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OW-3D® Trial Version 사용 동의서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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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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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ID
※ FLOW-3D® Trial Version 사용 준수사항
1. FLOW-3D Trial Version(이하 “프로그램”이라 칭함)은, FLOW-3D Trial Version 사용동의서 (이하 “동의서”라
칭함)를 작성하고, (주)에스티아이C&D(이하 “공급자”라 칭함)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자 (이하 “사용자”라
칭함) 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사용기간은 1개월로 정한다. 단, 1개월 사용 후, 공급자와 협의 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시에는 본 동의서의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사용자는 동의서와 함께, 공급자에게 IP Address, Mac ID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자 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공급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다음과 같은 불법 사용 시 “프로그램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다.
A. 사용자는 본 프로그램을 연구 및 교육용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B. 사용자는 본 프로그램의 어떠한 부분도 임의로 수정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할 수 없다.
C. 사용자는 본 프로그램 및 서버에 대한 해킹이나 불법적인 시도를 하지 않는다.
4. 공급자는 본 프로그램의 해석 결과의 적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공급자의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공급자는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공급자는 본 프로그램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사전 통보 없이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내용에 동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성 명 :

월

일
(서명)

첨부 1. FLOW-3D® Trial Version 사용방법
QEI-0705-01-01

(주)에스티아이씨앤디

A4

FLOW-3D® Trial Version 사용방법
1. FLOW-3D Trial Version 사용절차
A. 사용자 신청서 이메일 및 팩스로 제출
B. 이메일로 안내 받은 후, FLOW-3D Online Version 설치 파일 다운로드
C. FLOW-3D 설치 및 구동 테스트
D. FLOW-3D 사용

2. IP Address, MAC ID 확인방법
A. IP Address :
-

고정 IP : http://flow3d.co.kr/ip 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동 IP : 사용자가 공급자에게 문의하여 작성 기재 합니다.

B. Mac ID(Physical Address)
-

도스(또는 명령프롬프트)창에서 'ipconfig /all'을 입력합니다.
(도스창 여는 방법 : ‘윈도우키+R’을 누른 후 나타나는 실행창에 'cmd‘라고 입력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

-

사용자의 Physical Address가 '00-35-65-6D-E3-D9와 같은 12자리 형태로
나타납니다.

2. FLOW-3D Trial Version 사용 시 유의사항
A. 별도의 기술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B. FLOW-3D Version은 O/S(운영체제) 64bit Windows7 이상 지원합니다.
C. 해석 사례 자료는 www.flow3d.co.kr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D. 프로그램 사용 및 다른 궁금한 사항은 E-mail로 연락 바랍니다.
고객지원팀 flow3d@stikorea.co.kr / 02-2026-0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