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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Partner Services

Smart Account 계정 관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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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rtual Account는 1 Layer 생성만 가능하기에, Virtual Account 에 Tagging 기능을
제공하며, Virtual Account 레벨로 필터링 됩니다.

• Tagging 관련 일관적인 어카운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태깅 관련
업무를 관장 해야 합니다.

스마트 어카운트 계정 관리 가이드

✓ 파트너사별사업기준으로하위Virtual Account로구분필요
✓ Virtual Account: 하위도메인간에는 license 이전이가능, 별도 관리자지정 가능(접근통제가능) 



새로운 가상 어카운트 추가 방법
Go to Cisco Software Central로 이동관리스마트 어카운트 관리

Virtual Account(가상 어카운트) 탭에서 New Virtual Account(새 가상 어카운트)를 클릭하여새 가상 어카운트를
추가합니다. 

가상 어카운트에 대한 Name(이름) 및 Description(설명)을 입력합니다. 

Commerce Access Level(상거래 액세스 레벨)을 설정해야 합니다. 
Public(공용) 또는 Private(개인용)*을 선택합니다.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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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공용): 가상어카운트가Cisco 
Commerce 도구의검색결과에표시됩니다. 

Private(개인용): 가상어카운트가Cisco 
Commerce 도구의검색결과에서사용자에게
표시되지않습니다. 그러나정확한가상
어카운트이름을수동으로입력하면여전히
견적과주문을개인용가상어카운트에할당할
수있습니다.



스마트 어카운트의 접속 권한

5가지 권한종류가 있으며, 파트너사 혹은 고객사 동료에게 접속 권한 부여가 가능합니다.

접속 권한 종류 권한 설명 파트너사 권한부여

Smart Account Approver 
(SA 승인권자)

약관동의, SA 속성 편집, 모든 사용자 확인가능, 
라이센스관리작업불가

파트너사권한부여불가.

Smart Account Administrator 
(SA 관리자)

SA 속성 편집, Virtual Account(VA)의 추가, 편집, 
삭제 가능, SA/VA 관리자, 사용자 추가, 삭제 가능. 
모든 VA의 라이센스관리작업가능

파트너사에 Smart Account 전체 계정, 
라이센스관리 일임을 원하는경우, SA 관리자
권한 부여, VA간 라이센스이동, 관리 가능.

Smart Account User 
(SA 사용자)

모든 VA 라이센스확인, 관리가능. VA 생성, 편집불가. 파트너사에권한부여시, Smart Account의 VA 
리스트 확인, VA간 라이센스이동, 관리 가능. 
VA 생성, 편집 불가.

Virtual Account Administrator 
(VA 관리자)

접속권한을부여받은 VA에 대한 라이센스관리작업
가능. 해당 VA에 VA 사용자 추가, 편집, 삭제가능.

파트너사에권한부여시, 부여받은 VA만
계정관리가능. 그외 VA는 검색, 확인불가

Virtual Account User
(VA 사용자)

접속권한을부여받은 VA에대한 라이센스 관리작업
가능. 또 다른 VA 사용자 추가, 편집, 삭제불가.

파트너사에권한부여시, 부여받은 VA에서
라이센스확인, 관리가능. 그외 VA 검색, 
확인불가



스마트 어카운트 접속 권한 추가 방법
Go to Cisco Software Central로 이동관리스마트 어카운트 관리

Users 탭에서 New Users 를 클릭하여 신규 사용자 추가를 입력합니다.

STEP 1: Email 주소나 CCO ID로 검색하거나, 샘플 CSV file 양식을 다운로드 및 활용해, 사용자 추가가 가능합니다.

STEP 2: 접속 권한을 선택합니다.

- Smart Account User 권한과특정 Virtual Account Admin권한 같이부여

- Smart Account Admin 권한부여

- 특정 Virtual Account 선택후에 User 또는Admin 권한선택하여부여

STEP 3: 부여할 CCO ID사용자와 권한 조건 확인후에 “Add User(s)/사용자 추가”버튼을 클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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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Virtual Account를 선택하고, 

Select Role에서 “Administrator” 

또는 “User” 권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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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 Case: 라이센스 관리모델과 권한부여

• 고객사 WECANDO는시스코제품을 Multi Partner 형태로 구매, 설치, 유지보수서비스를각각 받는경우, 
각 파트너사별라이센스가관리되도록체계 관리, 접속권한을 부여할수 있으며, 파트너 A,B,C는타
파트너사의라이센스확인, 관리는불가합니다.



스마트 라이센스 구매와 스마트
어카운트 할당



구매 활용등록/관리보관

라이센스 구매/등록관리 과정

① CCW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구매

② 구매시 고객의 Smart 

Account/파트너의
Holding Account 

확인

① 고객 Smart Account에
보관

① 파트너 Holding Account에
구매 정보 등록

② 7일 단위로 SA 업데이트 요청
③ 7일안에 해당 고객 SA로 전환

권고

라이선스 통합 관리
Smart Report

고객의 Smart Account 사용

파트너의 Holding Account 사용

CCW

고객의 Smart 

Account로 전환

① Smart Account Login

② Token 생성
③ Cisco 장비에 전달 받은

토큰 입력 (CLI)

① 주기적인 사용 현황 리포트
생성

② 만료가 임박한 라이선스
정보 확인

③ 변경 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Cisco Smart 

Software Manager

SA?

Yes

No

CCW(Cisco Commerce)

Smart Software Licensing in cisco.software.central

Cisco 
Tool

❖ 고객 스마트 어카운트에 라이센스 Assign시, 영업/구매/엔지니어 등 라이센스 정보가
필요한 부서들에 정확한 고객 계정 정보 공유 필요.



구매 진행 시 필수사항
Smart Account Naming Rules for Ordering Process

• Ordering 진행 시, Smart Account 가 필요한 제품 군에 대해서 정확한 Smart Account 정보 입력 필요



고객 Alert 정보
Smart Account 명

고객사의계정
승인권자/관리자와

공유될수있는 Alert setting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