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co 파트너사 SE/AM 온보딩 자료
Cisco와 함께 시작하십시오!
이 온보딩 데크는 귀사가 이미 Cisco의 등록 파트너인 것을 전제로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Cisco와 처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파트너 등록을 완료해 주십시오.
 사용자 ID 등록 지원을 받으려면 web-help@cisco.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Cisco 등록 파트너가 되는 방법은 단계별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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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본 문서는 슬라이드 내용에
따라 SE용 또는 AM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도움말 문서는 파트너사 시스템 엔지니어(SE) 및 어카운트 매니저(AM)가 지속적인 Cisco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각종 정보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파트너 온보딩 데크입니다. 슬라이드에는 역할 및 책임, 많이 사용하는 툴, Cisco 서비스, 모범 사례, 인센티브와 프로그램 및 교육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파트너 툴 및 플랫폼

CCW: 거래를 등록하고 제품, 소프트웨어 및

dCloud: Cisco 데모 Cloud 및 한글

관련 서비스를 구성하고 가격을 책정하고,

시나리오

주문을 제출
CSC: 지원을 위한 고객 서비스 케이스 열기

TPV: 파트너의 판매 실적 확인 및 Cisco 서비스
관리
Cisco 지원 커뮤니티: 최신 기술 지원 콘텐츠에
액세스
CSG(Cisco Specialist Group): 파트너 통합 콜
센터
Cisco Sales Connect: 모든 솔루션 및 아키텍
전반에 대한 최신 콘텐츠를 보고 액세스
Cvent: 모든 파트너 지원 교육 및 이벤트 확인
Partner Central: 최신 한글 영업 및 기술 자료
Partner Tech TV: Youtube를 통해 Cisco솔루션
알아보기

PDI: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 구현 단계 지원
TAC: 포스트 세일즈 기술 지원

GVE: 글로벌 버추얼 엔지니어링
Partner Helpline: 프리세일즈 기술 지원

시스코 기술 학습

인센티브 및 프로그램

ASAP: Architecture Solution Acceleration
Program

Cisco 러닝 네트워크

CSPP: Cisco Service Partner Program

협업

Partner Plus: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되고, 여러

데이터 센터

등급으로 이루어진 파트너 성장 프로그램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NFR: 비판매 목적 Cisco 제품구매 프로그램

보안

Commercial Xcelerate

프로그래밍

CXC: Customer Experience Center

TIP: Teaming Incentive Program

스마트 어카운트 및 스마트 라이선싱

OIP: Opportunity Incentive Program
Cisco START

Cisco의 글로벌 마켓 쉐어

Cisco는 라우팅, 스위칭,
보안 등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계에서
가장 폭넓은 제품군을

바탕으로 네트워크와
인터넷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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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의 RTM(Route To Market) 소개
Cisco는 아래와 같은 RTM프로세스에 따라 DVAR(SI파트너, 1Tier)가 직접 제공 또는 총판에서 2Tier파트너로 이어지는 리셀링 방식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Cisco 제품
또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Fulfillment

PO

Sh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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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술 프리세일즈 활동을 통해 어카운트 팀과 협력

Cisco 제품 솔루션, 고객 프레젠테이션, 핸즈온 교육, 개념 증명(PoC) 등을 시연

고객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솔루션에 대한 컨설팅 및 디자인

마켓 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Cisco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대한 액세스

경쟁사 솔루션, 제품, 서비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파악하여 세일즈계획 수립 및 비즈니스 발굴을 지원

특정 기술의 전문가로서 관련 기술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영역의 시스템 엔지니어에게는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

새로운 시스템 엔지니어가 담당해야 하는 주요 우선 순위 활동 :

프로그램 기능 및 자동화

비즈니스 아키텍처 이해

시스템 간소화

디지털 SE 환경

핵심 인프라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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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와 처음 시작하기

1단계: CCO ID 생성
시스코 파트너 직원은 Cisco.com에서 사용자 이름(CCO ID) 및 비밀번호를 직접 생성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교육 진행 상황 및 기타
정보를 본인만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CCO ID를 받으려면 이 지침을 따르십시오. Cisco.com 계정 설정과 관련한 문제는 Cisco에 이메일로
문의해 주십시오.

2단계: PSS에 등록

귀사의 Cisco 파트너계정 관리자(Admin)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Partner Self Service 툴에 자신을 파트너사 직원으로 등록하십시오. 각종 Cisco
리소스에 액세스하려면 CCO ID가 필요합니다. 회사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여 ID를 생성한 경우는 액세스 권한이 없습니다.

3단계: CAM Locator에서 Cisco 담당자 찾기
Account Team Directory(CAM Locator)를 사용하여 지정된 어카운트와 연관된 Cisco 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을 입력하고 국가를
선택하면 Account Team Directory에 일치하는 어카운트와 연관된 Cisco 팀원이 표시됩니다.

4단계: 채널 파트너 시작 키트에 접속
이 온라인 파트너 키트에는 Cisco를 시작하는 파트너를 지원하기 위한 툴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Cisco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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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 ID 생성 및 PSS에 등록

http://www.cisco.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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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 ID 생성 및 PSS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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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 ID 생성 및 PSS에 등록

web-help@ci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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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 ID 생성 및 PSS에 등록

http://www.cisco.com/go/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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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 ID 생성 및 PSS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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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 ID 생성 및 PSS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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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 ID 생성 및 PSS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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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 ID 생성 및 PSS에 등록

sg-kr@ci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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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러닝(Self-learning)을 위한 문서
Cisco는 세일즈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서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프로그램, 툴, 리소스에 관련된 주요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Cisco에서 소개하는 간략한 네 가지 셀프-러닝(Self-learning) 자료입니다.

1. SELL 문서 다운로드

• "Sales Enablement Learning
Lifecycle"의 약어인 SELL은 파트너
커뮤니티 세일즈 팀을 위한
프리세일즈 탐색 포털로 판매
활동/세일즈 프로세스와 관련되어
있으며 "성공적인 딜 체결"을
지원합니다.
• SELL을 사용하여 각 아키텍처
프로모션, 프로그램, 교육, 경쟁 제품
포지셔닝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파트너 가이드 다운로드

• 파트너 가이드는 파트너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스이며

3. SNAP(Sales New Hire
Acceleration Program) 수강

• 이 가상 교육 커리큘럼은 제품 및
솔루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툴, 리소스에 관련된 주요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이 가이드를 PDF로 별도 저장하면 좀
더 간편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4. Accelerate로 서비스 전문가 되기

• Accelerate는 Cisco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 SNAP 가상 교육은 Cisco 아키텍처

세일즈, 마케팅, 업무 지원과 관련된

전반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해주며 Cisco 솔루션, 제품, 서비스를

있습니다. 또한, Cisco가 제공하는

포지셔닝하고 판매하는 방법을 이해할

서비스, 솔루션, 아키텍처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학습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커리큘럼을 수강하십시오.
https://salesconnect.cisco.com/#/prog
ram/PAGE-1263

있습니다.
• Accelerate 방문:
www.cisco.com/go/accelerate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Cisco 기밀 자료 및 독점 정보

다양한 파트너 지원 제공

프리세일즈 지원

교육, 견적, 프로그램 도움말

판매 단계에서 제품, 솔루션, 서비스, 설계,

주문, 견적, 반품, 거래 지원, 서비스 계약,

컨피그레이션, 설치 및 데모 관련 정보를 얻을 수

프로파일/로그인, 툴 액세스, 교육, 보고 및 파트너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련 도움말입니다.

프리세일즈 지원 받기
케이스 열기(Customer Service Central)

포스트세일즈 지원
솔루션이 설치된 후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질문,
트러블슈팅 및 수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Field Notices(필드 알림) 확인

케이스 열기(Partner Helpline)
케이스 열기(TAC)
Helpline 커뮤니티

Operations Exchange Community
지원 커뮤니티

설계/설치 도움말(PDI)
서비스 및 트레이드인 RMA
데모 지원(dCloud)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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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도구(Tool)
파트너 어카운트 매니저(PAM)를 찾아야 하거나 파트너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Cisco 구축 계획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 이 페이지가 단일 리소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이용 가능한 전체 툴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가장 많이 방문하는 툴

추가 파트너 툴

CCW(Cisco Commerce)
CSCC(Cisco Service Contract Center)
PAL(Partner Access Online)

A~J

K~P

Q~S

T~Z

PSS(Partner Self Service)
Program Management and Application(이전의 CSApp)
Quick Pricing Tool
TPV(Total Program View)
서비스 액세스 관리 툴
내 Cisco 담당자 확인
지원 툴 및 리소스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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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W(Cisco Commerce)
파트너는 Cisco 세일즈 플랫폼인 Cisco Commerce를 사용하여 딜 등록, 카탈로그 검색,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구성 및 계약 관리를 수행하고 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Cisco Commerce는 Cisco의 내부 세일즈 툴인 SFDC(Salesforce.com)와도 상호 작용하여 거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견적 및 주문을 생성합니다.

