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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MA Tool - “SORT (SVO 2.0)” 소개 

 

1. 소개 

Cisco 장비를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 이유가 ‘하드웨어’ 문제로 판명된다면 ‘하드웨어 교체’를 하게 됩니다.  

불량 난 하드웨어를 교체하기 위한 신청은 방법은 1) Cisco TAC 에서 신청을 하거나 2) 파트너들이 Cisco.com의 Tool을 

이용하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툴을 SVO(SerVice Order) Tool이라고 합니다.  

(하드웨어 교체는 시스코와의 계약(contract)관계가 유효(Active)해야 하고, 교체신청 주최는 계약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현재 SVO Tool 

현재 Cisco.com에서 사용하는 SVO tool은 거의 10년동안 사용된 Tool 로써, 1 )신규 제품 및 서비스 반영 제한 2) 사용자 

편의성 반영 미흡, 3) 교체 신청 시 많은 입력 단계로 인한 생산성 지연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SORT(SVO2.0)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SORT는 Service Order RMA Tool의 약자 입니다.) 

 

3. SVO Tool v.s SORT 비교 

SVO Tool SORT (SVO 2.0) 

익일배송(NBD) 신청 시 15 단계를 거쳐야 신청 완료 

프리미엄(예: 4시간배송) 신청 시 17단계를 거쳐야 신청 완료 

신청 단계가 길어 짐으로써 신청 소요 시간 증가  배송 지연 

익일배송 신청 시 7 단계로 신청 완료 

프리미엄 신청 시 8 단계로 신청 완료 

신청 단계 축소 및 사용자 편의성 증진 

  * NBD(Next Business Day) - 오후 3시 이전까지의 신청을 익일 배송이 됩니다. (Depot에 Stock이 있는 경우) 

 

4. SORT Tool 을 이용 전 준비사항 

1) CCO ID  

- cisco.com 로그인 ID 

2) CCO ID 프로파일에 교체 제품의 contract # 매핑 및 Service Access Management Tool에 등록 

   - Contact number가 CCO ID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web-help@cisco.com 로 메일을 보내서 contract#를 업데이트 합니다. 

3) SORT Tool 사용 권한   

- 권한 신청은 http://tools.cisco.com/serviceordertools/svosubmit/tools.do 페이지의 ‘FeedBack’ 링크 클릭 후 신청 

 

5. SORT 소개 

1) 특징 

- 현재 사용중인 SVO 기능 + SORT Tool에 user 편리성 제공 

   - 5개 항목 : Contract, Shipping , Delivery Options, Parts, Premium and Configuration 에 해당 입력으로 order 진행 

- 한 페이지 안에서 위의 5개 항목 모두 입력  직관성 및 편리성 제공 

   - Save 기능 (자동, 수동) 추가 (과거 SVO tool에는 저장 기능이 없었음) 

   - Click to Chat 을 통해서 live chatting 으로 문의 사항 질의 

   - CSC (cisco support community)를 통해 교육, discussion, feedback, 문서 등 정보 공유 

mailto:web-help@cisco.com
http://tools.cisco.com/serviceordertools/svosubmit/tool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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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rder 진행 순서 

① 불량 장비 Serial# 혹은 contract#를 이용한 조회 

② 관련 데이터 정보 출력  해당 파트 선택 

③ 5개 항목(contract, shipping, delivery, parts, premium)에 대한 정보를 한 페이지 안에서 입력 

④ 저장 혹은 Submit 

 

3) SORT tool을 ‘My Cisco’ 안의 ‘Workspace’ 로 추가!! 

   Cisco.co에 로그인 하시면 My Cisco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웹사이트의My Page 와 같은 기능으로써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을 한곳에 모아놓은 ‘맞춤형 웹페이지’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CCO Tool 들을 추가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SORT Tool 또한 My Cisco 안의 Workspace에 추가해서 ‘자주 사용하는 툴’로 사용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 가능 합니다. 

    

   SORT Tool을 Workspace 추가하는 방법은 1)SORT Tool 서 추가, 2) Workspace에서 추가하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6. 참고 

SORT Tool 접속 URL (교체 신청, 신청 조회, SORT권한 요청) 

http://tools.cisco.com/serviceordertools/svosubmit/tools.do 

 

웹엑스 트레이닝 세션 레코딩 (2012년 7월 11일, 50분, 시스코 김형하차장, wekim@cisco.com) 

https://cisco.webex.com/ciscosales/lsr.php?AT=pb&SP=MC&rID=62015747&rKey=8dc5820cfcf7f98f 

 

CSC에서 제공하는 SORT 비디오  

https://supportforums.cisco.com/community/netpro/private/pilot/sort 

 

추가적으로 RMA 관련 내용은 ‘시스코 서비스 뉴스레터’ 과월호를 참고해 주세요. 

1) 2011년 12월호 - RMA 개념 및 DOA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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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년 3월호 - TAC 서비스 이용하기 

http://www.cisco.com/web/KR/partners/services/TS_news/pdf/201103_01.pdf 

 

7. SORT 를 이용한 신청 화면 캡쳐 

① RMA Service Order Tools 접속 

http://tools.cisco.com/serviceordertools/svosubmit/tools.do 

 

② 첫번째 라인의 ‘NEW’ tool인 ‘Service Order RMA Tool (SORT)’ 선택 

 

http://tools.cisco.com/serviceordertools/svosubmit/tools.do
mailto:wekim@cisco.com
https://cisco.webex.com/ciscosales/lsr.php?AT=pb&SP=MC&rID=62015747&rKey=8dc5820cfcf7f98f
https://supportforums.cisco.com/community/netpro/private/pilot/sort
http://www.cisco.com/web/KR/partners/services/TS_news/pdf/201112_1.pdf
http://www.cisco.com/web/KR/partners/services/TS_news/pdf/201103_01.pdf
http://tools.cisco.com/serviceordertools/svosubmit/tool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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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CI ID 조회 및 어떤 정보(S/N, Contract, Site)를 이용해서 교체 요청 신청을 할지 선택하고 정보 입력 

 

 

④ 진행 상태 

 

 

⑤ S/N 선택 후 진행 한 경우 

 

 

⑦ Contract 완료 후 다음 Step인 Shipping 항목으로 이동 

 

※ 왼쪽 항목에서, 이미 완료된 항목은 √ 표시로, 메뉴 배경이 회색이면 완료, 파란색 배경은 진행중인 화면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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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Shipping Detail – 과거에 사용했던 주소 사용 혹은 새로운 주소 사용 옵션 이용 

 

 

⑨ ‘Use a Recent address’ 즉, 최근에 사용했던 주소 조회 후 선택 

 

⑩ 위 ⑧ 항목에서 ‘Search for an address’, 즉 주소를 직접 검색해서 사용하는 경우 

 

※ company name, country, postal code는 필수 입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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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위에 입력한 주소로 확인이 안된 경우 (Cisco에 installed site로 등록이 안된 경우), one-time address를 이용하여 진행 후 

차후 주소 등록 가능 

 

 

⑫ Contact Details 항목 입력 

 

 

⑬ Shipping section 

 

 

⑭ Service Level, Reaction Hours/Day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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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위 ③ 에서 S/N을 선택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 아래와 같이 S/N을 입력하여 진행  

 

※ Serial Number가 필요없는 Part의 경우 non-serial part로 진행  

 

참고로, 프리미엄(Premium) 오더인 경우는 빠른 시간에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 하므로, Filed Engineer 등의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입력되어져야 하며 이 모든 정보는 ‘Premium Order’ 탭을 통해서 이루어 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