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허들룸을 위한 비디오 사운드 컬래버레이션 

시스템 

              

 

사용 설명서 

 

 

 

 

 

 

 

 

 

 

 

항상 최신 버전으로 펌웨어를 업데이트하십시오.   

제품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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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Yamaha CS-700 비디오 사운드 컬래버레이션 시스템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비디오 사운드 컬래버레이션 시스템을 사용하면 인기있는 

비디오 컬래버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멀티미디어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독립적인 VOIP 기반의 화상 회의를 지원하는 허들룸 또는 

소규모 다용도 회의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Yamaha CS-700 제품을 사용하면 

비디오 및 오디오 성능이 허들룸 공간에 맞게 최적화되어 동급 최고 성능을 

제공하므로, 대화 중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와 모든 시각적 뉘앙스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전체 CS-700 제품군은 다음 모든 모델을 포함합니다. 

 CS-700AV - 오디오/비디오/관리 모델 

 CS-700SP - 오디오/비디오/SIP/관리 모델 

 CS-700DL - 오디오/비디오/컬래버레이션/관리 모델 

 CS-700DS - 오디오/비디오/컬래버레이션/SIP/관리 모델 

기능 또는 구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 문서에서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강조 

표시합니다.   

본 설명서 소개 

제품 약칭 
본 설명서에는 제품 약칭이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Yamaha CS-700: 본 제품 

• Microsoft® Windows®: Windows 

• macOS®: macOS 

상표 

• Microsoft 및 Windows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 소재한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 Mac 및 macOS는 Apple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 Chrome OS는 Google Inc.의 상표 혹은 등록 상표입니다. 

• Bluetooth®는 Bluetooth SIG의 등록 상표이며 사용권 계약서에 따라 

Yamaha에서 사용됩니다. 

• NFC 로고(N-Mark)는 NFC Forum, Inc.의 상표 혹은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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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콘텐츠 및 구성 요소 개요 
구입한 시스템에 따라 상자에는 다음 내용물이 있습니다. 

CS-700AV, CS-700SP CS-700DL, CS-700DS 

CS-700 사운드/카메라 기기 CS-700 사운드/카메라 기기 

벽걸이 브래킷 벽걸이 브래킷 

지역별 전원 코드 지역별 전원 코드 

전원 공급 장치 전원 공급 장치 

이더넷 케이블 이더넷 케이블 

USB 케이블 USB 케이블 

설명서 설명서 

 HDMI 케이블 

 

CS-700 기기 

 

 

 

 

 

 

 

 

주장치인 CS-700 기기에는 4개의 스피커 엘리먼트, 4개의 빔 형성 마이크로폰, 

가 있는 최적화된 120 ° FoV HD 카메라 및 전면 패널 제어 버튼(음량 

증가/감소, 마이크로폰 음소거, 카메라 음소거, Bluetooth 페어링, NFC 

120° FoV 

카메라 

스피커 엘리먼트 

빔 형성 

마이크로폰 

음량 및 음소거 

조절 

스피커 엘리먼트 

카메라음소거 

Bluetooth 페어링&상태 

+ NFC 페어링 

시스템 

통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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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페어링용)을 포함하여 CS-700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음량 조절 및 음소거 

스피커 음량은 음량 증가 및 음량 감소 버튼을 사용하여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폰은 음소거 버튼을 사용하여 음소거됩니다.  

음소거/음소거 해제 버튼은 마이크로폰이 활성화된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마이크로폰 음소거 버튼은 음소거 상태를 컬러로 표시합니다. LED의 색상에 

따라 3가지의 각기 다른 마이크로폰 상태를 표시합니다. 

 

스피커 / 음량 상태 음량 LED 색상 

스피커 음량 버튼이 활성화됨 흰색 

스피커 음량 버튼이 비활성화됨 OFF 

 

마이크로폰/음소거 상태 마이크로폰 LED 색상 

활성 마이크로폰, 음소거 해제됨 녹색 

활성 마이크로폰, 음소거됨 빨간색 

마이크로폰 비활성 OFF 

 

카메라음소거 

활성 비디오 전송을 방지하기 위해 카메라를 "음소거"할 수 있습니다. 

음소거되면 카메라 음소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카메라 비디오 스트림이 

상대쪽에게 "일시정지 이미지"로 대체됩니다. 

카메라 음소거 버튼은 카메라 음소거 상태를 컬러로 표시합니다. 버튼을 

누르거나 카메라 셔터가 닫히면 버튼이 빨간색으로 켜집니다.  

카메라 스트리밍 상태 카메라 음소거 LED 색상 

활성 카메라, 음소거 해제됨 녹색 

활성 카메라, 음소거됨 빨간색 

카메라 비활성 흰색 

카메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진행중 

빨간색 느린 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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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표시등 및 NFC 페어링 

CS-700이 활성 페어링 모드(파란색 점멸)이거나 로컬 Bluetooth 장치에 

활발하게 연결된 경우(파란색 점등) Bluetooth 표시등이 나타납니다.  NFC 

페어링 표시등은 NFC 페어링이 가능한 Bluetooth 장치가 CS-700과 페어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Bluetooth 페어링  Bluetooth LED 색상 

Bluetooth 활성화됨, 연결 안 됨 흰색 

Bluetooth 초기화중 흰색 느린 점멸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진행중 흰색 빠른 점멸 

Bluetooth 연결중 파란색 느린 점멸 

Bluetooth 페어링 진행중 파란색 빠른 점멸 

Bluetooth 활성화됨, 연결 활성화 파란색 점등 

Bluetooth 서비스가 비활성화됨 OFF 

 

Bluetooth NFC 페어링  NFC LED 색상 

Bluetooth 활성화됨 +  

NFC 페어링 활성화됨 

흰색 

Bluetooth 서비스, NFC 비활성화됨 OFF 

 

시스템 통화 상태 표시등 

CS-700이 활발하게 통화 중이거나 그렇지 않을 때마다 Yamaha 로고 바로 

아래에 있는 시스템 통화 상태 표시등이 나타납니다. 또한 하드웨어 오류가 

감지될 때마다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다음과 같은 색상 코드가 

할당되었습니다. 

Bluetooth NFC 페어링  시스템 상태 LED 색상 

통화(BT, VOIP) 중이 아니거나 

USB는 연결되었지만  

비디오/오디오 스트림이 없음 

흰색 

CS-700 기기가 OFF 또는 부팅중 OFF 

통화중(BT, VOIP) 또는 

USB 연결 및 비디오/오디오 스트림 

활성화 

녹색 

통화 대기 녹색 점멸 

하드웨어 오류 감지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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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치하기 

CS-700 기기는 기기에 포함된 브래킷을 사용하여 허들룸 벽면에 설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권장 설치 위치는 디스플레이 장치 바로 근처로, 일반적으로 

그 아래이며 회의실 테이블에서 25~45cm 위가 최적 거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쪽에게 최적의 카메라 원근감을 제공합니다.  

CS-700 기기를 터치 스크린 또는 전자 화이트 보드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기본 

설치 위치는 스크린 바로 위입니다. 

브래킷 설치 

벽면에 적절한 나사 4개를 사용하여 브래킷을 설치하되, 두 쌍의 나사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설치하십시오.  브래킷의 진동을 피하기 위해 벽이나 

스페이서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디스플레이 아래에 설치할 

경우 거리가 CS-700 기기에 맞게 충분히 넓어야 합니다.  각 면에 적절한 

개수의 스페이서(0-2)를 사용하여 설치 깊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2m입니다.  항상 나사 4개를 사용하십시오. 

 

 

 

 

 

 

 

 

 

 

 

  

0x, 1x, 2x 

≥ 9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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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킷에 CS-700 기기 배치 

브래킷 전면에 있는 두 개의 고리가 CS-700의 하부에 있는 구멍에 맞도록 CS-

700을 배치하십시오.  CS-700이 고리에 안전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CS-700 연결하기 

CS-700이 브래킷의 고리에 안전하게 배치되면 그림과 같이 전원 케이블과 USB 

케이블을 CS-700에 연결하십시오.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CS-700을 

관리하려면 네트워크 케이블도 해당 커넥터에 연결하십시오. 

케이블은 제공된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CS-700 기기에 고정하십시오. 

                                                                                       

 

 

-DS / -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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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킷에 기기 설치 

모든 케이블이 올바르게 연결되고 고정되면 CS-700을 브래킷에 다시 기울여서 

브래킷에 밀어 넣으십시오.  

 

 

 

 

 

 

 

 

 

 

 

 

기기 고정 

제공된 기계 나사를 사용하여 브래킷에 CS-700 기기를 고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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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셋업하기 

모든 커넥터는 CS-700 본체의 뒷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원 연결하기 

전원 공급 장치 케이블의 한쪽 끝을 CS-700 후면 패널의 전원 커넥터에 

연결하십시오. 전원 공급 장치의 다른 쪽 끝을 해당 국가의 전원 연장 

케이블에 연결하고 케이블을 주전원에 연결하십시오.  기기에 지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버튼은 제공되지 않으며, CS-700은 전원 연결이 

완료되면 즉시 부팅 절차를 시작합니다. 

 

AUX-In 

전원 

이더넷 

포트 

USB 포트 

연장 

마이크로폰 

다목적  USB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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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연결하기 - USB 3.0 

동봉된 USB 3.0 케이블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USB 타입-B 쪽을 CS-700 기기의 

후면에 아이콘으로 식별된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케이블의 다른 쪽 끝을 타사 소프트 폰, 웹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컴퓨터의 USB 3.0 포트에 연결합니다. CS-700 USB 

케이블을 부속된 PC 장치에 직접 연결하십시오. 제공된 케이블보다 긴 USB 3.0 

케이블이 필요한 경우, 연장 케이블이 USB 3.0 규격을 준수하고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인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인증된 USB 3.0 연장 케이블 

목록은 부록을 확인하십시오.  

PC의 USB 포트가 USB 3.0을 지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CS-700의 카메라는 HD 

3.0을 통해 압축되지 않은 1080p HD 이미지를 보냅니다. 

참고 사항:  CS-700은 또한 360p로 저하된 이미지 해상도로 USB 2.0 연결을 

지원합니다. 제한된 비디오 화질이 관찰되면 PC의 USB 포트가 실제로 

3.0인지 확인하십시오. 

컴퓨터가 새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감지하여 설치할 수 있으므로, 설치가 

완료된 후에 다시 사용하십시오.   

Windows 컴퓨터를 사용할 때 최적의 오디오 성능을 얻으려면 부록의 설명을 

따르십시오.  macOS 또는 Chrome OS 기기를 사용할 때는 추가 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치 선택 

운영 체제에서 기본 오디오 재생 및 녹음 장치로 "Yamaha AudioVideo Device"를 

선택하십시오. 

통합 커뮤니케이션 애플리케이션에서 CS-700을 비디오 장치로 선택하십시오. 

시스템 관리를 위해 IP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CS-700은 작동하는 데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USB 연결의 플러그 

앤 플레이 특성으로 CS-700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구성, Web-UI, SNMP 및 SIP/VOIP 연결(모델 CS-700SL, CS-700DS용)에 대한 

액세스 등, 네트워크 관리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는 IP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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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포트를 사용하여 이더넷 케이블의 한쪽 끝을 기본 기기 하단의 

네트워크 연결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딸깍 소리가 나면서 제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이더넷 커넥터를 누릅니다. 이더넷 케이블의 다른 쪽 끝을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공하는 잭에 연결하십시오.  CS-700은 PoE를 지원하지 않으며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를 통해 전원이 공급됩니다.  

이더넷 케이블을 분리해야 하는 경우 커넥터의 레버를 누르고 조심스럽게 

케이블을 잡아 당깁니다.  이 케이블을 분리할 때 무리하게 힘을 가하면 

케이블이 손상되어 쓸모없게 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찾기  

IP 주소는 DHCP 프로토콜을 통해 CS-700에 할당되거나 직접 CS-700 구성을 통해 

정적으로 할당됩니다. 

DHCP를 사용하면 CS-700 기기에 할당된 IP 주소를 세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IP 주소 음성 안내.  "음량 증가" 및 "Bluetooth" 버튼을 동시에 5초 

동안 누릅니다. CS-700 기기는 현재 할당된 IP 주소에 대한 음성 안내를 

생성합니다. 할당된 주소가 없으면 기기는 "No address found(주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USB 케이블을 통해 PC를 연결한 경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십시오.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CS-700 기기의 현재의 IP 주소 

및 MAC 주소를 식별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합니다. 

나의 IP 

주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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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CP 서버의 임대 IP 주소 목록 조회 및 MAC 주소와의 연관을 조회합니다. 

CS-700 MAC 주소를 아는 경우, IP 주소에 맵핑된CS-700 기기의 원격 관리 

대상을 제공합니다. 

 

확장 마이크로폰 연결하기 

CS-700은 옵션으로 음소거 제어 기능이 있는 단일 확장 마이크로폰을 

제공합니다.  확장 마이크로폰을 표시된 곳의 CS-700 커넥터에 연결하십시오. 

Yamaha 확장 마이크로폰만 이 포트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확장 

마이크로폰에는 7.50미터 케이블이 포함됩니다. 

케이블 관리 사용하기  

CS-700 본체에 연결된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 뒷면 케이스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 제공된 "찍찍이" 케이블 타이를 지원합니다. 견고한 케이블 

연결을 위해 CS-700 뒷면에서 케이블을 고정하고 묶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수직각도 조정하기  

CS-700은 카메라 수직각도의 수동 조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초기 기기 설치 

시에 한 번 카메라 각도를 조정해 두면 카메라 시야를 테이블 및 회의 

참가자에게 적절히 맞출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왼쪽에 있는 조정 구멍에 

삽입된 소형/중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조정한 다음, 카메라 어셈블리를 

원하는 각도에 따라 위아래로 회전시킵니다. 카메라가 회전하면 카메라 

메커니즘 내의 기계식 멈춤쇠가 카메라를 제 위치에 고정시킵니다. 멈춤쇠가 

작동하면서 딸깍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카메라 각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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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각도 조정 절차 

1. CS-700 USB 케이블을 통해 PC를 연결하고 UC Software, 로컬 PC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합니다. 

2. CS-700 카메라를 로컬 PC 화면에 표시하려면 UC Software / PC 

애플리케이션 /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화상 

회의의 상대쪽에 실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바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위에서 기술한 “카메라 수직각도 조정하기” 절차에 따라 테이블 

주변의 회의실 참가자들이 잘 보이도록 각도를 조정합니다. 화면 중앙에 

참가자들이 균형 있게 비춰지도록 조정하십시오. 

 

참고 사항: 카메라 각도는 나사 드라이버 샤프트를 사용하여 카메라 

어셈블리를 위아래로 회전시킴으로써 조정되며, 실제로 조정할 나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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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CS-700 

CS-700 기기는 기기 전면에 음량 증가, 음량 감소, 오디오 음소거, 카메라 

음소거, Bluetooth 페어링 및 Bluetooth NFC 제어 및 표시등을 제공합니다. 

음량 증가/감소 버튼은 CS-700의 사운드 파워에 영향을 주며, 매번 누를 

때마다 점점 커지거나 줄어들면서 상응하는 크기의 "삐" 소리가 납니다.   

CS-700은 새로운 USB 연결 세션이 있을 때마다 사운드 레벨을 사전 설정된 

값으로 기본 설정합니다.  

음소거 상태는 음소거 버튼의 색상에 반영됩니다.   

 오디오 마이크로폰 음소거가 비활성화되면 녹색으로, 활성화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버튼이 구성 옵션으로 비활성화될 때마다 

버튼이 OFF됩니다.   

 카메라 음소거가 비활성화되면 녹색으로, 활성화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카메라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버튼이 흰색으로 빛나고 

버튼이 구성 옵션으로 비활성화되면 OFF됩니다.   