문의 방법

지원되는 서비스
• 구성 변경 및 신속 처리를 포함한 주문 관련 문제의 정보와 지원
• Cisco 딜 및 견적 생성 또는 제출과 관련된 정보와 지원

운영 시간

월~금(오전 8시~오후 9시, 동부 표준시)

Cisco에 문의

전화 번호: 1-800-553-2447
https://www.cisco.com/cisco/web/siteassets/contacts/index.html

비디오 튜토리얼

https://apps.cisco.com/Commerce/home

• Cisco 제품 및 서비스 구성에 대한 정보와 지원
새로운
CSPC등록

딜 등록, 컨피그레이션,
가격책정 및 견적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유연한 워크플로

구성

실시간 안내를 통한
올바른 구성 선택 및
이에 따른 오류 감소
지능적 검증 과정
풍부한 상호 작용 및
효율적 탐색 기능

견적

주문 프로세스에
견적이 자동 통합되어
생산성 향상

주문

에스컬레이션/우선순위 지정 경로
피드백 링크

https://apps.cisco.com/Commerce/home --> Help(지원)(오른쪽
하단 모서리)

티켓/지원 케이스 열기

https://www.cisco.com/cisco/psn/web/workspace

사용자 편의성 대폭 향상
데이터 입력 최소화
사용자 프로파일이
제공하는 지능적인
기본값

CCW 교육에 대한 내용은 해당 Cisco 총판사에 문의하십시오.

교육/도움말 문서
모범 사례/사용 설명서

Cisco Commerce 시작하기 사용 설명서

교육 링크/도움말 문서

Operation Exchange Community(홈)Training(교육)Cisco
Commerce(CCW)

비디오 튜토리얼

Operation Exchange Community(홈)Training(교육)Cisco
Commerce(CCW)

CCW-R (Software Subscriptions
& Services 오더 관리 툴)

CCW-Renewal 교육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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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C(Customer Service Central)
Customer Service Central은 Cisco 고객 서비스 케이스를 제출,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케이스 관리 플랫폼입니다. 이곳에서 주문, 견적, 반품, 딜, 서비스 계약, 보고, 교육,
툴 액세스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방법

지원되는 서비스

• Customer Service Central에서 관리할 수 있는 케이스 유형에는 주문, 견적, 반품,

딜 지원, 서비스 계약, 프로파일/로그인, 툴 액세스, 교육, 보고, 피드백 등이 있습니다.

운영 시간

월~금(오전 8시~오후 9시, 동부 표준시)

툴 링크

https://www.cisco.com/cisco/psn/web/workspace

포털:

CSC(Customer Service Central) 포털

에스컬레이션/우선순위 지정 경로

비지원 범위
• TAC(Technical Support Cases)은 Customer Service Central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http://www.cisco.com/ciso/web/support/index.html을 통해 TAC 지원 케이스를

피드백 링크

https://app.smartsheet.com/b/form?EQBCT=8d468cc772
5a49b2a8caf01a4a3f01c3

티켓/지원 케이스 열기

문의처: csc-help@cisco.com

여십시오.

CSC 문의 전 유의사항
CSC에 문의하기 전에 아래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교육/도움말 문서
모범 사례/사용 설명서

Customer Service Central FAQ
Customer Service Central에서 Click-to-Chat(채팅)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

교육 링크/도움말 문서

Cisco Commerce 시작하기 사용 설명서

• Operation Exchange Community(홈) Training(교육)
CSC(Customer Service Central)
• CSC(Customer Service Central) 포털
• 지원 커뮤니티 도움말
• 시스템 및 릴리스 업데이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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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V(Total Program View)
TPV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파트너가 Cisco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 및 자사의 리소스 할당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측정 메트릭을 이용하는
툴입니다. TPV는 파트너로 하여금 최고 레벨의 지원 성과를 달성하고 퍼포먼스 요구사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각종 디스카운트 및 리베이트 정보 그리고 퍼포먼스 메트릭
계산방식을 제공합니다. TPV의 Metrics Section(메트릭 섹션)은 파트너가 현재 어느 정도의 서비스 판매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일련의 메트릭을 이용하며
퍼포먼스와 관련된 로우 데이터를 수집, 분석, 계산합니다.

TPV는 부킹, 메트릭, 지급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퍼포먼스 확인을
위해 파트너와 Cisco가 이용하는 기본 정보입니다.
TPV는 PMC(Performance Metrics Central)의 성과표 및 PPI(Partner Program
Intelligence)의 각종 보고서를 대체합니다.

문의 방법
운영 시간

월~금(오전 8시~오후 9시, 동부 표준시)

툴 링크

TPV(Total Program View)

에스컬레이션/우선순위 지정 경로

TPV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부킹, 메트릭, 지급 등과 관련된 파트너 프로그램의 단일 보기 제공

피드백 링크

https://tpv.cloudapps.cisco.com/dashboard/feedback.jsp

• 데이터와 메트릭에 대한 실시간 액세스
• 지급 조정 기능

교육/도움말 문서

• 전체 메트릭 통합
교육 링크/도움말 문서

비디오 튜토리얼

Operation Exchange Community(홈)Training(교육)
Partner Experience Transformation – Total Program
View
•
•
•

:

파트너 액세스 가이드 TPV 액세스 확인 및 획득
모든 파트너 교육은 TPV 툴 내의 Help & Training
(지원 및 교육) 링크에서 제공됨
교육 세션 녹화 자료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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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C(Cisco 지원 커뮤니티)
CSC(Cisco 지원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사용자들과 협업하고 최신 기술 지원 콘텐츠를 생성 및 액세스하여 현재 사이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누구나 콘텐츠를 보고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이미지 업로드를 비롯하여 콘텐츠 수정, 댓글
작성 및 생성 등은 등록된 사용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방법

지원되는 서비스
•기술 답변 검색 및 이벤트 참석
•토론 포럼 및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질문 게시, 지식 제공, 협업을 수행

운영 시간

24X7X365 지원

연락처

연락처

툴 링크

https://supportforums.cisco.com

•기술 전문가(고객, 파트너, 직원)에게 문의
•기술 문서, 백서, 프레젠테이션, 답변이 게시된 질문, 블로그 포스트, 비디오, 녹화
웹캐스트, 라이브 웹캐스트 보기

에스컬레이션/우선순위 지정 경로
피드백 링크

피드백 보내기: supportforums-info@cisco.com

티켓/지원 케이스 열기

연락처

에스컬레이션 경로

CSC 지원 팀에 에스컬레이션하는 방법 참조

FAQ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ciscoservices/ts/tso/gtc/cin/agent/csg/community-csc.html#N
교육/도움말 문서

Cisco 지원 커뮤니티에 대한 추가 정보
Cisco 지원 커뮤니티는 Cisco 최대의 온라인 고객 커뮤니티로 750,000명 이상의 등록
사용자(활성 사용자 기반의 8%)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페이지 뷰 수가 5600만에
달합니다.

문의 시 준수해야 할 모범 사례: 비즈니스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에스컬레이션해야
할 경우, 우선 Jira를 연 다음 csc-support-escalation@external.cisco.com으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제목 란에 Escalation: JIRA ID(에스컬레이션: JIRA ID)라는 제목을 적고, 본문의
설명에는 연락 담당자, 그리고 이 문제가 업무적으로 중요한 사유 및 에스컬레이션해야 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교육 링크/도움말 문서

https://supportforums.cisco.com/community/5781/suppor
t-community-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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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G (Cisco Specialist Group) 파트너 통합 콜센터
CSG 팀은 파트너 프로그램 및 시스코 온라인 툴과 같이 제품 이외의 파트너와 관련된 모든 문의에 대해 연락할 수 있는 통합 콜 센터 입니다

연결 방법

E-mail (한글 문의 가능)

csg-kr@cisco.com

전화

080-377-0880 (7번 누른 후 CSG 바꿔 달라고 말씀 하세요)

Cisco AM 검색
고객사별 Cisco 담당 AM을 검색할 수 있는 Web Page 입니다 (http://www.ciscoamlocator.co.kr/amlocato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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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SalesConnect
SalesConnect는 Cisco 파트너가 손쉽게 Cisco 솔루션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SalesConnect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Cisco의 모든 솔루션 및 아키텍처 세일즈에 필요한 최신 콘텐츠에 접근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alesConnect는 파트너들의 유연한 비즈니스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Cisco가
제공하는 여러 플랫폼 중 파트너가 선정한 최고의 플랫폼입니다.

SalesConnect는 콘텐츠 검색, 다운로드, 공유, 피드백 제공 등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세일즈 키트 검색

SalesConnect 액세스 방법

관련 콘텐츠에 대한 사전
생성된 번들

SalesConnect는 데스크톱 및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데스크톱 웹사이트에 액세스하려면 이 URL 사용: http://salesconnect.cisco.com

아키텍처, 제품, 업종
등으로 콘텐츠를
필터링하여 보거나
키워드로 검색

콘텐츠 서류 가방 생성

콘텐츠를 맞춤화된 서류
가방으로 구성하고 이메일로
공유할 수 있음

• Cisco 직원의 경우 eStore에서 모바일용 SalesConnect를 검색할 수 있음. 파트너의
경우 Apple App Store/iTunes(iOS 버전) 및 Google Play(안드로이드 버전)에서
SalesConnect를 다운로드 할 수 있음

에스컬레이션/우선순위 지정 경로
피드백 링크

SalesConnect 팀에 질문/피드백 보내기

티켓/지원 케이스 열기

모바일에서의 이용 문제 - sc-mobile-support-ph@cisco.com
데스크톱에서의 이용 문제 - sc-desktop-support-ph@cisco.com
전화: 1 800 553-NETS(6387)

일반 문의 사항

문의: salesconnect-inquiries@cisco.com

주요 세일즈 이벤트
콘텐츠(GSX, Partner
Summit)를 비롯한
세일즈 허브에 액세스

주요 내용, 새로운
소식, 트렌드,
추천 콘텐츠 보기

**Continuous Learning에 대한 모든 문의는 continuous_learning@cisco.com을 이용하십시오. 문의 사항은
포인트, 이용방법, 교육, 기술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Continuous Learning Exam에 관한 질문은 위의
메일 주소로 보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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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ent - APO 아키텍처 및 엔지니어링 파트너 지원
Cvent는 파트너 교육 및 이벤트에 사용되는 글로벌 이벤트 관리 플랫폼입니다. 현재 Cvent 글로벌
어카운트는 Cisco 파트너사 대상 이벤트(고객사 또는 Cisco 직원 이벤트는 제외)만 지원합니다.
CVENT Calendar로 이동하여 교육 및 이벤트에 등록하십시오.
APJ Cvent Calendar도 확인하십시오.

