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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어카운트
소개
Smart Account



줄어든 예산에도, IT 
에서는 네트워크
리프레쉬로 고비용 부담

진화하는 비지니스로
IT 의 속도와 민첩함이
필수

서로 상이한 테크놀로지의
설치, 구성

구매, 프로비저닝 및
복잡해진 운영 관리

2

왜 스마트 라이센싱이 필요합니까?

Financial Operational

Customer Experience

TechnicalBusiness



소프트웨어라이센싱이왜 중요합니까?

기존의 라이센싱 경험
고객이나 파트너가
구매를 합니다. (9 
tools)

1
고객이 각자
라이센스에 PAK 를
입력합니다.

2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받아 설치합니다. (2 of 5 
tools)

3
고객이 장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정보를
기록합니다. (no tool)

4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5

 Routers
 Switches
 Video
 Unified 

Communications

Customer System고객이 소프트웨어를
관리합니다.(10 tools)6

새로운 라이센싱 경험

고객이나 파트너가
Cisco® Commerce 툴로
구매를 합니다.

1

Cisco System

고객이 라이센스를
관리합니다.3

License 
ServiceAutomated

Entitlement

Automated
Usage Report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활성화 하고 사용합니다.2

 Routers
 Switches
 Video
 Unified 

Communications

Customer System



Smart Software Licensing

시스코소프트웨어라이센싱은이제 “Smart” 하게

제한된 뷰
고객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함

PAK 등록
각 디바이스를 수동으로 등록, 라이센스 키로 잠금 해제

디바이스별로 적용
라이센스가 디바이스별로 고유

잠김
지불한 라이센스만 사용 가능

완전한 뷰
사용하기 쉬운 하나의 포털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디바이스 통합

간편한 등록
PAK 가 없고, 손쉬운 활성화
디바이스 사용 준비 완료

회사 차원의 관리
유연한 라이센싱 적용
디바이스 간에 사용 가능

잠김 풀림
필요한 만큼 라이센스, 사용자 추가 가능

기존의 Software Licensing 

자동화된 프로비저닝| 효율적 사용| 라이센스 이동성



스마트 라이센싱으로 효율적으로 관리

Shanghai Company
본사

Beijing
Recycling Division 
21 ISR licenses 필요

Kunming
Recycling Division

20 의 사용하지 않은 ISR 
licenses 10 등록됨
10 등록되지 않음

• 모든 장비, 모든 라이센스를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Kunming 에서 Beijing 으로 바로 라이센스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센스 하나가 필요합니까? 일단 사용하고
추후에 결제 가능합니다.

• 단일 시스템에서 단 몇 분만 걸립니다.

• 모든 Cisco Smart Software Licensed 제품을 같은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에있는관리자는다음과같이할수
있습니다 :

• 자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생산성을 늘리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Cisco 지원팀에 연락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라이센스데이타에대해 조회하고추후
리뉴얼이나업그레이드를손쉽게할 수있습니다..

고객과파트너에게다음과같은장점이입습니다 : 



스마트라이센스는 스마트 어카운트로시작합니다.

시스코 스마트 어카운트

스마트어카운트는스마트 라이센싱에필수입니다



스마트어카운트란무엇입니까?

최종고객이전체 조직에서가지고있는라이센스를조회하고, 저장하고, 관리할수 있는
권한을보유합니다. 스마트라이센스를위하여스마트어카운트를생성해야합니다.

스마트어카운트는인터넷뱅킹과같습니다.

• 모든 자산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하위 계정을 생성합니다.

• 계좌 간의 자금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언제 만기가 되는 지 볼 수
있습니다.

• 언제까지 추가적으로 입금해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볼 수 있습니다.

• 은행의 보안 시스템을 신뢰합니다.

은행에돈이있다면인터넷뱅킹으로
다음과 같이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자산을 수동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 우편, 전화에 의존해야 하거나, 혹은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 수표를 쓰고, 보내거나 확인해야 합니다.

• 서로 다른 플래폼 상의 여러 계좌 간의 금액을 맞춰야
합니다.

