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sco Software: 스마트어카운트관리

참고: 프레젠테이션의화면은실제툴과조금다를수있습니다. 

고객



고객을위한소프트웨어교육커리큘럼 라이브교육
일정

활동 시간 역할설명 애플리케이션관리

Cisco Software: 파트너및총판사를위한
기능개요

45분 • 모든고객역할 해당없음

Cisco Software: 고객을위한스마트어카운트요청및설정 1시간 • 관리자및사용자인스마트어카운트와관련된모든고객
역할

CSC(Cisco Software Central)

Cisco Software: 고객을위한스마트어카운트관리 1시간 • 관리자및사용자인스마트어카운트와관련된모든고객
역할

CSC(Cisco Software Central)

Cisco Software: 스마트어카운트를활용한스마트라이선싱관리 1시간 • 소프트웨어라이선스및구매승인자
• 라이선스관리

SSM(Smart Software Manager)

Cisco Software: 스마트어카운트를활용한기존라이선싱관리 30분 • 소프트웨어라이선스및구매승인자
• 라이선스관리

LRP(License Registration Portal)

Cisco Software: EA Workspace 1시간 • EA 관리 EA Workspace

https://communities.cisco.com/docs/DOC-56985


학습내용:
• CSC(Cisco Software Central)에서스마트어카운트를관리하는방법



주제

스마트어카운트관리(사용자, 가상어카운트, 사용자그룹, 맞춤형
태그, 어카운트계약)2

스마트어카운트역할3

스마트어카운트유형1



스마트어카운트유형



스마트어카운트유형
자산은기업전체에간편하게공유할수있도록회사소유로표시됨

고객스마트어카운트

스마트어카운트지원제품이저장된어카운트입니다. 고객이직접또는채널파트너나공인
업체에서라이선스를관리할수있습니다. 

필요한대상: 모든고객



스마트어카운트관리



CSC(Cisco Software Central)
스마트어카운트관리: 여러스마트어카운트액세스

스마트어카운트옆의화살표아이콘을클릭합니다. 
여러스마트어카운트에대한액세스권한이있는경우(예: 여러고객스마트어카운트에대한액세스
권한이있음), 드롭다운목록에서스마트어카운트를선택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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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C(Cisco Software Central)
스마트어카운트관리
스마트어카운트에액세스하고관리하려면 Administration(관리) 섹션에서 Manage Smart 
Account(스마트어카운트관리)를클릭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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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어카운트속성
어카운트속성

어카운트이름은 Account Properties(어카운트속성) 탭에서어카운트승인자또는관리자가수정할수있습니다.
SA 관리자가이메일 ID 기준스마트어카운트검색을사용하도록설정하거나사용하지않도록설정할수도있습니다.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는 Cisco 지원사용자가사용자액세스권한을부여하지못하도록스마트어카운트를잠글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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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에게는 Cisco 지원사용자가사용자액세스

권한을부여하지못하도록스마트어카운트를잠그는옵션이있습니다. 
Cisco 관리자사용자는비상시이설정을무시할수있습니다. 

어카운트소유자회사의도메인을반영하려면어카운트이름에서회사
이름을참조해야합니다. 

예를들어도메인이 Cisco.com이면어카운트이름은 Cisco여야합니다. 

1

회원이메일 ID를사용한스마트어카운트검색: 
이설정을사용하면, 공인파트너가 Cisco Commerce에서이스마트
어카운트의알려진구성원의이메일 ID(주소)를통해고객스마트

어카운트를검색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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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어카운트관리 – 가상채팅어시스턴트
가상채팅어시스턴트

Software Central의 Manage Smart Account(스마트어카운트관리) 섹션전반에서가상채팅어시스턴트를
사용하여스마트어카운트에관한질문을할수있습니다. 
가상채팅어시스턴트를열려면파란색아이콘 을클릭합니다.
Virtual Chat Assistant - Licensing Help Central(가상채팅어시스턴트 - 라이선싱통합지원) 페이지가팝업
창에열립니다. 
질문을할수있습니다(메시지입력). 
또한오른쪽의자주사용하는콘텐츠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그리고경험평가, 문서및비디오보기, 사례열기, 실시간채팅
액세스, 문의하기를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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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스마트어카운트
관리자계약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관리자계약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계약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및가상어카운트관리자에게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계약을수락하라는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보류중인이용약관계약팝업이새로할당된 SA 및 VA 관리자가처음로그인할때나타납니다. 
또한기존 SA 및 VA 관리자가스마트어카운트생성기준일이지난후처음으로로그인할때도나타납니다.

Ok(확인)를클릭하여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계약을수락합니다.

스마트어카운트또는가상어카운트관리자가 30일
이내에계약을수락하지않으면스마트어카운트를

관리하는기능이제한됩니다. 
각 SA/VA 관리자는계약에동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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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스마트어카운트에서 MCE를사용하도록설정한
경우, 기존 SA 및 VA 관리자는 2019년 12월 14일이후
처음으로로그인할때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계약을

수락하라는메시지가표시됩니다.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관리자계약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계약
Account Agreements(어카운트계약) 탭으로리디렉션됩니다.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계약옆의 Pending Signature(서명보류중)를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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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어카운트관리 – 관리자계약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계약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계약내용을읽고체크박스를클릭하여위약관에동의할수있습니다. 
그런다음클릭하여수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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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어카운트관리 – 관리자계약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계약
SA 관리자나 VA 관리자는계약을수락하라는내용의이메일알림을받게됩니다. 이메일알림을받은지
30일이내에계약을수락하지않으면스마트어카운트를관리하는기능이제한됩니다.

특히스마트어카운트/가상어카운트관리자는계약이수락될때까지다음활동을할수없습니다.

사용자:
 신규사용자를추가하거나기존사용자에게신규역할을할당할수없음(SA 관리자/VA 

관리자)
 단일또는여러사용자를업로드할수없음(SA 관리자/VA 관리자)
 보류중인액세스권한요청을승인할수없음(SA 관리자)

사용자그룹:
 사용자그룹을생성할수없음(SA 관리자)
 사용자그룹에사용자를추가할수없음(SA 관리자)
 사용자그룹에새역할을할당할수없음(SA 관리자)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관리자계약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계약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및가상어카운트관리자에게전송되는이메일알림예시는아래를참조하십시오. 
이메일알림을받은지 30일이내에계약을수락하지않으면스마트어카운트를관리하는기능이
제한됩니다.

기존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에게
전송되는알림

새로운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에게
전송되는알림

1 2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관리자계약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계약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계약의기한이경과되면,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가어떤액세스권한요청도
수락할수없게됩니다. 

팝업경고메시지가표시되고계약서명페이지로리디렉션됩니다. 계약에동의하면스마트어카운트관리
기능이복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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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어카운트관리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가상어카운트
가상어카운트모범사례

하나의스마트어카운트내에여러
가상어카운트를만들수있습니다.

