합니다.
기 기/OS별 통 화 시 간(분) – 이 그래프는 기기별 시간(분)을 기준으로 통화에 가장 자주 사용된 액세스 지점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추적되는 데
이터: 웹 앱, Icon 시스템, Mac 클라이언트, PC 클라이언트, iOS 클라이언트, Android 클라이언트, 타사 시스템 또는 기타 Lifesize.
Live Stream 내 역 – 이 표는 특정 기간 동안 진행된 각 이벤트의 지속 시간과 참가자 수를 한 눈에 보여줍니다. 이벤트 전체 내역과 단일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모 두 보 기를 클릭합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 목록과 질문 본문을 보고 내보내기할 수 있습니다.
참 고: 이 데이터는 가입 플랜에 Live Stream이 포함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통화 정보 내보내기
1. 대시보드 탭에서, 사용자, 회의실 시스템, 통화 내역, Live Stream 내역 등 원하는 섹션으로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2. 정보 페이지를 표시하려면 모 두 보 기를 클릭합니다.
3. 여기에서 시간 프레임을 선택하고 모 두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데이터가 포함된 .csv 파일이 생성됩니다. 사용자 또는 회의실 시
스템의 경우, 개인 사용자 또는 회의실 시스템을 선택하고 그 통화 정보를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 및 지난 회의
라이브 회의
라이브 회 의 탭에는 계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실시간 회의 개수가 표시됩니다.
모든 라이브 회의에 대한 요약 데이터를 보려면 라이브 회 의를 클릭합니다. 자세한 회의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회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회의 참여자 목록을 표시하려면 참 여 자 탭을 클릭합니다.

참여자 이름을 선택하면 참여자의 회의 통계 요약이 표시됩니다. 표시된 요약 데이터는 회의의 중앙값입니다.
참여자의 실시간 대화형 통화 그래프를 보려면 통 화 그 래 프를 클릭합니다.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보려면 그래프 위로 마우스를 가져갑니
다. 특정 시간 범위를 확대하려면 영역을 클릭하고 드래그합니다.

회의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의 위치가 있는 맵을 표시하려면 지 역 분 포 탭을 클릭합니다.

참여자의 이름을 보려면 위치 마커 위로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한 위치에 여러 참여자가 있는 경우 숫자 마커가 표시됩니다. 더 확대하려면 숫자를 클릭합니다. 여러 참가자가 동일한 IP 주소에서 전화를
거는 경우에는 확대할 수 없습니다.
회색 마커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를 나간 참여자를 나타냅니다.

지난 회의
모든 지난 회의에 대한 요약 데이터를 보려면 지 난 회 의를 클릭합니다. 이 요약 데이터는 .csv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날짜를 선
택하려면 달력 드롭다운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회의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회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회의 참여자 목록을 표시하려면 참 여 자 탭을 클릭합니다.

참여자 이름을 선택하면 참여자의 회의 통계 요약이 표시됩니다. 표시된 요약 데이터는 회의의 중앙값입니다.
참여자의 대화형 통화 그래프를 보려면 통 화 그 래 프를 클릭합니다.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보려면 그래프 위로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특정
시간 범위를 확대하려면 영역을 클릭하고 드래그합니다. 참 고: 대 화 형 통 화 그래프는 2주 동 안 만 이 용 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의 위치가 있는 맵을 표시하려면 지 역 분 포 탭을 클릭합니다.

참여자의 이름을 보려면 위치 마커 위로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한 위치에 여러 참여자가 있는 경우 숫자 마커가 표시됩니다. 더 확대하려면 숫자를 클릭합니다. 여러 참가자가 동일한 IP 주소에서 전화를
거는 경우에는 확대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관리
관리 콘솔에서 Lifesize 계정 그룹의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후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디렉토리에서 사용자를 빠르게 찾으려면 검색을 사용합니다.

사용자 계 정
삭제

사용자 이름 옆에 있는 확인란을 클릭한 후 삭 제를 클릭합니다. 삭제하려는 사용자가 소유하는 모든 회의는 관리자 계정에 재할당됩니다. 삭제된
사용자가 회의 진행자인 경우 진행자는 계정 관리자로 변경됩니다.

사용자 암 호
변경

사용자 이름을 선택하여 사 용 자 편 집 대화 상자를 열고 암 호 리 셋을 클릭하여 암호 리셋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사용자에게 보냅니다.

사용자 디 스
플레이 이 름
변경

사용자 이름을 클릭하여 사 용 자 편 집 대화 상자를 연 후 새 이름을 입력하고 저 장을 클릭합니다.

디렉토리에
서 사용자
숨기기

사용자 이름을 클릭하여 사 용 자 편 집 대화 상자를 연 후 디렉토리에서 사 용 자 숨 기 기 옵션을 활성화/비활성화합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디
렉토리에서 특정 사용자를 숨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을 클릭한 후 장 치 탭을 클릭합니다.
페어링된 장
치 정보 보
기

본인과 연결된 장치가 있는지 여부가 표시됩니다. 사 용 자 와 장 치 연 결 해 제 링크를 선택하여 장치를 연결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연결을 해제하면
장치가 오프라인이 되고 계정 페어링이 해제되며 룸 시스템 목록에서 제거됩니다. 장치를 회의실로 다시 페어링하거나 개별 사용자에게 페어링해
야 합니다.

