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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formx Collector를 통해 Smart Net Total
Care에 데이터 제공 
이 문서에서는 Netformx DesignXper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벤토리 및 디바이스 데이터를 Cisco
Smart Net Total Care™ 포털에 검색, 수집 및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Netformx DesignXpert는 Smart Net Total Care 포털에서 지원하는 수집 옵션 중 하나입니다.사용
가능한 다른 수집 옵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Device Data Collection Options 문서를 참조하십
시오.
  

팁:이 문서에 설명된 프로세스를 디지털 형식으로 보려면 Pairing Cisco Smart Net Total Care
with Netformx DesignXpert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이 문서의 정보는 Netformx 애플리케이션이 시스템에 이미 설치되어 있고(DesignXpert 또는
Netformx Discovery) 애플리케이션 내에 Cisco ID가 올바르게 정의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제공됩니
다.현재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검색 작업을 최종 사용자 계정에 연결할 수 없거나 검
색 결과 결과를 Cisco에 성공적으로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이 문서에 설명된 프로세스를 준비하려면 필요에 따라 다음 작업을 완료합니다.
 

Cisco ID를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 Cisco Registration 페이지로 이동하여 설명된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Netformx 컬렉터의 기본 설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Netformx DesignXpert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Cisco에 데이터 검색, 수집 및 업로드 
네트워크 검색을 설정하고 인벤토리를 수집한 다음 Cisco에 데이터를 업로드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
료하십시오.
 

DesignXpert를 시작하고 네트워크 검색을 클릭한 다음 빈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1.

/content/en/us/support/docs/services/sntc/device_data_collection.html
/content/en/us/support/services/sntc-collectors/video-resources.html#designXpert
https://idreg.cloudapps.cisco.com/idreg/guestRegistration.do
http://www.netformx.com/userfiles/files/Netformx%20DesignXpert%20User%20Guide.pdf
http://www.netformx.com/userfiles/files/Netformx%20DesignXpert%20User%20Guide.pdf


프로젝트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기본 Netformx Discovery Settings 인터
페이스가 나타납니다.

2.

일부 항목에 기본 설정이 적용되었을 수 있습니다.네트워크 설정과 일치하도록 필요에 따라
설정을 변경합니다.

3.



Netformx Discovery Settings(Netformx 검색 설정) 화면에서 Configure(구성)를 클릭하면
Netformx Discovery Configuration(Netformx 검색 컨피그레이션) 창이 나타나며 Network(네
트워크) 탭이 표시됩니다.이 탭에서는 검색 작업의 시작 지점, 범위 및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
니다.

참고:이러한 설정을 구성하기 전에 검색하려는 환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 또는 추측에 따라 검색 처리 시간이 연장되거나 검색 작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4.

응용 프로그램의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시드 라우터를 지정합니다.이름이 암시하는 대로 시드 라우터는 네트워크 검색 자체의 시작
점입니다.시드 라우터는 검색 작업을 위한 첫 번째 라우터 연결 지점입니다.홉의 수는 검색
이 시드 라우터에서 가져오는 서브넷 홉의 수를 결정합니다.따라서 시드 라우터와 hop
count는 전체 작업의 검색 시작점과 전체 범위를 설정합니다.검색은 시드 라우터의 라우팅
및 기타 테이블 정보를 사용하여 나머지 검색 프로세스를 안내하며, 홉의 카운트로 제한되므
로 시드 라우터로부터 최종 거리를 설정합니다.hop 수가 클수록 범위가 넓어집니다. 즉, 검색
해야 하는 총 디바이스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프로세스가 더 오래 걸립니다.

범위를 사용하여 검색 작업의 범위를 정의합니다.두 번째 방법은 정의된 범위를 설정하기 위
해 시작 및 종료 IP 주소를 명시적으로 정의합니다.시작점과 끝점을 설정하면 프로세스가 지
정된 범위를 통해 실행됩니다.또한 전체 범위가 클수록 검색 프로세스가 길어집니다.대규모
네트워크의 경우 IP 범위 지정을 통해 또는 제외 옵션을 사용하여 기본 작업을 작은 청크로

5.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Exclude 옵션을 사용하면 검색 작업 자체의 크기와 범위를 줄일 수 있
지만 IT 부서에서 설정한 네트워크 주소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SNMP를 클릭한 다음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
다.

참고:네트워크 내에서 사용되는 SNMP 설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장비가 지원
하는 SNMP의 유형을 알고 있어야 하며, 연결된 읽기 커뮤니티 문자열이 있어야 합니다.검색
프로세스에서는 디바이스 레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SNMP를 사용합니다.SNMPv3에서는
IT 부서에서 구현하는 경우 보안 구문과 함께 인증 및 암호화 세부 정보를 정의해야 할 수 있
습니다.

6.

텔넷/SSH를 클릭한 다음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대한 텔넷 및 SSH(Secure Shell)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7.