• 스마트어카운트내에여러가상
어카운트를만들어자산을
세분하고역할기반액세스
컨트롤을보장합니다. 

• 최상위레벨의가상어카운트를
생성하거나, 기존가상어카운트
아래에중첩된가상어카운트를
생성할수있습니다.

• 이옵션을사용하면여러레벨의
가상어카운트(최대 10레벨의
가상어카운트)를생성할수
있습니다. 

가상어카운트는라이선스에대한
액세스컨트롤을가능하게하는데

사용해야합니다. 

• 가상어카운트사용자는가상
어카운트에만할당되므로해당
가상어카운트의라이선스만
관리할수있습니다. 

Cisco Commerce 검색

• Public(공개) 가상어카운트
이름은파트너가 Cisco 
Commerce(CCW) 스마트
어카운트검색에서볼수
있습니다.

• Private(비공개) 가상어카운트
이름은 Cisco Commerce 
검색에표시되지않지만, 
파트너가견적/주문시에정확한
VA 이름을입력하여할당할수
있습니다.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가상어카운트
새가상어카운트만들기

Virtual Accounts(가상어카운트) 탭에서가상어카운트의목록, 즉가상어카운트이름, 설명, 태그, 사용자및사용자
그룹수, 액세스(공개또는비공개), 작업등이포함된목록을볼수있습니다. 

스마트어카운트에새가상어카운트를추가하려면 Create Virtual Account(가상어카운트생성)를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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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어카운트관리 – 가상어카운트
새가상어카운트만들기

1단계의 Account Settings(어카운트설정)에서가상어카운트의 Name(이름) 및 Description(설명)을입력합니다.
Parent Account (상위어카운트): 새가상어카운트를최상위레벨에둘지아니면기존가상어카운트중하나의
아래에중첩된가상어카운트로생성할지를선택할수있습니다.
*이옵션을사용하면여러레벨의가상어카운트를생성할수있습니다. 여러레벨의가상어카운트가필요하지않으면
모든가상어카운트를최상위레벨에생성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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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어카운트관리 – 가상어카운트
새가상어카운트만들기
최상위레벨에서가상어카운트를생성해야하는경우 Parent Account – At Top Level(상위어카운트 – 최상위레벨)을
선택합니다.
또한 Access Level(액세스레벨)을설정해야하는데, Public(공개) 또는 Private(비공개)의 2가지옵션중에서선택합니다*.
서브스크립션에대한 Preferred End Date(기본종료일)를선택할수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이 QRG를참조하십시오. 
필요하다면이가상어카운트를기본가상어카운트로설정할수있습니다. 
Next(다음)를클릭합니다. 

4a

4a

*Public(공개): 가상어카운트가 Cisco Commerce 
툴의검색결과에표시됩니다.

*Private(비공개): 가상어카운트가 Cisco 
Commerce 툴의검색결과에서어떤사용자에게도
표시되지않습니다. 그러나정확한가상어카운트
이름을수동으로입력하면여전히견적과주문을
개인용가상어카운트에할당할수있습니다.

5a

6a

5a
6a

7a

7a

8a

8a

https://community.cisco.com/t5/cisco-software-documents/cisco-software-co-terming-for-switching-wireless-and-routing/ta-p/3833112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가상어카운트
새가상어카운트만들기
중첩된가상어카운트를생성해야하는경우상위어카운트(기존 VA 중하나)를선택합니다.
또한 Access Level(액세스레벨)을설정해야하는데, Public(공개) 또는 Private(비공개)의 2가지옵션중에서선택합니다*.
서브스크립션의 Preferred End Date(기본종료날짜)를선택할수있습니다.
필요하다면이가상어카운트를기본가상어카운트로설정할수있습니다. 
Next(다음)를클릭합니다. 

4b

5b
6b

7b

8b

4b

7b

8b

5b

6b

4b

중첩된가상어카운트를생성하는단계는최상위레벨가상
어카운트를생성하는단계와같습니다. 단, 상위어카운트를
선택하는것만다릅니다. 최상위레벨을선택하거나기존
가상어카운트중하나를선택합니다.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가상어카운트
새가상어카운트만들기
2단계, Assign Users(사용자할당)에서는 Assign Users(사용자할당)를클릭하여새로생성된가상
어카운트에사용자를할당할수있습니다. 이단계는선택사항입니다. 

9

9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가상어카운트
새가상어카운트만들기
선택적단계: 가상어카운트에사용자를할당합니다. Access Scope(액세스범위)를 this Account only(이어카운트만) 또는 this 
Account and its Children(이어카운트및그하위항목) 중에서선택합니다. User Role(사용자역할)을 Virtual Account 
Administrator(가상어카운트관리자) 또는 Virtual Account User(가상어카운트사용자) 중에서, Method(방법)를 Add Users 
Manually(수동으로사용자추가) 또는 Import from CSV file(CSV 파일에서가져오기) 중에서선택합니다. 
사용자추가: Cisco 사용자 ID 또는이메일주소를입력하고 Add(추가)를클릭합니다.
확인하려면 OK(확인)를클릭합니다. 

10

10

11

11

12

12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가상어카운트
새가상어카운트만들기
새로추가된가상어카운트사용자또는가상어카운트관리자가목록에표시됩니다. 
이가상어카운트에할당되거나할당해제된경우사용자에게알리려면확인란을선택합니다. 
Next(다음)를클릭합니다. 

13

14

15

13

14

15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가상어카운트
새가상어카운트만들기
가상어카운트속성및
사용자를검토합니다. 

확인하려면 Create Virtual 
Account(가상어카운트
생성)를클릭합니다. 

16

16

17

17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가상어카운트
새가상어카운트만들기
새로생성된가상어카운트가 Virtual Accounts(가상어카운트) 페이지에나타납니다. 가상어카운트이름, 설명, 태그, 
사용자및사용자그룹수, 액세스(공개또는비공개), 조치를확인할수있습니다.

Actions (작업)에서상위어카운트를변경하거나, 어카운트를삭제하거나, 기본어카운트(기본 VA)로설정할수있습니다. 

18

19

18

19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가상어카운트
새가상어카운트만들기

이름을기준으로가상어카운트를검색할수있습니다. 또한설명을기준으로필터링하거나태그를기준으로검색할수도
있습니다. 

액세스레벨(공개또는비공개)을기준으로필터링할수도있습니다. 

1

2

1

기존가상어카운트의 Access Level(액세스
레벨)이 Public(공개)으로설정된경우, 
필요하다면이값을 Private(비공개)으로

업데이트할수있습니다.

2



스마트어카운트를활성화할때
Default(기본) 가상어카운트가생성됩니다. 
고객이스마트어카운트에서다른가상
어카운트를설정하지않은경우임시로
주문을할당하기위해생성됩니다.

