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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내서에서는 다음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LifeSize Room 시리즈

•

LifeSize Team 시리즈

•

LifeSize Express 시리즈

LifeSize Passport를 관리하는 방법은 LifeSize Passport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법은 사용 중인 LifeSize 시스템 모델의 설치 안내
서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문서는 제품에 포함된 문서 CD와 www.lifesize.com의 Support 페이지에서 제공하며 릴
리스 노트, 기술 정보 및 기술 참고 문헌은 www.lifesize.com의 Support 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설치 후 구성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는 시스템 설치 후,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LifeSize 시스템 구성을 다음
과 같이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시스템과의 통신 활성화
개인 네트워크 외부에 있는 장치와의 통신을 위해 고정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를
사용하여 공용 IP 주소를 LifeSize 시스템에 할당하는 경우 전화를 걸기 전에 LifeSize 시스템
의 고정 NAT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페이지의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네트워크 주소 변환) 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LifeSize 시스템이 방화벽을 통해 다른 시스템과 통신하는 경우 방화벽이 17페이지의 "예약
된 포트 제한"에 지정된 예약된 포트와 18페이지의 "방화벽 설정 구성"에 지정된 필수 포트를
통한 LifeSize 시스템으로의 입력 및 출력 트래픽을 허용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IP 주소가
있는 시스템에 방화벽을 통해 전화를 거는 사용자는 비디오 및 오디오 트래픽이 가능하도록
방화벽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단방향 오디오 또는 비디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H.323 게이트키퍼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H.323 프로토콜과 함께 이름 또는 확장을 사용하여
전화를 걸려면 23페이지의 "H.323 설정"에 나온 정보를 사용해서 LifeSize 시스템을 구성하
십시오.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S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화
를 걸려면 24페이지의 "SIP 설정 구성"에 나온 정보를 사용하여 LifeSize 시스템을 구성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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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ize 시스템으로 테스트 전화 걸기
새로운 시스템과 기본 설정으로 복원된 시스템에 대한 로컬 디렉토리 및 재다이얼 목록에
LifeSize Demo(demo.lifesize.com)가 기본 항목으로 나타납니다. 시스템을 기본 설정으로 복
원하는 방법은 29페이지의 "기본 설정 복원"을 참조하십시오. 이 항목을 사용하여 LifeSize 시
스템에서 테스트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이 항목으로 건 전화는 데모 시스템의 그룹 내부에
서 다음 번에 사용할 수 있는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으로 전달됩니다. 재다이얼 목록 항
목의 이름이 전화를 수신하는 시스템의 이름을 표시하도록 변경됩니다.

참고:

이 항목을 사용하려면 관리자 기본 설정 : 네트워크 : 일반에서 DNS 서버를 지정하거
나 DNS 서버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DHCP를 사용해야 합니다. DNS 서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 항목으로 전화를 걸면 통화 상태가 사용 불능으로 표시됩니다. 그
이유는 IP 주소로 걸려온 통화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리 기능에 액세스
리모콘을 사용하거나 웹 브라우저, 텔넷 세션 또는 SSH(Secure Shell) 세션을 원격으로 사용
하여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리모콘을 사용하여 관리
리모콘을 사용한 시스템 구성을 위해 관리자 기본 설정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
시오.
1. 사용자 인터페이스 주 화면에서 리모콘의

버튼을 눌러 시스템 메뉴에 액세스합니다.

2. 관리자 기본 설정을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3.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고 OK를 누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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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관리자 암호는 1 2 3 4입니다. 관리자 암호를 변경하려면 9페이지의 "관리
자 암호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잘못된 암호를 입력한 경우 리모콘의
버튼을
눌러 로그인 시도 실패 메시지를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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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브라우저에서 관리
웹 브라우저에서 LifeSize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Adobe Flash Player가 설치되어 있고 웹 브라
우저에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Flash Player는 www.adobe.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
니다. 지원되는 Flash Player 버전과 지원되는 웹 브라우저는 www.lifesize.com의 Support 페
이지에서 사용 중인 LifeSize 시스템 모델에 대한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 LifeSize 시스템 원격 액세스를 사용합니다. 웹 브라우저를
통한 원격 액세스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관리자 기본 설정 : 보안 : 일반에서 HTTP 기본 설정
에 대해 사용 안 함을 선택합니다.
웹 관리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웹 브라우저를 열고 웹 주소 필드에 LifeSize 시스템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시스템의
IP 주소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주 화면의 맨 위에 나타납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참고:

이 연결은 보안 인터넷 연결로, 알 수 없는 인증서 경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2. 로그인 화면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인터페이스 표시에 사용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b. 관리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c.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3. 시스템 관리가 끝나면 화면 맨 아래에서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한 다음 웹 브라우저를 닫
습니다.

SSH 세션에서 관리
LifeSize 시스템을 SSH 세션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SH 세션을 통해 원격으
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SH 세션을 통해 로그인하여 명령을 입력하면 LifeSize 시스템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SSH 세션을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려면 자동화 명령행 인터페
이스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 설명서의 LifeSize 자동화 명
령행 인터페이스를 참조하십시오. 이 문서는 www.lifesize.com의 Support 페이지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SSH 세션을 통한 원격 액세스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관리자 기본 설정 : 보안 : 일반에서 SSH
기본 설정에 대해 사용 안 함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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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넷 세션에서 관리
텔넷 세션에서 LifeSize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텔넷 세션을 통한 원격 액세스는 기본
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LifeSize는 웹 관리 인터페이스 또는 SSH 세션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원격으로 관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텔넷 세션을 통한 원격 액세스를 활성화하려면
관리자 기본 설정 : 보안 : 일반에서 텔넷 기본 설정에 대해 사용함을 선택합니다. 텔넷 세션을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려면 자동화 명령행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 설명서의 LifeSize 자동화 명령행 인터페이스를 참조하십시오. 이 문서는
www.lifesize.com의 Support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ifeSize MIB를 사용하여 관리
기본적으로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은 SNMPv3를 지원하는 SNMP 가능 장치입니다.
LifeSize 사용자 정의 MIB가 SNMP 관리자에 컴파일되어 있고 LifeSize 시스템에서 SNMP 사
용자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로, SNMP 관리자 콘솔에서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을 모니터
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LifeSize MIB는 www.lifesize.com의 Support 페이지에서 ASCII 텍스트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LifeSize 사용자 정의 MIB를 사용하는 방법과 LifeSize 사용자 정의 MIB에 사용할
LifeSize 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lifesize.com의 Support 페이지에 있는
Customer Support Documentation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LifeSize 시스템에 대한 SNMP 액세스를 비활성화하려면 6페이지의 "원격 관리 제어"를 참조
하십시오.

보안 기본 설정 구성
관리자 기본 설정 : 보안에서 기본 설정을 웹, 텔넷, SSH 세션 및 SNMP를 통해 시스템 원격
액세스를 제어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기 위해 H.235 AES 보안과 FIPS 140-2
보안 설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리자 암호와 사용자 암호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원격 관리 제어
기본적으로 웹(HTTP), SSH 및 SNMP를 통한 LifeSize 시스템 원격 액세스를 사용하고 텔넷
세션을 통한 원격 액세스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 중 하나를 통해 원격 액세스
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려면 관리자 기본 설정 : 보안 : 일반에서 HTTP, SSH, 텔넷 및
SNMP 기본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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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PS 140-2 보안 활성화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은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연방 정보 처
리 표준) 140-2, (레벨 1) 암호 모듈을 인정할 때 사용되는 미국 정부 컴퓨터 보안 표준을 지원
합니다. 기본적으로 FIPS 보안은 비활성화됩니다. 관리자 기본 설정 : 보안 : 일반에서 FIPS
140-2를 사용함으로 설정하면,
•

관리자 기본 설정 : 보안 : 일반에서 HTTP, 텔넷 및 SNMP 기본 설정이 자동으로 사용 안

함으로 설정되고 구성이 불가능해집니다.
•

SSH를 통한 명령행 인터페이스 로그인 액세스가 비활성화됩니다.

참고:

SSH 기본 설정에 대한 현재 설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

관리자 기본 설정 : 네트워크 : 일반에서 802.1x 인증 기본 설정이 자동으로 사용 안 함으
로 설정되고 구성이 불가능해집니다.

•

관리자 기본 설정 : 시스템 화면의 라이센스 키 버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이센스 키를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하려면 FIPS 140-2 기본 설정을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관리자 기본 설정 : 보안 : 일반에서 H.235 AES 보안 기본 설정이 이미 사용함 또는 엄격

함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사용함으로 설정됩니다.
•

관리자 기본 설정 : 통신 : SIP에서 SIP TLS 신호 기본 설정이 사용 안 함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 기본 설정 : 보안 : 일반 화면에서 나가면 시스템이 재부팅됩니다.

•

시스템이 FIPS 보안을 활성화하는 구성 변경을 완료할 때까지 빨간색 FIPS
콘이 주 페이지의 상태 표시줄에 나타납니다.

•

시스템이 재부팅된 후 관리자 기본 설정 화면의 보안 버튼 위에 FIPS 140-2 보안 활성화
됨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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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PS 140-2가 사용함으로 설정되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없습니다. 먼저
FIPS 140-2를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기 전에 HTTP와 SSH가
사용함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FIPS 140-2 기본 설정을 사용함에서 사용 안 함으로 변경할 경우,
•

이 기본 설정을 결과적인 설정으로서 사용함으로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없는 기본 설정
이 사용 가능해집니다.

•

SSH를 통한 명령행 인터페이스 로그인 액세스가 활성화됩니다.

참고:

SSH 기본 설정에 대한 현재 설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HTTP 및 SNMP 기본 설정이 사용함으로 설정됩니다. FIPS 140-2를 사용함으로 설정한
결과로 변경되었던 다른 기본 설정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

관리자 기본 설정 : 보안 : 일반 화면에서 나가면 시스템이 재부팅됩니다.

H.235 AES 보안 활성화
LifeSize 시스템은 H.323 통화에서 Diffie Hellman 키 교환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H.235 128비
트 AES 보안을 지원합니다. AES 상호 운용성은 www.lifesize.com의 Support 페이지에 있는
릴리스 노트에 나온 타사 장치에서 지원됩니다.
AES 보안을 활성화하려면 관리자 기본 설정 : 보안 : 일반에서 H.235 AES 보안 기본 설정을
사용함 또는 엄격함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사용함으로 설정하면 통화는 연결되지만 파엔드
가 AES 암호화를 지원하는 경우에만 암호화됩니다. 엄격함으로 설정한 경우 파엔드가 AES
보안을 지원하지 않으면 통화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LifeSize 시스템이 통화에서 MCU로 사
용 중인 경우 모든 통화 연결을 암호화하려면 이 기본 설정을 엄격함으로 설정합니다.
암호화된 통화는 발신자 ID, 통화 관리자 목록 및 통화 통계 목록에서 암호화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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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암호 변경
LifeSize는 관리자 기본 설정을 사용자가 변경하지 못하도록 암호로 보호할 것을 권장합니다.
관리자 암호를 변경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시스템 메뉴에서 관리자 기본 설정 : 보안 : 암호에 액세스합니다.
2. 관리자 암호 아래의 새 암호 필드에 새로운 암호를 입력하고 OK를 누릅니다.

참고:

초기 구성에서 관리자 암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기본 암호는 1 2 3 4입니다.

3. 암호 확인 필드에 암호를 다시 입력하고 OK를 누릅니다.
4. 새 암호 설정 버튼을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사용자 암호 설정
사용자 암호를 설정하여 사용자 기본 설정 화면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으로 사용자 암호는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사용자 암호를 설정하려면 관리자 암호를 사용하여 사용자 기본 설정 화면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암호를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시스템 메뉴에서 관리자 기본 설정 : 보안 : 암호에 액세스합니다.
2. 사용자 암호 아래의 새 암호 필드에 새로운 암호를 입력하고 OK를 누릅니다.
3. 암호 확인 필드에 암호를 다시 입력하고 OK를 누릅니다.
4. 새 암호 설정 버튼을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네트워크 사용 구성
로컬 네트워크의 다른 서버 및 장치에 대한 LifeSize 시스템 기능에 영향을 주는 기본 설정을
구성하려면 관리자 기본 설정 : 네트워크 : 일반에 액세스합니다.

참고: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은 라우터 구성 변경과 같이 소프트웨어를 통하거
나 와이어링 클로짓에서 네트워크 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경우에는 IP 주소 변경
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DNS가 변경된 경우에는 LifeSize 시스템을 재부팅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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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IP 주소 지정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는 동적으로 IP 주소를 할당하려는 경우에 사용
됩니다. DHCP를 사용하면 쉽게 한 서브넷에서 다른 서브넷으로 네트워크 장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DHCP 서버가 있는 경우에는 DHCP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DHCP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IP 주소(DHCP 서버에서 할당하지 않은 로컬 IP 주소)와 서브넷 마
스크(IP 주소를 네트워크와 호스트 식별자로 분할하기 위해 사용그리고)게이트웨이(시스템
이 사용하는 기본 게이트웨이의 IP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DHCP를 사용하여 LifeSize 시스템 구성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이 DHCP(기본값)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얻는 경우 시스템이 구
성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와 파일을 지정하는 DHCP 서버 옵션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파
일은 웹 서버,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서버 또는 FTP(File Transfer Protocol) 서
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팅할 때마다 시스템은 옵션에서 지정한 구성 파일을 가져오려 시
도합니다. 구성 파일을 마지막으로 적용한 후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시스템은 부팅 프로세스
를 계속하기 전에 구성 파일을 적용합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LifeSize 시스템에서 관리자 기본 설정 : 네트워크 : 일반의 DHCP 기본 설정을 사용함으
로 설정해야 합니다.

•

LifeSize 시스템은 이 기능을 위해 사이트 고유 옵션 157을 적용합니다. 이 옵션은 DHCP
서버에서 구성해야 합니다.

참고:

•

DHCP 옵션 157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고 구성 파일을 가져올 소스로
TFTP 서버를 지정한 경우, 시스템은 포트 5351을 통한 다운로드를 수락합니다.
시스템과 TFTP 서버 간의 방화벽은 이 포트를 통해 다운로드할수 있도록 구성되
어야 합니다.

