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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사항
Avaya Inc.는 본 문서의 발행 시점에서 문서의 내용에 완전성과 정
확성을 기하기 위해 합리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오류에 대해서는 일
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vaya Inc.는 일체의 개인이나 조직에게
통보할 의무 없이 본 문서의 정보에 대해 변경 및 수정할 권리를 보
유합니다.
문서 책임 면제 조항
“문서”는 Avaya 에서 다양한 매체로 발행한 정보를 의미하며, 여기
에는 일반적으로 Avaya 에서 Avaya 제품 및 호스팅 서비스 사용자
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품 정보, 작동 지침 및 성능 사양이 포함되
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 자료는 문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vaya 는 Avaya 가 수정, 추가 또는 삭제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
의 원 발행본에 대한 수정, 추가 또는 삭제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최종 사용자에 의한 이 문서의 수정, 추가
또는 삭제로 인해 발생되는 또는 이와 연관되는 모든 청구, 소송, 요
구 및 판결에 대해 Avaya, Avaya 의 대리인, 고용인 및 직원에게 법
적 책임을 지우지 않고 손해를 입히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치하고, Avaya 또는 Avaya 채널 파트너와의 상업적 계약을 통해
Avaya Inc., 모든 Avaya 자회사 또는 Avaya 채널 파트너(해당하는
경우)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Avaya 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Avaya 는 Avaya, Avaya
자회사 또는 Avaya 채널 파트너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를 구입한 경우, 이 라이선스를 연장하지 않으며 라이선스 없이 해
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사용자 및 모든 다른 사용자
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
치, 다운로드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
함으로써, 사용자는 사용자 자신과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 다운로
드 또는 사용하는 주체를 대신하여(이하부터 “사용자” 및 “최종 사용
자”로 바꿔서 언급함), 본 약관 및 조건에 동의하며 사용자와 Avaya
INC. 또는 해당하는 Avaya 자회사(“AVAYA”) 간에 구속력이 있는 계
약을 체결합니다.

Avaya 는 이 사이트 또는 Avaya 에서 제공하는 문서 내에서 참조용
으로 링크된 웹 사이트의 내용 또는 신뢰성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
지 않습니다. Avaya 는 이들 사이트에 제공된 모든 정보, 주장 또는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웹 사이트에서
설명하거나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및 정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Avaya 는 이들 링크가 항상 작동하게 될 것임을 보증하지 않으며 링
크된 페이지의 가용성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Avaya 는 아래에 기술된 라이선스 유형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Heritage Nortel 소프트웨어 제외). 적정 라
이선스 범위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문 설명서에서
라이선스 유형이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적정 라이선스는 지
정 시스템 라이선스가 됩니다. 이 문서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그 밖의 자료에 다른 라이선스 수 또는 용량 단위가 별도로 명시되
지 않는 한 적정 라이선스 수와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용량 단위는 1
개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독립형 제품, 하드웨어에 사전 설치된 제
품이거나,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패치, 버그 수정판 또는 그 수정 버
전이거나 관계없이 Avaya 또는 Avaya 채널 파트너가 제공하는 객
체 코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지정된 프로세서”는 하
나의 독립형 컴퓨팅 장치를 의미합니다. “서버”는 여러 사용자가 액
세스할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트하는 지정된 프로세서입
니다. “인스턴스”는 (i) 하나의 실제 컴퓨터 또는 (ii) 하나의 배포된
소프트웨어 “VM”(가상 컴퓨터)이나 이와 유사한 배포에서 특정 시
점에 실행되는 단일 소프트웨어 사본을 의미합니다.

보증

라이선스 유형

Avaya 에서는 Avaya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한적 보증
을 제공합니다. 제한적 보증 조건에 대해서는 판매 계약서를 참조하
십시오. 또한 보증 기간 중 Avaya 고객과 제 3자에게 Avaya 지원 웹
사이트(http://support.avaya.com) 또는 Avaya 에서 지정한 후속 사
이트를 통해 Avaya 의 표준 보증 언어와 이 제품의 지원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됩니다. 미국 및 캐나다 이외 지역의 공인 Avaya 채널
파트너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경우 Avaya 가 아닌 해당 Avaya 채널
파트너에 의해 보증이 제공됩니다.

Designated System(s) License (DS). End User may install and use
each copy or an Instance of the Software only on a number of
Designated Processors up to the number indicated in the order.
Avaya may require the Designated Processor(s) to be identified in
the order by type, serial number, feature key, Instance, location or
other specific designation, or to be provided by End User to Avaya
through electronic means established by Avaya specifically for this
purpose.

링크 책임 면제 조항

“호스팅 서비스”란 Avaya 또는 공인 Avaya 채널 파트너로부터 구입
한 것으로, 호스팅 SAS 또는 해당하는 호스팅 서비스에 관한 기타
서비스 설명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호스팅 서비스 구독을 의미
합니다. 호스팅 서비스 구독을 구입한 경우 전술한 제한적 보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하는 호스팅 서비스에 관한 기타 서
비스 설명서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호스팅 서비스와 연관된 지원 서
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vaya 또는 Avaya 채널 파
트너에 문의하십시오.
호스팅 서비스
Avaya 또는 Avaya 채널 파트너로부터 호스팅 서비스 구독을 구입
한 경우, 다음 내용이 적용됩니다(해당되는 경우). 호스팅 서비스 이
용 약관은 Avaya 웹 사이트(HTTP://SUPPORT.AVAYA.COM/
LICENSEINFO)의 “호스팅 서비스용 Avaya 이용 약관” 또는 Avaya
에서 지정한 후속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호스팅 서비스에 액
세스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호
스팅 서비스에 액세스하거나 이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러한 권
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는 사용자 자신과 호스팅 서비스에 액세
스하거나 사용하는 주체를 대신하여(이하부터 “사용자” 및 “최종 사
용자”로 바꿔서 언급함),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만일 귀하가 회사
또는 기타 법인체를 대신하여 본 이용 약관을 승인하는 경우, 귀하
는 귀하에게 해당 주체가 본 이용 약관을 준수하도록 할 권한이 있
음을 진술합니다. 사용자에게 이러한 권한이 없거나 본 이용 약관을
승인하지 않으려는 경우, 호스팅 서비스에 액세스하거나 이를 사용
하거나 또는 호스팅 서비스에 액세스하거나 이를 사용하도록 타인
에게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호스팅 서비스 사용은 호스팅
서비스 계약 하에 구입한 라이선스 수 및 유형으로 국한되나, 해당
되는 경우 특정한 호스팅 서비스 사용에 한해 플렉스 라이선스를 사
용할 수 있으며 계약 라이선스 수준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실제 사
용량에 따라 비용이 청구됩니다. 적용되는 호스팅 서비스의 라이선
스, 플렉스 라이선스의 사용 여부(해당되는 경우), 가격 및 청구 정
보, 호스팅 서비스에 대한 기타 중요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vaya 또는 Avaya 채널 파트너에 문의하십시오.
라이선스
Avaya 웹사이트(HTTP://SUPPORT.AVAYA.COM/LICENSEINFO/)
또는 Avaya 에서 지정한 후속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프트웨
어 라이선스 조건은 Avaya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사용 및/또는 설

Concurrent User License (CU). End User may install and use the
Software on multiple Designated Processors or one or more
Servers, so long as only the licensed number of Units are
accessing and using the Software at any given time. A “Unit”
means the unit on which Avaya, at its sole discretion, bases the
pricing of its licenses and can be, without limitation, an agent, port
or user, an e-mail or voice mail account in the name of a person or
corporate function (e.g., webmaster or helpdesk), or a directory
entry in the administrative database utilized by the Software that
permits one user to interface with the Software. Units may be
linked to a specific, identified Server or an Instance of the
Software.
Database License (DL). End User may install and use each copy
or an Instance of the Software on one Server or on multiple
Servers provided that each of the Servers on which the Software is
installed communicates with no more than an Instance of the same
database.
CPU License (CP). End User may install and use each copy or
Instance of the Software on a number of Servers up to the number
indicated in the order provided that the performance capacity of the
Server(s) does not exceed the performance capacity specified for
the Software. End User may not re-install or operate the Software
on Server(s) with a larger performance capacity without Avaya’s
prior consent and payment of an upgrade fee.
Named User License (NU). You may: (i) install and use the
Software on a single Designated Processor or Server per
authorized Named User (defined below); or (ii) install and use the
Software on a Server so long as only authorized Named Users
access and use the Software. “Named User”, means a user or
device that has been expressly authorized by Avaya to access and
use the Software. At Avaya’s sole discretion, a “Named User” may
be, without limitation, designated by name, corporate function
(e.g., webmaster or helpdesk), an e-mail or voice mail account in
the name of a person or corporate function, or a directory entry in
the administrative database utilized by the Software that permits
one user to interface with the Software.
Shrinkwrap License (SR). You may install and use the Softwar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pplicable license
agreements, such as “shrinkwrap” or “clickthrough” license

accompanying or applicable to the Software (“Shrinkwrap
License”).
Heritage Nortel 소프트웨어
“Heritage Nortel 소프트웨어”는 Avaya 가 2009년 12월에 구입한
Nortel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비즈니스의 일부로 인수한 소프트웨어
를 의미합니다. 현재 Avaya 에서 사용이 허가된 Heritage Nortel 소
프트웨어는 http://support.avaya.com/LicenseInfo 에 있는 “Heritage
Nortel Products” 링크의 Heritage Nortel Products 목록 또는 Avaya
에서 지정한 후속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Heritage Nortel 소프트
웨어에 대해 Avaya 는 권한이 부여된 활성화 또는 권한이 부여된 사
용 수준까지만, 이 문서에 지정된 목적에 대해서만, Avaya 장비에
포함된 대로만, Avaya 장비에서의 실행에 대해서 그리고 Avaya 장
비와의 통신에 대해서만 아래에 제공된 Heritage Nortel 소프트웨어
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사용자에게 부여합니다. Heritage
Nortel 소프트웨어에 대해 부과되는 비용은 주문 또는 송장에서 지
정한 대로 권한이 부여된 사용 또는 활성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달리 명시적으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사이트의 자료, Avaya
에서 제공하는 문서, 소프트웨어, 호스팅 서비스 또는 하드웨어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컨텐츠의 선택, 배열 및 디자인을 포함하여 이
사이트의 모든 컨텐츠, Avaya 에서 제공하는 문서, 호스팅 서비스
및 제품은 Avaya 또는 사용 허가자가 소유하며 데이터베이스 보호
와 관련된 독자적인 권리를 포함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Avaya 에서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코드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일부 또는 전체 컨텐츠는 어떤 방식으로도
수정, 복사, 복제, 재발행, 업로드, 게시, 전송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
다. Avaya 의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전송, 보급, 저장 및/또
는 사용하는 것은 해당 법규에 의거하여 민형사상의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
제품마다 고유한 주문 코드와 라이선스 유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
품의 각 인스턴스를 별도로 주문하고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사용자 고객 또는 Avaya 채널 파트너가 동일 유형
제품의 두 인스턴스를 설치하려면 해당 유형의 제품을 두 개 주문해
야 합니다.
타사 구성 요소
“타사 구성 요소”는 본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특정 소프트웨어 프로
그램 또는 그 일부를 의미합니다. 또는 호스팅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의 특정 부분을 사용할 권리에 관한 약관(“타사 약관”)이 포함된 타
사 계약에 따라 배포된 소프트웨어(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포함)(“타
사 구성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배포된 Linux OS
소스 코드(Linux OS 소스 코드를 배포한 제품의 경우)와 관련이 있
고 타사 구성 요소의 저작권자와 이에 적용되는 타사 이용 약관을
명시하는 정보는 제품, 문서 또는 Avaya 웹 사이트(http://
support.avaya.com/Copyright) 또는 Avaya 에서 지정한 후속 사이
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사 구성 요소에 대한 타사 사
용권 계약에 동의합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사용 또는 (i) AVC 표준을 준수하는 비디오 인코
딩(“AVC 비디오”) 및/또는 (ii) 개인적인 활동에 참여하거나 AVC 비
디오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비디오 공급자로부터 구입한 소비자가
인코딩한 AVC 비디오 디코딩에 대해 대가를 받지 않는 기타 사용의
경우 본 제품은 AVC 특허 포트폴리오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
됩니다. 다른 용도로 라이선스가 부여되거나 묵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MPEG LA, L.L.C 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MPEGLA.COM 을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공급자 참고 사항:
제품 또는 호스팅 서비스에서 호스팅을 허용하지 않으며 서비스 공
급자가 각 용도에 따라 별도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타사 이용
약관이 적용되는 타사 구성 요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라
이선스를 획득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통화 도용 방지
"통화 도용"이란 회사 직원이나 대리인, 하청 계약자 또는 용역 업체
등에 속하지 않은 허가 받지 않은 집단이 사용자의 통신 시스템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스템과 관련된 통화 도용 위
험이 있을 수 있으며 만일 통화 도용이 발생하는 경우, 통신 서비스
에 상당한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vaya 의 통화 도용 대처
통화 도용이 의심되어 기술적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술 서
비스 센터 통화 도용 대처 핫라인 +1-800-643-2353(미국 및 캐나다)
으로 전화하십시오. 추가 지원 전화 번호는 Avaya 지원 웹 사이트
(http://support.avaya.com) 또는 Avaya 에서 지정한 후속 사이트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vaya 제품에 대한 보안상의 취약점이 의심
될 경우에는 메일(securityalerts@avaya.com)로 Avaya 에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등록 상표
이 사이트에 표시된 상표, 로고 및 서비스 상표(“상표”), Avaya 에서
제공하는 문서, 호스팅 서비스 및 제품은 Avaya, 자회사 또는 기타
타사의 등록 또는 미등록 상표입니다. Avaya 또는 해당 상표를 소유
한 타사로부터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사용자가 해당 상표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본 사이트, 문서, 호스팅 서비스 및 제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Avaya 또는 해당 타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해당 상표에
대한 모든 라이선스나 권리를 신뢰보호 원칙에 의거 암시적으로 허
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Avaya 는 Avaya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Avaya 가 아닌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Linux® 는 미
국 및 기타 국가에서 사용되는 Linus Torvalds 의 등록 상표입니다.
문서 다운로드
최신 버전의 설명서는 Avaya 지원 웹 사이트(http://
support.avaya.com) 또는 Avaya 에서 지정한 후속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Avaya 지원 센터 문의
제품 또는 호스팅 서비스 관련 공지 및 기사를 보거나 Avaya 제품
또는 호스팅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를 보고하려면 Avaya 지원 센터
웹 사이트(http://support.avaya.com)를 참조하십시오. 지원 전화 번
호와 연락처 주소 목록을 보려면 Avaya 지원 센터 웹 사이트(http://
support.avaya.com) 또는 Avaya 에서 지정한 후속 사이트로 이동하
여 페이지 하단으로 스크롤한 후 Avaya 지원 연락처를 선택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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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Avaya one-X® Mobile Preferred for IP
Office 정보