Default(기본) 가상어카운트의 Access 
Level(액세스레벨)이 Public(공개)으로
설정되었으므로 Cisco Commerce에서
주문을할당하는데계속사용할수
있습니다. 서브스크립션의기본종료일을
설정하거나수정할수도있습니다.

1

2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가상어카운트
기본가상어카운트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는필요하다면기본가상
어카운트를변경할수있습니다. 

1

2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가상어카운트
가상어카운트편집

1

2

3

4

기존가상어카운트를편집하려면가상어카운트의이름을클릭합니다.
Name(이름)과 Description(설명)을편집할수있습니다. 
Parent Account(상위어카운트)를변경할수있습니다(Top Level(최상위
레벨) 또는다른가상어카운트아래에 Nested(중첩된) 상태).
Access Level(액세스레벨)을 Public(공개)에서 Private(비공개)으로또는
그반대로변경할수도있습니다.
고객 SA에서는서브스크립션에대한기본종료일을설정하거나수정할수
있습니다. 
가상어카운트맞춤형태그를선택하거나업데이트할수있습니다. 
이를기본가상어카운트로설정할수있습니다(가상어카운트가명시적으로
할당되지않은모든신규주문이기본 VA에할당됨). 
변경사항을저장하려면 Ok(확인)를클릭합니다. 

5

6

7

1
변경사항을반드시
저장해야합니다. 

8

3

2

4

5

6

7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가상어카운트
가상어카운트내보내기

.csv/.xls 파일로여러가상어카운트를내보내려면가상어카운트옆의확인란을선택하여모든가상
어카운트를선택합니다. 또는선택된가상어카운트옆의확인란을선택합니다. 
Export Selected(선택항목내보내기)를클릭합니다.
액세스권한이있는가상어카운트의목록이포함된 .csv/.xls 파일을다운로드합니다. 
예를들어 SA 관리자또는 SA 사용자는가상어카운트의전체목록을내보낼수있지만, VA 관리자및 VA 
사용자는액세스권한이있는가상어카운트의목록만내보낼수있습니다.
또한각가상어카운트에대한사용자목록을볼수있습니다. 

1

2

1 2

3

3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가상어카운트
가상어카운트삭제
여러가상어카운트를삭제하려면가상어카운트옆의확인란을선택하여모든가상어카운트를선택합니다. 
또는선택된가상어카운트옆의확인란을선택합니다. 
Delete Selected(선택한항목삭제)를클릭합니다.
Delete Virtual Account(가상어카운트삭제)를클릭하여확인합니다.

1 2

1

2

3

3

참고: 가상어카운트는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만
삭제할수있습니다. 



사용자관리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
사용자추가

Users(사용자) 탭에는스마트어카운트와연결된모든사용자가표시됩니다. 

Users(사용자)를선택하면사용자목록및 Add Users(사용자추가) 옵션이나타납니다. 1

1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
사용자추가

1단계, Select Users(사용자선택)에서직접이메일주소또는 Cisco 사용자 ID를입력하는방법으로하나
이상의새사용자를추가할수있습니다.
Add(추가)를클릭합니다.
CSV 파일에서새사용자를가져올수도있습니다. CSV 파일을가져오려면 Upload Users(사용자업로드)를
클릭합니다. 

1

2

1a

1 2

1a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
사용자추가

새스마트어카운트사용자의이메일 ID 또는 Cisco.com ID를입력한다음 Add(추가)를클릭합니다. 
시스템에서는이사용자에대한프로파일이설정되었는지확인합니다.

2

3 일치하는항목이있을경우
User(사용자), Email 
Address(이메일주소), 
Organization(조직)을
포함하여사용자세부사항이
아래에자동으로입력됩니다. 

Next(다음)를클릭하여계속
진행합니다.

4

4

3

2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
사용자추가 - 어카운트할당
2단계: Assign Accounts(어카운트할당)로리디렉션됩니다. 여기서는새사용자가전체스마트어카운트
또는선택한가상어카운트에대한액세스권한을가질지를선택할수있습니다. 
Entire Smart Account(전체스마트어카운트)를선택하는경우 3가지스마트어카운트역할, 즉스마트
어카운트관리자, 스마트어카운트승인자, 스마트어카운트사용자중하나를할당할수있습니다. 

1a

1a

2a

2a 스마트어카운트승인자역할은기본이메일 ID 
도메인이스마트어카운트의도메인 ID와일치하는

사용자에게만할당할수있습니다.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
사용자추가 - 어카운트할당
Next(다음)를클릭하여 Assigned Smart Account role(할당된스마트어카운트역할)을확인합니다.3a

3a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
사용자추가 - 어카운트할당
Selected Virtual Accounts(선택한가상어카운트)를선택한경우 2가지가상어카운트역할, 즉가상
어카운트관리자또는가상어카운트사용자중하나를할당할수있습니다.

1b

2b

1b

2b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
사용자추가 - 어카운트할당
가상어카운트역할(가상어카운트관리자또는가상어카운트사용자)을선택했다면사용가능한가상어카운트목록에서
하나이상의가상어카운트를선택해야합니다. 
이름또는태그를기준으로검색하고확인란을선택하여가상어카운트를선택할수있습니다. 
가상어카운트에만액세스를할당하거나가상어카운트및그하위항목에액세스를할당할수있습니다.*
할당된가상어카운트는페이지의오른쪽에표시됩니다.

*Assign access to Virtual Account and 
Children(가상어카운트및하위항목에액세스

할당): 이옵션은여러레벨의가상
어카운트(중첩된가상어카운트)가있는경우에

사용가능합니다. 

3b

3b

4b

4b

5b

5b

6b

6b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
사용자추가 - 어카운트할당
Next(다음)를클릭하여할당된가상어카운트역할을확인합니다.7b

7b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
검토

3단계: Review(검토)에서는최종
검토를위해사용자정보및
어카운트액세스(제안된역할
할당)가표시됩니다. 

나열된정보가정확한경우 Add 
Users(사용자추가)를클릭하여
프로세스를완료합니다. 

1

2 1

2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
새스마트어카운트사용자

새스마트어카운트사용자는새역할에관한확인
이메일을받습니다. 

기본 Users(사용자) 탭에도표시됩니다.

1

2

2

1



기존사용자의역할권한수정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는기본 Users(사용자) 탭에서사용자이름을선택하여사용자정보를보고편집할수있습니다.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는사용자정보및어카운트액세스를볼수있습니다.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는어카운트액세스를할당하거나(사용자에게다른역할할당)
특정사용자에대한어카운트액세스정보를내보낼수있습니다. 
또한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는 Unassign(할당해제)을클릭하여스마트어카운트에대한어떤사용자의액세스를제거할
수도있습니다.
이스마트어카운트에서사용자를제거하려면 Continue(계속)를클릭합니다. 

