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고객을위한제한적사용
스마트어카운트
퍼블릭도메인이메일주소사용시스마트어카운트생성



진행하기전에읽어주십시오!

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를만들수있는자격

회사이메일도메인 ID가없고일상적인비즈니스업무에 gmail.com과같은공용
이메일도메인을사용하는고객은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를만들수
있습니다.

회사이메일도메인 ID가있으면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를만들지마십시오. 
표준스마트어카운트를생성해야합니다. 자세히알아보십시오!

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와표준스마트어카운트의차이점

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는기능이제한적입니다. 즉제한된수의사용자및
가상어카운트가있지만, 사용자그룹또는맞춤형태그설정은지원되지않습니다.

https://video.cisco.com/detail/videos/data-and-analytics/video/5968404806001/create-customer-smart-account?autoStart=true&page=1


이사용설명서는회사이메일도메인이없어
공용이메일도메인을사용하는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합니다. 



대상독자 - 중소기업
이사용설명서는회사이메일
도메인이없어공용이메일
도메인(예: gmail.com, 
yahoo.com)을사용하는
중소기업을위해마련되었습니다.

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는
중소기업고객의요구사항을
충족하는데필요한기능정도만
갖춘간소화된스마트
어카운트입니다. 

스마트어카운트요청
중소기업고객이공용이메일
도메인을사용하고있으며회사
이메일도메인이없는경우다음
방법으로스마트어카운트를
만듭니다.

Smart Account Request(스마트
어카운트요청) 양식에 Smart 
Account Creator(스마트어카운트
생성자) 이메일주소(예: 
john.doe@gmail.com)를
입력합니다.

어카운트이름(고객의회사
이름)을입력하거나확인합니다.

추가정보
고객에게 Cisco.com 프로파일이
설정되어있어야합니다. 또한이
프로파일의기본이메일주소가
공용이메일도메인 ID여야합니다. 
고객프로파일에회사이름과회사
주소가포함되어야합니다. 

회사이메일도메인이있는고객의
경우 Cisco.com 프로파일에서
기본이메일주소를업데이트한
다음회사이메일도메인을
사용하여스마트어카운트를
생성해야합니다.

중소기업용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
공용도메인이메일주소를사용하여스마트어카운트를만드는방법



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의이점은무엇입니까?

중소기업용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

 회사도메인이없더라도, 스마트라이선스를 사용하는제품을손쉽게활성화할수있습니다.

 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를 클릭하여생성한다음, 토큰을가져와스마트라이선스를
사용하는제품을등록및활성화하기 위한몇가지단계만수행하면됩니다.

 이작업은한번만수행됩니다. Cisco 포털을탐색하거나 SSM에서 사용자/라이선스 관리
작업을수행할필요가없습니다. 토큰을사용하는것으로모든디바이스를등록할수
있습니다.

 Cisco와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필요한모든기능을사용할수있습니다.



중소기업용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
표준스마트어카운트와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의차이점

표준스마트어카운트 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

사용자수무제한, 사용자그룹있음

가상어카운트수무제한

맞춤형태깅있음

모든소프트웨어포털에액세스가능

최대 3명의사용자, 사용자그룹없음

최대 3개의가상어카운트

맞춤형태깅없음

LRP, SSM, PnP, MCE에제한된액세스가능



스마트어카운트요청, 활성화및스마트
라이선싱설정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요청
요청자

활성화/설정
생성자/승인자

스마트라이선싱
고객또는파트너가설정

고객이스마트어카운트를요청하고
스마트어카운트활성화를승인

파트너가고객을대신하여
스마트어카운트요청

고객이스마트어카운트
활성화를승인

고객이스마트라이선싱을설정하거나
파트너에게위임가능

고객이스마트라이선싱을
설정하거나파트너에게

위임가능



스마트어카운트요청
Cisco Software Central(software.cisco.com) 방문

1

1

Administration(관리) 탭에서
Request a Smart Account(스마트
어카운트요청)를 클릭합니다.

1



스마트어카운트요청및설정
고객이스마트어카운트를요청하고스마트어카운트를
설정/활성화합니다.



스마트어카운트요청및설정
스마트어카운트생성

1

첫번째옵션을선택합니다.

1. 본인은소속회사또는조직을대신하여
어카운트를 생성할수있는권한이있습니다.

• 고객의 Cisco.com 프로파일이 올바른회사이름과
회사주소로설정되어있어야 합니다. 

