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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가 32bit 인지 

64bit인지 확인하시고 

알맞게 다운받아 설치

하시면 됩니다. 

GstarCAD 2017 설치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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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bit 설치파일 
http://www.gstarcad.co.kr/html/GstarCAD2017kr_x86.zip 
 
  

☞ 64bit 설치파일 
http://www.gstarcad.co.kr/html/GstarCAD2017kr_x64.zip 

아래 설치파일 다운받아 설치 또는 받은 미디어  
이용하셔서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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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클릭 

설치 - GstarCA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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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고 다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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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GstarCAD 2017 



설치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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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GstarCAD 2017 



완료클릭 

(타입은 설치 후에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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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GstarCAD 2017 



바탕 화면에서  

GstarCAD 2017 아이

콘 보이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턴 클릭하

셔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합니다. 

실행 - GstarCA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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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 to GstarCAD 

‘창이 뜨면 제품 선택 

및 활성화 버턴 클릭 

1 

평가판 상태에서 활성
화 하려면  
프로그램 실행 후    
리본메뉴에서 도움말 
-> 등록 클릭  

설치 - GstarCAD 2017 

1 



9 

<Stand-alone> 

-소프트웨어 활성화코드(Flexnet) 

선택 후  

다음 클릭 

 

라이선스 활성화 - GstarCAD 2017 



실행 - GstarCAD 2017 (Stand-alone 활성화 코드 Flexnet) 

2017 

1. 빈칸에 보내드린 S/N  

    (시리얼번호 32자리)를   

    입력하여 옆에 온라인 

    활성화  버턴 클릭합니다. 

2. 활성화 성공 했다는 창이   

   보이시면 확인 클릭합니다.  

이로  활성화  작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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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포맷, 교체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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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재 활성화 안내 

사용하시던 pc포맷 또는 하드 교체로 인해  

 
                 라이선스를 재 활성화 해야 하는 경우 
 
               먼저 기존 라이선스를 리턴 하셔야 합니다.   

라이선스 리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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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GstarCAD 2016 PC포맷, 교체 로 인해 라이선스 재 활성화 하고자 할 경우  

1.  윈도우 시작메뉴 

    -> 모든프로그램 

    -> Gstarsoft 폴더 

    -> 라이선스 관리자 실행 

        (License  manager) 

2.  왼쪽 창이 뜨면 하단에 

return/repair 버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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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GstarCAD 2016 PC포맷, 교체 로 인해 라이선스 재 활성화 할 경우  

Return 창이 뜨면 ‘Return On-line’ 

버턴 클릭 후 “예” 클릭 

Return 작업이 끝나면 
포맷 등 작업을 한 후 
지스타캐드 설치 및  
활성화 작업을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침 

㈜모두솔루션  
문의전화 : 02-857-0974  
이메일 : support@modoosol.com  

14 

GstarCAD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