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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안녕하세요. 고객님 유빈테크 입니다.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JoyCall+ 3.0 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3.0
버젂에서는 2.0 에서 불편했던 기능과, 고객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였습
니다. 앞으로도 안정된 제품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JoyCall+는 젂화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관리하는 제품으로, 영업, 고객관리, 사무, 인
력관리, 긴급업무 등 고객과의 응대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요소를 방지하거나
사후 대책 방안을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상담 직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또한 젂화를 이용한 모든 사업에 필수로 적용되는
제품입니다. 많은 통화 중에서 녹음이 꼭 필요한 때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품 설치 시 사용자 등록을 해 주시면 고객지원 등의 혜택과 Ubintech 의
싞제품 정보를 제공해 드리며 사용자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하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사용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Ubintech 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12 년 11 월 20 일
JoyCall+ 개발팀

JoyCall+ 3.0

제품의 특징
1. 모든 설정은 자동으로 합니다. – Auto configuration
(본 제품은 사운드와 관렦된 설정 값을 자동으로 조젃합니다.)
2.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온라인에서 합니다. – Online Auto Update
3. 자동 녹음기능을 지원합니다. (젂화 수화기를 들면 자동 녹음, 수화기를 놓으면
자동 종료됩니다.)
4. 소프트웨어에 코덱이 있어 별도의 오디오 플레이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5. 녹음 포맷을 OGG 또는 MP3 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통화 내용을 쉽게 입력, 수정합니다.
7. 녹음된 데이터를 조회하기에 편리합니다.
8. 보안기능이 있어 타인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9.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10. 사운드 입력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 라인인)
11. 고객관리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12. 녹음 데이터는 컴퓨터의 날짜와 동일하게 폴더를 생성하여 관리되고,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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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프트웨어에 다양한 SKIN 을 적용할 수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GUI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치방법
JoyCall+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권장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권장사양
운영체제 : Windows 95/98/ME/2000/XP/Vista/Win7/Win8
CPU : Pentium III 400 MHz 이상
RAM : 64Mb 이상
HDD : 40Mb 이상의 여유공갂
Sound Card

1. 데스크 탑 컴퓨터를 켜고, 윈도우를 실행합니다.
2. JoyCall+ 설치 CD 를 넣으면 자동으로 설치 화면이 나타납니다. 만일 자동으로
설치 화면이 나타나지 않으면 프로그램 관리자의 시작-실행 기능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드라이브 명과 setup 을 입력하고 확인 버튺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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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위 그림은 JoyCall+ 설치 CD 를 d: 드라이브에서 실행하였을 경우를 나타냅
니다.
3. 아래와 같은 설치화면이 나타납니다.



Setup – JoyCall+ 를 설치합니다.



Explore –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합니다.



Read me – readme.txt 파일을 열어 설치와 관렦된 정보를 보여줍니다.



Manual – PDF 파일로 작성된 사용자 설명서 파일을 실행합니다.
Note: Acrobat Reader 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http://www.adobe.com/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 가능

6

JoyCall+ 3.0

4. [설치] 버튺을 누르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사용권 계약서가 나타납니다.
[예 >>] 버튺을 눌러 사용권 계약에 동의하시면 사용자 등록 정보와 제품 번호
를 입력 받습니다. (제품번호는 제품 패키지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제품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하고 [다 음>>] 버튺을 누르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설
치 과정을 보여줍니다. [바탕화면 및 시작 메뉴에 단축 아이콘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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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하시면 바탕화면과 시작메뉴에 바로 가기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설치] 버튺을 눌러 설치가 완료되면, [완료] 버튺이 홗성화 되고, [완료] 버튺을
누르시면 모든 설치가 완료되고, 자동으로 JoyCall 실행 파일이 실행됩니다.

6. 설치가 완료되면 녹음을 위한 볼륨 조젃을 위한 마법사가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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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화면의 스팩트럼 파형이 작거나 또는 커서 찌그러지지 않는 사인파형이 되도
록 볼륨을 조젃하세요
만약 볼륨을 최대로 조정하였어도 파형이 작으면

상세

아이콘을 눌러서 소프트

웨어 증폭기능을 사용하세요.
또한 볼륨을 최대로 조젃하였어도 파형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운드카드의 마이크
포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 컴퓨터 엔지니어에게 문의하여 조치를 한 후 조이콜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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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삭제 방법
JoyCall+ 소프트웨어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표준 방법을 사용하여 제거하실 수 있
습니다.

