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문서의 내용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Native Instruments
에 대한 책무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서에서 기술되는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 동의서가 체결되며, 다른 미디어로 복제될 수
없습니다.
이 출간물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부분의 복사, 재생 혹은 다를
방법으로 전송 및 기록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이 문서를 읽고 있다는 것은 불법 복제 재품이
아닌 합법적 정품 버전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정직하고 충직한 분들을 통해 Native Instruments 는 혁신적인 오디오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임직원 일동을 대표하여 감사 드립니다.

매뉴얼 작성자: Florian Schneidmadel, Christian Poulsen
한글 번역: 옥승걸

개정 버젼 및 날짜: 1.0 (03/2008)

버그 해결뿐 아니라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베타
테스트 팀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Native Instruments Service Center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Service Center는 컴퓨터 상에서 Native Instruments의 모든 제품 활성화를 간편하게 
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제품 활성화"는 Native Instruments 제품을 라이센스 동의서에 일치여 사용한다는 
것을 확정 짖기 위하여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의 Native Instruments 제품은 설치 후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제품 활성화가 완료되면 무료 제품 업그레이드, 사용자 
라이브러리 확장, 온라인 강좌, 추가적인 콘텐츠와 무료 기술 지원 접속등 즐길 수 
있는 수 많은 이점들이 가능해 집니다.

Service Center의 업데이트 메니져는 최신 버전 업데이트, 핫픽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등을 접속하여 관리합니다. 또한 업데이트 메니져에서
다운로드 될 모든 파일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데로 선택하고 그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도 있습니다.

Service Center는 웹사이트로 개인정보 전송 시 최근 보안 기준에 부합하는
암호화된 보안 연결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데이터 보호 법률을 
준수하고 부호화된 데이터 형태로는 개인정보를 누구도 식별할 수 없으며, 이러한 
보안 시스템과 함께 제품 개선 및 서비스 혹은 기술 제공 시 서면으로 모든 사안을 
처리 합니다. Native Instruments는 이 개인정보를 어떠한 제3업체에 제공하지 
않으며, “ Send me the NATIVE INSTRUMENT newsletter”에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원치 않는 뉴스레터 혹은 광고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Service Center에 대한 질문 사안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Online Registration 
Support 를 통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www.native-instruments.com/contact.info



    Service Center는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관리자 계정 이름과 
암호로 로그인 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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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와 시작

1.1 Service Center 실행

 
 

►

►

►

►

!

Service Center는 Native Instruments의 예전 방식인 REGISTRATION TOOL에서 
처리된 제품을 포함하여 모든  Native Instruments의 제품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Service Center는 모든 Native Instruments 제품 설치시 함께 설치되며, Native 
Instruments의 web site에서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Service Center 사용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Native Instruments 제품은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화면을 보여 주며, ACTIVATE를 클릭 하면 됩니다. 이 화면은 제품이 등록될 
때까지 제품 실행 시 마다 나타나게 됩니다. 
Native Instruments 제품의 Help메뉴에서 Service Center를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Service Center 설치 폴더에서 “Service Center”를 더블 클릭합니다. 
기본적인 Service Center 의 설치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윈도우즈: C:\Program Files\Native Instruments\SERVICE CENTER
맥킨토쉬:OS X: Applications\Native Instruments\ SERVICE CENTER
윈도우만 해당: “시작” 메뉴에서 “프로그램” 선택> Native Instruments > 
SERVI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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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터넷 연결 확인

Service Center 는 우선 인터넷 연결 유무를 확인합니다. 연결을 시도하는 동안, 
원형의 에니메이션을 보여줍니다. 만일 현재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1.3절의 “인터넷 연결 실패”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것을 이미 알고있다면, 3.2절의 
"오프라인 활성화"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터넷에 방화벽이 

          사용중이라면, Service 

Center가 인터넷 연결을 시도하자 

마자 경고 메시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Service Center가 사용될 수 있도록 

방화벽 설정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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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Center 업데이트

1.3 인터넷연결 실패

Native Instruments는 최신 Service Center 소프트웨어 버전을 사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면, Service Center를 실행하는 동안 자동적으로 

다운로드 되며,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자동 업데이가 진행되는 동안 

Performing Self update”라는 메시지를 표시하며 잠시 시간이 소요됩니다. Service Center 

의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됩니다.



