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MATLAB 설치 가이드
(캠퍼스 라이선스)
본 가이드는 설치 매뉴얼의 내용과 설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몇 가지 해결 방법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설치 과정을 쉽게 알려드리기 위하여 내용을 함축하여 주요 설치 과정만 간단히
다루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설치 정보와

설치 방법을

참고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Installation Guide를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사용자 계정 및 실제 사용자 관리): 02)6006-5100 연결 후 선택번호 3번
설치지원(설치 중 또는 매틀랩 실행 시 에러 발생): 02)6006-5100 연결 후 선택번호 4번 누른 다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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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TAH 라이선스 업데이트 방법은 16page 부터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I. Before you install
1. 매틀랩 설치 전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System requirements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athworks.com/support/sysreq/current_release/index.html
2. MathWorks Account
매틀랩 캠퍼스 라이선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학교 도메인으로 생성된 이메일이 [***
@skku.edu] 꼭 필요하며 www.mathworks.com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의 ‘Create Account’를
클릭) 학교 도메인을 갖는 이메일로 매스웍스 계정을 생성하셔야 합니다.
１

주의: MathWorks Account(계정)를 만들 때는 아래와 같이 Academic Use로 꼭 선택하셔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으실 경우에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athworks.com/accesslogin/forgotPassword.do

Activation Key를 준비한 다음 www.mathworks.com에 로그인 하여 My Account로
이동합니다.

1. 캠퍼스용(자연과학캠퍼스 교내 대학 소유 또는 교수용 컴퓨터 설치 목적) 라이선
스는 아래와 같이 >>Associate now를 통하여 Activation Key (18152-1408724467-49544-68183)를 사용하여 TAH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계정과 연동 시
켜주시기 바랍니다.
2. 학생용(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에 재학중인 학생 개인 컴퓨터 설치 목적)은
Activation Key (96618-93406-66969-01753-45051) 사용하여 TAH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계정과 연동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II. Install automatically using the Internet
２

참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치 방법입니다.
1 제품 파일 설치
. MathWorks 웹 사이트의 라이선스 센터로 가서 자신의 MathWorks 계정에 로그인
합니다.
• 화면 우측 상단의 My Account를 클릭하여 MathWorks Account 페이지로 가십시
오. 그리고 License Center 아래에 있는 Manage Licenses를 클릭합니다.
• Licenses 페이지에서 라이선스를 선택합니다. License Details 탭에서 Download
Products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하려면 TAH 캠퍼스 라이선스가 계정에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Downloads 페이지에서 제품을 선택하고 MathWorks 인스톨러를 실행하거나 저장합
니다. 인스톨러를 저장하거나 제품 DVD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인스톨러를 실행
합니다.
• Windows: setup.exe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제품 DVD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컴
퓨터에 연결된 DVD 드라이브에 DVD를 삽입하면 인스톨러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 Mac OS X: InstallForMacOSX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 Linux: install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2. Install using the Internet을 선택하고서 Next를 선택합니다.

３

3. 자동으로 The MathWorks에 접속합니다.

4. License Agreement에 동의하고 Next를 선택합니다.

주의. No를 선택할 경우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5. 가지고 있는 MathWorks 계정과 Password를 입력하고 Next를 선택합니다.

４

만약 계정이 없다면 두 번째 메뉴를 선택하고 Next를 선택합니다

6. 계정이 있다면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를 확인합니다.

7. 설치하려는 라이센스를 클릭하여 선택하고 Next를 선택합니다.

8. Typical을 클릭하고 Next를 선택합니다.

５

9. 설치할 폴더를 확인한 후 Next를 선택합니다.

10. 앞의 9에서 지정한 폴더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Yes를 선택합니다.

11. 앞에서 설정한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Install을 선택합니다.

６

12. 설치 중 입니다.

13. 설치가 완료되었고 Next를 선택하여 Activation으로 이동합니다.

７

14. Next를 선택하여 Activation을 진행합니다.

15. Activate automatically를 선택하고 Next를 선택하여 Activation을 진행합니다.

８

16. 가지고 있는 MathWorks 계정과 Password를 입력하고 Next를 선택합니다.

17. Activation 하려는 라이선스를 선택한 후 Next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8. Next를 계속 선택하여 Activation을 종료합니다.

III. Install manually without using the Internet
설치하시려는 PC가 인터넷이 되지 않는 경우

1. DVD를 삽입하면 다음과 같이 auto installer가 실행됩니다.

９

PC에 자동 실행 옵션이 꺼져 있으면 직접 DVD로 이동하여 setup.exe를 실행합니다.

2. Install manually without using the Internet을 선택하고서 Next를 선택합니다.

3. License Agreement에 동의하고 Next를 선택합니다.

4. File Installation Key를 받아야 합니다. “I do not have the File Installation Key”
를 선택하고서 Next를 선택합니다.

5. 다음 화면에서처럼 Host ID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st ID 정보를 출력하거나
메모하여 주십시오.
１０

참고) HOST ID:DISK_SERIAL_NUM를 DVD없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작메뉴를 클릭하시
고 프로그램에서 보조프로그램 -> 명령 프롬프트를 클릭합니다. (시작 메뉴를 클릭하시고 실행창
을 여시고 cmd를 입력하시면 도스 창을 띄우실 수 있습니다.)
Vol C: 을 입력하시면 HOST ID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Ipconfig /all 을 입력하시면 Physical address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hysical address도 HOST ID로 사용가능합니다.)

