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t Net Total Care
네트워크 지원 운영 자동화 

미래의 실현 



클라우드, 빅 데이터, 소셜 미디어, 
모바일 이니셔티브의 수요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지만 IT 팀은 여전히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네트워크 지원 운영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장비 인벤토리 절차, 유지 보수 작업, 기본적인 
지원 프로세스를 사람이 직접 실행하느라 시간과 
리소스를 들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이러한 조정 업무에 직접 
개입하면 컨피그레이션 오류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더 나은 방법

지원되는 장비에 대해 Cisco Technical Assistance Center에 
24시간 글로벌 액세스

2시간, 4시간, 익영업일(NBD) 교체 옵션을 포함한 하드웨어 
선교체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액세스

Cisco Smart Net Total CareTM를 통해 인벤토리 데이터 수집, 위험 관리, 
네트워크 유지 보수, 장비 정보 통합을 간소화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Smart Net Total Care 서비스를 통해 실현되는 이점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Cisco 온라인 리소스 24시간 액세스24



제품 라이프사이클 정보, 서비스 커버리지 세부 내역, 경고문을 
제공하는 스마트 지원 기능

Smart Call Home 지원 장비에 대한 사전 대응적 진단 및 교정 
조치

이러한 기능을 구축, 등록, 사용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는 강력한 웹 기반 사용자 커뮤니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십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 Smart Net Total Care가 비즈니스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이 짧은 
비디오를 살펴보십시오. 

http://cisco.lookbookhq.com/sntc-getting-started/Smartnet-is-Now-SNTC


목차

이 전자책에서는 포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고 
고객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성과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리소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산(IB) 관리
자산(IB)과 관련하여 필요한 통찰력을 확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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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관리
관리 효율을 높이고 제품 경고를 활용하여 취약점을 줄이는 
전략을 알아보십시오.

2

3 라이프사이클 관리
계약 및 장비 라이프사이클을 사전 대응적으로 
관리하십시오. 

장비 변경 관리
인벤토리 업로드 및 정기적인 탐색을 통해 자산(IB)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4

지속적인 지원 커버리지
장비 커버리지 및 계약 갱신을 간소화하십시오. 

5



장비 인벤토리를 수동으로 관리하면 최신 상태와 정확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Smart Net Total 
Care를 활용하면 자동화된 인벤토리 도구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변하는 
네트워크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의 운영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1. 자산(IB) 관리

"Smart Net Total Care 웹 포털은 네트워크 인벤토리 상태에 대한 

믿을 수 있는 단일 소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여러 네트워크를 

교대 방식으로 연중무휴 운영하므로, 이 방식을 통해 각 교대 팀은 

오래되었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수동 보고서를 참조하는 대신 

사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완전한 장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Cisco 솔루션을 구현하기 전보다 한층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 

환경이 조성됩니다." 

Pradeep Joshi, iYogi, Inc. IT 네트워크 운영 매니저“
업계 주요 기술 지원 서비스 업체인 iYogi의 IT 네트워크 운영 매니저는 
회사에서 중앙 집중식 자산(IB) 관리 도구로 전환한 일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https://twitter.com/home?status=With%20Smart%20Net%20Total%20Care,%20you%20have%20an%20automated%20inventory%20tool,%20so%20you%20know%20exactly%20what%20is%20in%20your%20network.%20http%3A//goo.gl/ai6arx


인벤토리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Smart Net Total Care를 
활용하면 자산(IB)에서 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1.

장비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수집하거나 가져온 정보는 
Cisco 제조, 보안, 배송 및 계약 
데이터를 기준으로 안전하게 
분석됩니다.

2.

중앙 집중식 포털에 
게시합니다.
포털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다양한 보고서로 내보내 
자산(IB), 서비스 계약 및 제품 
경고를 포괄적으로 파악합니다. 