1

2

3

1

2

4

3

4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

5

5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
사용자내보내기

.csv/.xls 파일로여러사용자를내보내려면 User(사용자) 옆의확인란을선택하거나 selected Users(선택한
사용자) 옆의확인란을선택하여모든사용자를선택합니다. 
Export Selected(선택항목내보내기)를클릭합니다.
선택한사용자의목록(사용자, CCO ID, 이메일, 조직, 어카운트액세스, 역할, 사용자그룹포함)인 .csv/.xls 
파일을다운로드합니다. 

1

2

3

1

2

3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
사용자제거
여러사용자를제거하려면 User(사용자) 옆의확인란을선택하거나 selected Users(선택한사용자) 옆의
확인란을선택하여모든사용자를선택합니다. 
Remove Selected(선택항목제거)를클릭합니다.
Actions(작업)에서 Remove(제거)를클릭하여특정사용자를제거할수도있습니다. 
Remove User(사용자제거)를클릭하여확인합니다.

1

2

3

1

2
3

참고: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만

사용자를제거할수있습니다. 

2a

2a



사용자그룹관리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그룹
사용자그룹
파트너조직은스마트어카운트내에사용자그룹을생성하여다수의고객및해당자산을효율적으로
관리할수있습니다. 사용자그룹을사용하면사용자를개별적으로관리하지않고여러사용자의액세스
권한을더쉽게관리할수있습니다. 
사용자그룹소유자는원하는수의사용자를그룹에추가하고그룹레벨에서이러한사용자의스마트
어카운트및가상어카운트액세스권한을정의할수있습니다.

이옵션은다양한고객을보유한파트너
및통신사업자에게특히유용합니다.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그룹
사용자그룹생성
새사용자그룹을생성하려면 Users(사용자) 탭으로이동하여 User Groups(사용자그룹) 하위탭으로이동합니다.
Create User Group(사용자그룹생성)을클릭합니다.

1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만새사용자
그룹을생성할수있습니다.

1

3

3

2

2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그룹
사용자그룹생성
1단계, Select Name and Users(이름및사용자선택)에서 User Group Name(사용자그룹이름)(필수)과
Description(설명)(선택사항)을입력합니다.
사용자를수동으로추가하거나 CSV 파일에서사용자를가져올수있습니다.

1

1

12a

2b

2a 2b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그룹
사용자그룹생성
사용자를수동으로추가하려면사용자의 Cisco 사용자 ID 또는이메일주소를입력합니다. 필요하다면 Make Owner(소유자로
설정) 확인란을선택하여해당사용자를그룹소유자로만들수있습니다.
Add(추가)를클릭합니다.
User(사용자), Email Address(이메일주소), Organization(조직)을포함하여사용자세부사항이아래에자동으로입력됩니다. 
Next(다음)를클릭하여계속진행합니다.

3

4

3 4

5

5

6

6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그룹
사용자그룹생성
2단계: Assign Accounts(어카운트할당)로리디렉션됩니다. 이단계는선택사항입니다. 사용자그룹을
어카운트에할당할수있습니다(선택사항). 
Assign Account Access(어카운트액세스할당)를클릭합니다. 

1

1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그룹
사용자그룹생성
User Role(사용자역할)은 Virtual Account Administrator(가상어카운트관리자) 또는 Virtual Account 
User(가상어카운트사용자)를선택합니다.

2

2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그룹
사용자그룹생성
사용자역할(가상어카운트관리자또는가상어카운트사용자)을선택한다음사용가능한가상어카운트목록에서하나
이상의가상어카운트를선택해야합니다. 
이름또는태그를기준으로검색하고확인란을선택하여가상어카운트를선택할수있습니다. 
가상어카운트에만액세스를할당하거나가상어카운트및그하위항목에액세스를할당할수있습니다.*
할당된가상어카운트는페이지의오른쪽에표시됩니다.
확인하려면 Ok(확인)를클릭합니다. 

3

4

5

6

3

4

5

6

*Assign access to Virtual Account and 
Children(가상어카운트및하위항목에액세스

할당): 이옵션은여러레벨의가상
어카운트(중첩된가상어카운트)가있는경우에

사용가능합니다. 

7

7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그룹
사용자그룹생성
새사용자그룹에대한할당된어카운트액세스가 2단계에표시됩니다. 가상어카운트이름, 액세스범위, 
역할(가상어카운트관리자또는사용자)을볼수있습니다. 
계속하려면 Next(다음)를클릭합니다.

8

9

8

9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그룹
사용자그룹생성
3단계, Review(검토)에서는최종검토를위해사용자그룹정보가표시됩니다. 그룹이름및설명, 사용자및
어카운트액세스(제안된역할할당)의목록을확인할수있습니다.
표시된정보가정확하면 Create User Group(사용자그룹생성)을클릭하여프로세스를완료합니다. 

1

2

1

2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그룹
사용자그룹생성
새로생성된사용자그룹은 Users(사용자) 탭, User Groups(사용자그룹) 하위탭에나타납니다. 사용자
그룹이름, 스마트어카운트, 어카운트액세스, 역할, 사용자, 그룹소유자, 작업을볼수있습니다. 

1

1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그룹
사용자그룹 - 작업
Actions(작업)에서는 Edit the Users in the Group(그룹의사용자편집), Send a Message to the Group Members(그룹
구성원에메시지전송), Edit the Accounts the Group can Access(그룹에서액세스할수있는어카운트편집), Request 
Access to Another Smart Account(다른스마트어카운트에대한액세스요청) 또는 Delete the Group(그룹삭제)
기능을제공합니다. 

1

1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그룹
작업 - 그룹의사용자편집
사용자를편집하려면 Actions(작업)  Edit the Users in the Group(그룹의사용자편집)을클릭합니다.1

1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그룹
작업 - 그룹의사용자편집

General(일반) 하위탭에서사용자를추가할수있습니다. 1

1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그룹
작업 – 그룹의사용자편집 - 사용자추가
사용자를수동으로추가하거나 CSV 파일에서가져올수있습니다. 
사용자를수동으로추가하려면사용자의 Cisco 사용자 ID 또는이메일주소를입력합니다. 필요하다면 Make 
Owner(소유자로설정) 확인란을선택하여해당사용자를그룹소유자로만들수있습니다.
Add(추가)를클릭합니다.
User(사용자), Email Address(이메일주소), Organization(조직)을포함하여사용자세부사항이아래에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계속진행하여사용자그룹에사용자를추가하려면 Ok(확인)를선택합니다. 

2

2

2a

3

3 4

4

5

6

5

6

2a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그룹
작업 – 그룹의사용자편집 - 사용자제거
사용자그룹에서사용자를제거하려면 Actions(작업)에서 Remove(제거)를클릭합니다. 
확인하려면 Ok(확인)를클릭합니다.

1

1

2

2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그룹
작업 - 사용자그룹구성원에게메시지전송
그룹에메시지를보내려면 Actions(작업)  Send a Message to the Group Members(그룹구성원에
메시지전송)를클릭합니다.