만일 Service Center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재시도
만일 당신의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은 되어있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네크워크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나  WLAN 카드를 당신의 운영체제 설정에 맞게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라우터, 스위치,WLAN 억세스 지점이 켜져있거나 정확히 설정되어 있습니까?

    프록 시 서버를 사용중입니까? 그렇다면 “Proxy” 색션 (아래를 읽어주 십시오)에서 기술된 

    사항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컴퓨터가 인터넷과 연결된 후에,  “Retry”를 다시 클릭하고 활성화 과정을 진행해 주십시오.

프록시
만약 당신의 컴퓨터가 대형 네크워크의 한 부분이라면,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인터넷 연결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안 상의 이유로, 프록시 서버가 대신 사용됩니다. 이런 경우 

Native Instruments 등 록 서버에 연결하기 전에 프록시 서버를 위한 세팅을 먼저 해야 합니다. 

Service Center의 셋팅은 여타 웹 브라우져와 동일합니다. 사용중인 브라우져의 프록시 세팅값을 

복사하여 손쉽게 셋팅하면 됩니다. 

다음의 과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스트: 호스트 이름과 IP주소

    포트: 포트 번호

정확한 프록시  세팅을 입력한 후, Proxy를 클릭하여 계속 진행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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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오프라인 모드에서는 단지

     제품 활성화만 가능합니다. 

Service Center에서 다른 

기능들이 오프라인 모드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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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모드 !  
 

 
 

만일 컴퓨터가 인터넷 연결이 없다면, “Offline”을 클릭하여 오프라인 모드에서 
Service Center 를 진행해 주십시오. 오프라인 제품 활성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2절의 “오프라인 활성화”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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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과 사용자 계정

2.1 로그인 페이지

제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Native Instruments 사용자 계정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사용자 계정과 함께 제품 업데이트, 기술 지원, 사용자 라이브러리 
등등에 대한 사용이 가능해 집니다.

        이전에 Native Instruments 

        온라인 샵에서 제품을 구매 

한적이 있다면, 새로운 계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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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새로운 사용자 계정 만들기

이  페이지에서는 이미 사용자 계정을 가진 사용자가 로그인 하거나 새로운 
사용자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E-mail address and Password: 이미 사용자 계정을 만들었다면 Native 
Instruments 계정에 로그인 하기 위한 이메일 주소와 암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Log me in automatically next time: 이 체크 박스를 활성화하여 당신의 
로그인 정보(이메일 주소와 암호)를 영구히 컴퓨터에 저장하십시오. 일단 이 
정보가 저장되면, Service Center에 접속할 때 마다 더 이상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Forgot your password? 새로운 암호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기 위해 이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이 암호는 당신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보내집니다.
    Create new User Account:  아직 Native Instruments 사용자 계정이 없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이메일 주소등 자세한 정보를 입력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새로운 사용자 계정 만들기”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이 내용은 Native Instruments 사용자 계정이 없는 사용자를 위한 내용입니다. 
만일 이미 사용자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당신의 이메일 주소와 암호를 
(이전 장 “로그인 페이지”에서 설명한 내용) 입력해주십시오.

         사용자 계정은 모든 

         종류의 제품 활성화뿐 만 

아니라 업데이트 다운로드, 

웹사이트 컨텐츠 접근과 

기술지원에 필요로 합니다. 