개요
Avaya one-X® Mobile 은 휴대폰 사용자가 IP Office 통신 서버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애플
리케이션입니다. IP Office 릴리스 8.0+에서만 one-X Mobile Preferred 가 지원됩니다.
이동이 잦은 직원을 위해 설계된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은 풍부한 통합 통신(UC) 기
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이동 중에도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Avaya one-X®
Mobile 릴리스 9.0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내장 VoIP 클라이언트를 통해 VoIP 통화 지원.
• 사용자가 트위닝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하고 애플리케이션에서 트위닝 번호
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을 갖춘 모바일 트위닝.
• 사용자가 통화를 모니터링하고 호 전환할 수 있는 기능.
• 음성 메일 메시지 재생, 수신 음성 메일 메시지 듣기, 음성 메일 발송자의 프레즌스 보기, 회
답 전화하기, 이메일을 통해 음성 메일 전달 등의 기능을 갖춘 가상 음성 메일.
• 홈 화면에서 읽지 않은 메시지를 살짝 밀어 볼 수 있는 프로비저닝 기능.
• 감독된 그리고 감독안된 호 전환을 위해 IP Office 통화 호 전환 기능 지원.
• 사용자와 엔터프라이즈 연락처의 프레즌스 정보.
• iPhone 5의 4인치 디스플레이 지원.
• 홈 화면에 음성 통화와 음성 메일의 세부 정보를 표시하는 이벤트 탭 추가.
• 휴대폰의 내장 GPS 를 사용한 추적과 지리적 위치 프레즌스.
• 외부 연락처와 IP Office 서버에 정의된 연락처와의 인스턴트 메시징.
• 클릭하여 다자간 통화, 알림 입력 및 종료, 다자간 통화 참가자를 보고 관리하는 기능을 갖춘
다자간 통화 제어 기능.
• Microsoft Outlook 일정과 통합하여 사용자의 가용성에 대한 정보 제공.
• 새 음성 메일이나 인스턴트 메시지와 같은 서버에 도착하는 통신은 물론, 연락처의 가용성과
사용자의 다자간 통화 브리지에 전화를 거는 다자간 통화 참가자의 가용성 변경 사항을 실시
간으로 알리는 기능.
• 휴대폰 사용자가 엔터프라이즈 텔레포니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엔터프라
이즈 다이얼링 및 다이얼 계획 지원.
• 제3자 통화 제어(3PCC) 모드와 VoIP 모드 간을 바꿀 수 있는 프로비저닝 기능. 통화 제어 구
성 (21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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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aya one-X® Mobile 이 제3자 통화 제어기(3PCC)로 사용되는 경우 통화를 호 전환하는 기
능.

지원되는 플랫폼
one-X Mobile Preferred 애플리케이션은 iOS 5.0 이상의 Apple 휴대폰에서 지원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다음 섹션은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 메뉴 및 제어 기능을
설명합니다.

레이아웃
다음 그래픽은 홈 화면에서 선택한 Avaya one-X® Mobile 인터페이스의 레이아웃을 보여줍니다.

8

번호

설명

1

연결 버튼. 설정 및 다시 연결 옵션을 표시하려면 누릅니다.

2

인스턴트 메시지 상태.

3

이벤트.

4

다자간 통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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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번호

설명

5

상태 모음.

6

탐색 표시줄.

상태 모음：
상태 모음은 Avaya one-X® Mobile 인터페이스의 모든 화면에 표시됩니다. 상태 모음에는 사용자
의 가용성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으며, 다이얼패드를 열고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고 GPS 위치 정
보를 사용하거나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제어 기능이 제공됩니다. 상태 모음은 IP Office
서버에 대한 사용자의 연결 상태도 보여줍니다.
상태 모음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아바타 이미지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단에 표시되며 나
머지 섹션은 아래에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번호

설명

1

사용자 정의 아바타
아바타 이미지를 누르면 다음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음의 옵션이 표시됩니다.
• 사진 찍기
• 갤러리에서 선택
• Facebook 에서 가져오기
아바타 이미지를 길게 누르면 이미지가 흔들립니다. 빨간색 X 가 이미지 위에 표시되
어 삭제 대상으로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흔들리는 아바타를 누르면 사진이 삭제됩
니다. 화면 아무 곳이나 누르면 아바타가 정상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번호

설명

1

프레즌스: 프레즌스에 따라 아이콘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2

텍스트로 된 프레즌스: 상태 텍스트 영역을 눌러 나만의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미리 정
의된 상태를 사용합니다.
프레즌스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태 정보 관리 (2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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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3

연결 상태
연결 상태는 IP Office 에 대한 사용자의 연결 상태를 보여줍니다.
• 녹색: 완전히 연결됨
• 노란색: 부분적으로 연결됨
• 빨간색: 연결 끊김
연결 상태 정보를 보려면 연결 상태 아이콘을 누릅니다.

4

다이얼패드
다이얼패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 다이얼러 사용 (3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5

통화 기능
통화 기능 아이콘은 사용자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현재 위치를 보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치 설정 (33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탐색 표시줄：
탐색 표시줄은 Avaya one-X® Mobile 인터페이스의 상태 및 이벤트 정보를 보여줍니다. 탐색 표시
줄 아이콘을 사용하여 홈 화면과 각각의 기능 화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Avaya one-X® Mobile
인터페이스의 모든 화면에는 탐색 표시줄이 있습니다.

아이콘 상단의 빨간색 표시기는 부재중 통화나 새 인스턴트 메시지와 같은 새 이벤트를 알려줍니
다. 표시기는 새 이벤트의 수도 알려줍니다. 다음 이미지는 부재중 통화나 새 음성 메일에 대한 알
림의 예입니다.

메뉴 옵션 및 제어 기능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Apple 장치의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에서 메
뉴 옵션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 누르기: 항목을 눌러 선택합니다.
• 탭: 누르기와 유사합니다.
• 살짝 밀기: 살짝 밀어서 현재 화면의 옵션을 표시합니다.

홈 화면
홈 화면을 사용하여 통신의 스냅샷을 볼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는 인스턴트 메시지, 이벤트, 다자간 통화와 같은 각 통신 유형의 아이콘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아이콘은 새 메시지나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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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인스턴트 메시지가 수신되면 홈 화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미지로 표시됩니다. 메시지 아래에 있
는 점의 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밀 수 있는 메시지가 추가로 있음을 나타냅니다. 메시지
를 탭하면 인스턴트 메시지 화면이 표시됩니다.

홈 화면은 화면 중간에 음성 메일 아이콘 대신 활성 수신 음성 메일을 표시하며 음성 메일을 청취
하고 픽업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활성 수신 음성 메일이 없는 경우 음성 메일 아이콘을 탭
하여 최근 통화와 음성 메일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연락처 화면
연락처 화면에는 IP Office 통화 서버에서 관리자가 구성한 연락처가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연락
처 목록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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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화면에서 옵션을 선택하여 연락처 표시 방법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두: IP Office 시스템의 모든 연락처를 표시하려면 누릅니다.
• 대화 가능: 온라인 상태의 연락처만 표시하려면 누릅니다.
• iPhone: iPhone 디렉토리의 연락처를 표시하려면 누릅니다.
• 브로드캐스트 그룹: 이 그룹에는 '모든 사람'으로 지정된 사용자가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에
게 메시지를 보내면 브로드캐스트 메시지가 IP Office 시스템의 모든 사용자에게 전송됩니다.
외부 사용자에게는 브로드캐스트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습니다.
• 회사: IP Office 시스템의 모든 연락처를 표시하려면 누릅니다.
• 개인: 사용자가 Avaya one-X® Portal 을 통해 개인 그룹에 추가한 연락처를 표시하려면 누릅
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연락처 이름 왼쪽에 색상으로 구분된 표시줄은 해당 연락처의 프레즌스를 나타
냅니다. 연락처가 상태 텍스트를 입력하면 연락처의 이름 아래에 상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연락
처 이름 옆에 검은색 위치 표시는 연락처가 GPS 정보를 게시 중임을 나타냅니다. 지리적 상태정
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위치 표시가 회색으로 나타납니다.
연락처 화면에서 하나 또는 여러 연락처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려면 화면
상단 모서리에 나타나는 선택 버튼을 탭하고 목록에서 연락처를 선택한 후 이메일 아이콘을 탭합
니다. 여러 연락처에게 이메일을 동시에 보내려면 선택 버튼을 탭하고 연락처를 선택한 다음 화면
하단의 이메일 아이콘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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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목록에서 연락처 이름을 살짝 밀면 다음과 같은 옵션이 표시됩니다.
• 통화
• IM
• 다자간 통화에 추가
연락처의 이름을 길게 누르면 연락처의 상태가 표시됩니다. 선택한 연락처의 자원 목록도 표시됩
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경우 오프라인 상태가 표시됩니다. 자원 목록에는 다음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 one-X Portal
• Android Mobile 클라이언트
• iPhone Mobile 클라이언트
• Windows Avaya Communicator
• iPad Avaya Communicator
• Avaya Softphone
• Pidgin
연락처 이름을 탭하면 추가 옵션을 포함된 연락처 세부 정보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락처 세부 정보 화면에서는 연락처가 통화 중인지, 사용자가 연락처를 팔로우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줍니다.
연락처 세부 정보 화면의 도구 모음에서는 해당 연락처에 대한 추가 상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각 버튼을 설명합니다.

번호

설명

1

강조표시된 경우, 이 아이콘은 연락처가 GPS 데이터를 관찰 중임을 나타냅니다.

2

연락처의 모임 일정을 보려면 이 아이콘을 누릅니다.

