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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End Entitlement (BEE) Program 소개 

 

0. Entitlement 란? 

Entitlement 띾 계약정보를 확인하는 프로세스 입니다. 즉, 고객이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코 장치(장비)들이 시스코로부터 

기술지원(H/W 불량교체, TAC 기술지원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계약(Service Contact) 상태가 Active 한지 확인 하는 

프로세스 입니다. 각 장치의 Serial Number 를 Contract Number 에 묶어서 관리하고, 사용자의 CCO ID 에 Mapping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1. Back End Entitlement (BEE) 란? 

‘2012 년 5 월 21 일’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스코 장비의 하드웨어 불량으로 인해 “교체 요청(Service RMA)할 때 신청한 

시리얼번호”가 교체 후 “실제 반납되는 장비의 시리얼 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세스 입니다. 

 

2. BEE 프로그램 도입 배경 

시스코가 변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잡한 Supply Chain 에서 시리얼 번호가 맞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잠재적인 benefit 을 고객 분들께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발생 문제 

-잘 못 된 시리얼 번호가 Contract 에 업데이트 됨으로써 차후 RMA 요청 시 교체 지연 및 문제 발생 

-Smart Services (SNCT, SC, SCH) 사용 시 부정확한 Inventory 관리 및 Contract 관리 

-Entitlement 을 강화 함으로써, 재고가 관리되며,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하는 고객들을 보호할 수 있음 

-불필요한 검증 작업으로 인한 불필요 비용 발생 

 

        
[Service Supply Chain]                                      [Back End Enti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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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 할 점 

반납 후 불일치가 발생 했을 시에는 시스코에서 자체 조사 후 이에 대해 고객께 연락 또는 별도 금액이 청구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안내 드립니다. 

 

4. 문의사항 

Back End Entitlement Program 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seohee@cisco.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Q and A 

[Q1] RMA 신청 시, S/N 가 필요 없는 경우는 어떻게 반납된 장비의 S/N 와 조회가 되나요? 

[A] Serial number 가 없는 파트인 경우, BEE 프로세스에서 제외 됩니다. 

 

[Q2] 파트의 S/N 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guideline 이 있나요? 

[A] 각 시스코 제품의  S/N 는 아래  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tools.cisco.com/Support/CPI/index.do 

 

[Q3] Child 파트의 RMA 신청 시, Mother 파트의 Serial number 을 제공해도 RMA 는 짂행되는데, 이런 경우, 반납될 장비는 

child 파트이기 때문에, Serial number 는 당연히 맞지 않게 됩니다.  

[A] Mother 파트의 Serial number 로 RMA 가 짂행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Child 파트의 Serial number 가 계약에 

active 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Q4] RMA 가 사용이 되지 않고 반납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BEE 를 통해 조회가 되나요? 

[A] 대체 장비나 사용되지 않고 반납되는 장비들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제외될 것입니다. 

 

[Q5] Child part 의 RMA 를 요청 시, Child part 의 Serial number 을 제공해야 하나요? 

[A] 네, Serial number 가 있는 모든 파트는 그에 해당 되는 S/N 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Q6] 3 종류의 결과(green, yellow, red)에 대해서 설명 요청 

[A]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Green RMA 생성시 고객이 제공한 Serial number 와 반납된 장비의 Serial number 가 같은 경우 

Yellow 
RMA 생성시 고객이 제공한 Serial number 와 반납된 장비의 Serial number 가 다르지만,  

반납된 장비의 Serial number 가 contract 상에 있는 경우 

Red 
RMA 생성시 고객이 제공한 Serial number 와 반납된 장비의 Serial number 가 다르고,  

반납된 장비의 Serial number 가 contract 상에도 없는 경우 

* Yellow 의 경우, 고객에게 S/N 관리 차원에서, CSCC tool 에 업데이트를 하시라는 notification 을 드릴 예정이며,  

Red 인 경우 정확한 반납 정보 또는 정확한 Serial number 의 파트를 다시 반납하시라는 요청을 드릴 것입니다.  

만약 반납이나 정보가 제공이 안될 시에는, Penalty 가 발행 될 수도 있습니다. 

 

[Q7] ECL (Entitlement Confidence Level) 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Contract level 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contract 는 ECL =>5/6 이므로, 대부분의 RMA 에 모두 적용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mailto:seohee@cisco.com
http://tools.cisco.com/Support/CPI/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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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고객은 어디에 Serial number 을 제공해야 하나요? 

[A] RMA 신청시, SVO 툴을 사용하시게 되며, 신청하시는 step 중에 실제 Part 수량 별 입력하는 Serial Number Field 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모든 serialized part 는 Serial number 가 제공되어야 RMA 신청이 짂행 됩니다. 

 

 

 

이상 BEE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시스코 BEE 담당자인 강서희차장(seohee@cisco.com)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아래는 기본적인 RMA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담았으니 업무에 참고해 주세요. 

