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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START

시스코 WebEx 미팅

CMR 클라우드: ‘One Meeting’ 경험을 제공
시스코 CMR(Collaboration Meeting Rooms) 클라우드는 모든 브라우저 및 표준 기반 비디오 
회의시스템,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예약된 미팅 및 즉석 미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룸이 활성화된 경우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 있는 자신만의 가상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팅 참여하기

비디오 회의 시스템에서 미팅 참여
호스트의 비디오 주소,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 에 다이얼인하고 화면 메시지에 
따라 샵 버튼(#)을 입력하십시오.

• 호스트의 개인 룸에 참여하는 경우, 
초대 이메일에 포함된 비디오 주소에 
사용자명@사이트명.webex.com의 
형식으로 다이얼인하십시오.

•   예약된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회의번호@사이트명.webex.com의 
형식으로 된 비디오 주소를 찾으십시오.

*참고: 호스트의 비디오 주소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람과 다음에 미팅을 하실 경우 즐겨찾기 메뉴에 주소를 추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비디오 회의 응용프로그램에서 미팅 참여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비디오 회의 응용프로그램에서 빠르게WebEx 미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호스트의 개인 룸 페이지에 있는 경우, 응용프로그램에서 참여를 선택하십시오.
•   이메일 초대장에서 비디오 주소로 연결되는 링크를 더블 클릭하십시오.
•   호스트의 비디오 주소로 다이얼인 하십시오. –호스트가 발송한 참여 정보에서 사용자명@

사이트명.webex.com 의 형식으로 된 비디오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예약된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 회의번호@사이트명.webex.com의 형식으로 된 비디오 

주소를 찾으십시오.

Microsoft Skype for Business에서 미팅 참여

Skype for Business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기 위해Skype for business전용 비디오 주소를 
다이얼 해 주십시오.
• 개인 룸에서의 미팅인 경우, <username>.<sitename>@lync.webex.com에 다이얼 해 

주십시오.
• 예약된 미팅의 경우, <meetingnumber>.<sitename>@lync.webex.com에 다이얼 해 

주십시오.

미팅 시작하기

비디오 회의 시스템에서 미팅 시작
비디오 회의 시스템에서 WebEx 미팅을 시작하는 경우, 앞에서 이미 설명한 단계에 따라 다이얼
인하십시오.

• 예약된 회의인 경우, 호스트 키를 입력한 
다음 화면 메시지에 따라 샵 버튼(#)을 
입력하십시오. 예약된 미팅의 확인 이메일 
또는 미팅 정보 페이지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 개인 룸 미팅인 경우, 호스트 PIN을 입력 
후, 화면 메시지에 따라 샵 버튼(#)을 
입력하십시오. 호스트 PIN 정보는 개인 룸 
페이지 및 내 WebEx>환경설정 >내 개인 
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디오 회의 응용프로그램에서 미팅 시작

표준 기반 비디오 회의 응용프로그램에서 예약된 WebEx미팅 혹은 개인 룸 미팅을 시작하려면 
앞서 설명한 단계에 따라 다이얼인하십시오.

• 예약된 미팅인 경우, 호스트 키를 입력한 
다음 화면 메시지에 따라 샵 버튼(#)을 
입력하십시오.

• 개인 룸 미팅을 시작하는 경우, 호스트 PIN
을 입력 후, 화면 메시지에 따라 샵 버튼(#)
을 입력하십시오.

개인 룸 인터페이스 둘러 보기

 개인 룸으로 상대방을 초대합니다.
 개인 룸에 입장합니다.
 응용프로그램에서 참여합니다.

 호스트 PIN을 수정합니다.
 전화로 미팅에 참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