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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Campus-Wide License 

빠른 시작 안내서 
 

이 안내서에서는 대학 소유 또는 개인 소유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교수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Campus-Wide License를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이 안내서는 또한 MATLAB을 설치하고 MATLAB Online에 액세스하고 온라인 교육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상세한 사용자를 위한 지침도 제공합니다. 

 

MATLAB 사용자를 위한 지침 

MathWorks 계정을 만들고 또는 Campus-Wide License에 연결하고, MATLAB을 설치하고, 

MATLAB Online 및 온라인 교육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MathWorks 계정을 Campus-Wide License에 연결하기  

MathWorks 계정을 Campus-Wide License에 연결하려면 여러분의 대학교에 고유한 Campus-Wide 

License 포털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 대학교에서 안내한 포털로 이동합니다. MATLAB 및 Simulink 받기에서 로그인하여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 MathWorks 계정 만들기 또는 기존 계정에 로그인하기에 대한 안내 워크플로를 따릅니다. 

MathWorks 계정이 대학교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 MathWorks 계정이 이제 자동으로 Campus-Wide License에 연결됩니다. 

• MathWorks 계정에 로그인하면, matlab.mathworks.com으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MATLAB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고 MATLAB Online을 실행하고 온라인 교육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개인 컴퓨터에 MATLAB 설치하기 

이 워크플로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1단계. 제품 인스톨러 다운로드  

1. matlab.mathworks.com 으로 이동하여 대학교 라이선스에 연결된 MathWorks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아직 MathWorks 계정이 없으면,  MathWorks 계정을 Campus-Wide 

License에 연결하기를 참조하십시오. 

https://matlab.mathwor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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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TLAB 설치를 클릭합니다. 

3. 현재 릴리스에 대한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4. 지원되는 플랫폼을 선택한 다음 인스톨러를 다운로드합니다. 

 

2단계. MathWorks 제품 설치 

1. MathWorks 제품 인스톨러를 실행합니다. 

2. MathWorks 제품 인스톨러에서 로그인하고 지침을 따릅니다.  

3. 메시지가 표시되면 MATLAB (Individual)이라고 표시된 라이선스를 선택합니다.  

4. 제품 선택 화면에서 다운로드할 제품을 선택한 다음 설치 시작을 클릭합니다.  

5. 설치가 완료되면 마침을 클릭합니다.  

컴퓨터에서 MATLAB을 처음 실행하면 로그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는 이 컴퓨터에서 

MATLAB을 처음 실행할 때는 반드시 온라인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이나 이후에는 오프라인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MATLAB Online 실행하기 

MATLAB Online을 사용하면 MathWorks가 호스트하는 연산 리소스와 저장공간을 사용하여 웹 

브라우저에서 MATLAB의 최신 버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MathWorks 계정을 Campus-Wide 

License에 연결하면, MATLAB Online에 즉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matlab.mathworks.com으로 이동한 다음 MATLAB Online 열기를 클릭합니다. 

 

온라인 교육에 액세스 

MathWorks 계정을 Campus-Wide License에 연결하면, 라이선스에 포함된 자기 주도형 온라인 

교육과정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MATLAB 사용이 처음이라면 MATLAB 시작하기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익힐 수 있습니다. 

matlab.mathworks.com으로 이동한 다음 온라인 교육에서 교육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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