CS-700 전면 패널 오디오 컨트롤(음량, 음소거)은 부속된 컴퓨터 작동 

시스템의 오디오 컨트롤과 동기화되어 양쪽 장소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부록의 "세션 제어 기능 세부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Web-UI) 

CS-700은 내부 웹 서버 및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예: Web-UI)를 지원하여 

표준 웹 브라우저를 통해 기기에 대한 구성 및 작동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최종 사용자가 아닌 시스템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IP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CS-700의 IP 주소를 사용하여 

URL 행에 IP 주소를 입력하여 웹 브라우저로 Web-UI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브라우저는 Microsoft Edge, Google Chrome 및 Mozilla Firefox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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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700 Web-UI 웹 서버에 액세스하면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기기에 

로그인하려면 암호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암호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출하시 

기본 암호는 7386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임아웃 시간을 초과하면 사용자는 웹 인터페이스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그러나 기기 구성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로그인 페이지에서는 이 시스템에서 자동 로그아웃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확인란을 제공하여 명확한 로그 오프가 트리거되거나 웹 브라우저 

창이 닫힐 때까지 로그인한 상태로 둡니다. 

홈 화면 

로그인하면 웹 인터페이스에 홈 화면이 표시됩니다. 홈 화면은 시스템 상태, 

미디어(USB, 스트리밍) 상태 및 Bluetooth 상태를 포함하여 CS-700 기기에 대한 

현재 상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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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화면에서 "RESTART DEVICE" 상자를 클릭하면 기기를 즉시 재기동할 수 

있습니다. 

Web-UI의 모든 화면에서는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로그아웃 아이콘이 표시되어 

사용자가 기기로부터 로그오프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 메뉴 라인을 통해Web-UI의 여러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사용 가능한 옵션이 표시됩니다.  "SETTINGS" 

옵션을 사용하여 장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TOOLS" 메뉴를 사용하면 

시스템 펌웨어 업그레이드, 로그 파일 및 구성 파일의 업로드 /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SETTINGS" 및 "TOOLS" 옵션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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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웹 페이지의 "SUBMIT"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SUBMIT"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페이지를 이동하면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SETTINGS 

Admin 

"Admin" 탭에서는 여러 관리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안 설정 

 

보안 설정 섹션에서는 운영자가 시스템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암호의 

최소 길이는 4자리 숫자이며 다른 문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효한 암호가 

입력되면 오타 및 원치 않는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두 번 입력해야 합니다. 

"System name"은 운영자가 MAC 주소를 사용하는 대신 CS-700 기기의 보고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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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 HTTPS"가 활성화되면 웹 인터페이스가 HTTP에서 HTTPS로 전환됩니다.  

HTTPS를 사용할 때 CS-700 기기는 인증된 보안 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웹 브라우저는 안전하지 않은 연결에 대해 경고합니다. 

"Enable telnet access"를 사용하면 CS-700으로 Telnet 인터페이스를 열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변경하면 CS-700 기기가 재부팅됩니다.  Telnet 액세스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는 각각 roomcontrol 및 Yamaha-CS-700입니다. 

FRONT PANEL SETTINGS 

모든 전면 패널 CS-700 컨트롤 버튼은 이 확인란을 통해 개별적으로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각 설정을 선택 취소하면 해당 전면 패널 

버튼과 표시등이 비활성화됩니다.  

POWER SAVING SETTINGS 

 
CS-700 기기는 유휴 상태가 감지될 때마다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들어가고 

활동이 감지되면 다시 작동합니다. 이 기능은 "Enable power saving mode" 

확인란을 통해 제어됩니다.   절전 설정이 활성화되면 사용자는 시스템이 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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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로 전환되는 시간(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출하시 

기본값으로 20분의 절전 시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CS-700은 Aux 입력, USB 연결 또는 버튼을 누름으로 인해 작동이 감지되면 절전 

모드가 종료되고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시스템이 활성화될 때까지 약 10초 

정도 기다려 주십시오. 

SIP 인터페이스가 네트워크 및 SIP 인터페이스의 요구 사항으로 인해 CS-700SP 

또는 CS-700DS 버전으로 구성되면 장치는 절전 모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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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MP SETTINGS 

CS-700은 SNMP MIB 이벤트(트랩)를 보고하고 "Enable SNMP" 상자로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SNMP 폴링에 상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프로세스를 완료하기 

위해 SNMP 서버 IP 주소를 제공하십시오. 지원되는 SNMP MIB 및 트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DEPLOYMENT SERVER SETTINGS 

"DEPLOYMENT SERVER SETTINGS"를 사용하면 재부팅시 구성 데이터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CS-700으로 자동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출하시 기본값인 경우 DHCP 옵션 66 및 DHCP 옵션 150을 사용하여 배포 서버에 

대한 자동 서버 검색을 지원하도록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배포 서버가 활성화되었지만 자동 서버 검색이 비활성화된 경우 CS-700이 

시작할 때 구성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기본(및 보조) 배포 서버를 정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DHCP 옵션 66을 사용하면 TFTP 주소 또는 HTTP 주소가 리턴될 수 있습니다. 

옵션 150, TFTP 서버 또는 HTTP 주소 목록이 다시 배달될 수 있습니다.  정적 

서버 주소를 사용할 때 TFTP 주소 또는 HTTP 주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배포 서버를 사용할 때 CS-700은 제공된 위치에서 <<기기의 MAC 주소>>.xml 

파일을 찾습니다.  샘플 구성 및 사용 가능한 구성 파라미터의 목록은 원격 

구성 절을 참조하십시오. 

"Provisioning interval"을 통해 시스템이 가능한 구성 변경 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시간 간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간격은 1분에서 

31일(44,640 분) 사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24시간(1,440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Provisioning interval"이 끝나고 구성 파일의 변경 

사항이 확인되면 구성에 포함된 펌웨어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새 구성 파일을 

사용하여 CS-700이 재부팅되고 다시 시작됩니다.  재구성 및 재부팅은 진행 

중인 세션이 종료되고 기기가 유휴 상태로 되돌아온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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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SETTINGS" 메뉴의 "Audio" 섹션은 CS-700의 오디오 동작 관리를 지원합니다. 

 

"Equalizer" 설정을 사용하면 미리 정의된 스피커 이퀄라이제이션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Voice Enhance", "Bass Boost" 및 "Treble Boost"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igh pass filter"는 마이크로폰에 영향을 미치며 룸의 저주파수 소음을 

필터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High pass filter"는 

비활성화("None")하거나 제공된 "110Hz", "140Hz", "175Hz" 또는 "225Hz" 

주파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TV AUDIO-IN SETTINGS"을 통해 AUX-in 입력 음원의 게인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자동 게인 컨트롤입니다. 매뉴얼 게인을 사용하면 운영자는 사전 

정의된 게인 레벨을 -12dB에서 +40dB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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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Enable Bluetooth" 상자는 모든 Bluetooth 기능을 시스템 차원에서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상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CS-700에 대한 Bluetooth 통신이 

종료되고 Bluetooth 및 NFC 전면 패널 표시등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시스템의 기본값은 Bluetooth를 사용합니다. 

"Enable NFC" 상자는 NFC 페어링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상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NFC 전면 패널 표시등 버튼과 관련된 NFC 페어링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시스템의 기본값은 NFC를 사용합니다. 

"Device name"을 사용하면 Bluetooth Basic Rate로 된 장치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Yamaha cs-700 <이 장치의 MAC>입니다.  

"Pairing pin"은 페어링을 위한 4자리 숫자로 된 Bluetooth Basic Rate의 PIN을 

정의하며 기본값은 "0000"입니다.  

"Pairing and connection timeout" 설정을 사용하면 Bluetooth Basic Rate의 

페어링 모드 및 연결 모드의 시간 초과를 초 단위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페어링 모드 또는 연결 모드가 종료됩니다. 0은 시간 초과 

없음을 나타냅니다. 기본값은 60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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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a 

 

Web-UI는 카메라의 현재 "Pan", "Tilt" 및 "Zoom" (PTZ) 설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설정들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PTZ 설정은 문서의 

뒷부분에서 설명하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거나 카메라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UC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CS-700에서 "Pan" 및 "Tilt" 설정은 "Zoom"이 1보다 큰 값으로 설정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Zoom" 설정을 통해 운영자는 카메라를 전자식으로 조정하여 기본값보다 약 

2.25배까지 "Zoom"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Pan" 및 "Tilt"가 0, "Zoom"이 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SET PTZ HOME TO ACTIVE POSITION"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의"Pan"/"Tilt"/"Zoom" 

설정이 카메라 홈 위치로 저장됩니다. CS-700은 USB 연결이 다시 설정될 

때마다 이 위치로 되돌아갑니다. 

"RETURN TO PTZ HOME"은 활성 PTZ 설정을 PTZ 홈 설정으로 재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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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Network" 섹션에서는 CS-700의 IP 구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출하시의 

기본값으로 장치는 DHCP 활성화로 설정되며 추가 IP 설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정 IP 주소를 할당하려면 "Enable DHCP"를 선택 해제해야 하며 정적 

IP 파라미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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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SETTINGS 

 

"AUTHENTICATION SETTINGS"은 CS-700에서 802.1x 인증을 활성화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802.1x 인증을 활성화하려면 "Enable 802.1x authentication"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지원되는 인증 유형은 MD5 및 Protected EAP (보호된 

확장 가능 인증 프로토콜)입니다.   

인증 프로세스를 완료하려면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필요합니다.  Protected 

EAP (보호된 확장 가능 인증 프로토콜)가 선택되면 서버 측 공개 키 인증서를 

CS-700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Region 

 

"Region" 메뉴에서 "Time zone" 설정을 사용하면 CS-700이 사용되는 시간대를 

선택하고 네트워크 관리 및 로깅에 보고된 날짜 및 시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출하시의 기본값은 "GM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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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ETTINGS 

 

"TIME SETTINGS" 섹션에서 사용된 날짜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날짜는 

"MM/DD/YYYY", "DD/MM/YYYY" 또는 "YYYY/MM/DD"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 

표시는 24시간 형식과 12시간 형식 사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하시의 

기본값은 "MM/DD/YYYY"이며 12시간 형식입니다. 

CS-700은 최대 4개의 네트워크 시간 서버를 지원하여 NTP 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간 서버는 로컬 서버 또는 네트워크 서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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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DAYLIGHT SAVING SETTINGS 

 

"DAYLIGHT SAVING SETTINGS"을 사용하면 일광 절약 시간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경우 시작 날짜와 시간 및 종료 날짜와 

시간에 대한 규칙을 제공해야 합니다.  출하시의 기본값은 미국의 일광 절약 

시간으로 구성 및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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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 

관리 인터페이스의 "TOOLS" 섹션에서는 데이터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구성 

재설정, 펌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및 로그 파일 다운로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Update 

 

"Update"를 사용하면 로컬 PC에서 이미지 번들을 사용하여 CS-700의 장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펌웨어 파일만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uc.yamaha.com/products/video-sound-bar/huddle-room-

system/에서 최신 펌웨어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는 파일의 드래그 앤 드롭을 허용합니다. 또는 상자를 클릭하면 파일 

브라우저가 열려 펌웨어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 파일이 확인된 후 "UPDATE FIRMWARE" 버튼을 클릭하면 업그레이드가 

시작됩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장치가 다시 시작되고 부팅 알림음이 

울립니다.   장치를 완전히 재부팅할 때까지 몇 분 정도 기다리십시오. 

 

https://uc.yamaha.com/products/video-sound-bar/huddle-room-system/
https://uc.yamaha.com/products/video-sound-bar/huddle-room-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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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 

 

"Configuration" 페이지에서 CS-700의 현재 구성을 내보내거나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여러 CS-700 기기가 동일한 구성을 공유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첫 번째 CS-700을 완전히 구성하고 나머지 CS-700 장치에 대한 

최적의 참조구성으로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후속 CS-700 기기는 원래 구성 

파일을 다시 가져옴으로써 최적의 구성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구성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은 이 설명서 후반의 프로비져닝 절을 참조하십시오. 

기본값으로 재설정할 구성 설정을 선택한 다음 "RESET DEFAULTS" 버튼을 

클릭하여 시스템 기본값을 세부적인 방법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Restore 

factory defaults"는 모든 설정을 원래 설정으로 복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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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s 

 

"Logs" 섹션은 분석을 위해 CS-700에서 로깅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합니다.  공장 출하시의 기본 설정을 사용하면 자세한 로깅이 활성화되지 않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로깅 정보에 대한 액세스는 일반적으로 연결된 USB 

장치의 환경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고객 지원 센터와 

공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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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애플리케이션 
 

CS-700 기기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USB를 통해 연결된 PC를 통해 구성 및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로컬로 연결된 컴퓨터가 USB 케이블을 통해 

CS-700 구성 및 작동 파라미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네트워크 IP 

링크는 필요하지 않으며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IP를 통해 원격으로 액세스하지 않고 시스템을 직접 

유지 관리하는 CS-700 설치팀 및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CS-700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어 있을 때도 유지 보수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카메라의 "Pan", "Tilt" 및 

"Zoom" 설정 및 홈 설정을 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범위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설치 및 구성 

windows 설치의 경우https://uc.yamaha.com/products/video-sound-bar/huddle-room-

system/에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설치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먼저 사용권 계약 동의 여부를 

묻습니다.  계약 내용을 읽고 동의하면 "I accept the agreement"에 표시한 후 

설치를 계속하십시오.  사용권 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 프로세스를 

취소하고 설치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복사본을 삭제하십시오. 

 

https://uc.yamaha.com/products/video-sound-bar/huddle-room-system/
https://uc.yamaha.com/products/video-sound-bar/huddle-room-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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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설치 프로그램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될 경로를 필요로 합니다.  

경로를 수락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위치를 제공하십시오. 

 

다음 화면에서 바탕 화면 바로 가기가 필요한지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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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선택 사항을 확인하고 설치 프로세스를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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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는USB 인터페이스용 추가 장치 드라이버가 필요하므로 

아래 확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움말 정보가 있는 창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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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완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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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사용하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더 적은 기능을 지원하며(예를 들어 네트워크 관리), 

기타 지역에는 더 많은 기능을 지원합니다(예를 들어 비디오 컨트롤).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원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절을 참조하십시오. 

시작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면 시작 창이 표시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창의 

하단에는 USB 연결의 현재 상태가 표시됩니다. 

 

CS-700 장치가 연결되어 있고 USB 연결이 감지되지 않으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 시스템에 액세스하기 위한 암호를 요청합니다.  암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동일하게 공장 출하시 기본 설정이 738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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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이 CS-700 기기에 로그인하면 홈 탭에 기기의 상태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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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Settings" 메뉴의 "Admin" 영역에서 시스템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암호를 변경하려면 최소 4자리 숫자의 새 암호를 제공하십시오.  다른 문자는 

암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효한 암호가 입력되면 오타 및 원치 않는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두 번 입력해야 합니다. 

"System name"은 운영자가 MAC 주소를 사용하는 대신 CS-700 기기의 보고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면 패널 CS-700 컨트롤 버튼은 이 확인란을 통해 개별적으로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각 설정을 선택 취소하면 해당 전면 패널 

버튼과 표시등이 비활성화됩니다.  

CS-700 기기는 유휴 상태가 감지될 때마다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들어가고 

활동이 감지되면 다시 작동합니다. 이 기능은 "Enable power sav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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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란을 통해 제어됩니다.   절전 설정이 활성화되면 사용자는 시스템이 절전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출하시 

기본값으로 20분의 절전 시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CS-700은 Aux 입력, USB 연결 또는 버튼을 누름으로 인해 작동이 감지되면 절전 

모드가 종료되고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시스템이 활성화될 때까지 약 10초 

정도 기다려 주십시오. 

SIP 인터페이스가 네트워크 및 SIP 인터페이스의 요구 사항으로 인해 CS-700SP 

또는 CS-700DS 버전으로 구성되면 장치는 절전 모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Audio 

"Settings" 메뉴의 "Audio" 설정 영역은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SP)의 설정을 

변경하고 보조 입력(TZ 오디오)의 게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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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izer" 설정을 사용하면 미리 정의된 스피커 이퀄라이제이션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Voice enhance", "Bass boost" 및 "Treble boost"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igh pass filter"는 마이크로폰에 영향을 미치며 룸의 저주파수 소음을 

필터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High pass filter"는 

비활성화("None")하거나 제공된 "110Hz", "140Hz", "175Hz" 또는 "225Hz" 

주파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TV Audio In Settings"을 통해 AUX-in 입력 음원의 게인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자동 게인 컨트롤입니다. 매뉴얼 게인을 사용하면 운영자는 사전 

정의된 게인 레벨을 -12dB에서 +40dB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Aux-in 포트에서 수신된 신호는 USB 출력 스트림에 혼합되지 

않습니다.  CS-700의 사운드 바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스피커를 

사용하여 룸에서만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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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Bluetooth" 메뉴 설정에서 Bluetooth 연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nable Bluetooth" 상자는 모든 Bluetooth 기능을 시스템 차원에서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상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CS-700에 대한 Bluetooth 통신이 

종료되고 Bluetooth 및 NFC 전면 패널 표시등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시스템의 기본값은 Bluetooth를 사용합니다. 

