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VT FAQ  

전체 보기 

 IVT는 무엇의 약자인가?   

      IVT란 Interoperability Verification Test(상호운용성 검증 테스트)의 약자로, CDN 하에서 제공되는 

공식 테스트 프로그램입니다.  

 IVT의 목적은 무엇인가? 

 IVT의 목적은 제 3자의 제품이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  프로그램 지침에 정의된 Cisco 제품 및 규격에 잘 통합되는가 

      •  기능 사양에 따라 운용 및 실행되는가  

      •  제 3자 제품과 Cisco 제품이 통합되어 공동고객에게 신뢰할 만한 솔루션을 제공하는가  

 IVT에 가입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  

 CDN 멤버는 IVT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Cisco 호환 인증 및 로고를 받게 됩니다.  

 Cisco 호환 로고는 IVT를 완료한 CDN 멤버(제 3자)가 Cisco가 인증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CDN 멤버는 자재 및 CDN 솔루션 카탈로그를 마케팅할 때 제품 및 기술을 “Cisco 호환”으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호환 로고가 있는 제품은 Cisco 협력지원(Cooperative Support)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IVT를 통과한 제품을 선호할 것이며 사전 테스트를 거친 귀사의 기술에 안심할 

것입니다. 이는 통합비용 감소, 배치의 가속화, 오작동 위험의 최소화로 이어집니다.  

 IVT 가입은 SIP(솔루션 인센티브 프로그램, Solution Incentive Program) 및 Cisco Live WoS 

(World of Solutions) 부스의 전제조건입니다.   

 IVT는 필수조건인가?   

      IVT는 선호개발사 및 솔루션 개발사 단계에 있는 CDN 프로그램 멤버의 필수조건입니다. 

등록된 개발사는 호환로고를 얻기 위해 선택적으로 테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IVT 가입 요건은 무엇인가?  

테스트를 받으려면 CDN 멤버십, 등록 제품, IVT 요청서가 필요합니다.  

 IVT 처리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IVT 처리 순서는 다음 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developer.cisco.com/documents/24425/d20c33b0-0033-4539-9778-38e4dc72aa2b 

 CDN 멤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웹 페이지 http://developer.cisco.com/web/join-the-network/join-now에서 CDN에 가입합니다. 

 IVT을 요청하는 것은 무료인가?  

비용은 프로그램에 따라 US $1,000.00 - $25,000.00 정도이며, 실험의 복잡성 및 통합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정 기술센터 테스트(Technology Center Testing) 페이지를 

http://developer.cisco.com/documents/24425/d20c33b0-0033-4539-9778-38e4dc72aa2b
http://developer.cisco.com/web/join-the-network/join-now


참고하십시오.  

 IVT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무엇인가?   

      IVT는 파트너 제품과 Cisco 제품의 통합에 중점을 둡니다. 시행되는 테스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트너 제품 및 Cisco 제품 간 인터페이스의 기능 검증 

 통합된 특성의 기능 검증  

 기능 테스트 시나리오 중 일부를 이용한 로드/성능 테스트  

 네거티브 테스팅(연결 불량, 과잉성, 회복성) 

 IVT는 언제 완료해야 하는가?  

      선호솔루션 및 솔루션 개발사 멤버는 프로그램 계약 마다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신청서 승인 후 6개월 이내   

 Cisco 제품 또는 프로그램 멤버 제품의 정식* 공개 시  

              *정식 공개는 제품에 기능이 추가되어 구성된다.  

 IVT를 위한 테스트 장비를 제공해야 하는가?   

      귀사의 제품 및 실험실 장비 자원에 따라 다릅니다. 귀사의 제품이 최종품이거나 사유 

플랫폼에서 운용되는 경우에는 실험실에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생산 하드웨어) 확장성 테스트 요건을 만족시키는 서버에서 운용되는 환경 

설정된 제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Cisco 장비는 IVT 실험실에서 제공합니다.   

 실험실용 장비는 어떻게 구입하는가?  

파트너는 비전매판 프로그램을 통해 할인된 가격에 Cisco 장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DN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developer.cisco.com/web/partner/discount-

purchase-programs 

 IVT 테스트 플랜을 제공해야 하는가?  

테스트 플랜 요건은 해당 기술 IVT 테스트 팀이 정합니다. 

 IVT 테스트 플랜 템플릿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일반 IVT 테스트 플랜 템플릿과 일부 기술자들을 위한 기술 특이적 IVT 테스트 플랜 

템플릿이 있습니다.   

 IVT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장소는 IVT 매니저가 결정합니다. Cisco 공식 CDN IVT 실험실이 되거나 자가 테스트의 경우 CDN IVT 

매니저가 인가한 개발사 자체 실험실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실험실이나 장소에서 IVT를 시행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귀사에서 테스트하고자 하는 기술을 지원하는 어떤 곳에서도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프로그램 멤버가 IVT에 참여할 필요는 없으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http://developer.cisco.com/web/partner/discount-purchase-programs
http://developer.cisco.com/web/partner/discount-purchase-programs


문제에 대해 실험실의 시간대 지원을 제공할 필요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대/위치 

이용성인지 일정 가능성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IVT 요청 시 특정 실험실/장소를 선택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는 요청에 맞출 수 있는 일정이 가능한 실험실로 테스트를 계획합니다.  

