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size Icon 700
시스템 설정 및 활성화
시스템 사용
추가 구성 및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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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설치
Lifesize 비디오 시스템을 설치할 준비를 하면서 회의실의 물리적 조건, 디스플레이와의 호환성, 네트워크 구성을 고려해보십시오. 참고: 만
약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DHCP)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네트워크 관리자가 수동으로 시스템에 맞는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
이트웨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빠른 참조 카드
Lifesize Phone HD가 포함된 Lifesize Icon 300
Micpod와 Room Controller 태블릿 앱이 있는 Lifesize Icon 300
Lifesize Icon 500
Lifesize Icon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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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설정 및 활성화
Icon 초기 구성 중에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브라우저를 열고 Icon에 표시된 IP 주소로 이동합니다.
2. 목록에서 언어를 선택하고 다 음을 클릭합니다.
3.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4. 선택 사항: 프록시 연결을 구성하려면

을 클릭합니다.

1. HTTP 프록시를 활성화합니다.
2. 호스트, 포트, 사용자 이름, 암호를 입력합니다.
3. 저 장을 클릭합니다.
5. 관리자 암호를 설정하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관리자는 시스템의 웹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6. Lifesize PhoneTM HD 관리자 패스코드를 설정하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Lifesize Phone HD에서 관리자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7. 다 음 클릭합니다.
8. 오디오 출력(Phone HD 또는 TV 디스플레이 또는 스피커)을 선택하고 다 음을 클릭합니다.
9.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시스템을 Lifesize 서비스와 페어링하려면 관리자 콘솔로 이 동을 클릭합니다.
10. 개별 사용자 또는 회의실에 Icon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개 별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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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가 회의실에 상주하고 있고 복수의 사용자용이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회의실

11. 활성화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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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pod로 Icon 300 설정
Icon 초기 구성 중에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브라우저를 열고 Icon에 표시된 IP 주소로 이동합니다.
2. 목록에서 언어를 선택하고 다 음을 클릭합니다.
3.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4. 관리자 암호를 설정하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관리자는 시스템의 웹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5. 시스템을 연결합니다. 개별 사용자 또는 회의실에 Icon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개 별 사용자

본 인  Lifesize 최종 사용자가 기기를 자신에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 용 자  Lifesize 관리자가 Lifesize 그룹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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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블릿용 Lifesize Room Controller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7. 앱을 사용하여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코드를 입력하여 페어링 프로세스를 완료하십시오.
이제 첫 번째 전화를 걸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스템 구성
네트워크 구성, 프로필, 보안, 언어를 구성하고 새로운 Lifesize Icon 웹 인터페이스나 Lifesize Phone HD를 이제 더 많이 사용하세요.
웹 인터페이스
Phone HD

네트워크 고려사항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영상과 음성 품질이 낮을 수 있습니다. Lifesize는 고화질 화상 통화를 위해 최소 초당 1Mb(수신,
발신) 속도의 네트워크를 권장합니다. 더 낮은 해상도의 화상 통화 시 Lifesize 비디오 시스템은 가용 대역폭으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해상도
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전화를 걸기 위해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려는 경우 도메인 이름 서비스(DNS)를 구성하거나 DNS 서버를 자동으로 구성하는 DHCP 서버를
사용합니다. Lifesize의 기본 DNS 서버는 8.8.8.8입니다.

Lifesize Icon 웹 인터페이스 사용
Lifesize Icon을 구성하는 새로운 웹 인터페이스에는 한 페이지에서 모든 설정 옵션이 표시되므로, 원하는 대로 더욱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
습니다.

시스템 프로필 구성
1. 브라우저를 열고 Icon의 IP 주소로 이동합니다. 참 고: 이는 시 작 > 시스템을 탭한 후 Phone H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프로필 값을 설정합니다.
시스템 이 름

회의실 시스템 이름을 정의합니다.

시스템 언 어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언어를 선택합니다.

시스템 전 화 번 호

시스템이 사용하는 전화 번호를 설정합니다.