만약 인터넷뱅킹이없다면…



• 중앙집중식, 투명하고
안전한관리

• 실시간가시성
• 간편하고안전한전달

• 최소 접근의 key code
없는 방식(Low-Touch 
Keyless license)

• 고객정의컨트롤

• 사용자접근 제한
• 개별사용자가아닌

고객단위의단일
어카운트관리

• Pooling관리를통한
유연한라이센스할당

• 추가/만기자동알람으로
사전적용범위확인

• 구매와유지보수결정을
위한 전체가시성을
유지하고분석가능

Easy Access & Control

스마트어카운트장점



스마트라이센스의현재 (2018년 9월 기준)

Switching, 
Routing 

(9K Platform)

라이센스 Activation에 스마트
어카운트 필수(Cat 9K, Cat 
3K(3650/3850 with Network 
PNP Selection) 

Wireless, Data Center, 
Collaboration, & Security. 

56% 스마트 라이센스 적용된 시스코
제품비율

Coming 
Soon!

Here

스마트 라이센스 제품군과 최소
사양조건

Here

오더가 가능한 전체 PID 리스트

Here

스마트 라이센싱 로드맵

https://communities.cisco.com/docs/DOC-71451
https://communities.cisco.com/docs/DOC-59102
https://communities.cisco.com/docs/DOC-71440


 장비사용중에 OS 가 업그레이드되어
대상장비가되는경우에도스마트
어카운트를등록해야합니다. 

 Catalyst의경우: C3K / C9K 는 16.9.1 버전
이후버전에서스마트어카운트가필수로
적용됩니다.

 스마트어카운트가연계되어서사용하는
Cisco 장비종류가 증가하고있습니다. 

Product Family
Smart Licensing

필수버젼

Smart Account 

필수 시작시기

ASAv 9.3.2

2015년CBR-8 IOS XE 3.15

ASR-NG IOS XR 5.4

Cisco Patient Connect 1.5

2016년
Firepower2100 6.2.1

Stealthwatch Learning Network 1

Cisco Policy Suite 10

Firepower 9300 & 4100 Security Services 

Provider(SSP 3RU)
All

2017년

Cisco HyperFlex 2.5

Cisco Unity Connection v12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v12

Unified Computing System(UCS Central) 1.4

Session Management Edition(SME) V12

Cisco Intersight 1 2018년 1월

Cisco Container Platform 1 2018년 3월

NCS 5500 6.3.2 2018년 3월

C3650 & C3850 IOS 16.9.1 2018년 7월

C9300 & C9400 & C9500 IOS 16.9.1 2018년 7월

주요적용대상장비



주요적용 대상장비 - 로드맵

Projected Smart Enabled Product Release by Quarter – FY2019 

Q1FY19 (Jul –Oct) Q2FY19 (Oct –Jan)
Collaboration: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CUBE) (Nov) –

Hybrid

CSG:
• Operations Center (Nov) - Hybrid

Data Center:
• Cisco Network Assurance Engine (Dec) – TBD
• DCNM (Dec) – Hybrid

Enterprise
• eWLC 9580 (Nov) - Smart Only
• VG450 – Smart Only

IOT
• IOT Field Network Director (Nov) - Hybrid
• Cisco Vision Dynamic Signage Director (Jan) -

Smart Only

Security:
• ESA (Nov) - Hybrid
• SMA (Nov) – Hybrid 
• WSA (Nov) - Hybrid

Service Provider:
• NCS 540 (Dec) – Hybrid
• NCS 560 (Dec) - Hybrid

Q3FY19 (Jan -Apr)
Collaboration:
• Cisco WebEx Meeting Server (CWMS) (Mar) –

Smart Only
• Expressway (Feb) – Hybrid
• Hosted Collaboration Solution (Mar)- API

CPSG:
• Cisco Orchestration Platform (Jan) – Smart Only
• CloudCenter (Jan) - Smart Only

CSG:
• Access Control Application (ACA) (Mar) –Smart 

Only
• Cloud Policy Platform (Mar) – Smart Only

Data Center:
• Cisco Tetration Analytics (Mar) - TBD

Enterprise:
• Cat 9300L (Mar) - Smart Only
• ESS 3300 (Mar) – Hybrid
• IE3200, IE 3300, IE 3400 (Mar) – Smart Only
• vManage (Mar) – Smart Only

