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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LProtection® 소개
FLProtection®은 USB Dongle 과 Network 인증을 동시에 지원하는 인증서 기반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보호 플랫폼입니다. FLProtection®은 RSA2048 과 AES256 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암호화하고, 메모리를 보호하며 강력한 안티 디버깅 기능을 통해 크래커로부터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보호합니다.

2. 제품 구성
제품 상자 안에 아래 부속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누락된 부속품이 있는 경우 제품을 구입한
판매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제품과 부속품은 본 사용자 설명서의 그림과 다를 수 있습니다.


FLProtection® USB 동글



FLProtection® USB 동글 덮개



전자 사용 설명서 (PDF)

3. 시스템 요구 사양
항목

권장 사양

최소 사양
Windows 7 이상

Windows 10 이상

4GB 이상

8GB 이상

CPU

Sandy Bridge i3 이상

Skylake i5 이상

USB

USB 2.0 이상

USB 2.0 이상

50MB 이상

1GB 이상

운영체제
메모리(RAM)

저장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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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LProtection® 설치
https://resource.fourthlogic.co.kr/flprotection/flprotectionsetuplatest.zip 링크를 클릭하여
최신 FLProtection®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FLProtection® 설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설치 시작을 위해 License Agreement 에 동의한 뒤
“Next”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를 진행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바로가기 설정을 한 뒤 “Next”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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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화면에서 “Install” 버튼을 눌러 설치를 진행합니다.

FLProtection®이 실행되고 있는 경우 다음 창에서 “Automatiocally close the applications”
항목을 선택한 후 “Next” 버튼을 눌러 FLProtection®을 종료한 뒤 설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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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컴퓨터 재시작 여부를 선택하여 설치를 완료합니다.

7

FLPROTECTION®
1. FLProtection® 화면 구성

FLProtection®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Menu Tree
Menu Tree 의 메뉴 아이템을 선택하여 FLProtection®의 각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Main Window
Main Window 에서 Menu Tree 에서 선택한 기능과 관련된 창들이 표시됩니다.

③ Log View
Log View 에서 FLProtection®의 log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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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등록
사용자 등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Menu Tree 에서 Account - Register 를 더블 클릭하여 Register 창을 엽니다.

User ID, Password, Password Confirm, Name, Email 을 입력한 뒤 “Register”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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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그인

Menu Tree 에서 Account – Sign In 를 더블 클릭하여 Sign In 창을 엽니다.

User ID, Password 를 입력한 뒤 “Sign In”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에 성공하면 아래 Login Status 에 Login Status 에 Login ID, Security Level 이 표시되고
“Sign Out”, “Change Password”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Sign Out”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아웃하고, “Change Password” 버튼을 클릭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

4. 프로그램 암호화
프로그램 암호화는 개발자 인증서와 제품 인증서가 있고, Security Level 3 이상의 계정이 로그인 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Security Level 3 이상의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Menu Tree 에서 Binary – Protect File 를 더블 클릭하여 Protect File 창을 엽니다.

“Developer Cert” 항목 오른쪽의 버튼을 클릭하여 개발자 인증서(*.fldc)의 파일 경로를 입력합니다.
“Product Cert” 항목 오른쪽의 버튼을 클릭하여 제품 인증서(*.flpc)의 파일 경로를 입력합니다.
“Executable File” 항목 오른쪽의 버튼을 클릭하여 보호할 프로그램의 경로를 입력합니다. 보호할
프로그램은 코드 서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Enable Memory Dump” 체크 박스의 체크 여부에 따라 Dump File 생성 가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rotect” 버튼이 활성화되면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 암호화를 수행합니다.

“Executable Information” 그룹 박스의 내용을 통해 코드 서명 여부, 보호 여부, 유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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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Information” 그룹 박스의 내용을 통해 현재 암호화된 프로그램의 인증서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프로그램 암호화 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경우 “Protected” 항목과 “Valid”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EV 코드 서명을 할 경우, 먼저 FLProtection®으로 프로그램 암호화를 진행한 뒤 EV
코드 서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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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품 인증서 생성
제품 인증서 생성에는 개발자 인증서와 Security Level 3 이상의 계정이 로그인 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Security Level 3 이상의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Security Level 3 이상의 계정으로 로그인할 경우, Menu Tree 에서 Certificate – Make Product
Certificate 메뉴 아이템이 나타납니다. Make Product Certificate 메뉴 아이템을 더블 클릭하여
Make Product Certificate 창을 엽니다.