NTP 서 버

DHCP 서버가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NTP 서버 주소 외에도 NTP 서버
호스트 이름으로 지정한 값이 사용됩니다.

날짜 및 시간

날짜, 시간,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3. 저 장을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구성
1. 브라우저를 열고 Icon의 IP 주소로 이동합니다. 참 고: 이는 시 작 > 시스템을 탭한 후 Phone H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네트워크 섹션으로 스크롤을 내려 다음을 설정합니다.
연결 유형

유선

DHCP 서 버

DHCP는 IP 주소를 동적으로 할당합니다.
DHCP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로컬로 구성된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
크(IP 주소를 네트워크 및 호스트 식별자로 구분하는 데 사용) 및 기본
게이트웨이를 입력합니다.

IP 주 소

시스템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기 본 게이트웨이

기본 게이트웨이 세부 사항을 입력합니다.

넷마스크

넷 마스크 정보를 입력합니다.

고 정 DNS 서 버 1과 2

DNS 서버를 구성하려면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호스트 이름을 해석할
때 검색할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DNS는 네트워크 노드의 이름을
주소로 변환합니다. DNS를 사용하여 호스트 이름을 IP 주소로 해석하
려면 이 기본 설정을 지정하십시오.

네트워크 듀플렉스

풀 듀플렉스는 두 구성요소 사이에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네트워크 속 도

네트워크 속도를 선택하십시오: 10 Mb/s, 100 Mb/s 또는 1000 Mb/s

3. 저 장을 클릭합니다.

보안 및 암호
1. 브라우저를 열고 Icon의 IP 주소로 이동합니다. 참 고: 이는 시 작 > 시스템을 탭한 후 Phone H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보 안 섹션으로 스크롤을 내려 다음을 설정합니다.

관리자 암 호 설 정 및 확 인

암호는 8자 이상이어야 하며 숫자, 소문자, 대문자, 특수 문자 각
각 1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Phone HD PIN 설 정 및 확 인

이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는 Lifesize Phone HD를 위해 4자리 PIN
번호를 설정합니다.

3. 저 장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동작 구성
1. 브라우저를 열고 Icon의 IP 주소로 이동합니다. 참 고: 이는 시 작 > 시스템을 탭한 후 Phone H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시스템 동 작 섹션으로 스크롤을 내려 다음을 설정합니다.

수 신 전화에 자 동 응 답

수신 전화에 자동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비활성화한 경우에는
수동으로 전화를 받거나 수신 전화를 무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
로 수동으로 전화를 받거나 수신 전화를 무시해야 합니다.

자 동 으 로 프리젠테이션 시 작

시스템의 비디오 입력에 랩톱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프리젠테이
션이 시작됩니다. 기본값은 '활성화'입니다.

오디오 출 력

화상 통화 중 오디오 출력 위치를 지정합니다.

이 중 디스플레이 모 드

셀프 뷰(기본) 또는 미러 모드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를 참조하십시오.
50Hz 광원의 조명은 카메라 작동 시 깜박임 현상을 일으켜 시스
템에 전송될 수 있습니다. 50 Hz 전원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광원
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디오에서 깜박임 현상이 관찰되면 깜박
임 방지를 50 Hz로 설정하십시오. 기본값은 자동입니다. 참 고:이
기본 설정을 위해 선택한 값은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카메라에
적용됩니다.

깜 박 임 방 지 50Hz

직사광선이 비치는 실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일부 카메라 노
출 설정의 경우 깜박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깜박임을 제
거하려면 밝 기 설정을 높이십시오.

3. 저 장을 클릭합니다.

이 중 디스플레이 모 드(Lifeize Icon 500 및 700만 해 당)
두 번째 디스플레이를 시스템에 연결하면 디스플레이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시스템이 자동으로 두 번째 디스플레이를 구성합니다. 모드
에 따라 화상 통화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 두 디스플레이가 다르게 작동합니다.

