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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머리말 

Synopsys  사의 광학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자료는 소프트웨어 (CODE V, 

LightTools, LucidShape 제품군, RSoft 제품군) 설치 및 라이선스 파일 다운로드 방법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1. 설치 및 라이선스 파일 다운로드에 대하여

Synopsys 광학 제품의 설치 및 라이선스 파일은 SolvNetPlus 를 사용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SolvNetPlus 란, Synopsys 사의 전제품을 대상으로 한 사용자 지원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Synopsys 제품 설치 파일 및 출시 노트 다운로드

• 계약한 제품의 라이선스 파일 다운로드

• Synopsys 제품에 관한 FAQ 열람

참고사항: 광학 측정 장비의 설치 파일의 경우 제품이 납품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저장 

매체와 같이 제공됩니다. 

제 2 장 SolvNetPlus 사용자 등록에 대하여 

1. SolvNetPlus 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조건

Synopsys의 광학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께서는 SolvNetPlus 에 접속하시

어 신규 버전의 라이선스 및 설치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SolvNetPlus 가입 절차 및 라이선스 다운로드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2. SolvNetPlus 사용자 등록 방법

다음 URL 로 이동하여, REGISTER – CREATE ACCOUNT 를 클릭하십시오.

https://solvnetplus.synopsys.com

https://opticsportal.synopsys.com/
https://solvnetplus.synopsys.com/


3. 형식 입력

각 입력란에 대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력한 후에 Next 를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 job Title의 경우 지정된 명칭이 없다면, engineer 등

자신의 업무내용에 따른 직무명을 입력하십시오.

• Address의 경우 소속된 회사의 소재지를 입력하십시오.

• Street에는 “시(City)” 이후 상세 주소를 입력해주십시오.



4. Verification Code 입력

앞에서 작성한 양식 후에 Next 를 클릭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페이지를 이동합니다. 이때, 앞에서 입력

한 E-mail 주소로 Verification Code 가 전송됩니다.

이메일을 수신한 후에, Verification Code 를 입력하십

시오.

Verification Code 를 입력한 후에 Next 를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5. Site ID 입력

Site ID 를 입력하십시오.

Site ID 는 사용하시는 각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파일(.txt)를 Text Editor 및 메모장 등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열었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텍스트 파일의 헤더의 네 번째 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파일에서 Site ID 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optics@synopsys.com

mailto:optics@synopsys.com


6.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입력

사용할 사용자 명(username)과 비밀번호(password)를 입력하십시오.

비밀번호에 사용할 문자는:

- 한 개 이상의 숫자가 포함된 최소 8 자 이상의 문구

- 한 개 이상의 특수문자: $, !, % 등

**주의사항: 사용할 수 있는 특수문자에는 제한이 있음

- 입력한 알파벳에 최소 한 개 이상의 소문자와 대문자가 포함되어야 함

- 비밀번호에 사용자의 First name 과 Last name 을 사용할 수 없음

- 비밀번호의 앞 8 자리는 위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7. 가입완료

가입이 완료되면, Welcome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SolvNetPlus 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SolvNetPlus 권장 브라우저

SolvNetPlus 는 다음과 같은 브라우저에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Chrome, Firefox, Safari 등

위와 같은 브라우저의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 3 장 설치 파일 다운로드 

각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치 파일을 SolvNetPlus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파일의 용량이 큰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 환경에 따라 다운로드에 부하를 

주지 않는 시간대에 다운로드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설치 파일 다운로드 순서입니다. 



1. SolvNetPlus 홈에서 Dewnloads 를 선택하십시오.

2. 다운로드를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십시오.

** 이때, 계약된 소프트웨어만 표시됩니다. 



3. 다운로드할 버전을 선택하십시오.

** 리스트에서 가장 위에 있는 항목이 최신 버전입니다. 

4. Download Here 을 클릭하십시오.

RELEASE NOTE 

위 그림에서 파란색 테두리로 표시된 곳의 View release notes 를 클릭하면, 현재 선택한 

버전에 대한 Release Note 가 출력됩니다. 

5. 면책사항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Agree and Sign In 을 클릭하십시오.



6. 다운로드할 항목을 선택하면, 바로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최대 6 개 파일까지 일괄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7. 설치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소프트웨어 설치를 진행하십시오.



제 4 장 라이선스 파일 다운로드 방법 

소프트웨어 이용에 필요한 라이선스 파일은 본 자료에서 설명하는 SolvNetPlus 에서 사용자가 

직접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라이선스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순서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1. 라이선스 파일 다운로드는 Smart Keys 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SolvNetPlus 홈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Smart Keys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SolvNetPlus 홈 우측의 Documentation & Downloads 에서 SmartKeys 를 클릭하여 접근 

방법 2-1: SolvNetPlus 홈에서 Downloads 를 클릭하십시오. 

방법 2-2: 메뉴에 있는 SmartKeys 를 클릭하십시오. 



2. 위에서 설명한 방법을 사용하여 Smart Keys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이어서 Key Retrieval 을 클릭하십시오.

아래 그림에서 두 가지 버튼이 있으며, 어떤 버튼을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3. 아래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에 Retrieve Key 를 클릭하십시오.

라이선스 파일을 얻기 위해서는 Site ID 와 Host ID 입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치에는 사용자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Retrieve Key 를 클릭하면 라이선스 파일이 메일로 송부됩니다. 

각 회사에 따라 SolvNetPlus 로부터 발송되는 메일이 스팸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trieve Key 를 클릭한 후에 일정 시간이 소요된 후에도 메일이 도착하지 않으면, 스팸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팸함에도 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SolvNetPlus 로부터 메일을 송신하는 주소는 smartkeys<SMARTKEYS@SYNOPSYS.COM>입니다. 

가능하다면, 사전에 위 메일 주소를 차단하지 않도록 설정 부탁드립니다. 

2 개 이상의 라이선스를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계약한 라이선스 파일을 일괄적으로 

획득하는 방법과 개별적으로 Host ID 를 지정하여 해당 라이선스 만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ost ID：여러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운로드를 원하는 

라이선스의 Host ID 를 입력하십시오. 

Site ID：사용자의 Site ID 가 표시됩니다. 



일괄적으로 획득하는 방법 

입력한 Site ID 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 Host ID 에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고 Retrieve Key 를 

클릭하십시오.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표시되며 등록한 메일 주소로 라이선스가 송부됩니다. 

각 라이선스는 개별 이메일로 송신되며, 계약한 라이선스 개수에 따라 다수의 이메일이 송신될 수 

있습니다. 

** 위 메시지에서 OK 를 눌러 닫아주십시오. 

특정 Host ID 를 지정하여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방법 

계약한 여러 라이선스 중 원하는 특정 라이선스에 대해서만 Host ID 를 사용하여 획득할 수 

있습니다. 

Host ID(optional) 입력란에 획득하고자 하는 라이선스의 Host ID 를 입력하고, Retrieve Key 를 

클릭하십시오. 다음의 메시지가 표시되며,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라이선스가 송신됩니다. 

** 위 메시지에서 OK 를 눌러 닫아주십시오. 

입력하는 Host ID 는 15 자리의 긴 ID 를 입력하십시오. 



또한, RSoft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9-****과 같이 9-로 시작하는 Host ID 에서 9-를 

생략하고 나머지 Host ID 를 입력하십시오. 

Attachment Option 에 대하여 

이메일로 송신 받는 라이선스 파일의 확장자 형태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텍스트, GZIP, ZIP 

형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라이선스 파일을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려면 텍스트 파일 형식이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ptics@synopsys.com 

mailto:optics@synopsy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