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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 완료 (환경변수 점검) → Product 동작 여부 테스트

• Step2 완료 (서버연결 점검)  → Product 동작 여부 테스트

• Step3 완료 (서버 재설정)      → Product 동작 여부 테스트

Step3까지 진행 했음에도 오류 미해결시 ‘팀뷰어’ 설치하시고 유선으로 연락주세요.

팀뷰어 사용이 불가능한 회사의 경우, 설치 없이 유선 문의 주세요. 

진행절차



• 서버 PC:  Dongle USB를 꽂아 License를 구동하는 PC

• 사용자 PC: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하는 PC (= Client PC)

참고사항)

License Server USB Dongle Key

네트워크

Product

(OrCAD or Allegro)

Product

(OrCAD or Allegro)

Product

(OrCAD or Allegro)

구성2.Network(Floting)

서버 PC 사용자 PC

PC 이름확인하는방법)

제어판 → 시스템 → ‘장치 이름’ = PC 이름

Product 설치방법)

Veritytech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고객지원

→ 자료실 → Product  → 

OrCAD & Allegro 17.4/ 17.2 버전 다운로드 가능



• 윈도우 버튼 클릭 → ‘환경’ 검색 →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 클릭 → 고급 탭에서 ‘환경변수’ 클릭

Step1. 환경변수설정확인



• 변수 CDS_LIC_FILE을 선택 후 '편집' 클릭, 값을 5280@Server PC 이름 or 5280@Server PC IP 로 변경

• 변수 CDS_LIC_FILE이 없다면 ‘새로 만들기’ 클릭 후, 변수 이름과 값을 입력

Step1. 환경변수설정확인

• 사용자 변수 및 시스템 변수를 동일하게 설정



• lmtools 실행

• 경로: C:\Cadence\LicenseManager\lmtools.exe

Step2. 라이센스서버다시연결



• 동글키가제대로연결되어있는지확인: FLEXID 항목에 키번호가 보인다면 제대로 연결된 것

Step2. 라이센스서버다시연결 (동글키연결확인)



• Start/Stop/Reread 탭에서 ‘Stop Server’ 클릭 → ‘Start Server’ 클릭

• Sever Start Successful. 문구가 나와야 정상. 

Step2. 라이센스서버다시연결



• Server Start Failed. The Server May Already Be Running!! 문구 등장 시

• 작업관리자 프로세스 탭에서 Flexera Software LLC 프로그램 종료 후 다시 Server Start 버튼 클릭! 

Step2. 라이센스서버다시연결



• LicenseServerConfiguration 실행 (LicenseManager 폴더에 위치)

• 경로: C:\Cadence\LicenseManager\LicenseServerConfiguration.exe

Step3. License Server 재설치



① Browse로 License File 경로 지정

License File은 USB의 License 폴더에서 선택 또는 LicenseManager 폴더에서 license.dat 선택

Step3. License Server 재설치



• Port Number: 5280,  Host Name: PC 이름,  Vendor Daemon Port Number: 5281 

Step3. License Server 재설치

②



Step3. License Server 재설치

취소 클릭



• License Server 재설치 완료. OrCAD & Allegro 실행 여부를 테스트 합니다. 

Step3. License Server 재설치



방법1) veritytech 홈페이지를 통한 다운로드

http://www.veritytech.co.kr/ 접속 →  우측 상단 ‘고객지원’ →  FAQ →  원격 기술 지원 → 해당 파일

설치 및 실행 →  통화 하실 때 ID, PW 불러 주시면 됩니다. 

방법2) 

포털 사이트에 ‘팀뷰어‘ 검색 →  다운로드 및 실행 →  통화 하실 때 ID, PW 불러 주시면 됩니다.

팀뷰어설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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