디스플레이 모
드
셀 프 뷰(기 본)

통화 상태

디스플레이 1

디스플레이 2

통화 중인 경
우

다른 참가자의 비디오, 또는
참가자가 3명 이상인 경우 합
성뷰

로컬 카메라 뷰

PIP(PictureInPicture)가 켜져
있는 경우: 카메라 뷰가 PIP에
나타납니다

통화 중이 아닌
경우

배경

PIP가 켜져 있는 경우: 배경이 표시됩니
다
화면을 로컬로 보여 주거나(HDMI 또는
Lifesize Share를 통해) 다른 참가자가 자
신의 화면을 보여 주고 있는 경우: 해당
프레젠테이션이 나타납니다
배경 또는 디지털 사이니지
화면을 로컬로 보여주는 경우(HDMI 또
는 Lifesize Share를 통해): 귀하의 프레
젠테이션이 나타납니다

미러 모드

통화 중

다른 참가자의 비디오, 또는
참가자가 3명 이상인 경우 합
성뷰
PIP가 켜져 있는 경우: 귀하의

로컬 카메라 뷰
PIP가 켜져 있는 경우: 배경이 표시됩니
다

미러 모드

통화 중

다른 참가자의 비디오, 또는
참가자가 3명 이상인 경우 합
성뷰
PIP가 켜져 있는 경우: 귀하의
카메라 뷰가 PIP에 나타납니
다

통화 중이 아닌
경우

로컬 카메라 뷰
PIP가 켜져 있는 경우: 배경이 표시됩니
다
화면을 로컬로 보여 주거나(HDMI 또는
Lifesize Share를 통해) 다른 참가자가 자
신의 화면을 보여 주고 있는 경우: 해당
프레젠테이션이 나타납니다.

배경 또는 디지털 사이니지

배경 또는 디지털 사이니지

화면을 로컬로 보여주는 경우
(HDMI 또는 Lifesize Share를
통해): 귀하의 프레젠테이션이
나타납니다

화면을 로컬로 보여주는 경우(HDMI 또
는 Lifesize Share를 통해): 귀하의 프레
젠테이션이 나타납니다

참고:
1. 시스템이 이전에 셀 프 뷰 PIP 모 드에 맞게 구성된 경우, 위에 있는 두 가지 모드 중 하나의 모드로 변경할 때까지 시스템이 현재 설
정을 유지합니다.
2. CLISH 명령을 사용하여 통화 중이 아닌 경우 디스플레이 1에 셀프뷰 모 드로 카메라 뷰를 항상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Lifesize Phone HD에서 카메라 버튼을 눌러 디스플레이 1에 로컬 카메라를 항상 임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VoIP)로 작동하는 시스템 구성
1. 브라우저를 열고 Icon의 IP 주소로 이동합니다. 참 고: 이는 시 작 > 시스템을 탭한 후 Phone H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VoIP 섹션으로 스크롤을 내려 다음을 설정합니다.
PBX 통 합

PBX 통합을 활성화합니다.

SIP 사 용 자 이 름

장치에 대한 SIP 사용자 이름입니다.

인 증 사용자 이 름

SIP 서버 인증 사용자 이름. 레지스트라 또는 프록시에서 요구하는 경
우에만 값을 설정합니다.

인증 암호

SIP 서버 인증 암호. 레지스트라 또는 프록시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값을 설정합니다.

SIP 레지스트라

활성화되면 SIP 레지스트라를 사용합니다.

SIP 레지스트라 호 스 트 이 름

SIP 레지스트라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입니다.

SIP 등 록

직접 혹은 프록시를 통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SIP 레지스트라에 등록할 때 사용할 통신 경로입니다. SIP 장치는 레지
스트라 설정을 사용하여 동적으로 현재의 위치를 등록합니다.

SIP 프 록 시 사 용

활성화되면 SIP 프록시 서버를 사용합니다.

프록시 호스트 이 름

SIP 프록시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입니다.

SIP 신 호

원하는 SIP 신호 프로토콜(TCP, UDP, or TLS)을 선택합니다. 신호 프로
토콜은 서로 배타적입니다. 즉, 하나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사용되지 않
습니다.
신호에 대한 전송 보안을 활성화하려면 값을 TLS로 설정하십시오.