LifeSize 자동화 명령행 인터페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구성 파일이 DHCP 옵션으로 지정
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구성 파일 만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3페이지의 "구성 파
일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관리자 기본 설정 : 보안 : 일반에서 FIPS 140-2가 사용함으로 설정된 경우, 구성
파일에 포함되어 있으면 다음 명령이 실패합니다.
set system licensekey -i
set system licensekey -u
라이센스 키를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하려면 FIPS 140-2 기본 설정을 사용 안 함
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FIPS 140-2 기본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페이지의
"FIPS 140-2 보안 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10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 관리자 안내서

DHCP 옵션 구성
이 기능과 함께 사용하는 DHCP 서버의 특정 구성 세부 사항은 사용하는 DHCP 서버와 사용
자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이 섹션에서는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이 구성 파일을 얻기 위
해 DHCP 서버에서 수락할 수 있는 사이트 고유 옵션 157의 형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제한됩
니다.
LifeSize 시스템은 옵션을 다음 형식의 문자열로 구성하는 경우 DHCP 서버로부터 사이트 고
유 옵션 157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LifeSize: server=<path>”
여기서 <path>는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하나 이상의 URL이며 구성 파일 위치를 지정합니다.
지원되는 프로토콜은 TFTP, FTP 및 HTTP가 있습니다. 경로에 하나 이상의 URL이 포함된 경
우 LifeSize 시스템은 나열된 순서로 URL 연결을 시도하고 존재하는 첫 번째 파일을 사용합
니다.
예:
경로가 다음과 같은 경우:
http://example/config/fishtank.cfg;ftp://example/other/fishtank.cfg

시스템은 http://example/config/fishtank.cfg에 있는 웹 서버에서 구성 파일 fishtank.cfg를
가져오려 시도합니다. 이 위치에 파일이 없으면 시스템은 ftp://example/other/fishtank.cfg의
FTP 서버에서 구성을 가져오려 시도합니다.

참고:

FTP 서버에 로그인할 때와 같이 파일에 액세스하기 위해 서버가 사용자 이름과 암호
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URL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
음과 같습니다.
ftp://<username>:<password>@example/other/fishtank.cfg

여기서 <username>은 로그인에 필요한 사용자 이름이고 <password>는 암호입니
다. 사용자 이름과 암호에 세미콜론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 관리자 안내서

11

각 URL은 구성을 시스템에 고유하게 만들기 위해 다음 이스케이프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케이프

대체 값

#M

바이트들 간 콜론을 대체하기 위해 밑줄 문자를 사용하여 MAC 주소를 대체했습니
다. MAC 주소는 소문자의 16진수 숫자로 변환됩니다.

#S

다음과 같이 시스템 모델로 대체되었습니다.
room
express
room2
team2
express2
room220
team220
express220

#I

할당된 IP 주소로 대체되었습니다.

시스템 이름이나 IP 주소가 경로 요소로 단독 사용된 경우에는 다음 경로로 대체됩니다.
tftp://<name>/#M.cfg;tftp://<name>/#S.cfg

여기서 <name>은 경로에 있는 IP 주소 또는 DNS 이름입니다.
예:
MAC 주소가 00:13:FA:00:12:33이고 IP 주소가 10.10.22.77인 LifeSize Room 시스템의 경우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example/configs/fishtank.cfg;example;ftp://example/#I.cfg

다음 위치에서 구성 파일을 검색하도록 변환됩니다.
1. http://example/configs/fishtank.cfg
2. tftp://example/00_13_fa_00_12_33.cfg
3. tftp://example/room.cfg
4. ftp://example/10.10.22.77.cfg

참고:

12

MAC 주소는 소문자의 16진수 숫자로 변환됩니다. 앞의 예에서 MAC 주소
00:13:FA:00:12:33은 00_13_fa_00_12_33으로 대체되었습니다. #M 이스케이프를
사용하는 경로를 지정할 경우 구성 파일의 파일 이름에 소문자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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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첫 번째 파일이 사용됩니다. 파일의 체크섬이 시스템에 로드된 마지막 구성 파일과 다
른 경우 새 파일이 사용됩니다.

참고:

포트 범위나 SIP 기본 설정 같이 시스템 재부팅을 초래하는 기본 설정은 구성 파일이
시스템에 로드된 후에 시스템을 다시 부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성 파일의 체크
섬이 같기 때문에 파일은 다시 로드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부팅되면 실제
구성 변경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구성이 적용되기 전에 이전 시스템 이름 같은 이전
구성 기본 설정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성 파일 만들기
구성 파일은 get config 명령의 출력과 같은 형식으로 된 일련의 명령줄 인터페이스 명령
으로 구성되거나 웹 관리 인터페이스의 시스템 구성 저장으로부터 만든 구성 파일입니다. 명
령행 인터페이스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의 LifeSize 자동화
명령행 인터페이스를 참조하십시오. 이 문서는 www.lifesize.com의 Support 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웹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시스템 구성을 저장하는 방법은 56페이지의 "시스템 구성 저장 및 복
원"을 참조하십시오.

호스트 이름 및 DNS(Domain Name Service) 서버 지정
또한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과 DNS 서버 구성에 필요한 IP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호스
트 이름을 해석할 때 검색할 도메인 이름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DNS(Domain Name
System)는 네트워크 노드의 이름을 주소로 변환합니다. DNS를 사용하여 장치의 호스트 이
름을 IP 주소로 변환하려면 이 기본 설정을 지정하십시오.

네트워크 속도 지정
관리자 기본 설정 : 네트워크 : 네트워크 속도 기본 설정에 대해 자동 이외의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구성한 속도 및 전이중과 일치해야 합니다.

참고:

이더넷 스위치가 반이중에 맞게 구성된 경우 512 Kb/s보다 빠른 속도로 전화를 걸면
비디오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트워크 속도 기본 설정에
대해 자동을 사용할 때 이더넷 스위치 구성을 반이중 이외의 설정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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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N 태그 지정
사용자 환경에 고정 VLAN(Virtual Local Area Network)이 구성된 경우 VLAN 태그를 발신 패
킷에 적용하고 동일한 VLAN 식별자가 있는 태그된 수신 패킷만 받도록 LifeSize 시스템을 구
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관리자 기본 설정 : 네트워크 : 일반 : VLAN 태그로
탐색하고 시스템에 할당된 VLAN의 VLAN 식별자를 지정합니다. 값은 1 - 4094 범위에 있는
숫자입니다.

참고:

VLAN 태그 기본 설정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다른 화면을 탐색하면 시스템이
다시 부팅됩니다.

802.1x 인증 구성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은 EAP-TLS 서브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IEEE 802.1X 표준을 기
반으로 하는 포트 기반 상호 인증을 지원합니다. IEEE 802.1X 표준은 인증 요청자, 인증자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802.1X 가능 이더넷 스위치), 인증 서버 간의 통신과 관련된 포트 기
반 인증을 제공합니다. 스위치의 802.1X 제어 포트에 연결된 LifeSize 코덱은 인증 요청자 역
할을 수행합니다. 스위치의 비802.1X 포트에 연결된 백 엔드 인증 서버(보통 RADIUS 서버)
는 대개 인증 서버 역할을 수행합니다. EAP 패킷은 인증 요청자(코덱)와 인증자(스위치) 간에
이동하며 RADIUS 패킷은 인증자(스위치)와 인증 서버 간에 이동합니다. 처음엔 802.1X 포트
가 802.1X 트래픽만을 허용합니다. 다른 모든 패킷은 포트에 연결된 장치가 인증될 때까지 데
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차단됩니다.
LifeSize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802.1X 인증이 비활성화됩니다. 명령행 인터페이스에서
또는 관리자 기본 설정 : 네트워크 : 일반에서 802.1x 인증 기본 설정을 사용하여 이 기능을 활
성화하기 전에 사용자 환경이 다음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CA 인증서, 서버 인증서 및 서버 인증서 개인 키와 함께 설치된 인증 서버가 사용자 환경
에 존재합니다. 서버 소프트웨어는 인증서 및 개인 키 파일의 위치와 서버 인증서 개인 키
암호 구문의 텍스트를 사용하여 구성됩니다.

•

인증자는 인증 서버에 액세스하고 그 포트들 중 하나 이상의 포트가 802.1X 액세스를 제
어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

인증 기관이 LifeSize 시스템에 대한 CA 인증서, 클라이언트 인증서, 클라이언트 키, 클라
이언트 키 암호 구문을 생성했고 사용자는 LifeSize 명령행 인터페이스에서 필요한 명령
을 사용하여 이러한 인증서, 키, 키 암호 구문을 LifeSize 시스템에 설치했습니다.

참고:

이 기능을 활성화하기 전에 사용자가 명령행 인터페이스에서 LifeSize 시스템에
CA 인증서, 클라이언트 인증서, 클라이언트 키, 클라이언트 키 암호 구문을 설치
하지 않으면 이 기능을 활성화할 때 LifeSize 시스템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습
니다. 이 경우 시스템에 액세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이 기능을 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명령행 인터페이스에서 802.1X를 지원하도록 LifeSize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은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의 LifeSize 자동화 명령행 인터페이스를 참조하십시오. 이
문서는 www.lifesize.com의 Support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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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P 서버 지정
다음과 같은 경우 시스템 날짜 및 시간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나타나고 자동으로 설정됩
니다.
•

관리자 기본 설정 : 네트워크 : 일반 : DHCP 기본 설정이 사용함으로 설정되고 DHCP 서
버가 시스템으로 NTP 서버 주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또는 -

•

NTP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는 관리자 기본 설정 : 네트워크 : 일반 : NTP 서버
호스트 이름에 지정됩니다.

참고:

DHCP 서버가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NTP 서버 주소로 NTP 서버 호스트 이름 기
본 설정에 지정된 NTP 서버 호스트 이름 또는 주소가 대체됩니다.

시스템 정보 페이지에는 시스템이 사용하는 NTP 서버의 IP 주소가 표시됩니다.

참고:

시간대는 자동으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초기 구성에서 시스템 시간대를 지정하지 않
은 경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잘못된 시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간대를 수동으로
지정하려면 26페이지의 "시스템 날짜 및 시간 수동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IPv6 주소 사용
LifeSize 시스템은 시스템 IP 주소에만 IPv4 및 IPv6 주소의 이중 구성을 지원합니다. 시스템
에서 IPv4 주소를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IPv6 주소로 건 전화는 H.323 프로토콜을 사용합
니다.
로컬 IPv4 IP 주소(DHCP를 사용하거나 고정 IP 주소를 수동으로 지정)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에서 IPv6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에 IPv6 주소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기본 설
정 : 네트워크 : 일반에 액세스하고 IPv6 기본 설정에 대해 사용함을 선택합니다.
IPv6 네트워크가 라우터 알림을 전송하는 경우 IPv6 구성 기본 설정에 대해 자동을 선택하면
시스템 IPv6 주소가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기본 옵션은 자동입니다. 이 기본 설정에 대해 수
동을 선택하는 경우 IPv6 주소 기본 설정에서 시스템의 고정 IPv6 주소를 지정하고 IPv6 라우
터 기본 설정에 IPv6 라우터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IPv6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기본 설정 화면을 종료한 후에 시스템
이 다시 부팅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주 화면의 맨 위에 나타나는 IP 주소는 IPv4 주소입니다. 시스템의
IPv6 주소는 시스템 정보 페이지의 시스템 메뉴에 나타납니다.
IP 주소가 필요한 다른 모든 구성 기본 설정(예: NTP 및 DNS 서버, H.323 게이트키퍼, SIP 서
버)은 IPv4 주소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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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토리는 IPv6 주소를 지원합니다. 사용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주 화면에서 화상 통화
또는 음성 통화 버튼과 0x1a 텍스트 입력 방법 또는 화면 키보드를 사용하여 IPv6 주소에 수
동으로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입력 모드 변경에 대한 내용은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네트워크 주소 변환) 활성화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네트워크 주소 변환)를 사용하면 개인 IP 주소를 갖는
LAN 상의 장치와 공용 IP 네트워크를 통해 액세스되는 장치 간의 통신이 가능합니다. 고정
NAT는 개인 시스템용으로 고안된 공용 네트워크의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항상 동일한 공용 IP 주소가 시스템의 개인 IP 주소에 매핑되도록 해줍니다.
고정 NAT를 사용하여 공용 IP 주소와 LifeSize 시스템의 개인 IP 주소를 연결하는 경우 고정
NAT 서버에서 LifeSize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관리자 기본 설정 : 네트워크 :
NAT에 액세스하여 고정 NAT 기본 설정에 대해 사용함을 선택합니다. NAT 공용 IP 주소에 시
스템의 공용 IP 주소, 호스트 이름 또는 정식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기본 설정의 기본
입력 항목은 숫자입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려면 리모콘의
키를 사용하여 텍스트 입력 방
법을 변경합니다.

참고:

고정 방화벽 또는 고정 포트가 있는 NAT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용 게이트키퍼에 등
록할 수 없습니다. H.323 설정을 구성하고 H.460 지원을 활성화하는 경우 시스템은
관리자 기본 설정 : 네트워크 : NAT의 기본 설정을 무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4페
이지의 "H.323 통화를 위한 H.460 지원 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방화벽 외부의 웹 브라우저에서 시스템에 액세스하고 고정 NAT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기능
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업그레이드

•

디렉토리 임포트

•

LifeSize Networker 업그레이드 및 재부팅

•

배경 이미지 임포트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당 기능을 방화벽 내부에서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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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된 포트 제한
기본적으로 LifeSize 시스템은 비디오, 음성, 프리젠테이션 및 카메라 제어를 위해 60000 64999 범위의 TCP 및 UDP 포트를 통해 통신합니다. LifeSize 시스템은 통화 중 이러한 포트
중 일부만 사용합니다. 정확한 포트 수는 통화 참가자 수, 사용된 프로토콜 및 통화 유형(화상
또는 음성)에 필요한 포트 수에 따라 다릅니다.
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UDP 및 TCP 포트 수를 최소화하려면 관리자 기본 설정 : 네트워크 :
예약된 포트에 값을 입력하여 범위를 제한하면 됩니다. LifeSize는 기본 범위와 다른 범위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범위가 10000보다 큰 포트 번호로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TCP 범위를 변경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부팅됩니다.