참 고: 사용자 디렉토리 사본을 다운로드하려면 모 두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수행 가능 작업:
사용자에게 고급 권한 제공
도메인 제한

사용자에게 고급 권한 제공
Lifesize 관리자는 관리 콘솔에 액세스하고 다른 사용자, 회의,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Lifesize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탐색 메뉴에서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3. 디렉토리에서 사용자를 찾고 사용자 이름을 클릭합니다.
4. 사용자 편집 탭에서 사용자에게 관 리 콘솔에 대 한 액세스 권 한 제 공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5. Save을 클릭합니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Lifesize 앱 내에서 3가지 역할 중 하나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역할 및 기능:
사용자
전화 걸기 및 받기
내 오디오 또는 비디오 음소거
회의 생성 및 소유
소유한 회의 패스코드 설정 또는 변경
소유한 회의 참가자 추가 또는 제거
소유한 회의 내 모든 참가자 음소거
사용자 또는 그룹 채팅(관리자가 채팅을 활성화한 경우)
회의 라이브 스트리밍(관리자가 회의실 라이브 스트리밍을 활성화한 경우)
회의 레코딩(관리자가 레코딩을 활성화한 경우)
소유한 레코딩을 볼 수 있는 사람 지정

슈 퍼 사용자
사용자 권한 + 추가 권한:
사용량 보고서 보기
슈퍼 사용자로 사용자 승급
사용자로 슈퍼 사용자 강등
슈퍼 사용자 및 사용자 관리 및 삭제
관리자가 소유하지 않은 회의 관리 및 삭제
채팅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레코딩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특정 회의의 라이브 스트리밍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Lifesize Icon 이벤트 알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싱글 사인온(SSO) 구성
공통 달력 서비스 통합 구성
다이얼 인 PSTN 전화 번호, Icon 배경, 회의 레이아웃 구성
Lifesize 앱 내 새 계정 생성이 허용된 사용자 이메일 제한
레코딩 업로드
관리자 및 슈퍼 유저 이러한 사용자 계정으로 회의에 참여할 때 자동 진행자가 제어합니다

관리자(Admin)
사용자 및 슈퍼 사용자 권한 + 추가 권한:
권리자 권한 및 계정은 사용자 또는 슈퍼 사용자로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초대
그룹에 사용자 초대:
1. Lifesize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탐색 메뉴에서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3. 초 대를 클릭하여 초대장을 보내거나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보낼 링크를 복사합니다.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초대장을 보내야 사용자가 회사 Lifesize 계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Lifesize 웹 사이트에 직접 가입하
는 경우 의도치 않게 별도 그룹이 생성되고 회사 그룹 또는 디렉토리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가입되지 않았거나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스팸 폴더를 확인해보도록 알려주십시오.

그룹 연락처 관리
외부 그룹 연락처 추가
관리자는 Lifesize에 연결되지 않은 타사 룸 시스템과 같은 그룹 연락처를 공유 디렉토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Lifesize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탐색 메뉴에서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3. 그 룹 연락처 탭을 선택합니다.
4. 그 룹 연락처 추 가를 클릭합니다.
5. 디스플레이 이름과 다이얼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다이얼 문자열은 확장 번호, 메일 주소, 비디오 또는 전화 번호, 공용 IP 주소 등입
니다. 이 문자열은 고유해야 하며(두 연락처가 동일한 다이얼 문자열을 가질 수 없음) 최대 길이는 255자입니다.
6. 저 장을 클릭합니다.

회의 관리
관리 콘솔의 회 의 탭에는 세부 정보와 함께 회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또한 목록 오른쪽에 전체 회의 세부 정보를 복사할 수 있는 링크
습니다.
Lifesize 관리자는 회의에서 다음을 포함한 모든 회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새 회의 생성
회의 삭제
회의 편집
회의 보고서 내보내기: 회의 페이지에 표시된 정보를 CSV 형식 보고서로 다운로드하려면 모 두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Lifesize 앱의 회의 생성 및 회의 옵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가있

회의 생성
1. Lifesize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탐색 메뉴에서

회 의를 클릭합니다.

3. 회 의 생 성을 클릭합니다.
4. 회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일회성 회의(계정에 활성화된 경우) 또는 영구 회의.
5. 회의 이름을 입력하고 회의 옵션을 설정합니다.
회의 참여를 위한 숫자 비밀번호 설정: Lifesize 계정의 누구라도 회의 탭에서 회의를 볼 수 있지만, 참여 비밀번호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메일 초대장과 달력 초대장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회의에 참가하려는 참가자는 모두 410
자리 숫자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참 고: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회의실에서는 그룹 채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의 설명을 추가합니다: 최대 200자의 회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디렉토리에서 회의 숨기기 :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룸 시스템과 앱의 회의 디렉토리에서 이 회의가 숨겨집니다. 일회성 회의는 기본적으로
숨겨집니다. 회의를 숨겨도 회의 소유자와 진행자에게는 표시됩니다. 참고: 직접 통화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에는 숨겨진 회의로 전화
를 걸 수 있습니다.
회의의 역할을 선택합니다: 회의 소유자, 진행자, 강사.
레코딩을 볼 수 있는 사용자 선택: 회의 소유자, 회의 참가자, 특정 사용자 또는 전체 계정
가입 플랜에 포함된 경우 Live Stream을 활성화합니다.

6. 저 장 을 선택합니다

회의 삭제
1. Lifesize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탐색 메뉴에서

회 의를 클릭합니다.

3. 삭제할 회의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삭 제를 클릭합니다.

회의 편집
Lifesize 관리자는 또한 회의 소유자 변경을 비롯하여 회의 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1. Lifesize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탐색 메뉴에서

회 의를 클릭합니다.

3. 회의 이름을 클릭하여 회의 편집 탭을 엽니다.
회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회의 비밀번호와 설명을 추가하거나 디렉토리에서 회의를 숨김/숨김 해제하려면 일 반 탭
을 선택합니다.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강사를 지정하려면 역 할 탭을 선택합니다.
레코딩을 볼 수 있는 사용자를 설정하려면 레 코 딩 탭을 선택합니다.
계정 가입 플랜에 스트리밍을 포함시킨 경우 회의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활성화하려면 스트리밍 탭을 선택합니다.