3. 저 장을 클릭합니다.

진단 및 유지 관리
1. 브라우저를 열고 Icon의 IP 주소로 이동합니다. 참 고: 이는 시 작 > 시스템을 탭한 후 Phone H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진 단 및 유지보수 섹션으로 스크롤을 내려 다음을 설정합니다.

진 단 보고서 생 성 및 다운로드

시스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진
단 보고서 캡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진 단 보고서 다운로드

이전에 생성된 진단 보고서를 다운로드합니다

패킷 캡처 시작

네트워크 통신 로그(.pcap 파일)를 캡처하고 다운로드합니다. 충분한
정보를 캡처한 다음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패킷 캡처는 최대 3
분 동안 실행합니다.

시스템 재부팅

시스템이 재부팅됩니다.

출 고 시 설정으로 시스템 재설정

이 작업은 즐겨찾기 항목을 포함한 현재 설정을 제거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부팅되고 관리자 암호가 기본값(admin)으로 재설정됩니
다.
참 고: Lifesize 시스템 후면에 있는 재설정 버튼을 1015초 동안 눌러
서 시스템을 리셋할 수도 있습니다.

USB 1

셸, 속도 및 흐름 제어 선택

USB 2

셸, 속도 및 흐름 제어 선택

내 Phone HD 사용
Lifesize Phone HD를 사용해 Icon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네트워크 설정
네트워크 테스트
시스템 설정 재설정
언어 변경

네트워크 설정
1. Phone HD를 사용해 시스템 >관리자를 탭합니다.
2. 네트워크 설 정을 탭하고 키패드를 사용해 다음을 입력합니다.

DHCP 서 버

DHCP는 IP 주소를 동적으로 할당합니다.
DHCP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로컬로 구성된 IP 주소와 서브넷 마
스크(IP 주소를 네트워크 및 호스트 식별자로 구분하는 데 사용) 및 기
본 게이트웨이를 입력합니다.

IP 주 소

시스템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서브넷 마스크

서브넷 마스크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 본 게이트웨이

기본 게이트웨이 세부 사항을 입력합니다.

고 정 DNS 서 버 1과 2

DNS 서버를 구성하려면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호스트 이름을 해석할
때 검색할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DNS는 네트워크 노드의 이름을
주소로 변환합니다. DNS를 사용하여 호스트 이름을 IP 주소로 해석하
려면 이 기본 설정을 지정하십시오.

네트워크 테스트
이 테스트를 실행하여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서비스와 회의실 시스템의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1. Phone HD를 사용해 시스템 > 관리자를 탭합니다.
2. 네트워크 테스트를 탭합니다.
3. 테스트 실 행을 탭합니다. 테스트 결과가 표시됩니다.

시스템 설정 재설정
다음 절차는 시스템을 기본 상태로 리셋합니다
1. Phone HD를 사용해 시스템 >관리자를 탭합니다.
2. 네트워크 설 정 재설정을 탭합니다.
3. 재설정을 탭하여 모든 네트워크 설정을 기본으로 초기화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부팅되고 관리자 암호가 기본값으로 재설정됩니다.
참 고: Lifesize 시스템 후면에 있는 재설정 버튼을 1015초 동안 눌러서 시스템을 리셋할 수도 있습니다.

언어 변경
1. Phone HD를 사용해 시스템 을 탭합니다.
2. 언 어를 탭합니다.
3. 목록에서 언어를 선택합니다. 다음 언어를 Lifesize Icons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간체) (简体中文)
중국어(번체)(繁體中文)
체코어(Čeština)
네덜란드어(Nederlands)
핀란드어(Suomi)
프랑스어(Français)
독일어(Deutsch)
이탈리아어(Italiano)
일본어(日本語)
한국어(한국어)
노르웨이어(Norsk)
폴란드어(Polski)
브라질 포르투갈어(PortuguêsBrasil)
러시아어(Pусский)
스페인어(Español)
스웨덴어(Svenska)

참 고: 시스템 웹 인터페이스의 언어를 변경하려면 언어를 확인합니다.