프리젠테이션이 포함된 H.323 화상 통화에는 다른 통화 유형보다 많은 포트가 필요합니다.
다음 표에는 프리젠테이션이 포함된 H.323 화상 통화에 필요한 UDP 및 TCP 포트 수가
LifeSize 시스템이 지원하는 최대 연결 수를 기반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LifeSize 시스템이
지원하는 최대 연결 수에 따라 예약된 포트 기본 설정에 입력할 포트 수 범위를 결정할 때 이
정보를 활용합니다.
최대 연결 수

H.323 통화에 필요한 포트 수

8자간 화상 통화 및 프리젠테이션

56 UDP
14 TCP

6자간 화상 통화 및 프리젠테이션

40 UDP
10 TCP

4자간 화상 통화 및 프리젠테이션

24 UDP
6 TCP

프리젠테이션이 포함된 2자간 화상 통화와 음성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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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UDP
4 T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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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는 프로토콜별로 연결 당 필요한 포트 수와 통화 유형(화상 또는 음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포트 범위를 더 제한해야 하는 경우 이 정보를 사용합니다.
H.323 2자간 통화 필수 포트:
통화 유형
비디오a

필요한 UDP 및 TCP 포트 수
8개의 UDP 포트(프리젠테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6개)
2개의 TCP 포트

음성b

2개의 UDP 포트
2개의 TCP 포트

a. 화상 통화에 참가하는 사람이 추가될 때마다 참가자 당 8개의 UDP 포트와 2개의 TCP 포트가 필요합니다.
b. 음성 통화에 참가하는 사람이 추가될 때마다 참가자 당 2개의 UDP 포트와 2개의 TCP 포트가 필요합니다.

SIP 2자간 통화 필수 포트:
통화 유형

필요한 UDP 포트 수

비디오a

6개의 UDP 포트

음성b

2개의 UDP 포트

a. 화상 통화 참가자가 한 명 추가될 때마다 6개의 UDP 포트가 더 필요합니다.
b. 음성 통화에 참가하는 사람이 추가될 때마다 참가자 당 2개의 UDP 포트가 필요합니다.

방화벽 설정 구성
LifeSize 시스템이 방화벽을 통해 다른 시스템과 통신하는 경우 방화벽이 다음을 통한 시스템
으로의 입력 및 출력 트래픽을 허용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TCP 포트 1720(H.323 통화 설정의 경우)

•

UDP 포트 5060(SIP 통화 설정의 경우)

•

TCP 포트 5060(SIP 통화에 TCP 신호가 사용되는 경우 SIP 통화 설정용). 24페이지의
"SIP 설정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

TCP 포트 5061(TLS 신호가 사용되는 경우 SIP 통화 시 TLS 신호 발신용). 24페이지의
"SIP 설정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

관리자 기본 설정 : 네트워크 : 예약된 포트에 지정된 범위의 필수 TCP 및 UDP 포트. 필
수 TCP 및 UDP 포트의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은 17페이지의 "예약된 포트 제한"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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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 구성
관리자 기본 설정 : 네트워크 : 네트워크 QoS 기본 설정에서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QoS)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네트워크에 사용된 설정을 따라야 합니다.

참고:

네트워크 QoS 기본 설정은 IPv4 주소에만 지원됩니다. LifeSize 시스템에서 IPv6 주
소를 사용하는 경우 IPv6 통화에 대한 QoS 기본 설정은 무시됩니다. IPv6 주소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15페이지의 "IPv6 주소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오디오, 비디오 및 데이터 패킷의 DiffServ(Differentiated Services) 또는 IntServ(Integrated
Services)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IntServ ToS(Type of Service) 기본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QoS와 IntServ ToS는 없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LifeSize Transit 기본 설정 구성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에서 LifeSize Transit을 사용하는 경우, LifeSize Transit 문서에
나온 관리자 기본 설정 : 네트워크 : LifeSize Transit에서 기본 설정을 구성하는 방법을 참조
하십시오.

통신 기본 설정 구성
관리자 기본 설정 : 통신에서 기본 설정을 구성하여 통화 중 시스템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제어하는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자간 통화 비활성화
관리자 기본 설정 : 통신 : 일반에서 다자간 통화 기본 설정으로 사용 안 함을 선택하여
LifeSize 시스템에서 다자간 통화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인 사용함을 사용하면 시
스템에서 지원하는 최대 수까지 다자간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통화 중이지 않을
때만 이 기본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 안 함을 선택하면 음성 또는 화상 통화 하나만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내장 다지점 브리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기본 설정에 화상 1개 + 음성1개 옵션
이 나타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연결된 발신자의 최대 수가 될 때까지 화상과 음성 통화
에 모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링 옵션 구성
초기 구성 과정에서, 시스템 리셋을 수행할 때 또는 언제라도 관리자 기본 설정 : 통신 : 일반
에 액세스하여 음성 및 화상 다이얼링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feSize 시스템 설치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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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N 비활성화
PSTN 연결을 지원하는 LifeSize 시스템에서는 관리자 기본 설정 : 통신 : 일반의 PSTN 기본
설정으로 사용 안 함을 선택하여 PSTN 통화를 걸고 받는 지원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시
스템이 통화 중이지 않을 때만 이 기본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사용
사용자는 보조 H.239 미디어 채널을 통해 통화하는 도중 일반적으로 LifeSize 코덱의 해당 입
력에 연결된 노트북 또는 PC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LifeSize 시스템에서는 기본
적으로 프리젠테이션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프리젠테이션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관리자 기
본 설정 : 통신 : 일반 : 프리젠테이션에 액세스합니다. 시스템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지원하지
않는 타사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프리젠테이션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 통화하는 동안 모든 참가자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비활성화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통해 프리젠테이션 입력의 비디오를 주 비디오 스트림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프
리젠테이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주 입력과 프리젠테이션 입력을 선택하는 방법은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수동으로 프리젠테이션 시작
프리젠테이션 기본 설정이 사용함(기본값)으로 설정된 경우 사용자가 LifeSize Camera,
LifeSize Camera 200 또는 LifeSize Focus 이외의 비디오 입력 장치를 코덱에 연결하고 이 비
디오 입력 장치를 주 입력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통화 중 프리젠테이션이 자동으로 시작됩니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프리젠테이션 입력을 이 비디오 입력으로 전환하고 프리젠테이션
을 시작합니다. 비디오 입력 장치가 통화 도중 분리되면 프리젠테이션이 자동으로 중지됩니
다. 관리 기본 설정 : 통신 : 일반의 자동으로 프리젠테이션 시작 기본 설정으로 수동을 선택하
여 프리젠테이션을 수동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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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VGA 및 DVI-I 입력 해상도
LifeSize 시스템은 기본 16:9 및 4:3 VGA 및 DVI-I 입력을 지원합니다. 시스템 정보 화면에
VGA 입력 또는 DVI-I 입력에 대한 실제 VGA 또는 DVI-I 입력 크기가 표시됩니다. 입력 선택
기에 화면 비율에 따라 16:9 또는 4:3 창이 표시됩니다.
다음 표에서는 시스템 모델에 따라 지원되는 VGA 및 DVI-I 입력 해상도를 보여줍니다.
해상도

동작

LifeSize 모델

640 x 480

1024 x 768로 조정

LifeSize Room
LifeSize Team MP
LifeSize Express

기본(시스템 변경 없음)

LifeSize Room 200
LifeSize Room 220
LifeSize Team 200
LifeSize Team 220
LifeSize Express 200
LifeSize Express 220

800 x 600

1024 x 768로 조정

LifeSize Room
LifeSize Team MP
LifeSize Express

기본(시스템 변경 없음)

LifeSize Room 200
LifeSize Room 220
LifeSize Team 200
LifeSize Team 220
LifeSize Express 200
LifeSize Express 220

1024 x 768

기본(시스템 변경 없음)

모든 모델

1280 x 720

기본(시스템 변경 없음)

모든 모델a

1280 x 768

기본(시스템 변경 없음)

모든 모델a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 관리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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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

동작

LifeSize 모델

1280 x 1024

1024 x 768로 조정, 적절하게 왜곡
된 화면 비율

LifeSize Room
LifeSize Team MP
LifeSize Express

기본(시스템 변경 없음)

LifeSize Room 200
LifeSize Room 220
LifeSize Team 200
LifeSize Team 220
LifeSize Express 200
LifeSize Express 220

a. 지원되는 최대 4:3 해상도는 LifeSize Room, LifeSize Team MP 및 LifeSize Express의 경우 1024x768이
고 LifeSize Room 200, LifeSize Room 220, LifeSize Team 200, LifeSize Team 220, LifeSize Express 200
및 LifeSize Express 220에서는 1280x1024입니다.

해상도는 기본적으로 주 비디오 스트림이나 보조 비디오 스트림에 대한 파엔드로 전송됩니
다. H.264 또는 H.263 프로토콜 해상도 제약 조건으로 인해 해상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
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상도는 VGA 또는 DVI-I 입력에 연결된 장치에서 화면 재생율이
60 Hz로 설정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다음은 지원되는 입력 해상도와 HDMI 소스에서 DVI-I 입력으로 전송되는 비디오 프레임 비
율입니다.
•

480p60

•

576p50

•

720p60

•

1080p30(1080p30 출력을 지원하는 LifeSize 시스템에서만 사용 가능)

오디오가 HDMI 소스에서 DVI-I 입력으로 전송되면, 주 또는 프리젠테이션 비디오 입력으로
DVI-I 입력이 선택된 경우 오디오가 니어 엔드 스피커와 파엔드로 전송됩니다.
DVI-I 입력을 구성하는 방법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44페이지의 "HD 입력 및 DVI-I 입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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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23 설정
기본적으로 LifeSize 시스템은 화상과 음성 통화를 걸거나 받는 H.323 프로토콜을 지원합니
다. 시스템이 통화 중이 아니면 관리자 기본 설정 : 통신 : H.323에서 H.323 기본 설정으로
사용 안 함을 선택하여 H.323 통화 지원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H.323 기본 설정으로 사
용 안 함을 선택하는 경우 시스템은 H.323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습
니다.

참고:

H.323 및 SIP 기본 설정이 사용 안 함으로 설정되고 LifeSize Networker가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고 이 구성으로는 화상 통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다고 알립니다. SIP 기본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의 "SIP 설
정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H.323이 활성화되면 전화를 걸 때 사용할 H.323 이름 또는 확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H.323 이름과 확장은 게이트키퍼에 대해 장치를 식별합니다. 등록된 장치는 이 이름과 확장
을 사용하여 다른 장치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H.323 이름 기본 설정은 게이트키퍼가 구성
되었을 때 사용되는 옵션 값이며 H.323 ID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등록해야 합니다. 게이트키
퍼 관리자가 시스템에 H.323 ID를 할당하는 경우 H.323 이름 기본 설정으로 해당 ID를 입력
합니다. H.323 확장 기본 설정은 게이트키퍼를 구성할 때 사용되는 선택적인 값으로, 이 값을
사용하려면 시스템을 E164 번호나 확장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게이트키퍼 관리자가 시스템
의 E164 번호나 확장을 할당하는 경우 H.323 확장 기본 설정으로 이 숫자를 입력합니다.
게이트키퍼가 요구할 경우에만(예: 게이트키퍼가 여러 개인 구성) 게이트키퍼 ID를 설정하십
시오. 게이트키퍼 ID는 해당 시스템이 등록된 게이트키퍼에 구성되어 있는 게이트키퍼 ID와
일치해야 합니다. 게이트키퍼에 등록할 때 실패할 수 있으므로 게이트키퍼에서 요구하지 않
는 한 이 기본 설정을 구성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이 게이트키퍼를 자동으로 검색하도록 하려면 게이트키퍼 모드 기본 설정을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게이트키퍼 모드 기본 설정을 수동으로 설정하여 직접 게이트키퍼를 선택할 수
도 있습니다. 수동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주 게이트키퍼의 IP 주소와 포트를 지정하십시오.
관리자 기본 설정 : 통신 : H.323에서 등록 버튼을 선택하면 상태 표시줄에 H.323 게이트키퍼
등록 프로세스의 상태를 나타내는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LifeSize 시스템이 게이트키퍼에 등
록하려 시도할 때 노란색 H.323 아이콘
이 나타납니다. 등록에 실패하면 빨간색 H.323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시스템이 게이트키퍼에 등록된 경우 시스템은 해당 상태를 표시
합니다.
H.323 기본 설정의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하려면 리모콘에서

를 누릅니다.

게이트키퍼 IP 주소 2 및 게이트키퍼 포트 2 기본 설정을 사용한 보조 H.323 구성은 선택적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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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23 통화를 위한 H.460 지원 활성화
LifeSize 시스템은 H.460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H.323 통화의 방화벽 트래버설을 지원합니
다. 이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려면 사용자 환경에 H.460 서버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

H.323 설정을 구성하고 H.460 지원을 활성화하는 경우 시스템은 관리자 기본 설정 :
네트워크 : NAT의 기본 설정을 무시합니다.

LifeSize 시스템에서 H.460 클라이언트 지원을 활성화하려면 다음은 예외로 하여 23페이지
의 "H.323 설정"의 설명에 따라 관리자 기본 설정 : 통신 : H.323에서 H.323 기본 설정을 구성
합니다.
1. 게이트키퍼 모드 기본 설정으로 수동을 선택합니다.
2. 게이트키퍼 IP 주소 1 및 게이트키퍼 포트 1 기본 설정의 경우 사용자 환경에 구성된
H.460 서버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3. H.460 기본 설정으로 사용함을 선택합니다.
4. 등록으로 이동하고 OK를 누릅니다.

참고:

H.460을 비활성화하고 게이트키퍼 IP 주소 2 및 게이트키퍼 포트 2 기본 설정을
가진 보조 게이트키퍼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지정하는 경우 시스템은 보조 게
이트키퍼를 무시합니다.

