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exera FlexNet License Server 보안 업데이트와 
새 버전의 서버 서비스 프로그램 설치 안내

ENVI 5.4(SP1) 및 IDL 8.6(SP1)에서 제공되었던 Flexera� FlexNet� License� Server� version�
2016.03을 사용하여 ENVI, IDL을 서버-클라이언트 관계의 floating network 방식으로 사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SSL 보안 인증서 파일 (flexnet.certs)의 업데이트가 필요함을 알려드립
니다. 이는 floating network 방식의 라이선스 서버에서만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클라이언
트 혹은 node-locked 방식으로 사용 중이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무시하셔도 됩니다. 

만약 보안 인증서의 업데이트 없이 floating 방식으로 ENVI, IDL을 사용을 하실 경우 2018
년 3월 7일 이후부터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표시됩니다:

ERROR: { "key" : "glsErr.sslMisconfigured", "arguments" : [ "I/O error on POST request for 
\ " h t t p s : / / h a r r i s g e o s p a t i a l . f l e x n e t o p e r a t i o n s . c o m / c o n t r o l / x l s v / d e v i c e s e r v i c e s \ " : 
sun.security.validator.ValidatorException: PKIX path building failed: sun.security.provider.certpath. SunCertPath
BuilderException: unable to find valid certification path to requested target; nested exception is 
javax.net.ssl.SSLHandshakeException: sun.security.validator.ValidatorException: PKIX path building failed: 
sun.security.provider.certpath.SunCertPathBuilderException: unable to find valid certification path to 

requested target" ], "message" : "SSL is misconfigured:...

보안 인증서를 업데이트 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2가지가 있습니다.  
 - 1. ENVI 5.4 혹은 IDL 8.6 설치 시 포함된 서버 버전 2016.03(flexnetls_2016.03.0)을 그대

로 사용하되 보안 인증서만 업데이트(유지보수 기간이 2018년 3월 이전에 만료되었거나, 혹은 
ENVI, IDL의 업그레이드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권장)

 - 2. 업데이트된 보안 인증서가 포함된 서버 버전 2017.08(flexnetls_2017.08.0)을 설치(유지
보수 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새로운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원하실 경우 권장)

SSL 보안 인증서 혹은 새로운 버전의 서버 프로그램 설치 파일 다운로드를 위해 Harris 
Download and Licensing Center에 접속(로그인 필요, 로그인 정보는 라이선스 구매 후 제
공되었음)하시거나 혹은 저희 ㈜에스이랩(sales@selab.co.kr, 02-888-0850)에 연락하시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Harris Download and Licensing Center에 접속하시어 다운
로드 및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참고로 2의 방식에 따라 새로운 서버 서비스 버전을 설치하시더라도 ENVI, IDL의 새 버전
이 동시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며, 서버 설정 이전이나 이후에 별도로 ENVI와 IDL의 새 버
전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하부의 2페이지는 보안 인증서만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3페이지는 새로운 서버 서비스 프로
그램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전 버전과 안내되는 새로운 버전 모두 라이선
스 서버로 Windows와 Linux만을 채택하고 있어 Mac에 대한 안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Mac은 클라이언트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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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 인증서만 업데이트할 경우>
1. Harris Download and Licensing Center에 로그인하십시오.
2. Download 섹션에서 ENVI 또는 IDL 제품 항목을 찾으신 후 하부에서 새로운 
flexnet.certs 파일을 다운로드하십시오.
3. 다음에서 설명하는대로 실행하여 이전 flexnet.certs 파일을 업데이트 된 파일로 변경하십
시오.

