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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어카운트 생성 가이드 
 

1. Cisco Software Central (https://software.cisco.com)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CCO ID 가 없으면 Register 를 선택합니다.  

                               

 

1-1. CCO ID 생성시 한국어로 설정 가능합니다.              1-2. Cisco Software Central 로그인 후 한국어로 언어를 변경합니다. 

                              

 

2. Cisco Software Central 메인화면의 관리 항목에서 스마트 어카운트 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프로파일 확인: CCO ID 로 로그인한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확인하여, 회사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이메일주소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프로파일을 업데이트 합니다. 

 

 

4. 어카운트 인증: 1) 고객 직접 요청시 “예, 내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으므로 활성화를 인증하겠습니다.” 선택하고, 

2) 파트너사나 대리인이 고객 어카운트 요청시, “아니오, 아래 지정된 사람에게 인증 활성화를 알려야 합니다.” 선택 후, 

인증절차를 위한 고객 담당자 메일을 입력합니다.                       

https://software.cisco.com/
https://identity.cisco.com/ui/tenants/global/v1.0/enrollment-ui


Created: 2019-Jan 

2 | P a g e  

 

 

5. 어카운트 식별정보: 고객의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어카운트 도메인 식별자로 입력되며,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어카운트 도메인 식별자를 수정합니다. (동일한 메일 주소 도메인을 공유하는 다른 법인사업자, 지점, 계열사 등의 고객은 

Prefix 설정으로, 서로 독립된 스마트 어카운트 계정을 가질 수 있음. 단, 서로 독립된 어카운트 간의 라이센스 이동 불가) 

 

 

5.1  Prefix 설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버튼을 눌러, 팝업창에서 프리픽스와 특수 메시지에 사유를 기재합니다.  

 프리픽스 입력: kr (예: 한국 지사에서 독립적으로 라이센스 관리를 원하는 경우) 

 최상위 도메인 이름: cisco.com 

 특수 메시지: “kr.cisco.com (예시) has independent legal entity from cisco.com, hence we manage license 

asset separately.  

 

 

6. 어카운트 이름 입력: 회사 이름 (예: Cisco Systems, Inc.) 입력 후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7. 기존 생성된 어카운트 중복 여부 확인: “새 어카운트 요청으로 진행” 또는, “기존 어카운트 보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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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사 정보 입력 : 영문으로 입력합니다.  

    

 

9. 관리 사용자 액세스(선택사항): 어카운트 활성화를 인증하는 사람(승인자), 고객 어카운트를 신청하는 파트너사 / 대리인 

또는, 그외 다른 사용자를 추가하여 (복수로 입력 가능), 어카운트에 대한 “관리자” 권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자: 스마트 어카운트 관련된 계약을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으로 승인합니다. 

 승인자와 관리자는 같을 수 있으며, 관리자는 가상어카운트 생성, 가상어카운트 관리자 권한 부여의 권한이 있습니다. 

 

10. 입력한 스마트 어카운트 정보, 어카운트 관리자, 추가 관리자 및 승인자를 확인 후 “요청 제출”을 클릭합니다. 

    

 

11. 고객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 스마트 어카운트 활성화가 완료됩니다. 

11.1   파트너사 또는 그외 대리인이 고객 어카운트 요청하는 경우: 지정된 고객 담당자의 메일 주소로 스마트 어카운트 

활성화 URL 이 송부되며, 고객 담당자가 활성화를 완료해야 합니다. 

 

12. 내 어카운트 계약 동의: Cisco Software Central 메인의 “관리” 항목에서 “스마트 어카운트 관리” 선택, “어카운트 

계약”에서 계약 동의가 진행되면, 스마트 라이센스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 어카운트 요청이 완료됩니다. 

 

 

❖ Global Smart Account Adoption 지원팀: 스마트 어카운트 신규 생성, 생성된 어카운트 비활성화, 승인자의 변경/삭제 , 

요청자/승인자의 이메일주소 변경 등의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sa-adoption-support@external.cisco.com 에 

연락주십시요. 

mailto:sa-adoption-support@external.cisc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