SIP 설정 구성
LifeSize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지원 기능이 활성화됩니
다. 전화를 걸기 위해 사용할 프로토콜로 SIP를 구성하려면 관리자 기본 설정 : 통신 : SIP에
서 SIP 기본 설정을 구성합니다. 시스템이 통화 중이 아닐 때 SIP 기본 설정으로 사용 안 함을
선택하여 SIP 지원을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SIP 기본 설정으로 사용 안 함을 선택하는
경우 시스템은 S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SIP 및 H.323 기본 설정이 사용 안 함으로 설정되고 LifeSize Networker가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고 이 구성으로는 화상 통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다고 알립니다. H.323 기본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3페이지의 "H.323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서버를 구성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사용자 이름, SIP 서버 인증 이름 및 장치 암호를 입력하십
시오. 인증 이름과 암호는 LifeSize 시스템이 인증을 위해 사용하는 값입니다. 이 값은 레지스
트라나 프록시에서 인증을 요구할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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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 통화를 위해 Microsoft Office Communications Server 2007을 LifeSize 통신 시스템과 함
께 사용하려는 경우 LifeSize는 SIP 서버 형식으로 Microsoft OCS를 선택할 것을 권장합니
다. 기본값은 자동입니다. 지원되는 Microsoft Office Communications Server 2007 버전에 대
한 정보는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 환경과 SIP
기본 설정을 구성하는 방법은 LifeSize 기술 노트 Microsoft Office Communications Server
2007과 함께 LifeSize 시스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SIP 레지스트라에 등록할 때 사용할 통신 경로를 직접 또는 프록시를 통해 변경하고 프록시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SIP 장치는 레지스트라 설정을 사용하여 동적으로 현재의 위치
를 등록합니다.
등록 버튼을 선택하고 OK를 누르면 상태 표시줄에 SIP 서버의 등록 프로세스 상태를 나타내
는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LifeSize 시스템이 SIP 서버에 등록하려 시도할 때 노란색 SIP 아이
콘
이 나타납니다. 등록에 실패하면 빨간색 SIP 아이콘
이 나타납니다.
SIP 기본 설정의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하려면 리모콘에서

를 누릅니다.

SIP UDP 신호 포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TCP 신호를 활성화하고 TCP 신호 포트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SIP 레지스트라 기본 설정이 사용함으로 설정된 경우에만 TLS(Transport
Layer Security) 신호를 활성화하고 TLS 신호 포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TCP 신호와 TLS 신
호는 상호 배타적입니다. 즉, 하나를 활성화하면 다른 것은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SIP 레
지스트라 기본 설정을 사용 안 함으로 선택하면 TLS 신호가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TCP
도 TLS 신호도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UDP 신호만 활성화됩니다.

참고:

UDP 신호 포트를 변경하거나, TCP나 TLS 신호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거나 TCP
또는 TLS 신호 포트를 변경하는 경우 시스템이 다시 부팅됩니다.

TLS 신호를 활성화하면 시스템은 SIP 통화에서 미디어 암호화를 위해 SRTP(Secure Realtime Transport Protocol)를 사용하려고 시도합니다. 먼 쪽이 SRTP를 지원하는 경우 미디어
가 암호화되고 통화하는 동안 사용자인터페이스의 발신자 ID, 통화 관리자 목록 및 통화 통계
목록에 암호화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 사
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먼 쪽이 SRTP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미디어는 암호화되지 않
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통화 암호화 아이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스템 설정 구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자 시스템을 식별하는 설정을 변경하고 시스템 날짜 및 시간을
설정하며, 라이센스 키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관리자 기본 설정 : 시스템에 액세스하여 출고
시 기본 설정으로 시스템을 리셋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식별
시스템 이름, 전화 번호 및 시스템에 지정된 지리적 위치를 변경하려면 관리자 기본 설정 : 시
스템 : ID에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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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날짜 및 시간 수동 설정
또한 다음과 같이 수동으로 시스템 날짜와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1. 시스템 메뉴에서 관리자 기본 설정 : 시스템 : 날짜 및 시간에 액세스합니다.
2. 시간대를 설정합니다.
3. 월, 일 및 연도를 설정합니다.
4. 시, 분, 초를 설정합니다.
5. 날짜 및 시간 설정 버튼을 선택하고 OK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라이센스 키 업데이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버전 4.0.0에서 최신 릴리스로 업그레이드하려면 시스템에 최신 라이센
스 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신 라이센스 키가 없으면 업그레이드가 실패합니다. 업그
레이드를 위한 최신 라이센스 키는 장치 유지 관리 계약이 유효한 동안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정보 페이지의 업그레이드 라이센스 필드에서 시스템에 설치된 업그레이드 라이센스
키의 만료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키가 있는 경우).

참고:

소프트웨어 출시 당시에 키가 최신 키였던 경우 라이센스 키가 만료된 소프트웨어 릴
리스에 대한 패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자리수 버전의 릴리스에서 세 번째 숫자는
패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4.5.1은 릴리스 버전 4.5.0에 대한 패치 1입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 시스템에 라이센스 키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된 키가 만료
된 경우 시스템이 라이센스 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LifeSize 라이센스 키 서버와의 접촉을
시도합니다. LifeSize 시스템에 LifeSize 라이센스 키 서버에 대해 포트 80을 통한 HTTP 액세
스 권한이 있는 경우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웹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라이센스 키의 업데이
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이 액세스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28페이지의 "수동
으로 라이센스 키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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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라이센스 키 업데이트 확인
1. 주 화면에서 리모콘의

버튼을 눌러 시스템 메뉴에 액세스합니다.

2. 관리자 기본 설정 : 시스템 : 라이센스 키로 이동합니다.
3. 키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4. 리모콘에서 OK를 누릅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업데이트 키 상태 상자에 성공이라고 표시되고 업그레이드 라이센스
상자에 현재 라이센스 키와 만료 날짜가 표시됩니다. 업데이트에 실패한 경우에는
28페이지의 "업데이트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웹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라이센스 키 업데이트 확인
1. 웹 브라우저를 열고 웹 주소 필드에 LifeSize 시스템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참고:

시스템의 IP 주소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주 화면의 맨 위에 나타납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참고:

이 연결은 보안 인터넷 연결로, 알 수 없는 인증서 경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2. 로그인 화면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인터페이스 표시에 사용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b. 관리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c.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3. 기본 설정 : 시스템 : 라이센스 키로 이동합니다.
4. 키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키 업데이트 상태 상자에 성공이라고 표시되고 업그레이드 라이센
스 상자에 현재 라이센스 키와 만료 날짜가 표시됩니다. 업데이트에 실패할 경우 28페이
지의 "업데이트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5.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화면 맨 아래에서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한 다음 웹 브라우저를 닫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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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문제 해결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웹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라이센스 키 업데이트에 실패한 경우 다음
메시지 중 하나가 업데이트 키 상태 상자에 나타납니다.
상태 메시지

설명

계약하지 않음

장치에 대한 최신 유지 관리 계약이 없습니다. 유지 관리 계약을 갱신하려면 공
인 LifeSize 파트너에 연락하십시오. 갱신 과정이 완료되기까지 24 - 48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음

시스템이 LifeSize 라이센스 키 서버에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서버가 다운되었
거나 시스템에 서버에 대한 HTTP 액세스 권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서버에 대한 HTTP 액세스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LifeSize 기술 서비스
부로 연락하거나 28페이지의 "수동으로 라이센스 키 설치"의 지침을 참조하여
직접 키를 설치하십시오.

잘못된 키

라이센스 키가 존재하지만 잘못되었습니다. LifeSize 기술 서비스부에 연락하십
시오.

수동으로 라이센스 키 설치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웹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라이센스 키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여 라
이센스 키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 웹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직접 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www.lifesize.com의 Support 페이지에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2.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의 일련 번호를 입력하고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3.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운영 체제 클립보드로 라이센스 키를 복사합니다.
4. 별도의 웹 브라우저 창을 열고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의 웹 관리 인터페이스에 액세
스합니다.
5. 기본 설정 : 시스템 : 라이센스 키로 이동합니다.
6. 새 키 입력 상자에 3단계에서 복사한 라이센스 키를 붙여 넣습니다.
7. 키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

키 추가 버튼은 새 키 입력 상자에 키를 복사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와 만료 날짜가 업그레이드 라이센스 상자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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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정 복원
관리자 기본 설정에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문제를 해
결하거나 검증된 구성으로 복원하기 위해 시스템을 기본 상태로 리셋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시스템을 리셋하거나 코덱 후면에 있는 리셋 버튼을 사용해서 수동
으로 리셋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시스템 리셋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시스템을 리셋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시스템 메뉴에서 관리자 기본 설정 : 시스템 : 시스템 리셋에 액세스합니다.
2. 관리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부팅되고 관리자 암호가 기본값(1 2 3 4)으로 리셋됩니다. 사용자 암호
또한 공백 암호로 리셋되어 사용자가 암호 없이 사용자 기본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초기 구성 화면이 나타납니다. 리셋을 마치려면 초기 구성 화면을 완료해야 합니다.

참고:

원격 액세스 방법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리셋하는 경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초기
구성 화면을 탐색하고 구성을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리모콘의 OK를 눌러
리셋을 완료해야 합니다.

리셋 버튼을 사용하여 시스템 리셋
리셋하지 못하거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없는 경우, 코덱의 후면에 있는
리셋 버튼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시스템을 리셋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설치된 대체 소프트
웨어 이미지를 사용하여 기본 설정으로 시스템을 리셋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체 소
프트웨어 이미지는 마지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전에 시스템이 사용한 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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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ize Room 또는 LifeSize Team MP에서 리셋 버튼 사용
LifeSize Room 또는 LifeSize Team MP를 사용하는 경우 먼저 코덱에서 전원을 제거하고 리
셋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공급됩니다. 코덱 전면의 파란색 LED가 깜박이다 색을 바꾸
거나 LED가 파란색으로 켜져 유지될 때까지 약 5초 동안 동작합니다. 다음 표에는 LED가 표
시하는 색상 순서와 동작 변화 그리고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나
와 있습니다.

LED 색상:

리셋 버튼을 놓을 때 나타나는 결과:

빨간색으로 켜져 있음

구성을 바꾸지 않고 시스템이 재부팅됩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깜박임
(각 색상마다 동일한 시간 길이)

시스템이 초기 구성으로 재부팅하고 값을 기본 설정으로 리셋합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깜박임
(파란색 깜박임의 기간이 더 짧음)

시스템이 시스템에 설치된 대체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사용하여 초기 구성
으로 재부팅되고 값을 기본 설정으로 리셋합니다.

파란색으로 켜져 있음

시스템이 중지되고 재부팅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를 종료하려면 코덱 전
면에 있는 파란색 LED가 깜박일 때까지 리셋 버튼을 누르십시오. 구성을
바꾸지 않고 시스템이 재부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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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ize Express 시리즈 모델, LifeSize Room 200, LifeSize Room 220,
LifeSize Team 200 및 LifeSize Team 220에서 리셋 버튼 사용:
LifeSize Express 시리즈 모델, LifeSize Room 200, LifeSize Room 220, LifeSize Team 200
또는 LifeSize Team 220을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 전원을 제거하지 않고 리셋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셋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코덱 전면에 있는 파란색 LED의 색이 바뀌거나
LED가 파란색으로 켜져 유지될 때까지 약 5초 동안 동작합니다. 다음 표에는 LED가 표시하
는 색상 순서와 동작 변화 그리고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LED 색상:

리셋 버튼을 놓을 때 나타나는 결과:

파란색과 빨간색

구성을 바꾸지 않고 시스템이 재부팅됩니다.

참고: LED가 5초 이상 이 상태로 유지
될 수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LED가 자주색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
니다.
빨간색으로 켜져 있음

구성을 바꾸지 않고 시스템이 재부팅됩니다.

파란색 깜박임
(꺼진 시간보다 켜진 시간이 더 김)

시스템이 재부팅되고 기본 설정으로 리셋됩니다.

파란색 깜박임
(꺼진 시간보다 켜진 시간이 더 짦음)

시스템이 시스템에 설치된 대체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사용하여 초기
구성으로 재부팅되고 값을 기본 설정으로 리셋합니다.

파란색으로 켜져 있음

LED가 파란색으로 켜질 때 리셋 버튼에서 손을 떼면 시스템이 중지되
고 재부팅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재부팅될 때까지 리셋 버튼을 계속
누릅니다(LED가 파란색으로 켜진 후에 약 5 - 10초). 구성을 바꾸지 않
고 시스템이 재부팅됩니다.

통화 기본 설정 구성
모든 사용자는 자동 통화 응답 옵션을 설정하고 재다이얼 목록에 나타날 최대 항목 수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관리자는 관리자 기본 설정 : 통화에서 최대 통화 시간과 대역폭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역폭 관리
관리 기본 설정 : 통화에서 발신 최대 대역폭과 수신 최대 대역폭 기본 설정을 설정함으로써
발신 또는 수신 통화가 사용하는 최대 대역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발신 최대 대역폭으로
선택하는 값은 수동으로 번호를 다이얼하여 전화를 걸거나 디렉토리 항목에 대역폭을 지정
할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대값이 됩니다. 사용자가 전화를 걸 때 대역
폭으로 자동을 지정하는 경우 최대 발신 대역폭이 전화를 연결할 때 협상 대역폭의 시작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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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발신 최대 대역폭과 수신 최대 대역폭 기본 설정 값으로 자동을 선택하고 사용자가
전화를 걸 때 대역폭에 대해 자동을 선택한 경우 시스템이 1152 kb/s로 전화를 겁니다.
LifeSize Camera 200에서 이러한 해상도를 지원하는 LifeSize 시스템의 관리자 기본 설정 :
표시 :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1080i 또는 1080p 해상도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시스템이 1728 kb/s로 전화를 겁니다.
자동 대역폭 기본 설정은 전화를 거는 동안 시스템이 패킷 손실에 대처하는 방법을 해결합니
다. 기본값인 사용함으로 설정하면 시스템은 전화가 연결될 때 사용 가능한 최상의 대역폭을
사용하려고 시도합니다.

최대 통화 시간 선택
관리자 기본 설정 : 통화에서 최대 통화 시간 기본 설정으로 옵션을 선택하여 통화가 연결을
유지하는 시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재다이얼 목록 항목 및 자동 응답 옵션 제어
사용자와 관리자는 재다이얼 목록에 나타나는 항목 수와 사용자 기본 설정 및 관리자 기본 설
정 : 통화에서 시스템이 통화에 응답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텔레프레즌스 사용
제어판(예: LifeSize Control 또는 웹 관리 인터페이스의 통화 관리자)에서 구성 관리자가 통화
를 제어하는 텔레프레즌스 룸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LifeSize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사용자는 연결된 전화기를 사용하여 시스템과 상호 작용합니다.
텔레프레즌스를 사용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보기에서 제거됩니다. 시스템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디스플레이에 배경 이미지만 나타납니다. 관리자는 OK를 누르고 관리자 암
호를 입력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통화 도중 사용자는 통화 및 음소거 표시등에서 화상을 볼 수 있습니다. 탐색 표시줄, PIP 창,
발신자 ID 정보 및 통화 상태 메시지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통화 관리자 대화 상자와 통화 통계를 호출하고 리모콘으로 비디오 입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모콘의 숫자 키는 터치톤으로 작동됩니다. 사용자는 통화 관리자에서 이 동작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텔레프레즌스 사용 여부를 지정하고 카메라를 잠그거나 잠금 해제하려면 관리자 기본 설정 :
텔레프레즌스에서 기본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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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동작 구성
관리자 기본 설정 : 오디오에서 기본 설정을 구성하여 오디오 동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코덱 순서 구성
시스템이 전화를 거는 데 사용할 오디오 코덱의 순서를 변경하려면 오디오 코덱 순서 기본 설
정을 선택하고 코덱을 하나 선택한 다음,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목록에서 해당 항목을 위로
이동하거나 왼쪽 화살표를 눌러 아래로 이동합니다.