3.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Smart Net Total Care를 통해 스마트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Smart Net Total Care 포털

Smart Net Total Care를 사용하면 연중무휴 운영되는 셀프 서비스 포털로, 
수집하고 가져온 모든 장비 정보를 표시하여 장비 라이프사이클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체계적이면서 세부적인 장비 레벨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 및 갱신 프로세스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비 유형
호스트 이름
IP 주소
시스템 이름

일련 번호
제품 ID
제품군
배송 데이터

계약 번호
커버리지 종료일
커버리지 상태
서비스 레벨

Smart Net Total Care를 활용하면 인벤토리 
보고서를 실행하여 계약 및 장비 세부 사항을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https://tools.cisco.com/smartservices/
https://twitter.com/home?status=Smart%20Net%20Total%20Care%20provides%20a%2024/7%20self-service%20portal%20that%20displays%20collected%20and%20imported%20device%20information.%20http%3A//goo.gl/ai6arx


네트워크에 지속적인 지원 커버리지 적용

기업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날로 진화하는 경쟁 환경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축

이처럼 자산(IB)을 적시에 세부적으로 추적하는 기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
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험 관리를 통해 네트워크의 가동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생산성 및 수익성 확보

다른 IT 이니셔티브에 투입할 리소스 확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

문제 발생 시 해결 속도 향상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들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네트워크 운영 중단으로 
인해 비즈니스 크리티컬 기능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 로그인하여 탐색 창에서 유용한 링크(Useful Link)를 선택하면 How-
To 비디오 및 역할 기반 교육 리소스로 구성된 종합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How-To 비디오, 원하는 언어, 직무상 역할을 클릭하여 
자신의 업무에 맞게 특화된 비디오를 확인할 수도 있고 여러 교육 비디오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http://www.cisco.com/E-Learning/bulk/subscribed/SNTC_vods_EN/index.html
http://www.cisco.com/E-Learning/bulk/subscribed/SNTC_vods_EN/index.html


2. 위험 관리

하드웨어 EOX

PSIRT

소프트웨어 EOX

현장 공지

88
38
36

300

알림 요약

유형 수

(462)

경고를 통해 문제 상황을 직접 살펴보게 되면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며, 
경고가 쌓여감에 따라 잠재적인 취약점도 늘어나게 됩니다.

Smart Net Total Care를 바탕으로 경고 관리 기능을 중앙 집중식으로 
구성하면 한발 앞선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완화해야 하는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실제 위험과 무관한 경고를 추적하는 데 들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https://twitter.com/home?status=Manually%20trawling%20through%20alerts%20is%20time%20consuming,%20and%20as%20alerts%20pile%20up,%20so%20do%20your%20potential%20vulnerabilities.%20http%3A//goo.gl/ai6arx


효과적인 경고 관리를 위한 5가지 팁

경고 검토 프로세스 개발
• 주요 경고 관리 목표를 결정합니다.

• 정기적인 경고 검토 일정을 수립하고 준수합니다.

•  모든 팀원이 프로세스에 관여하고 프로세스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경고 정보를 바탕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인지하도록 합니다.

• 결과 검토를 위한 일정을 수립합니다.

•  진행 상황과 미진한 사항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합니다.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른 경고 우선 순위 
지정
팀에서는 경고에 우선 순위를 지정하기 위한 자체적인 주요 
고려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잠재적인 보안 취약점, 
장비의 비즈니스 중요도, 서비스 레벨 계약 유형, 장비 교체 
비용, 장비 위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라이프사이클 등이 
포함됩니다.

요소가 추가됨에 따라 해당 팀을 위한 목록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미리 정해진 일련의 요소와 이러한 요소가 갖는 
중요도를 계층 구조식으로 나열하면 팀에서 경고의 우선 
순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https://twitter.com/home?status=Save%20time%20and%20reduce%20risks.%20Check%20out%20these%20five%20tips%20for%20better%20alert%20management.%20http%3A//goo.gl/ai6arx


경고 태그 지정
프로세스를 실행에 옮기십시오. 명확하게 정립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주요 검토자가 실행에 옮길 경고에 태그를 지정하면 
팀에서는 경고 관리를 위해 취할 단계를 인지하고 완료된 
사항에 대해 주석을 달 수 있으므로 참조 기록이 마련됩니다.