     데이터 전송 시 암호화된 보안 

     연결이 사용됩니다. 우리는

당신이 제공한 정보를 매우 보안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단지 제품 등록 목적으로만 

사용되면 다른 업체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Native Instruments에서 당신의 

     사용자 계정을 생성할 때, 이메일로 

로그인 암호가 제공되므로 완벽하고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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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품 등록 페이지의“Create new User Account”에서는 다음의 과정을 진행해 
주십시오.

Enter your e-mail address
이메일 주소는 당시의 사용자 계정 이름입니다. Native Instruments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 할 때마다 입력해야 합니다. 당신의 암호를 새로 받을 때도 
이 이메일 주소가 사용되므로,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입력 주시기 
바랍니다.
Enter your name and address
정확한 우편주소를 입력해 주십시오. Native Instruments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때, 등록된 이 주소로 제품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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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ose a Forum Username 
닉네임을 만들어 Native Instruments 웹사이트 포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포럼에 로그인 할 때도 사용자 이름이 필요합니다. 

Confirm your personal data
당신의 개인 정보를  입력할 때, 체크 (필요할 경우에는 수정)한 다음 “Next”를 
클릭하여 다음 진행을  계속 해주십 시오. 다음 과정에서 “OK”를 클릭하여 
당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최종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은 로그인 화면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당신의 이메일로 보내진 이메일 주소와 
암호로 NI 사용자 계정 로그인이 가능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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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 musical profile 
처음으로 로그인 하게 되면 당신의 음악적 프로파일 작성에 관한 질문이 
나타납니다. 당신의 데이터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우리의 제품 개선에 기여하게 
됩니다. 당신의 프로 파일은 공개되거나 타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ative Instruments  웹사이트의 개인 정보 취급 정책을 읽어 주십시오.

http://www.native-instruments.com/privacy

http://www.native-instruments.com/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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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활성화

3.1 온라인 활성화

이 장에서는 협력업체 제품을 포함하여 Native Instruments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성화 하는지를 설명 합니다. 당신의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 2.1절의 
내용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만일 Native Instruments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활성화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3.2절의 “오프라인 활성화”를 참고해 주십시오.

만일 당신의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 이 절에서 설명하는 과정을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성화 해주십시오. 만일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3.2절 “오프라인 활성화”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같이 오프라인으로 
당신의 소프트웨어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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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Active” 탭을 클릭 합니다.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모든 제품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활성화 하고자 하는 제품의 시리얼 번호를 입력합니다. 만일 리스트에 

나타나지 않은 제품을 소유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데모 버전 설치), 쇼핑카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NI 온라인 숍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Activate”를 클릭하여 활성화 과정을 진행합니다. Service Center는 Native 

Instruments 의 제품 등록 서버에 연결 하게 됩니다. 이 서버는 영구적인 

잠금 해제를 위해 이 제품들의 활성화 키를 되돌려 줍니다.

활성화 과정의 최종 결과는 다음 화면에서 보여줍니다.

          Native Instruments 

          제품을 언인스톨 하더라도 

레지스트리/PLIST 에 남아있다면, 

제품 리스트에 여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Active 탭에서는 비활성화된 

          제품만 나타납니다. 

비활성화된 모든 제품은 데모모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처음으로 제품 활성화 완료 후, 

          시리얼 번호는 우리의  

레지스트레이션 데 이터 베이스에있는

당신의 이메일 주소에 할 당되고

Native Instruments 에서 제공하는 

제품과 특 정화된 모든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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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ve Instruments 제품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SERVICE CENTER는 
제품의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일 업데이트 사항이 확인되면, 
"Update Tab" 이나 "Update 버튼"을 클릭하려 업데이크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몇 개의 업데이트가 있는지는 Update 탭에 
작은 붉은 십자가에 표시됩니다.
제품 업데이트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4장 업데이트 항목에서 자세히 다루어 
집니다.

