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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Account 라이센싱 및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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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이 문서의 목적은 Smart Account를 생성하는 방법과 디바이스를 등록하기 위한 토큰을 얻는 방법
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소개
 
Cisco Smart Software Licensing은 라이센스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입니다.Cisco Software를 구매
, 구축, 추적 및 갱신하기 쉽게 전사적으로 라이센싱 환경을 간소화합니다.간단한 단일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통해 라이센스 소유 및 사용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Smart Account는 Cisco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및 엔타이틀먼트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이 Smart Account의 활성화를 승인하면, 귀사는 조직을 대신하
여 계정을 생성하고 제품 및 서비스 엔타이틀먼트, 라이센스 계약 및 계정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데 동의합니다.Cisco 파트너는 고객을 대신하여 계정 생성을 승
인할 수 없습니다.
 
새 Smart Account를 생성하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이며, 이후 사용자 관리는 툴을 통해 제공되는 기
능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Smart License 어카운트를 구성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아래 나열된 지원 문서 및 연락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Cisco 지원 팀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Smart Account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
합니다.
 

파트너, 총판사 및 고객을 위한 Smart Licensing 및 Smart Account FAQ
Smart Software Licensing 개요
모범 사례 - Smart Account, 가상 어카운트 및 라이센스 태깅
Cisco Small Business 지원 커뮤니티
RV34x Series 라우터 FAQ
Support Case Manager(케이스 제출)
미국/캐나다 지원 전화 번호:1-866-606-1866 또는 Small Business TAC 연락처
  

Smart License 계정 생성
 
최근에 Cisco.com 계정을 생성 또는 방문한 경우, Smart License 계정을 직접 생성하라는 메시지가

https://community.cisco.com/t5/smart-licensing-enterprise/smart-licensing-and-smart-accounts-faq-for-partners-distributors/ta-p/3610585?attachment-id=159724
https://community.cisco.com/t5/smart-licensing-enterprise/smart-accounts-and-smart-licensing-overview-for-end-customers/ta-p/3633234?dtid=osscdc000283
https://www.youtube.com/watch?v=0sTNHci6mnk&t=447s
https://community.cisco.com/t5/small-business-routers/bd-p/5951-discussions-small-business-routers
/content/en/us/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538-rv34x-series-router-frequently-asked-questions-faqs.html?dtid=osscdc000283
https://mycase.cloudapps.cisco.com/case
/content/en/us/support/web/tsd-cisco-small-business-support-center-contacts.html


1.
2.

표시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 Smart License 계정 생성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
니다.로그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Smart Account 요청과 관련된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mart License 어카운트를 생성해야 라이센스 관리와 관련하여 귀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즉, Cisco는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사람이 적절한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이는 일
반적으로 네트워크 담당자에게 적용됩니다.
 

  
Smart 라이센스 구매
 
라우터용 스마트 라이센스를 구매할 때 공급업체는 고유한 라이센스 ID를 Smart License 계정으로
이동해야 합니다.다음은 번들 구매 시 묻는 필수 정보 표입니다.
 
참고:IPS(Intrusion Protection System) 및 Antivirus는 웹 필터링 및 애플리케이션 필터링에 사용되
는 보안 라이센스의 일부입니다.RV340 시리즈 라우터의 펌웨어 버전 1.0.3.15 이상에서는
AnyConnect가 클라이언트 라이센스에만 요금을 부과합니다.RV340 시리즈 라우터의 AnyConnect 
Licensing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라이센스를 구매했지만 내 계정에 표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
 
라이센스를 구매했지만 가상 어카운트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리셀러에게 연락하여 전송을 요청합니다.
Cisco에 연락하면 리셀러와 연락하겠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둘 중 어느 것도 할 필요는 없지만 이 교차로에 도착하면 기꺼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아래 설명된 자격 증명과 함께 위의 표에 자격 증명

필요한 정보 정보 찾기
Cisco.com 사용자 ID 어카운트 프로필에 있거나 여기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Smart License 계정
이름

라이센스를 구매하기 전에 Smart Account를 생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Smart License Account 생성 문서의 8단계여야 합니다.

Smart License SKU 디바이스의 제품 식별 코드입니다.
예:RV340-K9-NA

https://software.cisco.com/software/company/smartaccounts/home#accountcreation-account
/content/en/us/support/docs/smb/cloud-and-systems-management/network-automation-and-management/smb5489-how-to-request-a-smart-account.html
/content/en/us/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535-anyconnect-licensing-for-the-rv340-series-routers.html
/content/en/us/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535-anyconnect-licensing-for-the-rv340-series-routers.html
/content/en/us/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535-anyconnect-licensing-for-the-rv340-series-routers.html
/content/en/us/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535-anyconnect-licensing-for-the-rv340-series-routers.html
https://community.cisco.com/t5/user/myprofilepage/tab/personal-profile
/content/en/us/support/docs/smb/cloud-and-systems-management/network-automation-and-management/smb5489-how-to-request-a-smart-accou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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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합니다.
 

