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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Wide License 빠른 시작 
개요 
본 설명서는 귀 대학에서 Campus-Wide License 라이선스를 설치하고 활성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Campus-
Wide License 는 모든 교수, 교직원, 학생이 학교 컴퓨터 또는 개인 컴퓨터에서 MathWorks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수, 교직원, 학생은 개인 소유의 컴퓨터에 MathWorks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Campus-Wide License 는 다음의 세 가지 – 개인(Individual), 캠퍼스 내 컴퓨팅 시설용 동시사용자 
(Concurrent), 네트워크로 공유되지 않는 컴퓨터로 구성됩니다. 

본 설명서는 관리자와 최종 사용자 모두를 위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인을 위한 배포  

단계 요약: 

1. 관리자가 활성화 키를 검색하여 학생, 교수진, 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2. 학생, 교수진, 교직원이 MathWorks 계정을 생성하고 활성화 키를 사용하여 계정과 라이선스를 연결합니다. 
3. 학생, 교수진, 교직원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설치, 활성화합니다. 

관리자: 활성화 키 검색 

1. 다음 주소에 있는 라이선스 센터에 로그인합니다. kr.mathworks.com/licensecenter 
2. Total Headcount 라이선스 레이블이 있는 Individual(개인)을 선택합니다. 
3. Install and Activate(설치 및 활성화) 탭을 선택합니다. 
4. Advanced Options(고급 옵션) 버튼을 클릭하여 Activation Key(활성화 키)를 검색합니다. 
5.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활성화 키와 개인 지침을 전달합니다. 

학생, 교수진, 교직원: 인스톨러 다운로드 

1. kr.mathworks.com/login 에서 대학교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MathWorks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계정이 없을 경우 대학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만드십시오. 

2. 오른쪽 위에 있는 프로파일 이름을 클릭하고 Associate License(라이선스 연결)를 선택합니다. 
3. 관리자가 제공한 Activation Key(활성화 키)를 입력합니다. 
4. “Download your products now(지금 제품 다운로드)”를 클릭하거나 kr.mathworks.com/downloads로 
이동합니다. 

5. 현재 버전에 대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지원되는 플랫폼을 선택하고 인스톨러를 다운로드합니다. 

 
학생, 교수진, 교직원: 설치 및 활성화 

1. 인스톨러를 실행합니다. 
2. 인스톨러에서 Log in with a MathWorks Account(MathWorks 계정으로 로그인)를 선택하고 온라인 
지침을 따릅니다. 

3. 화면의 안내에 따라 Academic – Total Headcount 라이선스 레이블이 있는 Individual(개인)을 선택합니다. 
4. 다운로드하려는 제품을 선택하고 설치합니다. 
5. 제품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한 다음 Activate MATLAB(MATLAB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한 상태에서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6. 사용자 이름을 물으면 표시된 사용자 이름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계속 프로세스를 진행하여 활성화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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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컴퓨팅 시설을 위한 동시사용자(Concurrent) 구성 

컴퓨터실과 같은 캠퍼스 내 컴퓨팅 시설에서 간편하게 배포하려면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액세스는 FlexNet 라이선스 매니저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전용 구성으로 제한됩니다. 관리자는 라이센스 서버를 
관리하고 각 릴리스에서 라이센스 관리자를 업그레이드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자: 라이선스 서버 설정 및 설치 

1. 라이선스 센터에서 Total Headcount 라이선스 레이블이 있는 동시사용자(Concurrent)에 대해 라이선스 
서버를 활성화합니다. 

2. 라이선스 서버(여러 서버에 설치 가능)에 라이선스 매니저를 설치합니다. 
3.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네트워크로 공유되지 않는 컴퓨터를 위한 배포  

단계 요약: 
1. 관리자가 활성화 키를 검색합니다. 
2. 관리자가 활성화 키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설치, 활성화합니다. 

관리자: 활성화 키 검색 

1. 다음 주소에 있는 라이선스 센터에 로그인합니다. kr.mathworks.com/licensecenter 
2. Total Headcount 라이선스 레이블이 있는 Campus(캠퍼스)를 선택합니다. 
3. Install and Activate(설치 및 활성화) 탭을 선택합니다. 
4. Advanced Options(고급 옵션) 버튼을 클릭하여 Activation Key(활성화 키)를 검색합니다. 
5.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 최종 사용자에게 활성화 키와 최종 사용자 지침을 전달합니다. 

관리자: 인스톨러 다운로드 

1. kr.mathworks.com/login 에서 대학교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MathWorks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계정이 없을 경우 대학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만드십시오. 

2. 오른쪽 위에 있는 프로필 이름을 클릭하고 라이선스를 계정에 연결을 선택합니다. 
3. 활성화 키를 입력합니다. 
4. “Download your products now(지금 제품 다운로드)”를 클릭하거나 kr.mathworks.com/downloads로 
이동합니다. 

5. 현재 버전에 대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지원되는 플랫폼을 선택하고 인스톨러를 다운로드합니다. 

관리자: 설치 및 활성화 

1. 인스톨러를 실행합니다. 
2. 인스톨러에서 Log in with a MathWorks Account(MathWorks 계정으로 로그인)를 선택하고 온라인 
지침을 따릅니다. 

3. 화면의 안내에 따라 Academic – Total Headcount 라이선스 레이블이 있는 Campus(캠퍼스)를 
선택합니다. 

4. 다운로드하려는 제품을 선택하고 설치합니다. 
5. 제품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한 다음 Activate MATLAB(MATLAB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한 상태에서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6. 사용자 이름을 물으면 표시된 사용자 이름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계속 프로세스를 진행하여 활성화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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