경고 기록 유지
경고를 해결했는지, 아니면 해결하지 않기로 했는지(이유 
포함)를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팀에서 회고 분석(Retrospective 
Analysis)에 필수적인 주요 정황 정보는 물론, 교정 단계를 
진행할 때 필요한 중요한 배경 정보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경고 상태 검토
델타 보고서를 실행하여 검토할 특정 기간에 생성된 경고를 
신속하게 파악하십시오. 경고 발생 전/후 상태를 비교하여 
중요한 항목이 모두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경고 관리 교육 비디오 보기 경고 우선 순위 지정 교육 
비디오 보기

http://www.cisco.com/content/en/us/support/services/sntc-portal/video-resources.html?videoId=5385143281001
http://www.cisco.com/E-Learning/bulk/subscribed/SNTC_vods_EN/AlertAdministration.mp4
http://www.cisco.com/content/en/us/support/services/sntc-portal/video-resources.html?videoId=5385143283001
http://www.cisco.com/E-Learning/bulk/subscribed/SNTC_vods_EN/Alert_Prioritization.mp4


“Smart Net Total Care 서비스를 구축한 이후 네트워크 
다운타임이 6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도(CDI) 목표도 사상 처음으로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신뢰도와 고객 만족도 간의 분명한 상관 관계를 

고려한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lly Odera,
Safaricom 네트워크 및 서비스 운영 책임자

“



단종 및 지원 종료 데이터를 검토하여 네트워크 계획, 마이그레이션, 기능 
준비, 하드웨어 교체를 사전 대응식으로 지원하십시오. Smart Net Total 
Care를 활용하면 향상된 정보 파악 기능을 통해 지원 종료일 경고, 하드웨어 
경고, 제품별 인벤토리가 표시되는 맞춤형 대시보드를 제작하고, 경고 및 
인벤토리 카탈로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계약 
관리 및 제품 경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3. 라이프사이클 관리

180개 이상의 국가에 고객을 둔 한 소프트웨어 회사는 다양한 로컬 팀의 
네트워크 관리 업무를 단일 글로벌 팀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글로벌 팀은 
회사 네트워크 인벤토리를 완전히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Smart Net Total 
Care를 구축한 후 팀에서는 네트워크의 상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적하는 
데 필요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종료/단종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twitter.com/home?status=Maintaining%20a%20comprehensive%20and%20up-to-date%20view%20of%20your%20installed%20base%20used%20to%20be%20extremely%20challenging%20-%20not%20anymore.%20http%3A//goo.gl/ai6arx


“
이 회사의 IT 네트워크 서비스 책임자는 “서비스 커버리지 
상황을 파악하게 됨에 따라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모든 
Cisco 장비에 대한 적절한 커버리지와 정확한 EoS/EoL 

정보를 처음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 



최신 현황을 계속해서 포괄적으로 파악하기가 극도로 까다롭다는 말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Cisco에서 제공하는 도구를 활용하면 
다음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전체 단종 및 서비스 종료 데이터 검토

고위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조합 및 주요 네트워크 장비를 
식별하여 교체 또는 커버리지 갱신과 관련된 예산을 우선 
순위에 따라 할당하기 위한 경고 분포도 작성

기능 준비 및 하드웨어 교체 계획

Cisco 하드웨어가 현재 지원되는 소프트웨어 버전을 실행 
중인지 확인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장비에 대한 교체 계획 및 위험 완화



스마트 보고서에 액세스하여 중대한 발표 사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모든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https://twitter.com/home?status=Did%20you%20know%20you%20can%20get%20detailed%20info%20about%20critical%20announcements%20and%20view%20all%20contracts%20in%20Smart%20Net%20Total%20Care?%20http%3A//goo.gl/ai6arx


4. 장비 변경 관리

George Mason University의 IT 팀은 장비 변경 관리 업무를 간소화하여 
트러블슈팅 방식을 개선하고 해결 시간을 단축하길 원했습니다. 여러 그룹이 
네트워크에서 장비를 추가하고 이동하고 변경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추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Smart Net Total Care를 활용하면 인벤토리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재고 관리, 보고, 기타 기능과 더불어 한곳에서 모든 장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편하게 업그레이드하고 오래된 코드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며 의미 있는 알림만 모니터링합니다. 게다가 이 모든 

작업을 단 몇 분 만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실로 큰 변화입니다.” 

