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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활성화 가이드
설치 후, Studio One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Studio One이 설치된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Studio One에 통합된 
‘온라인 정품 인증’ 과정을 통해 손쉽고 빠르게 활성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안내서에서는 Studio One이 설치된 컴퓨터가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활성화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참고: PreSonus Sphere 구독 라이센스를 구입한 경우 “온라인 정품 인증” 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주의
 • 이 안내서에 설명된 오프라인 활성화를 실행하려면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컴퓨터(

스마트폰 또는 iDevice 아님)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시작하기 전에 오프라인 컴퓨터에 Studio One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신 

업데이트를 받기위해 MyPreSonus 사용자 계정에서 Studio One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MyPreSonus 계정에서 최신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려면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가 있어야 합니다. 설치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되면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오프라인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활성화 안내

오프라인 컴퓨터

1. 먼저 Studio One 소프트웨어를 오프라인 컴퓨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My.PreSonus.
com에서 당신의 계정에 로그인하고 라이센스 번호를 등록하여 Studio One 설치 
프로그램에 액세스하십시오. 컴퓨터의 운영 체제에 맞는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다음 USB 플래시/썸 드라이브를 통해 Installer.exe(Windows) 또는 .dmg(Mac) 
파일을 오프라인 컴퓨터로 전송하고 설치하십시오.

2. 소프트웨어를 하드 드라이브에 설치한 후 Studio One을 실행합니다.

3. “Studio One” 메뉴 옵션을 선택하고 “Studio One Activation”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Studio One Activation” 메뉴가 열릴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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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Activate Offline”을 클릭하십시오.

이제 “Offline Activation” 메뉴가 표시되며 컴퓨터의 활성화 코드가 뜰 것입니다.

5. 동그라미 친 위의 그림처럼 항목 3 아래에 표시된 창에서 활성화 코드를 복사합니다(
또는 종이에 적으세요). 컴퓨터의 오프라인 라이센스를 받으려면 필요한 MyPreSonus 
사용자 계정에 입력하는 코드입니다.
이 활성화 코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르는 16자리 영어-숫자 조합 코드입니다.
XXXX-XXXX-XXXX-XXXX
위에 예시로 든 코드는 여러분의 활성화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위한 코드임으로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컴퓨터

6. My.PreSonus.com에 PreSonus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7. 메인 메뉴바에서 “My Products”를 클릭한 다음 “Software”를 클릭합니다.

8. “STUDIO ONE PRODUCTS” 섹션 아래에서 등록한 Studio One 5 제품 링크를 
클릭합니다. 아직 Studio One을 계정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금 등록하십시오. 

9. “Offline Activation” 링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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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화면에서 “Activate Software”를 클릭합니다. 당신의 오프라인 컴퓨터에 생성된 
정품 인증 코드를 오프라인 정품 인증 메뉴에서 지정된 빈칸에 입력합니다. Studio 
One은 한 번에 최대 5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컴퓨터에 Studio One을 
활성화했는지 기억하기 쉽게 각 컴퓨터에 고유한 이름을 지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1. “Activate”를 클릭하세요.

12. 활성화 후에 “Download License”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소프트웨어 리스트가 표시된 
곳에 있습니다.

13. 라이센스 파일을 컴퓨터의 기본 다운로드 위치에 저장하고나서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사용하는 인터넷 브라우저에 따라 컴퓨터에서 파일저장 위치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파일이 저장된 위치를 찾아보고 .license 
파일을 USB 플래시/썸 드라이브 또는 기타 이동식 미디어 저장 장치에 복사하십시오.

오프라인 컴퓨터
참고: 이 과정은 Studio One이 설치된 컴퓨터가 인터넷 연결이 끊어진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14. Step #13에서 사용한 USB 플래시/썸 드라이브를 오프라인 컴퓨터의 삽입합니다.

15. .license 파일을 컴퓨터의 바탕 화면에 복사합니다.

16. Studio One을 실행하십시오.

17. Studio One>Studio One Activation 옵션을 선택합니다.

18. “Activate Offline”를 클릭하십시오.

19. 컴퓨터의 바탕 화면에 있는 .license 파일을 Offline Activation 창으로 
드래그하십시오. 소프트웨어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되면 알림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Studio One이 활성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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