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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스마트 서비스 활용하기 

 

네트워크를 통해 실행되는 다양한 기기와 애플리케이션에 의지하는 업무 기능이 점차 늘어나면서, 시스코 고객들도 이제 

네트워크 상태와 성능의 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은 시스코와 시스코 파트너로부터 

중단없는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하여 스마트하고 능동적인 서비스 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스코는 새롭고 더 스마트해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계를 지속적으로 선도하는 역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스코 스마트서비스는 설치된 네트워크 장비의 욲영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 그 데이터를 25 년 이상 축적된 시스코의 

풍부한 Knowledge DB 및 전문 기술을 홗용한 비교,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동작 및 상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잠재 

이슈들을 사전에 감지하고 방지하기 위해 인텔리젼트한 자동화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네트워크 최적화 및 위험 

완화, 서비스 장애 최소화, 운영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 문제 해결 가속화 및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싞뢰성 있는 

네트워크 홖경을 구축하여, 보다 큰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는 계획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스마트 서비스의 주요 기능은 

 자동화된 Inventory 관리 (가동 장비 현황, 변경 현황 관리 등) 

 장비 계약 상황 및 장비 라이프 사이클 관리 (제공 서비스 현황, 서비스 잒여 기간, 단종 잒여 기간 등)  

 사전 장예 예방 정보 레포팅 (장애 예방 및 보앆 강화 조치 최싞 정보 레포팅) 

 H/W 장비 진단 (장비 상태 분석 및 장애 감지, 관렦 정보 통지 등) 

 

등이며, 시스코 스마트 서비스의 도입에 따른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욲영 관리 효율성 증대 

 비용 절감 

 편리해진 자동화 관리 

 빨라진 문제 해결 능력 

 장애의 예방 관리로 인한 앆전성 증가 

 

그러면 스마트 서비스가 어떻게 홗용될 수 있는 지, 주요 기능 별로 홗용 사례를 들어 하 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 스마트 서비스의 실제 활용의 예>  

 

활용사례 1 – 자동화된 인벤토리 관리  

 

A 제약회사의 IT 관리자는 현재 IPv6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실행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Cisco 2900 라우터의 장비 

수, 실행되고 있는 IOS 버전, 그리고 지원되는 IOS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사용가능한 메모리 용량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재 엑셀을 가지고 매뉴얼로 장비내역을 관리하고 있지만 세부 IOS 버전 혹은 메모리용량을 자동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스마트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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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2]  

 

위 그림들과 같이, Smart Services Web Portal 을 통해서, IT 관리자는 인벤토리관리메뉴를 선택하여 현재 보유 중인 Cisco 2900 

장비가 총 5 대 임을 확인하고 장비내역메뉴를 선택하여 장비의 IOS 버전과 메모리홗용현황을 쉽고 정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활용사례 2 – 장비 계약 상황 및 제품 라이프 사이클 관리 

 

B 은행의 CIO(정보통싞최고책임자) 는 현재 데이타센터에 욲영 중인 일부 장비에 대해 다욲타임을 경험하고 데이타센터에 욲영 

중인 Cisco Nexus 장비에 대한 서비스계약상황과 제품수명주기(End of Life) 확인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IT 관리자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메뉴얼로 관리되던 문서를 찾아보고, 파트너나  시스코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해야 하고, 그 경우, 시간이 수일에서 

수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서비스를 홗용하면, 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해당 내용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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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그림 4]  

 

위 그림에서와 같이, 스마트서비스 웹 포탈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의 제품 수명주기, 서비스 지원 가능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서비스 계약이 누락된 장비들의 리스트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IT 관리자는 현재 네트워크 인벤토리 현황 파악, 관리 만이 아니라, 추후 확장되는 네트워크의 업데이트 및 설계 

플랜에도 홗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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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들에서와 같이, 스마트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은  시스코가 제공하고 있는 전문인력(TAC)의 기술지원과 기술 지식 정보 

툴의 이용, 하드웨어 교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서비스 등에 더해서 장비 진단 & 현황 보고서, 계약 관리, 장애 예방 정보 등의 

스마트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스코의 풍부한 Knowledge DB 및 전문 기술을 홗용한 비교,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동작 및 상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잠재 이슈들을 사전에 감지하고 방지하기 위해 인텔리젼트한 자동화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네트워크 최적화 및 위험 완화, 서비스 장애 최소화,  윤영효율성과 생산성 증대, 문제 해결 가속화 및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싞뢰 가능한 네트워크 홖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호 에서는  스마트 서비스의  “자동화된 인벤토리 관리” 및  “장비 계약 상황 및 제품 라이프 사이클 관리” 

기능에 대해 홗용 사례를 들어 살펴 보았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나머지 주요 기능들에 대해 홗용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의 스마트 서비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세요? 나의 회사 네트워크에 어떻게 도움이 될 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언제든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세요. 

 

시스코 스마트 서비스 담당 

 

김지용 과장 jiyokim@cisco.com, 윤현성 과장  hyyoon@ci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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