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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트 

Cisco Smart Net Total Care Service 

비즈니스 연속성 위험 관리, 더 신속한 문제 해결, 운영 효율성 향상 

 

IT 인프라는 기업을 고객 및 공급자와 연결하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는 비용을 줄이고 
비즈니스 성장에 맞춰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동시에 네트워크에서 높은 서비스 레벨을 유지해야 합니다. Cisco® 
Smart Net Total Care™는 다음과 같은 기술 지원 서비스 및 스마트 기능을 제공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더 신속한 문제 해결: 네트워크 다운타임을 줄이고 IT 서비스 레벨을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인시던트 관리 프로세스를 간소화합니다. 

● 위험 감소: 시스코 기술 전문가와 사전 대응적인 스마트 툴 및 기능에 액세스하여 비즈니스 연속성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 운영 효율성 증대: 사전 대응적 관리 및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지원 리소스 요건이 줄어들고 네트워크 
관리 비용이 절감됩니다. 

Cisco Smart Net Total Care Service 개요 
Cisco Smart Net Total Care는 시스코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에서 제공하는 신속한 전문가 기술 지원과 
유연한 하드웨어 커버리지를 통해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통합 스마트 기능을 통해 해당 자산, 
계약, 보안 알림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 워크플로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시스코 전문가들로 구성된 TAC의 지원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TAC을 통해 제공되는 기술 
지원 서비스로는 하드웨어 선교체 옵션과 2시간, 4시간, NBD(next-business-day) 옵션을 포함한 빠른 응답 시간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셀프 헬프 툴에는 케이스를 열지 않고도 네트워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광범위한 지식 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지원 툴이 포함됩니다. 

스마트 기능은 Smart Net Total Care 포털을 통해 제공되며, 시스코 제품을 지원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정보와 
자동화를 제공합니다. 맞춤화 가능한 화면에는 해당 네트워크에 적용되는 서비스 커버리지, 제품 라이프사이클, 
보안 및 제품 알림에 대한 최신 정보가 표시됩니다. 

또한 포털에서는 지원 관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대화형 워크플로가 제공됩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기술 지원 
서비스와 스마트 기능 모두를 통해 문제를 더 신속하게 해결하고, 위험을 완화하며, 운영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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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이점 
Smart Net Total Care에는 표 1에 요약되어 있고 이후 섹션에서 간략하게 설명되는 4가지 주요 기능 영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기능이 포함됩니다. 

표 1. Smart Net Total Care 기능 

 

기술 지원 서비스 및 인시던트 관리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비즈니스 크리티컬 시스템이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인시던트를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빠른 
응답과 기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Smart Net Total Care는 네트워크 문제로 인한 비즈니스 중단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장비 레벨 지원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서비스를 위해 빠른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TAC 지원 담당자와의 상호 작용을 간소화하기 위해 장비와 해당 서비스 커버리지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시스코 TAC: 시스코 TAC는 광범위한 시스코 제품 및 기술과 서비스 제공자 아키텍처와 관련하여 인증받은 
시스코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으며, 
제품 사용, 컨피그레이션, 트러블슈팅 문제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 시간과 관련한 시스코 TAC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각도 1 및 2: 시스코가 1시간 내에 응답합니다. 

◦ 심각도 3 및 4: 시스코가 1영업일 이내에 응답합니다. 

● 하드웨어 선교체: 시스코의 맞춤형 하드웨어 지원 서비스 플랜을 활용하여 하드웨어를 통해 지속적인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스코는 다양한 배송 옵션으로 여러 
서비스 레벨을 제공합니다. (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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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하드웨어 선교체 서비스 레벨 

서비스 레벨 설명 

Smart Net Total Care 24x7x2 2시간 응답,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휴일 포함 

Smart Net Total Care 24x7x4 4시간 응답,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휴일 포함 

Smart Net Total Care 8x5x4 4시간 응답, 물류 창고 시간 기준 현지 업무 시간, 일주일에 5일 

Smart Net Total Care 8x5xNBD NBD 배송, 물류 창고 시간 기준 현지 업무 시간, 일주일에 5일 

Smart Net Total Care - RMA 없음 소프트웨어 및 설치 중심 TAC 지원만 해당, RMA 또는 기타 TAC 지원 없음 

● Onsite 지원: 시스코가 고객의 현장에서 직접 전문적인 고객 중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Smart Net Total Care Onsite 서비스에는 선교체 부품 설치가 포함됩니다. (표 3 참조) 

표 3. Onsite 지원 서비스 레벨 

서비스 레벨 설명 

Smart Net Total Care Onsite 24x7x2 2시간 응답,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휴일 포함 

Smart Net Total Care Onsite 24x7x4 4시간 응답,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휴일 포함 

Smart Net Total Care Onsite 8x5x4 물류 창고 시간 기준. 