Cvent에서 제공되는 지원 유형
• 구축 및 지원
• 판매 설계 및 포지셔닝
위의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아래 아키텍처에 대해 제공되는 Cvent 교육
•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 협업
• 데이터 센터/가상화
• 보안
• 통신 사업자
• 아키텍처 솔루션
원하는 대로 교육을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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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Central – 한글로된 영업 및 기술 최신 자료를 제공
Partner Central에서 제공되는 리소스

파트너 센트럴에서는 Cisco 제품 및 솔루션의 한글 최신 영업
및 기술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 각 아키텍처 별 한글 자료
• 파트너 동영상 교육
• 파트너 대상 교육 일정
• 프로모션 및 마케팅 관련 파트너 뉴스레터 및 기술 동향 등 Cisco 관련 내용

파트너 센트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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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Tech TV – YouTube를 통해 Cisco 솔루션을 쉽게 알아보기
Partner Tech TV
• Tech TV는 Cisco의 새로운 솔루션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파트너와 고객에게
전달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투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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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파트너 및 리셀러 찾기
한국내 파트너 현황에 관한 정보는 Cisco Korea Web Page 파트너/리셀러 찾기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cisco.com/c/ko_kr/partners/find-resell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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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서비스
시스코 기술 학습

인센티브 및 프로그램

서비스

파트너 툴 및 플랫폼

글로벌 전문성, 혁신, 서비스 품질을 통해 놀라운 비즈니스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c/en/us/services/overview.html 에서 참조하십시오.

다양한 아키텍처에 대한 서비스 검색...
클라우드
협업
데이터 센터 및 가상화
자문

구현

교육

최적화

매니지드

기술

기술 안내와
전문성을 통해
원하는
비즈니스
결과를 얻도록
돕습니다.

검증된 방법을
통해 구축
속도를 높이고
IT를
간소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비즈니스를
혁신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능률, 성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리소스의
가치를
높입니다.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에
서 IT 및
네트워크
자산을
관리하고
최적화합니다.

IT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고,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라우팅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
스위칭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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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oud: Cisco 데모 클라우드
Cisco dCloud는 Cisco 직원, 고객, 파트너가 Cisco 제품 및 솔루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데모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스크립트를 이용한 반복 가능한 데모부터 전체 관리
권한이 포함된 100% 맞춤형 랩까지 갖추고 있는 Cisco dCloud는 귀사가 찾고 있는 솔루션을 서포트 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입니다.

문의 방법

지원되는 아키텍처 및 교육
• 분석 및 자동화
• Application Centric Infrastructure
• 클라우드/협업/고객 관리
• 데이터 센터/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운영 시간

24 *5(일요일 18:00 ~ 금요일 18:00, 동부 표준시)

연락처

https://dcloud2-sng.cisco.com/support?page=contact

툴 링크

https://dcloud.cisco.com/

• 사물인터넷(IoT)/모빌리티
• 보안/통신 사업자/서비스
• 교육 및 랩

에스컬레이션/우선순위 지정 경로

비지원 범위
• dCloud는 콘텐츠를 이용자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합니다.

dCloud의 활용 사례
•
•
•
•
•

고객 데모를 위해 dCloud를 사용합니다.
개인 교육을 위해 랩 및 개념 증명(PoC)을 사용합니다.
파트너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벤트용으로 미리 제작된 스크립트를 통해 데모를 진행하여 Cisco의 기술을
파트너에게 시연합니다.
고객 요구 사항에 따라 데모 시나리오를 커스터마이즈합니다.

팔로우 계정

임원진 정보/POC

초기 단계에서 지원 케이스를 여십시오. Andrew
Wang(andrewwa@cisco.com)을 APJ의 두 번째 POC로
지정할 수 있음(다음 POC: neshetty@cisco.com)

피드백 링크

https://dcloud2-sng.cisco.com/support?page=feedback

티켓/지원 케이스 열기

https://dcloud2-sng.cisco.com/support?page=ticket
교육/도움말 문서

모범 사례/교육 링크/도움말 문서

https://dcloud2-sng.cisco.com/support?page=help

비디오 튜토리얼

https://dcloud-cms.cisco.com/help/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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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oud: Cisco 데모 클라우드
Cisco dCloud는 데모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Lab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일부 시나리오에 대하여 한글로 번역된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문 버전 시나리오 스크립트

한글화된 시나리오 스크립트

dCloud에 접속하여 한글 시나리오가 제공되는 Lab을 선택하는 경우

한글 시나리오
제공 Lab 확인

dCloud에 접속하여 페이지 상단에 있는 Catalog탭으로 이동한
후 왼쪽에 있는 Language필터에서 Korean을 선택

한글화 시나리오 컨테이너 페이지
한글화
시나리오
PDF자료

https://communities.cisco.com/docs/DOC-64680

PDI(Planning, Design & Implementation) 기술 자문가
PDI 기술 자문가란 무엇입니까?

케이스를 열 수 있는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케이스를 여는 방법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 구축 단계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전 세계의 Cisco 파트너에게 12 x 5 원격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팀입니다. PDI-TA는 프리세일즈를 위한
기존 서비스(어카운트 팀, 영업팀 내부, Partner
Helpline)와 현재(TAC) 지원 간의 "격차를 해소"합니다.

다음과 같은 하나 이상의 전문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파트너:

웹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지원 요청을 열려면
www.cisco.com/go/pdi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서비스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엔타이틀먼트(아래 중 최소 하나 보유)

협업

• Advanced Collaboration Architecture
• Master Security Specialization
• Express Collaboration
• Cisco 총판사
• Cisco 시스템 엔지니어
• ATP Customer Voice Portal
• ATP UCC Enterprise
• Cisco Authorized SP Video Partner
• Express Video Specialization
• Advanced Video Specialization

• 업그레이드 및 마이그레이션 계획
• 특정 설계 질문에 대한 지원
• 용량 계획에 대한 지원
• 최초 설치 및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지원
• PoC(개념 증명)에 대한 지원
• 상호운용성 및 기능 가용성 질문
PDI 기술 자문가를 활용할 경우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데이터 센터

• Advanced Data Center Architecture
• Advanced Unified Fabric
• Advanced Unified Computing
• Master Cloud Builder
• Cloud/Managed Service Providers
• Cisco 총판사
• Cisco 시스템 엔지니어
• 공인 에코파트너

Enterprise
Networks

• Advanced Enterprise Network Architecture
• Advanced Unified Access Specialization
• Master Enterprise Networks
• Cisco 총판사
• Cisco 시스템 엔지니어
• 공인 에코파트너

모범 사례를 기초로 한 설계, 가이드 및 성공적인 구축을
지원하는 전담 엔지니어 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축
초기단계부터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조기에 해결하여 생산 단계에 접어든
이후의 운영 이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지원됩니까?
• 협업
• 데이터 센터
•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및 사물 인터넷(IoT)

서비스 제공, 제품 지원, 엔타이틀먼트 등과
관련된 피드백을 제공하고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pdita-feedback@cisco.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가용성

업무 시간(해당 엔지니어의 시간대) 동안 전
세계에 제공됨
• 서비스 레벨 목표(SLO): 영업일 1일
• 서비스의 대상 사용자: 시스템 엔지니어,
설계자, 솔루션 아키텍트, 현장 엔지니어
• 지원되는 솔루션: 협업, 데이터 센터,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사물 인터넷(IoT)
•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지 않음. 파트너 전문화
자격이 있을 경우 액세스 가능

지원되지 않는 항목:
• EoS/EoL 제품
• 제품의 모든 버전. N-2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며,
N은 제품의 최신 릴리스입니다.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Cisco 기밀 자료 및 독점 정보

TAC - Cisco Technical Assistance Center
Cisco 서비스 계약을 보유한 모든 고객, 파트너, 리셀러, 총판사는 Cisco 기술 지원 웹사이트(www.cisco.com/techsupport)를 통해 Cisco 제품 및
기술 문제 트러블슈팅 및 해결을 위해 온라인 문서와 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TAC 전화 지원:
아시아 태평양 +61 2 8446 7411
오스트레일리아 1 800 805 227
뉴질랜드 0800 44 6237
유럽 +32 2 704 5555
미국/캐나다 1 800 553 2447

Cisco 기술 지원에 액세스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음 위치에 로그 기록: http://tools.cisco.com/ServiceRequestTool/create/launch.do
고객 네트워크의 중단 상황 또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아래 링크에서 가장
알맞은 현지 전화 번호를 사용하여 TAC에 즉시 전화하십시오. 에이전트가 전화를
통해 서비스 요청을 생성하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http://www.cisco.com/web/siteassets/contacts/international.html
케이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문의 방법