활성 마이크 선택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은 통화 중 오디오 입력을 위해 여러 개의 마이크 장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예: LifeSize Phone, LifeSize Focus, 그리고 마이크 입력 커넥터가 있는 코덱의
LifeSize MicPod). 통화 중 이러한 장치 중 하나만을 활성 마이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성 마이크로 사용할 장치를 선택하려면 관리자 기본 설정 : 오디오로 이동하고 활성 마이크
기본 설정에서 장치를 선택합니다. 활성 마이크 기본 설정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이 LifeSize 시스템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활성 마이크 옵션

LifeSize 모델

자동(기본값)

모든 모델

전화

모든 모델

마이크 입력

LifeSize Room(마이크 입력 커넥터가 있
는 코덱)
LifeSize Room 200
LifeSize Room 220
LifeSize Team MP
LifeSize Team 200
LifeSize Team 220
LifeSize Express
LifeSize Express 200
LifeSize Express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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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마이크 옵션

LifeSize 모델

마이크 입력(AEC 없음)

LifeSize Room(마이크 입력 커넥터가 있
는 코덱)
LifeSize Room 200
LifeSize Room 220
LifeSize Team MP
LifeSize Team 200
LifeSize Team 220
LifeSize Express
LifeSize Express 220
LifeSize Express 200

라인 입력

LifeSize Room
LifeSize Team MP
LifeSize Express
LifeSize Express 200
LifeSize Express 220

라인 입력(AEC 없음)

LifeSize Room
LifeSize Team MP
LifeSize Express
LifeSize Express 200
LifeSize Express 220

라인 입력 1

LifeSize Room 200
LifeSize Room 220
LifeSize Team 200
LifeSize Team 220

라인 입력 1(AEC 없음)

LifeSize Room 200
LifeSize Room 220
LifeSize Team 200
LifeSize Team 220

라인 입력 2

LifeSize Room 200
LifeSize Room 220
LifeSize Team 200
LifeSize Team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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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마이크 옵션

LifeSize 모델

라인 입력 2(AEC 없음)

LifeSize Room 200
LifeSize Room 220
LifeSize Team 200
LifeSize Team 220

활성 카메라

LifeSize Room

카메라 1

LifeSize Room
LifeSize Room 200
LifeSize Room 220
LifeSize Team MP
LifeSize Team 200
LifeSize Team 220
LifeSize Express
LifeSize Express 200

카메라 2

LifeSize Room

마이크 입력(AEC 없음) 및 라인 입력(AEC 없음) 옵션은 자체 에코 제거기가 있는 마이크에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카메라 옵션은 LifeSize Focus를 활성 마이크로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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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마이크 기본 설정은 자동(기본값)으로 설정하거나, 선택된 옵션이 코덱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시스템은 다음 우선 순위에 따라 장치를 자동으로 선택하려고 시도합니다.
LifeSize 모델

기본 활성 마이크 선택 순서

LifeSize Room(마이크 입력 커넥터가 없
는 코덱)

1. 전화
2. 활성 카메라
3. 비활성 카메라

LifeSize Room

1. 전화

(마이크 입력 커넥터가 있는 코덱)

2. 마이크 입력
3. 활성 카메라
4. 비활성 카메라

LifeSize Express 220

1. 전화
2. 마이크 입력

LifeSize Team MP

1. 전화

LifeSize Express

2. 마이크 입력

LifeSize Express 200

3. 카메라 1

LifeSize Room 200
LifeSize Room 220
LifeSize Team 200
LifeSize Team 220

활성 마이크 기본 설정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

LifeSize 시스템은 LifeSize Phone이 시스템에도 연결된 경우 마이크 입력에 연결된
LifeSize MicPod의 오디오 입력을 무시합니다. LifeSize Phone은 활성 마이크가 되고
LifeSize MicPod의 LED는 빨간색으로 깜박여 구성이 잘못되었음을 알립니다. LED가 빨
간색으로 깜박이는 것을 중지하려면 관리자 기본 설정 : 오디오 : 활성 마이크를 마이크
입력으로 설정하여 LifeSize MicPod를 분리하거나 LifeSize MicPod의 오디오 입력을 활
성화합니다.

•

시스템은 라인 입력을 자동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36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 관리자 안내서

활성 마이크 볼륨 조정
LifeSize 리모콘에서 활성 마이크 볼륨을 선택하고 OK를 눌러서 활성 마이크에 대한 오디오
레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LifeSize Phone을 활성 마이크로 선택하면 활성 마이크 볼륨 기본 설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LifeSize Phone 마이크가 자동으로 볼륨을 조정합니다.

기본 설정에 액세스할 때 활성 마이크 볼륨 아래에 오디오 표시기가 나타납니다. 오디오 표시
기는 전송된 음성 레벨을 디지털 전체 눈금(DFS) 아래에 데시벨(dB) RMS(root mean square)
로 표시합니다. 허용 오차는 ± 1 dB입니다. 기본 레벨은 0 dB입니다. -50 dB 미만은 표시되지
않으며 매우 조용하거나 입력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통화 중에는 일반적으로 약 -28 ~ -22 dB
DFS입니다. LifeSize 시스템에서 오디오 표시기가 작동하는 방법과 활성 마이크 볼륨 기본
설정에 권장되는 설정은 LifeSize 시스템의 설치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정보 페이지에서 마이크 상태 확인
시스템 정보 페이지의 활성 마이크 필드는 어느 장치가 활성 마이크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
여줍니다. 값이 없음이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상태 표시줄에 활성 마이크 없음
표시가
나타나 사용할 수 있는 활성 마이크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참고:

라인 입력 옵션을 활성 마이크로 선택하고 장치가 코덱의 라인 입력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활성 마이크 없음 표시가 나타나지 않고 시스템 정보
페이지에 활성 마이크의 상태로 라인 입력이 표시됩니다.

코덱의 커넥터에 마이크가 있는 시스템의 경우 마이크 입력 필드가 시스템 정보 페이지에 나
타나 입력을 위한 장치의 연결 상태(없음, 준비 또는 오류)를 알려줍니다.

오디오 입력(라인 입력) 구성
LifeSize 시스템은 활성 마이크 기본 설정으로 라인 입력이 선택된 경우를 제외하고 코덱에서
라인 입력에 연결된 장치에서 라인 출력으로 오디오를 자동 전송합니다. 활성 마이크 기본 설
정에 대해 활성 마이크로 선택되었을 경우 라인 입력은 모노입니다.
사용자와 관리자는 사용자 기본 설정 또는 관리자 기본 설정 : 오디오에서 라인 입력 볼륨 기
본 설정을 사용하여 라인 볼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활성 마이크 기본 설정이 라인 입력 옵션으로 설정된 경우 라인 입력 볼륨 기본 설정
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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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ize Room 200, LifeSize Room 220, LifeSize Team 200 및 LifeSize Team 220에서 두 개
의 라인 입력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기본 설정 : 오디오의 라인 입력 1 연결 및
라인 입력 2 연결 기본 설정을 사용하여 비디오 입력을 선택하여 이러한 입력에 연결합니다.
임의의 입력을 선택하면 라인 입력에 연결된 장치를 항상 청취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옵
션에서 특정 비디오 입력을 선택하면 선택한 비디오 입력의 비디오 이미지가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경우에만 라인 입력에 연결된 장치를 청취할 수 있습니다. 라인 입력을 활성 마이크
로 선택하는 경우 연결된 비디오 입력이 임의의 입력으로 자동 설정되고 활성 마이크 볼륨 기
본 설정을 사용하여 라인 입력 볼륨을 조정해야 합니다.

주 오디오 출력 테스트
오디오 테스트 톤을 주 오디오 출력 장치로써 코덱에 연결된 스피커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기본 설정 : 오디오 : 주 오디오 출력 테스트로 이동합니다. 테스트할 채널을 선택하거
나 자동을 선택합니다. 자동 옵션을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채널에 대해 차례로 5초 간
테스트 톤을 울린 후 다음 채널로 이동합니다. 테스트를 마치려면 끄기를 선택하거나 다른 기
본 설정 또는 화면으로 이동하십시오.

참고:

테스트 센터 옵션은 LifeSize Room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LifeSize Room과 LifeSize Team MP에서는 주 오디오 테스트 톤이 라인 출력을 통해서만 출
력됩니다. LifeSize Express 시리즈 모델, LifeSize Room 200, LifeSize Room 220,
LifeSize Team 200 및 LifeSize Team 220에서는 주 오디오 테스트 톤이 디스플레이 1의 라인
출력과 HD 비디오 출력을 통해 출력됩니다.

보조 오디오 출력 테스트(LifeSize Room만 해당)
오디오 테스트 톤을 LifeSize Room 코덱의 보조 오디오 출력에 연결된 스피커로 전송할 수 있
습니다. 관리자 기본 설정 : 오디오 : 보조 오디오 출력 테스트로 이동합니다. 테스트할 채널을
선택하거나 자동을 선택합니다. 자동 옵션을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채널에 대해 차례
로 5초 간 테스트 톤을 울린 후 다음 채널로 이동합니다. 테스트를 마치려면 끄기를 선택하거
나 다른 기본 설정 또는 화면으로 이동하십시오.

오디오 입력 음소거
기본적으로 리모콘 또는 LifeSize 오디오 입력 장치에서 음소거 버튼을 누르면 활성 마이크,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코덱에 연결된 PC 또는 코덱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 보조 입력에 연결된
장치의 오디오를 포함하여 시스템의 모든 오디오 입력이 음소거됩니다. 관리자 기본 설정 :
오디오에서 오디오 음소거 기본 설정으로 활성 마이크만을 선택하여 활성 마이크만 음소거
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모든 입력입니다. 시스템 정보 페이지에서
오디오 음소거 필드를 보면 이 기본 설정에 대해 어느 옵션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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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출력 선택
음성 통화의 오디오는 기본적으로 LifeSize 코덱에 연결된 LifeSize Phone으로 전송됩니다.
음성 통화의 오디오를 라인 출력으로 전송하려면 기본 설정을 지정합니다(관리자 기본 설정 :
오디오 : 음성 통화 오디오 출력). LifeSize Phone이 LifeSize 코덱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한 기본 설정에 관계없이 음성 통화의 오디오가 라인 출력으로 전송됩니다.
기본적으로 화상 통화의 오디오는 라인 출력(보통, 디스플레이)으로 전송됩니다. 화상 통화의
오디오를 연결된 전화기로 전송하려면 관리자 기본 설정 : 오디오 : 화상 통화 오디오 출력에
서 기본 설정을 구성합니다.

오디오 레벨 조정
라인 입력 및 활성 마이크의 오디오 볼륨을 조정하는 것 외에 다음 기본 설정과 관련된 레벨
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보조 오디오 입력 볼륨(LifeSize Room만 해당) — 보조 라인 입력을 통해 전송된 오디오
의 볼륨 레벨을 선택합니다.

참고:

보조 오디오 입력에 연결된 장치의 오디오 볼륨을 조절할 때 오디오가 들리지 않
으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관리자 기본 설정 : 오디오로 이동합니다. 보조 오디오 입력 연결 기본 설정
으로 선택된 옵션을 기록합니다.
2. 보조 오디오 입력에서 오디오를 들으려면 보조 오디오 입력 연결 기본 설정
으로 임의의 입력을 선택합니다.
3. 보조 오디오 입력 볼륨 기본 설정을 사용하여 볼륨을 조정합니다.
4. 보조 오디오 입력 연결을 1단계에서 기록한 옵션으로 설정합니다.

•

라인 출력 고음(dB) — 오디오 라인 출력의 사운드 범위에서 더 큰 주파수를 조정하려면
선택합니다.

•

라인 출력 저음(dB) — 오디오 라인 출력의 사운드 범위에서 더 작은 주파수를 조정하려
면 선택합니다.

•

벨소리 볼륨 — 벨소리 및 통화 중 신호음의 볼륨 레벨을 선택합니다.

•

DTMF 신호음 볼륨 — DTMF 및 키음의 볼륨 레벨을 선택합니다.

•

상태 신호음 볼륨 — 상태 신호음의 볼륨 레벨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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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오디오 입력 연결
보조 오디오 입력 장치와 함께 LifeSize Room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자 기본 설정 : 오디오 :
보조 오디오 입력 연결을 구성하여 장치와 연결할 비디오 입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조
오디오 입력은 기본적으로 보조 비디오 입력 장치가 연결되고 비디오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에 나타나는 경우에만 청취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입력을 선택하면 보조 오디오 입력에 연결
된 장치를 항상 청취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옵션에서 특정 비디오 입력을 선택하면 선택
한 비디오 입력의 비디오 이미지가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경우에만 보조 오디오 입력에 연
결된 장치를 청취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동작 구성
관리자는 관리자 기본 설정 : 비디오에서 기본 설정을 구성하여 카메라 및 비디오 품질을 제
어하도록 비디오 동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파엔드 사용자의 카메라 사용 제어
카메라 기본 설정의 구성 및 제어를 포함하여 상대편이 자신의 니어 엔드 카메라를 제어하지
못하게 하려면 관리자 기본 설정 : 비디오 : 비디오 제어 : 니어 카메라의 파엔드 제어 기본 설
정에 대해 사용 안 함을 선택하십시오. 사용함을 선택한 경우에도 카메라 사전 설정의 파엔드
설정 및 카메라 사전 설정 위치로 파엔드 이동 기본 설정에 대해 사용 안 함을 선택하여 파엔
드 사용자가 니어 엔드 카메라 사전 설정을 구성 및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사전 설정 잠금
기본적으로 모든 사용자가 팬, 틸트 및 줌 카메라 사전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
자(니어 엔드 및 파엔드)가 카메라 사전 설정을 구성하지 못하게 하려면 관리자 기본 설정 : 비
디오 : 비디오 제어 : 카메라 사전 설정 잠금 기본 설정에 대해 잠김을 선택합니다. 파엔드 사
용자에 의한 카메라 사전 설정 구성만 방지하려면 니어 카메라의 파엔드 제어 또는 카메라 사
전 설정의 파엔드 설정 기본 설정에 대해 사용 안 함을 선택합니다.