1

1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그룹
작업 - 사용자그룹구성원에게메시지전송

사용자그룹에속한모든사용자, 사용자그룹소유자
또는사용자그룹구성원에게메시지를보낼수
있습니다. 

Message(메시지) 필드에메시지를입력합니다.

Send(전송)를클릭합니다. 

2

3

4

2

3

4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그룹
작업 – 그룹에서액세스할수있는어카운트편집
그룹에서액세스할수있는가상어카운트를편집할수있습니다.
Actions(작업)  Edit the Accounts the Group can Access(그룹에서액세스할수있는계정편집)를클릭합니다.

1

1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그룹
작업 – 그룹에서액세스할수있는어카운트편집
그룹에서액세스할수있는계정편집: Assigned Accounts(할당된계정) 하위탭으로리디렉션되며, 여기서
다음작업을수행할수있습니다.
• 어카운트액세스할당
• 다른스마트어카운트에대한액세스요청

1

1a

1b

1a 1b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그룹
작업 – 그룹에서액세스할수있는어카운트편집

Assign Account Access(어카운트액세스할당)를클릭하면 Assign Accounts to the User Group(사용자그룹에
어카운트할당)으로리디렉션됩니다. 
User Role(사용자역할)로 Virtual Account Administrator(사용자역할: 가상어카운트관리자) 또는 Virtual Account 
User(가상어카운트사용자)를선택합니다.

2a

2a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그룹
작업 – 그룹에서액세스할수있는어카운트편집
사용자역할(가상어카운트관리자또는가상어카운트사용자)을선택한다음사용가능한가상어카운트
목록에서하나이상의가상어카운트를선택해야합니다. 
이름또는태그를기준으로검색하고확인란을선택하여가상어카운트를선택할수있습니다. 
가상어카운트에만액세스를할당하거나가상어카운트및그하위항목에액세스를할당할수있습니다.*
할당된가상어카운트는페이지의오른쪽에표시됩니다.
확인하려면 Ok(확인)를클릭합니다. 

3a

4a

5a

6a

7a

3a

4a

5a

6a

7a

*Assign access to Virtual Account and 
Children(가상어카운트및하위항목에액세스

할당): 이옵션은여러레벨의가상
어카운트(중첩된가상어카운트)가있는경우에

사용가능합니다.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그룹
작업 - 다른스마트어카운트에대한액세스요청
사용자그룹을위해기존스마트어카운트에대한액세스를요청할수있습니다. 
Actions(작업)  Request Access to Another Smart Account(다른스마트어카운트에대한액세스
요청)를클릭합니다.

1

1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그룹
작업 - 다른스마트어카운트에대한액세스요청
최종고객조직의알려진연락처이메일주소를입력합니다. 
요청승인자에대한메모/메시지를추가합니다. 
Send(전송)를클릭합니다. 

최종고객연락처는최종고객스마트어카운트에속한
관리자일수있습니다. 또는해당요청을관리자에게

전달하여요청을승인하도록할수있습니다. 

1

2

3

1

2
3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그룹
작업 - 다른스마트어카운트에대한액세스요청
요청이성공적으로전송되었음을알리는확인메시지가표시됩니다. 
요청의요청코드도표시됩니다. 
필요하다면 Resend(재전송)를클릭하여요청을다시보낼수도있습니다. 
Close(닫기)를클릭합니다. 

4

5

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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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그룹
사용자그룹삭제
사용자그룹을삭제하려면 Actions(작업)  Delete the Group(그룹삭제)을클릭합니다. 
Delete User Group(사용자그룹삭제)을클릭하여확인합니다.

1

2

1

2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그룹
다른스마트어카운트로부터그룹할당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는다른스마트어카운트에서그룹을할당할수있습니다. 
왼쪽의확인란을선택하여사용자그룹을선택합니다.
Assign Group from Another Smart Account(다른스마트어카운트로부터그룹할당)를클릭합니다. 

1

2

1

2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그룹
다른스마트어카운트로부터그룹할당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는스마트어카운트의외부사용자그룹액세스를승인할수있습니다. 
다른스마트어카운트의사용자가귀하의스마트어카운트에액세스하도록허용해달라는요청이메일을
받은경우다음단계를수행합니다.
• 요청조회 ID를입력합니다.
• 사용자그룹에스마트어카운트에대한액세스권한을부여해야하는지확인합니다. 
• 사용자에게부여할역할및사용자가액세스해야할가상어카운트를선택합니다.

1

1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그룹
사용자그룹내보내기
여러사용자그룹을 .csv/.xls 파일로내보내려면 User Group(사용자그룹) 옆의확인란을선택하거나
selected User Groups(선택한사용자그룹) 옆의확인란을선택하여모든사용자그룹을선택합니다. 
Export Selected(선택항목내보내기)를클릭합니다.
선택한사용자그룹의목록(사용자그룹, 사용자그룹설명, 스마트어카운트, 어카운트액세스, 역할, 사용자, 
CCOID, 이메일주소, 그룹소유자포함)인 .csv/.xls 파일을다운로드합니다. 

1

2

3

1 2

1

3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사용자그룹
사용자그룹삭제
여러사용자그룹을제거하려면 User Group(사용자그룹) 옆의확인란을선택하거나 selected User 
Groups(선택한사용자그룹) 옆의확인란을선택하여모든사용자그룹을선택합니다. 
Delete Selected(선택한항목삭제)를클릭합니다.
Delete User Group(사용자그룹삭제)을클릭하여확인합니다.

1

2

3

2

참고: 
사용자그룹은스마트어카운트
관리자만삭제할수있습니다. 

3

1



맞춤형태그관리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맞춤형태그
가상어카운트맞춤형태그
가상어카운트레벨에서맞춤형태그(예: 부서, 플랫폼기술, 국가등)를생성하고각각의값을나열할수있습니다. 이를
통해회사의조직구조및엔타이틀먼트정책을기반으로가상어카운트(VA)를효과적으로구성하고관리할수있습니다.

Custom Tags(맞춤형태그) 탭으로이동합니다.
New Virtual Account Custom Tag(새가상어카운트맞춤형태그) 버튼을
클릭합니다.

1

2

2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만가상
어카운트를위한새맞춤형태그를만들

수있습니다.