4시간 응답, 오전 9시~오후 5시, 요청이 오후 1시 전에 접수되는 경우 서비스(부품, 인력, 자재 
포함)가 당일에 제공됩니다. 오후 1시 이후에 접수된 요청의 경우 다음 영업일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Smart Net Total Care Onsite 8x5xNBD 물류 창고 시간 기준. 

NBD, 오전 9시~오후 5시, 요청이 오후 3시 전에 접수되는 경우 서비스(부품, 인력, 자재 포함)가 
NBD에 제공됩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서비스(부품, 인력, 자재 포함)가 다음 영업일에 제공됩니다.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코에서는 라이센스가 부여된 기능 세트에 대해 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릴리스와 모든 지원 설명서는 http://software.cisco.com/swcentral/home.html의 
Cisco.com Software Central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셀프 헬프 지원: 시스코는 시스코 지원 웹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며, 이 웹사이트에는 
시스코의 광범위한 지식 라이브러리와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사용자가 케이스를 열지 않고도 네트워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원 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Cisco Severity and Escalation Guidelines에 따라 문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Cisco.com 지식 기반에 액세스하면 시스코 제품에 대한 유용한 기술 및 일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oftware.cisco.com/swcentral/home.html�
http://www.cisco.com/web/about/doing_business/legal/service_descriptions/docs/Cisco_Severity_and_Escalation_Guidelines.pdf�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shp_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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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시던트 관리를 간소화하는 스마트 기능 

모든 지원 고객은 Smart Net Total Care 포털, 모바일 앱, 시스코 컬렉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액세스를 포함한 스마트 
기능 1

● 포털 및 대화형 대시보드: Smart Net Total Care 포털은 세부 장비 데이터에 대한 보안 액세스와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화형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대시보드는 TAC 
케이스를 열고 관리할 수 있도록 컨피그레이션 상태, 시리얼 번호, 계약 번호, 서비스 레벨, 해결되지 않은 
알림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Smart Net Total Care 포털을 사용하여 사용자 액세스를 관리하고 
보고서와 워크플로를 구성하고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안 및 제품 알림, 제품 라이프사이클, 시스코 서비스 
커버리지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기능에 대한 지원은 시스코 및 동료 전문가들이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공됩니다. 사전 대응적인 스마트 기능은 기본적인 지원 기능과 통합되고, 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원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가시성과 통찰을 제공합니다. 

● 컬렉터 소프트웨어: 시스코 CSPC(Common Services Platform Collector)는 시리얼 번호, 설치된 메모리, 
PID(product ID) 등 시스코 제품에 대한 장비 지원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이를 통해 시간이 절약되고 
수동 작업에 비해 더 최신 뷰(view)를 제공합니다. 또한 컬렉터는 시스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버전 및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파악합니다. 

● 스마트 장비 진단: Smart Call Home은 중요 장비의 지속적인 셀프 모니터링과 문제 발생 시 자동화된 복구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고객과 시스코 TAC 모두에게 자동 알림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에 적격 컬렉터를 구현한 고객은 케이스 생성을 위해 보안을 유지하면서 장비 세부 
정보와 지원 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SmartData Advantage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문제를 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사용하여 어디서나 시스코 TAC 및 지원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커버리지, 문제 해결, 알림 등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및 제품 알림 
보안 권고, 장비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최신 시스코 알림을 수신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Smart Net Total Care를 사용하면 장비에 대한 관련 알림을 파악하고 관리하여 네트워크 중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가 게시한 제품 알림 및 보안 경고의 영향을 받는 장비를 사전 대응적으로 파악하고 알림 관련 활동을 
문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장비에 플래그를 지정하거나, 장비에 대한 알림을 
무시하거나, 향후 참조를 위해 상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하드웨어 알림: 하드웨어 알림은 EoL(end of life: 단종)되었거나 EoL이 다가오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소프트웨어 알림: 사용 중인 특정 소프트웨어 버전의 EoL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알림입니다. 