카메라 패닝 방향 제어
관리자 기본 설정 : 비디오 : 비디오 제어 : 카메라 패닝 방향을 설정하여 카메라의 물리적 매
치를 기준으로 카메라의 패닝 방향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향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보기에 카메라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패닝하려면 감지됨을 선택합니다. 카메라를 카메라
의 실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패닝하려면 반대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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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줌 제어
디지털 줌은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비디오 영상 영역을 원래 영상과 동일 화면 비율로 전자
방식으로 잘라낸 후 잘라낸 영상의 배율을 원래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 조정합니다. 디지털 줌
은 LifeSize Express, LifeSize Express 200, LifeSize Room 200, LifeSize Room 220,
LifeSize Team 200 및 LifeSize Team 220에 연결된 LifeSize Focus와 LifeSize Camera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줌은 광학 줌 모드에서의 가장 긴 카메라 초점 길이에 도달한 후에만 LifeSize Camera
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줌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LifeSize Camera에서 카메라 사전 설
정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줌 모드에서 카메라 사전 설정을 사용하면 카메라가 다시 광
학 줌 모드로 돌아갑니다.

참고:

디지털 줌을 사용할 경우 영상 품질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줌은 비활성화됩니다. 관리자 기본 설정 : 비디오 : 비디오 제어에서 디지
털 줌 기본 설정으로 사용함을 선택하여 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줌을 사용하는 방법은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웹 관리자 인터페이스에서 비디오 스냅샷 제어
웹 관리 인터페이스의 통화 관리자에서만 니어 카메라와 파 카메라의 jpg 비디오 형식으로 비
디오 스냅샷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비디오 스냅샷이 사용됩니다. 비디오 스냅
샷을 비활성화하려면 관리자 기본 설정 : 비디오 : 비디오 제어의 비디오 스냅샷 기본 설정으
로 사용 안 함을 선택합니다. 웹 관리자 인터페이스의 통화 관리자에서 비디오 스냅샷을 비활
성화하거나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 스냅샷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5페이지의 "비디
오 스냅샷 저장"을 참조하십시오.

주 및 프리젠테이션 입력 기본값 지정
관리자 기본 설정 : 비디오 : 비디오 제어의 기본 주 입력 및 기본 프리젠테이션 입력 기본 설
정을 사용하여 주 입력과 프리젠테이션 입력에 대한 기본 입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시스템이 유휴 상태였고 통화가 종료된 후 통화에 응답할 때 선택된 기본 입력
을 보여주도록 리셋됩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통화가 시작될 때 기본 입력이 선택됩니다. 사
용자는 통화 전이나 통화 중에 입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설정으로 수동을 선
택하는 경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선택한 마지막 입력을 보여주고 입력을 자동으
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기본 프리젠테이션 입력 기본 설정으로 자동(기본값)을 선택한 경우 시스템이 코덱의 VGA
또는 DVI-I 입력에 연결된 장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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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주 입력 기본 설정으로 자동(기본값)을 선택한 경우 시스템이 다음 순서대로 기본 입력
장치를 선택합니다.
LifeSize 모델

입력 우선 순위

LifeSize Room

1.

HD 카메라(활성 카메라)

2.

보조 비디오

1.

HD 카메라 1

2.

문서 카메라

LifeSize Team MP

LifeSize Express 200

HD 카메라 1

LifeSize Express 220

HD 입력 1

LifeSize Team 200

1.

HD 입력 1(LifeSize Camera 200에 연결된 경우)

2.

HD 카메라 1(LifeSize 카메라만 또는 시스템 카메라만이라고
표시된 포트에 연결된 LifeSize Camera 또는 LifeSize Focus)

3.

HD 입력 1(LifeSize Camera 200 이외의 장치에 연결된 경우)

1.

HD 입력 1(LifeSize Camera 200에 연결된 경우)

2.

HD 입력 2(LifeSize Camera 200에 연결된 경우)

3.

HD 카메라 1(시스템 카메라만이라고 표시된 포트에 연결된
LifeSize Camera 또는 LifeSize Focus)

4.

HD 입력 1(LifeSize Camera 200 이외의 장치에 연결된 경우)

LifeSize Team 220
LifeSize Express

LifeSize Room 200
LifeSize Room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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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장치 이름 사용자 정의
관리자 기본 설정 : 비디오 : 비디오 제어에서 다음 기본 설정의 기본값을 변경하여 사용자 정
의 입력 이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입력 이름은 16자로 제한됩니다.
기본 설정

지원

기본값

HD 카메라 1 이름

LifeSize Room

HD 카메라 1

LifeSize Team MP
LifeSize Express
LifeSize Express 200
LifeSize Room 200
LifeSize Room 220
LifeSize Team 200
LifeSize Team 220
HD 카메라 2 이름

LifeSize Room

HD 카메라 2

문서 카메라 이름

LifeSize Room

문서 카메라

LifeSize Team MP
HD 입력 1 이름

LifeSize Express

HD 1

LifeSize Express 220
LifeSize Room 200
LifeSize Room 220
LifeSize Team 200
LifeSize Team 220
HD 입력 2 이름

LifeSize Room 200

HD 2

LifeSize Room 220
보조 비디오 입력 이름

LifeSize Room

DVD

LifeSize Room 200
LifeSize Room 220
VGA 입력 이름

LifeSize Room

PC

LifeSize Team MP
LifeSize 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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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정

지원

기본값

DVI-I 입력 이름

LifeSize Room 200

PC

LifeSize Express 220
LifeSize Team 200
LifeSize Team 220
LifeSize Express 200
LifeSize Express 220

HD 입력 및 DVI-I 입력 구성
LifeSize 시스템 코덱에 하나 이상의 HD 입력 또는 DVI-I 입력이 있는 경우 관리자 기본 설정 :
비디오 : 비디오 제어의 HD 입력 유형 및 DVI-I 입력 유형 기본 설정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
니다. 기본 옵션 자동은 대부분의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덱의 HD 입력에 연결된
HD 장치에서 비디오 영상 또는 선명한 영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 기본 설정에 대해 DVI
옵션을 선택합니다.

참고:

DVI 옵션을 선택하면 LifeSize 시스템이 DVI 비디오만 사용하고 다른 오디오 입력은
무시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결된 HD 장치의 오디오를 코덱 후면에 있는 라
인 입력 포트에 연결합니다.

비디오 확장 제어
관리자 기본 설정 : 비디오 : 비디오 제어의 비디오 확장 기본 설정으로 사용함을 선택하여 항
상 4:3 화면 비율 프리젠테이션 입력을 보거나 프리젠테이션 비디오를 16:9 화면 비율로 수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사용 안 함입니다.

참고:

이 기본 설정을 사용함으로 설정해도 시스템에 연결된 디스플레이의 해상도가 이 해
상도를 지원하는 LifeSize 시스템에서 1920x1080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
가 없습니다.

시스템 정보 화면은 VGA 입력 상태(코덱에 DVI-I 입력이 포함된 모델의 경우 DVI-I 입력 상
태)로 실제 입력 크기를 보여줍니다. 입력 선택기에 화면 비율에 따라 16:9 또는 4:3 창이 표시
됩니다.

44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 관리자 안내서

지원되는 타사 카메라와 함께 VISCA 입력 선택
LifeSize Room 200과 LifeSize Room 220의 경우 지원되는 VISCA 제어 카메라가 연결된 코
덱에서 입력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VISCA 입력 기본 설정(관리자 기본 설정 : 비디오 : 비디
오 제어)이 있습니다. 이 기본 설정을 사용하는 방법은 기술 노트 LifeSize Room 200 및
LifeSize Room 220과 함께 Sony EVI-HD1 카메라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기본값은 SDI 어댑
터입니다. LifeSize Room 200 또는 LifeSize Room 220에서 RS-232 시리얼 포트를 사용하여
타사 장치와 함께 명령행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을 제어하는 경우 이 기본 설정에 대한 설
정으로 없음이 나타납니다.

주 및 프리젠테이션 비디오 대역폭 균형 조정
프리젠테이션 도중 파엔드로 전송된 비디오 영상의 경우 비디오 스트림에 사용할 수 있는 총
비트레이트의 백분율로 주 및 프리젠테이션 비디오 입력 스트림에 대역폭을 할당할 수 있습
니다. 관리자 기본 설정 : 비디오 : 비디오 품질 : 비디오 대역폭 밸런스에서 할당할 백분율을
선택합니다.

참고:

전화를 걸기 전에 이 기본 설정을 조정하십시오. 통화 중에 이 기본 설정을 조정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각 옵션의 첫 번째 백분율은 주 비디오 입력 스트림(일반적으로 HD 카메라)에 적용되고 두 번
째 백분율은 프리젠테이션 비디오 입력 스트림(일반적으로 코덱에 연결된 노트북 또는 PC)
에 적용됩니다. 시스템은 시스템이 프레젠테이션 도중 비디오 영상을 전송하는 경우에만 선
택한 옵션에 따라 대역폭을 할당합니다. 프리젠테이션 비디오 입력의 비디오 스트림에 동작
이 포함되는 경우(예: DVD 플레이어의 비디오 입력 또는 여러 애니메이션이 포함된 슬라이드
쇼) 이 기본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스 비디오에 대한 품질 확인 방법 우선권 선택
LifeSize 시스템이 통화 도중 파엔드로 전송하는 주 및 프리젠테이션 비디오 품질의 우선권으
로 선명도 또는 동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기본 설정 : 비디오 : 비디오 품질 : 주 비
디오 동작 기본 설정에 대해 작은 수를 선택하여 선명도를 선택하는 경우 낮은 대역폭 통화에
서 시스템이 낮은 프레임 속도 및 높은 해상도로 주 비디오를 전송합니다. 기본값(10)은 "동
작"입니다. 대역폭이 제한된 경우 이 기본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기본 설정 : 비디오 : 비디오 품질 : 프리젠테이션
비디오 선명도에서 프리젠테이션 비디오의 품질 우선권을 선택합니다. 기본값(10)은 "선명
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젠테이션 데이터에는 동작(예: 스프레드시트 또는 슬라이드 쇼)
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기본 설정에 작은 수를 선택하여 프리젠테이션 비디오의 동작을 선
택하는 경우 시스템은 높은 프레임 속도 및 낮은 해상도로 비디오를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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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인코더 품질 조정
관리자 기본 설정 : 비디오 : 비디오 품질 : 비디오 인코더 품질 기본 설정에서 낮거나 높은 상
대 해상도를 지정하여 통화 도중 파엔드로 전송되는 비디오 영상의 품질을 조정할 수 있습니
다.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파엔드로 전송되는 비디오의 해상도가 낮아지고 비디
오 영상의 품질이 향상됩니다. 파엔드로 전송되는 비디오 영상의 품질을 미세 조정하려면 이
기본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241 MaxStaticMBPS 사용
ITU-T 권장 H.241에는 디코더가 지원하고 다른 장치에 해당 기능으로 전송할 수 있는 선택적
매개변수의 정의가 포함됩니다. 관리자 기본 설정 : 비디오 : 비디오 품질의 H.241
MaxStaticMBPS 기본 설정을 사용함으로 설정하는 경우 LifeSize 코덱은 높은 해상도의 니
어 엔드 비디오를 MaxStaticMBPS 선택적 매개변수를 지원하는 타사 파엔드 장치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패킷의 MTU 조정
네트워크 경로를 따라 라우터 또는 세그먼트에 대한 최대 전송 단위(MTU) 크기를 초과하는
비디오 패킷은 조각나거나 끊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수신 장치에서의 비디오 품질이 불량해
집니다. LifeSize 시스템에서 전송된 비디오 패킷의 MTU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1440바이트입니다. 허용되는 범위는 900 - 1500바이트입니다. 비디오 패킷에 대한 MTU를
설정하려면 관리자 기본 설정 : 비디오 : 비디오 품질 : 비디오 MTU에 액세스하십시오.

로컬 디렉토리에 대한 액세스 비활성화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로컬 디렉토리의 항목을 사용하여 전화를 걸 수 있으며 이러한 항목을
추가, 제거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로컬 디렉토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feSize 비디오 통
신 시스템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관리자가 관리자 기본 설정 : 디렉토리 : 일반에서 로컬 디렉토리를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면
사용자가 로컬 디렉토리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로컬 디렉토리에 액세스할 수 없으면 다음
작업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재다이얼 목록에서 로컬 디렉토리로 항목 저장

•

회사 디렉토리 항목을 로컬 디렉토리에 복사

•

회의 디렉토리에 회의 항목을 만들 때 로컬 디렉토리에서 항목 선택

로컬 디렉토리 기본 설정이 사용 안 함으로 설정된 경우 관리자는 웹 관리 인터페이스 디렉토
리 페이지에서 로컬 디렉토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웹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로컬 디렉토
리를 관리하는 방법은 56페이지의 "고급 디렉토리 기능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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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디렉토리 채우기
사용자는 저장된 번호 목록에서 전화 번호를 선택하여 디렉토리에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회사 디렉토리는 H.350을 준수하며 최대 1000개 항목을 알파벳 방식과 계층적 방식으로 저
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로컬 및 회의 디렉토리의 항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회의
디렉토리의 항목은 관리자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디렉토리는 관리자 기본 설정 : 디렉토리에서 자동 검색 기본 설정 또는 LDAP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기본 설정을 구성하여 채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 검색은 활성화되고 LDAP는 비활성화됩니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만 활성화할 수 있습
니다. 다른 방법은 자동으로 비활성화하여 회사 디렉토리에 중복 항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합니다.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등 이러한 방법의 상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관리자 기본 설
정 : 디렉토리 화면에 나타납니다. LDAP 설치의 연결 상태도 이 페이지와 시스템 정보 페이지
에 나타납니다. 연결 상태로 나타날 수 있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LDAP 연결 상태

설명

등록 안됨

LDAP 기본 설정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등록됨

LDAP 기본 설정이 구성되었습니다. LifeSize 시스템이 LDAP 서버
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수신하려는 마지막 시도가 성공했습니다.

연결할 수 없음

LDAP 기본 설정이 구성되었지만 LDAP 호스트 이름이 잘못되었거
나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증되지 않음

LDAP 기본 설정이 구성되었지만 사용자 이름이나 암호가 잘못되
었습니다.