운영 시간

24X7X365 지원

Cisco에 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 이메일: tac@cisco.com
• 온라인: www.cisco.com/techsupport/servicerequest
• 전화 지원: 전 세계 연락처 번호를 보려면 다음 주소로 이동:
www.cisco.com/en/US/support/tsd_cisco_worldwide_contacts.html

• 문제를 정확히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케이스 제목
• 문제에 대한 기록
• 네트워크 토폴로지 및 설명
• "show tech" 명령의 출력(해당하는 경우) 및 관련된 다른 모든 출력
• 장비의 소프트웨어 버전 및 유형
•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의 관련 시스템 로그/tacac 로그
Cisco 서비스 요청 상태:

에스컬레이션/우선순위 지정 경로
티켓/지원 케이스
열기

온라인 Cisco TAC 서비스 요청 툴을 사용하여 서비스 요청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거나 메모 및 첨부 파일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www.cisco.com/techsupport/servicerequest

서비스 요청 해결의 진행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기술 지원
센터에 문의하여 근무 매니저에게 문의해보십시오. 모든 지역별 전화
번호 목록을 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isco.com/en/US/support/tsd_cisco_worldwide_contacts.html

교육/도움말 문서
TAC에게 TAC의 운영 방식과 TAC의 모범 사례를 고객 및 파트너에게 알릴 수 있도록
고객 및 파트너 대상 TAC 브리핑 세션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사용하여 세션을 요청하십시오.
https://app.smartsheet.com/b/form?EQBCT=8155a3d381af43c3b44593e7ea9dcbfc&
ss_v=51.1.7

TAC 개요

http://www.cisco.com/web/services/ts/access/tac/index.html

Cisco 기술 지원
사용 방법:

http://www.cisco.com/web/services/ts/access/delivery/index.html
Technical Services 빠른 시작 가이드 TS 제공 빠른 참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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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 모범 사례(Best Practices)
TAC에 문의하기 전에 몇 가지 모범 사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사용 가능한 툴

1. TAC 케이스를 열기 전에 여기를 방문하여 해결책을 온라인으로 먼저 찾아봅니다.

http://www.cisco.com/c/en/us/support/web/tools-catalog.html

 새로운 TAC 케이스를 열기 전에 Field Notices(필드 알림)를 확인합니다.
GTAC 케이스 처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툴:

 새 SR을 열기 전에 버그 검색을 수행합니다.

Case Management Tool
Bug Search
RMA Tool
Feature Navigator
Output Interpreter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록 및 관리
지원 커뮤니티 포럼

2. 신규 케이스를 열 경우 항상 다음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서비스 계약/SN, 케이스 담당자의 Cisco.com ID
명확한 문제 설명 및 기술 선택, 일련 번호 또는 소프트웨어 이름
관련 정보(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컨피그레이션, 로그 등)
비즈니스 영향 평가 -> 현재의 심각도 할당

3. 여러 가지 케이스의 심각도에 대한 권장 단계 및 기대치를 확인합니다.
케이스
심각도

권장 서비스
요청 열기 툴

서비스 요청
라우팅

TAC CSE
기대치

고객
기대치

CSE 프로그램의
후속 조치

S1

전화

엔지니어에게
직접 전달

연중무휴
지원

연중무휴
지원

유효한 인계 필수

S2

전화

엔지니어에게
직접 전달

업무 시간
동안 지원

CSE 업무 시간
동안 지원

CSE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고객
요청 시 지원

S3

S4

TAC 웹 포털
TAC 웹 포털

SR 대기열
SR 대기열

CSE 업무
시간

CSE 업무 시간

CSE 업무
시간

CSE 업무 시간

지원되는 서비스
• 기술 문제 해결(예: 트러블슈팅, 컨피그레이션 지원 등)
• 고객/파트너 및 Cisco 개발 팀 간의 접점 역할 수행
비지원 범위
• 설계 솔루션

고객 요구 시:
큐 재연결

• 개념 증명(PoC) 지원

고객 요구 시:
큐 재연결

• 출장 중 지원: 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시간대 기준(Follow the Sun) 방식)

• 라이선싱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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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Plus를 통해 제공되는 GVE(Global Virtual Engineering) 서비스

GV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솔루션은 Partner Plus를 통한 파트너의 자격 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FY16부터는 Aspire, Prestige, Elite 파트너를 지원하는 총판사에 대한
새로운 Level II 에스컬레이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http://www.cisco.com/c/en/us/partners/partner-with-cisco/channel-partner-program/partner-plus/partner-help-plus.html

• Level I – 프리세일즈 기술 지원.
모든 Cisco 파트너에게 제공됨

• Level II – 에스컬레이션된
프리세일즈 기술 지원. Aspire,

Prestige 또는 Elite 파트너를

• Level II – 프리세일즈 기술 지원.
Elite 파트너에게만 제공됨

지원하는 적격 총판사에게 제공됨

PH

총판사를 통한 PH+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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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Helpline – 기술 프리세일즈 지원
PH(Partner Help)는 고객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솔루션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PH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답변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파트너는 각 고객의 네트워크 이슈 및 요구 사항에 대해 더욱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 다음과 같은 프리세일즈 내용을 지원
• 추천 제품
• 호환성 정보
• 제품 설명서
• 제품 사양
• 라이선싱 개요
• 사전 주문 정보
• BOM(Bill of Materials) 생성

문의 방법
운영 시간

월~금(오전 8시~오후 9시, 동부 표준시)

연락처

http://www.cisco.com/c/ko_kr/partners/manage-yourpartnership-tools/partners-helpline/open-case.html
전화: 1-800-553-6387(영어, 프랑스어(캐나다))

툴 링크

www.cisco.com/go/ph

비지원 범위
• RFP(Request for Proposal) 지원 및 경쟁사 제품 분석 관련 문의
파트너 어카운트 팀에 문의
• 포스트세일즈 문의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에 문의
• 네트워크 구현 지원
PDI(Planning, Design, and Implementation) 헬프 데스크에 문의

에스컬레이션/우선순위 지정 경로
임원진 정보/POC

Laurie Lopez - 이해관계자 매니저 lagnello@cisco.com

피드백 링크

케이스가 종결되면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간략한
설문조사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해당 메일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티켓/지원 케이스 열기

http://www.cisco.com/c/en/us/partners/tools/partnerhelpline.html

케이스 에스컬레이션

gve-case-escalation@cisco.com으로 이메일 보내기
교육/도움말 문서

Partner Help 서비스는 다양한 수준으로 파트너에게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모범 사례/교육 링크/도움말 문서

http://www.cisco.com/c/en/us/partners/support-help/presaleshelpline.html

기술 자료

https://communities.cisco.com/community/partner/programs_
tools/partnerhel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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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Help를 위한 GVE(Global Virtual Engineering)
PH를 위한 Global Virtual Engineering은 모든 Cisco 직원, 파트너, 총판에게
모든 Cisco 제품에 대한 프리세일즈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문의 방법
지원되는 서비스

인증 파트너(여기를 클릭)

P+ Elite 파트너 및 총판
(여기를 클릭)

Cisco 세일즈 팀
(여기를 클릭)

•Cisco BOM
•Cisco 제품 또는 서비스 정보
•파트너 툴 지원
•Cisco BOM
•Cisco 제품 또는 서비스 정보
•파트너 툴 지원
•Cisco 설계
•고객/기회 참여
•Cisco BOM
•Cisco 제품 또는 서비스 정보
•파트너 툴 지원
•Cisco 설계
•고객/기회 참여
•파트너 지원
•Cisco Sales Enablement Services
•경쟁 지원

비지원 범위
• RFP(Request for Proposal) 지원 및 경쟁사 제품 분석 관련 문의
• 파트너 어카운트 팀에 문의
• 포스트세일즈 관련 문의
•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에 문의
• 네트워크 구축 관련 지원
• PDI(Planning, Design, and Implementation) 헬프 데스크에 문의

운영 시간

주 5일 하루 24시간/24개 언어

연락처

웹 양식, 이메일, Salesforce,
https://communities.cisco.com/community/partner/programs_tool
s/partnerhelpline

툴 링크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sales/wwse/gveengagement.html
에스컬레이션/우선순위 지정 경로

피드백 링크

gve-case-escalation@cisco.com

티켓/지원 케이스 열기

http://www.cisco.com/c/en/us/partners/tools/partner-helpline.html

케이스 에스컬레이션

케이스를 에스컬레이션하려면 gve-case-escalation@cisco.com
으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교육/도움말 문서
모범 사례/교육 링크/도움말 문서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sales/wwse/gveengagement.html

기술 자료

https://communities.cisco.com/community/partner/programs_tool
s/partnerhelpline
Cisco에 문의해야 할 경우

프리세일즈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품/기술 선택 및 문의 사항, 가격, 컨피그레이션 검증, BOM(Bill of Materials) 생성, 파트너 툴 지원을
비롯한 제품 정보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Cisco 기밀 자료 및 독점 정보

Partner Help와 Partner Help Plus 서비스 비교
차이점
PH

PH+

Cisco 제품 연구





일반 아키텍처 지원





중소기업 시장 부문을 전문 지원





BOM(Bill of Materials) 생성





제품 가격 확인 (리스트 가격 기준)





파트너 프로그램 및 툴 지원





dCloud 트러블슈팅 및 지원





경쟁업체 제품 정보



고객 지원



판매 컨설팅 지원



데모



응답 시간 SLA(Service Level Agreement)

24시간

6시간

PH(레벨 1): 일반 SE 담당자 - 복잡성이 낮거나 중간 정도인 문제 지원
PH+(레벨 2) : 기술 전문가 - 복잡성이 낮거나 중간 정도인 문제 지원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참조: 개요 읽기

Partner Help 한눈에 보기

Partner Help Plus(Elite P+) 한눈에 보기

총판사 한눈에 보기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Cisco 기밀 자료 및 독점 정보

Customer Experience Center (CXC)
시스코 셀러는 고객 및 파트너를 고객 경험 센터(Customer Experience Center)에 초대하여 핸즈온(Hands-on) 기반의 시설을 이용해 시스코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 경험 센터는 최신 시설을 이용하여 파트너 및 고객에게 브리핑 및 데모를 제공합니다. 브리핑 프로그램은 시스코의 경영진 및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시스코 제품 및 솔루션을 통한 비즈니스 계획 및 향후 변화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데모는 당사의 고객 경험 센터(Customer Experience Center)에서 데모 프레젠터가
직접 제공 또는 Telepresence나 WebEx와 같은 가상 환경을 통해 제공됩니다.

