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라이선싱 시스템 FAQ 
 
 

새로운 라이선싱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Oqton은 이전 라이선싱 시스템의 보안 문제 및 기능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소프트웨어 제품을 새로운 라이선싱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했습니다. 

 
 

새로운 라이선싱 시스템이란 무엇입니까? 이 시스템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라이선싱 시스템은 'CimLM'입니다. 이 시스템의 이점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만은 않습니다. 

 제품을 실행할 때, 라이선스를 검증하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

 사용자가 제품을 실행하기 위해 30 일마다 한 번씩 온라인 상태 일 필요가 없습니다.

 개선 사항이나 버그 수정을 해결하기 위해 타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유형에 관계없이 통일된 활성화 프로세스 입니다.

 가상 서버에서 네트워크 라이선스를 호스팅 합니다.

 원격 데스크톱 연결 환경에서도을 제품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용자가 네트워크 라이선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 합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라이선싱 유형에 영향을 줍니까? 
 

다음 라이선스 유형에 영향을 줍니다. 

 온라인 활성화

 네트워크 활성화 – 서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동글 라이선스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다른 PC에서 동글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1일 이후에는 동글 

라이선스를 업데이트할 수 없으므로 동글 소유자도 새 라이선스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를 실행 중인 PC에서 이전 제품 버전을 사용하거나 다른 PC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까? 
 

사용자는 현재 소프트웨어를 실행 중인 PC에서 이러한 이전 제품 버전을 사용하거나, 다른 PC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거나, 2023년 6월 

1일 이후에 현재 소프트웨어를 실행 중인 PC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시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2023년 6월 1일 이전에 이전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하려는 최종 사용자는 (1) 현재 소프트웨어를 실행 중인 PC가 신뢰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전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계속 실행하려는 기간 동안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거나, (2) 3D Systems에 문의하여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https://support.3dsystems.com/s/article/Using-Geomagic-over-remote-desktop-connection?language=en_US
https://support.3dsystems.com/s/article/CimLM-Licensing-Support?language=en_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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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 이후에도 이전 버전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자는 2023년 6월 1일 이후에도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된 PC에서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C가 라이선스 확인에 

실패하거나, 이전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없거나, 어떤 이유로 든 네트워크 라이ㅓㄴ스 서버가 실패하면,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에 

액세스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용자가 위의 이유로 소프트웨어를 사용 할 수 없게 되어도, 유지보수를 연장하여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이전 버전으로 계속 작업할 수 있습니까? 
 

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된 컴퓨터가 실행 중인 한 이전 버전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영구적 이며 만료되지 않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라이선스를 업데이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매한 리셀러 또는 고객 지원팀에 문의하여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https://www.3dsystems.com/geomagic-maintenance-program 
 
 

2023년 6월 이후 라이선스를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매한 리셀러 또는 고객 지원에 문의하여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https://www.3dsystems.com/geomagic-maintenance-program 
 
 

유지 보수가 중단된 고객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고객은 그에 따라 유지 보수 계약을 갱신 해야 합니다. 

 
 

내 라이선스는 발표된 날짜 이후에 만료되나요? 

 

라이선스가 만료되지 않으며, 필요한 기간 동안, 그리고 동일한 PC에서 제품을 실행하는 조건 하에서 라이선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전 계획 없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에 대한 특별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까? 
 

현지 리셀러 또는 고객 지원에 문의하여 EDU 가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https://www.3dsystems.com/geomagic-maintenance-program 
 

https://www.3dsystems.com/geomagic-maintenance-program
https://www.3dsystems.com/geomagic-maintenance-program
https://www.3dsystems.com/geomagic-maintenance-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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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지원과 기술 지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라이선스 지원에는 설치, 활성화 키, 라이선스 이전 등과 같은 라이선스 질문에 초점을 맞춘 기본 수준의 지원이 포함됩니다. 

 

기술 지원은 주로 라이선스 이외의 소프트웨어 관련 응용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기초 / 심화 수준의 지원입니다. 

 
 

Geomagic 유지 보수 계약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Geomagic 유지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항상 가장 효율적인 최신 Geomagic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작업하고 다음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기술 Support 팀에 대한 우선 액세스 : 

 라이선싱/설치 및 문제 해결

 작업툴 기능/구현

 스크립팅/자동화 지원

 기능 개발 요청 권한 상승

 1,000개 이상의 기술 자료 문서/비디오에 대한 안내 액세스

 기술 현장 적용 컨설팅 - Geomagic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성능 및 워크 플로우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새 릴리스, 업데이트, 패치: 

 Geomagic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릴리스에 대한 모든 정보 액세스 권한 부여

 버그 수정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최고 상태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새롭고 향상된 기능 및 플러그인 포함

 최신 운영 체제와 호환 가능

 
 
 
 
 
 
 
 

https://support.3dsystems.com/s/software-support-3dsystems?language=en_US
https://support.3dsystems.com/s/software-support-3dsystems?language=en_US
https://support.3dsystems.com/s/software-support-3dsystems?language=en_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