활성화 실패
만일 활성화 과정이 실패하면, 에러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에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메시지 옆의 “Help”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의 사안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예전 Native Instruments 

제품 (2003년 이전에 출시됐던 

FM7등)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Update 탭 위에 있는 붉은 

         별 아이콘은 Native 

Instruments 제품의 업데이트 

가능한 항목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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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오프라인 활성화

만일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의 Native Instruments 
제품은 오프라인 모드에서 활성화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또 다른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1.3절 “인터넷 접속 실패”에서 설명했듯이, 
오프라인 모드를 선택하고 인터넷 연결 없이 계속 진행합니다 . 오프라인 
활성화 도움 스크린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오프라인 모드에서 제품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의 섹션에서 설명하는 단계를 
수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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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활성화 요청 파일 만들기

3.2.2 활성화 요청 파일 전송과 열기

“Create”를 클릭하여 활성화 과정을 진행합니다. 모든 비활성 제품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활성화 하고자 하는Native Instruments 제품의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고 

“Create”를 클릭합니다. 활성화 요청 파일이 생성될 것입니다. 이 파일을 USB

스틱등의 이동식 저장 매체에 저장합니다.

이 활성 화 요청 파일 (*.arf)를 이동식 저장 매체를 사용하여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컴퓨터로 가져갑니다.  

활성화 요청 파일을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컴퓨터 상에서 더블 클릭 하여 엽니다. 

기본적인 웹 브라우져에서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브라우져 상에서 나타나는 지시를 따릅니다. NI 웹 사이트로 전달을 위해 Send를 

클릭합니다. Native Instruments 사용자 계정이 유뮤에 따라 Yes 혹은I do have an 

NATIVE INSTRUMENTS Account 를 선택하고,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거나 No - I 

don't have an NATIVE INSTRUMENTS Account and register를 선택합니다. 

온라인 활성화 과정의 마지막에서  “Next”를 클릭하여 활 성화 회신 

파일(ActivationReturnFile.naf)을 다운로드 하고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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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활성화 회신 파일 전송과 제품 활성화 

활성화 요청 회신 파일(*.naf)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제품이 있는 컴퓨터로 
전송합니다. 
Service Center를 열고Activation Assistant Screen으로 다시 갑니다. “Open”을 
클릭하고 활성화 회신 파일을 로드합니다. 이 활성화 과정의 결과는 다음 
화면에서 나타납니다.

         노트: Service Center 

         활성화 화면으로 간단히 

파일을 드래그 드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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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활성화 실패

Native Instruments 제품을 성공적으로 활성화 하면, Service Center는 
일반적으로 제품 업데이트를 확인 합니다. 업데이트 서비스는 오프라인 
모드에서는 불가능 하므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Native 
Instruments 웹사이트의 support 섹션에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합니다.

더 자세한 제품 업데이트  정보는 4절 “제품 업데이트” 를 참고하십시오.

만일 활성화 과정이 실패하면, 에러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에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메시지 옆의 “Help”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Service Center에서 제공하는 사안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Update 탭 위에 있는 

         붉은 별 아이콘은 

Native Instruments 제품의 

업데이트 가능한 항목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SERVICE CENTER   22 – 

4 제품 업데이트

-

Service Center는 일단 활성화 되면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당신의 Native Instruments 

제품의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컴퓨터에서 Native Instruments 제품이 

올바르게 동작하기 위하여 항상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설치를 강력히 권합니다. 

만일 당신의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컴퓨터로 Native Instruments 웹사이트의 Support 섹션에 접속하여 치신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하십시오. 업데이트 화면은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업데이트 가능한 

목록을 보여줍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드라이버 및 패치 다운로드, 매뉴얼과 

튜토리얼 다운로드 그리고 사운드 다운로드. 만일 카테고리 내에서 가능한 업데이트가 

없다면,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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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details”를 클릭하면 카테고리의 모든 업데이트를 보여줍니다.