CXC 세션 이용 단계

소요 기간

약 2~5주
전까지 사전
브리핑 예약

고객 연계

상세 아젠다

고객 일정 확인

진행자
조정

사전 브리핑
미팅

진행자 미팅

연락처
취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통보

드래프트

애스컬레이션

아젠다

브리핑
요구사항 확인

 운영 시간 : 24 *5
 연락 : Customer Experience 예약 및 Salesforce.com 데모
 툴 링크 : http://xs.cisco.com/cec.html

CBC 이용

데모 엔지니어

고객과 스케쥴

조정

미팅

상의

CXC 예약 절차
스텝 1: OBX 제출을 위해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SFDC 접근 요청. 요청 완료 후 접근 허용까지
약 일주일 정도 소요.
http://sfdcuseraccess.cloudapps.cisco.com/SFDCUserAccess/
스텝 2: Customer Experience Centers 예약 가이드 참고

 피드백 링크 : 진행 중 혹은 진행 예정인 데모 피드백 제출
 티켓/서포트 케이스 제출 : 데모 혹은 브리핑 요청 시, salesforce.com OBX 툴을
이용하십시오.

관련 자료
 모범 사례/트레이닝 링크/관련 자료: Customer Experience 및 OBX 툴을 이용한
데모 예약 방법

스마트 계정 및 스마트 라이선싱
스마트 계정은 현재 회사 내에서 이용 중인 시스코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상태에 대한 가시성 확보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고객 및 파트너에게 제공되는 중앙 관리방식
계정입니다. software.cisco.com에서 설정한 스마트 계정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자산을 저장, 관리 및 이동할 수 있으며 이는 은행 계좌의 관리 방식과
유사합니다.
스마트 계정 이용시 아래 내용이 가능합니다:




연락처

소프트웨어 자산이 가장 필요한 곳이면 어디에서든 소프트웨어 자산을 관리, 구성 및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산을 쉽게 추적할 수 있으며 인가받은 파트너는 접근이 허용
미사용 라이선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용이해져 효과적인 투자가 가능

참고 자료

대상

소프트웨어 관리 페이지
트레이닝 예약
구매가능스마트 라이선싱 SKU 리스트
FAQ

모두

챕터 1: CSC 스마트 계정 오버뷰

파트너/ 총판/ B2B

챕터 2: CCW에서 스마트 어카운트 구매 및 연동

파트너/ 총판

챕터 2: B2B를 위한 스마트 계정 구매 및 연동

B2B

챕터 3: 스마트 계정을 이용한 라이선스 관리

파트너/ 총판/ B2B

고객을 위한 스마트 계정 및 스마트 라이선싱

고객

스마트 계정 Leading Practices - 파트너

파트너/ 총판/ B2B

스마트 계정 Holding 요청 가이드
스마트 계정 Complete Holding 가이드

파트너/ 총판/ B2B

고객 스마트 계정 요청 가이드
고객 스마트 계정 설정 가이드

파트너/ 총판/ B2B/ 고객

고객 스마트 계정 설정을 위한 어시스트 가이드

파트너/ 총판/ B2B

스마트 계정에 대한 시스코 파트너사 연동 가이드

파트너/ 총판/ B2B/ 고객

스마트 계정

파트너/ 총판/ B2B

운영 시간 : 24 *5 ( 일요일 18:00 CST - 금요일 18:00 CST )
연락하기 :
smart-account-help@cisco.com - 스마트 계정 관리에 관한 SA 문제
licensing@cisco.com – 라이선스 관리에 관한 문제
툴 링크 : http://cisco.com/go/smartaccounts
http://cisco.com/go/smartlicensing

스마트 계정 생성 관련:
•
•

•
•
•

•
•
•

고객용 스마트 계정 요청
고객용 스마트 계정 설정

지금까지 라이선스에 관련된 주요 이슈
PAK(제품 활성화 키) 및 라이선스는 특정 개인과 연동됨으로 인해 RMA 절차 등이
복잡
모든 PAK는 LRP에서 수동으로 등록되며 해당 작업으로 인해 시간 소요
PAK가 분실 혹은 미도착한 경우 추가적인 수고가 발생

스미트 계정 이용 시 변화되는 점
PAK, 디바이스 및 라이선스가 기업 레벨에서 관리되며 관리가 용이해짐
PAK는 CCW 주문 시 스마트 계정과 연동되면 라이선스 등록 포탈(LRP)에서
자동으로 이용 가능
딜리버리 보장 – 스마트 계정에 접근하는 모든 이용자가 관리 가능

인센티브 및 프로그램
파트너 툴 및 플랫폼

서비스

인센티브 및 프로그램

시스코 기술 학습

파트너 프로그램은 파트너가 Cisco 제품을 판매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시스템 엔지니어, 파트너 어카운트 매니저, 세일즈 어카운트
매니저라면 Cisco의 이러한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는지, 그리고 어떤 파트너이며 요구 사항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SAP (Architecture Solution Acceleration Program)

Sales process

ASAP : Demand Generation

Unqualified
Sales Lead

Sales Lead
Qualifications

Solution Selling

( Sales Force eLeads)

Sales bookings

Closing the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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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PP(Cisco Service Partner Program)
CSPP는 파트너 수익성 향상을 위해 파트너가 서비스 상품 구매에 따라 시스코에서 제공하는 리베이트 프로그램 중 한가지 이며,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파트너 리베이트
들은 적립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커머셜에 적용되는 파트너 플러스 리베이트, 다년 유지보수 계약 전환 리베이트, 프리미엄 서비스 (8x5x4 이상) 리베이트 등이 기본 CSPP
리베이트 위에 더해집니다

Performance 및 Rebate 관리

CSPP 구성 요소

Eligibility
(자격조건)

Compensation
(보상)

Performance
Management

Resale

Managed Services

Certifications and
Specializations

CMSP Designation
Requirements

Performance
Management

Rebate Tracking
and Reporting

PERFORMANCE
METRICS CENTRAL
(PMC)

PARTNER PROGRAM
INTELLIGENCE
(PPI)

GLOBAL EASYPAY
(GEP)

• AR, RR, SR, RMA
점수 Review

• 해당 분기 Booking
리스트 Review
• Booking 별 Rebate
금액 Review

• Rebate 지급 현황
관리
• 현금 지급

http://www.cisco.com/web/partners/se
rvices/resources/pmc/index.html

https://tools.cisco.com/mbrprv/saw.dll
?Dashboard

http://www.cisco.com/web/partners/to
ols/global_easypay.html

Eligible Incentive Payments

Discounts and Rebates

Sales (AR, RR) and Delivery (SR,
RMA) Performance

CSPP 홈페이지 http://www.cisco.com/web/partners/services/cspp/index.html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Cisco 기밀 자료 및 독점 정보

Partner Plus 프로그램
Partner Plus는 초대 방식을 통해서만 가입되고 2 등급으로 나뉘어 관리/운영되는 파트너 성장 프로그램으로, 파트너에게 지속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여 중소 시장을
중심으로 Cisco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각 등급은 중소기업 고객 대상의 Cisco 비즈니스를 성장 및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파트너의 추가적인 참여, 기여도, 성과를
파악하는 데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Partner Plus 등록 파트너에게 일련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Partner Plu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Partner Plus 프로그램의 2가지 등급 과정

FY17 Partner Plus 파트너 목록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Select 파트너쉽 이상
• $100,000 커머셜 북킹
• 타겟 달성 시 북킹 기준 1~2%
가상화폐 (Virtual Wallet) 지급
• 분기별 최대 US $7,500 지급
(Product +Service)

• Premier 파트너쉽 이상
• $300,000 커머셜 북킹
• 타겟 달성 시 북킹 기준 2~4%
가상화폐 (Virtual Wallet) 지급
• 분기별 최대 US $45,000 지급
(Product +Service)

이점

리소스
Aspire Award 수상 성공 사례 - PTS 베트남의 기술 솔루션
프로모션: Q3 120 SpeedoBooster 제공 – APJ
FY17 글로벌 약관 – Prestige 및 Elite

