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 내 MATLAB 사용 환경 구축 
MathWorks에서 제공하는 캠퍼스 라이선스  

MATLAB은 전 세계 6500개 대학에서 엔지니어링, 과학, 경제, 재무 분야의 교육, 연구, 학생 
프로젝트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 중 1350개 이상이 Campus-Wide 
License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모든 학생들과 교수진이 MATLAB 제품군을 강의실 또는 
연구실뿐 아니라 네트워크 연결 없이 집이나 학교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MATLAB 사용 가능 캠퍼스 | 언제나, 어디서든, 누구나 액세스  
전 세계 상위 25위 대학교 중 24개 대학을 포함하는 상위권 공대는 대부분 Campus-Wide 
License 캠퍼스이며 수백만의 MATLAB 사용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는 Campus-Wide License로 업그레이드한 수백 개의 대학 중 일부입니다.

캠퍼스 전체에서 온라인 교육 과정에 액세스

MathWorks는 Campus-Wide License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캠퍼스 전체에서 이용 가능한 자기 
주도형 온라인 과정을 제공합니다. 

자기 주도형 온라인 교육 과정은 교수진, 연구원 
및 학생에게 실무 연습 세션을 제공하는 한편 
대학에서 커리큘럼에 업계 표준 툴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캠퍼스 전체 레벨의 교육을 통해 여러 산업에서 
활용되는 MATLAB 기능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학생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MathWorks 담당자에게 Campus-Wide License
에 교육을 추가하는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MATLAB을 사용하여 강의하는 것의 장점 중 
하나는 학생들이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툴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과 
온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학습 자료의 수준이 매우 
높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강의 내용과 학생 지원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 Daniel Hulme,
런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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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경우 MATLAB 사용 방법을 알면 더욱 다양한 분야와 모델링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MATLAB은 엔지니어링 배경지식을 가진 LinkedIn 회원들의 공통적인 전문 기술이며, 수천 개의 
기술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mathworks.com/academia

“우리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각각의 
교육이 필요 없는 하나의 환경으로 표준화를 
원하였습니다.” “학생들은 MathWorks 제품으로 
모델링과 분석 작업부터 내장형 제어시스템 
개발까지 모든 과정을 단일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경험입니다.”

“자동차, 전자, 통신, 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업계에서 사용되던 C 프로그래밍 언어가 
MATLAB과 Simulink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Campus-Wide License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 Teruo Tanaka



mathworks.com/academia

MATLAB 응용프로그램을 클라우드, 
클러스터 및 HPC 센터로 확장  

MATLAB Parallel Server를 사용하면 MATLAB 
프로그램과 Simulink 시뮬레이션을 클러스터와 
클라우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MATLAB 
Parallel Server 애드온은 MATLAB Parallel 
Server에 대한 캠퍼스 전체의 액세스를 
제공하며, 캠퍼스의 모든 사용자가 대학 소유의 
하드웨어 또는 클라우드 리소스에서 실행되는 
클러스터에서 제한 없는 개수의 동시 워커
(MATLAB 계산 엔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용자를 위한 이점 

•	 	친숙한 MATLAB 환경을 통해 클러스터 
리소스에 액세스 

•	 	알고리즘 변경 없이 여러 컴퓨터에서 실행
•	 	사전 구성된 클라우드 클러스터 또는 로컬 

HPC 리소스 활용 

IT를 위한 이점 

•	 	캠퍼스 전역에서 스케일링을 위한 개방형 
MATLAB 액세스 제공

•	 	MATLAB 및 기존 스케줄러를 통해 클러스터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제공

•	 모든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중앙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라이선스 관리 간소화

Campus-Wide License의 특징 

•	 모든 교직원과 연구원, 학생들이 가정 및 강의실, 랩과 현장에서뿐 아니라 이동 중에도, 
학업 및 교육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캠퍼스 내 컴퓨팅 시설, 랩, 강의실, 연구 센터, 교직원 및 학생 소유의 개인 컴퓨터를 
포함합니다.  

• MATLAB Online은 웹 브라우저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MATLAB과 Simulink를 포함하는 Full Suite은 입문 수준의 교육 과정부터 고급 학술 
연구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원하는 광범위한 최신 제품으로 구성됩니다.

•	 연간계약 형태로 예측 가능한 예산 계획 수립에 용이합니다. 

•	 단일 라이선스로 라이선스 관리가 쉬우며 중앙 관리를 통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BYOD(Bring Your Own Device) 프로그램으로도 쉽게 통합됩니다.

• MATLAB Academic Online Training Suite는 모든 사용자에게 자기주도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Campus-Wide License를 채택한 결과 랩이나 부서 수준에서 라이선스를 구매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다학제간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Campus-Wide License 덕분에 기존 연구 
예시를 공유하여 향후 프로젝트를 개선할 수 있고, 기존에 수집한 데이터 세트를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 Jonathan Sprinkle 박사

IT 관리자 리소스

Campus-Wide License 온보딩 프로그램 

라이선스 설치, 통합 ID 관리, 캠퍼스 전체 대상 롤아웃과 같은 작업을 포함하여 라이선스 배포를 
준비할 수 있도록 MathWorks가 도와 드립니다. 모든 교수진과 교직원, 학생들이 MathWorks
에서 호스팅하는 MATLAB 포털을 통해 스스로 소프트웨어와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과 연구원들이 MATLAB 및 Simulink를 커리큘럼 및 연구 이니셔티브에 통합할 수 
있도록 MathWorks 고객 성공 엔지니어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Campus-Wide License의 정보와 견적은 MathWorks영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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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LAB Grader를 사용하여 시간 절약
MATLAB Grader를 사용하면 교육 과정에 
간편하게 점수 기반 MATLAB 과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MATLAB Grader를 사용하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MATLAB 코드를 제출해야 하는 
과제 만들기

•	 	사용자 지정 평가 지시문 설정
•	 	학생들의 과제 자동 평가 및 피드백 제공
•	 	어떤 학습 환경에서도 과제 실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