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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ESA(Email Security Appliance), WSA(Web Security Appliance) 및
SMA(Security Management Appliance)용 PAK(Product Authorization Key) 파일에서 라이센스 키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질문

ESA, WSA 및 SMA에 대해 수신된 PAK 파일에서 라이센스 키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PAK 파일은 라이센스 구입 후 이메일을 통해 수신되며 일반적으로 PDF 첨부 파일 형
식으로 수신됩니다.

라이센스 적용 및 생성 절차 

다음은 PAK 파일을 등록하고 ESA, WSA 및 SMA용 라이센스 키 파일을 생성하는 절차입니다.

http://www.cisco.com/go/license으로 이동하여 CCO ID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Continue to Product License Registration'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Add New PAKs/Tokens' 링크를 클릭합니다.●

PAK 번호와 'Submit'을 입력합니다. 아래 예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isco.com/go/license


나열된 PAK/Token ID를 확인합니다.●

'Actions' 드롭다운 상자를 클릭합니다.●

'Get New Licenses'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화면에서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PAK 번호가 물리적 어플라이언스 또는 가상 어플라이언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플라이언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

어플라이언스의 일련 번호를 입력합니다.'-' 기호 뒤에 어플라이언스의 일련 번호를 입력하십시
오.

●

예:



일련 번호는 888F89E88F88-8V88TW8입니다. 'SN/Virtual Device Identifier' 상자에 '8V88TW8'만
입력하십시오.

라이센스 키 파일을 받으려면 올바른 '전송 대상'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 요청에 대한 '최종 사용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Tick' 확인란을 선택하여 사용권 계약 약관에 동의합니다.●

'요청 전송'●



제출되면 확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라이센스 키 파일을 '전송 대상' 이메일 주소로 보낼 때까지 최소 30분을 허용하십시오.●

PAK 파일 등록 중 문제 경험

라이센스 팀(licensing@cisco.com)에 문의하거나 www.cisco.com에서 지원 사례를 참조하여 추가
지원을 받으십시오.

라이센스 키 파일을 받은 다음 단계

이메일을 통해 라이센스 키 파일을 받은 후 자세한 내용 및 지침은 아래 기술 자료 링크를 참조하십
시오.

Cisco Email 또는 Web Security Appliance에 기능 키를 설치하는 방법

http://www.cisco.com
/content/en/us/support/docs/security/web-security-appliance/200470-How-to-install-feature-keys-on-a-Cisco-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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