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on HOSTWAY - 글로벌 호스팅 전문 기업 (http://hostway.co.kr)
홈 > 고객지원 > 매뉴얼/서식 다운로드

매뉴얼 /서식 다운로드
글쓴이: hwkadmin-power. / 작성시간: 목, 06/07/2012 - 10:56

서비스 매뉴얼 다운로드
고객님께서 이용하시는 서비스의 상세한 사용방법이 설명되어 있는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류

서비스 매뉴얼 다운로드
제목

다운로드

클라우드 호스팅 > FlexCloud Servers

FlexCloud Console 메뉴별 사용법

다운로드 [1]

클라우드 호스팅 > FlexCloud Servers

Windows Server 원격 접속 및 볼륨 확장 방법

다운로드 [2]

클라우드 호스팅 > FlexCloud Servers

Linux Server 원격 접속 및 볼륨 확장 방법

다운로드 [3]

클라우드 호스팅 > FlexCloud DB

ALTIBASE HDB 기초 사용법

다운로드 [4]

클라우드 호스팅 > FlexCloud Monitoring 모니터링 가입안내 New

다운로드 [5]

클라우드 호스팅 > FlexCloud Monitoring 모니터링 셋팅 및 사용방법 안내 New

다운로드 [6]

서버호스팅

서버호스팅 _Windows Server 2008

다운로드 [7]

서버호스팅

서버호스팅 _CentOS55

다운로드 [8]

서버호스팅

서버호스팅 _Windows

다운로드 [9]

서버호스팅

서버호스팅 _Linux

다운로드 [10]

서버호스팅

MS SQL 2005 Server 업그레이드 가이드

다운로드 [11]

서버호스팅>보안서비스

보안서버구축가이드

다운로드 [12]

서버호스팅>보안서비스

SSL 서비스 신청서 작성 메뉴얼 _Windows단독형

다운로드 [13]

서버호스팅>보안서비스

SSL 서비스 신청서 작성 메뉴얼 _Windows멀티형

다운로드 [14]

서버호스팅>부가서비스

IT 통합 모니터링 사용자 메뉴얼

다운로드 [15]

기타>웹호스팅

리눅스 웹호스팅

바로가기 [16]

기타>웹호스팅

윈도우 웹호스팅

바로가기 [17]

호스트웨이 서식 다운로드
호스트웨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필요하신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호스트웨이 서식 다운로드
번호

내용

다운로드

1

서비스 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19]

2

명의 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20]

3

서버 (서비스 ) 폐기 권한 위임장

다운로드 [21]

4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22]

5

CMS 신청서

다운로드 [23]

6

클라우드 BMT 신청서

다운로드 [24]

베스핀글로벌 서식 다운로드
베스핀글로벌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필요하신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베스핀글로벌 서식 다운로드
번호

내용

다운로드

1

베스핀글로벌 CMS 신청서 New

다운로드 [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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