1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맞춤형태그
가상어카운트맞춤형태그
1단계: General(일반)에서 Tag Name(태그이름), Description(설명)과같은태그세부사항을입력합니다.
태그를 Mandatory(필수) 또는 Optional(선택)로분류해야합니다. Country(국가) 태그에서 Mandatory(필수)를선택할경우, 기존가상
어카운트뿐만아니라새가상어카운트까지포함한모든가상어카운트를위해 Country(국가)의값을제공해야합니다.
태그가가상어카운트에대해단일값을가질지아니면둘이상의값을가질지도선택해야합니다. 
o 'One Tag value(단일태그값)' 옵션을선택하면가상어카운트에대해하나의국가만할당할수있습니다. 
o 'Allow Multiple Tag Values(여러태그값허용)' 옵션을선택하면가상어카운트에대해여러국가를할당할수있습니다. 
Next(다음)를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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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어카운트관리 – 맞춤형태그
가상어카운트맞춤형태그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지정한태그에
따라태그값을추가합니다. 
1단계에서 Country(국가)를입력했다면
다양한국가(예: US, UK, India)를태그
값으로정의할수있습니다. 

Add Tag Values(태그값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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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어카운트관리 – 맞춤형태그
가상어카운트맞춤형태그
Tag Values(태그값)가페이지의맨아래에
표시됩니다(2단계).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는각태그값을현재
가상어카운트에연결할수도있습니다. 

줄임표 를클릭하여각태그값을현재가상
어카운트에연결합니다. 

선택한태그값에대한팝업이나타납니다. 해당
태그값에연결할가상어카운트옆의체크
박스를선택합니다. 

선택한가상어카운트를태그값과연결하려면
Assign Tag(태그할당)를클릭합니다. 

OK(확인)를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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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어카운트관리 – 맞춤형태그
가상어카운트맞춤형태그

OK(확인) 버튼을클릭하면 Add Tag 
Vaues(태그값추가)(2단계)로돌아갑니다. 
여기서는태그가지정된가상어카운트가
그리드의형태로표시됩니다.

여기서는가상어카운트, DEFAULT 및
1_EMEAR Demo의 Country(국가) 태그
값으로 US가지정되어있습니다.

Next(다음) 버튼을클릭합니다.

1

2

1

2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맞춤형태그
가상어카운트맞춤형태그

3단계: Review and Confirm(검토및
확인)에서정보를다시확인할수있습니다.

Add Virtual Account Custom Tag(가상
어카운트맞춤형태그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1

2
1

2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맞춤형태그
가상어카운트맞춤형태그

맞춤형태그의랜딩페이지에성공적으로생성된가상어카운트맞춤형태그인 Country(국가)가
표시됩니다. 

1

1

1



액세스권한요청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액세스권한요청
액세스권한요청보기
Requests(요청) 탭에서는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가액세스권한요청을보고보류중인요청을수락하거나
거부할수있습니다. 
이아이콘을클릭하여 SA Admin Advisor(SA 관리자어드바이저)에액세스한다음특정사용자를

추가할지, 요청을검토할지또는특정사용자의액세스를거부할지에대한조언을받을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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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액세스권한요청
SA 관리자어드바이저

아이콘을클릭하면 Advice(조언), 즉 Add(추가), Deny(거부) 또는 Review(검토)가생성됩니다. 
Details(세부사항)를클릭하여자세히알아볼수있습니다.

세부사항을검토한다음액세스권한요청을수락할지아니면거부할지를결정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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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액세스권한요청
액세스권한요청수락또는거부
Pending(보류중)을클릭하여액세스권한요청을승인하거나
거부합니다.

가능한작업은 Approve(승인) 또는 Decline(거부)입니다. 
요청승인을선택할경우, 새사용자에스마트어카운트역할, 
즉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 스마트어카운트승인자, 스마트
어카운트사용자, 가상어카운트관리자또는가상어카운트
사용자를할당해야합니다. 

Submit(제출)을클릭하여승인/거부작업을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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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액세스권한요청
요청자동화 – 스마트어카운트이메일도메인설정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는 Request 
Automation(요청자동화) 탭에서요청
승인을자동화할수있습니다. 

Enable Email Domain Validation for 
Access Automation(액세스자동화를위해
이메일도메인유효성검증사용)을
선택합니다. 

회사이메일도메인설정:
자동화규칙을설정하여특정도메인의
사용자가보내는액세스권한요청을자동
승인하고승인시사전정의된스마트
어카운트역할을할당할수있습니다. 
특정도메인의액세스권한요청은
검토하도록 SA 관리자에게제출하고다른
도메인의요청은자동으로거부하도록
자동화규칙을설정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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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동화규칙설정은선택사항입니다. 
계속개별요청을수동으로승인할수도있습니다. 

참고: 자동화규칙이적용되려면먼저 Enable Email 
Domain Validation for Access Automation(액세스
자동화를위해이메일도메인유효성검증사용) 체크
박스를선택해야합니다.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액세스권한요청
요청자동화 – 스마트어카운트이메일도메인설정
자동화규칙을설정하여특정도메인의사용자가보내는액세스권한요청을자동승인하려는경우 Suggested email 
domains for this Smart Account(이스마트어카운트에대해제안된이메일도메인)를활용할수있습니다. 

목록에서이메일도메인을선택하고 Save(저장)를클릭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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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액세스권한요청
요청자동화 – 스마트어카운트이메일도메인설정

공용이메일도메인설정
사용자의이메일도메인이공용도메인(예: 
yahoo.com, gmail.com 등)일경우액세스
권한요청을자동으로거부하도록규칙을
설정할수있습니다.

Save(저장)를클릭하여요청자동화
설정을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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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동화규칙설정은선택사항입니다. 
계속개별요청을수동으로승인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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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액세스권한요청
요청자동화 – 스마트어카운트요청알림
사용자의도메인 ID가자동승인이메일도메인목록에있는경우해당액세스권한요청은자동으로
승인되며, 아래의알림메시지가표시됩니다.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는여전히새로운사용자의액세스권한을편집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다른
스마트어카운트역할을할당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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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액세스권한요청
스마트어카운트차단설정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는 Block(차단) 탭에 Cisco ID를입력하는방법으로개별사용자를차단할수있습니다.
사용자한명또는여러명의 Cisco ID를입력하고 Save(저장)를클릭합니다.
피어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는사용자가차단되면알림을받습니다. 해당사용자는자동으로거부되며, 스마트
어카운트관리자에게요청이표시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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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어카운트차단설정
규칙설정은선택사항입니다.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액세스권한요청
스마트어카운트차단설정
차단된사용자가스마트어카운트에대한액세스권한을요청하는경우, 액세스권한요청이자동으로
거부되었음을알리는메시지가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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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카운트계약및이벤트로그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계약
어카운트계약

고객스마트어카운트에서는어카운트계약(스마트라이선싱계약및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계약), 
해당날짜, 상태, 계약에서명한승인자/관리자를확인할수있습니다. 

1

•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나승인자는여기서스마트라이선싱계약을
수락할수있습니다. 스마트라이선싱계약을수락해야토큰을생성하고

제품인스턴스를연결하여라이선스를사용할수있습니다.

• 또한스마트어카운트및가상어카운트관리자는스마트어카운트
관리자계약을수락해야합니다. 