“DeveloperCert File” 항목 오른쪽의 버튼을 클릭하여 개발자 인증서(*.fldc)의 파일 경로를
입력합니다.
“ProductCert File” 항목 오른쪽의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할 제품 인증서(*.flpc)의 파일 경로를
입력합니다.
Edit box 에 제품 이름을 입력한 뒤 “Generate” 버튼을 클릭하여 제품 인증서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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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리 인증서 생성
권리 인증서 생성에는 개발자 인증서, 제품 인증서, 권리 부여 인증서와 Security Level 3 이상의
계정이 로그인 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Security Level 3 이상의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Security Level 3 이상의 계정으로 로그인할 경우, Menu Tree 에서 Certificate – Make Right
Certificate 메뉴 아이템이 나타납니다. Make Right Certificate 메뉴 아이템을 더블 클릭하여 Make
Right Certificate 창을 엽니다

개발자 인증서(*.fldc), 제품 인증서(*.flpc), 권리 부여 인증서(*.flrgc)의 경로를 입력합니다.
“RightsCert File” 항목 오른쪽의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할 권리 인증서(*.flrc)의 파일 경로를
입력합니다.
“Expiration Date” 항목에서 유효 기간을 설정합니다. 양식은 YYYYMMDDHHmm 입니다. 예를
들어 2021 년 1 월 2 일 오후 1 시 40 분이 만료시점이라고 하면 202101021340 이 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000000000000 일 경우 무기한으로 설정됩니다.
“Generate” 버튼을 클릭하여 권리 인증서(*.flrc)를 생성합니다.
권리 인증서 생성이 완료되었을 때, 이 때 사용한 권리 부여 인증서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한 권리 부여 인증서의 확장자는 *.used 로 변경됩니다.
네트워크 인증을 사용할 때 FLProtection®으로 보호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권리 인증서는
보호된 프로그램과 같은 폴더 내에 있어야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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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인증을 사용할 때 FLProtection®으로 보호된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사용할 경우, 권리
인증서 PC 귀속 여부를 묻습니다. 해당 창에서 계속 진행할 경우 권리 인증서는 PC 에 귀속됩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경우 보호된 프로그램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FLProtection®으로 보호된 프로그램을 구동할 때, 인증서를 찾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경우, FLProtection® 서비스의 동작 상태와 인증서 또는 Dongle 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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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ongle 권리 인증서 삽입
Dongle 이 PC 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PC 와 연결합니다.

Menu Tree 에서 Dongle – Certificate – Insert Rights Certificate 메뉴 아이템을 더블 클릭하여
Insert Right Certificate 창을 엽니다.

“RightsCert File” 항목 오른쪽의 버튼을 클릭하여 권리 인증서(*.flrc) 경로를 입력합니다.
권리 인증서를 삽입할 Dongle 의 Serial Number 를 선택합니다.
“Insert” 버튼을 클릭하여 Dongle 에 권리 인증서를 삽입합니다.
Dongle 에 삽입된 인증서는 네트워크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Dongle 에 삽입 가능한 인증서 개수는 최대 10 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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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ongle 권리 인증서 추출
Dongle 이 PC 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PC 와 연결합니다.

Menu Tree 에서 Dongle – Certificate – Eject Rights Certificate 메뉴 아이템을 더블 클릭하여
Eject Right Certificate 창을 엽니다.

권리 인증서를 추출할 Dongle 의 Serial Number 를 선택합니다.
“RightsCert File” 항목 오른쪽의 버튼을 클릭하여 추출할 권리 인증서를 저장할 파일 경로를
지정합니다.
추출할 권리 인증서의 Serial Number 를 선택합니다.
“Eject” 버튼을 클릭하여 Dongle 에 있는 권리 인증서를 추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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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ongle 펌웨어 업데이트
https://resource.fourthlogic.co.kr/flprotection/flprotectionfirmwarelatest.zip 링크를 클릭하여
최신 Dongle 펌웨어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Dongle 이 PC 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PC 와 연결합니다.