"Device name"을 사용하면 Bluetooth로 된 장치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Yamaha CS-700:<이 장치의 MAC의 마지막 4문자>입니다.  

"Pairing PIN"은 페어링을 위한 4자리 숫자로 된 Bluetooth Basic Rate의 PIN을 

정의하며 기본값은 "0000"입니다.  

"Pairing and connection timeout" 설정을 사용하면 Bluetooth Basic Rate의 

페어링 모드 및 연결 모드의 시간 초과를 초 단위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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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 페어링 모드 또는 연결 모드가 종료됩니다. 0은 시간 초과 

없음을 나타냅니다. 기본값은 60초입니다. 

"Enable NFC" 상자는 NFC 페어링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상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NFC 전면 패널 표시등 버튼과 관련된 NFC 페어링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시스템의 기본값은 NFC를 사용합니다. 

"Enter Pairing Mode"를 클릭하면 Yamaha CS-700은 Bluetooth 정보를 발신하기 

시작하고 다른 Bluetooth 장치에서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Exit Pairing 

Mode"는 Bluetooth 정보 발신을 종료합니다.  "Unpair All Devices"는 이전에 

페어링된 장치의 모든 Bluetooth 정보를 제거합니다. 

Camera 

"Camera" 탭을 사용하면 CS-700의 전자 "Pan"/"Tilt"/"Zoom" 설정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Pan" 및 "Tilt"는 카메라가 줌 인된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Zoom" 

값은 1~22, "Tilt"는 -18~+18, "Pan"은 -30~+30까지입니다.  최대 22배 줌에서 

카메라는 45도의 시야를 제공합니다. 

설정에 만족하면 PTZ 홈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PTZ 홈 설정은 새로운 USB 

연결이 CS-700에 만들어질 때마다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Go to PTZ Home"을 

클릭하면 저장된 PTZ 홈 값으로 카메라가 복원됩니다. 

마지막으로, "Power line frequency for anti-flicker"는 전원 라인의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형광등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보내진 초당 프레임 수가 

전원 주파수와 맞지 않으면 CS-700의 이미지가 깜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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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Network" 섹션에서는 CS-700의 IP 구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출하시의 

기본값으로 장치는 DHCP 활성화로 설정되며 추가 IP 설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정 IP 주소를 할당하려면 "Enable DHCP"를 선택 해제해야 하며 정적 

IP 파라미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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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Update" 섹션에서는 Yamaha CS-700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Select firmware"를 클릭 한 후 펌웨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찾아 

선택하십시오. 

USB를 사용하여 펌웨어 파일을 업로드하는데 몇 분이 소요되며 화면 하단에 

진행 표시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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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 

"Configuration" 탭에서는 CS-700의 구성 정보를 내보내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여러 CS-700 기기가 동일한 구성을 공유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첫 번째 CS-700을 완전히 구성하고 나머지 CS-700 장치에 대한 

최적의 참조구성으로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후속 CS-700 기기는 원래 구성 

파일을 다시 가져옴으로써 최적의 구성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구성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은 이 설명서 후반의 프로비져닝 절을 참조하십시오. 

기본값으로 재설정할 구성 설정을 선택한 다음 "Reset Defaults" 버튼을 

클릭하여 시스템 기본값을 세부적인 방법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Restore 

factory defaults"는 모든 설정을 원래 설정으로 복원합니다. 

"Restart"를 선택하면 제품이 재부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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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s 

"Logs" 섹션은 분석을 위해 CS-700에서 로깅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합니다.  로깅 정보에 대한 액세스는 일반적으로 연결된 USB 장치의 환경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Yamaha 고객 지원 센터와 

공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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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작동 

USB 연결 화상 회의 - BYOD (나만의 장치 가져오기) 
1. 널리 사용되는 UC(통합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와 함께 CS-700을 

사용하려면 USB 3.0 호환 포트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CS-700 주 USB 케이블에 

연결하고 컴퓨터에서 Yamaha CS-700 오디오 장치 및 Yamaha CS-700 카메라를 

선택하십시오.  

2. UC 소프트웨어에 로그인하고 화상 회의 세션을 설정하십시오. 

3. 음량 조절은 컴퓨터 작동 시스템 또는 CS-700 전면 패널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콘트라스트 및 밝기와 같은 카메라 설정 조정은 UC 소프트웨어 구성 메뉴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Display Link (CS-700DL 및 CS-700DS)가 포함된 모델의 경우 Display Link 

기술의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displaylink.com에서 구할 수 

있으며 보통 BYOD 컴퓨터의 표준 회사 소프트웨어 로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가 설치되면 Display Link 로 연결된 디스플레이가 

컴퓨터 운영 체제의 디스플레이 제어 메뉴에 사용 가능한 별도의 

디스플레이로서 표시됩니다. 

USB 연결 화상 회의 - DIR (룸 내의 장치) 

CS-700을 회의실에서 영구적으로 연결된 장치와 함께 사용하려면 위의 BYOD 절 

2~4에 설명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조직의 IT 부서는 설치 프로세스 중에 

필요에 따라 설치된 컴퓨터를 미리 로드하고 Display Link는 일반적으로 Device 

In Room 사용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디오 이미지 제어하기 

일부 UC (통합 커뮤니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은 카메라 설정 변경을 지원합니다.  

CS-700은 팬, 틸트 및 줌과 함께 밝기, 콘트라스트, 역광 보정 및 기타 기능도 

지원합니다.  UC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이 설정을 변경할 때 USB 연결이 

중단되면 CS-700은 출하시 기본값과 "PTZ 홈" 설정으로 되돌아갑니다.  CS-

700을 사용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가는 새로운 사용자는 사전 설정값으로 

시스템을 찾을 수 있습니다. 

Bluetooth 페어링 및 활성화 

CS-700 전면 패널의 Bluetooth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파란색으로 깜박이면 

페어링 모드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페어링 모드가 되면 휴대용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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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에 표시된 대로 "Yamaha CS-700 <mac 주소>"(또는 시스템 관리자가 지정한 

이름)의 페어링 요청을 수락하십시오. 페어링이 완료되면 CS-700의 Bluetooth 

키가 파란색으로 계속 켜져 활성화된 Bluetooth 연결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시점에서 Bluetooth 연결 장치의 오디오가 CS-700 스피커로 가고 CS-700에 

연결된 다른 오디오 소스 (예: USB 기반 오디오)와 자동으로 혼합됩니다.  MIC 

배열의 오디오 입력은 모바일 장치로 갑니다. 

 Bluetooth 연결은 다음의 여러 작업 중 하나가 발생할 때까지 연결 상태를 

유지합니다. 

 사용자가 모바일 장치에서 연결을 비활성화하는 경우. 

 사용자가 Bluetooth 신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사용자가 연결을 통한 데이터 전송을 중단하고 연결 시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참고: 연결 시간 초과는 구성 가능한 파라미터이며 Web-UI 또는 구성 파일을 

통해 설정됩니다. 0으로 설정하면 데이터 활동이 없더라도 연결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Aux-IN 오디오 지원 

TV 모드의 디스플레이와 같은 룸 스피커 시스템으로 CS-700을 사용하려면 기기 

뒷면의 표준 3.5mm 스테레오 잭 커넥터를 통해 오디오 소스를 연결하십시오. 

게인은 기본값으로 자동으로 조정되고 음량 증가/감소 컨트롤은 사운드 레벨을 

관리합니다. 게인은 Web-UI,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또는 구성 파일을 통해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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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700 구성하기 
 

이 절에서는 CS-700 장치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기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이며 CS-700의 구성 설정에 액세스하는 방법과 특정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CS-700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IP 네트워크를 통한 Web UI, 로컬 USB 연결 PC에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사용, 프로비저닝 서버 및 DHCP 옵션 66 또는 150의 

프로비저닝 파일 사용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구성하기 

원하는 구성 결과를 얻으려면 Web-UI 설명 절을 참조하여 필요한 모든 구성 

메뉴를 수행하십시오. 다른 메뉴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에 각 구성 변경을 

"SUBMIT"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정이 손실됩니다.  

원하는 모든 구성 변경을 수행하고 "SUBMIT"을 클릭한 후에는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을 외부 파일로 내보내어 현재 기기를 복원하거나 설치 

시에 다른 장치에 대한 기본 구성을 제공하는데 사용합니다. 

모든 구성 변경이 수행된 후에는 장치를 다시 부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구성하기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설명 절을 참조하여 모든 구성 

메뉴를 수행하십시오. 

모든 구성 변경이 수행된 후에는 장치를 다시 부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비저닝 서버(옵션 66)를 사용하여 구성하기 
옵션 66을 사용하면 IP 장치가 TFTP 서버에서 구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IP 장치가 부팅되면 DHCP 서버에 IP 주소에 대한 요청을 보냅니다. 

IP 주소 이외에도 DHCP 서버는 DHCP 서버에 구성된 대로 장치에 추가 정보를 

보냅니다.  옵션 66은 장치에 TFTP 또는 HTTP 서버의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제공할 수 있는 구성 항목입니다. 

HTTP 서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http://<서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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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P 서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ftp://<서버 주소>/user="<사용자 이름>"&pass="<암호>" 

<사용자 이름> 및 <암호>는 TFTP 서버에 액세스하기 위해 필요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입니다. 

CS-700은 해당 서버의 주소 정보를 수신하면 해당 서버의 구성 파일에 

액세스하여 시작 중에 장치를 자동 구성합니다.  특정 CS-700 장치의 구성 

파일은 <장치의 MAC 주소>.xml로 지정해야 합니다. 

구성 파일에서 제공되는 모든 구성 데이터는 이전에 CS-700에 입력되었을 수 

있는 구성을 덮어씁니다. 

짧은 설명과 함께 사용 가능한 파라미터 목록이 이 설명서 후반부에 

제공됩니다.  샘플 구성 파일 세트도 제공됩니다. 

프로비저닝 서버(옵션 150)를 사용하여 구성하기 
옵션 150을 사용하면 IP 장치가 TFTP 서버 목록에서 구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IP 장치가 시작되면 DHCP 서버에 IP 주소에 대한 요청을 보냅니다. 

IP 주소 이외에도 DHCP 서버는 DHCP 서버에 구성된 대로 장치에 추가 정보를 

보냅니다.  옵션 150은 장치에 TFTP 또는 HTTP 서버의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 

목록을 제공할 수 있는 구성 항목입니다. 

HTTP 서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http://<서버 주소> 

HTTP 서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ftp://<서버 주소>/user="<사용자 이름>"&pass="<암호>" 

<사용자 이름> 및 <암호>는 TFTP 서버에 액세스하기 위해 필요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입니다. 

일단 CS-700이 이들 서버의 주소 정보를 수신하면 장치는 이 서버의 구성 

파일에 액세스하여 시작 중에 장치를 자동 구성합니다.  특정 CS-700 장치의 

구성 파일은 <CS-700의 MAC 주소>.xml로 지정해야 합니다. 

구성 파일에서 제공되는 모든 구성 데이터는 이전에 전화기에 입력되었을 수 

있는 구성을 덮어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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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프로비저닝하기 

프로비저닝 파일은 xml 형식입니다. 파일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provisioning [include="{쉼표로 분리된 포함 파일 목록}"]> 

 [<config {구성 파라미터 목록} />] 

 [<firmware version="{펌웨어 버전}">{펌웨어 파일 이름}</firmware>] 

</provisioning> 

여기서 []는 옵션 파라미터를 나타내고 {}는 제공되는 내용의 설명을 

나타냅니다. 

"config" 태그는 장치와 관련된 모든 구성 설정을 포함하고 "firmware" 태그는 

최신 펌웨어 버전과 펌웨어 파일 이름을 포함합니다. 

샘플 장치 구성 파일  

파일 이름:  F0DEF1A064E6.xml  MAC 주소가 F0:DE:F1:A0:64:E6인 기기용.  모든 

문자는 파일 이름에서 대문자여야 합니다. 

<provisioning include="enterprise.xml, department.xml"> 

  <config 

 sys.password="1234" 

/> 

</provisioning> 

포함 파일 

파일 이름:  enterprise.xml 

<provisioning> 

 <firmware version="1.0.0.180">CS-700-1-0-0-180.bundle</firmware> 

<config 

audio.eq="0" 

audio.def-speaker-volume="5"  

audio.high-pass-filter="3" 

/> 

</provisioning> 

 

 



 

58 

 

파일 이름:  department.xml 

<provisioning> 

 <config 

net.ntp1="0.pool.ntp.org" 

net.ntp2="1.pool.ntp.org" 

sys.provisioning-interval="1440" 

sys.dst-enabled="1" 

sys.dst-start-rules="3:2:1:2" 

sys.dst-end-rules="11:1:1:2" 

sys.time-zone="6" 

sys.twenty-four-hour-time="0" 

sys.date-format="MM/DD/YYYY" 

/> 

</provisioning> 

 

파일 파라미터 프로비저닝하기(모든 모델) 

다음 표에는 CS-700용 프로비저닝 파일의 일부로 제공할 수 있는 속성이 

나열되어 있으며 모든 모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속성이 제공되지 않고 

값이 장치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 설명된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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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유형 값 기본값 설명 

sys.systemname 텍스트 시스템 이름 문자열 

기본값은 MAC 주소와 연결된 

제품 이름입니다. 

제품 이름 

및 MAC 

주소 

시스템 이름을 지정합니다. 

sys.md5-password 텍스트 암호 문자열 7386 MD5 합계로 저장되는 장치의 관리자 암호입니다. 

sys.enable-btn-

camera 

BOOLEAN 0 : 버튼을 비활성화 

1 : 버튼을 활성화 

1 본체의 카메라 버튼을 활성화/비활성화 

sys.enable-btn-

audio 

BOOLEAN 0 : 버튼을 비활성화 

1 : 버튼을 활성화 

1 본체의 마이크로폰 음소거 버튼을 활성화/비활성화 

sys.enable-btn-

volume 

BOOLEAN 0 : 버튼을 비활성화 

1 : 버튼을 활성화 

1 본체의 스피커 음량 버튼을 활성화/비활성화 

sys.enable-btn-

bluetooth 

BOOLEAN 0 : 버튼을 비활성화 

1 : 버튼을 활성화 

1 본체의 Bluetooth 버튼을 활성화/비활성화 

sys.enable-led-

call 

BOOLEAN 0 : LED를 비활성화 

1 : LED를 활성화 

1 본체의 통화 상태 LED를 활성화/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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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유형 값 기본값 설명 

sys.region INDEXED_ 

OPTION  

1 : 아르헨티나 

2 : 오스트레일리아 

3 : 벨기에 

4 : 브라질 

5 : 캐나다 

6 : 칠레 

7 : 중국 

8 : 코스타리카 

9 : 프랑스 

10 : 독일 

11 : 홍콩 

12 : 인도 

13 : 이스라엘 

14 : 이탈리아 

15 : 일본 

16 : 말레이시아 

17 : 멕시코 

18 : 뉴질랜드 

19 : 싱가폴 

20 : 남아프리카공화국 

21 : 타이완 

22 : 영국 

23 : 미국(기본값) 

24 : 베네수엘라 

23 장치가 작동 중인 지역, 지수 별로 설정 기본값은 

미국(23)입니다. 

sys.dst-enabled BOOLEAN 0 : DST를 비활성화 

1 : DST를 활성화 

1 시스템이 지정된 일광 절약 시간 (DST) 규칙에 따라 

시간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활성화하는 

경우 DST 규칙을 제공해야 합니다. 비활성화 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DST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sys.dst-start-

rules 

텍스트 문자열 형식: 월:주:일:시간 

기본값은 미국용으로 

설정됩니다. 