Security:
• CES (Jan) – Hybrid

Enterprise
• WAAS (Sep) – Smart Only
• vWAAS (Sep) – Smart Only

IOT:
• Video Surveillance Monitor (VSM) (Sep) –

Hybrid

Service Provider:
• Virtual Topology System (VTS) (Sep) – Smart 

Account Mandatory only

Q4FY19 (Apr- Jul)
Collaboration:
• OpenStack (Cisco VIM) (Jun) - TBD

Security:
• Cisco Defense Orchestrator (CDO) (Jul) - TBD

Service Provider:
• Crosswork Network Insights (Jun) - TBD
• NCS 2000 (Jun) - TBD



Smart Account: 
Korea.cisco.com

Virtual Account: 
Sales_SD-WAN_Seoul

Sales Dept.

SD-WAN

Seoul

Virtual Account: 
HR_SD-WAN_Daejeon

HR Dept.

SD-WAN

Daejeon

Virtual Account: 
Ops_Connect_Busan

Ops Dept.

Connect

Busan

Virtual Account: 
Default

장점:  라이센스 레벨에서 태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Virtual Account 간 이전이 가능합니다.
모든 Virtual Account 별 리포팅을 돌릴 수 있습니다.
모든 Virtual Account 에 동일한 Tag 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계: 모든 Virtual Account 는
Tagging 되어야 하고 Virtual Account 레벨로 필터링 됩니다.
태깅 관련 일관적인 어카운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태깅 관련

업무를 관장 해야 합니다.

스마트 어카운트 계정 관리 가이드
 고객사의부서/지역혹은파트너사별사업기준으로하위 Virtual Account로구분
 Virtual Account: 하위도메인 간에는 license 이전이 가능, 별도관리자 지정가능(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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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라이센싱
Smart Licensing



Smart Software Manager 통신 방법

직접 클라우드액세스(기본 설정)
Cisco 제품은인터넷을통해직접사용정보를전송합니다.  추가구성
요소는필요하지않습니다.

옵션

HTTP 프록시를 통해 직접클라우드 액세스
Cisco 제품은프록시서버를통해인터넷에서사용정보를전송합니다.  
시중에출시된모든프록시에서구현됩니다.

보
안

정
책

사
용

편
의
성

1

2

HTTPs

HTTPs
Proxy

HTTPs

Cisco.com

Cisco.com

Cisco.com
Cisco 

Satellite

위성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Data Sheet 
• Overview

• FAQ

Cisco 제품은 설치/프로비저닝 시 Smart Licensing을 사용하도록 구성됩니다. 직접 클라우드 액세스는 기본 옵션입니다. 

Satellite on Cisco.com
• User Guide
• Install Guide

Cisco 
Product

Cisco 
Product

Cisco 
Product

Usage Info

Usage Info

Usage Info

A
v

a
ila

b
le

 T
o

d
a

y
!온프레미스 컬렉터를통해 관리되는액세스

Cisco 제품은 로컬로 설치된 위성에 정보를 보냅니다. 주기적으로
시스코와 정보 교환이 동기화를 위해 이루어 집니다. 이 동기화는
연결된 환경에서 자동으로 이루어 지거나 혹은 연결이 안되는
환경에서 수동으로 이루어 집니다.

3

4

+

File 
Transfer

https://www.cisco.com/c/dam/en/us/products/collateral/cloud-systems-management/smart-software-manager-satellite/smart-software-manager-satellite-datasheet.pdf
https://www.cisco.com/c/dam/en/us/products/collateral/cloud-systems-management/smart-software-manager-satellite/presentation-c97-734545.pdf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teral/cloud-systems-management/smart-software-manager-satellite/q-and-a-c67-734541.html
https://www.cisco.com/c/en/us/buy/smart-accounts/software-manager-satellite.html
https://www.cisco.com/web/software/286285517/138897/Smart_Software_Manager_satellite_4.1.0_User_Guide.pdf
https://www.cisco.com/web/software/286285517/138897/Smart_Software_Manager_satellite_4.1.0_Installation_Guide.pdf


Smart Software Manager 리포팅정보

15

Cisco Checks:

 Licenses

 Device IDs

 Business Rules

Then 

 Authorizes Use

HTTPS

On Premises

satellite/Proxy

-or-

Cisco Smart 

Software Manager

Offline 

Information Collected Required?