방화벽 구성
이 섹션에서는 방화벽 트래버설용 Lifesize 비디오 시스템을 독립형 H.323/SIP 장치로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Icon이 Lifesize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여 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통 화 설 정 및 미디어 포 트
예약된 포 트 제 한

방화벽 사용
Lifesize에서는 방화벽으로 시스템을 보호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공 용 IP 주 소 를
사 용 하 는 DMZ

DMZ에 비디오 시스템을 배치하면 공용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을 사용하면 인터넷의 공용 비디오 시스템에 사용자 시스템을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NAT 사 용 사 설
LAN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를 사용하는 사설 LAN에 비디오 시스템을 연결하면 사설 IP 주소는 차단되지만 네트워크 밖의 시스템과의 통화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포트 보 안
Lifesize Icon 비디오 시스템은 용도에 따라 다른 서비스와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치입니다. 장치의 관리 기능 액세스나 SSH 터미널 액세스와 같이 조직 또는
네트워크 외부에서 이러한 모든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보안을 유지하고 원치 않는 악성 이용 또는 공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Lifesize에서는 다음 포트에 대한 외부 또는 인바운드 액세스를 차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22(SSH)
80(HTTP)
443(HTTPS)
554(RTSP)
10008(REST API 서비스, UVC Manager가 시스템을 관리하는 경우)

Lifesize에서는 내부 관리자 액세스를 위해 이러한 포트를 열어 둘 것을 권장합니다. 기본 관리자 암호를 안전한 암호로 변경해야 합니다.
참 고: 기 본 설 정 > 암 호의 웹 인터페이스에서 관리자 암호를 변경합니다. 기 본 설 정 > 보 안에서 시스템에 대한 SSH 및 웹 액세스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성가신 전화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팸 방지 필터링을 참조하십시오.

통화 설정 및 미디어 포트
방화벽을 통해 다른 시스템으로 전화를 걸려면 다음을 통해 시스템에 대한 수신 및 발신 트래픽을 허용하도록 방화벽을 구성해야 합니다.
UDP 포 트 1719

게이트키퍼 등록.

TCP 포 트 1720

H.323 통화 협상.

UDP 포 트 5060

SIP 통화 협상.

TCP 포 트 5060

SIP 통화에 대해 TCP 신호가 활성화된 경우 SIP 통화 협상.

TCP 포 트 5061

TLS 신호가 활성화된 경우 SIP 통화에서 TLS 신호. 참 고: TLS는 암호화된 통화를 지원하는 유일한 전송 방식입니다.

필 요 한 TCP
및 UDP 포 트

기 본 설 정 > 네 트 워 크 > 예 약 된 포 트에 지정된 범위입니다.

예약된 포트 제한
방화벽을 통해 다른 장치로 전화를 걸려면 예약된 포트를 통해 Lifesize 시스템에 대한 수신 및 발신 트래픽을 허용하도록 방화벽을 구성해
야 합니다. 양자간 비디오 및 오디오 트래픽을 지원하도록 방화벽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공용 IP 주소가 있는 시스템에 방화벽을 통해 전화
를 거는 사용자에게 단방향 오디오 또는 비디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ifesize 시스템은 비디오, 음성, 프리젠테이션 및 카메라 제어를 위해 기본적으로 60000  64999 범위의 TCP 및 UDP 포트를 통해 통신합니
다. Lifesize 시스템은 통화 중 이러한 포트 중 일부를 사용합니다.
참 고: 필요한 최소 포트 수는 100개입니다.
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UDP 및 TCP 포트 수를 최소화하려면 기 본 설 정 > 네트워크 > 예약된 포 트에서 해당 값을 변경하여 범위를 제한하
십시오. Lifesize에서는 기본 범위에 속하지 않는 범위를 선택할 경우 49151보다 큰 포트 번호로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범위는 총 포트 수
가 짝수가 되도록 짝수로 시작하여 홀수로 끝나야 합니다. 범위가 62000으로 시작하는 경우 최소값인 100 포트 범위를 할당하려면 하한값
을 62000으로 설정하고 상한값을 62099로 설정합니다.
참 고: 예약된 포 트의 값을 변경하면 시스템이 재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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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사용
Lifesize Phone HD에서는 오디오, 웹, 화상 회의를 관리하고, 화면을 공유하여 동료와 파트너와의 협업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생생하고
빠른 반응의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장 인기있는 기능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전화 걸기
1. 홈 화면에서 통 화 아이콘을 탭합니다.
2. 디렉토리 아이콘을 탭합니다.
3. 전화를 걸려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4. 화 상 다이얼링 또는 음 성 다이얼링을 선택합니다.
최근, 디렉토리 또는 즐겨찾기를 사용하여 연락처를 찾고 추가합니다. 회의를 사용하여 회의에 참여합니다. 전화기로 직접 전화를 걸려면 키
패드를 사용합니다.