1단계

왼쪽의 체크 박스를 체크하여 다운로드 하고자 하는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카테고리의 모든 파일은 이미 다운로드 

선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하기를 권합니다. 이 

모든 업데이트를 설치하면 더 이상 카테고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Service 

Center의 세팅에서 다운로드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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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선택한 업데이트의 다운로드 시작을 위해 “Download”를 클 릭합니다. 진행 
상태를 표기하는 진행 막대가 표시됩니다. 개별적인 다운로드 취소를 위해, 
진행 막대 좌측의 붉은색 Cancel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모든 다운로드를 즉 
시 취소하기 하려면 “Cancel”을 클릭하 십시오.

     “드라이버와 패치 다운로드”, 

     “매뉴얼과  튜토리얼 다운로드” 

그리고 “사운드 다운로드 ” 

카테고리 에서는 다운로드 체크 

항목이 기본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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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일단 다운로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진행 막대가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파일이 다운로드 되고 난 뒤, 다운로 드 폴더가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이제 제품 
업데이트를 위한 인스톨 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EXIT”을 클릭하여 
Service Center를 종료합니다.

         저장되는 모든 파일은 

         기본적으로 바탕화면에 

저장됩니다. 다운로드 경로를 

Setting에서 다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6장 에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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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버뷰

오버뷰 화면에서는 당신의 컴퓨터에 있는 모든 Native Instruments 제품 목록을 
보여줍니다. 메인뷰에서는 제품이 활성화 되었는지 아직 활성화가 필요한지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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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Details

!

“Show Details”를 클릭하면 Native Instruments 지원과 연결되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 화면에서는 설치된 제품의 
타입 (Standalone/VST/DXi/RTAS)시리얼 번호, 시스템 아이디, 활성화 키 
그리고 위치와 버전 정보 등을 보여 줍니다. 여기서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Native Instruments 지원팀의 요청이 있을 때만 문제해결을 위하여 
시리얼 번호 혹은 활성화 키를 수정 할 수 있습니다.

     NI 제품 등록 지원팀의 직원에 

     의해 지시받은 사안이 아니라면, 

시리얼 번호나 활성화 키를 절대 

변경하지 마십시오. 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당신의 제품 활성화에 

손상을 주거나 제품 활성화를 다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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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ettings

설정 페이지에서 Service Center 언어, 다운로드 위치를 변경하고 개인적 정보
(집주소 등) 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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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Log in with other User Account

Create new User Account

Edit User Account data

Edit musical profile

Updates

 

!        사용자 계정 정보를 수정하는  

     것은 온라인 모드에서만 

가능합니다.

기본 설정으로, Service Center는 당신의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또 다른 언어를 선택하기 위해 Language 메뉴에서 나타나는 언어를 선택 하십시오.

SERVICE CENTER는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언어를 변경한 후, 

OK 를 클릭하십시오. 변경된 언어는 다음 번에 SERVICE CENTER를 실행하면 

나타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타인의 NI 계정으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 계정이 로그아웃 되면서,  SERVICE CENTER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새로운 사용자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소 같은 자세한 정보를 

기입할 수 있는 양식이 열립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미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계정을 생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당신의 이메일이나 우편 주소를 변경하려면, “Edit account data”를 클릭 

하십시오. 당신의 개인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SERVICE CENTER에서 

열립니다.

당신의 음악적 프로파일을 수정하고 싶다면, “Edit musical profile”을 클릭하십시오. 

당신의 음악적 프로파일을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 하면 우리의 제품 개선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당신의 프로파일은 공개되거나 타사에 양도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업데이트 다운로드는 바탕화면에 저장 됩니다. 다른 폴더에 

저장되기 위해서는 “Download location entry”를 사용하여 원하는 디렉토리 경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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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upport Information

Support 페이지는 등록지원과 기술 지원 링크 그리고Native Instruments 웹 
사이트의 Knowledge Base 링크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ative 
Instruments에 연락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대표 연락처 정보 페이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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