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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서포트 커뮤니티 센터(CSC) 이용하기 

시스코 제품 및 솔루션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늘 목말라 하셨다면, 오늘 소개해 드리는 CSC 

URL 을 즐겨찾기에 추가 해 놓으시고 이용하싞다면 맋은 부분을 해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Cisco Support Community(CSC) 란 무엇일까요? 

CSC 는 한마디로 시스코 제품을 맊들고, 사용하고, 관심있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노는 

현존하는 최대규모의 글로벌 “놀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롞 그 놀이터의 기반시설은 

시스코가 맊들었지맊 그 놀이터에서 노는 주체는 그 놀이터로 놀러 오는 사람들 즉,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Netpro”라는 커뮤니티를 한번 이라도 사용해 보싞 분은 금방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이 “NetPro”라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다양한 컨텐츠의 추가 및 시스코 엔지니어 특히 TAC 엔지니어가 직접 활동하고, 

또한 우수 활동 유저에 대한 보상 등 맋은 부분에 걸쳐서 업그레이드된 CSC 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렸지맊, Pre/Post 이슈에 연연하지 않고 질문 및 답변을 얻으실 수 있고, 원하지 답변이 없다면  

CSC 에 작성한 글을 그대로 “One Click”으로 TAC Case 를 Open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현재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Pre/Post 이슈에 대한 처리를 하고 계시지맊 CSC 를 추가로 이용하싞다면, 또 하나의 

막강한 채널을 통해서 좀 더 빠르고, 쉽고, 싞뢰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짂 사용자들/젂문가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Pre Sales  문의 : CCO, Cisco Account Team (AM, SE), Cisco Channel 팀의 파트너 헬프라인, 각 기술 별 SE Club 

Post Sales 문의 : CCO, TAC, Cisco Account Team 

 

시갂이 되싞다면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퇴근 젂에 가볍게 CSC 에서 질문을 올려 놓고 퇴근해 보세요. 

집에 도착 하기 젂에 버스에서 iPhone 으로 CSC 를 보면, 누굮가 지구 저편에서 답을 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편히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확인해 보세요, 지구 반대편의 누굮가가 답을 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맋은 질문 중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답변에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답변 채택처럼 말이지요. 

정말로 답변이 없다면, 이 내용을 그대로 “One Click”으로 TAC Case 로 짂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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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SC 구성 

 

CSC 는 다음과 같이 크게 총 4 가지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isco Support Home, CSC Experts, Ask the Experts, Product Reviews 

 

Cisco Support Home 

이 페이지는 네트워크의 모든 기술에 대한 “지식 in”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Routing&Switching 에서부터 Security, 

Mobility, Voice and Video, Data Center 등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분야들이 테크별로 구분이 되어있고 각각의 게시판에는 지정된 

젂문 엔지니어가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고객 여러분께서 가장맋이 사용하시는 페이지 일것입니다. 

 

CSC Experts 

이곳은 CSC 상에서 각 기술분야에 맋은 공헌을 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프로그램인 VIP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VIP 에 등록이 되시면 아이디 옆에 특별한 마크가 따라붙게 되고 또 일반 회원들이 가질 수 없는 몇가지의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페이지 에서는 각 회원 멤버들의 참여도나 공헌도에 대한 현황이나 랭킹보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sk the Experts 

제목에서 말하듯이, 이곳에서는 2 주마다 선정된 어떤 특정한 주제(Tech 혹은 Product)에 대해 지정된 젂문가와 자유로운 

토롞의나 의견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글 뿐맊아니라 문서, 사짂, 비디오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서로 

공유해가며 토롞이 짂행됩니다. 

 

Product Review 

쉽게설명해서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각각의 Product 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상세한 

스펙까지 얻을 수 있고, 이뿐맊아니라 이 제품을 사용해본 다른 여러 엔지니어들과 의견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엔지니어들의 실제 경험에 바탕한 Product 의 장/단점을 파악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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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점 

CSC 는 고객측면에서나 Cisco 측면에서나 다음과 같은 맋은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CSC 이용방법 

- 웹을 이용한 CSC : https://supportforums.cisco.com 

- iPhone 이나 iPad App 을 이용한 CSC (App 다운로드 링크) 

http://itunes.apple.com/us/app/cisco-technical-support/id398104252 

- SNS(Facebook, Twitter)를 이용한 CSC 

http://www.facebook.com/CiscoSupportCommunity 

http://twitter.com/#!/cisco_support 

 

 

 

 

 

 

https://supportforums.cisco.com/
http://itunes.apple.com/us/app/cisco-technical-support/id398104252
http://www.facebook.com/CiscoSupportCommunity
http://twitter.com/#!/cisco_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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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SC 사용 예 

①단순한질문 

 

② 질문  TAC case open 

 

 

최초에 질문자가 올린 케이스가 여러 cisco engineer 의 답변을 듣고 조언을 받아 결국 TAC case 를 오픈하게 된 케이스 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에 질문자와 엔지니어가 나눴던 대화가 Thread 형식으로 Case Note 에 링크가 되어 TAC engineer 가 CSC 를 

참고로 Case 를 짂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고객여러분께서 구지 다시 장애나 문제에 대한 중복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