3

강조표시된 경우, 이 아이콘은 이 연락처에 대해 GPS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음을 나
타냅니다.

4

강조표시된 경우, 이 아이콘은 사용자가 이 연락처를 팔로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
다.

5

강조표시된 경우, 이 아이콘은 연락처가 통화 중임을 나타냅니다.

연락처 세부 정보 화면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화살표 아이콘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 통화: 선택한 연락처로 전화를 걸려면 누릅니다.
• 다자간 통화에 추가: 선택한 연락처를 다자간 통화 브리지에 추가하려면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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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전화 걸기 (3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인스턴트 메시지 화면
인스턴트 메시지 화면에는 수신했지만 삭제하지 않은 모든 인스턴트 메시지(IM)가 표시됩니다.

화면 상단의 편집 버튼을 누르면 모두 지우기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지우기를 누르면 읽은
IM 이 삭제됩니다. 각 IM 을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눌러 삭제할 수 있습니다.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은 최대 1MB 의 IM 을 저장합니다. 저장할 수 있는 IM 의 수는
각 메시지에 포함된 문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IM 길이에 따라, 1MB 한도에서는 약 10,000개의
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저장 한도에 도달하면 Avaya one-X® Mobile 에서
가장 오래된 IM 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IM 을 수동으로 삭제하려면 IM 을 살짝 밀어 삭제 옵션을
표시합니다.
IM 을 열었을 때 화면 상단의 앞으로 화살표를 눌러 메시지를 보낸 연락처에 대한 옵션을 볼 수 있
습니다.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화: 선택한 연락처로 전화를 걸려면 누릅니다.
• 다자간 통화에 추가: 선택한 연락처를 다자간 통화 브리지에 추가하려면 누릅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 IM 에 이모티콘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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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인스턴트 메시지 보내기 (5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음성 메일 화면
음성 메일 화면에서는 음성 메일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의 스피커 모양 아이콘으로 전화기 스피커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파란색 메시지 아이콘은 발신자 이름 옆에 표시되어 메시지가 읽지 않은 상태로 대기 중임을 나타
냅니다. 봉투 모양의 메시지는 메시지의 타임스탬프와 길이를 보여줍니다. 봉투 모양의 왼쪽에 색
상으로 구분된 아이콘은 발신자의 실시간 프레즌스를 나타냅니다. 전신주 아이콘은 외부 발신자
를 나타냅니다.
음성 메일 메시지를 열면 메시지가 자동으로 재생되기 시작하며 다음 제어 기능이 제공됩니다.
• 재생
• 일시 중지
• 재생 제어용 슬라이더
• 콜백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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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이메일 수신자에게)
자세한 내용은 음성 메일 관리 (5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자간 통화 화면
다자간 통화 화면에서는 다자간 통화 브리지의 모든 참가자가 표시됩니다.

각 항목은 참가자의 전화번호나 별칭을 표시합니다. 색상으로 구분된 표시줄은 네트워크에서 참
가자의 프레즌스를 나타냅니다. 표시줄이 회색이면 네트워크에서 참가자의 프레즌스가 없을 나타
냅니다.
다자간 통화 화면에는 사용자의 연락처 목록에 있는 참가자의 아바타가 표시됩니다. 아바타가 아
닌 트렁크 모양의 아이콘은 외부 참가자를 나타냅니다.
다자간 통화 중에 파란색 마이크는 화자를 나타냅니다. 대각선이 있는 마이크는 참가자가 음소거
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다자간 통화 기능이나 다른 기능의 사용에 우려가 있다면 IP Office 에서 모바일 장치가 아닌 다자
간 통화 브리지를 호스팅한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다자간 통화 브리지 관리 (40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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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중 제어 화면
다음 통화 중 제어 화면은 활성 통화 중에만 표시됩니다.

통화 중 제어 화면은 다음 옵션으로 구성됩니다.
버튼

설명
음소거 버튼
현재 통화를 음소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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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설명
보류 버튼
현재 통화를 보류 중으로 전환합니다.
스피커 버튼
스피커폰을 사용합니다.
호 전환 버튼
감독된 또는 감독안된 호 전환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화 호 전환 (36 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키패드
전화를 거는 데 사용되는 숫자 키패드를 엽니다.

병합 버튼은 추후 릴리스에서 사용됩니다.

모든 활성 통화를 봅니다.

새로운 통화를 추가합니다.

홈 버튼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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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설치
one-X Mobile Preferred for IP Office 는 iOS 5.0 이상의 Apple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설치 옵션에 액세스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설
치 및 구성 링크가 있는 이메일을 받아 프로비저닝된 설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된
설치를 수행하려면 다음 사항을 알아두십시오.
• 프로비저닝된 설치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설정의 대부분이 구성됩니다.
• 휴대폰을 사용하여 이메일 링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Apple 장치에 애플리케이션 설치
다음 절차에 따라 Apple 장치에 one-X Mobile Preferred for IP Office 를 설치합니다. Avaya oneX® Mobile 은 iOS 5.0 이상을 실행하는 장치에서만 지원됩니다.

프로시저
1. iPhone 에서 App Store 를 엽니다.
2. Avaya one-X Mobile Preferred for IP Office 를 검색하고 이를 선택합니다.
참고: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할 때 Avaya one-X® Mobile 제품군에 대한 여러 옵션이 표시됩니
다. 설치하기 전에 올바른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3. 무료 버튼을 누른 다음 설치를 선택합니다.
4. Apple ID 와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Avaya one-X® Mobile 아이콘이 장치에 나타나고 설치 상태를 보여줍니다.

애플리케이션 구성
사용자는 휴대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작업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키보드를 사용하여 스크롤, 강조표시 및 입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
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휴대폰과 함께 제공된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섹션은 Avaya one-X® Mobile 사용 전에 구성해야 하는 설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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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Office 에 대한 연결 구성
선행 정보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과 IP Office 서버 간의 연결을 구성하려면 먼저 시스템 관리자
로부터 다음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 Avaya one-X® Portal 서버의 이름.
• 사용자 이름과 암호 증명서(Avaya one-X® Portal 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
참고:
프로비저닝된 설치를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설정을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시저
1.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을 처음 시작하면 설정 메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다음의 설정을 구성하십시오.
• 서버 ID 를 누르고 Avaya one-X® Portal 서버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 사용자 이름을 누르고 사용자 ID 를 입력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 암호를 누르고 암호를 입력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참고:
추후 이 설정을 편집해야 할 경우 휴대폰에서 홈 화면으로 이동하고 메뉴 > 설정을
눌러 이 메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 Avaya one-X® Mobile 이 IP Office 서버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수동으로 연결하려면 홈
화면으로 이동하여 연결 버튼을 누르고 다시 연결 또는 설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설정을 선택한 경우 IP Office 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서버 ID,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구성
한 다음 완료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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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제어 구성
IP Office 릴리스 9.0에서는 one-X Mobile Preferred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제3자 통화 제어와
VoIP 의 두 가지 통화 제어 옵션 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vaya one-X® Mobile 은 3PCC 모드에서 작동합니다.

제3자 통화 제어(3PCC)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3PCC 모드에서 작동합니다. IP Office 가 모바
일 클라이언트에서 제3자 통화를 시작하면 IP Office 는 발신자의 휴대폰에 대해 제3자 통화를 시
작하고 대상에 전화를 겁니다.
수신 음성 통화에 전화 요금이 부과되는 국가의 경우 수신 통화에 대해 셀룰러 요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3PCC 솔루션에서 모바일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합니다. 시외 통화료를 줄이기 위
해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에게 VoIP 모드에서 작업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VoIP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을 VoIP 모드에서 작동하도록 구성하면 사용자가 Wi-Fi 나 3G
또는 4G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은 셀룰러 음성 요금을 없애줍
니다. VoIP 모드로 변경하면 모바일 사용자가 특히 국제 통화 시 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VoIP 모드에서는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자체 사용자 내선을 가지며 통화 중 기능을 포함한 모든 통
화 제어 기능을 수행합니다. Wi-Fi 에 액세스할 수 없거나 데이터 연결에서 만족할 만한 음성 품질
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모바일 사용자는 콜백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VoIP 모드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oIP 사용 (2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VoIP 사용
다음 절차에 따라 one-X Mobile Preferred for IP Office 에서 VoIP(Voice over IP) 모드를 사용합니
다.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3PCC 모드에서 작동합니다.
참고:
VoIP 기능은 고급 사용자 라이선스를 갖춘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메뉴 > 설정 > VoIP 모드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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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Wi-Fi 만: Wi-Fi 네트워크에서 모바일 장치가 연결될 때마다 VoIP 를 사용하려면 이 옵
션을 선택합니다.
• 항상: 활성 상태인 모든 데이터 연결 유형에 대해 VoIP 를 활성화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
합니다.
• 사용 안 함: VoIP 모드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3. 통화 기능 아이콘을 탭합니다.
4. VoIP 를 선택합니다.
5. 다음 콜백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는 어떤 이유로 VoIP 통화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콜백을 수신하는 번호입니다.
6. 확인을 탭합니다.
클라이언트가 IP Office 에 등록되면 홈 화면에 표시되는 전화 아이콘이 녹색으로 변경됩니
다.

다이얼 계획 구성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규칙에 따라 통화를 라우팅하도록 다이
얼 계획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호출된 번호를 애플리케이션이 PBX 로 호 전환하기 전에 이 번호
를 조정하도록 다이얼 계획 규칙을 구성합니다.
참고:
• 다이얼 계획 기능이 작동되려면 Avaya one-X® Mobile 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이얼 계획은 휴대폰의 설정 내에서가 아닌 애플리케이션 내에서만 구성할 수 있습니
다.
•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는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의 연락처와 병합되지 않습
니다.

프로시저
1. Avaya one-X® Mobile 홈 화면으로 이동하여 메뉴 키를 누릅니다.
2. 설정을 탭합니다.
3. 다이얼 계획을 탭합니다.
4. 추가를 탭하여 새로운 계획을 추가합니다.
5. 비활성 규칙을 탭하고 다음 옵션을 구성합니다.
• 활성: 규칙을 사용할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국번: Avaya one-X® Mobile 에서 가로채어 라우팅하려는 통화의 국번를 탭하고 입력합
니다.
• 접미사 길이: 국번 이후의 문자 수를 탭하고 선택합니다.
• 포함할 문자: 문자 수를 탭하고 선택합니다.
• 삽입 문자: 국번 이전에 삽입할 문자를 탭하고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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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이얼 계획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휴대폰의 뒤로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규칙 1이 활성 상태임이 표시됩니다.
7. 다른 규칙을 추가하려면 휴대폰에서 메뉴 키를 누르고 추가를 탭합니다.
기존 규칙을 편집, 삭제, 순서 변경 및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
애플리케이션이 통화 서버를 통해 통화를 라우팅하기 전에 시내 통화뿐만 아니라 모든 장거리 통
화를 조정하려는 사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코드가 613이면 다이얼 계획은 다음과 같이 구
성됩니다.
1. 1613+ - prefix 1613, suffix 7, rule is not active.
2. 1+ - prefix 1, suffix 10, rule is active.
위의 두 규칙은 1613+ 통화를 제외한 모든 "1+" 통화를 조정합니다.

알림 기본 설정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은 기본 설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
어,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은 새로운 음성 메일이나 인스턴트 메시지를 받거나 사용
자가 다자간 통화에 참여할 때 알려줍니다. 또한 IP Office 에 대한 연결이 바뀔 때에도 알림을 제
공합니다.

이 작업 정보
다음 절차에 따라 알림 기본 설정을 구성합니다.

프로시저
1. 휴대폰의 홈 화면으로 이동하여 메뉴 키를 누릅니다.
2. 설정을 탭합니다.
3. Avaya one-X® Mobile 아이콘을 탭합니다.
4. 알림 유형에 해당하는 슬라이더를 이동하여 알림 유형을 구성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동
• 소리
5. 알림을 탭합니다.
6. 알림을 받으려는 옵션에 해당하는 슬라이더를 이동합니다.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IM 메시지
• 음성 메일
• 다자간 통화 참여함
• 서버 연결 끊김
• 다른 사용자가 나를 추적
• 부재중 통화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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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정보 구성
지리적 상태정보를 사용하면 Avaya one-X® Mobile 은 사용자가 특정 정보를 요청할 때 다른 사용
자에게 지리적 위치를 게시합니다.

