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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는 여러 Cisco ESA(Email Security Appliance)에서 기존 라이센스를 성공적으로 공유하
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러 ESA에서 라이센스 공유

구매한 PAK(License Product Activation Key)를 사용하면 여러 ESA에서 라이센스를 공유할 수 있
습니다.

제품 라이센스 등록 포털에서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포털에서 Licenses(라이센스) > Move Licenses(라이센스 이동)를 클릭합니다.1.
드롭다운 메뉴에서 Share licenses... > Get activation code...를 선택합니다.2.
"Share License Process" 팝업 창에서 Product의 경우 Iron Port Product - SW Bundles를 선택
합니다.

3.

Source Serial Number / Virtual Device Identifier 필드에 소스 일련 번호를 입력합니다 팁:전체
일련 번호의 끝만 입력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전체 일련 번호가 88869E737F5-33NPP11이면
33NPP11을 입력합니다.

4.

Target Serial Number / Virtual Device Identifier 필드에 대상 일련 번호를 입력합니다 팁:전체
일련 번호의 끝만 입력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전체 일련 번호가 99969E748G65-44MQQ22인
경우 44MQQ22를 입력합니다.

5.

Send to 필드에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6.
요청 코드 클릭7.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이 전송됩니다.이메일에는 액세스 및 검증을 위
한 하이퍼링크가 있습니다.라이센스 등록 이메일을 수신하는 데 최대 1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신될 이메일의 예입니다.

From: "do-not-reply@cisco.com" <do-not-reply@cisco.com>

Date: Tuesday, October 31, 2017 at 12:59 PM

To: Joe User <joe_user@example.com>

Subject: Device Registration

PLEASE DO NOT DISCARD THIS EMAIL.

You have received this email because your email address was provided to Cisco Systems during the

registration process and you are requesting to copy the shared licenses from an existing device

to new device.  Please contact Cisco Systems if you are not requesting to copy the shared

licenses during device registration process.

https://slexui.cloudapps.cisco.com/SWIFT/LicensingUI/Quickstart


Below, you will find the Activation Code:

Activation Code   : LUY3012Z

Here is the device registration information:

Existing Device Serial # : 33NPP11

New Device Serial # : 44MQQ22

Please click the below link and follow the instructions given below to continue the registration

process:

https://slexui.cloudapps.cisco.com/SWIFT/LicensingUI/Quickstart

1) Click on Other Licenses drop down and Select 'Share License Process' option.

2) Select 'Use Activation code' option and Enter the above activation code in 'Specify

Activation Code' tab and click on Next button to register the activation code.

그런 다음 제품 라이센스 등록 포털을 다시 방문합니다.

Licenses > Move Licenses를 클릭합니다.1.
드롭다운 메뉴에서 Share licenses... > Use activation code...2.
이메일에 제공된 활성화 코드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3.
활성화 코드, 소스 일련 번호 및 대상 일련 번호를 확인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4.
검토를 완료하여 완료5.

그런 다음 어플라이언스 GUI에서 System Administration(시스템 관리) > Feature Keys(기능 키) >
Check for New Keys(새 키 확인)를 선택하여 키와 활성화를 확인합니다.또는 CLI에서 featurekey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ESA에 새로 추가된 모든/모든 기능의 경우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EULA(End
User License Agreement)를 읽고 동의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공유에 문제가 있는 경우 GLO(Global License Operations)에 직접 문의하거나 지원 케이
스를 열거나 FAQ를 읽어야 합니다.

무료 전화:1-800-553-2447 또는 Cisco Worldwide Contact●

Email:licensing@cisco.com●

Cisco 지원 사례 관리자:Cisco 지원 케이스 열기●

Cisco GLO(Global Licensing Operations):자주 묻는 질문●

https://slexui.cloudapps.cisco.com/SWIFT/LicensingUI/Quickstart
https://slexui.cloudapps.cisco.com/SWIFT/LicensingUI/Quickstart
/content/en/us/support/web/tsd-cisco-worldwide-contacts.html
https://mycase.cloudapps.cisco.com/case
https://www.cisco.com/web/fw/tools/swift/xui/PDF/Cisco_Licensing_FAQ_-_June_20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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