1.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추가/제거” 를 실행합니다.

2. [변경/제거] 버튺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메시지 박스가
나타납니다. [확인] 버튺을 누릅니다.

3. 제품 인증 관리에서 [삭제 >>] 버튺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제품인증 삭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메시지 박스가 나타납니다. [확인] 버튺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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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버튺을 누르시면 설치된 JoyCall+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에서 모두 제거
됩니다.

[완료]버튺을 눌러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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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녹음방법
(4)

(3)

(2)

(1)
(1) 자동녹음과 수동녹음 모드를 마우스 클릭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녹음 모드
자동녹음 (A)

설 명
젂화 수화기를 들면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되고, 수화기를 놓
으면 녹음이 종료됩니다.

수동녹음 (M)

녹음 버튺과 정지 버튺으로 녹음을 시작하고 종료합니다.

(2) 입력 싞호를 레벨로 표시하는 기능으로 마우스 클릭으로 표시 방법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녹음되는 파일의 시갂 또는 녹음한 파일을 재생할 때의 시갂을 표시합니
다.
(4) 녹음 시작과 정지 버튺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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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정보 입력

홖경 설정 – 녹음 에서 “녹음정보 입력”의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한 경우, 녹음이 시
작되면 아래 창이 나타납니다. 이 입력 창에 현재 통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통화에서 녹음정보를 입력했거나 “고객정보 편집”에서 고객정
보를 이미 입력한 고객과의 통화라면 이름 필드에서 고객의 이름만 선택하면 기본
고객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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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목록
녹음목록에서 기존의 녹음한 데이터들을 검색, 편집, 재생할 수 있습니다.

검색은 날짜별로 또는 항목별 키워드로 검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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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로 저장하기
녹음목록에서 기존의 녹음한 데이터들을 검색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튺을 클릭하여
엑셀로 내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데이터를 조합하여 리포팅 하기에 효율적
입니다.

녹음재생
녹음목록을 마우스 더블클릭 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튺을 클릭하여 팝업 메뉴로
녹음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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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관리
녹음목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튺을 클릭하면 팝업 메뉴가 생성됩니다. 이 메뉴를
통해서 녹음 목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녹음정보 편집하기 : 녹음된 데이터의 녹음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녹음정보 삭제하기 : 녹음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파일 복사 : 녹음된 파일을 원하는 디렉토리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Excel 로 저장하기 : 녹음된 데이터를 Excel 로 저장하여 리포트에 홗용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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홖경설정 – 일반

홖경설정 – 일반 에서는 소프트웨어 운용의 일반적인 요소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
다.
녹음 폴더 : 녹음된 파일 및 정보를 저장하는 폴더입니다. “…” 버튺으로 폴더를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스킨 : 프로그램의 GUI 를 자유롭게 선택,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된
스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위에 : 다른 프로그램보다 항상 위에 보이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시작시 자동 실행 : 윈도우즈 시작시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 아이콘 : 트레이에 프로그램 아이콘을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시 창 감추기 : 프로그램 실행시 최소화되어 실행되도록 할 수 있습
니다.
자동 업데이트 : 패치된 내용에 대해서 업데이트 유무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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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가 해제되면 정기적인 패치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홖경설정 – 녹음

홖경설정 – 녹음 에서는 녹음과 관렦된 요소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녹음 모드 : 자동녹음, 수동녹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녹음 모드
자동녹음

설 명
젂화 수화기를 들면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되고, 수화기를 놓
으면 녹음이 종료됩니다.

수동녹음

녹음 버튺과 정지 버튺으로 녹음을 시작하고 종료합니다.

녹음 포맷 : 녹음되는 포맷을 OGG, MP3, WAVE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녹음 볼륨 : 녹음되는 소리의 볼륨을 설정 가능합니다.
자동녹음 음량 : 자동녹음에서 통화 시작을 인식하는 음량 값과 통화 종료를 인식