선행 정보
지리적 상태정보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휴대폰에서 GPS 를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장치의 설정 메뉴로 이동하여 위치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이 작업 정보
휴대폰에서 GPS 를 구성했으면 위치 정밀도 아이콘을 사용하여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
이션의 모든 화면에서 지리적 상태정보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요
사용자가 지리적 상태정보를 확인하는 동안에는 휴대폰에서 제공하는 GPS 업데이트가 빈번
하게 발생하기에 배터리 수명이 단축됩니다. 사용자가 게시하기로 선택한 정보의 수준도 휴
대폰의 배터리 사용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최대를 선택하면 애플리케이션이 정보를 자
주 업데이트하므로 휴대폰의 배터리 사용이 증가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려는 지리적 상태정보의 수준을 제어하십시오.

프로시저
1. 휴대폰에서 대화 가능한 위치의 목록을 볼 수 있도록 위치 정밀도를 탭합니다.
2. 목록에서 적당한 위치를 탭합니다.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도: 현재 위치의 시와 도 또는 지방을 표시합니다.
• 주변: 현재 위치의 국가, 시/도, 주 또는 지방만 표시합니다.
• 번지: 현재 위치의 번지와 주변 정보를 표시합니다.
• 최대: 가장 가까운 번지를 포함하여 현재 위치의 상세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GPS 위치 삭제
다른 Avaya one-X® Mobile 사용자에게 지리적 상태정보 위치를 게시했으면 데이터를 수신했던
휴대폰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리적 상태정보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
정하면, 마지막으로 게시된 위치가 특정 정보를 요청했던 연락처에게 계속 제공됩니다. 연락처가
정보를 요청할 때 휴대폰에 No information is available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이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휴대폰의 홈 화면으로 이동하여 메뉴 키를 누릅니다.
2. 설정을 탭합니다.
3. 위치 삭제를 탭합니다.
4. 다음 옵션 중 하나를 탭합니다.
• 모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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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치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한 정보의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팝업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모바일 트위닝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Avaya one-X Mobile Preferred for IP Office 에서 모바일 트위닝 기능을 이용하면 외부 전화를 내
부 내선과 트위닝할 수 있습니다. 내선으로 전화를 받을 경우 트위닝된 번호도 울립니다. 내선 또
는 트위닝된 번호 중 하나로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 통화 기능 버튼은 전화를 걸었던 방식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버전에
서 통화 기능 버튼은 전화를 받는 방식도 제어합니다. 홈 화면에서 통화 기능 버튼을 탭하면 다음
과 같은 팝업 화면이 나타납니다.

번호

설명

1

여기에 나오는 필드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전화를 거
는 방식을 제어합니다. 이 기능은 모바일 트위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여기에 나오는 필드는 수신 통화를 받는 방식을 제
어합니다. 이 기능은 모바일 트위닝을 효과적으로
제어합니다.

3

이 버튼을 선택하면 모바일 트위닝이 사용하지 않습
니다.

4

이 버튼을 선택하면 수신 통화를 휴대폰으로 트위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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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5

이 버튼을 선택하면 수신 통화를 집 전화로 트위닝
합니다.

6

이 버튼을 선택하면 수신 통화를 사용자가 지정한
다른 번호로 트위닝합니다.

참고:
모바일 트위닝 기능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가 이 기능을 사용하여 시작하
기 전에 해당 기능을 내선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VoIP 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어 있으
면 모바일 트위닝 설정에 관계 없이 모든 수신 통화에 벨이 울립니다.
모바일 트위닝은 Avaya one-X® Mobile 과 Avaya one-X® Portal 간에 동기화됩니다.
참고:
모바일 트위닝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은 gsm 통화를 표시하고 두 가지 모두 동
시에 걸려 오는 경우 VoIP 통화를 무시합니다.

이 작업 정보
다음 절차에 따라 Avaya one-X® Mobile 에서 모바일 트위닝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
정합니다.

프로시저
1. 홈 화면에서 통화 기능 버튼을 탭합니다.
2. 필요에 따라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모바일 트위닝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전화 받기 아래에 나타나는 라디오 버튼 중 아
무 것 하나를 탭하여 선택합니다.
- 휴대폰
- 집
- 사용자 정의
• 모바일 트위닝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회사만 라디오 버튼을 탭하여 선택합니다.

방해 금지 설정 구성
Avaya one-X® Mobile 전화에 방해 금지(DND) 기능을 구성하여 수신 통화로 인해 전화에 벨이 울
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화나 Avaya one-X® Mobile VoIP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 방해
금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둘 중 하나에 방해 금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방해 금지 기능이
다른 쪽 전화에서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이 작업 정보
다음 절차에 따라 방해 금지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프로시저
1.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에서 메뉴 > 설정을 선택합니다.
2. 방해 금지 슬라이더를 이동하여 ON 버튼이 파란색으로 표시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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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료를 탭합니다.
방해 금지

아이콘이 Avaya one-X® Mobile 홈 화면에 나타납니다.

다음 단계
방해 금지 설정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1. 홈 화면에서 방해 금지 아이콘

를 탭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에 방해 금지 기능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확인을
탭합니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설정을 탭하여 방해 금지를 OFF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고급 필드 설명
고급 메뉴에는 로깅 설정, 파일 전송 옵션 및 기술 지원 목적으로 유용한 보안 설정이 표시됩니다.
기술 지원부에서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 설정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필드

설명

문제 보고 제출

기술 지원부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문제 보고서를 제출하는 옵션입니다.

로깅 설정

로깅 설정은 기술 지원 담당자가 사용할 수 있는 로깅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메
뉴입니다.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로깅 수준: 로깅 수준을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 로그 제한(MB): 로그의 크기 제한을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기본값은 16MB 입니
다.
• XMPP 디버깅: 추가 XMPP 디버깅을사용하거나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는 확인
란입니다.

파일 전송 옵션

대화 가능한 파일 전송 옵션:
• Wi-Fi 만: 모든 파일을 전송할 때 Wi-Fi 를사용하거나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는
확인란입니다.
• 보류 중인 파일 전송: 보류 중인 파일 전송 개수를 확인하고 보류 중인 전송을 삭
제하는 옵션입니다.

보안 설정

서버 인증서 확인란을 선택하면 서버 연결 시 애플리케이션이 서버 인증서의 유효
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Avaya one-X® Portal 에서 자체 관리
Avaya one-X® Portal 을 사용하면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자간 통화에 사용해
야 하는 다자간 통화 브리지 번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으로 전파하거나 휴대폰에서
전파되는 개인과 휴대폰 번호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Avaya one-X® Portal 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프레즌스를 보려는 연락처의 전화 상태와
일정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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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통화 브리지 구성
다자간 통화 브리지 번호를 설정하려면 Avaya one-X® Portal 에 로그온하여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
다.
• 구성 > 텔레포니를 선택합니다.
• 개인 다자간 통화 브리지 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용하려는 다자간 통화 브리지 번호를 결정하
려면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전화 상태 사용
연락처가 귀하의 현재 전화 상태를 요청할 경우 그러한 정보가 다른 연락처에 사용되도록 할 것인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태를 사용하면 연락처가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
션을 사용하여 귀하가 현재 통화 중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태의 대화 가능 여부
를 설정하려면 Avaya one-X® Portal 에 로그온하여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 구성 > 텔레포니 > IM/프레즌스를 선택합니다.
• 통화 상태 알림을 선택합니다.

일정 정보 사용
연락처가 귀하의 일정 상태를 요청할 경우 그러한 정보가 다른 연락처에 사용되도록 할 것인지 여
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일정 상태를 사용하면 Avaya one-X® Mobile 연락처에서 애플리
케이션을 통해 회의가 진행될 시간을 포함하여 현재 날짜에 예약된 회의를 볼 수 있습니다.
• 구성 > 텔레포니 > IM/프레즌스를 선택합니다.
• 일정 상태 알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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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정보 관리
Avaya one-X Mobile Preferred for IP Office 를 사용하면 자신의 통화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를 설
정하고 연락처의 통화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또한 Microsoft
Office Outlook 일정과 통합하고 예약된 약속에 따라 상태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프레즌스 및 상태
네트워크에서 사용자의 통화 가능 여부(프레즌스라고도 함)를 다음 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프레즌스를 반영하도록 색상을 변경하는 아이콘으로
또는
•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 메시지로
프레즌스 아이콘은 녹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색상별로 사용자의 프레즌스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상별로 구분된 각 아이콘에는 상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필드가 있습니다.
프레즌스는 모든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연락처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Avaya one-X® Mobile
은 연락처의 프레즌스 정보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프레즌스 정보까지 보여줍니다.
연락처의 프레즌스 보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락처의 통화 가능 여부 모니터링 (30 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일정과 통합
Microsoft Office Outlook 또는 Microsoft Office Outlook Web Access 를 사용할 경우 Avaya oneX® Mobile 은 일정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일
정에서 회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상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일정에 예약된 회의가 있을 경우 Avaya one-X® Mobile 은 회의가 있기 5분 전에 귀하의 상태
를 다른 용무 중으로 설정하고 <시간>에 회의 시작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 회의가 시작되면 상태 메시지가 <시간>까지 회의 중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회의가 끝나면 귀하의 상태가 대화 가능으로 변경됩니다.
• 일정에서 회의가 하루 종일로 예정되어 있음을 나타내면 상태 메시지가 하루 종일 회의 중으
로 변경됩니다.
이미 텍스트 상태를 입력한 상태이면 일정 메시지가 텍스트 상태에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텍스
트 상태를 근무 중으로 입력하고 회의가 오후 3시까지 예정되어 있을 경우 Avaya one-X® Mobile
은 텍스트 상태가 근무 중 — 오후 3시까지 회의 중으로 업데이트됩니다.
Avaya one-X® Mobile 은 또한 연락처의 일정 정보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처의 통화 가
능 여부 모니터링 (30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일정 정보는 시스템 관리자가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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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의 통화 가능 여부 모니터링
Avaya one-X® Mobile 은 연락처의 통화 가능 여부를 보기 위한 여러 옵션을 제공합니다.
프레즌스 정보：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지점에서 연락처의 프레즌스를 볼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목록, 내부 연락처의 프레즌스 정보가 표시됩니다.
• 다자간 통화 화면, 내부 다자간 통화 참가자의 프레즌스 정보가 표시됩니다. 프레즌스 정보는
외부 참가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음성 메일 화면, 음성 메일 메시지 발송자의 프레즌스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들 각 화면에서는 색상별로 구분된 아이콘이 연락처 이름 왼쪽에 나타납니다. 해당 연락처가 입
력한 텍스트 상태는 연락처 이름 아래에 표시됩니다.
프레즌스 정보는 gmail 연락처와 같이 시스템 연락처와 개인 연락처 모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름이 "시스템" 디렉토리에 이미 존재하는 연락처와 일치할 경우 Avaya one-X® Portal 의
"개인" 디렉토리에 추가된 개인 연락처가 휴대폰에서 중복되어 나타나고 이 중복된 연락처에서는
프레즌스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러한 종류의 중복 문제를 피하려면 시스
템 연락처를 Avaya one-X® Portal 의 "개인" 디렉토리에 올바른 방법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이란 “시스템” 디렉토리에 있는 그룹에 추가 버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vaya
one-X® Portal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팔로우 기능：
현재 대화할 수 없는 것으로 프레즌스를 명시한 연락처에 연결하고자 할 경우 팔로우 기능을 통해
그들의 통화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에 팔로우 기능을 설정해두면
Avaya one-X® Mobile 에서 해당 연락처의 프레즌스가 대화 가능으로 바뀌면 알려줍니다. 예를 들
어, 팔로우 기능은 연락처의 프레즌스가 방해 금지에서 다른 용무 중으로 변경되거나 다른 용무
중에서 대화 가능으로 변경되면 이를 알려줍니다. 발자국 모양의 아이콘이 연락처 이름 옆에 표시
되어 해당 기능이 활성 상태인지 여부를 보여줍니다. 연락처의 프레즌스가 다른 용무 중에서 방해
금지로 변경되어도 연락처의 프레즌스가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알림을 받지 않습니다.
팔로우 기능을 사용할 경우 옵션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상태 변경 알림을 받은 후 연락처의 팔로잉 자동 중지
• 연락처의 팔로잉을 중지하도록 선택할 때까지 상태 변경에 대한 알림 계속 받기
일정 정보：
연락처의 일정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Avaya one-X® Mobile 은 현재 날짜에 예약된 회의와 약속
을 보여줍니다.
전화 상태：
연락처가 현재 통화 중인지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상태 설정
상태 모음은 프레즌스를 나타내고 상태 메시지를 설정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합니다. 상태 모음은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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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 정보
상태 영역에는 상태 메시지의 텍스트 필드 외에도 프레즌스를 반영하도록 색상별로 구분된 아이
콘이 들어 있습니다. 텍스트 필드에 새로운 상태 메시지를 입력하거나 최근 상태 메시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vaya one-X® Mobile 은 가장 최근에 사용한 상태 메시지 5개를 보관합니다.