Menu Tree 에서 Dongle – Firmware - Firmware Update 메뉴 아이템을 더블 클릭하여
Firmware Update 창을 엽니다.

“Firmware File” 항목 오른쪽의 버튼을 클릭하여 Firmware 업데이트 파일(*.out) 경로를
입력합니다.
업데이트 할 Dongle 의 Serial Number 를 선택한 뒤 “FirmwareUpdate” 버튼을 클릭하여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도중 Dongle 의 연결을 해제하거나 FLProtection®을 종료하지 마십시오. 고장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이 경우 A/S 가 불가능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된 뒤 팝업창의 “확인” 버튼을 눌러 팝업창을 닫고 Dongle 의 연결을 해제한
뒤 다시 PC 에 연결하면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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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증서 확인

Menu Tree 에서 Certificate – View 의 하위 항목에서 확인하고 싶은 인증서 종류를 선택하여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인증서의 파일 경로(*.fldc, *.flpc, *.flrgc, *.flrc)를 입력하여 인증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각 인증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자 인증서

항목

설명

Valid DeveloperCert

유효한 개발자 인증서인지 확인합니다.

Serial Number

개발자 인증서 Serial Number 입니다.

Issued By

개발자 인증서를 발행한 기관입니다.

Issued To

개발자 인증서를 발행 받은 기관입니다.

RootAuthorizedKey

Root 인증서 식별 인증 키입니다.

DeveloperPlaneKey

개발자 인증서 평문 키입니다.

DeveloperAuthorizedKey

개발자 인증서 식별 인증 키입니다.

Signature

개발자 인증서 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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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인증서

항목

설명

Valid ProductCert

유효한 제품 인증서인지 확인합니다.

Serial Number

제품 인증서 Serial Number 입니다.

Issued By

제품 인증서를 발행한 기관입니다.

Issued To

제품 인증서를 발행 받은 기관입니다.

ProductName

제품 이름입니다.

RootAuthorizedKey

Root 인증서 식별 인증 키입니다.

DeveloperPlaneKey

개발자 인증서 평문 키입니다.

DeveloperAuthorizedKey

개발자 인증서 식별 인증 키입니다.

ProductPlaneKey

제품 인증서 평문 키입니다.

ProductAuthorizedKey

제품 인증서 식별 인증 키입니다.

Signature

제품 인증서 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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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인증서

항목

설명

Valid RightsCert

유효한 권리 인증서인지 확인합니다.

Usable Network

네트워크 인증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Serial Number

권리 인증서 Serial Number 입니다.

Issued By

권리 인증서를 발행한 기관입니다.

Issued To

권리 인증서를 발행 받은 기관입니다.

ProductName

제품 이름입니다.

Expiration Date

권리 인증서 유효 기간입니다.

RootAuthorizedKey

Root 인증서 식별 인증 키입니다.

DeveloperPlaneKey

개발자 인증서 평문 키입니다.

DeveloperAuthorizedKey

개발자 인증서 식별 인증 키입니다.

ProductPlaneKey

제품 인증서 평문 키입니다.

ProductAuthorizedKey

제품 인증서 식별 인증 키입니다.

RightsPlaneKey

권리 인증서 평문 키입니다.

RightsAuthorizedKey

권리 인증서 식별 인증 키입니다.

Signature

권리 인증서 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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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부여 인증서

항목

설명

Valid RightsGranter

유효한 권리 부여 인증서인지 확인합니다.

Serial Number

권리 부여 인증서 Serial Number 입니다.

Issued By

권리 부여 인증서를 발행한 기관입니다.

Issued To

권리 부여 인증서를 발행 받은 기관입니다.

RootAuthorizedKey

Root 인증서 식별 인증 키입니다.

RightsGranterKey

권리 부여 인증서 식별 인증 키입니다.

Signature

권리 부여 인증서 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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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ongle 확인
Dongle 이 PC 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PC 와 연결합니다

Menu Tree 에서 Dongle – Devices 의 하위 항목에서 확인하고 싶은 Dongle 의 시리얼 번호를
선택하여 Dongle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Dongle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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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Valid Dongle

유효한 Dongle 인지 확인합니다.