오디오 음소거
통화 중에 오디오 음소거 아이콘을 탭합니다.
오디오가 음소거되면 Lifesize Phone HD의 조명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통화 종료
종 료 아이콘을 탭합니다.
통화를 종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화에서 본인이나 1명 이상의 참가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시 작
통화 중에 제 시 아이콘을 탭합니다.
통화 중에 화면 레이아웃 옵션에 대한 레이아웃 아이콘을 탭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종료하려면 제 시 중 아이콘을 탭합니다.
화상 통화 중이거나 회의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보고하는 중에도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볼륨 조정
통화 중에 볼 륨 아이콘을 탭합니다.슬라이더로 볼륨을 조정합니다.
통화를 시작하기 전에 볼륨을 조정하려면 홈 화면에서 시 작 아이콘을 탭하여 볼륨 아이콘에 액세스합니다.

비디오 음소거
1. 통화 중에 더 보 기 아이콘을 탭합니다.
2. 비디오 음소거 아이콘을 탭합니다.

카메라 이 동
통화 중에 화면을 왼쪽으로 살짝 밀고 카메라 아이콘을 탭합니다.
통화하기 전에 카메라를 이동시키려면 홈 화면에서 카메라 아이콘을 탭합니다.
컨트롤을 사용하여 카메라를 위치 조정/줌합니다.
사 전 설 정바에서 숫자를 길게 눌러 사전 설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착신 거부 사용
1. 통화 중에 더 보 기 아이콘을 탭합니다.
2. 착 신 거 부 아이콘을 탭합니다.

통화 녹음
1. 통화 중에 레코딩 아이콘을 탭합니다.
2. 레코딩을 소유할 사람을 선택합니다.

1. 통화 중에 레코딩 아이콘을 탭합니다.
2. 레코딩을 소유할 사람을 선택합니다.
참 고: Lifesize Record and Share를 사용하려면 통화 레코딩이 가능해야 합니다.

언어
언어를 변경하려면 언 어 아이콘을 탭합니다.

관리
추가 관리자 설정에 액세스하려면 관리자 아이콘을 탭합니다.
네트워크 설 정: DHCP 서버, IP 주소 등 네트워크 설정을 수정합니다.
네트워크 테 스 트: 네트워크 및 Lifesize 서비스에 대한 룸 시스템 연결을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설 정 초 기 화: 네트워크 설정을 기본값으로 재설정하고 시스템이 DHCP 서버에게 주소를 요청합니다.
시 스 템 설 정 초 기 화: 시스템 설정을 기본값으로 재설정합니다. 재설정이 완료되면 시스템 설정이 다시 진행됩니다.