• 필요하다면 여기서이메일주소를포함한
Cisco.com 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할 수있습니다. 

1

Cisco.com 프로파일에 따라회사이름으로 자동
설정된어카운트 이름을확인합니다. 필요한경우
어카운트이름을 수정할수있습니다. 

대개스마트어카운트이름은회사이름이어야합니다. 

Create Account(어카운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2

2

3 3



스마트어카운트요청및설정
스마트어카운트활성화됨

4

다음과같은확인메시지를받게됩니다.

스마트어카운트가 생성되었습니다. 

4



스마트어카운트요청및설정
스마트어카운트활성화됨 – 이메일알림

(고객사의) 스마트어카운트 생성자/승인자 및다른스마트
어카운트사용자는 스마트어카운트 활성화를확인하기 위한
이메일알림을받습니다. 

get started with your new account(새 어카운트로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5

5



스마트라이선싱설정
고객사용자가스마트라이선싱을손쉽게설정할수있습니다.



스마트라이선싱설정
스마트라이선싱설정

Cisco 디바이스를 직접구성하려는경우 I want to set up 
Smart Licensing(스마트 라이선싱을 설정하고
싶습니다)을 클릭합니다.

이후에언제든지 Smart Software Manager에서 등록
토큰을추가로생성할수있습니다. 

1

1



스마트라이선싱설정
스마트라이선싱토큰생성

I want to set up Smart Licensing(스마트 라이선싱을설정하고
싶습니다)을 클릭하면 이페이지로 연결되며, 여기서다음을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품(디바이스) 등록에필요한스마트라이선싱 토큰을만듭니다. 

Create a Smart Licensing Token(스마트 라이선싱토큰만들기)을
클릭하면스마트 라이선싱계약의약관에동의하는 것입니다.
이페이지에서 스마트라이선싱 계약을살펴볼수있습니다. 스마트
라이선싱계약을 클릭하면새창이열립니다. 

2

2



스마트라이선싱설정
스마트라이선싱토큰복사또는다운로드

이토큰을 클립보드에복사하거나 파일로다운로드할 수있습니다.
• 스마트라이선싱 토큰복사
• 스마트라이선싱 토큰다운로드

스마트라이선싱 토큰을사용하여스마트어카운트/가상 어카운트에 제품인스턴스를 등록합니다.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의
스마트라이선싱 영역에서토큰을입력합니다. 
이토큰은 여러번사용할수있고(무제한 사용) 유효범위는 365일입니다. 
Smart Software Manager에서 토큰을추가로생성할 수있습니다. 

디바이스가 등록되면 Smart Software Manager로 이동하여 라이선스및디바이스를관리할 수있습니다. 

3

https://software.cisco.com/software/csws/ws/platform/home#SmartLicensing-Alerts
https://software.cisco.com/software/csws/ws/platform/home#SmartLicensing-Alerts


스마트라이선싱설정
스마트라이선싱토큰생성됨 – 이메일알림

모든스마트어카운트사용자는 Cisco Smart Licensing 
Token Generated(Cisco 스마트라이선싱 토큰생성됨)
이메일알림을받습니다. 

4

4



스마트라이선싱설정
고객은다른사용자(예: 파트너)에게스마트라이선싱설정을위임할
수있습니다.



스마트라이선싱설정
스마트라이선싱설정 – I want someone else to do it(다른사람에게위임합니다)

다른사람(예: 파트너)이 이어카운트에서 디바이스를
구성해야한다면 I want someone else to do it(다른
사람에게위임합니다)을 클릭합니다. 

이후에언제든지 Smart Software Manager에서 등록
토큰을추가로생성할수있습니다. 

1a

1a

1a - 옵션: 다른사람(예: 파트너)에게 회사의
스마트라이선싱을 설정하도록 허용하려는
경우에만다음단계를수행하십시오.



I want someone else to do it(다른 사람에게위임합니다)을 클릭한
다음스마트어카운트에 사용자(사용자 이메일주소)를 추가할수
있습니다. 즉나를대신하여스마트 라이선싱을설정할 사용자입니다.

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는 최대 3명이사용할수있습니다.

2a

2a

OK(확인)를 클릭하면 자동으로스마트라이선싱 계약에자동으로
동의하게됩니다. 

스마트라이선싱 계약은파트너가아닌고객만동의할수있습니다. 

