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어카운트 등록 및 관리 가이드
스마트 어카운트 생성, 승인 및 관리 안내



고객스마트 어카운트요청 및설정

고객이 Cisco.com 에서 CCO ID 등록 후,

CSC(Cisco Software Cent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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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어카운트요청및 설정
스마트 어카운트 활성화를 승인하는 사용자로 자신을 할당

"Yes, I have the authority to 

represent my company..."(예. 나는
회사를대표할권한이있습니다...)

옵션을선택하고, 회사를대표할
권한이있는경우스마트어카운트
활성화를승인합니다.

Account Name(어카운트이름)을
입력합니다. 

• 필요한경우선택적으로도메인
ID를편집할수있습니다. 
더자세한사항은 8페이지참조

Continue(계속)를클릭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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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에서스마트
어카운트를요청하고

활성화합니다.

프로파일정보를확인하십시오. 
필요한경우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하십시오. 

어카운트이름은회사이름(예: 
Cisco Systems, Inc.)을

참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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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이수행할수있음



스마트어카운트요청및 설정
회사 정보 입력

회사정보슬라이드가나타납니다. 

여기에서회사이름과주소를
제공해야합니다. 

다음세부사항을입력합니다.

• 회사/조직이름

• 국가

• 주소

• 도시 주/도지역*

•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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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ue(계속)를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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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이수행할수있음



스마트어카운트요청및 설정
승인자/관리자 지명

승인자를추가하거나본인을승인자로지정합니다. 

• 승인자는스마트어카운트와관련된모든계약에회사를법적으로구속할권한이있어야합니다. 

어카운트관리자를추가합니다.

Continue(계속)를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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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이수행할수있음



스마트어카운트요청및 설정
정보 확인 및 어카운트 생성

스마트 어카운트 정보, 어카운트 관리자 및 승인자를 확인합니다. 

Create Account(어카운트생성)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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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이수행할수있음



스마트어카운트요청및 설정
확인 페이지

확인페이지: 스마트어카운트활성화
완료. 

스마트어카운트를보고관리하려면
Cisco Software Central을
클릭합니다. 개별 Smart License를
관리하려면SSM으로이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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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고객은Cisco Software Central 

Administration(관리) Manage Smart 
Account(스마트어카운트관리)로바로이동하여

Smart Licensing 계약을수락할수있습니다. 

고객만이수행할수있음

https://software.cisco.com/


스마트어카운트기본도메인변경하기
회사 도메인 계정에 Prefix 를 활용 예시

사용자의기본이메일도메인을기본
Account Domain Identifier 로
불러옵니다: Edit 링크를클릭하여
변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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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기본이메일계정이 IT 자산관리가

독립적으로이루어지는여러계열사와공통적으로
사용하는경우 (예: cisco.com) 별도로구분해서
관리하기위하여Prefix 를추가할수있습니다.단
계정생성후서로다른 Prefix 를가진계정과
라이센스통합관리에제한이있습니다.

고객만이수행할수있음



스마트어카운트기본도메인변경하기
회사 도메인 계정에 Prefix 를 활용 예시

Enter Prefix: 계열사,국가등을넣어
기본도메인의계정과분리할수
있습니다. (예:bank, card, 

electronics)

Justification입력: Prefix 추가하여
계정생성하는사유를기재합니다.

(예:IT 자산을별도로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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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이수행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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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릴수 있습니다.
모든 Virtual Account 에 동일한 Tag 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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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를 관장해야 합니다.

스마트 어카운트 계정 관리 가이드
 고객사의부서/지역혹은파트너사별사업기준으로하위 Virtual Account로구분
 Virtual Account: 하위도메인간에는 license 이전이가능, 별도관리자지정가능(접근통제) 



스마트 어카운트 계정 관리 Tagging 활용 방안

라이센스 선택 후 Tags 선택

Tag 결정 (예: 장소, 고객명,
Technology 별)

Tagging 적용 사례

Use the Name / Tag 
“toggle” to search by 
Tag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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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cisco.com -> Manage Smart Account 에서 Tag 생성 후 관리 가능



계정사용자 관리

SA 승인자 관리자

User 그룹 생성/권한 설정 O X

라이선스 관리 O O

VA 생성 및 변경 O O

리포트 생성 관리 O O

Smart Account Naming Rules for User 

Management

• User Group을 생성하여, 그룹 별 권한을 부여

• SA 대표 계정은 그룹 생성/관리를 진행

• User Group 관리 이외의 모든 SA 기능은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음.

• Virtual Account 단위로도 설정 가능

 예시1) Deployment Engineer 그룹은 San Jose (Virtual 

Account)에 대해서만 라이선스 접근가능 하도록 설정

 예시2) US Admin 그룹은 US 지역의 San Jose , LA 

그룹에 대해서만 Admin 권한을 부여.

• 참고 자료 : https://youtu.be/4ShcgvOtW1M

https://youtu.be/4ShcgvOtW1M


고객을위한 스마트어카운트관련 자료

온디맨드 교육

고객용 소프트웨어 기능

개요

고객용 스마트 어카운트

설정및관리

스마트어카운트로 Smart 

Licensing 관리
스마트어카운트로 Classic 

Licensing 관리
Cisco 소프트웨어 ELA 

Workspace

비디오온디맨드 비디오온디맨드 비디오온디맨드 비디오온디맨드 비디오온디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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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리소스

Cisco 소프트웨어스마트어카운트 SalesConnect 허브(영어)

Smart License SKU List
Smart Licensing Product Roadmap

Smart License-enabled Product Families

licensing@cisco.com
이메일에 CCO ID: XXXX 기재

스마트어카운트 / 라이센싱 전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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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ommunity.cisco.com/t5/licensing-enterprise-agreements/smart-software-licensing-external-roadmap-september-2018/ta-p/3653195
https://community.cisco.com/t5/licensing-enterprise-agreements/smart-license-enabled-product-families/ta-p/3652497
mailto:licensing@cisc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