3:2:1:2 일광 절약 시간이 시작되는 월, 주, 일(일요일 = 1, 

토요일 = 7) 및 시간을 나타냅니다. 기본값은 3월 두 

번째 일요일 오전 2시인 미국 DST 규칙입니다. 

sys.dst-end-rules 텍스트 문자열 형식: 월:주:일:시간 

기본값은 미국용으로 

11:1:1:2 시간이 변경되는 월, 주, 일(일요일 = 1, 토요일 = 7) 

및 시간을 나타냅니다. 기본값은 11월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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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유형 값 기본값 설명 

설정됩니다. 일요일 오전 2시인 미국 DST 규칙입니다. 

sys.time-zone INDEXED_ 

OPTION  

0 : -11:00 미국령 사모아 

1 : -10:00 하와이 

2 : -9:00 알래스카 

3 : -8:00 태평양 표준시 

4 : -7:00 산악 표준시 

5 : -6:00 중부 표준시 

6 : -5:00 동부 표준시 

7 : -4:30 카라카스 

8 : -4:00 대서양 표준시 

9 : -3:30 뉴펀들랜드 

10 : -3:00 브라질 / 

아르헨티나 

11 : -2:00 중부 대서양 

12 : -1:00 아조레스 제도 

13 : 0:00 GMT (기본값) 

14 : +1:00 베를린/파리 

15 : +2:00 아테네 

16 : +3:00 쿠웨이트 

17 : +3:30 테헤란 

18 : +4:00 아부다비 

19 : +4:30 카불 

20 : +5:00 이슬라마바드 

21 : +5:30 뭄바이 

22 : +5:45 카투만두 

23 : +6:00 다카 

24 : +6:30 양곤 

25 : +7:00 방콕 

26 : +8:00 베이징/홍콩 

27 : +9:00 도쿄 

28 : +9:30 아들레이드 

29 : +10:00 시드니 

30 : +11:00 뉴칼레도니아 

13 지수 별 시간대 설정. 기본값은 GMT (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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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유형 값 기본값 설명 

31 : +12:00 오클랜드 

32 : +13:00 누쿠알로파 

sys.require-https BOOLEAN 0 : HTTPS 불필요 

1 : HTTPS 필요 

0 구성은 HTTPS 설정 필요, 0 - 불필요, 1 - 필요. 

sys.power-saving-

mode 

BOOLEAN 0 : 절전 모드 OFF(기본값) 

1 : 절전 모드 ON 

0 절전 모드 설정 구성, 0 - off, 1 - on. 기본값은 off. 

sys.power-saving-

time 

숫자 timeout : 절전 시간 초과(분) 20 분으로 절전 시간 구성. 기본값은 20분. 

sys.provisioning-

interval 

숫자 1-44640 : 프로비저닝 간격(분) 1440 장치의 프로비저닝 간격을 분 단위로 지정하십시오. 

기본값은 1440 (1일)이고 최대 간격은 44640 

(31일)입니다. 

sys.snmp-enable BOOLEAN 0 : SNMP를 비활성화(기본값) 

1 : SNMP를 활성화 

0 SNMP 지원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Disabled (0)은 

SNMP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Enabled (1)은 

SNMP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기본값은 0. 

sys.snmp-

community 

텍스트 Read-only community string. public 서버 및 전송된 트랩의 쿼리에 사용되는 SNMP 읽기 

전용 커뮤니티 문자열을 지정합니다. 읽기 전용은 

권한 수준을 나타냅니다. 장치는 SNMP를 통해 시작된 

쓰기 작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sys.snmp-contact-

name 

텍스트 Contact name.   연락처 이름(일반적으로 시스템 관리자)을 

지정합니다.  이 문자열은 정보용이며 전자 메일 

주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트랩과 관련이 

없습니다. 

sys.snmp-device-

location 

텍스트 Device location.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장치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sys.snmp-address 텍스트 IP 주소 또는 DNS 이름.   트랩을 보낼 SNMP 서버 주소를 지정합니다. 트랩을 

비활성화하려면 비워 두십시오. 

sys.recent-call-

enabled 

BOOLEAN 0 : 최근 통화 목록을 

비활성화 

1 : 최근 통화 목록을 활성화 

1 최근 통화 목록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audio.eq 숫자 1 : 음성(기본값) 

2 : 중저음 강조 

3 : 고음 강조 

1 EQ 설정은 룸 선호도 및 통화 유형에 맞게 스피커 

주파수를 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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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유형 값 기본값 설명 

audio.high-pass-

filter 

INDEXED_ 

OPTION  

0 : 없음(기본값) 

1 : 110 Hz 

2 : 140 Hz 

3 : 175 Hz 

4 : 225 Hz 

0 고역 필터 설정. 고역 필터가 룸 및 애플리케이션 

요건에 맞게 지정됩니다. 저주파수에서 높은 배경 

소음(에어컨, 조명기구 등)이 있는 룸에서 고역 

필터를 사용하십시오. 모든 필터는 바이쿼드 필터로 

신호를 옥타브 당 6dB 줄입니다. 

audio.analog-

audio-in-mode 

BOOLEAN 0 : 자동 게인 설정 

1 : 수동으로 게인 설정 지정 

0 TV 오디오 입력 포트의 경우 게인 설정 모드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선택하십시오. 

audio.analog-

audio-in-gain 

숫자 0.0-17.0 :  수동 게인 설정 4.5 TV 오디오 입력 포트의 경우 아날로그 오디오 입력 

모드가 수동이면 dB 단위의 게인값입니다. 

audio.ring-tone INDEXED_ 

OPTION  

0-5 : 벨소리 지수 0 VoIP 벨소리 선택. 

audio.ringer-

volume 

텍스트 1-18 : 벨소리 음량 레벨 7 VoIP 벨소리 음량 구성. 1 : 18, 기본값 7. 

camera.camera-

ptz-home 

텍스트 문자열 형식: 

<pan> <tilt> <zoom> 

pan: <-30..30> (기본값은 0) 

tilt: <-18..18> (기본값은 0) 

zoom: <1..22> (기본값은 1) 

0 0 1 홈 위치에 대한 기본값 PTZ 설정. 장치가 시작 또는 

USB 연결 해제 후에 업스트림 USB 연결이 

설정되었음을 감지하면 기본값 PTZ 설정으로 

되돌아갑니다. 

bt.bt-enable BOOLEAN 0 : 비활성화 

1 : 활성화 

0 Bluetooth 기본 속도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bt.bt-name 텍스트 장치 이름. 

기본값은 시스템의 MAC 주소와 

연결된 제품 이름입니다. 

"Yamaha 

CS-700 " + 

MAC 주소 

Bluetooth 기본 속도 장치 이름이 발신됩니다. 

bt.bt-pin 텍스트 pin : 4자리 숫자 문자열 0000 페어링을 위한 Bluetooth 기본 속도 식별번호. 

식별번호는 4자리 숫자입니다. 

bt.bt-pair-

timeout 

숫자 0 : 시간 초과 없음 

1-120 : 페어링 시간 초과(초) 

 

60 Bluetooth 기본 속도 페어링 시간 초과(초). 이 시간 

경과 후 페어링 모드가 중지됩니다. 0은 시간 초과 

없음을 나타냅니다. 기본값은 60초입니다. 

bt.enable-nfc BOOLEAN 0 : LED를 비활성화 

1 : LED를 활성화 

1 본체의 NFC 및 NFC 로고 LED를 활성화/비활성화 

ble.ble-enable BOOLEAN 0 : BLE를 비활성화 0 BLE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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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BLE를 활성화 

net.dhcp BOOLEAN 0 : DHCP를 비활성화 

1 : DHCP를 활성화 

1 DHCP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DHCP가 비활성화되는 

경우 정적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및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지정해야 합니다. 

net.ip 텍스트 IP 주소   전화기에 할당된 정적 IP 주소. 

net.subnet 텍스트 IP 주소   장치가 속한 서브넷을 결정하기 위한 서브넷 마스크. 

net.gateway 텍스트 IP 주소 또는 DNS 이름.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IP 네트워크 상의 장치의 기본 

라우터입니다. 

net.dns1 텍스트 IP 주소 또는 DNS 이름.   기본 DNS (Domain Name System) 서버의 주소입니다. 

net.dns2 텍스트 IP 주소 또는 DNS 이름.   보조 DNS (Domain Name System) 서버의 주소입니다. 

net.vlan INDEXED_ 

OPTION  

0 : VLAN을 비활성화 

1 : 수동으로 VLAN ID 지정 

2 : 자동으로 VLAN ID 검지 

2 VLAN 동작과 장치 지원을 지정합니다.  자동 감지 

기능이 있는 음성 VLAN을 제공하는 환경에서는 '자동' 

(2)를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장치는 VLAN 식별자를 

결정하고 해당 네트워크에 등록합니다. 환경이 음성 

VLAN을 사용하지만 음성 VLAN ID를 감지할 수 없는 

경우 '활성화’ (1)을 선택하고 VLAN ID 필드 

net.vlan-id에 ID를 지정하십시오. '비활성화' (0)은 

VLAN 기능을 해제합니다. 

net.vlan-id 숫자 0-4095 : VLAN ID 0 수동으로 지정된 LAN ID (0-4095). VLAN 모드가 

자동이고 VLAN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감지된 VLAN 

ID입니다. 

net.ntp1 텍스트 IP 주소, URL, 또는 DNS 이름. 0.pool.ntp

.org 

첫 번째 NTP (Network Time Protocol) 서버 주소 구성. 

net.ntp2 텍스트 IP 주소, URL, 또는 DNS 이름. 1.pool.ntp

.org 

두 번째 NTP (Network Time Protocol) 서버 주소 구성. 

net.ntp3 텍스트 IP 주소, URL, 또는 DNS 이름. 2.pool.ntp

.org 

세 번째 NTP (Network Time Protocol) 서버 주소 구성. 

net.ntp4 텍스트 IP 주소, URL, 또는 DNS 이름.  네 번째 NTP (Network Time Protocol) 서버 주소 구성. 

net.dot1x-enabled BOOLEAN 0 : 802.1x 인증을 비활성화 

1 : 802.1x 인증을 활성화 

0 네트워크에 액세스하기 위해 Enables 802.1x 인증을 

활성화합니다.  MD5 인증에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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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dot1x-

identity 

텍스트 username : 문자열.   802.1x 인증 ID 설정 – MD5 및 PEAP에 필요. 

net.dot1x-

password 

텍스트 password : 문자열.   802.1x 인증 암호 설정 – MD5 및 PEAP에 필요. 

voip.registrar 텍스트 IP 주소 또는 DNS 이름.   SIP 레지스트라 서버의 IP 주소 또는 DNS 이름입니다.  

VoIP 전화 지원에 필요합니다. 

voip.registrar-

backup 

텍스트 IP 주소 또는 DNS 이름.   페일오버 SIP 레지스트라의 IP 주소 또는 DNS 

이름입니다. 

voip.realm 텍스트 영역 문자열. * VoIP 서버에 대해 인증할 자격 증명의 영역입니다. 이 

값은 401/407 응답의 WWW-Authenticate 또는 Proxy-

Authenticate 헤더에서 서버가 전송한 영역과 

일치해야 합니다.  별표('*')는 엔드 포인트가 모든 

영역에 응답하도록 합니다. 

voip.proxy 텍스트 IP 주소 또는 이름. 여러 개의 

주소는 쉼표로 구분하십시오. 

느슨한 라우팅을 위해 ";lr" 

접미사를 추가하십시오. 

  아웃바운드 SIP 프록시 서버의 IP 주소 또는 

이름입니다. SIP 프록시가 여러 개인 경우 주소를 

쉼표로 구분하십시오. 또한 허용되는 엄격한 라우팅 

옵션이 설정되어 있고 느슨한 라우팅을 위해 구성된 

SIP 프록시가 있는 경우 프록시 주소 뒤에 지정(예: 

'10.134.129.101;lr')을 추가하십시오. 

voip.reg-use-

proxy 

INDEXED_ 

OPTION  

0 : 프록시 없음 

1 : 아웃바운드 전용 

2 : Acc 전용 

3 : 전체 

0 등록할 때 "프록시" 속성에 지정된 SIP 프록시 서버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나열된 프록시 서버가 SIP REGISTER 요청의 

경로 헤더에 추가됩니다. 0=프록시 없음(기본값), 

1=아웃바운드 전용, 2= Acc 전용, 3=전체. 

voip.user 텍스트 SIP 사용자 이름.   SIP 레지스트라 및 프록시로 인증하는데 사용되는 

계정의 SIP 사용자 이름입니다.  VoIP 지원에 

필요합니다. 

voip.password 텍스트 SIP 사용자 암호.   SIP 레지스트라 및 프록시로 인증하는데 사용되는 

계정의 SIP 암호입니다.  VoIP 전화 지원에 

필요합니다. 

voip.id 텍스트 SIP ID.   SIP 등록에 사용되는 SIP ID. 이 필드를 비워두면 

"voip.user" (사용자 이름) 필드가 ID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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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p.name 텍스트 VoIP 표시 이름.   VoIP 표시 이름. 아웃 바운드 통화가 이루어지면 표시 

이름이 표시됩니다. 표시 이름이 제공되지 않으면 

사용자 이름이 사용됩니다. IP PBX가 장치에서 보낸 

표시 이름을 덮어쓰고 PBX에 구성된 이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voip.reg-timeout 숫자 1-604800 : 등록 시간 초과(초) 60 등록 시간 초과는 SIP 계정 등록을 위한 선택적 시간 

초과(초)입니다. 기본값은 60이며, 최대 값은 

604800(7 일)입니다. 

voip.rereg-delay 숫자 1-604800 : 자동 재등록 재시도 

간격(초) 

300 자동 재등록 재시도 간격을 초 단위로 구성하십시오. 

SIP 등록에 실패하면 이 속성은 재시도 사이의 시간 

간격을 초 단위로 지정합니다. 기본값 300초. 

voip.use-timer INDEXED_ 

OPTION  

0 : 비활성 

1 : 옵션 

2 : 필수 

3 : 상시 

1 SIP 세션 연결 유지 타이머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설정을 지정하십시오. 

voip.timer-se 숫자 90-604800 : 세션 타이머(초) 1800 만료 기간(초)은 전화가 원격 전화기에서 새로 고침 

메시지를 받지 않은 경우 SIP 세션이 시간 초과된 

것으로 간주하는 간격입니다. 초 단위로 측정되며 

90보다 무조건 커야 합니다. 

voip.timer-min-se 숫자 1-604800 : 최소 세션 타이머 

값(초) 

90 SIP 세션 타이머 최소 만료 기간(초). 이것은 원격 

전화의 만료 기간을 절충할 때 장치가 수락할 최소 

기간입니다. 세션 타이머 만료 기간이 이 값보다 

작으면 이 값이 대신 사용됩니다. 초 단위로 

측정됩니다. 기본값 90. 

voip.use-100rel BOOLEAN 0 : 신뢰할 수 있는 잠정 

응답을 비활성화 

1 : 신뢰할 수 있는 잠정 

응답을 활성화 

0 신뢰할 수있는 SIP 잠정 응답을 구현합니다. 