스마트라이선싱설정
스마트라이선싱설정 – I want someone else to do it(다른사람에게위임합니다)

3a

3a

3a



신규사용자는스마트어카운트 사용자초대를받습니다. 이를
수락하거나 거부할수있습니다. 

4a

4a

스마트라이선싱설정
스마트라이선싱설정 – I want someone else to do it(다른사람에게위임합니다) - 이메일알림



초대를수락하려면 Yes, make me a User on this Account(예, 이
어카운트의 사용자로지정해주십시오)를 클릭합니다.
*스마트어카운트 사용자역할이부여됩니다. 

5a

스마트라이선싱설정
스마트라이선싱설정 – I want someone else to do it(다른사람에게위임합니다) -
새사용자가초대수락또는거부

5a

OK(확인)를 클릭합니다.6a

6a



스마트라이선싱설정
스마트라이선싱설정

7a
고객스마트어카운트에 추가되었으면 I want to set up Smart 
Licensing(스마트 라이선싱을 설정하고 싶습니다)을 클릭합니다. 

7a



스마트라이선싱설정
스마트라이선싱토큰생성

I want to set up Smart Licensing(스마트 라이선싱을설정하고
싶습니다)을 클릭하면 이페이지로 연결되며, 여기서다음을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품(디바이스) 등록에필요한스마트라이선싱 토큰을만듭니다. 

Create a Smart Licensing Token(스마트 라이선싱토큰만들기)을
클릭하면스마트 라이선싱계약의약관에동의하는 것입니다.
이페이지에서 스마트라이선싱 계약을살펴볼수있습니다. 스마트
라이선싱계약을 클릭하면새창이열립니다. 

8a

8a



이토큰을 클립보드에복사하거나 파일로다운로드할 수있습니다.
• 스마트라이선싱 토큰복사
• 스마트라이선싱 토큰다운로드

스마트라이선싱 토큰을사용하여스마트어카운트/가상 어카운트에 제품인스턴스를 등록합니다.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의
스마트라이선싱 영역에서토큰을입력합니다. 
이토큰은 여러번사용할수있고(무제한 사용) 유효범위는 365일입니다. 
Smart Software Manager에서 토큰을추가로생성할 수있습니다. 

디바이스가 등록되면 Smart Software Manager로 이동하여 라이선스및디바이스를관리할 수있습니다. 

9a

스마트라이선싱설정
스마트라이선싱토큰복사또는다운로드

9a

https://software.cisco.com/software/csws/ws/platform/home#SmartLicensing-Alerts
https://software.cisco.com/software/csws/ws/platform/home#SmartLicensing-Alerts


스마트라이선싱설정
스마트라이선싱토큰생성됨 – 이메일알림

모든스마트어카운트사용자는 Cisco Smart Licensing 
Token Generated(Cisco 스마트라이선싱 토큰생성됨)
이메일알림을받습니다. 10a

10a



스마트어카운트요청
파트너가고객을대신하여스마트어카운트를요청하거나, 고객사용자가
회사의다른사용자를지명하여스마트어카운트활성화를승인합니다.



스마트어카운트요청
스마트어카운트활성화를승인할사람의연락처정보입력

1

아래의두가지옵션중하나를선택합니다.

1. 본인은소속회사또는조직을대신하여
어카운트를 생성할수있는권한이있습니다.

2. 다른사람이어카운트생성을 승인합니다.

2번옵션에대해서는다음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고객의 Cisco.com 프로파일이 올바른회사이름과회사
주소로설정되어 있어야합니다. 

• 필요하다면 여기서이메일주소를포함한 Cisco.com 
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할 수있습니다. 

1



스마트어카운트요청
스마트어카운트를요청하는데필요한정보입력

• 스마트어카운트 활성화를승인할사람의이메일
주소를입력합니다. 

• 메시지를추가할 수있습니다(선택 사항). 

2

• 이예에서는 스마트어카운트 활성화를승인할
사용자에게 공용도메인이메일주소(gmail.com)가
있습니다.

2

Account Name(어카운트 이름)을입력합니다. 
대개회사이름이어야합니다. 

백엔드에서 고객을위한어카운트도메인 ID가
생성됩니다. 이것이 6자리도메인 ID입니다.  

3

3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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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어카운트요청
스마트어카운트사용자액세스(선택사항)

Create Account(어카운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6

5

6

원한다면고객의 스마트어카운트에 대한스마트 어카운트
사용자액세스를 요청할수있습니다. 
• 액세스를요청할 사용자의이메일 ID를 쉼표로구분하여

입력합니다. 
• 스마트어카운트 사용자역할에본인을지명하려면 I 

want access to this account(이 어카운트에
액세스하고 싶습니다) 옵션을선택합니다.