 테스트를 시행하는 동안 IVT 장소에 있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는 IVT가 진행되는 동안 파트너의 직원이 현장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IVT 시, 제품 

사양이나 운용, 문제해결에 관한 기술적 지식이 있는 제품 대표자와 원격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자는 대개 판매 엔지니어나 현장 엔지니어, 지원 또는 QA 엔지니어입니다. 현장 참여는 IVT 

실험실의 재량에 따릅니다.  

 누가 IVT를 시행하는가?  

      IVT는 기술그룹 또는 제 3자 테스트 하우스 내 IVT 엔지니어가 시행합니다.  자가 테스트의 

경우, 파트너가 자체 실험실이나 CDN이 승인한 원거리 IVT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시행하며 테스트 

보고서를 CDN 포털에 업로드합니다.  

IVT는 얼마나 자주 시행하는가? 

파트너 제품과 Cisco 제품을 통합한 공식 버전마다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후 발매품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계속해야 합니다.    

      IVT 옵션에 가입한 동록 개발사는 고객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후 주요 발매품에 대해 

테스트를 시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Cisco 인터페이스에 변화가 없는 제품을 발매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IVT가 필요한가?  

Cisco 제품과의 인터페이스에 어떠한 변경사항도 없음을 보증하는 보고서를 IVT 프로그램 

매니저에게 제공하는 경우, 테스트가 면제될 수 있으며 그 버전은 CDN의 테스트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정책은 IVT 프로그램 매니저의 재량에 따릅니다.     

 하나의 IVT 요청서로 여러 제품 버전을 테스트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귀사의 제품이나 Cisco 제품 중 한 개 이상의 버전을 테스트하도록 지원합니다. 

테스트는 실험실 이용가능성에 따라 연속 또는 병행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IVT 요청서마다 여러 개의 Cisco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실험실은 완전한 Cisco Enterprise 솔루션을 대표하도록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IVT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전 과정은 일반적으로 평균 약 6주 소요되며, 실험실 이용가능성 및 지급 프로세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IVT 테스트 결과는 언제 어떻게 얻는가?  

      비용을 지불한 경우 최종 테스트 보고서는 테스트 후 1주일 이내에 전달됩니다. 신청 상태가 



시스템에서 “테스트 통과”로 변경되는 즉시 인증서가 CDN 시스템에서 발송됩니다.  

      테스트 보고서 또는 인증서는 실험실 비용 일체를 지급하지 않는 한 전송되지 않습니다.  

 IVT를 진행하는 동안 Cisco의 지원이 있는가?   

테스트는 Cisco 제품과 제 3자 제품의 통합에 집중됩니다. 둘 중 어느 한 곳에서 확인된 문제가 

심각도 1 또는 2인 경우 IVT에 실패하게 됩니다.  

       통합 시 Cisco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발사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최종 테스트 보고서 문서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확인된 문제로 인해 테스트가 실패하는 경우,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테스트를 받는 추가 비용 

일체는 제 3자 측이 부담합니다.   

 개발사 서비스란 무엇인가?  

개발사 서비스는 Cisco가 지원하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제품의 개발사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개발사 지원 프로그램 엔지니어는 이들이 지원하는 기술에 대한 제품 엔지니어 

팀의 연장선입니다. 이들은 시판되는 API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개발사 서비스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파트너 및 공동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있는가?   

개발사 지원 서비스는 CDN 멤버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연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된 개발사= 5회; 솔루션 개발사 = 10회; 선호 솔루션 개발사 = 20 회; 

      위 한도를 초과할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IVT 동안 패치를 사용할 수 있는가?  

테스트 동안에는 어떠한 패치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기본 정책입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발견된 문제나 패치 사용 시점에서 완료된 테스트 양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IVT 통과 요인은 무엇인가?  

모든 테스트에서 예상된 반응이 나타나야 하며, 심각도 1 또는 2의 문제가 없고 심각도 3의 문제가 

3개 이하여야 합니다.  

문제의 심각도 및 테스트 통과는 Cisco 및 공식 실험실의 재량에 따릅니다.  

 IVT 실패 요인은 무엇인가?  

다음의 경우, IVT가 실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Cisco 제품이나 파트너 제품에 심각도 1 또는 2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심각도 3의 문제가 여러 개 발견된 경우  

주: 문제의 심각도 및 테스트 실패는 Cisco 및 공식 실험실의 재량에 따릅니다.  