David Robertson,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서비스 딜리버리 매니저“

https://twitter.com/home?status=A%20centralized%20view%20of%20network%20changes%20gives%20you%20the%20visibility%20needed%20to%20maintain%20a%20highly%20reliable%20network.%20http%3A//goo.gl/ai6arx


네트워크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이러한 변화를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높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시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Smart Net Total Care를 활용하면 이처럼 네트워크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수집 및 유지 보수가 진행되는 동안 장비 목록과 자격 
정보를 유지하는 일은 팀에서 해야 할 몫입니다. 이 목록은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네트워크를 변경할 때마다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목록을 
손쉽게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사항이 모두 적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인벤토리 수집 델타 보고서를 실행하여 
네트워크에서 추가 또는 삭제된 항목을 확인하고 
이동, 추가, 변경 및 삭제를 시간별로 관리합니다.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의 정보로 관리 장비 
목록을 업데이트하거나 업데이트된 CSV 파일을 
가져옵니다.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 최신 장비 목록이 없을 
경우 Smart Net Total Care를 통해 주기적으로 
검색을 실행하도록 예약하여 관리 장비 목록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Smart Net Total Care
의 유지 보수에 대한 자세항 사항은, 

이 리소스를 확인하십시오.

http://www.cisco.com/c/en/us/support/services/sntc-collectors/index.html


5. 지속적인 지원 커버리지

어떤 장비가 계약 대상이며 이러한 장비가 적절한 수준으로 다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로 위험을 평가하고, 예산을 할당하고, 
갱신을 처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커버리지 계획 및 계약 갱신 업무를 처리하는 운영 
책임자, IT 매니저 및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수백 또는 수천 대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 적용되는 수집 가지의 서로 다른 계약에 대한 커버리지 날짜와 
엔타이틀먼트 레벨을 관리해야 하는 고유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Quintiles의 선임 네트워크 시스템 엔지니어는 Smart Net Total Care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는 갱신 데이터를 찾느라 스프레드시트를 
검색하는 데 40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말합니다. 

https://twitter.com/home?status=It's%20difficult%20to%20assess%20risk,%20allocate%20budget,%20and%20process%20renewals%20without%20clear%20visibility%20of%20a%20device's%20coverage.%20http%3A//goo.gl/ai6arx


Smart Net Total Care 보고 도구를 활용하면 네트워크의 자산(IB) 현황을 
완벽하게 파악함에 따라 갱신을 간소화하고 엔타이틀먼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팀원들은 부담 없이 혁신과 전략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Smart Net Total Care를 구축하면 계약 관리 
보고서를 실행하여 다음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든 계약

만료되는 계약 및 커버리지

지원 대상 및 미 지원 대상 장비

제품 요약

지원 종료일 세부 사항



이처럼 네트워크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커버리지 정보 검토

만료되는 커버리지를 식별하여 갱신 우선 순위 지정

장비 커버리지 위험을 사전 대응으로 완화

각 장비와 관련된 커버리지 수준을 보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

예산 계획 속도 향상

지원 날짜를 동기화하여 계약을 통합함에 따라 장비의 갱신을 
동시에 고려하고 SLA(서비스 레벨 계약)를 표준화

중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교정 단계 수행 시 시간 
절약

비즈니스 크리티컬 장비에 지속적인 지원 커버리지 적용



Smart Net Total Care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커버리지 간극을 식별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육 비디오를 
확인하십시오.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http://www.cisco.com/content/en/us/support/services/sntc-portal/video-resources.html?videoId=5385102570001
http://www.cisco.com/content/en/us/support/services/sntc-portal/video-resources.html?videoId=5385102570001


지금 시작
Smart Net Total Care 포털을 통해 얻은 네트워크 관련 통찰력을 활용하면 
네트워크의 미래를 보다 효과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장비 커버리지, 
유지 보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단종 시 교체와 관련된 사항은 
네트워크에서 운영 중인 장비, 서비스 및 지원 인시던트, 커버리지 및 
엔타이틀먼트를 완벽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Smart Net 
Total Care 포털을 활용하면 이러한 요구 사항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Smart Net Total Care는 강력한 도구로, 이를 사용함으로써 네트워크 운영 
개선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면 IT 운영을 혁신하여 자산(IB) 관리를 개선하고 위험 관리를 
향상하고 라이프사이클 및 장비 변경 관리와 계약 및 갱신 업무를 모두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요한 네트워크 인력이 
비효율적인 수작업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전략 프로그램에 주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Smart Net Total Care를 완벽하게 파악하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자산(IB)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경고를 필터링 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고, 
효율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Cisco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권장할 만한 추가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인 Smart Net Total Care 지원 
커뮤니티를 통해 다른 사용자 및 Cisco의 주제별 전문가와 
함께 필요한 내용을 공유하고, 학습하고, 협업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How-To 비디오를 활용하여 포털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Smart Net Total Care 포털을 살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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