• 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는 최대 3명이사용할수
있습니다.

5



스마트어카운트요청
스마트어카운트요청이어카운트생성자/승인자에게전송됩니다.

스마트어카운트 요청이스마트어카운트활성화를
승인할사람(스마트 어카운트 생성자/승인자)에게
전송됩니다. 

7

7



스마트어카운트설정(활성화)
지명된고객사용자가스마트어카운트를활성화합니다.



스마트어카운트설정(활성화)
스마트어카운트요청자에게스마트어카운트활성화대기중알림전송

요청자(파트너 또는고객)는 Cisco Smart Account Activation 
Pending(Cisco 스마트어카운트 활성화대기중) 이메일알림을
받습니다. 

이알림에서는 6자리의 어카운트도메인 ID를포함한모든
스마트어카운트 정보를볼수있습니다. 

1

1



스마트어카운트설정(활성화)
스마트어카운트승인자에게스마트어카운트활성화필요알림전송

(고객사의) 지명된스마트어카운트 생성자/승인자가
Cisco Smart Account Activation Required(Cisco 스마트
어카운트활성화 필요) 이메일알림을받습니다.

이알림은 고객사용자에게 스마트어카운트를 활성화하라는
메시지를표시합니다. 6자리의 어카운트도메인 ID를포함하여
모든스마트어카운트정보를 볼수있습니다. 

기존 Cisco.com 프로파일이 없는경우사용자프로파일을
만들어야합니다. 

Cisco.com 프로파일이 있으면어카운트활성화를 승인하거나
거부할수있습니다. 

1

2

1

2



스마트어카운트설정(활성화)
스마트어카운트승인자에게스마트어카운트활성화대기중알림전송

스마트어카운트를 만들고활성화할 권한이있는지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옵션중하나를선택합니다.

1. 본인은소속회사또는조직을대신하여스마트어카운트를
생성할수있는권한이 있습니다.

2. 이요청을 다른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3. 이요청을 누구에게전달해야 할지잘모르겠습니다.
4. 이어카운트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3

3



스마트어카운트설정(활성화)

스마트어카운트를 활성화할권한이 있는경우에도 어카운트
이름을수정하고 스마트어카운트요청자에 대한액세스를
허용하거나 거부할수있습니다. 
스마트어카운트 액세스를허용할경우해당사용자에게는 스마트
어카운트사용자 역할이지정됩니다. 제한적사용스마트
어카운트는 최대 3명이사용할수있습니다. 

Create Account(어카운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4

4

5

5



스마트어카운트설정(활성화)

(고객사의) 스마트어카운트 생성자/승인자 및다른스마트
어카운트사용자는 스마트어카운트 활성화를확인하기 위한
이메일알림을받습니다. 

get started with your new account(새 어카운트로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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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라이선싱설정 – 여기를클릭
고객사용자가스마트라이선싱을손쉽게설정하거나이작업을다른
사용자(예: 파트너)에위임할수있습니다.
슬라이드 13의시작섹션으로돌아가기



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를표준고객
스마트어카운트로업그레이드하는방법
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의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는표준스마트
어카운트로의업그레이드를요청할수있습니다.



• 중소기업용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의 스마트어카운트 관리자는이제표준고객스마트
어카운트로 업그레이드를 요청할수있습니다.

• 표준고객스마트어카운트로의 업그레이드/마이그레이션을 통해고객은표준고객스마트
어카운트의 모든특징과기능을활용할수있습니다.

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를표준고객스마트
어카운트로업그레이드

• 표준고객스마트어카운트로의 업그레이드/마이그레이션은 Cisco Software Central
스마트어카운트관리어카운트 속성에서요청할수있습니다.

• 표준고객스마트어카운트로 업그레이드하려면 고객은회사이메일도메인을포함하여
Cisco.com 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https://software.cisco.com/


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를표준고객스마트
어카운트로업그레이드

표준스마트어카운트로 업그레이드를 요청하려면
다음으로이동하십시오.
Cisco Software Central 관리섹션으로 이동한
다음스마트어카운트관리를 클릭합니다.