● 보안 알림: 보안 알림은 네트워크의 특정 장비와 연관된 보안 취약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PSIRT(Product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 알림입니다. 

● Field notice: 하드웨어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버전의 중요한 문제(보안 취약성 문제 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Field notice입니다. Field notice는 RMA와 같은 고객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시스코 컬렉터, Smart Net Total Care 포털과 같은 사전 대응적 스마트 기능은 설명된 기능을 제공하도록 구성되거나 구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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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관리 워크플로를 통해 알림에 상태 정보를 할당하여 알림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전히 유의해야 할 알림만 받도록 향후 알림을 필터링합니다. 예를 들어 알림을 닫거나 “action taken(작업 
완료)”으로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향후 해당 알림으로 방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알림 상태 
정보를 통해 관리자는 알림을 검토하고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여 간편하게 해당 팀의 목표 달성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커버리지 관리 
서비스 커버리지에 대한 올바른 가시성이 없으면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장비에서 중단이 발생하여 네트워크의 
보안이 침해되는 동안 솔루션을 찾기 위해 급히 서두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Smart Net Total Care를 통해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기업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즈니스 크리티컬 자산에 필요한 서비스 커버리지를 
갖출 수 있습니다. 

Smart Net Total Care는 시스코 장비에 올바른 커버리지를 보장하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동화된 자산 및 계약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네트워크의 서비스 커버리지를 추적하는 
수동 방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반면, Smart Net Total Care는 자동화를 사용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위험을 줄입니다. 정기적 자산 수집 및 유연한 보고 기능을 통해 새로운 항목, 변경된 항목, 서비스가 
지원되는 항목과 지원되지 않는 항목을 파악하고 추적하여 시스코 자산과 서비스 계약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산 커버리지에 대한 최신 기록을 유지 보수하면 갱신 및 예산 계획 프로세스도 간소화됩니다. Smart Net Total 
Care를 사용하면 갱신을 계획하고 예산 요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간격으로 만료 예정인 서비스 계약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커버리지 보고서: 자산 수집에서 얻은 장비 데이터를 서비스 계약 및 Purchase Order와 비교하여 
커버리지 공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갱신 날짜에 대한 24개월 앞선 뷰를 포함하여 모든 서비스 
계약 및 커버리지 레벨을 확인합니다. 커버리지 정보를 검토하여 네트워크의 장비가 사용 용도에 적합한 
커버리지를 갖추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커버리지 및 갱신 관리 워크플로: 이 기능을 통해 서비스 커버리지가 필요하지 않은 장비와 이유를 
문서화하고 주석을 달 수 있습니다. 또한 아키텍처 또는 예산 계획 담당자에게 작업을 할당하여 서비스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커버리지를 갱신하는 것과 특정 장비를 교체하는 것 중 어느 편이 나은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품 라이프사이클 관리 
Smart Net Total Care에서 최신 자산 데이터를 유지 보수하면 수동 방식에 비해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오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Smart Net Total Care를 통해 시리얼 번호, Product ID, Cisco IOS® 소프트웨어 버전, 
설치된 메모리 및 펌웨어, IP 주소, 호스트 이름 등과 같은 장비 및 컨피그레이션 세부사항을 포함한 시스코 자산에 
대한 최신 뷰를 유지 보수할 수 있습니다. 