FY17 약관 – Aspire – APJ
FY17 약관 – Aspire – Japan
FY17 약관 – Aspire – 대만
FY17 약관 – Aspire – 중국
FY17 프로그램 개요 – 홍콩
FY17 프로그램 개요 – 대만

• 강화: Cisco 프리세일즈 엔지니어를 통한 지원 및 트레이닝.
• 마케팅: 마케팅 툴 및 최신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수요를 창출합니다.
• 보상: 인센티브 및 보상을 이용하여 비즈니스 재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Partner Helpline으로 돌아가기

FY17 프로그램 개요 – 중국
FY17 프로그램 개요 Aspire – APJ
FY17 프로그램 개요 Prestige – APJ
FY17 프로그램 개요 Elite – APJ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Partner Plu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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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Plus 프로그램의 2가지 등급

자격 기준

Prestige의 모든 이점 및 추가 사항:
지원

• Select 이상 자격
• Cisco 다이렉트 또는 총판사를 통해
• 최소 매출액 $100,000
전용 Partner Plus 세일즈 지원
• 판매량의 50%는 커머셜 고객이어야 함 • 총판사를 통해 Cisco 세일즈
엔지니어(PH+)에 문의 가능

자격 기준

마케팅
• 마케팅 실행 지원
• 전체 서비스 디지털 마케팅 활동

리워드
• Virtual Wallet을 통해 제공되는 분기별 인센티브 금액:
• 제품의 분기별 목표 100% 충족 시 성사된 부킹금액의 1%
• 제품의 분기별 목표 120% 초과 시 성사된 부킹금액의 2%
• 제품 Virtual Wallet 한도 USD 5,000
• 서비스 목표의 100% 충족 시 성사된 부킹금액의 3%, 한도
USD 2,500
• Winner's Circle
• Commercial Xcelerate 보상

Elite의 모든 이점 및 추가 사항:
지원

• Premier 이상 자격
• 전용 Partner Plus 세일즈 지원
• 최소 매출액 $300,000
• 지원 서류 가방
• 판매량의 30%는 커머셜 고객이어야 함 • 전담 Cisco 세일즈 엔지니어에게 직접
문의 가능

마케팅
• 교육 로드맵
• 기술 및 전문 교육
• 공인 총판사를 통해 Cisco 세일즈
엔지니어(PH+)에게 문의 가능
• 마케팅 실행 지원
• 전체 서비스 디지털 마케팅 활동

리워드
• Virtual Wallet을 통해 제공되는 분기별 인센티브 금액:
• 제품 분기별 목표의 100% 충족 시 성사된 부킹금액의 2%
• 제품 분기별 목표의 120% 초과 시 성사된 부킹금액의 4%
•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의 제품
Virtual Wallet 한도 USD 25,000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한국, 싱가포르의 제품
Virtual Wallet 한도 USD 35,000
• 서비스 분기별 목표의 100% 충족 시 성사된 부킹금액의 3%,
한도 USD 10,000
• Winner's Circle
• Commercial Xcelerate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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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s 과 Specializations

Cisco 파트너 전문화 및 인증 프로그램 안내

•

전문화
(Specialization)

Cisco 파트너 전문화 및 인증 프로그램 안내

Architecture 별 교육 과정과 테스트를
통하여 특정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개발

•

경쟁업체와 차별화하고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기반 비즈니스 모델로
마이그레이션 가능

•

최신 Cisco 기술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

•

전문화는 공인 파트너 인증을 받는데 필요

•

파트너사의 기술지원 능력과 전문성,

인증
(Certification)

회사의 규모와 고객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대한 지원 등에 따라서
Certification Level을 구분
•

Gold, Premier, Select 3가지의
Certification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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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의 NFR(Not For Resale) 프로그램
Cisco는 Lab 장비나 데모 등 고객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용도의 Cisco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매에 대해 보다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별도의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NFR 프로그램 내용
운영 시간대상파트너

Cisco 인증 파트너 GOLD, PREMIER, SELECT

툴 링크구매방법

CCW에 Deal을 등록

할인률

최대 83% 할인 제공. (Small Business와 services 제외)

최대 허용 금액

파트너의 Certification Level에 따라 최대 NFR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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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Xcelerate
Commercial Xcelerate 는 Cisco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팀 성과를 향상시켜 매출 및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Cisco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각종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브랜드 상품, 행사 티켓, 여행권 등의 유용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받게 됩니다.
3가지 간단한 단계를 통해 Commercial Xcelerate 에 등록 및 액세스
1단계

2단계

•우선 파트너
회사는
Commercial
Xcelerate
홈페이지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www.ciscocommercialxcel
erate.com/

파트너 리소스
3단계

•회사가 등록되면
Commercial
Xcelerate의 2개
트랙 Volume &
Solutions
Xcelerator 등록
됩니다.
•www.ciscocommercialxcel
erate.com/

등록

•Commercial
Xcelerate
플랫폼에

•회사 등록

•AM 및 SE 등록

액세스한 후
포인트를
지급받아 고급
선물, 행사 티켓,
여행권 등으로
교환합니다.
•www.ciscocommercialxcel
erate.com/

프로그램 정보
•Commercial Xcelerate 홈 페이지
•프로그램 비디오
•프로그램 관리자 튜토리얼

Cisco Rewards로 이동
•제공 내용 보기

Track 별 Rewards 지급

•클레임 제출

1. Volume Xcelerator : 해당 SKU의 매출 수량 마다 Reward 자동 지급
2. Solutions Xcelerator : 동일한 고객사의 솔루션 매출에 대해 추가 Reward 지급 되며, 별도의
Claim 필요 (Volume Xcelerator 와 중복 지급)

•성과 추적
•원하는 상품 선택

지원
•등록 및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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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Xcelerate
Commercial Xcelerate 는 Cisco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팀 성과를 향상시켜 매출 및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Cisco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각종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브랜드 상품, 행사 티켓, 여행권 등의 유용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받게 됩니다.

Q1FY18 Commercial Xcelerate 리워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볼륨
Xcelerator
(Cisco START
포트폴리오)

•
•
•
•
•
•
•
•

솔루션
Xcelerator

•
•
•

모든 스몰 비지니스
카탈리스트 2960L &
2960X
카탈리스트 3650 &
3850
ISR 4200/4300
Cisco 800BB
AIR 1800/2800/3800
WLC 2504 & 5508
Cisco ONE

Cisco Umbrella 패키지
Cisco START
Entrepreneur 패키지
게시트 Wi-Fi (KR만
해당)

협업

보안

•

•

•

•
•
•

ASA 5500
(5506,5508,5516 with
FirePower 서비스) 및
라이선스
보안 소프트웨어
(이메일 보안
어플라이언스 / 웹 보안
어플라이언스)
Cisco 랜섬웨어
(AMP & AnyConnect)

FirePower 솔루션
SEC 6K 번들
Security Attachment

•
•
•
•
•

SX 10/20
DX 70/80
Phone 8845/8865
BE 4K
Cisco WebEx

•
•

차세대 미팅
Cisco Spark

데이터 센터

• UCS C220/240 M4 서버
및 번들 서버
• UCS Smart Play M5
C220/240 서버
• Cisco 넥서스 3K
• MDS 9K

•

서비스

Meraki

•
•

Cisco Meraki (무선,
보안, 스위치)
제품
Meraki 라이선스

•

테크니컬 서포트
서비스
(Smart Net Total Care,
Cisco ONE 서비스 및
Cisco Umbrella,
소프트웨어 서포트
서비스)

• 어드밴스드 서비스
• 솔루션 서포트 서비스

Cisco 하이퍼플렉스

연락처

애스컬레이션

 운영 시간 : 24 *5 ( 일요일 18:00 CST - 금요일18:00 CST
 자세한 문의 : FAQ
 툴 링크 : https://www.cisco-commercialxcelerate.com/

 용어 및 조건 : 자격 기준 및 리워드 획득방법은 여기에서 확인 하십시오.
 티켓/서포트 케이스 열기 : 링크

팔로잉

인센티브 - TIP(Teaming Incentive Program)
Cisco TIP(Teaming Incentive Program)는 Cisco on Cisco로 시작된 딜을 통해 프리세일즈, 부가가치 창출, 투자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파트너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세일즈
초반에 Cisco와 협력을 수행하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고 복잡한 아키텍처를 올바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 세일즈 트랜잭션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비결은 세일즈 프로세스 초기부터 파트너의 참여 및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자격조건
• Cisco Gold, Premier 또는 Select 인증 파트너, Cisco Cloud and Managed Services Program
파트너
• Cisco AM은 목표 기준 달성을 위해 파트너와 협업을 수행해야 함
• 파트너는 2가지 프리세일즈 활동을 완료하고 Partner Value Statement(파트너 가치 기술서)를
작성해야 함
• 파트너 및 Cisco AM이 함께 공동 비즈니스 기회 계획을 세워야 함
• 모든 마켓 고객이 대상
• 최소 딜 금액은 Cisco 리스트 가격 $50,000, 최초 주문의 최소 금액은 Cisco 리스트 가격
$25,000
• 기회를 CCW(Cisco Commerce Workspace)에 제출해야 함
프로그램 혜택
TIP 승인이 이루어지면, 이제 Cisco는 당사가 이끌어낸 세일즈 기회에 추가된 파트너의 부가가치에
대해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적격 제품에 대해 Cisco 리스트 가격에서 상승 할인 및 고정 할인이 적용됩니다. 2-tier 파트너는
Cisco US Authorized Distributor(Cisco 미국 공인 총판사)와 할인율을 협상합니다.
적격 서비스에 대해 Cisco 리스트 가격에서 최대 25% 할인이 적용됩니다. 2-tier 파트너는 Cisco
US Authorized Distributor(Cisco 미국 공인 총판사)와 할인율을 협상합니다.
Cisco Technology Migration Program(TMP 트레이드인 크레딧)을 US TIP 딜과 조합할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의 CS 앱 관리자가 TMP에서 사전 등록을 처리해야 함)