기본적으로 설정은 0입니다. SIP는 잠정 응답과 최종 

응답의 두 가지 유형의 응답을 갖는 요청-응답 

유형의 프로토콜입니다. 최종 응답은 수신 확인을 

위해 ACK를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전송됩니다. 잠정 

응답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전송되지 않으며 

ACK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PSTN 상호 운용성 

지원과 같은 일부의 경우에는 잠정적 유형의 응답 

신뢰성이 필요합니다. 안정성을 위해 잠정 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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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K) 메시지 지원을 추가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voip.auto-update-

nat 

BOOLEAN 0 : NAT를 비활성화 

1 : NAT를 활성화 

1 NAT 뒤의 SIP 탐색을 비활성화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0 - 아니오, 1 - 네. 기본값 1 - 네. 

대칭 NAT (네트워크 주소 변환) 뒤의 장치에 

사용됩니다. 활성화되면 장치는 REGISTER 요청의 

응답으로 공용 IP 주소를 추적합니다. 주소가 변경된 

것을 감지하면 현재의 연락처를 등록 취소하고 Via 

헤더에서 얻은 전송 주소로 연락처를 업데이트하여 

SIP 레지스트라에 새 연락처를 등록합니다. 이 

옵션은 STUN이 구성된 경우 UDP 전송의 공개 이름도 

업데이트합니다. 

voip.dtmf-method 텍스트 0 : RTP -- RFC2833 

1 : SIP 정보 

2 : In-band 

0 DTMF 신호 방식. 0 - RTP (RFC2833) (기본값), 1 - SIP 

정보, 2 - in-band. 

voip.media-

onhold-method 

BOOLEAN 0 : M 회선 전용 -- RFC3264 

1 : M 및 C 회선 -- RFC2543 

0 미디어 보류 방식의 설정을 사용하면 다른 RFC 

정의간에 미디어 보류 동작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M 회선 전용 (RFC3264)'(0)은 RFC3264에 따라 기능을 

구현합니다. INVITE 메시지 SDP 본문에서, 속성 'a = 

sendonly'는 지정된 미디어 스트림에 설정되어 

미디어를 보류 상태로 놓습니다. 'M 및 C 회선 

(RFC2543)' (1)은 RFC2543에 따라 기능을 구현합니다. 

INVITE 메시지 SDP 본문에서는 연결선 IP가 

'0.0.0.0'(예: 'c= IN IP4 0.0.0.0')으로 설정되고 

'a=inactive'속성이 추가됩니다. 

voip.use-srtp INDEXED_ 

OPTION  

0 : 비활성화 -- SRTP 사용 

금지; 항상 RTP를 사용 

1 : 옵션 -- SDP에서 SRTP에 

대한 옵션 처리를 사용합니다. 

원격 엔드가 SRTP를 지원하면 

SRTP를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RTP를 사용하십시오. 

2 : 필수 - SRTP의 강제 사용; 

0 SRTP (보안 실시간 전송 프로토콜) 사용을 

제어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0 - 비활성화 - SRTP 사용 금지; 항상 

RTP를 사용. 1 - 옵션 - SDP에서 SRTP에 대한 옵션 

처리를 사용. 원격 엔드가 SRTP를 지원하면 SRTP를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RTP를 사용하십시오. 2 

- 필수 - SRTP 강제 사용. 원격 엔드가 SRTP를 

지원하지 않으면 전화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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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엔드가 SRTP를 지원하지 

않으면 전화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voip.rtp-port 숫자 1024-65535 : 포트 번호 4000 VoIP RTP를 위한 베이스 포트 번호. RTP는 짝수 포트 

번호에서 시작되어 수신되며 관련 RTCP는 다음으로 

높은 홀수 포트 번호를 사용합니다. 범위는 1024 - 

65535. 

voip.set-qos BOOLEAN 0 : QoS를 비활성화 

1 : QoS를 활성화 

0 SIP 및 미디어에 대한 QoS (서비스 품질) 태깅을 

활성화하는 옵션. 계층 3의 경우 인터넷 계층에서 

DiffServ (차별화된 서비스) 우선 순위 수준은 클래스 

3입니다. IP 헤더의 DSCP (차별화된 서비스 코드 

포인트)는 24 (0x18)로 설정됩니다. 계층 2의 경우 

IEEE 802.1p 태깅이 지원됩니다.  

voip.udp-tcp-

selection 

BOOLEAN 0 : UDP 

1 : TCP 

0 SIP 메시지에 사용될 전송. 0 - UDP, 1 - TCP 

voip.local-port 숫자 1024-65535 : 포트 번호 5060 SIP 전송을 위한 로컬 포트를 지정합니다.  범위는 

1024 - 65535. 

voip.bound-addr 텍스트 ip-address : IP 주소   사용할 바운드 IP 주소를 구성합니다. 

voip.no-refer-sub BOOLEAN 0 : 구독 억제를 비활성화 

1 : 구독 억제를 활성화 

0 전송 중에 구독 억제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0 - 비활성화, 1 - 활성화. SIP 통화를 전송할 때 SIP 

REFER 프로세스는 자동으로 임시 이벤트 구독을 

설정하여 REFER 처리시 수신자의 상태에 대해 전송을 

시작한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이벤트 구독 및 알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예: 

포킹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통화를 전송할 때 자동 

이벤트 구독을 억제하려면 이 옵션을 

활성화하십시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IETF RFC 4488 참조) 



 

69 

 

속성 유형 값 기본값 설명 

voip.min-size BOOLEAN 0 : 콤팩트 형식 사용 금지 

1 : 콤팩트 형식 사용. 

0 콤팩트 SIP 메시지 형식 사용. SIP 프로토콜은 헤더 

필드 이름이 전체 이름 형식 또는 약어 형식인지 

지정합니다. 약어 형식은 메시지가 너무 커서 사용 

가능한 전송에서 전송될 수 없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예: UDP의 MTU (최대 전송 단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SIP 헤더를 짧은 형식으로 

인코딩하여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옵션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보내는 메시지의 SIP 

헤더는 전체 이름으로 인코딩됩니다. (SIP 프로토콜 

표준, IETF RFC 3261 참조.) 

voip.allow-strict BOOLEAN 0 : 엄격한 라우팅을 활성화 

1 : 엄격한 라우팅을 비활성화 

0 SIP 등록 프록시에 엄격한 라우팅을 허용합니다. 

기본적으로 SIP 등록에 지정된 프록시는 느슨한 

라우팅 프록시로 구성됩니다. 프록시가 SIP 라우트 

헤더에 추가되면 느슨한 라우팅 지정이 각 프록시 

주소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이전 프록시는 엄격한 

라우팅 (IETF RFC 2543 참조)일 수 있습니다. 느슨한 

라우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IETF RFC 3261 참조). 

엄격한 라우팅 프록시를 사용하는 경우 이 옵션을 

활성화하십시오. 이 옵션을 사용하고 프록시 필드에 

하나 이상의 느슨한 라우팅 프록시를 지정하는 경우 

각 느슨한 라우팅 프록시 주소에 접미사를 수동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예: "10.134.123.101;lr". 

voip.stun-srv 텍스트 stun-address : 문자열. IP 

주소, 도메인 이름, 또는 

호스트 이름 및 옵션 포트 

번호. 여러 개의 주소는 

쉼표로 구분하십시오. 

  전화가 NAT 뒤에 있는지 여부, NAT 유형, 및 전화기의 

공용 주소를 확인하는데 사용할 STUN (NAT용 세션 

탐색 유틸리티) 서버 IP 주소 또는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필드는 쉼표로 구분된 서버 목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서버는 도메인 이름,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일 수 있으며 옵션 포트 번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STUN에 대해서는 IETF RFC 53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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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p.use-ice BOOLEAN 0 : ICE를 비활성화 

1 : ICE를 활성화 

0 NAT 탐색을 위해 ICE (대화형 연결 설정) 프로토콜을 

활성화합니다. ICE는 STUN 및 TURN을 활용하여 통신을 

위한 후보(IP 주소 및 포트)를 식별하고 후보 쌍을 

평가 및 우선 순위를 매겨 최상의 경로를 

선택합니다. 미디어 릴레이 사용과 같은 비싼 후보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선택됩니다. (ICE에 대해서는 IETF 

RFC 5245 참조.) 

voip.ice-regular BOOLEAN 0 : 일반적 지명 방식 

1 : 공격적 지명 방식 

1 ICE 지명 방식. ICE를 사용할 경우 선호하는 ICE 지명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후보 쌍(로컬 및 원격 노드의 

IP 주소 및 포트)의 유효성을 검사하기 위해 FLX UC는 

미디어 연결 테스트의 일부로 STUN 바인딩 요청을 

보냅니다. 사용할 후보가 지명되면 후보 쌍이 

지명되었음을 나타내는 플래그와 함께 STUN 바인딩 

요청이 전송됩니다. 두 가지 지명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일반적 지명의 경우 FLX UC는 초기 

STUN 바인딩 요청으로 후보 쌍을 확인한 다음 해당 

쌍이 지명되었음을 나타내는 플래그와 함께 다른 

STUN 바인딩 요청을 전송하여 유효한 후보 쌍을 

선택합니다. 공격적-공격적 지명의 경우 FLX UC는 두 

번째 STUN 바인딩 요청으로 지명된 플래그를 

설정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모든 후보 쌍에 

대한 STUN 바인딩 요청에 플래그를 설정합니다. 첫 

번째 쌍이 성공적으로 연결 확인을 통과하면 ICE 

처리가 완료됩니다. 공격적인 방식이 더 빠르지만 

항상 최적 경로가 선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voip.ice-max-

hosts 

숫자 0 : 최대값 없음 

1~10 : 호스트 후보의 최대수 

5 ICE 호스트 후보의 최대수. ICE 호스트 후보는 

호스트의 실제 로컬 전송 주소입니다. 호스트 전송 

주소는 연결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바인딩하여 

가져옵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에는 실제 

인터페이스와 VPN과 같은 가상 인터페이스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 옵션은 최상의 경로를 결정할 때 

후보 쌍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로컬 ICE 

호스트 후보의 최대수를 지정합니다.  0은 최대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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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을 나타냅니다. 

voip.ice-no-rtcp BOOLEAN 0 : RTCP 비활성화 금지 

1 : RTCP 비활성화 유지 

0 ICE에서 RTCP 구성 요소를 비활성화하지 않는 옵션. 

"0"을 선택하면 RTCP가 활성화되고 1은 RTCP가 

비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voip.use-turn BOOLEAN 0 : TURN을 비활성화 

1 : TURN을 활성화 

0 ICE를 사용할 때 TURN (릴레이 NAT를 사용한 탐색) 

릴레이를 활성화합니다. TURN 릴레이는 공용 인터넷 

상에 상주하는 미디어 중계 서버로서 클라이언트간에 

미디어 데이터 패킷을 중계할 수 있습니다. TURN 

릴레이는 STUN 또는 직접 연결과 같이 다른 선호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TURN이 활성화되면 다른 TURN 설정(서버, 사용자 이름 

및 암호)도 지정해야 합니다. 

voip.turn-srv 텍스트 address : 문자열. 형식은 

'DOMAIN:PORT' 또는 

'HOST:PORT'입니다. 

  TURN 서버 도메인 이름 또는 호스트 이름 및 포트. 

형식은 'DOMAIN:PORT' 또는 'HOST:PORT'입니다. 

voip.turn-user 텍스트 사용자 이름.   TURN 서버에 대한 인증용 사용자 이름. 

voip.turn-passwd 텍스트 암호.   TURN 서버에 대한 인증용 암호. 

voip.turn-tcp BOOLEAN 0 : TCP 사용 금지; UDP 사용 

1 : TCP 사용 

0 TURN 릴레이에서 TCP를 사용할지 여부를 구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UDP를 사용하십시오. 0 - 아니오, 1 - 

네. 

voip.codec1 INDEXED_ 

OPTION  

0 : 없음 

1 : G.722 

2 : G.711 u-law (PCMU) 

3 : G.711 A-law (PCMA) 

4 : G.726 

5 : G.729 

1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코덱. voip.codec1-

voip.codec5에서 적어도 하나는 "없음"이 아닌 코덱을 

선택해야 합니다. 

voip.codec2 INDEXED_ 

OPTION  

0 : 없음 

1 : G.722 

2 : G.711 u-law (PCMU) 

3 : G.711 A-law (PCMA) 

4 : G.726 

5 : G.729 

2 두 번째로 우선 순위가 높은 코덱. voip.codec1-

voip.codec5에서 적어도 하나는 "없음"이 아닌 코덱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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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p.codec3 INDEXED_ 

OPTION  

0 : 없음 

1 : G.722 

2 : G.711 u-law (PCMU) 

3 : G.711 A-law (PCMA) 

4 : G.726 

5 : G.729 

3 세 번째로 우선 순위가 높은 코덱. voip.codec1-

voip.codec5에서 적어도 하나는 "없음"이 아닌 코덱을 

선택해야 합니다. 

voip.codec4 INDEXED_ 

OPTION  

0 : 없음 

1 : G.722 

2 : G.711 u-law (PCMU) 

3 : G.711 A-law (PCMA) 

4 : G.726 

5 : G.729 

4 네 번째로 우선 순위가 높은 코덱. voip.codec1-

voip.codec5에서 적어도 하나는 "없음"이 아닌 코덱을 

선택해야 합니다. 

voip.codec5 INDEXED_ 

OPTION  

0 : 없음 

1 : G.722 

2 : G.711 u-law (PCMU) 

3 : G.711 A-law (PCMA) 

4 : G.726 

5 : G.729 

5 가장 우선 순위가 낮은 코덱. voip.codec1-

voip.codec5에서 적어도 하나는 "없음"이 아닌 코덱을 

선택해야 합니다. 

voip.ptime 숫자 10~60 : ptime 간격(밀리초) 20 코덱의 ptime (패킷화 간격) 값은 오디오 트래픽을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RTP 패킷의 미디어가 나타내는 

시간(밀리초)을 결정합니다. 유효한 범위는 10~60. 

기본값은 20. 

voip.mwi BOOLEAN 0 : MWI 신호를 비활성화 

1 : MWI 신호를 활성화 

0 장치에 MWI (메시지 대기 표시등)를 표시할 수 있게 

하고 PBX에서 메시지 대기 알림을 수신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PBX가 등록된 

사용자의 음성 메일을 지원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voip.vm-number 텍스트 VoIP 음성 메일 번호.   UI에서 음성 메일을 호출할 때 전화를 거는 

번호입니다.  

voip.do-not-

disturb 

BOOLEAN 0 : DND를 비활성화 

1 : DND를 활성화 

0 DND (착신거부) 설정을 구성합니다. 0 - 비활성화, 1 

-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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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p.auto-answer 숫자 0 : 자동 응답을 비활성화 

100~699 : 응답 시에 보낼 

RESPONSE 

0 수신되는 VoIP 전화에 자동 응답. 테스트 목적으로만 

이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기가 

착신거부로 설정된 경우 또는 사용 가능한 회선이 

없는 경우 착신 전환 규칙이 적용됩니다. 착신 전환 

규칙을 지정하지 않으면 수신 전화가 음성 메일로 

전송됩니다. 음성 메일이 지원되지 않으면 통화가 

거부됩니다. 

voip.duration 숫자 0 : 최대값 없음 

1~10080 : 최대 VoIP 전화 

시간(분) 

0 분 단위로 최대 VoIP 전화 시간을 지정합니다. 통화 

시간이 최대값에 도달하면 통화가 자동 종료됩니다. 

최대 한도는 10,080분(7일)입니다. 0은 최대 통화 

시간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voip.dial-plan 텍스트 dialplan : 다이얼 플랜 

문자열. 

  VoIP 다이얼 플랜 문자열을 지정합니다. 다이얼 플랜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voip.always-

forwarding 

BOOLEAN 0 : 비활성화 

1 : 활성화 

0 모든 수신 VoIP 전화를 지정된 번호로 착신 전환하는 

기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voip.always-

forwarding-num 

텍스트 VoIP 다이얼 번호.    수신되는 모든 VoIP 전화를 지정된 번호로 착신 

전환합니다. 

voip.busy-

forwarding 

BOOLEAN 0 : 비활성화 

1 : 활성화 

0 로컬 전화기가 '착신거부' 모드이거나 두 회선이 

모두 통화 중인 경우 수신 전화를 지정된 번호로 

착신 전환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voip.busy-

forwarding-num 

텍스트 VoIP dialing number.    로컬 전화가 '착신거부' 모드이거나 두 회선이 모두 

통화 중인 경우 수신 전화를 지정된 번호로 착신 

전환합니다. 

voip.noanswer-

forwarding 

BOOLEAN 0 : 비활성화 

1 : 활성화 

0 'noanswer-delay' 속성에 지정된 시간 내에 전화에 

응답이 없으면 지정된 번호로 수신되는 VoIP 전화의 

착신 전환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voip.noanswer-

forwarding-num 

텍스트 VoIP dialing number.    'noanswer-delay' 속성에 지정된 시간 내에 전화에 

응답이 없으면 수신되는 VoIP 전화를 지정된 번호로 

착신 전환합니다. 

voip.noanswer-

delay 

숫자 2~30 : 착신 전환 전에 

대기하는 시간(초) 

4 응답이 없는 수신 전화를 'noanswer-forwarding-num' 

번호로 착신 전환하기 전에 대기하는 

시간(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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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텍스트 ""  펌웨어 버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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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사용하기 

Yamaha CS-700은 Yamaha의 관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기기를 직접 제어 

및 관리하기 위해 타사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API를 사용하면 USB 연결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CS-700 기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용 사례는 예를 들어 룸 제어 시스템과의 

통합입니다. 