자산에 대한 향상된 가시성을 제공하는 Smart Net Total Care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EoL, EoS, 지원 종료가 다가오는 시스코 제품을 신속하게 파악 

● 네트워크에서 이동, 추가 또는 변경된 항목을 간편하게 확인 

● 시스코 하드웨어가 일관되고 지원되는 최신 소프트웨어 버전을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 

●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장비에 대한 위험 완화 및 업그레이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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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사이클 관리를 향상하고 제어하는 기능 

Smart Net Total Care 포털 내의 스마트 기능을 통해 제품 및 라이프사이클 가시성을 향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 RBAC(Role-Based Access Control): Smart Net Total Care 포털에서는 사용자가 볼 수 있는 데이터 유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포털 내의 사용자 뷰(view)는 해당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 결정되며, 관리자가 파트너를 
포함한 포털 사용자의 역할을 할당하고 네트워크 장비 데이터 가시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네트워크 관리자 그룹은 네트워크의 특정 세그먼트에 대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 그룹은 
장비 컨피그레이션 데이터 또는 보안 알림과 같은 특정 유형의 정보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장비 데이터 파일 업로드: 시스코 컬렉터로부터의 데이터 업로드 외에 수동 파일 업로드(예: 
스프레드시트로부터) 또는 서드파티 수집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포털에 업로드한 후 시스코 지원 정보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보강할 수 있습니다. 

Smart Net Total Care의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서비스 
Smart Assist Service 
이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 기능을 구현하고 사용하는 시간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 컬렉터 설치와 Smart Net 
Total Care 포털 액세스를 위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스마트 기능 교육, 제품 인벤토리 수집 지원, 자산(IB: Installed 
Base) 조정(1년에 2회), 포털 및 수집에 대한 TAC 지원과 같은 온보딩 및 지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Asset Management Service 
Cisco Asset Management Service는 네트워크 전체에 대해 실시간에 가까운 제품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적 개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Smart Net Total Care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시스코 제품 투자에 대한 완벽하고 정확한 뷰를 제공하여 해당 투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독립형 서비스로 제공되거나 Cisco TS Advantage를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Services Advantage 
Cisco TS(Technical Services) Advantage는 시스코 전문가의 맞춤형 우선순위 레벨 서비스 및 지원이 필요한 
비즈니스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네트워크 목표와 운영 목표 간 조정이 쉬워지므로 IT 인력의 
부담을 줄이고, 성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Bronze, Silver, Gold, 
Platinum의 4가지 지원 레벨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Network Optimization Service 
Cisco Network Optimization Service는 네트워크 라이프사이클 전체에서 상세하고 사전 대응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비용을 쉽게 절감하여 최대 성능을 위해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스코 아키텍처 리더십, 심층적인 지식, 해당 분야 전문성으로 고객의 네트워크 혁신 전략을 지원합니다. 



 

 

© 2015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7/8 페이지 

시스코 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부실한 기술 계획 때문에 프로젝트가 좌초되지 않도록 네트워크 전략과 최우선 비즈니스 이니셔티브를 조율해야 
합니다. 귀사는 시스코의 경험과 전문성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 서비스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사용자가 함께 더 효과적으로 작업합니다. 시스코의 솔루션과 서비스는 앞선 네트워킹 기술과 혁신을 
근간으로 합니다. 또한 J.D. Power and Associates로부터 “최고의 고객 서비스 경험(An Outstanding Customer 
Service Experience)”을 제공한다고 인정받았으며 CTSS 인증을 8회 달성한 유일한 기업입니다.2

시스코 캐피탈이 목표 달성과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기술 도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CapEx를 절감하고, 성장을 가속화하며, 투자 비용과 ROI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스코 캐피탈 
파이낸싱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보완적인 서드파티 장비 도입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비용 결제가 단 한 번뿐입니다. 시스코 캐피탈은 100여 개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 캐피탈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파이낸싱 

자세히 보기. 

추가 정보 
Cisco Smart Net Total Care Service와 Smart Assist Servic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go/total을 
참조하시거나 현지 어카운트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Smart Net Total Care 커뮤니티에 참여하십시오. bit.ly/community-sntc에서 비디오, 교육, 사례 연구 등의 리소스를 
찾아보고 토론 포럼에서 다른 사용자와 교류할 수 있습니다. 

기술별 서비스, 원격 관리 서비스 등 네트워크를 유지 보수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기타 시스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go/supportservices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보유하고 있는 시스코 제품 및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지원 서비스 목록 전체를 확인하려면 
http://www.cisco-servicefinder.com의 Service Finder 툴을 방문하십시오. 

 

 

 

 

 

 

 

 

 

 

                                                            

2 http://www.jdpower.com/press-releases/certified-technology-service-and-support-program에서 J.D. Power and Associates의 
2014년 7월 21일 자 보도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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