참 고: 회의 소유자는 회의의 모든 회의 레코딩을 소유하며 Lifesize 계정 그룹 내에서 레코딩 공유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Lifesize 관리
자는 Lifesize 계정 그룹 외부인도 레코딩을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하가 요청하신 페이지는 사라졌습니다.
실제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검색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아래 바닥글
에 있는 링크를 통해 원하시는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룸 시스템 관리
관리자는

관리자 콘 솔의 룸 시스템에서 Lifesize 회사 계정의 모든 Lifesize 룸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룸 시스템의 요약 데이터를 CSV 형식으로 다운로드하려면 모 두 내보내기를 클릭하십시오.
룸 시스템 사용자 지정에 관한 내용은 Icons 사용자 정의 및 Lifesize Phone HD 사용자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Lifesize Icon 룸 시스템 페어링
Lifesize 계정에서 룸 시스템을 제거하려면 시스템 이름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고 삭 제를 클릭합니다. 개별 사용자 또는 공유 회의실과 연관된
시스템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연결만 끊어집니다. 사용자 또는 회의실 계정은 Lifesize 계정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 도구와 추가 정보에 액세스하려면 룸 시스템 이름을 클릭하십시오.

설정
개 요: 룸 시스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디렉토리에서 룸 시스템을 숨기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달 력: 달력을 구독/구독 해제합니다. 달력 서비스에 Icon을 구독하기 전에 구성된 달력 통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컨트롤러
태블릿 연결/해제
Phone HD가 연결된 경우 홈 화면을 사용자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유지 관리
모니터링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현재 상태를 표시하고 가용성과 연결된 디스플레이, 카메라 및 마이크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문제가 있
는 경우 유지 관리 탭의 경고 아이콘과 함께 날짜, 시간 및 문제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시스템 재부팅
관 리 자 암 호 리 셋: 룸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암호를 리셋합니다.
시 스 템 설 정 리 셋 시스템을 원래 공장 설정으로 리셋하고 Lifesize 서비스와 시스템의 연결을 해제하고 시스템 상태를 오프라인으로 표시합니다. 참
고: 수동으로 리셋한 시스템도 서비스와의 연결이 해제되지만 관리 콘솔에서 상태가 온라인으로 표시됩니다.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하가 요청하신 페이지는 사라졌습니다.
실제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검색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아래 바닥글
에 있는 링크를 통해 원하시는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하가 요청하신 페이지는 사라졌습니다.
실제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검색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아래 바닥글
에 있는 링크를 통해 원하시는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ifesize 룸 시스템 페어링
Lifesize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계정이 있으면 Lifesize Icon 및 220 룸 시스템을 Lifesize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Lifesize Icon 400/450/600/800 페어링
Lifesize 300/700 페어링

내 Icon이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까?
시스템 상태를 보려면 Icon 주 화면에서

>

으로 이동하십시오. 연결되면 통신 > Lifesize Cloud 서비스에 준 비가 표시됩니다.

연결되면 Lifesize Icon이 다른 기기에서 Lifesize 앱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Lifesize 앱은 Icon에 직접 구성 설정을 적용합니다.
회사 계정 디렉토리의 모든 연락처를
가상 회의실을

의 Icon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태도 나타납니다.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ifesize Icon은 화상 참가자를 추가하고, 활성 통화에 대한 여러 수신 전화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 파일로부터 수동 업데이트를 수행하지 않고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Icon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통화 중일 때 또는 시스템을 사용 중일
때 작업을 지연시킬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적용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알 림: Lifesize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Icon에서 활성화하면 공용 주소로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Icon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Lifesize Icon 초기 페어링
Icons 400/450/600/800의 경우, Icon 초기 구성 중에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알 림: 연결하기 전에 Lifesize 사용자 계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1. 초기 구성 마법사가 Lifesize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가입할지 묻는 메시지를 표시하면 예를 선택합니다.
2. 브라우저를 열고 Icon에 표시된 URL로 이동합니다.
3. Lifesize 이메일 주소와 암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4. Icon에 표시된 활성화 코드를 입력합니다.
팁: QR 코드를 스캔하면 로그인 페이지가 열립니다. 로그인하면 코드가 나타납니다.
5. 개별 사용자 또는 회의실에 Icon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용
자

본 인  Lifesize 최종 사용자가 기기를 자신에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 용 자  Lifesize 관리자가 Lifesize 그룹의 사용자 또는 기존 룸 시스템에 기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장치가 회의실에 상주하고 있고 복수의 사용자용이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회의실

Icon에 대한 별도의 Lifesize 계정을 만듭니다. 디렉토리에 나타날 시스템 이름을 입력합니다. 시스템 통화를 위한 이메일 주소를 옵션으로
입력합니다.

6. 시스템 상태를 보려면 Icon 주 화면에서

>

으로 이동하십시오. 연결되면 통신 > Lifesize Cloud 서비스에 준 비가 표시됩니다.

Icon 450만 적 용: Lifesize 페어링 과정이 종료되면 스마트 프레이밍 설정 옵션이 표시됩니다. 보정 과정을 시작하려면 예를 선택하거나 나
중에 설정하려면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 프레이밍 보정을 참조하십시오.

Lifesize Icon 450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비디오에서 확인하십시오.

An error occurred.
Try watching this video on www.youtube.com, or enable JavaScript if it is disabled in your
browser.