In Use

Dongle 이 현재 사용 중인지 확인합니다.

Firmware Version

Dongle 펌웨어 버전입니다.

Dongle Led Status

Dongle 의 Led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Led
상태는 Blink, On, Off 세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Slot

Dongle 에 삽입된 권리 인증서 Serial 번호입니다.

Serial Number

현재 Slot 의 권리 인증서의 Serial 번호입니다.

Issued By

권리 인증서를 발행한 기관입니다.

Issued To

권리 인증서를 발행 받은 기관입니다.

ProductName

제품 이름입니다.

Expiration Date

권리 인증서 유효 기간입니다.

RootAuthorizedKey

Root 인증서 식별 인증 키입니다

DeveloperPlaneKey

개발자 인증서 평문 키입니다.

DeveloperAuthorizedKey

개발자 인증서 식별 인증 키입니다.

ProductPlaneKey

제품 인증서 평문 키입니다.

ProductAuthorizedKey

제품 인증서 식별 인증 키입니다.

RightsPlaneKey

권리 인증서 평문 키입니다.

RightsAuthorizedKey

권리 인증서 식별 인증 키입니다.

Signature

권리 인증서 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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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자 인증서(Developer Certification)
개발자 인증서는 보호할 프로그램의 개발자에게 제공되는 인증서입니다.
개발자 인증서로 보호할 제품의 제품 인증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 인증서의 확장자는 *.fldc 입니다.

2. 제품 인증서(Product Certification)
제품 인증서는 보호할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인증서입니다.
개발자 인증서와 제품인증서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제품 인증서의 확장자는 *.flpc 입니다.

3. 권리 부여 인증서(Rights Granter Certification)
권리 부여 인증서는 암호화된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사용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회성
인증서입니다.
개발자 인증서, 제품 인증서, 권리 부여 인증서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인증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권리 부여 인증서의 확장자는 *.flrgc 입니다.
권리 인증서가 생성되면 권리 인증서를 생성하는데 사용한 권리 부여 인증서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권리 인증서를 생성하는데 사용한 권리 부여 인증서는 *.used 로 확장자가 변경됩니다.
권리 부여 인증서는 주식회사 포스로직에서 제공합니다.

4. 권리 인증서(Rights Certification)
권리 인증서는 FLProtection®으로 보호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인증서입니다.
권리 인증서가 존재하는 PC 또는 Dongle 이 연결된 PC 에서 FLProtection®으로 보호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인증서의 확장자는 *.flrc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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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LE
1. Dongle 전체 구조
Dongle 의 구조는 하단에 USB 포트, 상단에는 표시등이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Dongle 이
PC 와 연결되었을 때, 상단의 표시등의 색깔에 따라 현재 FLProtection®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Dongle 표시등 상태
Dongle 표시등 상태에 따라 현재 FLProtection®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표시등 색상에
따른 FLProtection® 상태를 정리한 표입니다.
표시등 색상

설명

청록색

Dongle 대기 상태를 표시합니다.

노란색

보호된 프로그램을 실행 중임을 표시합니다.

빨간색 / 미점등
보라색
파란색 빠른 점멸

Dongle 에 오류가 있거나 FLProtection®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을 시 발생합니다.
Dongle 펌웨어 업데이트 중임을 표시합니다.
Dongle 펌웨어 업데이트 마무리중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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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ongle 표시등 동작 변경
FLProtection®에서 Dongle 표시등 동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Menu Tree 에서 Dongle – Devices 의 하위 항목에서 확인하고 싶은 Dongle 의 시리얼 번호를
선택하여 Device Information 창을 엽니다.

Device Information 창의 항목 중 Dongle Led Status 항목의 콤보박스에서 Dongle 표시등의
동작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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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PROTECTION®
1. 프로그램 보호
사용자의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서 FLProtection® Security Level 3 이상 계정과 개발자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보호된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FLProtection®을 실행합니다.