API 및 인터페이스의 전체 설명서는https://uc.yamaha.com/products/video-sound-

bar/huddle-room-syste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PI는 Windows, macOS 및 

Chrome OS 운영 체제용 C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됩니다. 

사용 가능한 함수 및 명령의 서브셋에 대한 설명은 다음 절을 참조하십시오. 

USB API 함수 

CsDevComm_Mode enum 

 

설명: USB 연결 유형의 열거형. 클라이언트는 세션 시작 시 Auto, HID 또는 Bulk와 

같은 연결 유형을 지정해야 합니다. Auto는 가능하다면 Bulk를 선택하며, 

그렇지 않으면 HID를 선택합니다.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할 때는 Bulk가 

바람직합니다. 

 

구문: 

 
typedef enum { 

 CsDevComm_Mode_Auto = 0, 

 CsDevComm_Mode_Hid, 

 CsDevComm_Mode_Bulk, 

 CsDevComm_Mode_Num 

} CsDevComm_Mode; 

 

devAttach 

 

설명: 장치와의 USB 통신을 확립합니다. 

 

구문: 

 
EXPORT int __cdecl devAttach(int mode, void(*debug_callback)(char *msg), 

void(*event_callback)(int type)); 

 

파라미터: 

 

 

 

 

https://uc.yamaha.com/products/video-sound-bar/huddle-room-system/
https://uc.yamaha.com/products/video-sound-bar/huddle-room-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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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설명 

mode enum CsDevComm_Mode에서 선택한 USB 연결 모드(HID 또는 Bulk). 

debug_callback 디버그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한 콜백 함수의 포인터. 

msg 디버그 메시지의 포인터. 

event_callback 이벤트를 처리하는 콜백 함수의 포인터. 

type 이벤트 유형(아래 표 참조). 

 

반환값: 
 

값 설명 

-1 일반 오류 

0 성공 

1 장치 연결 안 됨. 

2 인증 실패 
 

이벤트 유형: 
 

유형 설명 

0xFF 장치 연결 해제됨. 

 

devDetach 
 

설명: 세션 연결 해제. 
 

구문: 
 

EXPORT void __cdecl devDetach(void); 
 

반환값: 
 

값 설명 

-1 일반 오류 

0 성공 
 

isConnected 
 

설명: USB 연결 상태를 가져옵니다. 
 

구문: 
 

EXPORT int __cdecl isConnected(void); 
 

반환값: 
 

값 설명 

-1 일반 오류 

0 미연결 

1 HID 연결 

2 Bulk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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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CliCmd 
 

설명: 장치에 CLI 형식 명령을 보냅니다.  명령은 "USB/Telnet CLI 명령" 절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문: 
 

EXPORT int __cdecl coreCliCmd(char *cmd, char* rsp, int len);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cmd CLI 명령 문자열(API 명령 참고자료 참조) 

rsp 응답 문자열에 대한 포인터 

len 응답 문자열에서 사용 가능한 바이트 

 

반환값: 

 

값 설명 

-1 일반 실패 

0 성공 

notifCtrl 
 

설명: 알림을 활성화/비활성화하고 CLI 형식 알림을 처리하는 콜백 함수를 

등록합니다. 알림은 다음 절에서 정의됩니다.  장치 연결이 끊어지면 

알림이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구문: 
 

EXPORT int __cdecl notifCliCtrl(int mode, void(*notif_callback)(char *msg));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mode 알림을 활성화/비활성화 

notif_callback CLI 알림을 처리하기 위한 콜백 함수의 포인터 

msg 콜백 함수 파라미터:  알림 메시지 문자열(명령 참고자료 참조) 

 

반환값: 

 

값 설명 

-1 일반 실패 

0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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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net / IP 인터페이스 

CS-700을 서버로 사용하여 컨트롤에 IP 연결을 사용하려면 Web-UI의 

"SETTINGS"-"Admin"페이지에서 "Enable telnet access" 확인란을 선택해야 

합니다. 

 

 

표준 Telnet 포트 번호 23을 제공하여 CS-700 기기의 IP 주소에 연결하고 텔넷 

연결을 시작하십시오.  사용자 이름은 roomcontrol이고 암호는 Yamaha-CS-

700이며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포트 번호는 표준 Telnet 포트 

23입니다.  연결되면 다음 절에 나열된 CLI 명령을 CS-700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USB/Telnet CLI 명령 

사용 가능한 명령의 서브넷은 사용 가능한 속성, 상태 항목 및 파라미터를 

포함하여 아래에 나열됩니다. 알림은 해당 속성 또는 상태 항목으로 

식별됩니다.  CLI를 사용하여 이 명령을 사용한 샘플이 제공됩니다. 

 

명령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parameter> 꺽쇠 괄호 안의 항목은 파라미터입니다. 

<"call-status"> 인용 부호로 묶인 항목은 파라미터 절에서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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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 파라미터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0|1|2> 가능한 값 목록은 수직 막대로 구분됩니다. 

<connected|disconnected> 인용 부호가 없는 파라미터는 리터럴 값입니다. 

<0..10> 값의 범위는 줄임표로 구분됩니다. 

<"paired"> [<"mac"> 

<"name">] 

대괄호는 옵션 파라미터를 나타냅니다. 

[<"mac"> <"name">]+ 반복되는 값 목록은 더하기 기호로 지정됩니다. 

 

속성의 경우 설명에는 아래를 포함하여 속성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나열됩니다. 

 

 get –  속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속성에 해당합니다. 

 set –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notify – 속성이 변경되면 등록된 클라이언트에게 알림이 전송됩니다. 

 

echo 

 

설명: 텔넷 인터페이스에서 화면 에코를 활성화 / 비활성화합니다. 

 

속성 작업:    set 

 

명령어 정의: 

 

작업 정의 

set set echo <0|1>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0 화면 반향 끄기 

1 화면 반향 켜기 

 

형식 예: 

 
set echo 1 

 

지원 제품:  CS700-AV, CS700-SP, CS700-DL, CS700-DS 

usb-conn-status 

 

설명: USB 연결 상태를 문의합니다. 

 

속성 작업:    get, no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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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정의: 
 

작업 정의 

get get usb-conn-status 

response val usb-conn-status <0|1> 

notify notify sys.usb-conn-status <0|1>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0 USB가 연결 안 됨. 

1 USB가 연결됨. 
 

형식 예: 
 

get usb-conn-status 

val usb-conn-status 1 
 

notify sys.usb-conn-status 1 
 

지원 제품:  CS700-AV, CS700-SP, CS700-DL, CS700-DS 

speaker-volume 
 

설명: 통화를 위한 스피커 음량을 구성합니다. 1 : 18. 
 

속성 작업:    set, get, notify 
 

기본값: 9 
 

명령어 정의: 
 

작업 정의 

get get speaker-volume 

response val speaker-volume <1..18> 

set set speaker-volume <1..18> 

notify notify audio.speaker-volume <1..18>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1~18 음량 설정 
 

형식 예: 
 

get speaker-volume 

val speaker-volume 12 
 

set speaker-volume 12 
 

notify audio.speaker-volume 12 
 

지원 제품:  CS700-AV, CS700-SP, CS700-DL, CS700-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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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ger-volume 
 

설명: VoIP 벨소리 음량 구성. 1 : 18. 
 

속성 작업:    set, get, notify 
 

기본값: 13 
 

명령어 정의: 
 

작업 정의 

get get ringer-volume 

response val ringer-volume <1..18> 

set set ringer-volume <1..18> 

notify notify audio.ringer-volume <1..18>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1~18 벨소리 음량 레벨 

 

 

형식 예: 
 

get ringer-volume 

val ringer-volume 7 

 

set ringer-volume 7 

 

notify audio.ringer-volume 7 

 

지원 제품:  CS700-SP, CS700-DS 

mute 
 

설명: 마이크로폰 음소거. 
 

속성 작업:    set, get, notify 
 

명령어 정의: 
 

작업 정의 

get get mute 

response val mute <0|1> 

set set mute <0|1> 

notify notify audio.mute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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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0 마이크로폰 음소거 해제 

1 마이크로폰 음소거 

 

형식 예: 
 

get mute 

val mute 0 

 

set mute 0 

 

notify audio.mute 0 

 

지원 제품:  CS700-AV, CS700-SP, CS700-DL, CS700-DS 

camera-mute 
 

설명: 카메라 비디오 "음소거" 또는 정지 상태. 
 

속성 작업:    set, get, notify 
 

명령어 정의: 
 

작업 정의 

get get camera-mute 

response val camera-mute <0|1> 

set set camera-mute <0|1> 

notify notify camera.camera-mute <0|1>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0 카메라 비디오가 음소거 되지 않음 

1 카메라 비디오가 음소거 됨 

 

형식 예: 

 
get camera-mute 

val camera-mute 0 

 
set camera-mute 0 

 
notify camera.camera-mute 0 

 

지원 제품:  CS700-AV, CS700-SP, CS700-DL, CS700-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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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a-pan 

 

설명: 카메라의 디지털 팬 설정. 줌 인일 때만 카메라가 팬 가능합니다. 

 

속성 작업:    set, get, notify 

 

명령어 정의: 

 

작업 정의 

get get camera-pan 

response val camera-pan <-30..30> 

set set camera-pan <-30..30> 

notify notify camera.camera-pan <-30..30>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30~30 팬 설정 

기본값은 0 

 

형식 예: 

 
get camera-pan 

val camera-pan 0 

 
set camera-pan 0 

 
notify camera.camera-pan 0 

 

지원 제품:  CS700-AV, CS700-SP, CS700-DL, CS700-DS 

camera-tilt 

 

설명: 카메라의 디지털 틸트 설정. 줌 인되었을 때만 카메라가 틸트 가능합니다. 

 

속성 작업:    set, get, notify 

명령어 정의: 
 

작업 정의 

get get camera-tilt 

response val camera-tilt <-18..18> 

set set camera-tilt <-18..18> 

notify notify camera.camera-tilt <-18..18>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18~18 틸트 설정 

기본값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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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예: 
 

get camera-tilt 

val camera-tilt 0 

 

set camera-tilt 0 

 

notify camera.camera-tilt 0 

 

지원 제품:  CS700-AV, CS700-SP, CS700-DL, CS700-DS 

camera-zoom 

 

설명: 카메라의 디지털 줌 설정. 줌을 1로 설정하면 팬 및 틸트 설정이 강제로 

0이 됩니다. 

속성 작업:    set, get, notify 
 

명령어 정의: 
 

작업 정의 

get get camera-zoom 

response val camera-zoom <1..22> 

set set camera-zoom <1..22> 

notify notify camera.camera-zoom <1..22>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1~22 줌 설정 

기본값은 1 
 

형식 예: 
 

get camera-zoom 

val camera-zoom 1 

 

set camera-zoom 1 

 

notify camera.camera-zoom 1 

 

지원 제품:  CS700-AV, CS700-SP, CS700-DL, CS700-DS 

cam-apply-defaults 

 

설명: 카메라의 기본값 PTZ 설정을 적용합니다. 이 설정은 장치 시작시 또는 USB 

연결 해제 후에 업스트림 USB 연결이 설정되었음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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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정의: 

 

작업 정의 

execute cam-apply-defaults 

 

파라미터: 없음 

 

형식 예: 

 
cam-apply-defaults 

 

지원 제품:  CS700-AV, CS700-SP, CS700-DL, CS700-DS 

status 

 

설명: 통화 상태를 묻습니다. 

 

속성 작업:    get, notify 

 

명령어 정의: 

 

작업 정의 

get get status <1..3|usb|bt> 

response val status <1..3|usb|bt> <"call-status"> 

notify notify call.status <1..3|usb|bt> <"call-status">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1 VoIP 회선 1 

2 VoIP 회선 2 

3 VoIP 회선 3 (전송에 사용됨) 

usb USB 회선 

bt Bluetooth 회선 

call-status 각 통화 유형에 대응하는 아래 문자열. 

VoIP 통화  

idle 초기화 상태. 

incoming 수신된 VoIP 전화 받기. 

calling VoIP 전화 발신 시작하기. 

failed 발신 통화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disconnected"가 

됩니다. 

connected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onhold 전화가 보류됩니다. 

connected-in-

conf 

전화 회의 중입니다. 

disconnected 통화 중이 아니거나 전화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update 전화가 상대쪽에 의해 전송됩니다 (일부 통화 관리자의 경우 통화 

상태는 전송 후 "connected"로 유지됩니다). 



 

86 

 

missed 착신거부로 인해 수신된 VoIP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USB 통화  

active USB 오디오가 활성화되었습니다. 

incoming 호스트에서 수신되는 USB 전화 신호를 수신합니다. 

inactive USB 오디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onhold USB 오디오가 보류 중입니다. 

connected-in-

conf 

전화 회의 중입니다. 

BT 통화  

active BT 오디오가 활성화되었습니다. 

incoming 연결된 전화로부터 수신 BT 전화 신호가 수신되었습니다. 

inactive BT 오디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onhold BT 오디오가 보류 중입니다. 

connected-in-

conf 

전화 회의 중입니다. 

 

형식 예: 
 

get status 1 

val status 1 connected 
 

notify call.status 1 connected 
 

지원 제품:  CS700-AV, CS700-SP, CS700-DL, CS700-DS 

status-all 

 

설명: 모든 통화 상태를 문의합니다. 상태 유형의 설명에 대해서는 "call-status"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속성 작업:    get  
 

명령어 정의: 
 

작업 정의 

get get status-all 

response val status-all line1:<"voip1-status"> line2:<"voip2-status"> line3:<"voip3-

status"> bt:<"bt-status"> usb:<"usb-status">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voip1-status VoIP 회선 1 통화 상태 

voip2-status VoIP 회선 2 통화 상태 

voip3-status VoIP 회선 3 통화 상태 

bt-status Bluetooth 통화 상태 

usb-status USB 통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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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예: 
 

get status-all 

val status-all line1:onhold line2:connected line3:disconnected bt:idle usb:idle 
 

지원 제품:  CS700-AV, CS700-SP, CS700-DL, CS700-DS 

dial  
 

설명: 주어진 번호를 사용하여 VoIP 전화를 겁니다. 
 

명령어 정의: 
 

작업 정의 

execute dial  <"voip-line-id"> <"number">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voip-line-id 1 VoIP 회선 1 

voip-line-id 2 VoIP 회선 2 

voip-line-id 3 VoIP 회선 3 (전송에 사용됨) 

number 전화를 걸 VoIP 번호 

 

형식 예: 
 

dial  1 7823 

 

지원 제품:  CS700-AV, CS700-SP, CS700-DL, CS700-DS 

사용 가능한 API 버전:  1.0 

answer  
 

설명: 수신된 전화에 응답합니다. 
 

명령어 정의: 
 

작업 정의 

execute answer  <1..3>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voip-line-id 1 VoIP 회선 1 

voip-line-id 2 VoIP 회선 2 

voip-line-id 3 VoIP 회선 3 (전송에 사용됨) 

 

형식 예: 
 

answer  1 
 

지원 제품:  CS700-AV, CS700-SP, CS700-DL, CS700-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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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up  
 

설명: 주어진 전화를 끊습니다. 
 

명령어 정의: 
 

작업 정의 

execute hangup  <1..3>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voip-line-id 1 VoIP 회선 1 

voip-line-id 2 VoIP 회선 2 

voip-line-id 3 VoIP 회선 3 (전송에 사용됨) 

형식 예: 

 
hangup  1 

 

지원 제품:  CS700-AV, CS700-SP, CS700-DL, CS700-DS 

hold  

 

설명: 주어진 전화를 보류합니다. 