기존 아이콘에 연결 또는 연결 해제
Icon 시스템을 언제라도 Lifeize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참 고: 이 프로세스는 시스템을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합니다.
1. 브라우저 URL에 IP 주소를 입력하여 Icon에 로그인합니다.
2.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기본 정보에 대해서는 시스템 액세스 및 암호를 확인하십시오.
3. 원하는 언어를 선택한 다음 로그인을 클릭하십시오.
4. 유 지 관 리 탭을 클릭한 다음 시스템 재설정 > 시스템 재설정

을 선택하십시오.

참 고: 이 작업은 즐겨찾기의 항목을 포함하여 현재 설정을 삭제합니다.
5. 마법사에서 언어, 네트워크 설정, 시간대, Lifesize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대한 연결을 구성하도록 안내합니다.

Lifeize에 서 Icon 연결을 끊으려면:
1. 브라우저 URL에 IP 주소를 입력하여 Icon에 로그인합니다.
2.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기본 정보에 대해서는 시스템 액세스 및 암호를 확인하십시오.
3. 원하는 언어를 선택한 다음 로그인을 클릭하십시오.
4. 유지관리 탭을 클릭한 다음 시스템 재설정 > 시스템 재설정

을.

5. 유지 관리 > 시스템 재설정 > 시스템 재설정에서 기 본 설정으로 시스템 재설정합니다

.

참 고: 이 작업을 실행하면 즐겨찾기 항목을 포함한 현재 설정이 삭제됩니다.
6. 초기 구성 마법사가 Cloud 서비스에 가입할지 묻는 메시지를 표시하면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7. 관리자에게 사용자 계정에서 Icon 제거를 요청합니다.

원격 페어링
1. 브라우저 URL에 IP 주소를 입력하여 Icon에 로그인합니다.
2.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기본 정보에 대해서는 시스템 액세스 및 암호를 확인하십시오.
3. 원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4.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5. 옵션: HTTP 프록시를 구성하려면 프록시를 설정해야 합니까?를 클릭합니다.
a. 호스트, 포트, 사용자 이름, 암호를 입력합니다.
b. 적 용을 클릭합니다.
6. Lifesize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페어링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7. 다 음 클릭합니다.
참 고: Icon으로 프록시를 설정할 때 시스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포트 443 및 5222가 방화벽을 통해 열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Lifesize 220 등록
전제 조건
방화벽 및 DNS 설정 조정
220의 GA 펌웨어 버전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각 장치에 대한 SIP 및 LDAP 사용자 이름
220 리모콘
220이 PBX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공장 초기화를 시작하기 전에 PBX 등록 정보를 메모해 두십시오

220을 클라우드에 등록하려면 출고시 기본값으로 리셋하거나 SSH를 통한 로그인 후 클라우드 페어링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출하 시 기본값으로 초기화
자세한 초기 구성 지침은 Lifesize Video Communications Systems 사용자 및 관리자 안내서의 3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 Lifesize 리모콘을 사용하여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여 시스템 메뉴를 엽니다.
2. 관리자 기 본 설 정>시스템>시스템 리 셋을 선택하고 리 셋을 선택합니다.
3. Lifesize 리모콘을 사용하여 다음에 대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언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시에 사용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영어입니다.

암호

관리자 암호를 변경합니다. 기본 암호는 1234입니다. 참 고: 기본 암호를 고유 암호로 변
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템
ID

위치, 시간대, 시스템 이름, 화상 전화 번호 및 음성 전화 번호를 설정합니다.

통신

화상 및 음성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네트워
크

Lifesize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DHCP가 활성화됩니다. DHCP를 비활성화할 경우에
는 시스템의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및 기본 게이트웨이를 지정해야 합니다.
DNS 서버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DHCP 서버가 없는 경우,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과 IP 주
소를 입력하여 DNS 서버를 구성합니다.
네트워크 속도를 설정할 때 해당 옵션이 네트워크 스위치에 구성된 속도 및 전이중과 일
치하는지 확인합니다.
DHCP를 사용하거나 NTP 서버의 호스트 이름이나 IP 주소를 지정할 때 시스템에서 날짜
와 시간을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오디오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연결된 오디오 입력 장치를 찾아서 활성 마이크를 선택합니다.

Lifesize
Cloud

Lifesize Cloud를 활성화하지 마 십 시 오.

H를 사용하여 로그인
1. SSH 클라이언트를 열고 로그인합니다. 참 고: 자동용 기본 암호는 lifesize입니다. 기본 암호를 고유 암호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현재 상태를 확인하려면 get lscloud enable을 입력합니다.
3. 클라우드에서 연결 해제하려면 set lscloud disable을 입력합니다.
4. 장치가 비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하려면 get lscloud enable을 입력합니다.

장치를 리셋하거나 페어링을 비활성화한 경우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Lifeize를 등록하는 데 필요한 자격 증명
시스템 자격 증명은 관리 콘솔에서 다운로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탐색 메뉴에서 계 정 설 정을 클릭합니다.
3. 다운로드 탭을 선택합니다.
4. Lifesize 220을 Lifesize에 등록하는 데 필요한 자 격 증 명을 클릭합니다.

2. 탐색 메뉴에서 계 정 설 정을 클릭합니다.
3. 다운로드 탭을 선택합니다.
4. Lifesize 220을 Lifesize에 등록하는 데 필요한 자 격 증 명을 클릭합니다.

Lifeize에 등록
참 고: SIP를 위해 방화벽 포트 5061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SIP 설정 방법은 Lifesize Video Communications 사용자 및 관리자 안내서의 5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 브라우저를 열고 220에 표시된 IP 주소로 이동합니다. 참 고: 작동을 위해 Flash가 필요합니다.
2. 계정 암호를 입력합니다.
3. 기 본 설 정 탭을 선택한 후 통 신>SIP로 이동합니다. 옵션을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SIP

사용함

SIP 사 용 자 이 름

Provided in the Lifesize admin console

SIP 서 버 유 형

자동

인증 이름

Lifesize 관리 콘솔에 제공됨

인증 암호

Lifesize 관리 콘솔에 제공됨

SIP 등 록

프록시를 통해

SIP 프 록 시

사용함

프록시 호스트 이 름

sip.lifesizecloud.com

SIP 레지스트라

사용함

레지스트라 호 스 트 이 름

lifesizecloud.com

SIP 신 호

TLS

UDP 신 호 포 트

5060

TCP 신 호 포 트

5060

TLS 신 호 포 트

5061

4. 변 경 사 항 저 장을 클릭합니다.