Trusted Unique Identifier 

(SUDI/SUVI/ID)
Yes

Licenses Consumed Yes

Organization Identifier (ID Token) Yes

Hostname No

Feature Tags No

Other Smart Call Home Information No

Software Usage 데이타 전송의 주요 원칙

• 사용자의프라이버시를보호합니다.

• Transport 를 위해 SSL/TLS 사용됩니다.  HTTP 서버나이메일 정보는 보내지지않습니다.

• Cisco 는 어떤 정보가교환되는지에 대해 투명성을보장합니다.

• 소집된 정보에대해 확인, 조사할 권리가있습니다.

• 소집된 정보에관해서 이를 활용할수 있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Cisco Product 은 설치/프로비저닝 시점에 스마트 라이센싱이 사용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더많은 정보가교환될 수 있으나, 이는
구성을 어떻게하느냐에 따릅니다.



제품/ 플랫폼
시작

스마트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활성화

스마트 라이센싱업무 흐름도

Smart Account 로 장비를 등록합니다

(Customer Smart
Account identified)

Cisco Smart 
Software 

Manager/위성에서
등록을 위한 토큰 키

발행

CSSM/satellite

Cisco Smart 
Software 

Manager/위성에서
토근으로 장비에

등록

Device

Cisco Smart 
Software 
Manager/ 

위성으로 사용
리포트 전달

CSSM/satellite

Token Usage

In-Compliance

Out-of-
Compliance

라이센스 보유

추가 라이센스 필요

Smart Software
Manager 나 위성으로
지속적으로리포팅제공

활성화 등록

라이센스 관리제품/ 플랫폼에 스마트 라이센스가 할당 된 후



고객을위한 스마트어카운트관련 자료

온디맨드 교육

고객용 소프트웨어 기능

개요

고객용 스마트 어카운트

설정 및 관리

스마트 어카운트로 Smart 

Licensing 관리
스마트 어카운트로 Classic 

Licensing 관리
Cisco 소프트웨어 ELA 

Workspace

비디오 온디맨드 비디오 온디맨드 비디오 온디맨드 비디오 온디맨드 비디오 온디맨드

프리젠테이션(PDF) 프리젠테이션(PDF) 프리젠테이션(PDF) 프리젠테이션(PDF) 프리젠테이션(PDF)

추가 리소스

Cisco 소프트웨어 스마트 어카운트 SalesConnect 허브(영어)

Smart License SKU List
Smart Licensing Product Roadmap

Smart License-enabled Product Families

licensing@cisco.com

이메일에 CCO ID: XXXX 기재

스마트 어카운트 / 라이센싱 전담 지원팀

https://salesconnect.cisco.com/open.html?c=5a55c66d-601f-492b-8819-5723a214a74f
https://salesconnect.cisco.com/open.html?c=7e43aef1-12a1-40b9-925a-747816c538c8
https://salesconnect.cisco.com/open.html?c=26b95814-0aaa-4944-b078-2a35cc96bf50
https://salesconnect.cisco.com/open.html?c=7dfe9a87-cee4-4614-a143-fc54a3604d34
https://salesconnect.cisco.com/open.html?c=1bf845ee-ac16-4816-b2ef-67dce3b107d9
https://communities.cisco.com/docs/DOC-69799
https://communities.cisco.com/docs/DOC-69811
https://communities.cisco.com/docs/DOC-69821
https://communities.cisco.com/docs/DOC-69822
https://communities.cisco.com/docs/DOC-69820
https://salesconnect.cisco.com/
https://community.cisco.com/t5/licensing-enterprise-agreements/orderable-smart-licensing-pids-6-13-18/ta-p/363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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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스마트어카운트생성가이드



고객스마트 어카운트요청 및설정

CSC(Cisco Software Central) -

software.cisco.com에 액세스한 후
Request a Smart Account(스마트
어카운트 요청)를 클릭합니다.