프로시저
1. 상태 모음에서 상태 텍스트 영역을 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2. 색상별로 구분된 아이콘을 탭합니다.
3. 상태 메시지를 변경하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키보드를 표시하고 상태를 입력하려면 텍스트 필드를 탭합니다. 문자를 입력할 때 애플
리케이션에는 해당 문자와 일치하는 최근 상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상태 메시지를 탭
하거나 새로운 상태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 편집 메뉴를 표시하려면 텍스트 필드를 길게 탭합니다. 편집 메뉴를 사용하여 상태 메시
지의 텍스트를 선택하거나 잘라내거나 복사하고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편집 메뉴
를 사용하여 단어를 사전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 메뉴에서 옵션을 선택한 다음 텍스트 필드를 탭하면 키보드가 나타나면서 상태 메
시지의 편집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팔로우 기능 사용
연락처 목록의 누군가가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태이면 팔로우 옵션을 통해 해당 연락처의 대화 가
능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에 팔로우 옵션을 설정하면 Avaya one-X® Mobile 에서
연락처의 프레즌스가 변경되면 이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이 연락처의 프레즌스
가 방해 금지에서 다른 용무 중이나 다른 용무 중에서 대화 가능으로 바뀌면 알림을 제공합니다.

이 작업 정보
모니터링 중인 연락처의 프레즌스가 변경되면 화면 상단의 알림 표시줄에 업데이트 항목이 표시
되고 인스턴트 메시지를 받습니다.

프로시저
1. 연락처 화면에서 모니터링하려는 대화 가능한 연락처의 이름을 탭합니다.
도구 모음에는 연락처의 추가 상태 정보가 표시됩니다.
2. 연락처의 팔로잉을 시작하려면 발자국 모양의 아이콘을 탭합니다.

발자국 모양의 아이콘이 강조표시됩니다.
3. (옵션) 알림을 받지 않으려면 발자국 모양의 아이콘을 탭합니다.

다음 단계
자동 언팔로우하도록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 방법:
1. 모바일 홈 화면에서 설정을 탭합니다.
2. Avaya one-X® Mobile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3. 자동 언팔로우에 해당하는 슬라이더를 이동하여 상태를 ON 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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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정보 보기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선택한 연락처가 지정한 시간에 회의 중인지 여
부를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연락처 화면에서 연락처의 이름을 해당 연락처의 통신 화면을 엽니다.
2. 세부 정보 아이콘을 탭합니다.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에 선택한 연락처가 회의 중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

전화 상태 보기
연락처가 현재 통화 중인지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연락처 화면에서 연락처의 이름을 탭하여 해당 연락처의 통신 화면을 열고 세부 정보 아이콘을
탭합니다.
Avaya one-X® Mobile 은 선택한 연락처가 현재 통화 중인지를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연락처 화면에서 연락처의 항목을 봅니다. 연락처가 통화 중이면 애플리케이션에 연락처 이름
옆의 빨간색 프레즌스 아이콘과 전화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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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걸기
Avaya one-X® Mobile 을 사용하여 통화를 시작할 때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IP Office 에 현
재 위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지시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통화를 픽업하면 Avaya one-X®
Mobile 에서 통화할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이러한 방식은 통화가 제3자 통화 제어(3PCC)를 사용
하여 Avaya IP Office PBX 를 통해 라우팅됨을 의미합니다. 3PCC 모드 대신 VoIP 모드를 선택한
경우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이 IP Office 대신 통화를 처리합니다.
두 모드 중 하나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전화 걸기, 전화 받기, 통화 종료
• 활성 통화 중 터치 톤 키에 액세스
• 감독 및 감독안된 호 전환 수행
참고:
3G 통화 시에는 일부 통화 기능에 액세스하거나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
다. 일부 모바일 장치와 몇몇 서비스 공급업체들은 3G 통화 중에 데이터 신호를 보내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위치 정보를 설정하고 통화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통화 기능 설정
전화를 걸기 전에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전화번호
를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전화기를 사용하여 전화를 거는 경우, 휴대폰을 사용
하도록 통화를 설정하거나 여행 중일 경우 호텔 객실에 위치한 전화기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
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화 기능은 Avaya one-X® Mobile 이 설치되어 있는 모바일 장치 기능이지만 통화 기
능을 필요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화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전화기를 지정하고 통화 기능이
변경될 때 이 번호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통화 기능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오류 메시지를 통해 이를 알려줍니다. 오류 메시지는 또한 설정
되지 않은 통화 기능을 선택한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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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 정보
상태 모음에서 통화 기능 아이콘을 눌러 다음과 같이 통화 기능을 설정합니다.
• 기본 통화 기능은 회사입니다.
사용자는 처음으로 휴대폰을 선택한 경우 휴대폰 번호를 구성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상태 모음에서 통화 기능 아이콘을 눌러 메뉴를 엽니다.
2. 메뉴에서 다음 통화 기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휴대폰: 기본 설정은 Avaya one-X® Mobile 이 설치되어 있는 모바일 장치의 전화번호입
니다.
• 회사 전화: 회사 전화번호는 시스템 관리자가 설정하며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집 전화: 집 전화번호는 Avaya one-X® Mobile 클라이언트 또는 Avaya one-X® Portal 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 VoIP: 이 옵션은 Wi-Fi 연결이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VoIP 는 기본
적으로 활성 상태인 3PCC 모드를 활성화한 경우에만 통화 기능 옵션 목록에 나타납니
다.
• 사용자 지정 전화번호: 사용자 지정 전화번호는 Avaya one-X® Mobile 클라이언트에서
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부 내선 번호를 사용자 지정 전화번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부 내선 번호를 사용자 지정 전화번호로 설정한 경우 Avaya one-X® Mobile 에 작업
실패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통화 기능을 선택하면 상태 모음에 해당 통화 기능에 대한 특정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설정되지 않은 통화 기능을 선택한 경우, 애플리케이션에서 통화 기능을 하나 설정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합니다.
3. 활성 통화 기능에 대한 전화번호를 변경하려면 상태 모음에서 통화 기능 아이콘을 탭하고
메뉴에서 전화번호 설정을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하십시오.
활성 통화 기능에 대한 전화번호를 지우려면 상태 모음에서 통화 기능 아이콘을 탭하고 메
뉴에서 전화번호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고 홈 화
면으로 돌아갑니다.
4. 텍스트 필드에 새 번호를 입력합니다. 국번을 포함시키려면 전화 시스템에 국번 사용 확인
란을 활성화하고 국번 필드에 국번을 입력합니다.
5. 제대로 입력했으면 장치에 따라 확인 또는 저장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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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걸기

연락처 목록에서 통화 시작
프로시저
1.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연락처 목록에서 통화를 시작합니다.
• 통합 다이얼러를 사용하여 내선 또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 연락처 목록에서 이름을 하나 탭하여 해당 연락처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확인하고 회
사 전화로 걸기를 탭합니다.
2. (옵션) 다자간 통화에 연락처를 추가하려면 다자간 통화에 추가를 탭합니다.
3. (옵션) 연락처 세부 정보를 보려면 세부 정보를 탭합니다.
4. (옵션) 사용자에게 둘 이상의 전화번호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번호 중 하나
를 선택하여 전화를 걸려는 경우 추가 옵션 아이콘을 탭합니다.

인스턴트 메시지에서 통화 시작
다음 절차에 따라 발송자에게 전화하여 IM 에 응답합니다.

프로시저
1. 휴대폰에서 인스턴트 메시지 화면으로 이동하여 인스턴트 메시지를 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통신 화면이 표시됩니다.
2. 통화를 시작하려면 전화 아이콘을 탭합니다.

통합 다이얼러 사용
Avaya one-X® Mobile 은 개인 디렉토리나 회사 디렉토리에 있는 연락처에 전화를 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다이얼러를 제공합니다. 다이얼러는 외부 연락처에 전화를 거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행 정보
설정다이얼 계획에서 규칙을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프로시저
1. 다이얼러를 시작하려면 연락처 화면으로 이동하여 통합 다이얼러 버튼을 탭합니다.
2. 전체 번호를 입력하거나 처음 제안된 연락처를 선택합니다.
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하면 애플리케이션에 입력 중인 번호 아래의 목록에서 최근에 연락
하면서 일치하는 번호가 표시됩니다.
3. 통화를 시작하려면 전화 아이콘을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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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목록에서 이메일 시작
다음 절차에 따라 연락처 목록에서 이메일을 시작합니다.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메시지를 통해 이메일을 보낼 수 없습니다. 연락처에 유효한 이메일 주소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선호하는 이메일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해당 연락처에게 이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여러 연락처에게 동시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음성 메일을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은 이메일로 음성 메일 메시지 보내기 (61 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프로시저
1. 연락처 목록에서 연락처 이름을 누릅니다. 여러 연락처를 선택하려면 화면 상단의 선택 버
튼을 누르고 나머지 연락처를 탭하여 이메일 그룹에 추가합니다.
2. 연락처를 선택했으면 다음 이메일 버튼을 누릅니다.

메일 컴포저 화면이 열립니다. 이때 1단계에서 선택한 연락처 중 하나의 이메일 주소가 제
시되지 않을 경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3. 통합 키패드를 사용하여 제목 줄에 이메일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목 줄
아래 영역인, "내 iPhone 에서 보내기" 텍스트 위에 있는 빈 공간에 이메일의 텍스트를 입
력합니다.
4. 작성한 이메일 메시지에 만족하면 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이메일이 발송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메일 컴포저 화면을 무시하고 고유 iPhone
이메일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해야 합니다.

통화 호 전환
one-X Mobile 에서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통화를 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감독안된 호 전환: 벨이 계속 울리는 상태에서 통화를 호 전환하면 감독안된 호 전환이 호출
됩니다.
• 감독된 호 전환: 벨 울림이 끝난 후 통화를 호 전환하면 감독된 호 전환이 호출됩니다.
활성 통화 중에 호 전환 버튼은 중간 통화(mid-call) 제어 화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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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통화 호 전환

프로시저
1. 활성 통화 중에 중간 통화(mid-call) 제어 화면에 있는 호 전환 버튼을 누릅니다.

현재 통화가 보류 상태로 됩니다.
참고:
보류 버튼을 눌러 호 전환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통화를 보류 중으로 둘 수 있습니다.

2. 키패드 버튼을 눌러 숫자 키패드를 열고 보류된 통화를 호 전환하려는 내선에 전화를 겁니
다.

또는, 연락처 목록에서 내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 감독안된 호 전환의 경우: 내선에 전화를 겁니다. 벨 소리가 들리면 통화를 종료합니다. 보
류된 통화가 호 전환 수신자에게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감독안된 호 전환의 경우: 내선에 전화를 걸고 수신자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
호 전환을 수락할 것인지 수신자에게 확인합니다. 이 때 호 전환 버튼을 눌러 호 전환 수신
자와 보류된 통화를 연결합니다.

제3자 통화 호 전환
제3자 통화 호 전환 기능을 사용하여 Avaya one-X® Mobile 을 제3자 통화 제어기로 사용할 경우
수신한 통화를 호전환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활성 통화 중에 Avaya one-X® Mobile 화면 상단에 있는 빨간색 표시줄을 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통화 목록 화면이 표시됩니다.
2. 통화를 호 전환하려면 호 전환 버튼을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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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처리

3.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십시오.
• 연락처에서 대상 번호 선택
• 다이얼패드 사용하여 대상 번호에 다이얼

통화를 다른 전화기로 이동
프로시저
1. 통화를 호 전환하려면 통화 중 제어 화면에서 통화 아이콘을 탭합니다.
휴대폰에 활성 통화 목록 화면이 표시됩니다.
2. 활성 통화 목록 화면에서 통화 이동

아이콘을 탭합니다.

