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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스마트 서비스 활용하기 
 

시스코의 스마트서비스는 기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보다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용을 위해 더욱 

스마트해지고 자동화된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시스코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네트워크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할 수있도록 도와주며 나아가 고객의 비지니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은 점점 복잡해져 가는 네트워킹 환경에서 어떻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용해 나가야 할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사용자가 1000 명 이하이고 IT 인력은 

부족한 기업에게 매우 적합한 Cisco Smart Care Service 는 시스코 Certified 파트너와 시스코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전체 네트워크 차원의 종합적인 서비스입니다.이 혁신적인 서비스는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기술 

지원을 지속적인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사전 유지 관리와 결합시켰습니다. Cisco Smart Care Service 는 

고객 네트워크의 상태와 보안을 원격분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보안과 최적의 운영을 

유지해줍니다.  

 
 

<시스코 스마트 서비스의 실제 활용의 예>  

활용사례 1 – 보안취약성 평가 및 복구 

이번에는  시스코스마트 서비스 포탈을 이용해서 보안취약성에 대한 경고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스코로 부터 보안취약성에 대한 수 많은 경고메일을 받았지만 실제로 내가 

운영하는 네트워크에 해당이 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고민하였다면 스마트서비스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1]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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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그림 4]  

위 [그림 1] 과 [그림 2]와 같이, Smart Services Web Portal 을 통해서, IT 관리자는 보안취약성에 대한 평가를 

실행하고 잠재적인 보안취약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면에서 View & Fix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장비에 대해 보안취약성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림 3]에서는 장비의 취약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림 4]에서는 수정된 Configuration 과 변경 전 Configuration 을 

비교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의 Configuration 으로 쉽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활용사례 2 – 운용장비에 대한 평가 및 복구 

스마트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는 고객 네트워크 상태를 원격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고객네트워크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코어서비스의 실행 및 문제해결과 이  

과정에서 찾아낸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5]                                                                            [그림 6]  

위 [그림 5]에서와 같이, 분석을 시작하기 위해 Core Assess and Repair 메뉴에서 코어분석을 수행하고자 하는 

장비를 선택하고 평가를 수행합니다. [그림 6]에서는 해당 장비에 대해 심각한 성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View 링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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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그림 8] 

 

[그림 9] 

[그림 7] 에서는 Fix & Revert 에서 장비에 대한 취약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이를 수정하기 

위해 [그림 8]에서 와 같이 Apply 버튼을 클릭하면 configuration 이 수정되며 [그림 9]에서와 같이 수정된 

configuration 과 기존의 Configuration 을 비교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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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들에서와 같이, 스마트 서비스는 고객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보안되어 있고, 안정적이며,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능동적으로 점검하여 직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기술 투자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객이 선택한 계획에 따라, 이 서비스는 

네트워크 상태 및 보안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주는 능동적인 네트워크 평가와 지속적인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네트워크 차원의 기술 지원에 결합시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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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