FLProtection® Security Level 3 이상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Certificate - Make Product Certificate 항목을 선택한 뒤 개발자 인증서 경로와 생성될 제품 인증서
경로, 제품 이름을 입력하고 “Generate” 버튼을 눌러 제품 인증서 생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ProductCert File”에서 지정한 파일 경로와 이름으로 제품 인증서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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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ary - Protect File 항목을 선택한 뒤, 개발자 인증서 경로, 제품 인증서 경로, 보호할 프로그램
경로를 입력한 뒤 “Protect”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 암호화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권리 인증서 없이 보호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경우 실행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암호화 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경우 “Protected” 항목과 “Valid”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EV 코드 서명을 할 경우, 먼저 FLProtection®으로 프로그램 암호화를 진행한 뒤 EV
코드 서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0

2. 권리 인증서 생성
[1. 프로그램 보호] 과정에서 생성된 보호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권리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권리 인증서를 생성하기 위해서 FLProtection® Security Level 3 이상 계정과 개발자 인증서, 제품
인증서, 권리 부여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권리 인증서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FLProtection®을 실행합니다.

FLProtection® Security Level 3 이상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Certificate - Make Rights Certificate 항목을 선택한 뒤, 개발자 인증서 경로, 제품 인증서 경로,
권리 부여 인증서 경로, 생성될 권리 인증서 경로와 만료 기한을 입력한 뒤 “Generate” 버튼을 눌러
권리 인증서 생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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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RightsCert File”에서 지정한 파일 경로와 이름으로 권리 인증서가
생성되고 권리 부여 인증서의 확장자가 *.used 로 변경됩니다.

3. 보호된 프로그램 구동
[2. 권리 인증서 생성]에서 생성된 권리 인증서로 [1. 프로그램 보호] 과정에서 생성된 보호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실행 방법으로 네트워크 인증을 통한 방법과 Dongle 에 인증서를 삽입하여
실행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네트워크 인증을 통한 보호된 프로그램 구동

네트워크 인증을 통하여 보호된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해 권리 인증서를 보호된 프로그램이 있는
폴더 안으로 이동시킵니다.

보호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 권리 인증서 PC 귀속 여부를 묻는 팝업창이
표시됩니다. 해당 팝업창에서 “예”를 눌러 권리 인증서를 PC 에 귀속시킵니다. 이후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권리 인증서가 PC 에 귀속되어 다른 PC 에서 해당 권리 인증서로 보호된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없습니다.
2. Dongle 에 인증서를 삽입하여 보호된 프로그램 구동
Dongle 에 인증서를 삽입하기 위해 Dongle 과 권리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Dongle 에 인증서를
삽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Dongle 에 인증서를 삽입하기 위해 FLProtection®을 실행합니다.
Dongle 을 PC 와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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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le - Certificate – Insert Rights Certificate 항목을 선택한 뒤, 권리 인증서 경로, Dongle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Insert” 버튼을 클릭하여 Dongle 에 권리 인증서를 삽입합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Dongle 에 삽입된 권리 인증서의 확장자가 *.used 로 변경됩니다.

Dongle - Device 항목에서 권리 인증서를 삽입한 Dongle 선택한 뒤 “Slot” 항목에서 권리 인증서
시리얼 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권리 인증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와 Dongle 을 연결한 상태에서 보호된 프로그램을 구동합니다. PC 와 Dongle 이 연결이 해제된
경우 보호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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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SHOOTING
1. Dongle 에 빨간색 표시등이 켜진 경우
1. PC 와 Dongle 연결을 해제합니다. 다시 Dongle 을 PC 에 연결합니다. 표시등을 확인하여 파란색
표시등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계속해서 빨간색 표시등이 켜질 경우, 작업 관리자에서 FLProtection® 서비스가 구동 중인지
확인합니다.

3. 계속해서 빨간 표시등이 켜질 경우, FLProtection®을 재 설치합니다.
4. 계속해서 빨간 표시등이 켜질 경우, Dongle 펌웨어 업데이트를 최신 버전으로 설치합니다.
5. 위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PC 의 전원을 차단한 뒤 다시 전원을 켜서 부팅 후 동작을
확인합니다.
위 과정 수행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주)포스로직 고객지원실(031-463-6902)로 연락
바랍니다.

2. Dongle 에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는 경우
[1. Dongle 에 빨간색 표시등이 켜진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조치 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하드웨어적 문제일 확률이 높으므로 PC 하드웨어를 다시 점검한 후 동작을 확인합니다.
위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포스로직 고객지원실(031-463-6902)로 연락 바랍니다.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