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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com에 게시

이 표에는 각 게시 워크플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이 요약되어 있습니다.각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섹션에 나와 있습니다.지원되는 게시자는 사용 가능한 게시 작업을 사용하여 기사 메
타데이터를 추가하거나 편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지원이 요청되면 기술 개발자는
모든 메타데이터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편집할 책임이 있습니다.

작업 지원 게시 자체 게시
자체 게시 시작 아니요 예
지원 게시 시작 예 아니요
MDF 태그 할당 예(선택 사항) 예(필수)
문서 유형 선택 예(선택 사항) 예(필수)
기사 설명 편집 예(선택 사항) 예(필수)
참가자 목록 편집 예(선택 사항) 예(필수)
미리 보기에 게시 예(선택 사항) 예(필수)
지원 요청 예 아니요
지원 요청 수락 아니요 예
Cisco.com에 게시 아니요 예
Cisco.com에서 제거 아니요 예

1단계. 셀프 게시 또는 지원 게시 시작

사용 가능한 게시 워크플로는 이전에 설명한 대로 기술 영역 계정에 할당된 사용자 역할에 따라 달
라집니다.

이 이미지는 표시될 수 있는 작업의 예입니다.



게시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셀프 게시 시작 또는 지원되는 게시 시작을 클릭한 다음 나타나는 확
인 메시지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Initiate Self-Publish(자가 게시 시작)를 선택하면 이 이미지에 표시된 것처럼 Actions(작업) 목록이
나타납니다.지원 게시 시작 후 "셀프 게시 취소" 작업이 "지원 게시 취소"로 대체되고 "지원 요청" 작
업이 추가됩니다.

참고:

MDF 태그가 할당될 때까지 문서 유형 드롭다운 목록이 비활성화됩니다.●

MDF 태그, 문서 유형 및 기사 설명이 모두 할당될 때까지 미리 보기에 게시 링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게시 워크플로가 시작된 후에는 완료되거나 취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2단계. MDF 태그 할당

개념이라고도 하는 MDF(Meta Data Framework) 태그는 Cisco.com 지원 사이트에서 해당 문서가
표시되는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MDF 태그 지정은 지원 게시 워크플로의 선택적 단계
이지만 도움이 됩니다.

MDF 태그를 할당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Assign MDF Tags를 클릭합니다.
참고: Assign MDF Tags(MDF 태그 할당) 링크를 한 번만 클릭합니다.링크를 여러 번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MDF 태그 지정 대화 상자에 제안된 상위 개념이 표시됩니다.

1.

문서와 관련된 모든 제품 또는 기술을 나타내는 개념을 선택하려면 하나 이상의 확인란을 선
택합니다.아티클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 또는 기술을 기반으로 선택한 개념 중 하나
를 기본으로 지정하려면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 제안된 목록에 적절한 태그가 표시
되지 않으면 MDF 트리 버튼을 클릭하여 전체 계층 태그 트리를 연 다음 트리에서 추가 태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MDF 트리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를 참조하십시오.

2.

Submit(제출)을 클릭한 다음 표시되는 확인 메시지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MDF 태그 할당 작업이 MDF 태그 보기/편집으로 변경되고 문서 유형 드롭다운 목록이 활성화
됩니다.

3.

3단계. 문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Doc Type(문서 유형)은 Cisco.com Support(Cisco.com 지원) 사이트에서 문서가 표시되는 위치를
확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문서 유형을 선택하려면 먼저 기본 MDF 태그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 게시 워크플로의 선택적 단계입니다.

문서 유형을 선택하려면 연관된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표시되는 확인 메
시지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목록의 문서 유형은 선택한 기본 MDF 태그가 제품 또는 기술 트리에서 가져왔는지 여부에 따라 달
라집니다.여기에 설명된 대로 문서의 컨텐츠 유형을 기준으로 문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기술 참고 - 일반적인 문제 해결 정보를 설명합니다.Troubleshooting TechNote 및
Problem/Solution 템플릿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성 예 - 제품 또는 기술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구성 예제 템플릿과 함께 사용합
니다.

●

Q 및 A 항목 - 하나 이상의 질문과 대답 쌍을 포함합니다.질문 및 응답 템플릿과 함께 사용합니
다.

●

비밀번호 복구 - 비밀번호 복구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4단계. 기사 설명 편집

기사 설명은 Google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 반환된 결과에 나타납니다.기본 설명은 기사 본문의 처
음 150자에서 자동으로 생성됩니다.그러나 문서의 본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설명을 편집하면 검
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고려해야 합니다.이는 지원 게시 워크플로의 선택적 단계입니다.

기사 설명을 수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기사 설명 보기/편집을 클릭합니다.

현재 설명이 포함된 편집기 창이 나타납니다.

1.

현재 설명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합니다.최대 설명 길이는 150자입니다.빈 설명은 허용
되지 않습니다.

2.

제출을 클릭합니다.3.
참고:이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설명을 제출하기 전에 기본 설명은 문서가 편집될 때 자동으로 업데
이트됩니다.설명을 처음 제출한 후에는 게시 프로세스가 취소되지 않는 한 나중에 문서를 편집할
때 제출된 설명이 유지됩니다.

5단계. 참가자 목록 편집

기사 기고자는 Cisco.com의 우측 여백에 기입할 수 있습니다.이 섹션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게시
자는 표시되는 기여자 정보를 제어합니다.이는 지원 게시 워크플로의 선택적 단계입니다.