1

1



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를표준고객스마트
어카운트로업그레이드 - Cisco.com 프로파일
업데이트

1

어카운트속성탭에서표준스마트어카운트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Cisco.com 프로파일에 회사이메일도메인 ID가 없는경우표준고객
스마트어카운트로 업그레이드할 수없습니다. 
Cisco.com 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하고 공용이메일도메인 ID를 회사
이메일도메인 ID로 변경해야 합니다. 

1



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를표준고객스마트
어카운트로업그레이드 - Cisco.com 프로파일
업데이트

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를 생성하는데사용된이메일주소가
개인/공용 도메인 ID(예: gmail.com, yahoo.com 등)이므로 스마트
어카운트의 기능이제한됩니다. 

스마트어카운트를 업그레이드하려면 Cisco.com 프로파일의
이메일주소를개인어카운트에서 회사또는조직어카운트로
변경해야합니다. 또한회사또는조직의이름과 주소를입력해야
합니다. 

2

프로파일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2



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를표준고객스마트
어카운트로업그레이드 - Cisco.com 프로파일
업데이트

회사또는조직의이름과주소를입력합니다.

3

4

4

Cisco.com 프로파일의 이메일주소를개인
어카운트에서 회사또는조직어카운트(회사
이메일 ID)로 변경합니다. 

3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5

5



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를표준고객스마트
어카운트로업그레이드

1

Cisco.com 프로파일을 회사또는조직어카운트(회사 이메일 ID)와 회사
또는조직의이름및주소로업데이트한 후표준고객스마트어카운트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수있습니다.

Cisco Software Central에서 관리스마트어카운트 관리로
이동합니다.

어카운트속성탭에서표준스마트어카운트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1



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를표준고객스마트
어카운트로업그레이드

2

4

3

어카운트업그레이드를 클릭합니다. 

Cisco.com 프로파일이 이미회사이메일 도메인 ID로
업데이트되어 있는경우표준고객스마트 어카운트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수있습니다. 

스마트어카운트의 어카운트이름과 도메인 ID를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어카운트 이름을변경할수있습니다.

도메인 ID를 편집할수있지만 Cisco의추가승인시간이
필요합니다.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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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를표준고객스마트
어카운트로업그레이드

스마트어카운트 업그레이드를 확인하기위해이메일확인이
전송되며이는받은편지함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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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를표준고객스마트
어카운트로업그레이드

확인이메일을받으면 Complete Smart Account 
Verification(스마트 어카운트확인완료)을 클릭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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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를표준고객스마트
어카운트로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려면 스마트어카운트 활성화를클릭합니다.

8
8

Cisco Software Central의 업그레이드 스마트어카운트확인
페이지로리디렉션됩니다. 

어카운트정보가 올바른지다시확인하십시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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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를표준고객스마트
어카운트로업그레이드

스마트어카운트의 어카운트속성탭으로리디렉션되고 이
어카운트가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는 확인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어카운트도메인 ID는회사이메일도메인 ID입니다. 

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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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를표준고객스마트
어카운트로업그레이드

11

또한스마트어카운트가 표준스마트어카운트로
업그레이드되었음을 확인하는 이메일도받게됩니다. 

11



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를표준고객스마트
어카운트로업그레이드 - 도메인편집

표준고객스마트어카운트로 업그레이드를 요청하면어카운트 도메인
ID를편집할수있습니다. 

어카운트도메인 ID를편집하는 경우, 스마트어카운트 업그레이드에는
Cisco의추가승인이필요합니다(어카운트 도메인 ID를 편집하면스마트
어카운트요청자의 회사이메일도메인 ID와 다를수있으므로 승인이
필요함). 

1

1



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를표준고객스마트
어카운트로업그레이드 - 도메인편집

Edit Account Identifier(어카운트 식별자 편집) 대화상자에서
도메인 ID를 변경합니다(최상위 레벨도메인을편집또는
접두어를추가).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도메인 ID를 수정하는사유를 적고전화번호를 입력하십시오. 

2

3

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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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를표준고객스마트
어카운트로업그레이드 - 도메인편집

도메인 ID 편집이완료되면 Upgrade 
Account(어카운트 업그레이드)를 클릭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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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를표준고객스마트
어카운트로업그레이드 - 도메인편집

6

정보메시지가표시됩니다: 어카운트
업그레이드가 승인보류중입니다.

이메일주소와일치하지 않는어카운트
도메인을선택했으므로 스마트어카운트의
업그레이드를 승인해야 합니다. 