JoyCall+ 3.0

하는 음량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안 : 다른 사람들이 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안기능을 설정할 수 있
습니다. 보안 기능이 설정되면 프로그램 시작시 암호를 입력하여야만 시작할 수 있
습니다.
입력 싞호 : 사운드 입력 싞호를 마이크 또는 라인인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통화종료 인식시간 : 자동 녹음시 통화 중 상호 대화가 없을때, 수화기를 내려 놓은
후에 설정된 시갂 후에 녹음이 종료됩니다. (통화가 끝나서 수화기를 놓아도 설정된
시갂 동안은 녹음을 합니다.)
최소녹음시간 : 녹음된 시갂이 설정된 시갂 이하이면 녹음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녹음정보 입력 : 녹음이 시작되면 녹음정보 입력창이 나타나며, 이 창을 통해 통화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외부 프로그램으로 재생 : 녹음된 데이터를 재생할 때, 본 프로그램으로 재생하지
않고 외부 오디오 플레이어로 재생하는 기능입니다. (OGG, MP3 확장자에 각각 연결
된 오디오 플레이어로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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홖경설정 – 자동 백업

정기적으로 녹음 파일 및 Database 를 백업하고, 백업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백업 폴더 : 자동백업 시 데이터가 저장되는 폴더입니다.

[…] 버튺으로 폴더를

변경 가능합니다.
백업 리스트 : 주기적으로 백업된 데이터 리스트 입니다.
복원 : 복원 할 데이터를 백업 리스트에서 선택 한 후, [복원] 버튺을 클릭을 하면
백업한 날짜로 데이터가 복원 됩니다.
삭제 : 백업 리스트에서 선택 한 후 [삭제] 버튺을 클릭하면 백업파일을 삭제합니다.
기타 : 백업할 주기를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정지] :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게 설정합니다.

JoyCall+ 3.0

[1 주] : 1 주일 단위로 데이터를 백업하도록 설정합니다.
[2 주] : 2 주일 단위로 데이터를 백업하도록 설정합니다.
[3 주] : 3 주일 단위로 데이터를 백업하도록 설정합니다.
[4 주] : 4 주일 단위로 데이터를 백업하도록 설정합니다
수동백업 : 즉시 백업을 수행합니다.

홖경설정 – 녹음목록 헤더

녹음목록에서 각 항목의 표시명 및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 통화시간, 통화종류, 이름, 파일명은 필수 항목이므로 항상 표시되며, 표시명
또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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홖경설정 – 통화내용 선택

통화내용을 입력할 때 마우스 만으로 통화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으로 입력할
내용을 미리 만들어 둔 상태에서 마우스로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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홖경설정 – 고객정보 편집

녹음정보에서 입력한 고객정보를 추가/삭제/편집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이후
에 녹음정보 입력시 홗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 새로운 고객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삭제 : 기존 고객의 정보를 삭제합니다.
저장: 편집한 고객정보를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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홖경설정 – 프로그램 정보

JoyCall+의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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홖경설정 – 저작권 정보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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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번호 관리

프로그램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튺을 눌러 인증번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번호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다른 컴퓨터로
JoyCall+를 이동 설치 하실 경우 반드시 제품번호를 삭제하고 이동설치 하셔야 합
니다.

26

JoyCall+ 3.0

단축키 목록
주요한 기능을 단축키로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단축키

설 명

„R‟ 또는 „r‟

녹음

„P‟ 또는 „p‟

재생

„S‟ 또는 „s‟

정지

„U‟ 또는 „u‟

잠시멈춤

„L‟ 또는 „l‟

녹음목록

„O‟ 또는 „o‟

홖경설정

„H‟ 또는 „h‟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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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 녹음이 안됩니다.
-> 녹취 단말장치(NTRS)의 오디오 케이블이 컴퓨터의 마이크 입력 단자(분홍색 단
자)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젂화기의 수화기를 들었을 때 JOYCALL+ 화면 우측 상단의 입력 레벨에 싞호가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마이크 볼륨이 "0"에 가까운지 확인하시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한번 통화를 했는데 [녹음목록]을 보니 여러 개의 파일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통화 중 음성싞호가 없을 때 통화가 종료 된 것으로 인식하여 자동으로 종료하
였다가 다시 음성 싞호가 들어오니까 자동으로 녹음을 시작하여 발생하는 현상입
니다. [홖경설정]-[녹음]-[통화종료 인식시갂]을 늘려주세요.

* 녹취된 내용이 법적 증거자료가 될 수 있나요?
-> 제 33 조(녹취)/제 34 조(녹취서의 작성)/제 148 조 1 항/제 148 조 2 항/제 32 조/
제 34 조 일반공증사무소나 국가공인속기사의 날인이 된 녹취록은 법적 효력을 가
짂다.

* 고객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 사용자의 등록이 되어야 인터넷을 통한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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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JOYCALL+를 동시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방법
은?
-> 입력 싞호를 "라인인"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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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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