목표

•딜 등록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견,
개발, 성사시킨 파트너에게 인센티브 제공

사용 자격 조건

•Select, Premier 및 Gold 인증 파트너 전용

사용 방법

•Cisco Commerce Workspace에서 기회 등록
•승인되면 고객에게 견적을 제공할 수 있음

주목해야 하는 이유

•거래 보호
•경쟁 상황에서 차별화된 할인 제공

보상

•최대 고정 할인율 - 하드웨어는 50%, 서비스는 25%
•특정 제품군의 추가 할인

조합

•VIP 및 CTMP와 조합 가능

프로모션 유효 기간

•지속

추가 세부 정보

•자격 기간 - 자격이 부여된 날짜로부터 6개월간이며,
AM의 승인마다 갱신이 필요함

자세히 알아보기

•www.cisco.com/go/teaming

제품 자격

관련 URL 및 툴

SolutionsPlus 제품, 인센티브 제한 SKU, 리퍼비시 장비를 제외한 Cisco Global Price List의 모든
제품이 해당됩니다.

CCW(Cisco Commerce Workspace)
TIP(Teaming Incentive Program)

자격 기간

지원 또는 문의를 위한 연락처 정보
TIP 또는 특정 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Cisco PAM(파트너 어카운트
매니저)에게 문의하거나 apo-program-help@cisco.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자격이 부여된 날짜로부터 6개월간이며, 갱신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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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OIP(Opportunity Incentive Program)
Cisco OIP(Opportunity Incentive Program)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발, 성사시킨 Cisco 채널 파트너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딜 등록단계부터
통합함으로써 파트너의 프리세일즈 투자를 보호하고 보상을 제공하며 파트너가 비즈니스 기회를 성사시키기 위한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딜 등록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

프로그램 자격조건

목표

• Cisco Gold, Premier 또는 Select 인증 파트너, Cisco Cloud and Managed Services Program
파트너, Advanced Data Center Architecture, UFT(Unified Fabric Technology) 또는 UCT(Unified
Computing Technology) 전문화 자격을 보유한 파트너
• 파트너는 프리세일즈 주요 판매 단계 및 모든 필수 문서를 작성해야 함
• 파트너는 리스트 가격 $500,000 이상으로 제출된 모든 딜에 대해 제안 솔루션의 고급 설계를
첨부해야 함
• 모든 마켓 고객이 대상
• 최소 딜 금액은 Cisco 리스트 가격 $10,000
• Cisco Sales Forecast 또는 OIP에서 이전에 승인된 항목은 제외
• 엔드 유저가 RFP/RFQ/RFI를 발행하기 전에 기회를 제출하고 자격을 승인받아야 함
• 기회를 CCW(Cisco Commerce Workspace)에 제출해야 함

사용 자격 조건

프로그램 혜택

조합

•VIP 및 CTMP와 조합 가능

적격 제품에 대해 Cisco 리스트 가격에서 상승 할인 및 고정 할인이 적용됩니다. 2-tier 파트너는
Cisco US Authorized Distributor(Cisco 미국 공인 총판사)와 할인율을 협상합니다.
적격 서비스에 대해 Cisco 리스트 가격에서 최대 25% 할인이 적용됩니다. 2-tier 파트너는 Cisco
US Authorized Distributor(Cisco 미국 공인 총판사)와 할인율을 협상합니다.
Cisco Technology Migration Program(TMP 트레이드인 크레딧)을 US TIP 딜과 조합할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의 CS 앱 관리자가 TMP에서 사전 등록을 처리해야 함)

프로모션 유효 기간

•지속

사용 방법
주목해야 하는 이유
보상

추가 세부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개발, 성사시킨 파트너에게 인센티브 제공
•Select, Premier, 및 Gold 인증 파트너 전용
•Cisco Commerce Workspace에서 기회 등록
•기회가 승인되면 고객에게 견적을 제공할 수 있음
•거래 보호
•경쟁 상황에서 차별화된 할인 제공
•최대 고정 할인율 - 하드웨어는 50%, 서비스는 25%
•특정 제품군의 추가 할인

•자격 기간 - 자격이 부여된 날짜로부터 6개월간이며,
AM의 승인마다 갱신이 필요함
•www.cisco.com/go/oip

제품 자격

관련 URL 및 툴

SolutionsPlus 제품, 인센티브 제한 SKU, 리퍼비시 장비를 제외한 Cisco Global Price List의 모든
제품이 해당됩니다.

CCW(Cisco Commerce Workspace)
OIP(Opportunity Incentive Program)

자격 기간

지원 또는 문의를 위한 연락처 정보
OIP 또는 특정 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Cisco PAM(파트너 어카운트
매니저)에게 문의하거나 apo-program-help@cisco.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자격이 부여된 날짜로부터 6개월간이며, 갱신을 요청할 수 있음
리스의 경우 추가 갱신 필요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Cisco 기밀 자료 및 독점 정보

Cisco START
Cisco START는 시스코의 볼륨 비즈니스를 위한 각종 장비 및 솔루션의 브랜드입니다. Cisco Start는 중견 및 중소기업 시장을 타겟으로 간편하고 스마트하며 보안성까지 갖춘
엔터프라이즈급 기능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isco START는 중견 및 중소기업이 IT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Cisco START의 전체
포트폴리오에는 보안, 유무선 네트워킹, 협업 및 통합 컴퓨팅 솔루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성

보안성

영리함

구축 형 및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통해
최신 기술을 설정,
관리 및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업계 최상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보안 중심의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합니다.

손쉬운 프로비저닝,
레포트 및 비지니스
통찰력을 통해 여러
장비를 유연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 대시 보드를
제공합니다.

Cisco START는 어떻게 구매하나요 ?

Fast Track 프로그램 또는 관련 프로모션이 제공하는 가격으로 총판으로 부터
Cisco Start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Cisco Start 오퍼에 대해 담당
총판에게 문의하십시오.

기술관련 질문을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의견을
나누십시오.
Cisco START 카탈로그 다운로드

Cisco START

리소스 링크 및 헬프 라인
국가

직통 전화
현지시간 오전 9:00 ~ 오후 6:00

이메일

수신자 부담 전화
현지시간 오전 9:00 ~ 오후 6:00

파트너 센트럴 링크

Cisco.com

Korea

82234298295

csg-kr@cisco.com

0803 77 0880 (5번 입력 후 3번)

Korea

www.cisco.com/c/m/ko_kr/ciscostart.html

Australia

02-8020-5430

csg-au@cisco.com

1800 134 349 (5번 입력 후 3번)

ANZ

www.cisco.com/au/ciscostart

New Zealand

6444982465

csg-nz@cisco.com

0800 291 129 (5번 입력 후 3번)

ANZ

www.cisco.com/au/ciscostart

Singapore

6563177048

csg-sg@cisco.com

800 4481627 (5번 입력 후 3번)

SG

www.cisco.com/sg/ciscostart

Malaysia

60320811595

csg-my@cisco.com

1800 88 1292 (5번 입력 후 3번)

MY

www.cisco.com/my/ciscostart

Philippines

6328653411

csg-ph@cisco.com

1800 1441 0466 (5번 입력 후 3번)

PH

www.cisco.com/ph/ciscostart

Vietnam

84439746990

csg-vn@cisco.com

1800 585 809 (5번 입력 후 3번)

VN

www.cisco.com/vn/ciscostart

Thailand

6622637099

csg-th@cisco.com

001 800 611 0754 (7번)

TH

www.cisco.com/th/ciscostart

Indonesia

622127546455

csg-id@cisco.com

001 803 61 838 (7번)

India

918042501535

csg-in@cisco.com

000 800 100 1364 (7번)

ID
India

www.cisco.com/id/ciscostart
www.cisco.com/in/ciscostart

파트너 툴 및 플랫폼

서비스

시스코 기술 학습

인센티브 및 프로그램

시스코 기술 학습

Cisco 러닝 네트워크
Cisco 러닝 네트워크는 네트워킹 IT 기술에 중점을 둔 소셜 러닝 커뮤니티입니다. Cisco 러닝 네트워크는 다양한 시스코 전문화를 통해 IT 경력을 쌓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학습 도구, IT 교육 리소스 및
업계 가이드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isco 러닝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정보 및 전문적인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락 하기

Cisco 러닝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 내용:

2

1

플랫폼 이용에 기술적인 이슈가 있거나 피드백 전달을 위해서는,
케이스를 오픈 하십시오: 전문화 온라인 서포트.