 테스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테스트 시, 구성 또는 통합에 문제가 있는 경우 테스트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요금은 모든 

테스트 범위 및 실패로 인한 재테스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IVT를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테스트 플랜을 검토하고 적합한 실험실 환경(자체 실험실 또는 공식 실험실)에서 사전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대부분의 IVT 실패는 로드 및 성능, 사전 테스트의 반복이나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사의 개발사 서비스 팀이 검토한 최상의 지원 방법을 이용해 통합을 시행했는지 

확인합니다.  

 통합하는 어느 쪽에도 주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회귀 테스트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정기 

테스트 역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의 Cisco 제품이나 Cisco 제품의 여러 버전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 한 번의 

테스트로 모든 테스트를 시행하도록 계획합니다. 많은 경우에 제품 구성 및 실험실 

사전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간 1회 시항 테스트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선지급 또는 신청에 관해 실험실에 

문의합니다.   

 IVT 기준과 테스트 요건은 모든 위치에서 동일한가?  

그렇습니다. 인증된 모든 IVT 실험실은 세계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테스트 플랜은 

Cisco가 결정하고 승인합니다.   

 IVT 완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가?  

CDN과 IVT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습니다. 프로그램 및 혜택은 지역이나 테스트 장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CDN에 어떻게 새 제품을 등록하는가? 

파트너는 CDN 포털의 파트너 관계 매니저(PRM)를 이용해 새 제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http://developer.cisco.com 또는 http://developer.cisco.com/web/partner에서 “나의 개발사 

대시보드(My Developer Dashboard)”를 선택하십시오.  

 IVT는 어떻게 요청하는가?  

CDN 포털에서 개발사 대시보드를 통해 PRM에 접속합니다.  

 “등록 제품(Registered Products)” 탭을 선택합니다.  

 IVT를 요청하는 제품을 위해 “동작(Actions)” 풀다운 메뉴로 이동합니다.  

 “새 IVT 요청 추가(Add New IVT Request)”를 선택합니다.  

 파트너가 IVT 요청 화면과 함께 나타납니다.  

 양식을 작성하고 “승인 전송(Submit for Approval)”을 클릭합니다.  

http://developer.cisco.com/
http://developer.cisco.com/web/partner


 IVT 테스트 모델이란 무엇인가?  

IVT 테스트 모델 

 기술그룹 테스트 팀은 CDN 공식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제 3자 테스트 하우스는 CDN 공식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자가 테스트: 파트너가 CDN 공식 실험실에서 원격으로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자가 테스트: 파트너가 파트너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자가 테스트란 무엇인가?  

자가 테스트는 IVT 테스트 모델 중 하나로, 파트너가 자체 파트너 실험실이나 멀리 떨어진 CDN 

공식 실험실에서 IVT 테스트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테스터가 완료되면 파트너는 CDN 포털에 자가 

테스트 보고서를 업로드합니다.  

해당 기술그룹 IVT 매니저가 테스트 보고서를 검토한 후 통과 또는 실패를 결정합니다.  

      주: 모든 기술그룹이 자가 테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 테스트 요건은 무엇인가?  

모든 테스트를 망라할 수 있는 포괄적인 위상이 불가능하거나 파트너 위상이 Cisco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 자가 테스트 모델을 선택합니다.   

 자가 테스트 보고서는 어떻게 업로드하는가?  

 CDN 포털에서 개발사 대시보드를 통해 PRM에 접속합니다.  

 “IVT” 탭을 선택합니다.  

 요청 동작 드롭다운 메뉴에서  “테스트 관리(Manage Tests)”를 선택합니다.   

 테스트 동작 드롭다운 메뉴에서 “테스트 결과 업로드(Upload Test Results)”를 선택합니다.    

 테스트 보고서 파일을 선택하고 “결과 업로드(Upload Results)”를 클릭합니다. 

 IVT와 관련한 문서를 CDN 포털에 어떻게 업로드하는가?  

 CDN 포털에서 개발사 대시보드를 통해 PRM에 접속합니다. 

 “IVT” 탭을 선택합니다. 

 요청 동작 드롭다운 메뉴에서  “테스트 관리(Manage Tests)”를 선택합니다. 

 테스트 동작 드롭다운 메뉴에서 “문서 업로드(Upload Documents)”를 선택합니다.  

 업로드할 문서 파일을 선택하고 “전송(Submit)”을 클릭합니다.  

              주: 동시에 최대 10개 문서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IVT를 제공하는 Cisco 기술은 무엇인가?   

IVT를 제공하는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Cisco 자동화 솔루션  

 Cisco 응용 프로그램 속도 

 Cisco 클라우드 지능 네트워크 

 Cisco 에너지와이즈  



 Cisco 텔레프레전스  

 Cisco Webex 콜라보레이션 클라우드 

 콜라보레이션 

 연결 그리드 

 통합서비스 라우터 
 MediaNet 

 네트워크 및 서비스 관리  

 네트워크 보안 

 스마트 솔루션 

 스위칭 

 통합 컴퓨팅 
 UPOE (Universal Power over Ethernet) 

 비디오 

 무선/이동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