 

명령어 정의: 

 

작업 정의 

execute hold  <1..3|usb|bt|all>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voip-line-id 1 VoIP 회선 1 

voip-line-id 2 VoIP 회선 2 

voip-line-id 3 VoIP 회선 3 (전송에 사용됨) 

usb USB 통화/오디오 

bt BT 통화 

all 모든 활성 통화 

 

형식 예: 

 
hold  1 

 

지원 제품:  CS700-AV, CS700-SP, CS700-DL, CS700-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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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me  
 

설명: 주어진 통화를 재개합니다. 
 

명령어 정의: 
 

작업 정의 

execute resume  <1..3|usb|bt>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voip-line-id 1 VoIP 회선 1 

voip-line-id 2 VoIP 회선 2 

voip-line-id 3 VoIP 회선 3 (전송에 사용됨) 

usb USB 통화/오디오 

bt BT 통화 

all 모든 활성 통화 

형식 예: 
 

resume  1 

 

지원 제품:  CS700-AV, CS700-SP, CS700-DL, CS700-DS 

swap  
 

설명: 보류된 통화를 교환하는데 사용되는 대상 통화로 소스 통화를 전환합니다. 
 

명령어 정의: 
 

작업 정의 

execute swap  <"held-line-id"> <"active-line-id">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held-line-id 

<1..3|usb|bt> 

현재 보류 중인 통화의 회선 ID. 이 통화가 재개됩니다. 

active-line-id 

<1..3|usb|bt> 

현재 활성 상태인 통화의 회선 ID. 이 통화는 보류됩니다. 

 

형식 예: 
 

swap  1 2 
 

지원 제품:  CS700-AV, CS700-SP, CS700-DL, CS700-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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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  

 

설명: 기존 전화 회의에 사용되는 대상 통화에 참여합니다. 
 

명령어 정의: 
 

작업 정의 

execute join  <"source-line-id"> <"target-line-id">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source-line-id 

<1..3|usb|bt> 

대상에 참여할 통화의 회선 ID 

target-line-id 

<1..3|usb|bt> 

소스가 참여할 통화의 회선 ID 

 

형식 예: 
 

join  1 2 
 

지원 제품:  CS700-AV, CS700-SP, CS700-DL, CS700-DS 

transfer  
 

설명: 확인된 전송에 사용되는 대상 통화로 소스 통화를 전송합니다. 
 

명령어 정의: 
 

작업 정의 

execute transfer  <"source-line-id"> <"target-line-id">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source-line-id 

<1..3> 

전송 중인 통화의 회선 ID 

target-line-id 

<1..3> 

소스가 전송될 통화의 회선 ID 

 

형식 예: 
 

transfer  1 2 

 

지원 제품:  CS700-AV, CS700-SP, CS700-DL, CS700-DS 

do-not-disturb 
 

설명: DND (착신거부) 설정을 구성합니다. 
 

속성 작업:    set, get, no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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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 0 
 

명령어 정의: 
 

작업 정의 

get get do-not-disturb 

response val do-not-disturb <0|1> 

set set do-not-disturb <0|1> 

notify notify voip.do-not-disturb <0|1>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0 DND를 비활성화(기본값) 

1 DND를 활성화 
 

형식 예: 
 

get do-not-disturb 

val do-not-disturb 0 
 

set do-not-disturb 0 
 

notify voip.do-not-disturb 0 
 

지원 제품:  CS700-SP, CS700-DS 

dtmf 
 

설명: 주어진 VoIP 회선에 DTMF 번호 또는 숫자 문자열을 보냅니다.  이것은 

전화를 걸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화 중에 DTMF 신호음을 전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령어 정의: 
 

작업 정의 

set set dtmf <"voip-line-id"> <"digits">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voip-line-id 1 VoIP 회선 1 

voip-line-id 2 VoIP 회선 2 

voip-line-id 3 VoIP 회선 3 (전송에 사용됨) 

digits dtmf digit or string of dtmf digits 
 

형식 예: 
 

set dtmf 1 5233 
 

지원 제품:  CS700-SP, CS700-DS  



 

92 

 

장치 펌웨어 업그레이드하기 
때때로 CS-700 장치의 기능 및 특성 세트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새 장치 

펌웨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https://uc.yamaha.com/products/video-sound-

bar/huddle-room-system/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십시오. 이 

소프트웨어는 번들 파일로 패키지화되어 프로비저닝 파일을 통해 CS-700에 

직접 적용되거나 Web-UI 또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CS-700에 직접 

적용됩니다. 파일 끝에 ".bundle"이라는 접미사를 붙이는 이름 지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Web-UI를 통해 업그레이드하기 

업그레이드 펌웨어 파일을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TOOLS-Update 섹션에서 

사용하여 장치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수행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설명서의Web-UI 절을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업그레이드하기 

CS-700 펌웨어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연결된 PC에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수행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설명서의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절을 참조하십시오. 

프로비저닝 서버에서 업그레이드하기 

프로비저닝 서버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려면 프로비저닝 파일의 

펌웨어 요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버전 속성 값은 제공된 파일의 올바른 

펌웨어 버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요소 값은 해당 펌웨어 번들의 파일 

이름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firmware version="1.0.0.112">CS-700-1-0-0-180.bundle</firmware> 

 

자세한 내용은 프로비저닝 서버 및 옵션 66 또는 옵션 150을 사용한 CS-700 

장치 구성 절을 참조하십시오. 

  

https://uc.yamaha.com/products/video-sound-bar/huddle-room-system/
https://uc.yamaha.com/products/video-sound-bar/huddle-room-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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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타사 애플리케이션 별 세션 제어 기능 세부 사항 

Windows 컴퓨터 사용하기 

오디오 음량 및 음소거는 운영 체제와 통합되어 있습니다.  운영 체제 및 CS-

700 장치의 음량 변경은 통신으로 양측에 반영됩니다.  오디오 통합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접 수행되지 않습니다. 

Mac 컴퓨터 사용 

오디오 음량 및 음소거는 운영 체제와 통합되어 있습니다.  운영 체제 및 CS-

700 장치의 음량 변경은 통신으로 양측에 반영됩니다.  오디오 통합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접 수행되지 않습니다. 

 

 

USB 3.0 연장 케이블 

 

다음 USB 연장 케이블은 CS-700과 함께 사용하도록 테스트되었으며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제품이 모든 환경에서 작동한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각 USB 연장 케이블이 지원하는 거리는 제조업체의 사양에 따라 

다양합니다. 

 Startech 활성 USB 3.0 USB-A - USB-B 케이블, M/M, 10M - SKU # USB3SAB10M.  

 Cable Matters SuperSpeed USB 3.0 Type A, M/F, 활성 연장 케이블, 5M   

  



 

94 

 

SNMP 지원 세부 사항 

 

CS-700은 SNMP 지원을 제공하도록 구성할 수 있는 SNMP 에이전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CS-700 관리자가 SNMP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해야 하는 SNMP 구성 

설정을 설명합니다. 

 

snmp-enable SNMP 지원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Disabled (0)은 SNMP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Enabled (1)은 SNMP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기본값은 0. 

snmp-address 트랩을 보낼 SNMP 서버 주소를 지정합니다. 트랩을 

비활성화하려면 비워 두십시오. 

snmp-community 서버 및 전송된 트랩의 쿼리에 사용되는 SNMP 읽기 전용 

커뮤니티 문자열을 지정합니다. 읽기 전용은 권한 수준을 

나타냅니다. 장치는 SNMP를 통해 시작된 쓰기 작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public'입니다. 

snmp-contact-name 연락처 이름(일반적으로 시스템 관리자)을 지정합니다.  이 

문자열은 정보용이며 전자 메일 주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트랩과 관련이 없습니다. 

snmp-device-location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장치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읽기 전용 속성과 트랩이 지원됩니다. 

 

읽기 전용 속성 

 

 일련번호 

 MAC 주소 

 베이스 FW 버전 

 USB 연결 활성 (0,1) 

 USB 마이크로폰 오디오 스트림 활성 (0,1) 

 USB 스피커 오디오 스트림 활성 (0,1) 

 USB 비디오 스트림 활성 (0,1) 

 Bluetooth 연결 활성 (0,1) 

 VoIP 통화 활성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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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랩 

 

 USB 연결 상태 변경 

 다이얼러 배터리 레벨 낮음 (<10%) 
 

 

 

 

CS-700용 SNMP MIB 
 

REVOLABS-MIB DEFINITIONS ::= BEGIN 

 

    IMPORTS 

        OBJECT-TYPE, NOTIFICATION-TYPE, MODULE-IDENTITY, enterprises FROM SNMPv2-SMI 

        OBJECT-GROUP FROM SNMPv2-CONF 

        DisplayString FROM SNMPv2-TC 

    ; 

 

yamahaAgentMIB MODULE-IDENTITY 

    LAST-UPDATED "201705010000Z" 

    ORGANIZATION "www.revolabs.com" 

    CONTACT-INFO     

        "postal: Revolabs 

                 144 North Rd 

                 Sudbury, MA 01776 

         email:  cloudsupport@revolabs.com" 

    DESCRIPTION 

        "Defines monitoring structures for the Yamaha SNMP agent for CS-700." 

    REVISION "201705010000Z" 

    DESCRIPTION "Initial revision" 

 

    ::= { enterprises 1182 } 

 

 

    revolabs             OBJECT IDENTIFIER ::= { yamahaAgentMIB 7386 } 

    revolabsTraps        OBJECT IDENTIFIER ::= { revolabs 1 } 

    revolabsTrapsObjects OBJECT IDENTIFIER ::= { revolabsTraps 1 } 

 

 

-- 

-- CS-700 objects 

-- 

 

serial OBJECT-TYPE 

    SYNTAX DisplayString 

    MAX-ACCESS read-only 

    STATUS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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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Serial number of type String." 

    ::= {revolabs 11} 

 

serial OBJECT-TYPE 

    SYNTAX DisplayString 

    MAX-ACCESS read-only 

    STATUS current 

    DESCRIPTION 

    "MAC address of type String." 

    ::= {revolabs 12} 

 

version OBJECT-TYPE 

    SYNTAX DisplayString 

    MAX-ACCESS read-only 

    STATUS current 

    DESCRIPTION 

    "Base version of type String." 

    ::= {revolabs 13} 

 

version OBJECT-TYPE 

    SYNTAX DisplayString 

    MAX-ACCESS read-only 

    STATUS current 

    DESCRIPTION 

    "USB connection active (0,1) of type String." 

    ::= {revolabs 14} 

 

version OBJECT-TYPE 

    SYNTAX DisplayString 

    MAX-ACCESS read-only 

    STATUS current 

    DESCRIPTION 

    "USB microphone audio stream active (0,1) of type String." 

    ::= {revolabs 15} 

 

version OBJECT-TYPE 

    SYNTAX DisplayString 

    MAX-ACCESS read-only 

    STATUS current 

    DESCRIPTION 

    "USB speaker audio stream active (0,1) of type String." 

    ::= {revolabs 16} 

 

version OBJECT-TYPE 

    SYNTAX DisplayString 

    MAX-ACCESS read-only 

    STATUS current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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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 video stream active (0,1) of type String." 

    ::= {revolabs 17} 

 

version OBJECT-TYPE 

    SYNTAX DisplayString 

    MAX-ACCESS read-only 

    STATUS current 

    DESCRIPTION 

    "Bluetooth connection active (0,1) of type String." 

    ::= {revolabs 18} 

 

version OBJECT-TYPE 

    SYNTAX DisplayString 

    MAX-ACCESS read-only 

    STATUS current 

    DESCRIPTION 

    "VoIP call active (0,1) of type String." 

    ::= {revolabs 19} 
 

-- 

-- CS-700 traps 

-- 
 

usbconnTrap OBJECT-TYPE 

    SYNTAX      DisplayString 

    MAX-ACCESS  accessible-for-notify 

    STATUS      current 

    DESCRIPTION "USB connection trap data" 

    ::= { revolabsTrapsObjects 1 } 

 

usbconnTrapHit NOTIFICATION-TYPE 

    OBJECTS     { usbconnTrap } 

    STATUS      current 

    DESCRIPTION "Generated when USB connection state changes" 

    ::= { revolabsTraps 1 } 

 

dialerBattTrap OBJECT-TYPE 

    SYNTAX      DisplayString 

    MAX-ACCESS  accessible-for-notify 

    STATUS      current 

    DESCRIPTION "Dialer battery trap data" 

    ::= { revolabsTrapsObjects 2 } 

 

dialerBattTrapHit NOTIFICATION-TYPE 

    OBJECTS     { dialerBattTrap } 

    STATUS      current 

    DESCRIPTION "Generated when Dialer battery level is low" 

    ::= { revolabsTraps 2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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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700 오디오용으로 Windows 최적화하기  
 

CS-700 장치를 기본 장치로 구성하고 오디오를 향상시키려면 이 일회성 설정 

절차를 따르십시오. 

1. Windows 작업 표시줄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스피커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십시오. 

2. 메뉴에서 "사운드"를 선택하십시오. 

3. "재생" 탭을 클릭하십시오.  

4. "Yamaha CS-700 장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십시오. 

5. 메뉴에서 "기본 장치로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6. "Yamaha CS-700 장치"를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십시오. 

7. 메뉴에서 "기본 통신 장치로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8. 한 번 더"Yamaha CS-700 장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십시오. 

9. 메뉴에서 "속성"을 선택하십시오. 

10. "음 명료화" 탭(혹은 "확장" 탭)이 있으면 클릭하십시오. 

11. "모든 음 명료화를 비활성화" 상자(또는 "모든 사운드 효과를 비활성화" 

상자)를 선택하십시오. 

12. "상세" 탭을 클릭하십시오. 

13. "기본값 형식" 아래의 드롭 다운 메뉴에서 "2채널, 24비트, 48000Hz 

(스튜디오 음 품질)"를 선택하십시오. 

14. "테스트"를 클릭하십시오. 테스트 신호음이 들립니다. 

15. "적용"을 클릭하고 "OK"를 클릭하십시오. 

16. "녹음" 탭을 클릭하십시오. 

17. "Yamaha CS-700 장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십시오. 

18. 메뉴에서 "기본 장치로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19. "Yamaha CS-700 장치"를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십시오. 

20. 메뉴에서 "기본 통신 장치로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21. 한 번 더"Yamaha CS-700 장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십시오. 

22. 메뉴에서 "속성"을 선택하십시오. 

23. "레벨" 탭을 클릭하십시오. 

24. 마이크로폰 레벨을 50으로 설정하십시오. 

25. "OK"를 클릭하십시오. 

26. "OK"를 클릭하여 "사운드" 창을 닫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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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재부팅 

Web-UI에서 홈페이지의 "RESTART DEVICE" 버튼을 클릭하고 시스템을 

재부팅하도록 선택을 확인하십시오.  또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서 

"Configuration" 메뉴의 "Restart System"을 선택하십시오. 

전원 커넥터를 뽑아 CS-700 장치를 전원에서 분리하면 기기가 종료됩니다.  

기기를 다시 연결하면 전원이 다시 켜집니다. 

마지막으로 "음량 감소" 및 "Bluetooth" 영역을 5초 동안 누르면 장치가 

재부팅됩니다. 

가운데에 있는 상태 LED는 부팅 과정에서 다양한 색상으로 빛나며 부팅이 

끝나면 White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부팅 과정이 끝날 때쯤 기기는 신호음을 

냅니다. 재부팅이 완료되고 DHCP가 IP 주소를 할당할 때까지 몇 분 정도 

기다리십시오. 

출하시 기본값으로 되돌리기 

Web-UI 또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서 "Tools" 메뉴 아래의 "Configuration" 

메뉴를 엽니다. 페이지 하단의 "Reset Defaults" 헤더 아래에서 재설정하려는 

영역을 선택한 다음 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Reset Defaults"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Web-UI에 액세스가 안 될 때 

사용중인 IP 주소가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전면 패널의 "음량 증가" 및 

"Bluetooth" 버튼을 5초 동안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 CS-700 장치의 IP 주소가 

제공됩니다. CS-700 기기는 현재 할당된 IP 주소를 알립니다. 마침표를 포함한 

전체 IP 주소를 브라우저의 URL 표시줄에 입력하여Web-UI에 액세스하십시오.  

