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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스마트 서비스 도입하기 

 

지금까지는 시스코 스마트 서비스란 무엇이며, 어떤 기능이 있으며, 네트워크의 운영 관리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고객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스코 스마트 서비스 되짚어 보기> 

여기서 잠깐,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던 시스코 스마트 서비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시스코 스마트 서비스는 기존의 유지보수 계약의 서비스는 그대로 제공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편리한 관리와 네트워크의 

안전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에는 자산관리기능, 계약관리기능, 

보안관련알람기능, 필드노티스(리콜 등의 정보)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고객이 현재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내용들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스코 스마트 서비스 도입하기>  

 

1 단계 - 상담받기  

 

시스코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리하는 네트워크의 상태와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에 따라  설치 

조건들과 설치 일정 등에 대해  논의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스코 스마트 서비스 중에 하나인  Smart Net Total Care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콜렉터라고 불리는 1U 짜리 

서버가 고객 네트워크에 설치 되어야 하는데, 이 한 서버당 커버할 수 있는 장비 댓수는 5,000 대 까지 지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여러 개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통합하여 하나로 관리하고 싶다면, 하나의 서버가, 혹은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싶다면 구분되는 네트워크 수만큼의 서버가  필요하므로 이렇듯 고객의  관리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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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설치를 위한 기본 정보 작성 

 

시스코 스마트 서비스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 상담이 끝나면, 설치를 위한 기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관리 

되어야 할 네트워크 대역 정보라던가, 시스코 서버에 할당되어질 IP 주소 등이 해당됩니다. 설치를 위한 기본정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스코 서버 세팅을 위한 내용> 

 

 Host Name – Cisco Collector 에 이름을 지어주세요. 예) 고객이름 collector 

 IP address – Cisco Collector 에 할당 할 IP 주소를 의미합니다.  

 Subnet Mask 

 Default gateway 

 Domain Name – 예) Customer.com 

 

<서비스 정보 수집을 위한 내용> 

 

 IP ranges of Cisco devices that will be collected (must) 

: discovery가 필요한 네트워크 대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160.10.10.X/24 

 SNMP community string (must) 

: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SNMP RO community string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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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현장에 collector 설치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서버에 세팅이 완료되면, 설치일자를 협의하여 서버를 가지고 고객을 방문합니다. 이전에 고객은 서버 

설치에 대한 물리적인 환경에 대하여 확인해 주셔야지 됩니다. 물리적인 설치 환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CSP-C server tower with 1 ru space. Height: 43.2 mm, Width: 429.3 mm, Depth: 706.1 mm.(원유 짜리 입니다. 물리적인 길이 

등이 맞는 설치 환경을 확인) 

 

 power cable 연결할 곳 

 

 VGA monitor and USB keyboard.(모니터와 키보드, 서버 작업할 때 서버에 꽂아서 합니다.) 

 

<Smart Net Total Care설치 서버 사양 및 성능> 

 

 
 
 

4단계 – 데이터 수집 및 업로드 

 

서버에 설치가 완료되면, 서버가 고객이 요청한 네트워크 대역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시스코 데이터 센터에 

분석하여 리포트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전달합니다. 이 때 걸리는 기간은 대략 일주일 가량 소요 됩니다.(장비 수와 네트워크의 구성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데이터 업로드가 끝나면, 스마트서비스 웹 포털사이트에서 등록신청을 한 고객의 CCO ID 로 해당 고객에 대한 스마트 서비스를 



 

 
All contents are Copyright ©  1992–2011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Cisco Services Korea Page 4 of 4 

Cisco Services Newsletter | Smart Services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코의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하고 싶으시거나  더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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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