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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판 다운로드 방법 

 

평가판 다운로드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매뉴얼 입니다. 

 

① www.ewavesolution.co.kr 이웨이브솔루션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② 고객지원 -> 평가판 -> EPLAN 평가판 다운로드를 클릭 합니다. 

 

 

③ 평가판 다운로드 창이 뜨면, 다운로드 신청자에 정보를 입력 한 후 다운로드를 클릭 합니다. 

④ 파일이 다운로드 되면 압축 파일을 풀어 줍니다. 

⑤ 압축이 풀리면 압축 파일에 있는 setup.exe를 이용해 설치를 진행 합니다. 

 

 

⑥ 설치가 진행이 되며, 아래와 같은 라이선스 신청 창이 활성화 되며, 각 내용에 맞게 기입 하여 주시고 send

를 클릭 합니다. 

만약 아래 창이 뜨지 않을 경우 아래 url에 접속하여 라이선스를 신청하여 주십시오. 

URL: https://license.eplan.de/edu_trial/?p=45S463&l=1042&h=66-AB-FA-F2-C5&v=2.6.3.10395 

 

http://www.ewavesolution.co.kr/
https://license.eplan.de/edu_trial/?p=45S463&l=1042&h=66-AB-FA-F2-C5&v=2.6.3.1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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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그 다음 다음을 클릭하여 설치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 프로그램 디렉토리: EPLAN 프로그램이 설치될 디렉토리를 설정한다. 로컬 드라이브(예를 들면, C: 또는 D:)만 

사용해야 한다.  

• EPLAN 원본 마스터 데이터: EPLAN이 기본 제공하는 원본 마스터 데이터에 대한 백업 파일로 사용한다.  

• 시스템 마스터 데이터: 시스템 마스터 데이터에서 선택한 디렉토리는 마스터 데이터의 기본 디렉토리로 

사용한다.  

 

• 회사 코드: 회사 이름을 설정한다. 짧은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 워크스테이션, 회사 설정: 고객 관련 설정, 워크스테이션 관련 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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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사용자 정의 설치” 및 “마스터 데이터 및 언어”를 클릭하면 프로그램 및 데이터 설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정합니다. [설치]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합니다. 

 

 

• EPLAN License Client: 하드웨어 키를 통한 라이선스 확인이 필요하다.  

• EPLAN Electric P8 2.8: EPLAN Electric P8의 필수 프로그램 구성 요소이다.  

• EPLAN Electric P8 Data 2.8: EPLAN Electric P8의 필수 마스터 데이터이다.  

• EPLAN Platform 2.8: EPLAN 플랫폼의 필수 프로그램 구성 요소이다.  

• EPLAN Platform Data 2.8: EPLAN 플랫폼의 프로젝트 비관련 마스터 데이터(예: 부품 마스터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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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설치가 완료되면 [마침]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를 종료한다. 

 

 

⑩ 설치가 완료 된 후 1~3일 정도 소요 후 E-mail로 EPLAN 버전을 사용할 사용 할 수 있는 라이선스 코드가 

발급 됩니다 .(설치 후 회사로 연락 주시면 주시면 라이선스 코드를 더욱 빨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T.070-4610-3180 ) 

⑪ 라이선스 메일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Product : 설치 된 제 품 정보입니다. 

• Serial Nr : EPL0T3WTG0 

• Validation code : 제품 코드 라이선스로 제품을 실행하는데 필요 합니다. 

 

⑫ EPLAN을 클릭 하여 실행을 합니다.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활성화 되며, 전달 받은 라이선스 정보를 기입 합니다. 

• 회사 이름 : 회사의 이름을 기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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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련 번호 : 전달 받은 메일에 Seral Nr를 기입 합니다. 

• 인증 코드 : 전달 받은 메일에 Validation Code를 입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