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B를 위한 제한적 사용 스마트 어카운트:
개요, 이점 및 제한 사항
제한적 사용 스마트 어카운트는 무엇입니까?
제한적 사용 스마트 어카운트는 SMB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 정도만 갖춘 간소화된 스마트 어카운트입니다.
제한적 사용 스마트 어카운트를 만들 수 있는 자격
회사 이메일 도메인 ID가 없고 일상적인 비즈니스 업무에 gmail.com과 같은 공용
이메일 도메인을 사용하는 고객은 제한적 사용 스마트 어카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 이메일 도메인 ID가 있으면 제한적 사용 스마트 어카운트를 만들지 마십시오.
표준 스마트 어카운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제한적 사용 스마트 어카운트와 표준 스마트 어카운트의 차이점
제한적 사용 스마트 어카운트는 기능이 제한적입니다. 즉 제한된 수의 사용자(3) 및
가상 어카운트(3)가 있지만, 사용자 그룹 또는 맞춤형 태그 설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회사 이메일 ID를 사용하여 CCOID 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하면 제한적 사용 스마트
어카운트를 표준 스마트 어카운트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 사용 스마트 어카운트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

회사 도메인이 없더라도, 스마트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제품을 손쉽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제한적 사용 스마트 어카운트를 클릭하여 생성한 다음, 토큰을 가져와 스마트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제품을 등록 및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단계만 수행하면 됩니다.

•

이 작업은 한 번만 수행됩니다. Cisco 포털을 탐색하거나 SSM에서 사용자/라이선스 관리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큰을 사용하는 것으로 모든 디바이스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Cisco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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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B를 위한 제한적 사용 스마트 어카운트:
요청 및 스마트 라이선싱 설정
1. 스마트 어카운트 활성화를 승인하고 어카운트를 생성할 사람의 연락처 정보를
입력합니다.
1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합니다.
•

본인은 소속 회사 또는 조직을 대신하여
어카운트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고객의 Cisco.com 프로파일이 올바른 회사
이름과 회사 주소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여기서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Cisco.com 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1

•

2

Cisco.com 프로파일에 따라 회사 이름으로 자동
설정된 어카운트 이름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어카운트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대개 스마트 어카운트 이름은 회사 이름이어야
합니다.

2
3

3

Create Account(어카운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2. 스마트 라이선싱을 설정합니다.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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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 언제든지 Smart Software Manager에서 등록
토큰을 추가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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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 라이선싱 토큰을 생성합니다.
5

제품(디바이스) 등록에 필요한 스마트 라이선싱 토큰을 만듭니다.
Create a Smart Licensing Token(스마트 라이선싱 토큰 만들기)을
클릭하면 스마트 라이선싱 계약의 약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스마트 라이선싱 계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라이선싱 계약을 클릭하면 새 창이 열립니다.

5

4. 스마트 라이선싱 토큰을 복사 또는 다운로드하고 제품 구성 시 사용합니다.

6

6

이 토큰을 클립보드에 복사하거나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라이선싱 토큰 복사
• 스마트 라이선싱 토큰 다운로드
스마트 라이선싱 토큰을 사용하여 스마트 어카운트/가상 어카운트에 제품 인스턴스를 등록합니다.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의
스마트 라이선싱 영역에서 토큰을 입력합니다.
이 토큰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무제한 사용) 유효 범위는 365일입니다.
Smart Software Manager에서 토큰을 추가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가 등록되면 Smart Software Manager로 이동하여 라이선스 및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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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사용 스마트 어카운트를 표준
고객 스마트 어카운트로 업그레이드
중소 기업용 제한적 사용 스마트 어카운트의 스마트 어카운트 관리자는 이제 표준 고객
스마트 어카운트로 업그레이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 고객 스마트 어카운트로 업그레이드하려면 고객은 회사 이메일 도메인을 포함하여
Cisco.com 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1

1

Cisco Software Central에서 관리 섹션으로 이동한 다음 스마트 어카운트
관리로 이동합니다.
어카운트 속성 탭에서 표준 스마트 어카운트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Cisco.com 프로파일에 회사 이메일 도메인 ID가 없는 경우 표준 고객
스마트 어카운트로 업그레이드할 수 없습니다.
Cisco.com 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하고 공용 이메일 도메인 ID를 회사
이메일 도메인 ID로 변경해야 합니다.

스마트 어카운트 업그레이드

2
2

Cisco.com 프로파일이 이미 회사 이메일 도메인 ID로
업데이트되어 있는 경우 표준 고객 스마트 어카운트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3

스마트 어카운트의 어카운트 이름과 도메인 ID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 어카운트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ID를 편집할 수 있지만 Cisco의 추가 승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4
4

어카운트 업그레이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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