1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이벤트로그
이벤트로그

스마트어카운트레벨에서모든활동을보면스마트어카운트에대한가시성을향상할수있습니다.
특정날짜범위, 이벤트유형(사용자관리, 가상어카운트관리또는스마트어카운트관리)을기준으로
결과를필터링하거나,      작업을수행한사용자를기준으로검색합니다.

참고: 이벤트로그는고객스마트어카운트및파트너보유어카운트모두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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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Manage Smart Account(스마트어카운트관리) 
페이지에서라이선스활동을수행할수없습니다. 

SSM으로이동하여스마트라이선스를보거나 LRP로
이동하여기존 PAK 기반라이선스를봅니다.



스마트어카운트역할



스마트어카운트사용자 가상어카운트사용자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와마찬가지로
이역할을통해모든가상어카운트에
액세스할수있습니다. 스마트어카운트
사용자는라이선싱활동을수행할수
있지만새가상어카운트를만들거나
사용자관리활동을수행할수는

없습니다.

스마트어카운트사용자와유사하지만
사용자가할당된가상어카운트로
제한됩니다. 라이선스관리활동을
수행할수있지만할당된가상

어카운트에새사용자를추가할수는
없습니다. 

가상어카운트관리자

어카운트소유자대신스마트
어카운트법적계약만승인할수

있습니다. 사용자또는관리자권한은
포함되지않습니다.

스마트어카운트와해당가상
어카운트의모든측면을관리합니다.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는전체스마트
어카운트에대한라이선스재고를보고
관리할수있으며어카운트관리활동도

수행할수있습니다.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와유사하지만
선택한가상어카운트로제한됩니다. 
선택한가상어카운트에대한라이선스
관리활동과사용자관리를수행할수

있습니다.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스마트어카운트승인자

고객스마트어카운트역할



고객스마트어카운트역할
파트너및고객스마트어카운트역할

사용자역할 CSC의기능 SSM의기능 EA Workspace의기능 LRP의기능

스마트어카운트
승인자

• 어카운트속성편집/보기
• 스마트어카운트및가상어카운트레벨에서사용자보기
• 계약보기/수락
• 이벤트로그보기

• 액세스권한없음 • 액세스권한없음 • 액세스권한없음

스마트어카운트
관리자

• 어카운트속성편집/보기
• 가상어카운트추가/편집/삭제
• 사용자추가/수정/삭제(SA 및 VA 레벨)
• 계약보기/수락
• 이벤트로그보기

• 스마트어카운트레벨및가상
어카운트레벨에서스마트
소프트웨어관리자의모든활동
수행가능

• 액세스권한이있는스마트
어카운트에연결된 EA 
Workspace에서모든활동수행
가능

• 액세스권한이있는스마트
어카운트에연결된
LRP에서모든활동수행
가능

스마트어카운트
사용자

• 어카운트속성보기
• 가상어카운트보기
• 사용자보기(SA 및 VA 레벨) 
• 계약보기
• 이벤트로그보기

• 스마트어카운트레벨및가상
어카운트레벨에서스마트
소프트웨어관리자의모든활동
수행가능

• 액세스권한이있는스마트
어카운트에연결된 EA 
Workspace에서모든활동수행
가능

• 액세스권한이있는스마트
어카운트에연결된
LRP에서모든활동수행
가능

가상어카운트
관리자

• 어카운트속성보기
• 할당된가상어카운트보기
• 사용자추가/편집/삭제(가상어카운트관리자또는가상
어카운트사용자를추가하는기능)

• 계약보기
• 이벤트로그보기(할당된 VA에한정)

• 액세스권한이있는가상
어카운트에대해 SSM의모든
활동수행가능

• 액세스권한이있는가상
어카운트에연결된 EA 
Workspace에서모든활동수행
가능

• 액세스권한이있는가상
어카운트에연결된
LRP에서모든활동수행
가능

가상어카운트
사용자

• 어카운트속성보기
• 할당된가상어카운트보기
• 사용자보기(할당된 VA에연결된사용자만)
• 계약보기
• 이벤트로그보기(할당된 VA에한정)

• 액세스권한이있는가상
어카운트에대해 SSM의모든
활동수행가능

• 액세스권한이있는가상
어카운트에연결된 EA 
Workspace에서모든활동수행
가능

• 액세스권한이있는가상
어카운트에연결된
LRP에서모든활동수행
가능

스마트어카운트생성자에게는자동으로스마트
어카운트관리자역할이부여됩니다. 

고객스마트어카운트에대한어카운트관리는 CSC 내에서수행
라이선스관리및활성화는 SSM에서수행

자세한내용은
스마트어카운트역할교육참조

https://communities.cisco.com/docs/DOC-65645


파트너에게스마트어카운트관리액세스권한부여
파트너를사용자로추가하여스마트어카운트및라이선스를관리할수있는액세스권한을부여할수있습니다. 

파트너를이 4가지사용자역할에할당할수있습니다.

역할 액세스레벨 다음경우에선택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 파트너가스마트어카운트전체의라이선스
인벤토리를보고관리할뿐만아니라어카운트관리
활동도수행할수있습니다.

한명의파트너가스마트어카운트전체를관리해야한다면
또는파트너에게사용자및가상어카운트관리를맡겨야
하는경우이옵션을선택할수있습니다.

가상어카운트관리자 파트너는액세스권한이부여된가상어카운트의
라이선스만보고관리할수있습니다. 파트너는
할당된가상어카운트의사용자를관리할수도
있습니다. 

파트너가모든가상어카운트의라이선스가아닌, 특정가상
어카운트의라이선스만관리해야하는경우, 이옵션을
선택할수있습니다. 또한파트너는할당된가상어카운트의
사용자를관리할수도있습니다.

스마트어카운트사용자 파트너는스마트어카운트전체의라이선스
인벤토리를보고관리할수있습니다.

파트너에게스마트어카운트전체의관리를맡기면서
어카운트관리활동(가상어카운트추가/삭제, 사용자
관리)은계속제어하고싶다면이옵션을선택할수
있습니다.

가상어카운트사용자 파트너는할당된가상어카운트의라이선스
인벤토리를보고관리할수있습니다. 

파트너에게특정가상어카운트에속한라이선스의관리를
맡기면서이가상어카운트에속한사용자추가또는삭제를
계속제어하고싶다면이옵션을선택할수있습니다. 

파트너사용자가스마트어카운트에액세스하도록권한을부여하면, 파트너사용자가스마트어카운트에속한모든정보, 즉라이선스, 디바이스등에
액세스할수있음을암시적으로인정하는것입니다. 

또한, 라이선스트랜잭션을비롯하여파트너가수행하는모든작업에대한책임은고객에게있습니다. 



기타질문



Customer Support
케이스제출

소프트웨어라이선싱지원:
소프트웨어라이선싱에관한지원문의사항이있는경우
SCM(Support Case Manager)에서케이스를여십시오.