잘못된 구문

LDAP 기본 설정이 구성되었지만 기본 고유 이름(DN)이 잘못되었
습니다.

실패

LDAP 기본 설정이 구성되었지만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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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검색 구성
자동 검색을 사용하면 네트워크의 LifeSize 시스템이 다른 LifeSize 시스템으로 주소 정보를
자동 전달할 수 있습니다. LifeSize 시스템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로컬 서
브넷으로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전송하여 해당 패킷이 존재함을 알립니다. 패킷을 수신하고
자동 검색이 사용함으로 설정된 로컬 서브넷의 LifeSize 시스템은 자체 주소 정보와 검색된
다른 LifeSize 시스템의 IP 주소 목록을 전송하여 응답합니다. LifeSize 시스템은 응답을 수신
한 로컬 서브넷에 있는 모든 시스템의 회사 디렉토리에 항목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수신한
다른 IP 주소와 재다이얼 목록에 저장된 IP 주소의 목록을 조회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자동
검색 서브넷 및 자동 검색이 무시한 서브넷 기본 설정에 지정하는 필터가 해당 주소를 허용해
야 합니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응답 후 로컬 서브넷의 다른 LifeSize 시스템으로만 조회를
전송합니다.
시스템에서 로컬 서브넷 외부의 다른 LifeSize 시스템을 검색하고 다른 LifeSize 시스템과 해
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 검색 서브넷 및 자동 검색이 무시한 서브넷 기본 설정을 구
성합니다. LifeSize 시스템이 조회와 응답을 전송할 수 있는 서브넷을 식별하려면 자동 검색
서브넷 기본 설정에서 서브넷 필터(공백으로 구분)를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설정은 비
어 있으며 시스템은 로컬 서브넷의 다른 LifeSize 시스템으로만 조회를 전송하고 해당 시스템
에 응답합니다. 자동 검색에서 서브넷을 제외하려면 자동 검색이 무시한 서브넷 기본 설정에
서 서브넷 필터를 지정합니다. 대상 주소가 자동 검색 서브넷 기본 설정의 필터 중 하나와 일
치하지 않거나 자동 검색이 무시한 서브넷 기본 설정의 필터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
LifeSize 시스템은 해당 주소의 LifeSize 시스템을 조회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응답하지 않습
니다.
예를 들어, 자동 검색 서브넷 기본 설정에서 큰 서브넷을 포함하도록 구성하고 자동 검색이
무시한 서브넷 기본 설정에서 해당 서브넷의 하위 집합을 제외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가 10.*인 서브넷이 여러 개인 네트워크와 주소가 10.85.*인 장치에 대한 저속 네트워크
연결을 고려합니다. 자동 검색 서브넷에 10.*를 입력하고 자동 검색이 무시한 서브넷 기본 설
정에 10.85.*를 입력하면LifeSize 시스템이 주소가 10.*인 모든 LifeSize 시스템(주소가
10.85.*인 시스템 제외)을 조회하고 해당 시스템에 응답합니다.
자동 검색을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면 LifeSize 시스템이 로컬 서브넷으로 브로드캐스트 메시
지를 전송하지 않고 다른 LifeSize 시스템을 검색할 수 없거나 다른 시스템이 해당 시스템을
검색할 수 없습니다.

LDAP 서버에서 읽기
회사 디렉토리를 채우도록 LDAP 기본 설정을 활성화하고 구성하는 경우 호스트 이름, 로그
인 및 조회 매개변수와 재구성된 LDAP 서버에서 데이터를 읽는 갱신 간격을 지정할 수 있습
니다. LifeSize는 H.350 준수 스키마로 구성된 LDAP 서버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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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기본 설정 구성
사용자는 사용자 기본 설정 : 표시 및 배경에서 다음 동작 또는 표시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설
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화면 보호기 시간 제한

•

시스템 휴면 시간 제한

•

전화가 연결된 후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표시되는 시간 제한 간격

•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나타나는 언어

•

연결된 전화기 디스플레이의 LCD 대비

•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나타나는 배경 이미지 또는 색상

각 기본 설정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 아래쪽에 도움말 텍스트가 나타납니다. 관리자
는 관리자 기본 설정 : 일반, 배경, 및 레이아웃에서도 이러한 기본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
니다.
관리자만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화면 보호기 로고에 LifeSize 브랜드를 숨기거나 표시하고
사용자 정의 배경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LifeSize 브랜드를 숨기거나 표
시하려면 관리자 기본 설정 : 표시 : 일반 : 회사 로고에 액세스합니다. 브랜드를 숨기려면 없
음을 선택합니다. 기본 옵션은 브랜드를 보여줍니다. 사용자 정의 배경 이미지를 추가 또는
제거하려면 54페이지의 "사용자 정의 배경 이미지 및 색상 추가 또는 제거"를 참조하십시오.

비디오 레이아웃 기본 설정
모든 사용자는 사용자 기본 설정: 표시의 화면 속 화면 비디오 레이아웃 기본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 설정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 사용자 안
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이중 표시, 비디오의 음성 활성 전환 및 보조 비디오 출력을 지원하는 LifeSize 시스템에서 관
리자 관리자 기본 설정 : 표시 : 레이아웃에서 다음 비디오 레이아웃 기본 설정을 구성할 수 있
습니다
•

디스플레이 2 레이아웃

•

다자간 통화 레이아웃

•

보조 비디오 출력 기본 설정

디스플레이 2 레이아웃
기본적으로 이중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LifeSize 시스템에 보조 디스플레이를 연결하면 구
성 옵션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관리자 기본 설정 : 표시 : 레이아
웃 : 디스플레이 2 레이아웃으로 이동하고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기본 설정의 옵션은
LifeSize 시스템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기본 설정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 중인
LifeSize 시스템 모델의 설치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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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영상의 다자간 통화 레이아웃
다자간 화상 통화를 지원하는 LifeSize 시스템은 세 명의 파엔드 참가자와 니어 엔드 참가자
등 최대 4명의 발신자 화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자간 비디오 통화 중 파엔드 참가자의 비
디오를 화면 레이아웃에서 가장 큰 창에 할당하는 화면 레이아웃을 선택하는 경우 현재 말하
고 있는 파엔드 참가자의 비디오가 가장 큰 창에 나타납니다. 화면 레이아웃을 선택하는 방법
은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LifeSize Room, LifeSize Room 200 및 LifeSize Room 220도 H.323 및 H.460 통화에서 비디
오의 음성 활성 전환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비디오의 음성 활성 전환이 활성화되
고 시스템이 통화를 호스팅하는 경우, 시스템이 회의실에서 모든 참가자에게 현재 말하고 있
는 참가자의 비디오만 전송하고 마지막 화자의 비디오를 현재 말하고 있는 참가자에게 전송
합니다. 음성 활성 전환을 활성화하려면 관리자 기본 설정 : 표시 : 레이아웃에 액세스하고 다
자간 통화 레이아웃 기본 설정을 마지막 화자로 설정합니다. 회의에서 첫 전화를 걸거나 받기
전에 이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다자간 통화 레이아웃 기본 설정이 기본값인 모든 발신자로 설정된 경우 마지막 세 명의 파엔
드 화자와 니어 엔드 참가자 등 최대 4명의 발신자 화상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통화에
참가하는 추가 파엔드 참가자의 비디오 이미지는 해당 참가자가 현재 화자가 되고 마지막 세
명의 파엔드 화자 중 가장 빠른 비디오 이미지를 대체할 때만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통화 중에는 다자간 통화 레이아웃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LifeSize는 통화 시 시스
템을 MCU로 사용할 때가 아니면 다자간 통화 레이아웃 기본 설정을 모든 발신자로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음성 활성 전환은 H.323 및 H.460 통화만 지원합니다. 가상 다자간 통화는
비디오의 음성 활성 전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상 다자간 통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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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ize Room의 보조 비디오 출력 기본 설정
기본적으로 LifeSize Room의 보조 비디오 출력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보조 비디오 출력에
연결된 비디오 장치에 나타나는 비디오의 소스를 지정하거나 관리자 기본 설정 : 표시 : 레이
아웃에서 다음 기본 설정을 구성하여 보조 비디오 출력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기본값

설명

보조 화상 출력

사용함

보조 비디오 출력에 연결된 장치로 비디오 영상이 전송
되지 않도록 하려면 사용 안 함을 선택합니다.

유휴 보조 출력 레이아웃

입력 없음

시스템을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 비디오 출
력에 연결된 장치에 표시될 비디오 소스를 선택합니다.

입력 없음은 연결된 장치에 아무 것도 표시하지 않습
니다.
HD 카메라는 HD 카메라의 비디오를 표시합니다.
HD 카메라 + 보조는 HD 카메라와 보조 비디오 입력에
연결된 장치의 비디오를 표시합니다.
HD 카메라 + 보조 + 문서는 HD 카메라, 보조 비디오
입력에 연결된 장치 및 문서 카메라의 비디오를 표시합
니다.

모든 입력은 연결된 모든 비디오 입력 장치의 비디오를
표시하며, 장치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아무 것도 표시하
지 않습니다.
활성 통화 보조 출력 레이아웃

수신됨

통화 도중 보조 비디오 출력에 연결된 장치에 표시될 비
디오 소스를 선택합니다.

수신됨은 파엔드에서 수신한 비디오를 표시합니다.
전송됨은 파엔드로 전송된 비디오를 표시합니다.
HD 카메라는 선택한 HD 카메라의 비디오를 표시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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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기본 설정 구성
디스플레이 유형, 해상도 및 에너지 관리 옵션에 영향을 주는 기본 설정은 관리자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표시 기본 설정은 관리자 기본 설정 : 표시 :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디스플레
이 유형과 해상도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디스플레이를 변경할 때 그리고 디스
플레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설치 안내
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LifeSize 카메라 이외의 비디오 입력 장치가 LifeSize 시스템의 기기 입력이나 HD 입
력에 연결된 경우 관리자 기본 설정 : 표시 : 디스플레이에서 선택한 디스플레이 해상
도가 입력 장치의 해상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해상도가 일치하지 않으면 비디오가
720p30으로 파엔드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대기 모드가 될 때 디스플레이에 LifeSize 시스템이 전송하는 신호를 끄도록 연결된
디스플레이에 대해 디스플레이 절전 기능 기본 설정을 사용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LifeSize에서는 사용자 환경에서 사용하기 전에 디스플레이와의 호환성을 위해 이 기능을 테
스트할 것을 권장합니다. 시스템으로부터 신호가 더 이상 수신되지 않지만 절전 상태에 들어
가지 않으면 일부 디스플레이는 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디스플레이는 신호 손실을 인
식하고 이 상태를 나타내는 텍스트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텍스트 이미지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일부 디스플레이는 신호 손실과 전원 끄기를 인식할 수 있지만 LifeSize 시스템이
다시 시작될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최근 구성 변경 사항 보기
관리자 기본 설정 : 최근에서 기본 설정을 확인하여 LifeSize 시스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근에 변경된 기본 설정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본 설정에 종속
되는 기본 설정(예: H.323 및 SIP 서버 기본 설정)은 최근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최근 화면에서 모든 기본 설정이 제거됩니다.

진단 기본 설정 및 도구 사용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 기본 설정과 도구는 HD 카메라 기본 설정, 코덱에 연결된
장치의 입력 기본 설정 및 시스템 재부팅 옵션을 포함합니다. 이 기본 설정 및 도구 사용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관리자는 사
용자 기본 설정 또는 관리자 기본 설정 : 진단을 통해 이 기본 설정 및 도구에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참고:

웹 관리자 인터페이스에서 진단 : 카메라 페이지의 카메라 진단 기본 설정의 변경 효
과를 보려면 변경 사항 저장을 클릭한 다음 새로 고침을 클릭합니다.

관리자 기본 설정 : 진단에서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는 진단 기본 설정 및 도구에는 통화 카운
터 통계, 색상 표시줄 설정 및 네트워크 유틸리티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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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유틸리티 사용
핑(ping) 및 추적 루트(traceroute)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시스템과의 네트워크 연결 문제는 관
리자 기본 설정 : 진단 : 네트워크 유틸리티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핑(ping) 명령은 두 장치
간 응답을 테스트합니다. 추적 루트(traceroute) 명령은 응답을 테스트하고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의 패킷 경로를 추적합니다.

시스템 재부팅
시스템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때 재부팅됩니다.
•

시스템을 재부팅할 때(관리자 기본 설정 또는 사용자 기본 설정 : 진단 : 시스템 재부팅).

•

시스템을 기본 상태로 리셋할 때(관리자 기본 설정 : 시스템 : 시스템 리셋).

•

웹 관리자 인터페이스에서 시스템 복원을 사용하여 시스템 구성을 복원할 때(기본 설정 :
시스템 : 시스템 리셋 : 시스템 복원).

•

IPv6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때(관리자 기본 설정 : 네트워크 : 일반).

•

VLAN 태그 기본 설정을 변경할 때(관리자 기본 설정 : 네트워크 : 일반).

•

TCP 예약 포트를 변경할 때(관리자 기본 설정 : 네트워크 : 예약된 포트).

•

UDP 신호 포트를 변경하거나 TCP 또는 TLS 신호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거나 TCP
또는 TLS 신호 포트를 변경할 때(관리자 기본 설정 : 통신 : SIP).

•

관리자 기본 설정 : 보안 : 일반에서 FIPS 140-2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때.

•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메모리로 다시 로드하는 데 필요한 해상도로 LifeSize 시스템에 연
결된 디스플레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표시되는 언어를 반복적으로 변경할 때(예: 720
에서 1080으로 변경). 이 경우 메모리는 조각화되고 일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다시 로드
할 수 없게 됩니다.

•

웹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때(유지 관리 : 시스템 업그
레이드).

모든 사용자는 주 화면에서 사용자 기본 설정 : 진단 : 시스템 재부팅에 액세스하여 시스템을
재부팅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또한 관리자 기본 설정 : 진단 : 시스템 재부팅에 액세스하여
시스템을 재부팅할 수 있습니다. 재부팅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예를 선택합니다.
시스템을 기본 상태로 리셋하려면 29페이지의 "기본 설정 복원"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이 지침을 따랐는데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응답하지 않고 시스템을 재부팅할 수 없는
경우에는 29페이지의 "기본 설정 복원"에 설명된 것처럼 코덱 후면에 있는 리셋 버튼
을 눌러서 시스템을 다시 부팅할 수 있습니다. LifeSize에서는 코덱에서 전원 코드를
뽑아 재부팅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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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웹 관리 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실행할 수 있는 동일한 관리 구성을 웹 관리 인터페이스에서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웹 관리 인터페이스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다음 추가
기능이 포함됩니다.