헤더인 "Cisco 엔지니어가 기여"를 표시하려면 "Cisco 엔지니어가 기여" 확인란을 선택합니다.이는
TAC 엔지니어가 작성한 콘텐츠에 적합하며 기본 설정입니다.이 헤더를 숨기려면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이 문서에 최대 3명의 참가자로 구성된 이름과 Cisco 조직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 목록을 편
집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Show(Show "Accessioned by Cisco Engineers(Cisco 엔지니어가 기여)"(확인란 대신 하이퍼
링크)를 클릭합니다.

현재 참가자 목록이 포함된 창이 나타납니다.

1.



나열된 참가자 및 조직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편집합니다.2.
제출을 클릭합니다.3.

6단계. 미리 보기에 게시

Cisco.com에 기사를 게시하기 전에 게시자는 Cisco.com에 표시되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
을 보여주는 미리 보기를 생성해야 합니다.Cisco.com에 게시는 지원되는 게시 워크플로에서 사용
할 수 없으므로 이 워크플로에서 Publish to Preview(미리 보기에 게시)는 선택적 단계입니다.

주의:미리 보기에 게시하기 전에 문서의 제목과 기본 개념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이 단계 이후
에는 Cisco.com URL(및 파일 이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미리 보기를 생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Publish to Previewing을 클릭한 다음 나타나는 확인 메시지에서 OK를 클릭합니다.
미리보기가 사용 가능할 때 이메일 알림을 받게 됩니다.

1.

미리 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면 브라우저에서 기사 페이지를 새로 고칩니다.

"2단계:Publishing Life Cycle 위젯의 External Preview (Click here)"가 강조 표시되고 하이퍼링
크로 연결됩니다.

2.

2단계를 클릭합니다.외부 미리 보기(여기를 클릭).

문서 미리 보기가 iFrame에서 열립니다.

3.

에 설명된 대로 내용을 확인합니다.4.

7단계. 지원 요청

지원 게시 워크플로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Self-Publisher(일반적으로 기술 문서 작성기)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지원 게시 프로세스가 시작된 후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 작업은 자체
게시 워크플로에서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지원을 요청하려면 아래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지원 요청을 클릭합니다.

지원이 요청된 후 수행되는 작업은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원 요청을 취소하고 지원 게시 워크플로로 돌아가려면 지원 요청 취소를 클릭합니다.이 작업은
선택한 후 Request Assistance를 대체합니다.

8단계. 지원 요청 수락

누군가가 문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Self-Publisher는 요청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이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셀프 게시자만 "지원 요청 수락"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지원 요청을 수락하려면 Accept Assistance Request(지원 요청 수락)를 클릭합니다.

Cisco.com에 대한 보고 지원 요청, 수락 및 게시

기술 영역 문서 게시를 담당하는 기술 개발자는 Tech Zone Visualizertool을 사용하여 "Assistance
Requests(지원 요청)" 보고서를 생성함으로써 어떤 기사가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
니다.이러한 보고서는 매일 업데이트됩니다.또한 tz-writer 별칭에 일일 전자메일이 전송되어 기술
문서 작성자에게 지원 요청에 대해 알립니다.요청이 수락되면 요청자 및 승인자에게 이메일 알림이
전송됩니다.승인자(기술 작성자)는 문서를 검토/수정하고 게시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합니다.문서가
Cisco.com에 게시되면 요청자 및 승인자에게 다른 이메일 알림이 전송됩니다.

9단계. Cisco.com에 게시

셀프 게시 워크플로만 Cisco.com에 게시하는 최종 작업을 허용합니다.미리보기에 만족하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Cisco.com에 게시하십시오.대신 아티클이나 해당 메타데이터를 편집해야 하는 경
우 미리 보기 창 내의 닫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팁:Cisco.com에 게시하고 WEM 중단 시 미리 보기에 게시합니다!문서를 게시하기 전에 wem-prod-
usersmailer 별칭에 가입하여 WEM 중단 및 계획된 다운타임을 알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을/를 참조
하십시오.

  

Publish to Cisco.com을 클릭하여 미리 보기 창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Cisco.com에서 외부 문서가 활성화되면 이메일 알림이 전송됩니다.

1.

http://tz-alpha.cisco.com/ContentVisualizer/
http://tz-alpha.cisco.com/ContentVisualizer/
http://mailer.cloudapps.cisco.com/itsm/mailer/listDetails.do?list=wem-prod-users


확인 이메일을 받으면 브라우저에서 기사 페이지를 새로 고칩니다.

"3단계:Publishing Life Cycle 위젯의 External(여기를 클릭)"이 강조 표시되고 하이퍼링크로 연
결됩니다.

2.

3단계:외부(여기를 클릭).

Cisco.com의 문서가 새 브라우저 창에서 열립니다.이 이미지와 비슷한 모양이어야 합니다.

3.



에 설명된 대로 내용을 확인합니다.4.

10단계. Cisco.com에서 콘텐츠 확인

기사가 Cisco.com에 나타나면 다음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문서는 "Cisco.com에 게시" 섹션의 이미지와 유사합니다.●

이동 경로가 나타나고 기본 개념 및 선택한 문서 유형에 해당합니다.●

제목이 정확합니다.●

목차가 올바르게 표시됩니다.●

내용이 예상대로 표시됩니다.●

오른쪽 레일은 "Cisco.com에 게시" 섹션의 이미지와 유사합니다.●

"Successor by Cisco TAC Engineers(Cisco TAC 엔지니어에 의해 기여)" 설명은 오른쪽 레일에
나타납니다(각 확인란을 선택한 경우).

●

클릭하면 PDF가 열립니다.●

Cisco 버그 ID는 Bug Search Tool에 연결되며 버그가 고객에게 표시됩니다.●

이러한 항목 중 하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문서 및 해결 방법을 참조하십시오.문제가 나열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토론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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