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새 버전의 ENVI/IDL과 라이선스 매니저는 어디서 다운로드 할 수 있나요?
 : 라이선스 관리자는 Harris Download and Licensing Center(해리스 다운로드 및 라이센
싱 센터, 이하 DLC)를 통해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아닌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하십
시오. 혹시 국내(한국)유저 중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DLC 접속이 안되거나 혹은 관리자가 
아니지만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고자 할 경우 ㈜에스이랩(sales@selab.co.kr, 
02-888-0850)으로 연락주십시오. 

2) 새로운 버전과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보유한 라이선스를 어떻게 업데이트해야 하나
요? 
 : Node-locked 방식 또는 offline 활성화를 하신/하실 경우 새 버전 사용을 위해 재활성화
(reactivate)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웹에 연결된 서버 라이선스일 경우 재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라이선스 매니저(harris license administrator)에서 ENVI 5.5와 IDL 8.7 사
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신 유저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라이선스 서버 서비스의 보
안 문서를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버전을 설치해야 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안내 문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새 버전 사용을 위해 이전 버전을 삭제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이전 버전 삭제없이 ENVI 5.5와 IDL 8.7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ENVI 5.5와 
IDL 8.7은 이전 버전과 다른 경로에 설치되고 독립적으로 작동됩니다. 

4) 새 버전을 설치한 후에 저의 라이선스 코드를 재활성화(reactivate) 해야 하나요?
 : Node-locked 방식 또는 offline 활성화를 하신/하실 경우 새 버전 사용을 위해 재활성화
(reactivate)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웹에 연결된 서버 라이선스일 경우 재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5) Flexnet License Server 2017.08(ENVI 5.5/IDL 8.7에서 제공)는 ENVI 5.4와 IDL 8.6에
서 작동하나요?
 : 그렇습니다. 모든 버전의 Flexnet License Server는 ENVI 5.4/5.5 와 IDL 8.6/8.7과 호
환됩니다. 

6) Flexnet License Server 2016.03(ENVI 5.4와 IDL 8.7에서 제공)은 ENVI 5.5와 IDL 8.7
에서도 작동하나요?
 : 그렇습니다. 모든 버전의 Flexnet License Server는 ENVI 5.4/5.5 와 IDL 8.6/8.7과 호
환됩니다. 다만, 보안 인증서 파일을 갱신하시거나, 업데이트된 인증서를 포함하는 Flexnet 
License Server 2017.08로 업데이트 하시길 권장합니다. 

7) 라이선스 서버를 어떻게 업그레이드시켜야 하나요?
 : 업그레이드에 대한 문서는 DLC의 download 하부 웹 문서나 HARRIS Geospatial 
Solutions社의 help article 등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한국) 유저라면 IDL/ENVI 
유저 그룹 페이지에 안내된 문서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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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가 라이선스 코드를 activate하고자 할 때, "ERROR: Activation ID cannot have its 
copies increased" 또는 “ ERROR: Activation ID was denied“라는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 이 에러는 전달받으신 activation code가 변경되었을 때와 같이 현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HARRIS DLC를 방문하시어 최신 코드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여 주십시
오. 

9) ENVI 5.5와 IDL 8.7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계신(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유저 분들게 제공됩니다. 

10) 단계별 프로세스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HARRIS DLC 혹은 HARRIS Geospatial Solutions社의 홈페이지 내 도움말 문서를 참조
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