1

1

• Request a Smart Account: 

- 고객담당이직접요청,

- 파트너사가대신요청

• CCO ID: 스마트어카운트계정
등록/관리를위해고객은
Cisco.com 에서 CCO ID 등록 필요.

https://software.cisco.com/


스마트어카운트요청및 설정
스마트 어카운트 활성화를 승인하는 사용자로 본인 또는 고객 담당자 메일주소 입력

고객담당 직접요청: ＂Yes, I have the 

authority to represent my 

company…＂(예. 나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습니다…) 옵션을 선택하고, 

스마트 어카운트 활성화를 승인합니다.

• 파트너사 대신요청시: “No, the 

person specified below 

should…”(아니오, 아래 명시되는
사람이 권한이 있습니다.) 옵션을
선택하고 스마트 어카운트
활성화를 위해 고객사 담당자
이메일주소를 입력합니다.

1

2

3

2

3

이예에서스마트
어카운트를요청하고

활성화합니다.

프로파일정보를확인하십시오. 
필요한경우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하십시오. 

어카운트이름은회사이름(예: 
Cisco Systems, Inc.)을

참조해야합니다.

2.1

2.1

Account Name(어카운트이름)을
입력합니다. 

• 필요한경우선택적으로도메인
ID를편집할수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참고)

Continue(계속)를클릭하여
진행합니다. 

1-1

1-1

1



스마트어카운트도메인 ID 편집

Enter Prefix(Optional): 같은
메일주소 도메인을 공유하는 다른
법인사업, Branch, 계열사 등인경우, 

Prefix 설정으로, 복수 스마트 어카운트
계정을 가질수 있습니다.

1

1

2 Top-level Domain Name: 고객사의
메일주소 도메인사용을 권장합니다.

• 도메인 ID 예제: 한국에서만사용할시스코
계정생성을원하는경우,

- Enter Prefix: kr

- Top-level Domain Name: cisco.com

2

3
Justification for Modifying domain 

identifier: Prefix 추가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글로벌 회사라
한국내에서 사용할 계정이라고 하거나
글로벌 본사(HQ) 지침에 따른 사항 등)

3

• 시스코SA Adoption 팀에서도메인Name과고객사
승인자의메일로확인용메일을보내게되며, 같은
내용으로회신보내면, 검토후승인되어등록이
완료됩니다.



스마트어카운트계정생성 시, 계정 중복확인 방법

1

2

고객이메일입력후, 기존회사 도메인이
존재하는 경우, Prefix 옵션으로새로
생성하거나, 기존생성된도메인의

관리자에게접속권한요청할 수있습니다.



스마트어카운트요청및 설정
회사 정보 입력

회사 정보 슬라이드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회사이름과주소를
제공해야합니다. 

다음세부사항을입력합니다.

• 회사/조직이름

• 국가

• 주소

• 도시 주/도지역*

• 우편번호*

* 참고: 주/도및/또는우편번호가
적용되지 않는경우 'NA'를
입력하십시오.

Continue(계속)를클릭합니다.

1

2

1

2



스마트어카운트요청및 설정
승인자/관리자 지명

고객 승인자를 추가하거나고객직접 요청시, 본인을 승인자로 지정합니다. 

• 승인자는 스마트 어카운트와 관련된 모든 계약에 회사를 법적으로 구속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어카운트 관리자를 추가합니다. 

• 승인자와 관리자는 같을수 있으며, 관리자는 가상어카운트생성, 가상어카운트관리자 권한 부여의
권한이 있습니다.

Continue(계속)를클릭합니다.

1

2

3

1

2

3



스마트어카운트요청및 설정
정보 확인 및 어카운트 생성

스마트 어카운트 정보, 어카운트 관리자 및 승인자를 확인합니다. 

Create Account(어카운트 생성)를 클릭합니다.

1

2

1

2



스마트어카운트요청및 설정
확인 페이지

고객직접요청시: 스마트어카운트
활성화완료.  

• 파트너사요청시: 승인자로지정된
고객담당자의메일주소로스마트
어카운트활성화 URL송부되어
고객담당자가활성화진행.

1

2

1

2

여기에서고객은Cisco Software Central 

Administration(관리)  Manage Smart 
Account(스마트어카운트관리)로바로이동하여

Smart Licensing 계약을수락할수있습니다. 

스마트어카운트를보고관리하려면
Cisco Software Central을
클릭합니다. 개별 Smart License를
관리하려면SSM으로이동하십시오.

1-1

https://software.cisc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