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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 v-IDC 서비스 신청방법

웹제로
http://www.webzero.kr/

㈜이호스트데이터센터
http://ehostidc.co.kr/

지오하드
http://www.geohard.co.kr/

1. 위의 각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GEO v-IDC”메뉴를 클릭합니다.

2. 기존 IDC고객과 웹제로고객, GEO v-IDC고객께서는 사이트 우측 상단(아래 1번 그림참고)에서 로그인을 해주시

고, 기존고객이 아닌 신규고객께서는 회원가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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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 v-IDC 서비스 신청방법

3. 기존 고객께서는 로그인시 해당 부분을 체크(아래 1번 그림참고)해주시고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4. 신규 고객께서는 아래 2번 그림을 참고하여 해당내용을 입력해주시고 회원가입 완료 후 3번과 동일하게 로

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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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그인 후 서비스종류에 가셔서 원하시는 상품을 클릭하시고 하단의 신청(아래 1번 그림참고)을 클릭합니다.

6. 서비스신청(아래 2번 그림참고)에서 해당내용을 입력하시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7. 등록완료 하시면 관리자가 24시간 내에 상품을 구축해드립니다. 마이페이지 -> 서비스상태에서 “사용”이

라고 체크가 되시면 서비스를 이용하실수있습니다.

GEO v-IDC 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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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 v-IDC 서비스를 더욱 더 쉽고 유쾌하게 즐기는 방법 !!

첫째. 마이페이지 !?

옆에 1번 그림을 참고하셔서 “마이페이지”에 가시면 서비스리스트를 보실수있습니다.

서비스리스트에는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리스트를 쉽고 간편하게 보실 수 있으며

관리자의 답변 상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신청하신 서비스 리스트를 한눈에 보이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둘째. 서비스수정도 가능 !?

㈜이호스트데이터센터는 고객님들께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유동형 상품을 신청하신 고객님께 특별권한을 드립니다.

특별권한은 CORE, RAM, HDD를 추가로 사용하고 싶으실 때

마이페이지 -> 서비스리스트에서 상품명을 클릭하시고 기본정보를

클릭하시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추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옆에 2번 그림참고)

여기서 잠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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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 v-IDC 서버 접속방법

< Windows >

1. “시작”에서 “실행(아래 1번 그림참고)”을 클릭합니다.

2. 실행에서 “mstsc”(아래 2번 그림참고)를 입력합니다.

1

2

열기 입력란에 “mstsc”입력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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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

3. “원격 데스크톱 연결” 창이 뜨면 컴퓨터 입력(아래 1번 그림참고)란에 접속하고자 하는 IP주소 입력합니다.

4. 윈격 로그인창이 열리면 아래 2번 그림을 참고하시고 해당 항목을 입력합니다.

5.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GEO v-IDC 서버 접속방법

1

접속하고자 하는 IP주소를 입력 후 연결 클릭
• 사용자 이름 : 서비스 신청시 입력한 “계정아이디”

• 암호 : 서비스 신청시 입력한 “계정비밀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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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ux >

1. Putty.exe를 다운받아 실행시킵니다.(다운받는 방법 모르시는 고객께서는 다음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 아래 1번 그림을 참고하여 해당 항목을 입력하시고 Open을 클릭합니다.

GEO v-IDC 서버 접속방법

1

Host Name(or IP address) : 발급된 IP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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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ty.exe 다운로드 방법 >

1. 인터넷 주소창에 http://www.putty.nl를 입력하시고 Putty 사이트(아래 1번 그림참고)로 이동합니다.

2. Putty 메인 페이지에서 “Download(아래 2번 그림참고)”를 클릭합니다.

GEO v-IDC 서버 접속방법

2

http://www.putty.nl 입력

1

Putty 메인 페이지에서 Download 클릭

http://www.putty.nl/
http://www.putty.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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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ty.exe 다운로드 방법 >

3. Download 페이지 중간쯤(아래 1번 그림참고)에 원하시는 putty.exe를 다운받습니다.

4. 다운로드 후 putty를 실행시키시고 위의 방법처럼 접속하시면 됩니다.

GEO v-IDC 서버 접속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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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 v-IDC 서버 접속방법

< Linux >

3. Login as에 ID(ID는 root)를 입력하시고 Enter를 칩니다.(아래 1번 그림참고)

4. 발급된 Password를 입력하시고 Enter를 치시면 서비스 사용이 가능합니다.(아래 2번 그림참고)

1

Login as에 root라고 입력
(root는 기본적인 ID입니다.)

2

발급된 Password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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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기술 및 장애문의 : 070-7600-5527

서비스 문의 : support@ehostidc.co.kr

FAX : 02-3482-9940

mailto:support@ehostid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