 

1. RMA 및 하드웨어 교체 

1) RMA 신청 

- TAC Case (Service Request) 요청을 통한 트러블슈팅 선행 (CSSP Contract 의 경우 파트너사가 직접 짂행 가능) 

 

2) RMA 짂행 상황 문의 

- TAC Toll Free (00798-611-0712, option 4)로 전화해서 문의 가능 

- TAC 엔지니어에게 문의 가능 

- Email (apac-lsc@cisco.com) 으로 문의 가능 (단, 영어로 문의 가능함) 

 

3) 불량장비 반납 신청 

- TNT(1577-0588)로 전화해서 반납 신청함 

- 불량장비는 RMA 장비를 받은 후 10 일 이내 

 

2. 불량 장비 반환 방법 (Return RMA) 

계약조건에 의해 반드시 수령 후 10 일 이내에 장비가 반홖되어야 하며, 이는 ACTIVE Cisco 계약 조건에 따른 RMA 생성 시 

입력하신 반납 예정 장비의 Serial Number 와 실제 반납되는 장비의 Serial Number 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 기한 내에 지정 된 Serial Number 의 장비가 반홖되지 않을 경우 귀사에 비용(벌금)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반환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TNT Cisco 장비 Pickup 전화번호 032-744-9227 으로 연락을 취합니다. 

-반드시 “Cisco 장비 반홖 건” 이라는 점을 언급하신 후 픽업요청을 합니다. 

-RMA Replacement 로 받으셨던 그 박스는 절대 버리지 마시고, 반홖하실 때 포장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각 장비는 다른 장비에 부착되어 반납될 수 없으니, 반드시 개별 박스를 이용하여 한 박스당 하나의 장비만 포장하시기 바랍니다. 

-반납하실 모든 장비의 박스상에 반드시 RMA Replacement 수령 시 첨부된 노띾색의 RMA 스티커에 RMA#를 기재후 부착합니다. 

-수령 시 첨부된 반송용 TNT B/L 을 박스상단에 부착합니다. 

-이외 관렦된 문의는 02-2664-4800 으로 연락 주십시오. 

mailto:seohee@cisco.com
mailto:apac-lsc@ci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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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RMA’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2011 년 12 월 뉴스레터를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URL 확인) 

http://www.cisco.com/web/KR/partners/services/TS_news/pdf/201112_1.pdf 

 

4. CCO 온라인 기술지원 

1) 시스코 기술지원 뉴스레터 

- 각종 기술문서 및 툴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정보 제공 

- 구독신청: http://www.cisco.com/web/KR/Service_Newsletter/2012/index.html# 

 

2) 유용한 CCO Tool 

- Return a Product (RMA, DOA 프로세스 정의) 

http://www.cisco.com/web/ordering/cs_info/or3/o32/Return_a_Product/WWRL_HOME.html 

- Status Tool (RMA 짂행 상황 조회 Tool)  

Toll Free : 00798-611-0712 전화 후 „Option 4‟ 선택으로 Logistics Team 담당자 연결 

http://tooLSC.cisco.com/qtc/status/tool/action/LoadLandingScreen  

- Inventory Stock 확인  

http://wwwin-tooLSC.cisco.com/c3/rtrp/start.do 

- SVO Tool : RMA/Service Order Status Tool  

http://tooLSC.cisco.com/serviceordertooLSC/svostatus/query.do 

- End of Product Life Cycle  

http://www.cisco.com/en/US/partner/products/products_end-of-life_policy.html 

- Product Field Notice  

http://www.cisco.com/en/US/customer/support/tsd_products_field_notice_summary.html 

- Service Availability Matrix  

http://tooLSC.cisco.com/apidc/sam/search.do 

 

3) 전세계 네트워크 전문가들의 커뮤니티 

 - Cisco Support Community 

https://supportforums.cisco.com/index.jspa 

 

 

http://www.cisco.com/web/KR/partners/services/TS_news/pdf/201112_1.pdf
http://www.cisco.com/web/KR/Service_Newsletter/2012/index.html
http://www.cisco.com/web/ordering/cs_info/or3/o32/Return_a_Product/WWRL_HOME.html
http://toolsc.cisco.com/qtc/status/tool/action/LoadLandingScreen
http://wwwin-toolsc.cisco.com/c3/rtrp/start.do
http://toolsc.cisco.com/serviceordertooLSC/svostatus/query.do
http://www.cisco.com/en/US/partner/products/products_end-of-life_policy.html
http://www.cisco.com/en/US/customer/support/tsd_products_field_notice_summary.html
http://toolsc.cisco.com/apidc/sam/search.do
https://supportforums.cisco.com/index.jspa
https://supportforums.cisco.com/index.jspa?Referring_site=KoreanTAC&Channel=email_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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