휴대폰에 통화를 다음으로 이동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3. 통화를 다음으로 이동 대화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VoIP: Avaya one-X® Mobile 클라이언트에 로그인한 장치의 전화번호 또는 내선입니다.
이 전화번호는 시스템 관리자가 구성한 내선과 동일합니다.
• 휴대폰: 휴대폰 번호는 Avaya one-X® Mobile 클라이언트 또는 Avaya one-X® Portal 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 집: 집 전화번호는 Avaya one-X® Mobile 클라이언트 또는 Avaya one-X® Portal 에 설정
되어 있습니다.
• 회사: 회사 전화번호는 시스템 관리자가 설정하며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 전화번호는 Avaya one-X® Mobile 클라이언트에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확인을 탭합니다.
관련 링크
통화 기능 설정 (33 페이지)

통화를 보류 상태로 전환
통화를 보류 상태로 전환해도 애플리케이션을 평소와 같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되
거나 감독안된 호 전환을 보류 통화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시저
1. 중간 통화(mid-call) 제어 화면에서 보류 버튼을 눌러 현재 통화를 보류 통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통화를 재개하려면 해당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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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음소거

통화 음소거
프로시저
중간 통화(mid-call) 제어 화면에서 음소거 버튼을 활성화하여 활성 통화를 음소거하거나 음소거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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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다자간 통화하기

다자간 통화 브리지 관리
다자간 통화를 호스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Avaya one-X® Portal 에 다자간 통화 내선이 구성되
어 있어야 합니다. IP Office 는 모바일 장치가 아닌 다자간 통화 브리지를 호스팅하는 것이라는 점
에 유의하십시오.
다자간 통화 화면에서는 자신의 다자간 통화 브리지에 참여하고 참가자를 음소거하거나 음소거
해제하며 참가자의 별칭을 입력하고 참가자의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다자간 통화 화면의 가상
표시기를 사용하여 다자간 통화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상 표시기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자간 통화 브리지에 연결된 사람.
• 현재 말하고 있는 참가자.
• 음소거되거나 음소거 해제된 참가자.
• 다자간 통화의 잠금 또는 잠금해제 여부.
• 다자간 통화 참가자의 프레즌스 정보.
• 참가자가 내부 연락처인지 또는 외부 연락처인지 여부. 전화 폴의 아이콘은 외부 연락처임을
의미합니다.
각 참가자의 전화번호나 별칭이 표시됩니다. 참가자가 연락처 목록에 있으면 해당 참가자의 아바
타가 표시됩니다. 전화 폴의 아이콘은 외부 발신자임을 의미합니다.

다자간 통화 참가자 추가
연락처 목록을 사용하여 참가자를 다자간 통화에 추가합니다. 다자간 통화에 개별 연락처를 추가
하거나 여러 연락처를 한 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연락처 화면에서 선택을 누릅니다.
2. 목록에 있는 연락처 이름을 탭하여 선택한 그룹에 추가합니다. 모두 선택을 눌러 모든 연
락처를 선택한 그룹에 추가합니다.
녹색의 방사형 버튼은 선택한 연락처를 나타냅니다.
3. 선택이 제대로 되었으면 이어서 나타나는 다자간 통화에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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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통화 브리지 관리

선택한 연락처가 다자간 통화 브리지의 참가자가 됩니다. 연락처가 다자간 통화를 받는 즉
시 이 연락처가 다자간 통화 화면에 나타납니다.
Avaya one-X® Portal 에 다자간 통화 내선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버에 다자간 통화
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며 다자간 통화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4. 다자간 통화 화면에서 이어서 나타나는 다자간 통화에 추가 버튼을 눌러 자신을 다자간 통
화 브리지에 추가합니다.

다자간 통화 잠금 및 잠금해제
Avaya one-X® Mobile 에는 진행 중인 다자간 통화를 잠그는 옵션이 있습니다. 새로운 참가자가 다
자간 통화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경우 잠금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모바일 장치의 메뉴 키를 눌러 다자간 통화 페이지의 옵션을 봅니다.
2. 메뉴에서 잠금을 선택합니다.
다자간 통화를 잠그면 통화가 잠겼음을 보여주는 잠금 아이콘이 다자간 통화 화면에 표시
됩니다.
3. 다자간 통화의 잠금을 해제하려면 장치의 메뉴 키를 누르고 잠금해제를 선택합니다.
잠금 아이콘이 다자간 통화 페이지에서 사라집니다.

참가자 음소거
다자간 통화 호스트는 개인 참가자나 모든 참가자를 음소거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 정보
다자간 통화 참가자를 음소거하거나 음소거 해제하면 참가자 이름 옆에 있는 마이크 아이콘에 각
참가자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프로시저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a. 개별 참가자를 음소거하려면 다자간 통화 화면에서 참가자의 이름을 길게 눌러 메뉴 옵션을
표시합니다. 메뉴에서 음소거를 선택합니다.
참가자가 음소거 해제하려면 이 메뉴 옵션을 다시 누릅니다.
b. 모든 참가자를 음소거하려면 다자간 통화 화면에서 모바일 장치의 메뉴 키를 눌러 메뉴 옵션
을 봅니다. 메뉴에서 모두 음소거를 선택합니다. 모두 음소거를 선택해도 다자간 통화 소유자
는 음소거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를 모두 음소거 해제하려면 이 메뉴 옵션을 다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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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통화하기

별칭 할당
참가자가 다자간 통화 브리지에 참여하면 Avaya one-X® Mobile 에는 통화 서버에서 결정한 대로
참가자의 기본 이름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이름은 전화번호이거나 발신자 ID 가 될 수 있
습니다. 다자간 통화에서 참가자를 더 쉽게 식별하려면 각 참가자의 별칭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할당한 별칭만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업 정보
다자간 통화가 진행 중일 때 참가자에게 별칭을 할당합니다. Avaya one-X® Mobile 은 이후 다자간
통화의 별칭을 유지합니다.

프로시저
1. 다자간 통화 화면에서 참가자의 이름을 길게 누르면 메뉴가 표시됩니다.
2. 별칭 할당을 선택하여 텍스트 필드를 표시합니다.
3. 텍스트 필드를 눌러 장치 키보드가 나타나게 하고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별칭을
입력합니다.
a. 별칭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b.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음성 인식을 사용하여 별칭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4. 별칭을 제거하려면 참가자의 이름을 누르고 메뉴에서 별칭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참가자 연결 끊기
다음 절차에 따라 다자간 통화 브리지에서 참가자의 연결을 끊습니다.

프로시저
1. 다자간 통화 화면에서 다자간 통화에서 연결을 끊을 참가자를 결정합니다.
2. 편집 버튼을 누르고 연결을 끊을 참가자를 선택합니다.
녹색의 방사형 버튼은 선택한 참가자를 나타냅니다.
3. 연결 끊기 버튼을 눌러 다자간 통화 브리지에서 선택한 참가자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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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음성 명령을 사용하여 문자 메시지 전송

음성 명령을 사용하여 문자 메시지 전송
선행 정보
• Apple 장치에서 Siri 를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 Siri 를 활성화합니다.

이 작업 정보
IM 화면에서 음성 명령을 통해 음성-텍스트 변환 기능을 사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
니다.

프로시저
1.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연락처를 탭하여 작업 목록을 봅니다.
2. IM 아이콘( )을 탭합니다.
3. 키보드에서 마이크 아이콘( )을 탭합니다.
4. 단어를 말한 다음 완료를 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음성 입력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텍스트 필드에 입력합니다.
5. 전송을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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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통화 내역 보기

통화 내역 보기
one-X Mobile Preferred for IP Office 애플리케이션은 부재중 통화, 수신 통화, 발신 통화 및 이벤
트 화면에 있는 음성 메일 폴더의 내역을 표시합니다. 통화 내역에서 통화 시간과 전화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표시된 전화번호를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살짝 밀 수 있습니다.
• 해당 번호로 전화 걸기
• 인스턴트 메시지 보내기
• 다자간 통화 걸기
Avaya one-X® Mobile 은 애플리케이션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경우에도 부재중 통화와 음
성 메일의 수를 알려줍니다.

프로시저
1. one-X Mobile Preferred for IP Office 애플리케이션의 탐색 표시줄에 있는 이벤트 탭을 탭
합니다.
다음 항목을 나와 있는 이벤트 화면이 표시됩니다.
• 모든 통화
• 부재중 통화
• 수신 통화
• 발신 통화
• 음성 메일 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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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내역 보기

2. 사용할 이벤트 유형을 탭합니다.
3. 연락처 이름을 탭하여 이벤트 세부 정보와 수행 가능한 작업을 봅니다.
이벤트 유형

수행 가능한 작업

음성 메일

• 통화
• 재생
• 이메일을 통한 전송
• 확인하지 않음으로 표시
• 삭제

연락처 통화 내역

• 통화
• IM 전송
• 다자간 통화에 추가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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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내역 보기

모든 통화의 내역 보기
프로시저
1. one-X Mobile Preferred for IP Office 애플리케이션의 탐색 표시줄에 있는 이벤트 탭을 탭
합니다.
2. 모든 통화를 탭합니다.

부재중 통화 내역 보기
프로시저
1. one-X Mobile Preferred for IP Office 애플리케이션의 탐색 표시줄에 있는 이벤트 탭을 탭
합니다.
2. 부재중 통화를 탭합니다.

수신 통화 내역 보기
프로시저
1. one-X Mobile Preferred for IP Office 애플리케이션의 탐색 표시줄에 있는 이벤트 탭을 탭
합니다.
2. 수신 통화를 탭합니다.

발신 통화 내역 보기
프로시저
1. one-X Mobile Preferred for IP Office 애플리케이션의 탐색 표시줄에 있는 이벤트 탭을 탭
합니다.
2. 발신 통화를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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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VoIP 통화 관리

VoIP 기능에 대한 정보
Avaya one-X Mobile Preferred for IP Office 애플리케이션은 VoIP(VoIP) 통화를 지원합니다. VoIP
는 인터넷과 같은 VoIP 네트워크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 및 전송 기술의 집합입니다.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VoIP 통화를 걸고 받을 수 있습니다. VoIP 모드에
서 실행되도록 Avaya one-X® Mobile 클라이언트를 구성할 경우 Wi-Fi/3G/4G 데이터 네트워크에
서 통화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되므로 셀룰러 음성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VoIP 모드로 전환
하면 모바일 사용자는 요금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국제 통화 시에 유용합니다.
VoIP 모드에서는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IP Office 에서 사용자 내선을 등록하며 중간 통화(midcall) 기능을 포함한 모든 통화 제어 기능을 수행합니다. Wi-Fi 액세스를 사용할 수 없거나 데이터
연결에서 충분한 통화 품질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콜백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VoIP 통화는 사용 안 함으로 설정된 상태이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활성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VoIP 통화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oIP 사용 (2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VoIP 동시 등록
Avaya one-X Mobile Preferred for IP Office 는 일반 전화나 Avaya Communicator 및 소프트폰과
같은 다른 장치와 IP Office 에 동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Phone 용 Avaya one-X® Mobile
또는 Android 용 Avaya one-X® Mobile 은 둘 중 하나만 IP Office 에 동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셀룰러 통화와 VoIP 상호작용
모바일 장치에서는 활성 셀룰러 통화와 활성 VoIP 통화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셀룰러 통
화가 VoIP 통화보다 우선합니다.
• 셀룰러 통화가 활성이거나 보류 상태이고 수신 VoIP 전화가 올 경우 벨이 동시에 울리도록
구성한 다른 전화에서 계속해서 전화 벨이 울립니다. 구성한 장치 중 어느 장치에서도 VoIP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통화는 통화 내역에 부재중 통화로 표시됩니다.
• VoIP 통화가 활성인 상태에서 수신 셀룰러 통화에 응답하면 VoIP 통화가 자동으로 보류됩니
다. 이 경우 유일한 옵션은 통화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셀룰러 통화를 종료한 후에는 보류 상
태였던 VoIP 통화를 수동으로 픽업할 수 있습니다.
• 셀룰러 통화로 인해 VoIP 통화가 자동으로 보류 상태가 되면 통화 종료 VoIP 통화 중 작업
(In-call action)만 사용됩니다. 다른 기능은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Wi-Fi 네트워크로 또는 Wi-Fi 네트워크에서 셀룰러 네트워크로 전환하
는 동안 활성 모바일 VoIP 통화 중인 경우 통화는 영구적으로 연결이 끊깁니다. 모바일 장치
가 새 네트워크에 연결된 후 VoIP 기능이 두 네트워크에 모두 구성되면 Avaya one-X®
Mobile 이 IP Office 에 다시 등록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IP Office 에 등록되면 새로운 전화
를 걸고 받기 위해 Avaya one-X® Mobile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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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P 전화 걸기 및 받기
Avaya one-X® Mobile 이 IP Office 에 등록되어 있으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전화를 걸고 받
을 수 있습니다. VoIP 가 통화 기능으로 선택된 경우 VoIP 를 통해 전화가 걸립니다.