SCM에서케이스를여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을보려면여기를클릭하십시오.

제품지원: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
기술지원에대한궁금한사항은 Cisco TAC로문의하십시오. 
전세계지원연락처

https://mycase.cloudapps.cisco.com/case?swl
https://www.cisco.com/c/dam/en/us/td/docs/entitlement_asset_mgmt/docs/Licensing_Support_Using_SCM.pdf
http://www.cisco.com/c/en/us/support/web/tsd-cisco-worldwide-contacts.html#telephone


최종고객을위한추가리소스
위치 설명

http://cisco.com/go/smartaccounts
http://cisco.com/go/smartlicensing

Cisco Smart Accounts 개요
Cisco Smart Software Licensing 개요

교육일정
주문가능 Smart Licensing SKU 목록

추가소프트웨어교육및정보리소스

Cisco Software: 고객을위한기능개요 Cisco Software 개요: 스마트어카운트, 스마트라이선싱, 클라우드/SaaS 및 EA

Cisco Software: 고객을위한스마트어카운트요청및설정 스마트어카운트를요청하고설정하는방법

Cisco Software: 고객을위한스마트어카운트관리 가상어카운트, 사용자, 사용자그룹등의측면에서스마트어카운트를관리하는방법

Cisco Software: 스마트어카운트를활용한스마트라이선싱관리 Smart Software Manager에서스마트라이선스관리

Cisco Software: 스마트어카운트를활용한기존라이선싱관리 라이선스등록포털에서의기존라이선싱관리

Cisco Software: EA Workspace EA Workspace E2E 교육가이드

스마트어카운트주요사례 - 고객 최종고객을위한스마트어카운트주요사례

Customer Smart Account 요청방법에대한빠른참조가이드 고객스마트어카운트요청을시작하는방법에대한단계별퀵가이드

Customer Smart Account 설정방법에대한빠른참조가이드 고객스마트어카운트를완벽하게설정하는방법에대한단계별퀵가이드

Smart Account 시작빠른참조가이드 CSC(Cisco Software Central)에서고객스마트어카운트를만드는방법에대한퀵가이드

어카운트관리를대신할파트너지정빠른참조가이드 고객이스마트어카운트를관리할파트너를할당하는방법에대한단계별퀵가이드

기존스마트어카운트에대한액세스권한요청 기존스마트어카운트에대한액세스권한을요청하는방법을소개하는단계별퀵가이드

LRP 기본사용자가이드 - LRP(License Registration Portal) 기본사용자가이드

가상어카운트맞춤형태그퀵가이드 - 가상어카운트에맞춤형태그를추가하는방법

Cisco Software: 사용자그룹퀵가이드 - 고객스마트어카운트에서사용자그룹을생성하는방법

http://cisco.com/go/smartaccounts
http://cisco.com/go/smartlicensing
https://communities.cisco.com/docs/DOC-56985
https://communities.cisco.com/docs/DOC-59102
https://communities.cisco.com/docs/DOC-69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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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ing-enterprise-agreements/cisco-software-smart-account-administration-for-customers/ta-p/3688054
https://communities.cisco.com/docs/DOC-69821
https://communities.cisco.com/docs/DOC-69822
https://communities.cisco.com/docs/DOC-69820
https://communities.cisco.com/docs/DOC-64841
https://communities.cisco.com/docs/DOC-57261
https://communities.cisco.com/docs/DOC-57262
https://communities.cisco.com/docs/DOC-64325
https://communities.cisco.com/docs/DOC-64326
https://communities.cisco.com/docs/DOC-68017
https://communities.cisco.com/docs/DOC-66919
https://community.cisco.com/t5/licensing-enterprise-agreements/cisco-software-virtual-account-custom-tagging-quick-guide/ta-p/3651360
https://community.cisco.com/t5/licensing-enterprise-agreements/cisco-software-user-groups-quick-guide/ta-p/3688152




버전기록(2019년 6월)
슬라이드 # 세부정보 릴리스

11, 12, 13, 
14

새가상어카운트추가또는가상어카운트수정: 서브스크립션의기본종료일을선택하는새로운옵션(1-Tier 
파트너및다이렉트고객전용) 2019년 6월



버전기록(2019년 7월)
슬라이드 # 세부정보 릴리스

8(새슬라이드), 9, 
12, 13, 14, 15, 18, 
19, 20, 21, 23, 24, 
25, 26, 27, 28,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6, 63, 64, 69, 
71, 73, 75, 76, 78, 

81,82, 90, 91

Cisco Software Central 페이지레이아웃업데이트(스크린샷업데이트) 2019년 7월 1일



버전기록(2019년 10월)
슬라이드 # 세부정보 릴리스

10 Account Properties(어카운트속성) 탭업데이트 2019년 10월



버전기록(2019년 11월)
슬라이드 # 세부정보 릴리스

12, 13, 14, 
15(스크린샷

업데이트) 및새
슬라이드 16

Virtual Account(가상어카운트) 탭에서가상어카운트목록을내보내는새로운옵션 11월 1일

19, 25, 29(스크린샷
업데이트) 및새
슬라이드 30

Users(사용자) 탭에서사용자목록을내보내는새로운옵션 11월 1일

14, 15 기본가상어카운트기본설정변경 - 업데이트 11월 15일



버전기록(2019년 12월)
슬라이드 # 세부정보 릴리스

11-17, 90 스마트어카운트관리 – 스마트어카운트관리자계약 2019년 12월 14일



버전기록(2020년 4월)
슬라이드 # 세부정보 릴리스

10, 14, 18 Manage Smart Account(스마트어카운트관리) 페이지의스크린샷업데이트. 2020년 4월 10일

11 가상채팅어시스턴트 2020년 4월 10일

20 - 34 Manage Smart Account(스마트어카운트관리) 페이지업데이트, Virtual Accounts(가상어카운트) 탭
업데이트 - 중첩된가상어카운트(여러레벨의가상어카운트) 생성옵션포함

2020년 4월 10일

36 - 48 Manage Smart Account(스마트어카운트관리) 페이지, Users(사용자) 탭업데이트 2020년 4월 10일

50 - 78 Manage Smart Account(스마트어카운트관리) 페이지, Users(사용자) 탭, 사용자그룹업데이트 2020년 4월 10일

80 - 86 Manage Smart Account(스마트어카운트관리) 페이지, Customer Tags(고객태그) 탭, UI 변경사항
업데이트

2020년 4월 10일

88 - 96 Manage Smart Account(스마트어카운트관리) 페이지, 요청업데이트 2020년 4월 10일

98, 99 Manage Smart Account(스마트어카운트관리) 페이지, 어카운트계약, 이벤트로그업데이트 2020년 4월 10일



버전기록(2020년 5월)
슬라이드 # 세부정보 릴리스

105 지원슬라이드에서 SCM(Support Case Manager)을포함하도록수정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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