참고:검색 프로세스에서 CLI를 호출하고 모든 디바이스에서 CLI 정보를 수집하므로 해당 환
경에 대해 정의된 적절한 텔넷 및 SSH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있어야 합니다.
Cisco Specific(Cisco 특정)을 클릭한 다음 Settings(설정) 영역에서 Enable Cisco
SmartAdvisor(CSA)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8.



참고:표준 Cisco 검색 업로드 및 분석 작업에 대해 Download Cisco configuration files 또는
Retrieve IP Phones 컨피그레이션 옵션을 활성화할 필요가 없습니다.이러한 옵션을 활성화
하도록 선택하면 모든 네트워크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검색 작업을 실행하는 로컬
시스템에 다운로드됩니다.백업 목적으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수집하기 위해 이 작업을 사
용할 수 있지만 검색 프로세스가 길어집니다.
Scan Options(스캔 옵션)를 클릭한 다음 필요에 따라 옵션을 조정합니다.9.



참고:이 탭의 옵션은 Netformx와 관련이 있으므로 조정 내용은 Netformx 보고 특성에만 영향
을 줍니다.이 설정은 Cisco에 대한 검색 업로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팁:Cisco 전용 업로드 작업에 대한 총 검색 시간을 최적화하고 줄이려면 물리적 링크 검색,
VLAN 검색 또는 고급 포트 레벨 설정 검색 옵션을 활성화하지 마십시오.또한 이름 확인 및
WMI 검색 사용 옵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져오기를 클릭한 다음 원하는 옵션을 조정합니다.10.



참고:이 탭의 옵션은 Netformx에 한정되며, 검색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Netformx가
자체 보고서에 대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어합니다.여기서 설정한
설정은 Cisco에 대한 검색 업로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Netformx Discovery Settings 인터페이스로 돌아가려면 OK를 클릭합니다.

참고:Netformx Discovery Settings(Netformx 검색 설정) 창에 방금 구성한 옵션에 대한 최종
검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1.

검색을 실행하려면 위쪽 리본(위 구성)에서 작은 녹색 실행 단추를 클릭합니다.12.



팁:검색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려면 위쪽 리본의 오른쪽 근처에 있는 로그를 클릭합니다.
검색 작업이 완료된 후 OK(확인)를 클릭하여 출력을 검토합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검색 작업이 수집한 데이터를 보여 주는 드로잉이 표시되는 네트워크 토
폴로지 다이어그램이 나타납니다.

13.



Design 탭으로 돌아가면 정보를 Cisco에 업로드할 준비가 됩니다.14.

Analysis(분석) > Cisco Smart Advisor > Submit Network Assessment Request(네트워크
평가 요청 제출)로 이동합니다.

15.



평가 요청 프로젝트 범위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프로젝트를 클릭한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제출 창이 나타납니다.16.



참고:Request Details 섹션(A)의 옵션을 사용하면 Cisco로 전송할 정보를 지정할 수 있습니
다.Customer Details(고객 세부사항) 섹션(B)의 옵션을 사용하면 검색 작업을 Cisco에 연결
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이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Upload IP Addresses(IP 주소 업로
드)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색 실행을 회사에 연결하고 Cisco에 세부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는 검색 대화 상자를 열
려면 Customer Details 섹션에서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17.



세 개의 개별 정보를 입력하고 Search(검색)를 클릭하면 Cisco가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모든 일치 항목을 포함하는 목록으로 응답합니다.

18.



정확한 주소를 찾은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정보가 Customer Details(고객 세부사항) 섹션에 나타나고, 대화 상자에 특성이 맨
아래 섹션에 표시됩니다.

19.

Cisco에서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이메일 알림 사용 확인란(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을 클
릭합니다.

20.

Cisco 파트너 또는 Cisco Enterprise 고객인 경우 사용자 유형 섹션에서 Cisco 파트너 라디
오 버튼을 선택합니다.

또한 Cisco 직원은 자신을 식별하기 위해 Cisco SE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Cisco 관련 세부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21.



참고:기본적으로 기본 CCOID(첫 번째 행)는 Netformx 애플리케이션의 Options 섹션에 입
력된 CCO ID에서 직접 가져옵니다.그러나 추가 CCO ID 정보를 수동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
다.
모든 정보가 추가된 후 Submit(제출)을 클릭하고 데이터 업로드 상태를 표시하는 창이 나타
납니다.

참고:업로드 시간은 검색 결과 파일의 크기, 인터넷에 대한 사용자 연결, 처리 용량, 현재
Cisco 데이터 센터로 이동하는 트래픽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22.

업로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Status 플래그가 변경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는 업로드가 완
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23.

인벤토리가 Smart Net Total Care 포털에 성공적으로 업로드된 후 포털에서 이름이
Netformx_Default인 새 인벤토리를 표시하는지 확인합니다.

24.



참고:이 툴을 통해 검색 및 업로드된 모든 디바이스는 향후 업로드 과정에서 이 인벤토리에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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