VoIP 전화 걸기
VoIP 전화를 걸려면 VoIP 를 발신 통화를 걸기 위한 기능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홈 화면의 통화 기
능 버튼을 사용하여 VoIP 를 발신 통화를 걸기 위한 기능으로 구성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서 VoIP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화면
• IM 대화 창
• 다이얼패드
• 통화 로그
• 음성 메일
• 지리적 위치 지도
• 다자간 통화 참여

VoIP 전화 받기
VoIP 클라이언트가 IP Office 에 등록되어 있고 내선으로 전화가 걸려오면 VoIP 클라이언트에 수
신 통화 화면이 표시됩니다. 모바일 장치가 휴면 모드인 경우 해당 기능이 사용되어 모바일 장치
의 벨이 울립니다. IP Office Manager 에서 모바일 장치에 대해 통화 대기 기능이 사용된 경우 수
신 통화 화면에 여러 수신 통화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활성 통화 탭에 활성 음성 통화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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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P 통화의 블루투스 구성

프로시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전화를 받으려면 응답을 탭합니다.
• 전화를 받지 않으려면 무시를 탭합니다.

VoIP 통화의 블루투스 구성
iPhone 에서 VoIP 통화에 블루투스 헤드셋을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 Avaya one-X®
Mobile 은 VoIP 모드에 대해 음성 수준에서만 블루투스 헤드셋과 통합됩니다. 블루투스 헤드셋은
VoIP 통화 중에 말하고 듣고 음성 볼륨을 제어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vaya one-X®
Mobile 은 VoIP 통화 중에 다음과 같은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키를 사용하여 VoIP 전화를 걸거나 해제.
• 차량 키트에 수신 또는 활성 VoIP 통화에 대한 정보 표시.
• 음성 명령을 통해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
• 블루투스 장치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연락처에 액세스.

이 작업 정보
다음 절차에 따라 VoIP 통화를 위한 블루투스 헤드셋 지원을 구성합니다.

프로시저
1. 설정 > 블루투스로 이동합니다.
2. 블루투스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스위치를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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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ple iPhone 과 페어링할 블루투스 장치를 선택합니다.

50

Avaya one-X® Mobile Preferred 사용

2014년 12월
문의 : infodev@avaya.com

9장: VoIP 통화 녹음

VoIP 통화 녹음
이 작업 정보
다음 작업은 VoIP 통화를 녹음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진행 중인 통화만 녹음할 수 있습니
다.

프로시저
1. 진행 중인 통화에서 시작을 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통화가 녹음 중임을 알리는 오디오 확인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2. 시작을 탭하거나 녹음을 중지하려면 통화를 종료합니다.
녹음된 통화는 음성 메일 폴더로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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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P 통화용 통화 요약 설정 변경
프로시저
1. 장치 설정 메뉴에서 휴대폰을 탭합니다.
2. 알림을 탭합니다.
3.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통화 요약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이동하고 기능을 다시 사용
하려면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참고:
기본적으로 통화 요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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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P 통화의 메트릭 보기
프로시저
통화 종료 위에 있는 i 를 탭합니다.
화면에 다음 통화 메트릭이 표시됩니다.
• 인식 지연: 통신 지연입니다.
• 지터: 발송자와 수신자 간에 이루어지는 통신에 걸린 시간입니다.
• 송신 패킷 손실: 전송하는 동안 엔드포인트 간에 손실된 최대 패킷 또는 프레임 수입니다.
• 수신 패킷 손실: 수신하는 동안 엔드포인트 간에 손실된 최대 패킷 또는 프레임 수입니다.
• 수신 코덱: 미디어를 압축 또는 압축 해제하는 데 사용되는 코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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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통화용 호출 사용
이 작업 정보
다음 절차에 따라 수신 통화용 호출을 활성화합니다. 호출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 애플리케이션에
서 수신 통화의 이름 또는 번호를 크게 읽습니다.

프로시저
1.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메뉴 >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2. 수신 통화용 호출을 활성화하려면 텍스트 말하기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3. 완료를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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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변경
프로시저
1.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메뉴 >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2. 설정 화면에서 암호 변경을 탭합니다.
3. 암호 변경 화면에서 암호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4. 확인을 탭합니다.
관련 링크
암호 변경 화면 필드 설명 (55 페이지)

암호 변경 화면 필드 설명
이름

설명

현재 암호

현재 암호 입력

새 암호

새 암호 입력

새 암호 확인

새 암호 재입력

Avaya one-X® Mobile Preferred 사용

2014년 12월
문의 : infodev@avaya.com

55

14장: 인스턴트 메시징 사용

인스턴트 메시지 보내기
다음 절차에 따라 연락처에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냅니다. 선택 아이콘을 사용하여 인스턴트 메시
지(IM)를 여러 연락처로 보낼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입력하면 휴대폰에서 입력 중이라는 알림이 대상 클라이언트에 전송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나에게 메시지를 입력 중인 경우 이를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 입력을 마치면 휴대폰에서
입력 멈춤이라는 알림이 대상 클라이언트에 전송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입력 멈
춤한 경우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메시지에 이모티콘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모티콘은 홈 화면과 인스턴트 메시지
화면에 나타납니다.
Avaya one-X® Mobile 에서는 다음 이모티콘을 지원합니다.
감정

이모티콘

코드

감정

이모티콘

코드

화났어

:@

슬퍼

:(

어지러워

:S

충격

:-o

엉엉

:’(

미소

:)

부끄러움

:$

메롱

:P

방끗

:D

윙크

;)

뽀뽀

:-*

프로시저
1. 연락처 화면에서 연락처의 통신 화면을 열려면 해당 연락처의 이름을 탭합니다.
참고:
인스턴트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 그룹의 모든 사람에게 보내면 IM 을 받을 수 있는 사
용자만 이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Google Talk 와 Google Mail 을 사용하는 연락처
와 같은 기본 사용자와 외부 연락처에게는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습니다.
2. IM 전송을 탭합니다.
3.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키패드를 열어서 텍스트 메시지를 입력하려면 텍스트 필드를 탭합니다.
• 이모티콘을 보고 사용하려면 이모티콘 아이콘을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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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시지를 입력했으면 전송을 탭합니다.

인스턴트 메시지 받기
새 인스턴트 메시지를 받으면 홈 화면에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둘 이상의 연락처로부터 인스턴트
메시지를 받으면 확인할 메시지의 수가 텍스트 아래의 여러 개의 점으로 표시됩니다. 살짝 밀어서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메시지 대화를 계속하려면 메시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스턴트 메시지를 받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여러
XMPP 클라이언트에 동시에 로그인했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XMPP 클라이언트에 로그인하면 프
레즌스가 메시지 수신에 가장 적합한 대상에 IM 이 전송됩니다. 예를 들어,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했는데 프레즌스가 “자리 비움”이며 Avaya one-X® Portal 에는 “대화 가능”
의 프레즌스로 로그인되어 있는 경우 인스턴트 메시지가 Avaya one-X® Portal 로 보내집니다.

인스턴트 메시지 삭제
다음 절차에 따라 읽은 IM 을 삭제합니다.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은 최대 1MB 의 IM
을 저장합니다. 저장 한도에 도달하면 가장 오래된 메시지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프로시저
1. 휴대폰의 인스턴트 메시지 화면으로 이동하여 메뉴 키를 누릅니다.
2. 이전에 읽은 IM 을 삭제하려면 내역 지우기를 탭합니다.
3. 삭제를 확인하려면 예를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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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메일 관리
Avaya one-X® Mobile 의 음성 메일 화면에서는 음성 메일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음성 메일 화면은 메시지에 대한 정보와 함께, 메시지를 재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음성 메일 화면에서 사용자는 음성 메일 메시지를 이메일 주소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이메일을 통해 음성 메일 메시지 보내기 (6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서버 구성이나 사용자 이름 및 암호와 같은 사용자 설정을 변경하면 Avaya one-X® Mobile 에서 다
운로드한 모든 메시지가 삭제되고 음성 메일 목록이 지워집니다.
다운로드한 메시지는 캐시 입력을 위한 처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사이에 3초의 간
격이 생기게 됩니다.
음성 메일 우선순위：
Avaya one-X® Mobile 은 긴급 음성 메일을 위한 특별 알림을 제공합니다. 긴급 음성 메일이 수신
되면 음성 메일 탭에 알림 아이콘이 깜박입니다. 알림 아이콘이 깜박이지 않으면 긴급 음성 메일
이 없는 것입니다.
음성 메일 화면에서 빨간색 느낌표는 음성 메일의 우선순위가 긴급임을 의미하며 파란색 점은 확
인하지 않은 음성 메일임을 의미합니다. 각 메시지를 들으면 파란색 점이 사라지고 알림 아이콘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긴급 음성 메일의 경우 빨간색 느낌표는 향후에 음성 메일 우선순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유지됩니다.

음성 메일 메시지 듣기
음성 메일 메시지를 재생, 일시 중지, 빨리 앞으로 감기 및 되감기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휴대폰
에 설치된 기본 플레이어에서 열려 재생됩니다.

프로시저
음성 메일 메시지를 눌러 메시지를 엽니다.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플레이어에서 메시지가 자동으
로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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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메시지 듣기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메시지가 진행 중일 때 수신 음성 메일을 듣거나
메시지가 진행 중일 때 통화를 가로채어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수신 음성 메일 메시지의 경우 홈 화면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a. 메시지가 녹음되고 있을 때 수신 음성 메일 메시지를 들으려면 듣기를 탭합니다.
b. 수신 음성 메일 메시지를 픽업하려면 응답을 탭합니다.
수신 음성 메일 메시지에 응답하면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가 현재
위치로 지정한 위치에서 통화 벨이 울립니다.

회답 전화하기
음성 메일 메시지를 받은 경우 음성 메일 메시지에서 회답 전화를 바로 걸 수 있습니다.

이 작업 정보
회답 전화를 걸기 전에 음성 메일 메시지에서 연락처의 프레즌스를 확인하여 연락처의 가용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음성 메일 화면에서 회답 전화를 걸 메시지를 찾습니다.
2. 메시지를 열려면 해당 메시지를 탭합니다.
3. 발신자의 프레즌스를 확인합니다.
4. 음성 메일 메시지를 누르고 통화를 탭합니다.
5. 또는, 콜백 버튼을 눌러 음성 메일 재생 화면에서 회답 전화를 바로 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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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메일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표시
새로운 음성 메일 메시지가 수신되면 애플리케이션의 화면 상단 모서리에 메시지 알림 아이콘이
표시되어 확인하지 않은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메시지를 들으면 아이콘이 사라집니다.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표시하여 메시지 알림 아이콘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음성 메일 메시지를 누릅니다.
2. 확인하지 않음으로 표시를 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화면 상단 모서리에서 메시지 알림 아이콘이 복원됩니다. 일반 전화에도
이 메시지가 확인하지 않음으로 표시됩니다.

음성 메일 메시지 이동
이동 메시지 옵션을 사용하여 음성 메일 메시지를 저장됨 폴더로 이동하여 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
습니다. 또는, 이동 메시지 옵션을 사용하여 음성 메일 메시지를 삭제됨 폴더로 이동하여 메시지
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받은 편지함이나 삭제됨과 같은 현재 폴더의 버튼을 눌러 폴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폴더 목록이 있는 드롭다운 메뉴가 사용됩니다.