H.323 사용 안 함
1. 브라우저를 열고 220에 표시된 IP 주소로 이동합니다. 참 고: 작동을 위해 Flash가 필요합니다.
2. 220의 관리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3. 기 본 설 정 탭을 선택한 후 통 신>H323으로 이동합니다. H.323 필드를 사 용 안 함으로 설정합니다.
4. 변 경 사 항 저 장을 클릭합니다

다자간 통화, 화상 1개 + 음성 1개
1. 브라우저를 열고 220에 표시된 IP 주소로 이동합니다. 참 고: 작동을 위해 Flash가 필요합니다.
2. 220의 관리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3. 기 본 설 정 탭을 선택한 후 통 신>일 반으로 이동합니다. 다자간 통 화를 화 상 1개 + 음 성 1개로 설정합니다. 참 고: express 220을 사
용 중이면 다자간 통 화를 사용함으로 설정하십시오.
4. 변 경 사 항 저 장을 클릭합니다.

LDAP
참 고: 보안 LDAP을 위해 방화벽 포트 389와 636이 열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LDAP 설정 방법은 Lifesize Video Communications Systems 사용자 및 관리자 안내서의 6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 기 본 설 정 탭을 선택한 후 디렉토리>LDAP로 이동합니다. 옵션을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LDAP

사용함

LDAP 호 스 트 이 름

ldapexport.lifesizecloud.com

LDAP

사용함

LDAP 호 스 트 이 름

ldapexport.lifesizecloud.com

LDAP 사 용 자 이 름

uid=Lifesize 관리 콘솔에 제공됨

LDAP 암 호

Lifesize에서 제공

LDAP 기 본

o=cloud,dc=lifesize,dc=com

LDAP 필 터

(displayName=*)

LDAP 새 로 고 침

고객 기본 설정

2. 변 경 사 항 저 장을 클릭합니다.

FCP 사용 안 함
1. 브라우저를 열고 220 <IP address of 220>/support에 표시된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2. 사용자 이 름과 암 호를 입력합니다. 기본 로그인 id는 cli / lifesize입니다.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3. 고급 통신 설정에서 이 동을 클릭합니다.
4. BFCP 사 용을 사 용 안 함으로 설정합니다.
음성 통화에 PBX를 사용하고 있다면 SIP PBX 구성에서 SIP 2 레지스트라 활성화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외부 장치 등록하기
Lifesize의 외부 장치 등록을 통해 Lifesize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혜택을 즐기면서 현재의 화상 회의 투자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Lifesize 서비스에 바로 등록할 수 있는 Cisco® 및 Polycom® 장치를 선택하세요.
Lifesize 지원팀은 고객들이 계정에 외부 장치를 구성 및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참 고: H.323 엔드포인트의 ALG(Application Layer Gateway)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옵션을 비활성화하는 방법은 방화벽 제조업체에 문
의하십시오.

지원되는 장 치
제조사

시리즈

모델

펌웨어 버 전

구성 설정

Polycom

RealPresence Group 시리즈

310/300, 500, 700

6.0.1340040 이상

구성

Polycom

HDX 시리즈

4000, 6000, 7000, 8000,
9000

3.1.1153024 이상

구성

Cisco

TelePresence

SX20

TC7.0.2.aecf2d9 이상

구성

Cisco

TelePresence Codec C 시리
즈

C20, C40, C60, C90

TC6.0.1.65adebe 이상

구성

Lifesize 앱에서 타사 장치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An error occurred.
Try watching this video on www.youtube.com, or enable JavaScript if it is disabled in your
browser.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하가 요청하신 페이지는 사라졌습니다.
실제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검색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아래 바닥글
에 있는 링크를 통해 원하시는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lycom RealPresence Group Series 500
1. 브라우저에 해당 장치의 IP 주 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2. 관리자 설 정 > 네트워크 > IP 네트워크로 이동합니다.

3. 다음을 구성합니다.
IP H.323를 사용합니다.
H.323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는 장치의 내선 번호입니다.
H.323 내선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는 장치의 내선 번호입니다.
게이트키퍼 사용 필드에서 Specify를 선택합니다.
인증을 사용하고 사용자 이름 필드에 내선 번호를 입력합니다.
Primary Gatekeeper IP Address 영역에 게이트키퍼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방화벽 섹션을 확장한 후, H.460 Firewall Traversal을 사용합니다.

4. 저 장을 클릭합니다.

LDAP 구성하기
1. 관리자 설 정 > 서 버 > 디렉토리 서 버로 이동합니다.

2. 다음을 구성합니다.
Server Type에서 LDAP를 선택합니다.
ldapexport.lifesizecloud.com을 서버 주소로 입력합니다.
서버 포트를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포트 열기를 참조하십시오.
o=cloud, dc=lifesize, dc=com을 Base DN(고유 이름)으로 입력합니다.
o=cloud, dc=lifesize, dc=com을 Multitiered Default Group DN으로 입력합니다.
인증 유형을 기 본으로 선택합니다.
SSL(Secure Socket Layer) 사 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uid=<Lifesize extension>을 Bind DN(고유 이름)으로 입력합니다.
Lifesize가 제공하는 암호를 입력합니다.