Set username을 입력하시면 user login name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ser login name은 영문이어야 하며 대문자와 소문자가 구분되오니 꼭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동하신 후 www.mathworks.com에 로그인
합니다. 그리고 My Account로 이동하여 License Center에서 Hostid 및 User
Name을 입력한 후 File Installation Key와 license.dat를 받습니다.
6-1. www.mathworks.com에 로그인하여 My Account로 이동합니다.

6-2. License Center로 갑니다.

１１

6-3. 가지고 있는 License Number를 클릭합니다.

Trial 버전의 경우 License Number 위에 나오는 My Licenses 탭을 누르셔서
Trials, Prereleases and Betas를 선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 Activation and Installation을 클릭합니다.

(Activat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１２

6-5. Host ID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I have the Host ID를 선택합니다.

6-6. OS와 Host ID의 정보를 입력하고 Continue를 클릭합니다.
Activation Label에는 HOST ID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6-7. 링크를 직접 클릭하여 License.dat 과 File Installation Key를 직접 다운로드
받거나 E-mail Files로 받습니다.

E-mail로 받으신 내용 중 License File을 찾습니다.
# BEGIN부터 END까지 드래그 하여 복사 하여
메모장(시작>프로그램>보조프로그램>메모장)에 붙여 넣습니다.
License.dat로 저장하여 편하신 곳에 파일을 만들어 놓습니다. (띄어쓰기, 들여쓰기 및
줄이 바뀌면 라이센스 기능을 못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cense File:
# BEGIN--------------BEGIN--------------BEGIN
# DO NOT EDIT THIS FILE. Any changes will be overwritten.
１３

# MATLAB license passcode file.
# LicenseNo: xxxxxx
INCREMENT MATLAB MLM 20 xx-xxx-xxxx uncounted xxxxxxxxxxxx \
VENDOR_STRING=vi=0:at=xxx:lo=IN:ei=xxxxxx: \
……….
ISSUED=xx-xxx-xxxx SN=xxxxx TS_OK
# END-----------------END-----------------END

7. 5번 단계에서 Back을 선택한 후 6번 단계에서 받은 File Installation Key를 입
력하고 Next를 선택합니다.

8. 이 과정부터는 앞부분 Install automatically using the Internet의 8번부터 14번
까지 동일합니다. 참조하여 주십시오.
15. Activate manually without the Internet을 선택하고 Next를 선택합니다.

16. 준비한 license.dat 위치를 입력하고 Next를 선택합니다.

１４

17. 이 과정부터는 Next를 선택하여 계속 진행하여 주십시오.

How to Update License
MATLAB을 실행하신 후,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보이시면 라이선스 파일을 업데이
트 하셔야 합니다.
---------------------------------------------------------Your MATLAB license will expire in 26 days.

１５

Please contact your system administrator or
The MathWorks to renew this license.
--------------------------------------------------------->>

MATLAB License File을 Update 하시는 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MATLAB 의 Update license 메뉴 (라이선스 파일 자동 갱신)
II. Deactivate and Activate (자동 Activation을 활용한 라이선스 갱신)
III. Manual license update (라이선스 파일 수동 갱신)

page 1
page 3
page 7

참조: Concurrent 라이선스인 경우,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서버 PC의 라이센스 업데이트 page 9

I. MATLAB 의 Update license 메뉴

(라이선스 파일 자동 갱신)

1. 먼저 아래와 같이 매틀랩 창의 메뉴에서 Help를 선택합니다.

{R2012a 이하}

１６

{R2012b 이상}

2. 그리고 Licensing을 선택하시어, Update Current License… 를 선택합니다.

3.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오면 Update Selected License를 선택하여 License 를
Update 하시면 됩니다. .

１７

II. Deactivate and Activate (Activation을 이용한 간편한 라이선스 갱신)
1. 윈도우 시작버튼 에서 > 모든 프로그램> MATLAB > 해당 버전 클릭{ex. R2012a}
> Deactivate MATLAB {R2012a} 을 실행하시고.
새롭게 뜨는 Pop-up 창에서 왼쪽 하단에 Deactivate를 클릭합니다.

2. “Deactivate Complete”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고 OK 버튼을 클릭합니
다.

１８

3. 윈도우 시작버튼 에서 > 모든 프로그램> MATLAB > 해당 버전 클릭{ex. R2012a}
> Activate MATLAB {R2012a} 을 실행하시고.
새롭게 뜨는 Pop-up 창에서 왼쪽 하단에 Next를 클릭합니다.

4. 보유 하고 계신 MathWorks 계정 email 과 비밀번호를 입력 해 주시고 Next
를 클릭합니다.

１９

5. 해당하는 라이선스를 선택 후 Next 를 클릭합니다.

6. Activation 정보를 확인 하시고 Confirm 버튼을 클릭합니다.
２０

7. Activation 완료 메시지가 나오면 Finish 버튼을 클릭합니다.

III. Manual license update
1. MathWorks 계정에 로그인 하신 후 우측 상단의 My account를 클릭합니다.
２１

2. 좌측 메뉴에서 Manage licenses 링크를 클릭합니다.

3. 라이선스 정보를 확인 하신 후 해당 라이선스를 클릭합니다.

２２

4. 하단의 Activation and Installation 탭을 선택 하고 Get License File 을 클릭
하시어 라이선스 파일을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하셔서 저장합니다.

5. 매틀랩이 설치 되어 있는 폴더 (ex: C:\Program Files\MATLAB\R2012b\) 에서
２３

licenses 폴더로 이동 하셔서 기존의 라이선스 파일을 license_old.lic로 이름을
바꾸시어 백업으로 저장 해 주신 후, 새로 다운로드 받으신 라이선스를 해당 폴더
에 저장하여 위치시킵니다.

２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