프로시저
1. 이동하려는 음성 메일 메시지를 누릅니다.
2. 이동을 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위치 목록이 표시됩니다.
3. 폴더 위치를 저장됨 또는 삭제됨으로 선택합니다.
4. (옵션) 메시지를 저장됨 또는 삭제됨 폴더 외의 폴더로 이동하려면:
a. 해당 폴더에서 메시지를 길게 누릅니다.
b. 이동을 탭합니다.
c. 새로운 폴더 위치를 선택합니다.

음성 메일 메시지 삭제
프로시저
1. 음성 메일 메시지를 삭제하려면 해당 메시지를 길게 누릅니다.
2. 삭제를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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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통해 음성 메일 메시지 보내기

이메일을 통해 음성 메일 메시지 보내기
다음 절차에 따라 음성 메일 메시지를 연락처의 이메일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보낼 음성 메일을 열고 메일 버튼을 탭합니다.
이메일 클라이언트 화면이 .wav 파일로 첨부된 음성 메일과 함께 나타납니다. 제목 줄은
미리 채워져 있고 이메일 메시지는 비어 있습니다.
2. 받는 사람 필드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고 로컬 iPhone 연락처를 선택합니다. 또는, 받는 사
람 필드 안을 탭하여 키패드를 표시하고 이메일 주소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 수신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한 명 이상의 수신자를 선택한 경우 전송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전송 버튼을 탭하여 기본
아웃바운드 메일 서버에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성공하면 “메일이 성공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라는 팝업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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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 및 인증서 확인
전송 계층 보안(TLS)은 이메일, 인터넷 팩스 및 기타 데이터 전송 방법 등의 애플리케이션용 통신
채널에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서버 및 클라이언트가 통신할 때 TLS 는 제 3자가 이를 도청하거
나 메시지를 조작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서버 인증서 확인을 통해 서버를 인증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확인 시 서버에서 인증 기관이 서명한 유효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TLS 설정 변경
프로시저
1.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메뉴 >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2. 고급 VoIP 를 탭합니다.
3. 고급 VoIP 화면에서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려면 보안 연결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이동하고
이 기능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참고:
기본적으로 보안 연결은 활성 상태입니다.

서버 인증서 확인 설정 변경
이 작업 정보
이 절차에 따라 서버 인증서 확인을 비활성화하거나 다시 활성화합니다. 관리자에게 유효한 CA
인증서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중요
서버 인증서 확인을 비활성화하면 애플리케이션 및 서버가 공격에 취약해집니다.

프로시저
1.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메뉴 >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2. 기능을 비활성화하려면 설정 화면에서 서버 인증서 확인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이동하고
이 기능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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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본적으로, 서버 인증서 확인은 활성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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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명단에 추가
이 작업 정보
휴대폰으로 이 작업을 수행하여 명단에 연락처를 추가합니다.

프로시저
1. 명단에 연락처를 추가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연락처모든 연락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연락처회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이벤트 화면에서 부재중 통화 및 수신 통화와 같은 통화 로그로 이동합니다.
2. 원하는 사용자의 연락처 행을 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드롭다운 목록이 표시됩니다.
3. 드롭다운 목록에서 연락처 추가

아이콘을 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작업 성공에 대한 알림이 표시됩니다.
참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이름 옆에 앞으로 화살표가 표시되고 사용자의 안테나 아바
타가 기본 아바타로 변경됩니다.

명단에서 연락처 삭제
이 작업 정보
휴대폰으로 이 작업을 수행하여 명단에서 연락처를 삭제합니다.

프로시저
1. 명단에서 삭제하려는 사용자의 연락처 행으로 이동하고 이 행을 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드롭다운 목록이 표시됩니다.
2. 드롭다운 목록에서 연락처 삭제를 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작업 성공에 대한 알림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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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에서 연락처 삭제

참고:
모든 연락처 화면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 이름 옆에 있는 앞으로 화살표를 제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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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설치
관리자가 사용자 정의된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서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브라우저를 사용
하여 인증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서를 사용자와 공유하도록 관리자에게
요청합니다.

Apple 장치에서 인증서 설치
선행 정보
관리자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서를 받습니다.

프로시저
1. Apple 장치에서 인증서를 설치하려면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전송한 인증서 이메일을 엽니
다.
참고:
iPhone 구성 유틸리티를 통해 Apple 장치에 인증서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이는 권장되
지 않습니다.
2. 인증서를 탭합니다.
Apple 장치에 프로파일 설치 화면이 표시됩니다.
3. 프로파일 설치 화면에서 설치를 탭합니다.
Apple 장치에 경고 화면이 표시됩니다.
4. 경고 화면에서 설치를 탭합니다.
참고:
일부 Apple 장치에서는 암호 입력 화면에 암호를 입력하도록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이 암호는 Apple 장치의 암호를 해제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입니다.
5. (옵션) 설치된 인증서를 보려면, 장치 설정으로 이동하고 일반 > 프로파일을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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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P 통화용 외부 벨소리 사용
이 작업 정보
외부 벨소리 기능은 헤드폰 잭에 플러그가 연결된 경우에도 스피커를 통해 통화 알림을 제공합니
다.

프로시저
1.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메뉴 >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으로 외부 벨소리 슬라이더를 이동합니다.
3. 완료를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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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장: 지리적 상태정보 관리

지리적 상태정보 관리
Avaya one-X® Mobile 은 휴대폰 내장 GPS 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정보, 즉 지
리적 상태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락처가 이 정보의 공유에 동의한 경우 지리적 상태정보 기능을 사
용하여 연락처의 지리적 상태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사용자가 지리적 상태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한 경우 Avaya one-X® Mobile 은 해당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를 다른 사용자에게
게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리적 위치를 다른 Avaya one-X® Mobile 사용자에게 게시하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러나, 실시간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Avaya one-X® Mobile 은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게시된 위치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위
성 신호를 사용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휴대폰에서 GPS 를 사용하고 Avaya one-X® Mobile 에서 지리적 상태정보
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리적 상태정보 사용와 게시할 정보의 수준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PS 정보 구성 (24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연락처의 지리적 상태정보를 볼 때 지도에서 연락처의 위치를 보고 특정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락처에게 전화를 걸거나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내거나 지도에서 연락처
를 다자간 통화에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리적 상태정보를 게시하면 연락처가 나의 지리적 상태정보를 요청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
습니다.

연락처의 지리적 상태정보 보기
프로시저
1. 연락처 화면에서 연락처가 지리적 상태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리적 상태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연락처 이름 옆에 장소 마커 아이콘이 표시됩니
다.
2. 연락처의 통신 화면을 열려면 해당 연락처의 이름을 탭합니다.
3. 세부 정보를 탭합니다.
연락처의 지리적 상태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위치 정보 영역에 정보가 표시됩니다.
4.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하려면 위치 이름을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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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상태정보 요청 보기
다음 절차에 따라 연락처가 나의 지리적 상태정보를 요청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연락처 화면에서 연락처의 통신 화면을 열려면 해당 연락처의 이름을 탭합니다.
2. 세부 정보를 탭합니다.
대화 상자에 연락처가 나의 지리적 상태정보를 요청했는지 여부가 표시됩니다.

다음 단계
게시할 정보의 수준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PS 정보 구성 (24 페이지)을 참조하
십시오.

통신 옵션
지도에서 연락처의 현재 위치를 보는 것 외에도 해당 연락처에 전화를 걸거나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내거나 지도 보기에서 연락처를 다자간 통화에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지도 보기에서 장소 마커를 눌러 메뉴를 열고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지도에서 고정 해제
• 통화
• 다자간 통화에 추가
• IM 전송
• 위치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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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장: 애플리케이션 피드백 공유

애플리케이션 피드백 공유
Facebook, Twitter, 메일 또는 메시지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피드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Facebook 을 통해 피드백 공유
선행 정보
• Apple 장치에 Facebook 구성
• 장치 설정에서 Facebook 용 위치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프로시저
1.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메뉴 >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2. 설정 화면에서 공유를 탭합니다.
3. 공유 화면에서 Facebook 을 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Facebook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4. Facebook 대화 상자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메시지 텍스트 상자에서 기본 피드백 메시지를 편집하거나 새 피드백 메시지를 입력
합니다.
b. 위치.를 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위치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c. 검색 표시줄에 위치 이름을 입력하고 위치를 선택하거나 목록에서 인접한 위치를 선
택합니다.
d. Facebook 을 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Facebook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e. 대상을 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상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f. 피드백을 공유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다음 대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개

70

이 옵션을 선택하면 Facebook 의 모든 사람과 피드백을 공유합니다.

Avaya one-X® Mobile Preferred 사용

2014년 12월
문의 : infodev@avaya.com

Twitter 를 통해 피드백 공유

친구

이 옵션을 선택하면 친구 목록에 추가한 사람과 피드백을 공유합니다.

나만

이 옵션을 선택하면 자신의 Facebook 에만 피드백을 게시합니다.

g. Facebook 을 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Facebook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h. 게시을 탭합니다.

Twitter 를 통해 피드백 공유
선행 정보
• Apple 장치에 Twitter 구성
• 장치 설정에서 Twitter 용 위치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프로시저
1.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메뉴 >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2. 설정 화면에서 공유를 탭합니다.
3. 공유 화면에서 Twitter 를 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Twitter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4. Twitter 대화 상자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메시지 텍스트 상자에서 기본 피드백 메시지를 편집하거나 새 피드백 메시지를 입력
합니다.
b. 위치.를 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위치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c. 위치 또는 없음을 탭하고 Twitter 를 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Twitter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d. 게시을 탭합니다.

메일을 통해 피드백 공유
선행 정보
• 장치 메일을 구성합니다.

프로시저
1.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메뉴 >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2. 설정 화면에서 공유를 탭합니다.
3. 공유 화면에서 메일을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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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피드백 공유

애플리케이션에서 기본 주제 및 기본 피드백 콘텐츠가 포함된 이메일이 열립니다. 주제 또
는 콘텐츠 중 하나 또는 모두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4. To 및 Cc/Bcc 필드에서 수신인의 이메일 주소를 선택하거나 입력합니다.
5. 전송을 탭합니다.

메시지를 통해 피드백 공유
프로시저
1. Avaya one-X® Mobile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메뉴 >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2. 설정 화면에서 공유를 탭합니다.
3. 공유 화면에서 메시지를 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기본 피드백 콘텐츠가 포함된 새 메시지가 열립니다. 콘텐츠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4. To 필드에서 수신인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수신인의 이름 또는 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
다.
5. 전송을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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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출
Avaya one-X® Mobile 을 사용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문제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메뉴 > 설정 > 시스템 메시지를 탭합니다.
2. 문제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3. 전송을 탭합니다.

인증서 오류
서버에서 자가 서명된 인증서를 제공하여 인증서 확인에 실패함
서버에서 인증서 기관에서 서명한 인증서를 사용하는 대신 자가 서명된 인증서를 사용합
니다.
해결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관리자에게 서버에 있는 자가 서명된 인증서에 대해 알립니다.
• 서버 인증서 확인을 비활성화합니다.
참고:
인증서 확인이 비활성화되어도 서버로 연결되는 통신 채널은 암호화됩니다. 하지만 Avaya
에서는 서버 인증서 확인 비활성화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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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클라이언트에 CA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증서 확인에 실패
함
서버 인증서를 서명하는 데 사용되는 CA 인증서가 사용자의 장치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
니다.
해결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CA 인증서를 구합니다.
• 서버 인증서 확인을 비활성화합니다.
참고:
Avaya 에서는 서버 인증서 확인 비활성화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인증서로 인한 서버 인증서 확인 오류
서버의 실제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가 주체 이름 또는 주체 대체 이름 필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관리자에게 문의합니다.
• 서버 인증서 확인을 비활성화합니다.
참고:
Avaya 에서는 서버 인증서 확인 비활성화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부분적으로 연결됨
IPO 500V2 서버에 서버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IPO 500 v2 서버에 설치된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 서버 인증서 확인을 비활성화합니다.
참고:
Avaya 에서는 서버 인증서 확인 비활성화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서버 인증서 확인을 비활
성화하면 XMPP 통신 채널 확인도 비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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