3. 저 장을 클릭합니다.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하가 요청하신 페이지는 사라졌습니다.
실제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검색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아래 바닥글
에 있는 링크를 통해 원하시는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하가 요청하신 페이지는 사라졌습니다.
실제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검색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아래 바닥글
에 있는 링크를 통해 원하시는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하가 요청하신 페이지는 사라졌습니다.
실제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검색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아래 바닥글
에 있는 링크를 통해 원하시는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하가 요청하신 페이지는 사라졌습니다.
실제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검색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아래 바닥글
에 있는 링크를 통해 원하시는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하가 요청하신 페이지는 사라졌습니다.
실제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검색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아래 바닥글
에 있는 링크를 통해 원하시는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하가 요청하신 페이지는 사라졌습니다.
실제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검색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아래 바닥글
에 있는 링크를 통해 원하시는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lycom HDX 시리즈
1. 브라우저에 해당 장치의 IP 주 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2. 관리자 설 정을 클릭한 후, 네트워크 > IP 네트워크로 이동합니다.

3. 다음을 구성합니다.
IP H.323를 사용합니다.
H.323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는 장치의 내선 번호입니다.
H.323 내선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는 장치의 내선 번호입니다.
게이트키퍼 사용 필드에서 Specify를 선택합니다.
인증을 사용하고 사용자 이름 필드에 내선 번호를 입력합니다.
Primary Gatekeeper IP Address 영역에 게이트키퍼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H.460 Firewall Traversal을 사용합니다.

4.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LDAP 구성하기
1. 글로벌 서비스 > 디렉토리 서 버로 이동합니다.

2. 다음을 구성합니다.
LDAP를 사용합니다.
ldapexport.lifesizecloud.com을 서버 주소로 입력합니다.
서버 포트를 입력합니다.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
기본 그룹을 입력합니다.
Base DN(고유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 o=cloud, dc=lifesize, dc=com
인증 유형을 기 본으로 선택합니다.
Bind DN(고유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 uid=<extension>.

3.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Cisco TelePresence SX20 및 Codec C 시리즈
1. 브라우저에 해당 장치의 IP 주 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2. 구 성 > 시스템 구 성 > H323으로 이동합니다.

3. NAT 섹션에서 해당 모드의 상태를 Off로 선택합니다.
4. 다음을 구성하고 각 구성마다 저 장을 클릭합니다.
CallSetup Mode에서 게이트키퍼를 선택합니다.
PortAllocation에서 게이트키퍼을 선택합니다.
로그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는 장치의 내선 번호입니다.
모드를 On으로 선택합니다.
암호를 입력합니다.
게이트키퍼 주소를 입력합니다.
Discovery에서 수 동을 선택합니다.
E164와 ID 필드에 장치 내선 번호를 입력합니다.

전화번호부 서비스 활성화
1. 브라우저에 해당 장치의 IP 주 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2. 구 성 > 시스템 구 성 > 전화번호부 서 버로 이동합니다.

3. ID 필드를 공란으로 두고 유형으로 TMS를 선택합니다.
4. URL 필드에서, 다음 유형으로 내선 번호와 암호를 입력합니다: http://soapexport.lifesizecloud.com/PhoneBookService?
token=extension_password
5. 저 장을 클릭합니다.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하가 요청하신 페이지는 사라졌습니다.
실제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검색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아래 바닥글
에 있는 링크를 통해 원하시는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ifesize Phone HD 사용자 지정
Lifesize Icon 룸 시스템에 연결된 Lifesize Phone HD를 사용하는 Lifesize 클라우드 기반 고객의 경우, Lifesize 관리 콘솔의 룸 시스템 페이지
에서 Lifesize Phone HD 홈 화면의 배경 화면, 레이아웃, 시간대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Lifesize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탐색 메뉴에서

룸 시스템 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정의하려는 전화 옆에 있는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Lifesize Phone HD에 연결된 각 이름 옆의 확인란을 클릭하면 여러 개의
전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hone HD 사용자 정 의를 클릭합니다.
4. 배 경 화 면 탭에서 사전 정의 배경을 선택하거나 사용자 정의 배경 화면을 업로드합니다. 참 고: 지원되는 이미지 형식: JPEG, PNG
및 최대 1 MB, 최소 해상도 800x480 px의 이미지 크기.
5. 레이아웃 탭에서 날짜/시간 포함 4버튼 레이아웃, 6버튼 레이아웃, 8버튼 레이아웃을 선택하여 레이아웃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
니다. 여러 개의 버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태
통화
회의
달력
내 정보
카메라
현재
사용자 정 의 속 도 다이얼
최근
키패드
휴면
디렉토리
시작
착신 거부
볼륨
즐겨찾기

6. 시간대 탭에서, 사전 정의 시간대를 검색 및 설정하거나, 사용자 정의 시간대 이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 토글 버튼을 클릭
하여 각 시간대를 활성화/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7. 저 장을 클릭합니다.
Phone HD 사용자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An error occurred.
Try watching this video on www.youtube.com, or enable JavaScript if it is disabled in your
browser.