참고:

웹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LifeSize 시스템을 관리할 때는 지원되는 버전의 Adobe
Flash Player 및 지원되는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지원되지 않는
웹 브라우저 또는 Flash Player 버전을 사용하면 파일 업로드와 같은 일부 기능이 제
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웹 브라우저와 Flash Player 버전은
www.lifesize.com의 Support 페이지에서 사용 중인 LifeSize 시스템 모델에 대한 릴
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정의 배경 이미지 및 색상 추가 또는 제거
사용자 정의 배경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려면 웹 관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본 설정 : 표시 : 배경에 액세스한 후 화면 하단의 추가를 클릭하여 새 배경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새 이미지를 적용하려면,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적용할 디스플레이를 클
릭하면 됩니다. 이미지는 해상도가 1280 x 720인 .jpg 파일이어야 하며 고유의 표시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사용자와 관리자는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배경 이미지 대신 배경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관리자 기본 설정 : 표시 : 배경 또는 사용자 기본 설정 : 배경에서 디스플레이 배경 이미지
기본 설정으로 없음을 선택한 다음 디스플레이 배경색 기본 설정의 색상을 선택합니다.
기본 설정 : 표시 : 배경의 웹 관리 인터페이스에서는 관리자만 사용자 정의 배경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디스플레이에 대한 현재 배경 옆에 색상 견본이 나타납니다. 색상 견본을 클
릭합니다. 스포이드
아이콘과 색상 휠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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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에서 배경색 선택
1. 스포이드를 클릭하여 웹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색상을 선택합니다.
2. 인터페이스에서 적용할 색상을 클릭합니다.
3. 색상을 적용하려면 디스플레이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색상 지정
1. 색상 휠을 클릭하여 색상 편집기에 액세스합니다.
2. RGB 값이나 16진수 값을 제공하여 사용자 정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색상 편집기에 나타
나는 색상 견본 중 하나를 클릭하여 미리 정의된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 변경 사항 저장을 클릭하여 선택 내용을 저장합니다.
4. 색상을 적용하려면 디스플레이를 클릭합니다.

비디오 스냅샷 저장
웹 관리 인터페이스의 니어 카메라와 파 카메라의 .jpg 비디오 형식으로 비디오 스냅샷을 저
장할 수 있습니다. 웹 관리 인터페이스의 통화 관리자에서 스냅샷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니어 또는 파 카메라에서 비디오 이미지를 캡처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비디오 스냅샷이 사용
됩니다. 비디오 스냅샷을 비활성화하려면 기본 설정 : 비디오 : 비디오 제어로 이동하고 비디
오 스냅샷 기본 설정으로 비활성화를 선택합니다. 통화 관리자의
버튼을 사용하여 비디
오 스냅샷을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시스템은 대기 모드에 있을 때는 비디오 스냅샷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웹 관리 인터
페이스가 통화 관리자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경우 휴면 모드에서 시스템이 깨어나고
휴면 모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화 관리자 화면을 떠나거나 웹 관리 인터페이스가
로그인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스템은 화면 보호기 시간 제한과 휴면 시간 제한 기
본 설정에 지정된 간격이 지나면 휴면 상태가 됩니다.

주 입력 카메라의 비디오 스냅샷은 웹 관리 인터페이스의 진단 : 카메라 페이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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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디렉토리 기능 사용
웹 관리 인터페이스에서만 디렉토리의 고급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렉토리 탭에서, 액세스하
려는 디렉토리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모두 표시를 선택하면 현재 디렉토리의 데이터가 검색
됩니다. 디렉토리에서 특정 항목을 찾으려면 검색을 사용합니다.
로컬 또는 회의 디렉토리를 확인하는 경우 모두 삭제를 클릭하여 모든 항목을 삭제할 수 있습
니다. 가져오기를 클릭하여 여러 항목을 추가하고 내보내기를 클릭하여 항목을 CSV 형식으
로 내보내며 새로 추가를 클릭하여 항목 1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 디렉토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내보내기를 클릭하여 항목을 CSV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참고:

웹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디렉토리 항목을 가져오고 내보낼 때는 UTF-8 인코딩을 지
원하는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보거나 편집하십시오. 웹 관리 인터페이
스를 사용하여 가져온 디렉토리 항목에서는 이중 바이트 문자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구성 저장 및 복원
웹 관리 인터페이스에서만 시스템 구성을 저장하고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저장 기능은
명령행 인터페이스 명령이 들어 있는 텍스트 필드를 만들어 저장된 구성을 복원합니다. 저장
된 구성은 명령행 인터페이스 암호와 기본 SNMP 사용자 암호를 제외하고 명령행 인터페이
스를 통해 설정할 수 있는 모든 기본 설정을 포함합니다. 파일을 수동으로 편집하여 구성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복원 기능은 저장된 구성 파일을 사용하여 시스템 구성을
복원합니다. 구성 파일에서 명령 편집과 명령행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시스템 구성을 저장
하고 복원하는 방법은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의 LifeSize 자동화 명령행 인터페이스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구성 기본 설정과 옵션은 LifeSize 시스템 모델과 소프트웨어 릴리스에 따라 다릅니
다. 여러 모델과 소프트웨어 릴리스에서 저장한 파일을 사용하여 시스템 구성을 복원
하면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ifeSize에서는 같은 시스템이나 같은
시스템 모델 및 소프트웨어 릴리스에서 저장한 구성을 복원할 것을 권장합니다.

웹 관리 인터페이스의 시스템 구성을 저장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웹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기본 설정 : 시스템 : 시스템 리셋으로 이동합니다. 파일에 시스
템 암호를 저장하려면 암호 저장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으로 저장된 암호는 암호화되지
않습니다.
2. 시스템 저장을 클릭합니다.
3. 파일 다운로드 대화 상자에서 예를 클릭합니다.
4. 구성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위치를 선택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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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시스템 구성을 복원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복원을 수행하기 전에 저장된 구성 파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구성 파일을 저장할 때 암호를 저장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구성 파일의 명령이 ### 문
자로 둘러 싸이고 앞에 FIX: 가 있는 토큰 형태로 암호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
습니다.
FIX: set admin password ###Password###

시스템 복원을 위해 파일을 사용하기 전에 이 토큰을 암호로 바꾸려면 FIX: 를 삭제하고
###token###을 암호로 바꾸십시오. 이 행을 편집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을 복원할 때 명
령 출력에 오류 09(잘못된 명령)가 나타납니다. FIX: 행은 무시되고 암호로 이전에 설정한
값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3.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전화를 끊습니다. 복원을 수행할 때 통화가 연결되면 복원 계속 또
는 취소 여부를 묻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계속되는 경우 시스템 복원 프로세스가 통
화를 종료합니다.
4. 웹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기본 설정 : 시스템 : 시스템 리셋으로 이동합니다.
5. 시스템 복원을 클릭합니다.
6. 오류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 경우 오류를 검토합니다. 분석과 문제 해결을 위해 오류를 텍
스트 편집 프로그램으로 복사하고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FIX: 행으로 인한 오류는 수동
으로 편집하지 않은 토큰 암호를 갖는 명령을 나타냅니다. 다른 오류는 지정한 기본 설정
을 복원하거나 전체 구성을 복원하는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는 오류 코
드에 대한 설명은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의 LifeSize 자동화 명령행 인터페이스에
있는 "표준 반환 코드"를 참조하십시오.
7. 계속을 클릭합니다. LifeSize 시스템이 재부팅되고 복원이 성공했다는 대화 상자가 나타
납니다.

화면 텍스트를 클립보드로 복사
웹 관리자 인터페이스는 대부분의 화면에 있는 데이터를 운영 체제 클립보드로 복사하는 것
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은 구성 정보를 이메일이나 텍스트 편집 애플리케이션으로 붙여 넣을
수 있도록 하여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화면이 이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 화면 오른
쪽 아래 모서리에 복사 버튼이 나타납니다. 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 데이터를 클립보드로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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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내역 다운로드
통화 내역을 웹 관리 인터페이스의 진단 페이지에서 쉼표로 구분된 값 파일(.csv 파일 확장
명)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역을 클릭한 다음 통화 내역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면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통화 내역 파일에는 명령행 인터페이
스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할 때 생성되는 것과 같은 출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tatus call history -f -?

웹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통화 내역을 다운로드하면 최대 26개의 기록이 복원됩니다. 명령행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최대 1000개의 기록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기본 설정으로
복원하거나 명령행 인터페이스에서 set system clean -C 명령을 실행하면 코덱에서 통
화 내역이 삭제됩니다. 명령행 인터페이스에서 통화 내역을 검색하고 삭제하는 방법은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의 LifeSize 자동화 명령행 인터페이스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을 기본 설정으로 저장하는 방법은 29페이지의 "기본 설정 복원"을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웹 관리 인터페이스에서만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라이센스 키를 수동으로 설
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9페이지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참조하십
시오.

웹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통화 관리
디렉토리 탭에서 항목을 선택하고 다이얼을 클릭하여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디렉토리 항목
으로 전화를 걸면 통화 관리자가 실행됩니다. 통화 관리자 탭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사
용할 수 있는 모든 통화 관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요소로 포인터를 이동하
면 해당 요소와 관련된 통화 관리 기능을 식별하도록 지원하는 도구 설명이 나타납니다. 통화
관리자에 나타나는 데이터는 5초마다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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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LifeSize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시스템이 다음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시스템에 사용할 모든 카메라와 LifeSize SDI Adapter 가 코덱에 적절히 연결됩니다.

참고:
•

업그레이드 이전에 LifeSize 시스템에 연결되지 않은 카메라와
LifeSize SDI Adapter 가 업그레이드 후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릴리스 버전 4.0.0에서 이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업그레이드를 위
한 현재 라이센스 키가 시스템에 존재합니다. 업그레이드 라이센스를 위한 만료 날짜가
시스템 정보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라이센스 키를 업데이트하려면 26페이지의 "라이센
스 키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시스템에 최신 라이센스 키가 없으면 업그레이드가 실패합니다. 최신 라이센스
키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공인 LifeSize 파트너에 문의하여 유지 관리 계약을 갱
신하십시오. 갱신 과정이 완료되기까지 24 - 48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www.lifesize.com/support에 액세스합니다.
2.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일련 번호를 입력합니다(시스템 정보 페이지와 LifeSize 시스템 코덱 아래 또는 뒤에 있
음).
4. 다운로드하려는 소프트웨어 버전의 링크를 클릭합니다.
5. 시스템의 로컬 디렉토리로 다운로드합니다.
6. 시스템의 웹 관리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합니다. 5페이지의 "웹 브라우저에서 관리"를 참
조하십시오.
7. 유지 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8.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클릭합니다.
9. 업그레이드 후 시스템을 원래의 기본 설정으로 리셋해야 하는 경우 기본 상태로 리셋 확
인란을 선택합니다.
10. 5단계에서 다운로드한 업그레이드 파일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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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업그레이드를 클릭합니다.

참고: 시스템에 통화가 연결되면 업그레이드 취소 또는 계속 여부를 묻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고 활성 전화를 끊으려면 예를 클릭합니다. 업그레이드
에는 몇 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업그레이
드 중에는 시스템에 연결된 디스플레이에 상태 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용자는 화면을 취
소할 수 없으며 시스템은 수신 통화를 거부합니다.
12.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시스템 업그레이드 상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상태 창을 닫고 관
리자 구성 창을 닫습니다.
13. 시스템 사용 준비가 끝났습니다. 9단계에서 기본 상태로 리셋 확인란을 선택한 경우에는
먼저 시스템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사용 중인 LifeSize 시스템 모델의 설치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업그레이드 문제 해결
LifeSize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지 못한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업그레이드 이미지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2. 시스템을 재부팅합니다.
3. 업그레이드를 다시 시도합니다.
4. 두 번째 시도도 실패하면 오류 코드를 메모합니다.
5. 문제가 계속되는 경우 LifeSize 기술 서비스부 또는 LifeSize 파트너에게 문의하십시오.

업그레이드 오류 코드
다음은 업그레이드가 실패할 때 표시되는 오류 코드입니다.
코드

문제

설명

1

내부 오류

시스템에 중요한 파일이 없습니다.

2

업그레이드로 전환 실패

활성 파티션 설정 명령이 실패했습니다.

3

쓰기 실패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파티션에 복사하는 도중 쓰기 오류가 발생
했습니다. 이 문제는 보통 다른 LifeSize 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미지를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4

읽기 실패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도중 수신 데이터를 읽지 못했습니다. 이 문
제는 보통 업로드 도중 연결이 끊긴 경우에 발생합니다.

60

LifeSize 비디오 통신 시스템 관리자 안내서

코드

문제

설명

5

업그레이드 스크립트 실패

이미지 업로드에 성공한 후 시스템이 최종 처리를 위해 업그레이
드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이 오류는 그러한 스크립트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문제는 보통 다른 LifeSize 제품에 대한 업
그레이드 이미지를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6

업그레이드 스크립트를 실행
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보통 다른 LifeSize 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미지를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7

업그레이드 파티션을 마운트
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를 시스템에 복사한 후 시스템이 이미지를 마운트하지 못
했습니다. 이 문제는 보통 업그레이드 이미지가 손상되었거나 다
른 LifeSize 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미지를 사용할 때 발생합
니다.

8

사용 권한이 없습니다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파티션을 읽지 못했습니다.

9

이미지가 손상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이미지가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잘못된 이미지 또는 장치에 업로드하는 중에 발생한 오류가 원인
입니다.

10

잘못된 인수입니다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에 유효하지 않은 인수가 전달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보통 다른 LifeSize 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미지를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11

잘못된 서명입니다

암호화 서명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보통 이미지가 손상
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12

암호를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이미지의 암호를 해독할 수 없습니다. 이 문
제는 보통 이미지가 손상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13

개발자 시스템

개발용으로 구성된 시스템이므로 LifeSize 담당자만이 업그레이
드할 수 있습니다.

14

업그레이드 진행 중

이미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입니다. 시스템은 한 번에 하나의 업그
레이드만 지원합니다.

15

업그레이드 라이센스 만료됨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최신 라이센스 키가 장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지 관리 계약을 갱신하려면 공인 LifeSize
파트너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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