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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Activation Guide for Software Promotion Program 

라이센스 사용 가이드 

본 문서는 EonStor GS 및 EonStor DS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프로모션으로 제공하는 라이센스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이센스의 사용을 원하신다면 하기 지침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단계: 라이센스 어플리케이션 파일 생성 

⚫ GS  

1. EonOne 에서 설정>시스템>라이센스 관리로 이동하세요.  

2. 라이센스 응용 프로그램 파일 생성을 클릭 후 파일(LicenseApplyFile.bin )을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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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 

1. SANWatch 에서 라이센스를 적용할 하위 시스템을 선택하세요.   

2. 작업> 정보 >라이센스 정보로 이동하세요.  

 

3. 라이센스 응용 프로그램 파일 생성을 클릭합니다. 파일(LicenseApplyFile.bin)을 다운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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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인포트렌드 웹 사이트에서 라이센스 파일 다운로드 

1. 인포트렌드 공식 웹사이트 (https://www.infortrend.com)에서 서포트> 제품 서비스> 라이센스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2. 왼쪽 메뉴에서 GS 또는 DS 를 찾고 라이센스 재활성화를 클릭합니다.   

3.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계정이 없으면 먼저 계정을 만들어주세요.  

4. 파일 선택을 클릭한 후 라이센스 애플리케이션 파일(LicenseApplyFile.bin)을 업로드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https://www.infortre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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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모션 라이센스 세부 정보를 미리 확인합니다. 프로모션 라이센스는 구입한 스토리지와 PO 날짜를 

기준으로 나열합니다.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Note: GS 원격 복제 라이센스는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추가 활성화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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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lic 라이센스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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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스토리지 라이센스에 파일 추가  

⚫ GS 

1. EonOne 에서 설정> 시스템> 라이센스 관리로 이동하세요.  

2. 라이센스 추가를 클릭합니다.  

3. .lic 라이센스 파일을 업로드하여 스토리지 라이센스를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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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 

1. SANWatch 에서 라이센스를 활성화할 하위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2. 작업> 정보 >라이센스 정보> 신규 라이센스로 적용으로 이동합니다. 

3. 찾아보기를 클릭한 후 .lic 라이센스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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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Disclaimer and Information 법적 고지 사항 및 

정보  

https://www.infortrend.com/global/Support/terms-conditions 

 

인포트렌드 또는 총판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포함한 모든 인포트렌드 제품은 인포트렌드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최신 표준 보증 정책이 적용됩니다.  

인포트렌드는 사전 통지 없이 소프트웨어, 펌웨어 또는 동봉된 사용자 설명서를 수시로 수정,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포트렌드는 당사 웹 사이트의 특정 다운로드 섹션 또는 서비스 파트너를 

통해 새로운 소프트웨어, 펌웨어 또는 설명서 출시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은 인포트렌드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펌웨어 또는 기타 설명서의 업데이트 버전을 유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인포트렌드와 함께 제공되는 펌웨어, 마이크로코드, 기타 입/출력 시스템 코드, 유틸리티 프로그램, 장치 

드라이버 및 진단 외에도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업데이트 코드도 설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장, 대체 또는 손실에 대한 예방 조치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가 적절히 백업되도록 하는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호환성 및 업그레이드 코드에 대한 질문은 인포트렌드 영업 담당자 

또는 기술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기의 경우 인포트렌드는 관련 법률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호 운용성 및 호환성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인포트렌드에서 인증 및 지원하지 않는 제품, 소프트웨어 또는 옵션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호환성 

문제 (2) 인포트렌드에서 인증 및 지원하지 않는 구성을 사용할 경우 (3) 한 시스템용 부품이 다른 제조사나 

모델의 다른 시스템에 설치될 경우  

 

Trademarks 인포트렌드, SANWatch, EonOne, EonStor, EonServ 는 인포트렌드의 등록 상표입니다. 또한 “IFT”, “DS”, “GS”, 

“GSa”, “GSc”, “GSi”, “GSe”, “GSe Pro” 는 인포트렌드의 테크놀로지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이름, 브랜드, 

제품 또는 서비스는 해당 소유자의 등록 상표입니다.  

https://www.infortrend.com/global/Support/terms-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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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정보  

 

웹사이트  

인포트렌드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infortrend.com/global/Home 

 

고객 지원  

시스템 벤더에 문의하거나 다음의 지원 사이트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your system vendor or visit the 

following support site. 

http://www.infortrend.com/global/Support/Support 

 

https://www.infortrend.com/global/Home
http://www.infortrend.com/global/Support/Sup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