6



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를표준고객스마트
어카운트로업그레이드 - 도메인편집

또한제한적사용에서표준사용으로의 스마트어카운트 업그레이드
요청이도메인승인을기다리고 있음을알리는이메일알림을
수신하게됩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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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A(Order Based Access)



OBA(Order Based Access) 이메일알림

1

이메일알림에는 주문을공유하고주문을진행한 파트너연락처와판매
주문번호에대한정보가포함됩니다.

이제 OBA(Order Based Access) 이메일알림이 제한적사용스마트
어카운트를 소유한중소기업고객들에게전송될 수있습니다.

지명된사용자(최종 고객)는 최종고객이 특정판매주문에고객스마트
어카운트를 할당하라는 이메일알림(Cisco Commerce의파트너에의해
트리거됨)을 수신하게 됩니다. 

이메일알림에서 스마트어카운트할당을클릭하십시오. 1



OBA(Order Based Access): 주문청구

2

2

3

3

지명된사용자(최종 고객)는 Cisco 웹포털로리디렉션되어 주문을 청구할수있습니다. 

스마트어카운트에 할당하라는 새주문이귀하에게 공유되었음을 읽고다음질문에예또는아니요로 회신해야합니다: 주문의최종
고객이십니까?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



OBA(Order Based Access): 주문청구
4

4

5

5

계속을클릭한후라디오버튼중하나를선택하면 스마트어카운트목록이 표시됩니다.
A. 사용자가액세스할 수있습니다(로그인한 사용자가액세스할수있는모든스마트어카운트).
B. 이메일도메인과 일치합니다(최상위 도메인이사용자의 이메일 ID 도메인과 일치하는모든스마트어카운트).

목록에서스마트 어카운트중하나를선택합니다(해당 판매주문에적합한 스마트어카운트선택).



OBA(Order Based Access): 주문청구

6

6

아직스마트어카운트가 없어서스마트어카운트를 찾을수없는경우스마트어카운트를 생성할수있습니다.



OBA(Order Based Access): 주문청구

7

7

8

8

새스마트 어카운트생성: 회사를대표하여 스마트어카운트를 생성할수있는권한이있는지확인하십시오.

참고: 필요한경우어카운트이름을 편집할수있습니다. 

생성을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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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9

10

생성을클릭하면 새로요청한 고객스마트 어카운트가주문에 할당됩니다.

스마트어카운트 활성화를확인하려면 Submit(제출)을 클릭하십시오.



OBA(Order Based Access): 보류중인스마트
어카운트확인

11

11

보류중인스마트어카운트의 활성화를확인하려면 계속을클릭하십시오.



OBA(Order Based Access): 보류중인스마트
어카운트확인

12

13

클레임요청을성공적으로 처리했으며 해당항목이고객스마트
어카운트에 할당되었다는 확인메시지가표시됩니다. 

다음단계: 이제스마트어카운트가 있으므로스마트라이선싱을
사용하여 Cisco 디바이스의 기능을활성화할 수있습니다.

이보기에서 고객은스마트라이선싱을 설정할지 또는다른사람이
하도록할지선택할수있습니다.

12

13



스마트어카운트리소스 - 추가리소스



스마트어카운트리소스 - 추가리소스

스마트어카운트요청및활성화프로세스(표준고객스마트어카운트) 전반에대해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교육모듈을확인하십시오.

• 고객을위한 Cisco 소프트웨어 스마트어카운트요청및설정

• 파트너및총판사를위한 Cisco 소프트웨어스마트어카운트 요청및설정

스마트라이선싱관리에대해서는다음교육을확인하십시오.

• 스마트어카운트를 활용한 Cisco 소프트웨어 스마트라이선싱관리

https://community.cisco.com/t5/licensing-enterprise-agreements/cisco-software-smart-account-request-and-setup-for-customers/ta-p/3630284
https://community.cisco.com/t5/cisco-software-documents/cisco-software-smart-account-request-and-setup-for-partners-amp/ta-p/3630277
https://community.cisco.com/t5/licensing-enterprise-agreements/cisco-software-smart-licensing-management-with-smart-accounts/ta-p/36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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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8, 29, 
31, 32, 33, 34, 35, 36, 
37

스마트어카운트요청및설정슬라이드 - 프로그램팀의피드백을기반으로수정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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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6 제한적사용스마트어카운트를표준고객스마트어카운트로업그레이드하는방법
2020년 2월

14일

57 - 65 OBA(Order Based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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