달력 관리
관리자는

관리자 콘 솔의 룸 시스템 페이지에서 Lifesize 계정의 모든 룸 시스템에 대한 달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참 고: 달력에 Icon을 가입하기 전에 달력 통합을 설정하고 Lifesize 계정에 Icon을 페어링했는지 확인하십시오.
1. Lifesize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탐색 메뉴에서

룸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3. 관리할 룸 시스템 이름을 클릭합니다. 고급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4. 달 력 탭을 선택합니다. 달력에서 Icon을 검색하고 가입하려면 가 입을 클릭합니다.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 현재 달력 가입이 표시
됩니다.
5. 최초 설정인 경우, 달력 제공자를 선택하고 아래 지침을 따릅니다. 최초 설정을 마치면 조직 달력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달
력을 선택한 다음, 가 입을 클릭합니다.
6. 달력을 변경하려면 가 입 해 제를 클릭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회의 알림 및 기타 달력 FAQ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Microoft Office 365에 대한 최초 설정 지침
1. 초기 마법사에서 제안되는 달력 서비스 중에서 Office 365를 선택하고 주 관리자 계정으로 Office 365에 로그인합니다.
2. 다음 Microsoft 화면에서 Lifesize Calendaring Service에 Office 365 사서함의 달력 및 디렉토리 데이터에 대한 읽 기 전 용 액세스 권
한을 부여합니다.참 고: Lifesize는 어떤 상황에서도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3. Icon 달력 기능의 최초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Icon에 지정된 Office 365 Room Resource를 선택한 후 가 입을 클릭합니다. 가입
성공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비디오 시스템으로 돌아가기를 클릭하면 관리 콘솔로 돌아갑니다.
최초 설정의 경우, Microsoft Office 365 계정에 대한 관리자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사내 Microoft xchange 2013/2016에 대한 최초 설정 지침
1. 초기 마법사에서 제안되는 달력 서비스 중에서 사내 Microsoft Exchange를 선택합니다. Exchange 관리자 계정 또는 가 장 권 한이
있는 서비스 계 정(개발자)으로 Exchange에 로그인합니다. 다른 사용자의 회의 초대장을 받으려면 계정에 가장 권한이 있어야 합
니다. 달력 서비스는 자동 검색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Exchange 서버 찾기를 시도합니다. 자동 검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2. Exchange 서버와의 연결이 완료되면 이 Icon에 지정된 Room Resource(Microsoft의 “Room Mailbox”)를 선택한 후 가 입을 클릭합니
다.
3. 확인 요청 페이지에서 가 입을 다시 클릭합니다. 가입 성공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비디오 시스템으로 돌아가기를 클릭하면 관리
콘솔로 돌아갑니다.
4. 달력을 변경하려면 가 입 해 제를 클릭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Microoft xchange erver 2013/2016

최초 설정의 경우, Microsoft Exchange Server 계정에 대한 관리자 자격 증명과 가장 권한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사내 Microoft Office 365 및 Microoft xchange 2013/2016의 화면 메시지
Lifesize Icon 회의실 시스템에서 화면 팝업 메시지를 허용하려면 다음 Windows PowerShell 명령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관리자로서 Exchange/O365 PowerShell을 실행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LiveCred = GetCredential
$Session = NewPSSession ConfigurationName Microsoft.Exchange ConnectionUri https://ps.outlook.com/powershell/ Credential
$LiveCred Authentication Basic AllowRedirection
ImportPSSession $Session
SetCalendarProcessing Identity <RESOURCEMAILBOX> DeleteSubject $False AddOrganizerToSubject $False 
DeleteComments $false

Google G uite에 대한 최초 설정 지침

SetCalendarProcessing Identity <RESOURCEMAILBOX> DeleteSubject $False AddOrganizerToSubject $False 
DeleteComments $false

Google G uite에 대한 최초 설정 지침
참 고: 최초 설정의 경우, Lifesize가 Google 서비스와 통신할 수 있도록 G Suite API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1. 초기 마법사에서 제안되는 달력 서비스 중에서 G Suite를 선택합니다. 주 관리자 계정으로 G Suite에 로그인합니다.
2. 다음 Google 화면에서 Lifesize Calendaring Service에 G Suite 사서함의 달력 및 디렉토리 데이터에 대한 읽 기 전 용 액세스 권한
을 부여합니다. 참 고: Lifesize는 어떤 상황에서도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3. Icon 달력 기능의 최초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Icon에 지정된 G Suite Room Resource(Google의 공유 공간)를 선택한 후 가 입을
클릭합니다. 가입 성공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비디오 시스템으로 돌아가기를 클릭하면 관리 콘솔로 돌아갑니다.
달력 통합을 구성했으면 달력 서비스에 Lifesize Icon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최자 이름이 달력에 표시됩니다. 회의 이름을 표시하려면 이 단계를 따르십시오. 이 권한은 룸마다 설정해야 하며 변경 사항은 향후 회
의에만 적용됩니다.
달력 검색 시에는 검색 문자열의 시작 부분만 반환됩니다. 예를 들어, Sarah Smith를 검색하는 경우 Sarah는 일치하고 ssmith도 일치하지만 Smith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달력에서 룸 검색 시 오류가 수신되면 설정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회의 알림 및 기타 달력 FAQ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Dash 룸 관리

레코딩
Lifeize Record and hare
Lifesize 계정에서 활성화된 경우 기록 및 공유를 통해 조직의 사용자가 회의를 기록하고 다른 사람과 기록에 대한 링크를 공유할 수 있습니
다. 레코딩 옵션을 구성하고 공유 권한을 설정하려면 계 정 설 정으로 이동하여 일 반 설 정 탭을 선택하고 레코딩 및 공 유로 스크롤하십시오.
자세히 알아보세요.
통화 및 회의 레코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레코딩 보기, 관리 및 공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레코딩 업로드
Lifesize를 사용해서 레코딩되지 않은 비디오를 공유하려면 업로드 기능을 사용하여 웹 브라우저에서 비디오 파일을 Lifesize 레코딩 라이브
러리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비디오가 레코딩 피 드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처리되고 형식이 지정됩니다. Lifesize 관리
자는 Lifesize 계정의 레코딩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레코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Lifesize 관리자와 수퍼유저만 레코딩을 업로드할 수 있
습니다.
1. 레코딩 > 레코딩 피 드로 이동합니다.
2.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3. 파일을 끌어다 놓거나 클릭하여 파일을 찾습니다. 최대 5GB 크기의 MP4 파일만 업로드하십시오
4. 레코딩 제목을 편집합니다(선택 사항).
5.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업로드 진행률이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언제든지 업로드 창에서 나갈 수 있으며, 이때 백그라운드에서 업로
드가 계속되지만 진행률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참고: 업로드 시간은 파일 크기와 인터넷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6. 처리 중: 비디오를 처리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진행률이 업로드 버튼 아래에 표시됩니다.언제든지 업로드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장 최대 비디오 수는 3 개입니다. 처리 시간은 일반적으로 GB당 1시간입니다.
7. 완료되면 레코딩 피 드에 파일이 표시됩니다. 레코딩 속성을 편집하려면