4

3

케이스 오픈 시 아래 내용을 사전에 확인 하십시오:
•귀하의 시스코 러닝 네트워크 이용자 아이디
•브라우저 타입
•연락처
•이슈에 관한 상세 내용 또는 관련 화면의 스크린 샷 등

커뮤니티 일원이
되십시오

성공을 위한 준비

전문가들과
커뮤니케이션

멘토링, 공유, 취득

•커뮤니티 참가
•자격 살펴보기
•각종 소식 받기

•시험 토픽
•학습 자료
•IT 트레이닝 비디오
및 세미나

•토론 참여
•스터디 그룹에 참가
•버츄얼 이벤트 확인
및 참가

•자격 재취득
•시험 비용
•시험 예약

시작하기:

커뮤니티 참가
전문화 살펴보기
Skill 평가
시험 토픽
학습 자료
스터디 그룹 찾기
IT 트레이닝 비디오 및 세미나

케이스 응답까지 최대 48시간 소요됩니다.

Cisco 러닝 네트워크 프리미엄

월 $ 10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여 Cisco 러닝 네트워크 프리미엄 가입 시
별도의 회원 전용 스페이스를 통해 600여개가 넘는 프리미엄 셀프 러닝
비디오 리소스를 포함한 컨텐츠 라이브러리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제공 내용을 확인 하려면 여기를 방문 하십시오.

피드백 제공하기
자주 묻는 내용 (FAQ)

모바일용 Cisco 러닝 네트워크:

모바일에서 http://cln.cisco.mobi 로 접속.

Connect with Us

협업
•
•
•

비전: 모든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대해 단일화된 협업 경험을 제공
목표: 각종 회의실 및 데스크 그리고 모바일 단말에 동일 수준의 생산성을 보장
시스코 전략: 중앙 집중형, 클라우드형, 가치 확장형 솔루션을 제공

Cisco 협업에 대해 더 알아보기
•
•
•
•
•
•

Collaborate Everywhere
Cisco Spark Meeting Accelerator
Next Generation Meeting 프로모션
총판 인센티브 및 프로모션
APJ 워크스페이스 번들 프로모션
Project Liberator

협업 데모 /랩
•
•
•

http://www.cisco.com/go/cuwp
https://dcloud2-sng.cisco.com/content/catalogue?filters=CTDEMO,ct-labs,CP-DCLO,cp-solution-readineess-engineers,scollaboration
Customer Experience Centre----OBX를 통해 요청

더 알아보기
 파트너 커뮤니티 페이지 링크:
https://communities.cisco.com/community/partner/collaboration
 메일링 주소 : 교육 일정 및 뉴스레터 수신 구독은 apj-peoperations@cisco.com
 협업에 관한 질문은 collaborateeverywhere@cisco.com
 리워드 프로그램 등록 : https://www.ciscorewards.com

트레이닝 세션





파트너 인터랙티브 웨비나
PIW 이전 트레이닝 자료
https://salesconnect.cisco.com/#/program/PAGE-1990
https://communities.cisco.com/docs/DOC-69637
.

.
자격
http://www.cisco.com/c/en/us/training-events/trainingcertifications/overview.html

협업 포커스 영역

레퍼런스

•
•
•

•
•
•
•

.

https://salesconnect.cisco.com
http://wwwin.cisco.com/c/cec/organizations/sales/wwse/gveengagement.html
http://www.cisco.com/c/en/us/solutions/collaboration/index.html
http://www.cisco.com/c/en/us/products/video/index.html

•
•
•

컨퍼런싱: A-WX & A-SPK
UC 인프라: BE4K,BE6K M&S
UC 엔드포인트
• Non 비디오 핸드셋-CP-78XX & CP-88XX
• 비디오 핸드셋—CP-8845 & 8865
TP 엔드 포인트
룸: Spark 보드, SX10 & 20, Room Kit 및 Room Kit 플러스
데스크: DX70 & 80

데이터 센터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의 환경에서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Cisco ASAP 아키텍처는 컨버전스 및 하이퍼 컨버전스 하이브리드 IT 인프라 스트럭처 전반에 걸쳐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문제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한 분석, 단순화, 자동화 및 보안성을 결합시킵니다.
이러한 솔루션들을 이용하여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 클라우드, 대용량 데이터 및 데스크톱 가상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최적화합니다.

Cisco 데이터 센터에 대해 더 알아보기
•
•

DC Cisco 인증 디자인
DC 디자인 가이드

더 알아보기
 파트너 커뮤니티 페이지 링크:
• 데이터 센터 파트너 커뮤니티는 데이터 센터 기술에 관한 정보를 및
비즈니스, 기술 전문가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 APJ DC 파트너 커뮤니티
 리워드 프로그램 등록:
https://www.ciscorewards.com/sales_central/promotion/id/1448

데이터 센터 서비스 및 툴
•
•
•
•
•
•

Cisco UCS 제품 애니메이션
Hyperflex 계산기: HX 사이징 툴
Cisco IOS-to-NXOS 마이그레이션 툴
Cisco UCS 플랫폼 에뮬레이터
Cisco UCS 소비전력 계산기
데이터 센터 GOLD 랩

트레이닝 세션

.
•
•
•

파트너 인터랙티브 웨비나
PIW 이전 트레이닝 자료
파트너 트레이닝

자격

.

데이터 센터 스페셜 리스트 자격

데이터 센터 포커스 영역

컨피그레이션 가이드/트러블 슈팅 가이드
•
•
•
•

.

UCS C-시리즈 트러블 슈팅 가이드
UCSM 트러블 슈팅 가이드
N9K 트러블 슈팅 가이드 N5K 트러블 슈팅 가이드
N7K 트러블 슈팅 가이드 N3K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더우 많은 정보는
데이터 센터 디자인 Zone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블로그

•
•
•
•
•
•

넥서스 9K 시리즈
UCS + 통합 인프라스트럭처 (CI)
하이퍼플렉스
ACI
클라우드 센터
Tetration 분석

Follow us at

Cisco Blogs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은 스위칭, 라우팅 및 무선을 포함하는 시스코 핵심 테크놀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스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비지니스 전략은 아래 내용을 목표로 합니다:
• The New era of networking
• 디지털 네트워크 아키텍처(DNA) 및 소프트웨어 정의 액세스 (SDA)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에 대해 더 알아보기
•
•
•
•

스위칭
라우팅
디지털 네트워크 아키텍처
New Area of Networking (SDA)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데모/랩
•
•

제품/ 기술 서포트
dCloud DNA 인스턴트 데모

더 알아보기
 파트너 커뮤니티 페이지 링크 :
• DNA 파트너 커뮤니티
• http://salesconnect.cisco.com/c/r/salesconnect/saleshubs/productsand-services/enterprisenetworking/partners/digitalreadysalescampaign/drsalescampaign.html
 이메일 : GVE: tsn-request@cisco.com
• ask-eng-routing@cisco.com
 리워드 프로그램 등록: DNA 바우처 프로그램

트레이닝 세션

자격
•
•
•

CCNA R&S
CCNP R&S
CCIE R&S

•
•
•
•

New Area of Networking (SDA)
DNA 파트너 커뮤니티
파트너 인터랙티브 웨비나
PIW 이전 트레이닝 자료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포커스 영역
•
•
•
•
•
•

디지털 네트워크 아키텍처(DNA)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아이덴티티 서비스 엔진(Identity Service Engine)
카탈리스트 9k
DNA Center
NDP

보안
시스코 보안 솔루션의 전략은 아래 내용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시스코 차세대 보안 솔루션
• 전(before), 중(during) 그리고 후(after) 단계를 통한 보안 접근 (BDA 모델)
•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솔루션을 통한 고객 요구사항 충족
• 업계 상황에 맞춘 다양한 솔루션

시스코 보안에 대해 더 알아보기
•

보안 세일즈 허브

•

Salesconnect

더 알아보기
 파트너 커뮤니티 페이지 링크: : 파트너 보안 커뮤니티
 이메일 : GVE: tsn-request@cisco.com
 리워드 프로그램: Fire Jumper

구축/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트러블슈팅 가이드
•

기술 서포트 및 다운로드

트레이닝 세션
트레이닝 세션 다시보기: Firejumper 트레이닝

자격
•
•
•
•

CCNA Security
CCNP Security
CCIE Security
Fire Jumper

보안 포커스 영역
•
•
•
•

Advanced Malware Protection(AMP)
아이덴티티 서비스 엔진(Identity Service Engine)
스텔스와치(Stealthwatch)
클라우드 보안

.
Follow us at

프로그래밍
•

Cisco API를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디지털로의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

일상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며 확장성 있게 부가 가치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늘부터 API 학습에 도전하세요.

프로그래밍에 대해 더 알아보기
DevNet – 시스코 개발자 네트워크

APJ Partner Organization's Enablement Focus for FY’18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협업 및 데이터 센터를 위한 DevNet
익스프레스 트랙
 ‘코딩 학습’ 버츄얼 부트캠프
 파트너 포커스 Mini-DevNet 이벤트

더 알아보기
 파트너 커뮤니티 페이지 링크:
https://communities.cisco.com/community/developer
 문의 메일 : apj-programmability@cisco.com
 리워드 프로그램: Programmability Accelerate Offer

트레이닝 세션
트레이닝 세션 다시보기
프로그래머빌리티 웨비나 시리즈
프로그래머빌리티 Salesconnect VoD

.

자격
네트워크 프로그래머빌리티 스페셜리스트 -

프로그래머빌리티 포커스 영역

https://learningnetwork.cisco.com/community/certifications/net
work-programmability

 네트워크 Intuitive / 소프트웨어 정의 액세스(Software Defined Access)
 Cisco Spark 및 Tropo
 ACI (Application Centric Infrastructure)

.

 아이덴티티 서비스 엔진(Identity Services Engine) – PxGrid
Follow us at

이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krchannels-pe@cisco.com’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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