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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데이터 수집 옵션 
이 문서에서는 디바이스 데이터를 수집하고 Cisco Smart Net Total Care™ 포털에 업로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지원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디바이스 데이터를 포털에 업로드하면
Cisco에서 지원 정보 및 워크플로를 분석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디바이스 데이터를 수집하고 포털에 업로드하려면 먼저 포털 온보딩 사이트를 통해
Smart Net Total Care 서비스에 회사를 등록하고 포털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디바이스 데이터를 수집하고 포털에 업로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기본 방법은 다음과 같
습니다.
 

쉼표로 구분된 값(CSV) 파일 가져오기를 통해 데이터를 수동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Netformx 또는 SolarWinds와 같은 서드파티 컬렉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CSPC(Common Services Platform Collecto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데이터를 포털에 업로드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수집된 데이터
의 업로드는 엔드 투 엔드 보안 채널을 통해 수행됩니다. 파일은 암호화되어 Cisco 데이터 센터로
안전하게 전송됩니다.
  

팁:CSPC의 보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ecurity and Cisco Smart Net Total Care Service 백
서를 참조하십시오.
  

디바이스 데이터를 수집 및 업로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상관없이, 포털은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합니다.최신 자산 정보를 통해 서비스 커
버리지 관리를 위한 자동화된 워크플로 및 디바이스와 관련된 실행 가능한 경고와 같은 포털 기능
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원되는 세 가지 수집 및 업로드 옵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CSV 파일 가져오기 
CSV 파일 가져오기 기능은 인벤토리 데이터를 수동으로 업로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량 메
커니즘을 제공합니다.이는 장비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얻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중소기업(변경 사항이 많지 않음)인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CSV 파일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초기 인벤토리를 업로드하거나 세 가지 수집
방법 중 하나로 이미 업로드된 현재 인벤토리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팁:이는 수동 프로세스이며 디바이스 데이터가 스프레드시트에 입력되므로 CSV 파일의 필드
에 입력하는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합니다.Cisco Smart Net Total Care CSV 파일 가져오기 기
능 애플리케이션 참고 사항을 참조하고, 데이터 형식이 올바르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침으로 사용합니다.샘플 파일에는 8개의 필드(열)가 있습니다.처음 네 개의 필드는 필수 항
목이며 다른 네 개의 필드는 선택 사항입니다.
  

포털 보고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CSV 파일에 제공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유형 또는 소프트웨어 버전과 같은 선택적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보고서에는 상관
관계가 있는 알림 세부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www.cisco.com/content/ko_kr/support/docs/services/sntc/onboarding_guide.html
/content/dam/en/us/td/docs/net_mgmt/inventory_and_reporting/SNTC-Security.pdf
/content/dam/en/us/td/docs/net_mgmt/inventory_and_reporting/SNTC-Security.pdf
/content/dam/en/us/td/docs/net_mgmt/inventory_and_reporting/SNTC-File-Import-App-Note.pdf
/content/dam/en/us/td/docs/net_mgmt/inventory_and_reporting/SNTC-File-Import-App-Not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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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컬렉터 
Smart Net Total Care Service는 Netformx 및 SolarWinds와 같은 서드파티 컬렉터를 통해 포털에
직접 데이터 업로드를 지원합니다.
  

참고:서드파티 컬렉터를 사용하려면 Smart Net Total Care Service에 포함되지 않은 라이센스
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구성 조정을 통해 현재 타사 시스템을 사용하여 인벤토리 데이터를 검색, 수집, Cisco에 업
로드하여 포털에서 분석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드파티 컬렉터 기능은 공급업체마다 다르지만 서드파티 디바이스에서 생성된 보고서는 CSPC 컬
렉터가 제공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디바이스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부
서드파티 디바이스는 네트워크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지 않으므로 수집 및 업로드가 온디맨드 방식
으로 완료되므로 예약할 수 없습니다.이것은 더 많은 수작업이 필요하다.
  

팁:서드파티 컬렉터를 사용하려면 Netformx Collector를 통해 Smart Net Total Care에 데이터
제공 페이지에서 시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제를 참조하십시오.SolarWinds Network
Configuration Manag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olarWinds NCM 페이지를 통해 Smart Net
Total Care에 데이터 제공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isco CSPC 
CSPC는 고객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유연하고 재사용 가능한 모듈형 플랫폼입
니다.이 컬렉터는 가상 머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SPC를 구축한 후에는 컬렉터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고객을 검색합니다.
자산 장치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포털에 데이터를 업로드합니다.
  
팁:CSPC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구축 및 구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SPC Self-Service
빠른 시작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CSPC 컬렉터를 사용하면 정기적인 디바이스 검색, 수집 및 데이터 업로드를 예약하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포털 리포트에서 항상 최신 자산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사용하는 수집 및 업로드 방법과 상관없이 포털에서 직접 인벤토리 업로드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
다.업로드 상태를 확인하려면 포털에 로그인하고 왼쪽 탐색 창에서 Upload Processing을 클릭합니
다.모든 업로드의 진행 상태는 다음과 같이 오른쪽 창에 나타납니다.
 

/content/en/us/support/docs/services/sntc/netformx_collector.html
/content/en/us/support/docs/services/sntc/netformx_collector.html
/content/en/us/support/docs/services/sntc/netformx_collector.html
/content/en/us/support/docs/services/sntc/netformx_collector.html
/content/en/us/support/docs/services/sntc/netformx_collector.html
/content/en/us/support/docs/services/sntc/solar_winds_ncm.html
/content/en/us/support/docs/services/sntc/solar_winds_ncm.html
/content/en/us/support/docs/services/sntc/solar_winds_ncm.html
/content/dam/en/us/support/docs/cloud-systems-management/common-services-platform-collector-cspc/CSPC-Quick-Start-Guide.pdf
/content/dam/en/us/support/docs/cloud-systems-management/common-services-platform-collector-cspc/CSPC-Quick-Start-Guide.pdf
/content/dam/en/us/support/docs/cloud-systems-management/common-services-platform-collector-cspc/CSPC-Quick-Start-Guide.pdf
/content/dam/en/us/support/docs/cloud-systems-management/common-services-platform-collector-cspc/CSPC-Quick-Start-Guide.pdf


 
포털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Smart Net Total Care 서비스의 장점을 활용하고 사전 대응
적으로 기존 고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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