(으)로 이동하고 레코딩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려면

으(로) 이동하십시오.
특 정 사 용 자: 기본 설정입니다. 사용자 이름 입력을 시작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하십시오.
전 체 계 정: 계정의 모든 사용자와 공유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라이브 스트림 설정
Lifesize Live Stream은 회사 회의, 중요 업데이트 및 강의 세션을 라이브 스트리밍하려는 조직에 적합합니다. 관리자는 Lifesize Live Stream
을 활성화하고, Live Stream 이벤트를 생성하고 레코딩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Live Stream 회의 소유자 또는 진행자는 회의를 열고
Q&A에 참여하고 참가자가 제출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Live Stream 이벤트는 레코딩 탭에 레코딩되고 일시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Live Stream 이벤트 및 레코딩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참 고: Q&A는 모바일 기기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Live tream 설정
1. Lifesize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탐색 메뉴에서

회 의를 클릭합니다.

새 회의를 추가하는 경우 회 의 생 성을 클릭하고 일 반 탭과 역 할 탭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회의를 정의합니다. 회의 이름은 비워둘
수 없습니다.
회의를 편집하는 경우 회의 이름을 클릭하여 회의 정보를 편집합니다.

3. 스트리밍 탭을 클릭한 다음, 선택하고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a. 클릭하여 라이브 스트리밍을 활성화합니다.
b. 라이브 Q&A를 포함하려면 클릭하여 질문을 활성화합니다.
c. 질문을 승인하지 않고 공개하려면, 수신되는 모 든 질 문 자 동 승 인 확인란을 활성화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Q&A 패널
을 통해 제출되는 모든 질문이 Live Stream 이벤트 참가자에게 표시됩니다.
d. 사용자의 회의 참여에 관한 보 기 권 한을 선택합니다:
공개 – 링크가 있는 누구라도 Live Stream 이벤트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 비밀번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입장 후 비밀번호를 입력한 사람만 Live Stream 이벤트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Live Stream 이벤트를 참가자로만 제한하는 경우 권장됩니다.참 고: 이 비밀번호는 회의 비밀번호와 다릅니다.
그룹 전용 – 그룹 구성원만 Live Stream 이벤트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e. 스트리밍 탭에 생성된 링크와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복사한 후 회의 초대장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회의 소유자에게 전송합
니다.

을 클릭하면 비밀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링크가 복사됩니다.

4. 저 장을 클릭합니다. 참 고: 새 회의를 추가하는 경우, 링크는 저 장을 클릭한 후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Lifesize Live Strea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An error occurred.
Try watching this video on www.youtube.com, or enable JavaScript if it is disabled in your
browser.

Live Stream 관리
Lifesize Live Stream이 활성화되면 생성된 각 이벤트에 관한 정보와 이벤트에 관한 내역 및 실시간 데이터를 보고, Live Stream 보고서 및 레
코딩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관리 콘솔에서 Live Stream 이벤트가 생성되면 회의 페이지의 Live Stream 탭에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회의 이름
Live Stream 이벤트 링 크
이벤트에 설정된 권 한(공개, 그룹 전용, 비공개)
라 이 브 상태 — 스트리밍이 진행 중인지 여부와 라이브 상태인 경우 이벤트에 참가 중인 시청자 수
내 역 – Live Stream 이벤트 이름을 클릭하면 선택한 회의실에 대한 Live Stream 정보가 나타납니다.

Live tream 내역 보기
특정 회의실에 관한 이벤트 분류를 보려면 Live Stream 탭에서 Live Stream 회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내역 정보에는 각 이벤트의 날짜, 시간,
기간, 시청자 수가 포함됩니다. 내역 정보를 보고 보고서를 다운로드하려면 보고 열의 정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내역 정보를 보고 보고서를 다운로드하려면 보고 열의 Live Stream 이벤트 이름을 클릭합니다.

Live tream 이벤트 정보
Live Stream 정보 보고서에는 Live Stream 이벤트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가 나열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Live Stream 회의 링크에 대한 액세
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다운로드하려면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Live tream 레코딩 다운로드
모든 Live Stream 이벤트가 레코딩됩니다. Live Stream 이벤트가 종료되면 레코딩은 레코딩 소유자의 계정에 임시 저장됩니다. Lifesize 레
코딩 및 공유 시간을 구매하지 않고 저장 또는 공유 목적으로 Live Stream 레코딩을 영구 저장하려는 경우, 레코딩 소유자는 레코딩 페이지
에서 최대한 빨리 레코딩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1. 레코딩을 다운로드하려면 레코딩 보기로 이동해서 레코딩을 엽니다.
2. 화면 하단에서

을 클릭합니다.

아직 조직에 대한 Lifesize Live Stream을 활성화하지 않은 경우 Live Stream 설정을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진행자인 경우 Live Stream 이벤트 진행을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하가 요청하신 페이지는 사라졌습니다.
실제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검색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아래 바닥글
에 있는 링크를 통해 원하시는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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