 
스크린샷
 
스크린샷은 화면 내용의 이미지를 캡처하는 방법입니다."사용자의 POV"를 제공합니다.관련 단계
는 Windows 또는 MAC OS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모바일 장치에는 스크린샷을 쉽게 만
들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샷을 캡처하는 절차의 차이점이 있는 경우 운영 체제에 해당하는 링크는 아래를 참조하십시
오.
 

창:이 기사 참조
MAC:이 기사 참조
iPhone/iPad:이 기사 참조
Android:이 기사 참조
 

팀과 공유하려면 적절한 화면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1단계. Smart License 어카운트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Smart Software License 페이지 > Inventory
> Licenses를 클릭합니다.
 

 
2단계. 이 페이지의 스크린샷을 찍고 참조용으로 보관합니다.
  
토큰 생성
 
등록 토큰은 라우팅 디바이스를 가상 어카운트에 연결하여 디바이스의 스마트 라이센스 기능을 잠
금 해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단계. 토큰을 생성하려면 Smart Software License 계정으로 이동합니다.그런 다음 Inventory(인벤
토리) > General(일반)을 클릭합니다.New Token...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정보 정보 찾기
라이센스 송장 라이센스 구매를 완료한 후 이메일로 전송해야 합니다.
Cisco 판매 주문 번호 리셀러에게 다시 연락하여 구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mart Account 라이
센스 페이지의 스크
린샷

스크린샷을 찍으면 Cisco 팀과 공유할 수 있는 화면 내용이 캡처됩
니다.스크린샷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아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https://support.microsoft.com/en-us/search?query=screenshot%20windows%2010
https://support.apple.com/en-us/HT201361
https://support.apple.com/en-us/HT200289
https://support.google.com/android/answer/9075928?hl=en
https://software.cisco.com/#SmartLicensing-Inventory


 
2단계. 등록 토큰 생성 창이 열립니다.Description(설명), Expire After(만료 후) 및 Max(최대)를 입력
합니다.사용 수입니다.그런 다음 Create Token(토큰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만료 후 30일이 권장됩니다.만료는 보안 조치입니다.토큰의 만료 날짜가 너무 길면 토큰을 알
고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하면 계정의 라이선스가 사용됩니다.라이센스가 사용되
지 않고 토큰의 만료 날짜가 지나면 새 토큰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토큰이 생성되면 최근에 만든 토큰 오른쪽에 있는 토큰 링크(흰색 화살표가 있는 파란색 상
자)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복사할 전체 토큰과 함께 토큰 창이 나타나야 합니다.토큰을 강조 표시하고 토큰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Copy를 클릭하거나 키보드의 ctrl 버튼을 누른 채 c를 동시에 클릭하여 텍
스트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5단계. 토큰을 복사했으면 디바이스에 로그인하고 디바이스의 License 메뉴에 토큰 키를 업로드해
야 합니다.
 
라우터의 웹 컨피그레이션 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참고:이 예제에서는 RV340 라우터를 사용하여 시연하겠습니다.
 



 
6단계. License(라이센스)로 이동합니다.
 



 
7단계. 디바이스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라이센스 권한 부여 상태가 평가 모드로 나열됩니다.Smart
Licensing Manager 페이지에서 생성한 토큰(이 섹션의 4단계)을 붙여넣습니다.그런 다음 Register(
등록)를 클릭합니다.
 
참고: 등록 프로세스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8단계. 토큰이 등록되면 라이센스를 할당해야 합니다.Choose Licenses(라이센스 선택) 버튼을 클
릭합니다.
 



 
9단계. Smart Licenses 선택 창이 나타납니다.구매한 라이센스를 확인합니다.이 예에서 Security-
License가 선택된 다음 Save and Authorize를 누릅니다.
 

 
10단계. 보안 라이센스의 상태는 지금 승인되어야 합니다.
 

  
결론
 
이제 Smart Account를 생성하고 디바이스에 대한 토큰을 생성했습니다.
 
다음 문서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RV34x Series 라우터에서 웹 필터 라이센싱을 구매하고 설정
하는 방법
 
이 비디오를 보려면 링크를 클릭하십시오.Cisco 기술 논의:Smart Account를 사용한 Cisco Zero
Touch 구축
 

/content/en/us/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1332-how-to-purchase-and-setup-web-filter-licensing-on-the-rv340.html
/content/en/us/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1332-how-to-purchase-and-setup-web-filter-licensing-on-the-rv340.html
https://www.youtube.com/watch?v=bPIRMn0lOTk&list=PLB4F91009260AB3D7&index=41
https://www.youtube.com/watch?v=bPIRMn0lOTk&list=PLB4F91009260AB3D7&index=41
https://www.youtube.com/watch?v=bPIRMn0lOTk&list=PLB4F91009260AB3D7&index=41


이 문서와 관련된 비디오 보기...

여기를 클릭하여 Cisco의 다른 기술 대화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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