빠 른 컨트롤
Lifesize Icon 시스템에 연결된 Lifesize Phone HD에 여러 가지 제스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스처 기능은 통화 중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면 음소거되거나 음소거가 해제됩니다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 올리면 볼륨이 10% 커집니다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 내리면 볼륨이 10% 작아집니다
세 손가락을 화면에 댄 상태로 움직이면 로컬 카메라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네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면 시스템 옵션이 표시됩니다

통화
전화 걸기
전화기로 직접 전화를 걸려면 키패드를 사용합니다.
전화번호부에서:
1. 홈 화면에서 통 화 아이콘을 탭합니다.
2. 디렉토리 아이콘을 탭합니다.
3. 전화를 걸려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4. 화 상 전 화를 선택합니다.
즐겨찾기에서:
1. 홈 화면에서 통 화 아이콘을 탭합니다.
2. 즐겨찾기 아이콘을 탭합니다.
3. 전화를 걸려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4. 화 상 다이얼링 또는 음 성 다이얼링을 선택합니다.

통화 종료
종 료 아이콘을 탭합니다.

볼륨 조정
통화 중에 볼 륨 아이콘을 탭합니다.슬라이더로 볼륨을 조정합니다.
통화를 시작하기 전에 볼륨을 조정하려면 홈 화면에 시 작 아이콘을 탭하여 볼륨 아이콘에 액세스합니다.

오디오 음소거
통화 중에 오디오 음소거 아이콘을 탭합니다.
오디오가 음소거되면 Lifesize Phone HD의 조명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카메라 이 동
통화 중에 화면을 왼쪽으로 살짝 밀고 카메라 아이콘을 탭합니다.
통화하기 전에 카메라를 이동시키려면 홈 화면에서 카메라 아이콘을 탭합니다.
컨트롤을 사용하여 카메라를 위치 조정/줌합니다.
사 전 설 정바에서 숫자를 길게 눌러 사전 설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착신 거부 사용
1. 통화 중에 더 보 기 아이콘을 탭합니다.
2. 착 신 거 부 아이콘을 탭합니다.

통화 녹음
1. 통화 중에 레코딩 아이콘을 탭합니다.
2. 메시지가 표시되면 레코딩을 소유할 사람을 선택합니다. 참고: 회의를 호출하는 경우, 회의 소유자가 레코딩 소유자입니다.
참 고: Lifesize Record and Share를 사용하려면 통화 레코딩이 가능해야 합니다.

손 올리기
1. 통화 중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손 올리기 아이콘을 탭하여 회의 주최자 또는 진행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버튼은 "손이 올려
짐"을 나타냅니다.

1. 통화 중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손 올리기 아이콘을 탭하여 회의 주최자 또는 진행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버튼은 "손이 올려
짐"을 나타냅니다.
2. 손을 내리려면 손 내리기를 탭하십시오.
참 고: 룸 시스템은 회의 참가자들입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 Lifesize 앱을 사용하십시오.

화면을 제공합니다
통화 중에 제 시 아이콘을 탭합니다.
통화 중에 화면 레이아웃 옵션에 대한 레이아웃 아이콘을 탭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종료하려면 제 시 중 아이콘을 탭합니다.
화상 통화 중이거나 회의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보고하는 중에도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종료하려면 제 시 중 아이콘을 탭합니다.
관리자는 기 본 설 정 > 시스템에서 자동 프리젠테이션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활성화'입니다.
비디오 시스템이 이미 프리젠테이션을 수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모든 발신자에 대한 현재 프리젠테이션을 중지해야 랩톱을 연결하고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통화 도중 다음 레이아웃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파엔드의 프리젠테이션 입력과 비디오가 차례로 나타납니다.

여러 발신자의 프리젠테이션 입력과 비디오가 나타납니다. 이 레이아웃은 회 의 의 통합 Bridge 통화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되지 않은 Bridge
의 경우 < 또는 >을 선택하여 레이아웃을 고르십시오.

프리젠테이션 입력이 나타납니다.

파엔드의 영상이 나타납니다.

화상 통화에서 비디오와 프리젠테이션을 동시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 비디오 시스템은 프리젠테이션 전송을 위해 주 입력과 프리젠테이션
입력을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니어 엔드는 카메라 및 프리젠테이션 입력을 모두 표시하고 파엔드는 프리젠테이션 입력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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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