4.1 Windows:
다음 단계를 완료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합니다:
  a. 다운로드하신 업데이트된 인증서 파일을 이전 flexnet.certs 파일 (디폴트로 설치를 하
셨다면 C:\Program� Files\Harris\flexnetls-x64_windows-2016.03.0\server 하부에 있음)에 덮
어쓰기 해주십시오. 
  b. Windows 제어판 → 로컬서비스를 선택하시어 FNLS-idl_lmgrd� (FlexNet� License�
Server� � idl_lmgrd)�라이센스 서버 서비스를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 Stop:� In� the� Services� tab,�
� � � � � � � � right-click� FNLS-idl_lmgrd� (FlexNet� Licensing� erver� � idl_lmgrd)� and� select� Stop.
▪ Start:� In� the� Services� tab,�
� � � � � � � � right-click� FNLS-idl_lmgrd� (FlexNet� Licensing� Srver� � idl_lmgrd)� and� select� Start.�

4.2 Linux:
다음 단계를 완료하려면 root 또는 sudo 권한이 있어야합니다.
  a. 다음 위치에 있는 이전 flexnet.certs�파일을 업데이트된 파일로 덮어쓰기 해주십시오. 
  /opt/flexnetls/idl_lmgrd/flexnet.certs

  b.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라이센스 서버 서비스를 중지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sbin/service� flexnetls-idl_lmgrd� stop
� � /sbin/service� flexnetls-idl_lmgrd� start



<2. 새버전의 서버 서비스 프로그램(flexnetls_2017.08.0)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1. Harris Download and Licensing Center에 로그인하십시오.
2. Download 섹션에서 ENVI 또는 IDL 제품 항목을 찾으신 후 하부에서 
flexnetserver2017.08-linux.tar.gz 또는 flexnetserver2017.08-win.exe 파일을 다운로드하십
시오.
3. OS에 따라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4.1 Windows:
다음 단계를 완료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합니다:

4.1.1 기존의 서비스를 제거해야합니다. 
  a. 커맨드(cmd) 창을 엽니다.
  b. license server 설치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디폴트로 설치를 하셨다면 C:\Program 
Files\Harris\flexnetls-x64_windows-2016.03.0\server가 됩니다. 
  c. 라이선스 서버 서비스를 중지하십시오: flexnetls –stop

  d. 디렉토리 이름을 C:\Windows\ServiceProfiles\NetworkService\flexnetls에서 

C:\Windows\ServiceProfiles\NetworkService\flexnetls.bak로 바꿉니다(이렇게 하
면 다음 단계에서 FlexnetLS 2016 uninstaller에 의해 디렉토리가 삭제되지 않습니
다).

  e.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삭제합니다: flexnetls –uninstall

  f. 시작 메뉴에서 제어판 → 프로그램 → 프로그램 및 기능 →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을 선택하고 FlexnetLS 2016.03.0을 제거합니다.

  g. C:\Windows\ServiceProfiles\NetworkService\flexnetls.bak을 원래 이름인

   C:\Windows\ServiceProfiles\NetworkService\flexnetls로 다시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4.1.2 새로운 서비스를 설치/설정합니다 : 2에서 다운로드한 flexnetserver2017.08-win.exe 
파일을 더블클릭으로 설치합니다. 

4.2 Linux:
다음 단계를 완료하려면 root 또는 sudo 권한이 있어야합니다:

4.2.1 기존의 서비스를 제거해야합니다. 
  a. 터미널 창을 엽니다. 
  b. license server 설치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디폴트로 설치를 하셨다면 
/usr/local/harris/flexnetls_2016.03.0 이 됩니다. 
  c. 라이센스 서버 서비스를 중지하십시오:
   ▪ CentOS/Red Hat: /sbin/service flexnetls-idl_lmgrd stop
   ▪ Ubuntu: service flexnetls-idl_lmgrd stop
  d. license server 서비스를 제거합니다: 
    cd /usr/local/harris/flexnetls_2016.03.0/server

./flexnetls uninstall
  e. 다음 폴더를 삭제합니다: /usr/local/harris/flexnetls_2016.03.0/
  f. 다음 파일을 삭제합니다: rm /etc/default/flexnetls-idl_lmgrd

4.2.2 새로운 서비스를 설치/설정합니다 : 2에서 다운로드하신  
flexnetserver2017.08-linux.tar.gz 파일의 압축을 풀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tar xf flexnetserver2017.08-linux.tar.gz
   ./install.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