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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Smart Net Total Care Service
IT 인프라는 기업을 고객 및 공급자와 연결하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Cisco Smart Net Total Care™ 는 시스코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에서 제공하는 신속한 전문가 기술 지원과 유연한 하드웨어 
커버리지를 통해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통합 
스마트 기능을 통해 해당 자산(IB), 계약, 보안 알림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 워크플로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시스코 전문가들로 구성된 TAC의 지원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TAC을 통해 제공되는 기술 지원 서비스로는 하드웨어 
선교체 옵션과 2시간, 4시간, NBD(next-business-day) 옵션을 포함한 
빠른 응답 시간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셀프 헬프 툴에는 케이스를 열지 
않고도 네트워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광범위한 
지식 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지원 툴이 포함됩니다.

위험 완화 운영 효율성 신속한 문제 해결

서비스 커버리지 관리

제품 라이프사이클 관리

보안 및 제품 알림

기술 지원 서비스 및 인시던트 관리

Smart Net Total Care의 3가지 주요 혜택

최고의 고객 서비스 경험
J.D. Power and Associates로부터 "최고의 고객 서비스 경험(An 
Outstanding Customer Service Experience)"을 제공한다고 인정받은 
시스코는 CTSS 인증을 8회 달성한 유일한 기업입니다1. 시스코의 
서비스는 트러블슈팅 지원, 하드웨어 선교체 옵션, 광범위한 셀프 
헬프 서비스와 함께 지원 인력 효율성을 향상시켜 주는 스마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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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IT 서비스 레벨을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인시던트 관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 시스코 기술 전문가들의 지원과 
더불어 IT 인프라 상태에 대한 
가시성을 향상시켜 주는 스마트 
툴에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액세스하여 위험을 줄입니다.

• 네트워크 관리자와 매니저의 
생산성을 높여 주는 사전 대응적 
관리 툴과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입니다.

1  www.jdpower.com/press-releases/certified-technology-service-and-support-program에서 
J.D. Power and Associates의 2014년 7월 21일 자 보도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www.jdpower.com/press-releases/certified-technology-service-and-support-program


서비스 기능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기능 영역이 포함됩니다.

•	 기술 지원 서비스 및 인시던트 관리: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TAC의 기술 
지원과 하드웨어 선교체, 온라인 툴, 스마트 기능입니다.

•	 보안 및 제품 알림: 해당 장비와 관련하여 시스코에서 게시한 제품 알림 
및 보안 경고를 파악하기 위한 알림 관리 워크플로입니다. 

•	 서비스 커버리지 관리: 시스코 자산 및 서비스 계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기적 자산 수집 및 유연한 보고 기능입니다.

• 제품 라이프사이클 관리: 자산에 대한 향상된 가시성을 통해 EoL(end 
of life), EoS(end of sale), 지원 종료가 다가오는 시스코 제품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Cisco Smart Net Total Care Servic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go/total을 참조하시거나 현지 어카운트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Smart Net Total Care 커뮤니티에서 비디오, 교육, 사례 연구 등의 
리소스를 찾아보고 토론 포럼에서 다른 사용자와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소규모 IT 조직을 갖춘 
상황에서 Smart Net Total 
Care 백엔드에서의 자동화 
덕분에 소규모 팀이 업무 
실행에 있어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역량이 배가됩니다!"
 
John Baldwin 
Pella, 인프라 프로젝트 및 아키텍처 
담당 IT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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