이 주소가 네트워크의 다른 주소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웹 인터페이스에서 "https"를 선택하면 알려진 인증서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브라우저에서 경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웹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려면 이 

경고를 무시하십시오. 

IP 주소가 할당되어 있지 않으면 네트워크에서 DHCP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이 NON-DHCP 서비스로 설정된 경우 IP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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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은 직접 연결된 PC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절을 참조하십시오.  

액세스 문제가 계속되면 기기를 재부팅하고 위에서 설명한 방법을 사용하여 몇 

분의 부팅 후 네트워크에서 올바른 IP 주소를 할당했는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암호를 분실하였을 때  

Web-UI 및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암호가 출하시 기본값(7386)에서 변경되고 새 

암호가 분실된 경우 기기 액세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1. 옵션66 및TFTP 서버를 사용하여 프로비저닝 파일을 통해 암호를 

재설정하십시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프로비저닝 

서버 및 프로비저닝 파일 절을 참조하십시오.  이 기능은 CS-700 기기가 

자동 프로비저닝(출하시 기본값)을 시도하도록 구성된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 기기에 자동 프로비저닝이 비활성화된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기기의 MAC 주소로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고객 서비스는 

MAC 주소가 있는 경우 암호 무효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화상의 품질이 저조할 때(상대쪽 비디오) 

화상 회의의 상대쪽에 전달되는 화상 품질이 저조한 경우,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CS-700은 화상 회의의 양측을 연결하는 구성 요소 시스템의 

물리적인 종단점입니다. 최고 품질의 비디오가 최종적으로 수신되도록 체인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유효성을 검사해야 합니다. 시스템 체인의 몇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CS-700에서 로컬 PC 장치 간의 USB 연결. 이 링크는 HD 비디오 전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대역폭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히 3.0 

사양이어야 합니다. 

o 이 연결은 두 지점간의 연결이어야 합니다. USB HUB가 없어야 

합니다.   

o 이 연결은 CS-700과 함께 제공되는 USB 3.0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연장된 경우 반드시 미리 승인된 연장 케이블만 사용하십시오.  

o 최적의 비디오 성능을 위해서는 PC 포트가 USB 3.0을 지원해야 

합니다. 

 UC 소프트웨어 비디오 관리. 통합 통신 시스템의 대부분은 안정적인 

전달을 향상시키기 위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비디오 품질을 HD 수준 

이하로 관리합니다. CS-700은 USB 3.0을 통해 UC 소프트웨어에 진정한 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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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비디오를 제공하지만 UC 소프트웨어는 해상도를 낮추기 위해 

비디오를 다운 샘플링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대역폭 및 서비스 일관성. 네트워크 두절 및 대역폭 제한은 UC 

소프트웨어 및 엔드 투 엔드 연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HD보다 

낮은 수준의 해상도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중단시 비디오 결함 및 

동결로 인해 비디오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설정의 최적화.  비디오 품질의 저하가 해상도 또는 대역폭과 

관련이 없을 경우, UC 소프트웨어 제어 패널/카메라 세팅을 통해 

콘트라스트, 밝기, 선명도, 색조 등, 다양한 기타 카메라 설정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Power line frequency for anti-flicker"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형광등을 사용할 때 잘못된 주파수 설정을 사용하면 

이미지가 깜박일 수 있습니다.  주파수는 지원되는 경우 UC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Camera"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화상이 잘못 정렬되었을 때(상대쪽 비디오) 

카메라가 프레임이 좋지 않은(잘못 정렬된) 이미지를 상대쪽에 투사하는 경우. 

또는 회의실에서 CS-700이 테이블 및/또는 디스플레이와 대칭으로 정렬되지 

않아서 카메라 시야가 잘못 정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카메라 수직각도를 조정(시스템 설치 절 참조)한 다음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룸을 최적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카메라 

팬/틸트/줌 조정을 추가로 수행하십시오. 

 

상대쪽에 카메라 화상이 표시되지 않을 때 

 카메라 음소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빨간색으로 표시).  

카메라 음소거가 활성화된 경우 상대쪽에 "일시정지" 화상이 표시됩니다. 

 UC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설정 내에서 Yamaha CS-700 Camera 카메라 

장치를 제대로 보고 활성화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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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전원 어댑터 
모델 번호 ADP-38DR A 

Bluetooth 사양 
Bluetooth 사양 버전 2.1 + EDR 

지원 프로파일 HFP (1.6), A2DP 

지원 코덱 SBC, mSBC, CVSD 

무선 출력 클래스 2 

최대 통신 거리 10 m 

라디오 주파수(동작 주파수) 2,402 MHz~2,480 MHz 

최대 출력 전력(EIRP) 4.0 dBm (2.5 mW) 

오디오 
스피커 바 좌우에 트위터와 중앙 우퍼로 구성된 스피커 구성요소 

4개 

스피커 주파수 응답 160~20,000Hz 

최대 SPL 1m에서 90dB 

마이크로폰 사람의 음성 활동 감지 기능이 있는 마이크로폰 다이내믹 

빔 형성 어레이 4개 

마이크로폰 유효 범위 180도에서 음향 수집, 3.60m 이내가 최적 

마이크로폰 주파수 응답 160~16,000 Hz 

풀 듀플렉스 오디오 가능 

에코 캔슬 초광대역 적응형 AEC 

LED 표시등 통화동작 및 마이크로폰 음소거/음소거 해제 

비디오 
카메라 센서 고화질 CMOS 

이미지 해상도 1080p, 30fps(USB 3.0/3.1) 

640x360, 30fps(USB 2.0) 

프라이버시 커버 디지털 프라이버시 컨트롤 

LED 표시등 카메라 동작 및 비디오스트림 음소거/음소거 해제 

UVC 지원 UVC 1.5 

시야각 대각선 방향으로 120도 

최대 줌 2.25 

인터페이스 
마운트 커넥터 디스플레이 위 또는 아래에 장착 가능한 벽면 장착 

브래킷 

USB 포트 변형 방지 장치가 있는 USB 

USB 2.0, 3.0/3.1에서 지원되는 오디오, 비디오, HID 및 

그래픽 디스플레이 

다목적 USB 포트 외부 USB 장치, 태블릿(유선 다이얼러) 또는 USB 연결을 

통한 IP를 지원하는 USB 포트. 

이더넷 RJ 45, 10M/100M 

Bluetooth® 가능.  HFP 및 A2DP 지원 

AUX 오디오 입력 3.5mm 스테레오 

HDMI (2) 디스플레이 링크를 가진 CS-700DL 모델 및 CS-700DS 모델 

상의 HDMI 커넥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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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SP 및 –DS 모델만 해당) 
통화 처리 발신, 수신, 보류, 보류 해제, 전송(블라인드 및 감시), 

전달, 착신 거부, 재다이얼, 통화 타이머, 통화 ID, 단축 

다이얼, 부재중 전화 알림, 음성 메시지 알림(통화 

관리자 구성) 

통화 브리징 브리징 SIP 및 USB 통화 지원. 참여, 분리, 보류, 보류 

해제, 2+1+1 회선: 2 SIP 통화, 1 USB 통화, 1 Bluetooth® 

통화, 사용자 추가 

코덱 G.711(A-law 및 μ-law), G.722, G.726, G.729 

DTMF 지원 RTP 이벤트, SIP 인 밴드, SIP 정보 패키지 

보안 SRTP/SRTCP 지원(RFC 1889), IETF SIP 지원(RFC 3261 및 

관련 RFC), SSIP, 암호로 보호된 구성 파일, 암호로 보호 

된 로그인 

네트워크 및 프로비저닝 DHCP 또는 고정 IP, 서버 기반의 중앙 프로비저닝, 개별 

장치 구성을 위한 웹 포털 

준수 사항 
안전 IEC60065, IEC60950, IEC62368 

EMC CISPR13/CISPR22/CISPR32/ FCC/J55013/ ETSI EN 300 328 / 

ETSI EN 302 291-2 / ETSI EN 300 330-2 EN55024/ CISPR24 

또는 35 및 ETSI EN 301 489-1 

환경 RoHS, Reach, WEEE 

보증 
EU를 제외한 모든 지역 제조사 보증 1년 

EU 제조사 보증 2년 

크기, 무게, 전원, 작동 온도 
높이 98.75mm 

길이 68.5mm 

넓이 861.7mm 

중량(브래킷 포함) 3.3kg 

입력 전압(전원) 100~240VAC 

입력 전류(전원) 1A 

입력 주파수(전원) 50~60Hz 

입력 전압(CS-700) 15V 

입력 전류(CS-700) 2.4A 

전력 소모(최대) 36 W 

전력 소모(네트워크 대기중) 1.6 W 

대기 시간 20분(사용자가 선택 가능) 

전원 코드 길이 3m (각 지역의 전원 코드 요건에 맞는 제품을 

주문하십시오.) 

작동 온도  0~40°C 

보관 온도 -30~55℃ 

작동/보관 상대 습도 20~85%(결로가 없을 것) 

최대 작동 고도 2,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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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코드 
CS-700 라벨의 날짜 코드는 제품의 제조시기를 나타냅니다.  첫째 자리는 

연도를 나타냅니다. 

첫째 

자리 

연도 

7 2017 

8 2018 

9 2019 

0 2020 

1 2021 

둘째, 셋째 자리는 해당 연도의 주를 나타내며, 01부터 시작하여 52(또는 

53)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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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보증 및 책임 제한  

제한된 보증 
고객이 보증 기간 내에, 제품이 아직 보증 기간 내에 있으며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 고객 서비스에 보증 청구와 관련하여 연락할 것을 나타내는 

구입 증명을 제공한 경우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 또는 공인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는 

최종 사용자(이하 "고객")에게 본 제품이 정상적인 사용 및 서비스 하에서 

제작 및 재료에 중대한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이 명시적 보증에 따른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의 유일한 의무는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의 선택 및 비용으로 하자가 있는 제품 또는 부품을 수리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을 대체할 동등한 제품 또는 부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앞의 두 가지 옵션 중 어느 것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는 재량에 따라 고객이 결함이 있는 제품을 반환할 때 

결함 제품에 대해 지불한 구매 가격을 고객에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 교체되는 

모든 제품은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의 자산이 됩니다. 교체용 제품 또는 

부품은 신품이거나 수리된 것일 수 있습니다. Revolab은 선적 후 90일 또는 

초기 보증 기간의 남은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교체되거나 수리된 제품 또는 

부품을 보증합니다.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로 반품된 제품에는 유효한 

반품 승인( Return Material Authorization. 이하, "RMA") 번호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RMA를 요청하려면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RMA를 받기 전에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 기술 지원 

전문가가 제품의 문제를 먼저 진단하고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로 반품된 제품에는 배송 상자 외부에 표시된 

유효한 RMA 번호가 있어야 하며 반품된 제품의 일련 번호와 모델이 RMA와 

일치해야 합니다. RMA 번호없이 반품된 제품은 고객에게 반송됩니다. 제품에는 

모든 원래 부속품이 들어 있고 제대로 포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로 반품된 제품은 선불로 보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거나 

수화물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할 것을 권장합니다.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은 반환된 품목이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에 접수될 때까지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로 전가되지 않습니다. 수리 또는 교환된 제품은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가 결함이 있는 제품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표준 

일반 운송 방법과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의 비용으로 고객에게 

배송되며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는 품목이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 

손실이나 손상의 위험을 부담합니다. 고객이 신속 배송을 요청할 경우 

사례별로 고려할 것이며 고객의 단독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아래에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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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항에 따라 본 보증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제품은 보증 

기간이 만료된 서비스로 취급되며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 제품 수리 

정책에 따라 고객에게 요금이 청구됩니다. 이 보증의 조건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 초기불량품 교환 정책의 일부로 기재된 

것입니다. 

면제 및 구제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는 제품의 결함이나 오작동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테스트와 시험 결과가 밝혀지면 이 제한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의 설치, 작동 또는 유지 보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일련 번호의 수정 또는 삭제를 포함한(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제품 변형 

또는 변경. 

►제품을 통해 액세스되는 통신 사업자의 통신 서비스 사용 

►배터리 및 케이블을 포함한(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소모품 및 부속품의 

손상. 

►고객 및 고객의 통제 하에 있는 사람의 남용, 오용, 과실, 태만 또는 

►제3자 또는 다른 제품의 행위, 불가항력, 사고, 화재, 번개, 과전압, 정전 

또는 기타 위험, 또는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의 합당한 통제를 벗어난 

기타 원인. 

보증 제외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 제품이 위의 보증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보증의 위반에 대한 고객의 유일한 구제 수단은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의 선택에 따라 수리, 교체 또는 지불한 구매 가격의 환불이어야 

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앞서 언급한 보증 및 구제책은 

배타적이며 사실 또는 법률의 운영, 법적 또는 기타 방법으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다른 모든 보증과 조건을 대신합니다. 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만족스러운 품질, 설명에 대한 일치 및 비침해에 대한 보증과 조건을 

포함하여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부인합니다.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는 기타 누구에게도 제품의 판매, 설치, 유지 보수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그 어떤 기타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가정하거나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107 

 

책임의 한계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는 계약 상의 

기술 또는 불법 행위(과실 포함)의 유무와 상관없이, 부수적, 간접적, 특별한 

또는 어떤 종류의 징벌적 손해 또는 매출 및 수익 손실, 사업 손실, 정보 또는 

데이터의 손실 또는 기타 제품의 판매, 설치, 유지 보수, 사용, 성능, 고장 

또는 중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재정적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회사와 공급자로부터 배제합니다. 이는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 또는 

공인 판매업자가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적용되며, 그 책임은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가 선택한 수리, 교체 또는 

지불한 구매 가격의 환불로 제한합니다. 여기에 기재된 구제책이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 손해 배상 책임의 면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책사항 
일부 국가, 주 또는 지방에서는 묵시적 보증의 제외 또는 제한, 소비자에게 

제공된 특정 제품의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 또는 개인 상해에 대한 책임의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상기 제한 사항 및 예외 사항은 귀하에게 적용될 

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보증의 완전 배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증은 해당 서면 보증의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이 보증은 현지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구체적인 법적 권리를 제공합니다. 

준거법 
이 제한 보증 및 책임 제한은 법 원칙의 충돌을 제외하고 미국 매사추세츠주 

법과 미국 법에 따릅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은 본 제한 

보증 및 책임 제한에 대한 적용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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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다음 표에는 CS-700 제품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이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해당 라이센스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CS-700 제품에 사용된 특정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버전 라이센스 유형 

psp_linux 12.0 GNU GPLv2 

psp_omap 3.20.00.14 GNU GPLv2 

mtd-utils 1.0 GNU GPLv1 

udev 055 GNU GPLv2 

busybox  1.00 GNU GPLv2 

buildroot  2013.08.1 GNU GPLv2 

glibc 2.3.3 GNU LGPLv2.1 

Tecla Library 1.6.2 무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cURL 7.33.0 MIT 

OpenSSH 6.8 BSD 

CMU Flite 2.0.0 무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Evtest 1.23 GNU GPLv2 

OpenLLDP 0.4alpha GNU GPLv2 

pjsip 2.2.1 GNU GPLv2 

ezXML 0.8.6 MIT 

BlueZ Interface 5.46 GNU GPLv2 

Net-SNMP 5.7.3 BSD 

 

다양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및 라이센스 템플릿은 다음 주소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유형 공급자 이름/웹 주소 

GNU GPLv1 https://www.gnu.org/licenses/gpl-1.0.html 

GNU GPLv2 http://www.gnu.org/licenses/gpl-2.0.html 

GNU LGPLv2.1 http://www.gnu.org/licenses/lgpl-2.1.html 

BSD http://opensource.org/licenses/BSD-2-Clause 

MIT http://opensource.org/licenses/MIT 

무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http://www.astro.caltech.edu/~mcs/tecla/LICENSE.TERMS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소스 코드는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 

(uc-customersupport@music.yamaha.com)에 문의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109 

 

 

 

 

 

 

 

 

 

 

 

 

© Yamaha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발행: 2018년 07월, B0 

MN-CS700-201807-KO / 295 02 78-00 

 

 

 

 

 

 

제조사: Yamaha Unified Communications, Inc. 

주소: 144 North Road, Suite 3250 

  Sudbury, MA 01776, 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