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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Esri는 Esri와 계약한 기관 기술지원문의 담당자(Authorized Caller)

의

Esri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웹사이트입니다.

4

최신 버전 소프트웨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

습니다.최신 소프트웨어 릴리즈 정보는 My Esri 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Esri User Conference 이벤트 등록을 관리할 수 있습

니다.Esri User Conference 보유 좌석 수와 등록 아이디 등

이벤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Esri 공지사항을 한 곳에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sri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My 

Esri는

기술지원, 고객관리 및 교육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합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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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Esri

기술지원 관리
My Esri를 통해 전화보다 빠른 기술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기술지원 사례의 활동 로그 및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sri Account - 계정 생성 / 로그인

1 계정 생성 혹은 로그인을 위해 https://my.esri.com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혹은 공용 계정 생성을 합니다.

• 기존 계정 사용 : ArcGIS 계정 또는 공용 계정으로 로그인

• 신규 회원 가입 : ‘공용 계정생성(Create Public Account)’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

• 엔터프라이즈 로그인 : ‘ArcGIS 기관 URL’ 입력 후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 SNS 로그인 :  GitHub, Facebook, Google, Apple 계정을 사용해 로그인

3 수신된 이메일을 확인하여 계정 활성화 링크를 클릭합니다.

Note!
수신되지 않았을 경우, 스팸 메일함을 확인해보세요.

2. Esri Account 만들기

> 기존 계정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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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계약 당시 제출한 이메일 계정으로 회원 가입해

야 기관 연결 및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권한 부

여가 가능합니다.

Note!

Esri는 2021년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브라우저

를 구글 크롬(Chrome)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

지(Edge)로 변경하여 시도해보세요.

https://my.esri.com/


4 나머지 사용자 정보를 입력한 후, 계정 생성(Create)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계정 생성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경우, 내 프로필 > 연락처 정보 편집 페이지로 리디렉션됩

니다. 사용 언어 선택 등 정보를 편집한 후 업데이트(Update)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페이지가 자동 리디렉션 되지 않을 경우, https://my.esri.com 로 접속하여 로그인 하세요.

Esri Account - 계정 생성 / 로그인 2. Esri Account 만들기

Note!
사용자 이름은 로그인 계정(Username)으로 사용

되며, 타인이 등록하지 않은 텍스트만 사용 가능

합니다.

본인 확인 질문의 답은 영문자, 숫자, 특수기호만

입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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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한 계정으로 my.esri.com에 로그인 후, 내 기관 > 권한요청 을 클릭합니다.

필수사항 등을 입력하고 ‘요청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My Esri – 내 기관 연결 / 권한 요청 3. My Esri에 내 기관 연결하기

Tip!
표시언어 변경을 원하시면 My Profile(내 프로필) > Edit 

Language Settings(언어 설정 편집) 으로 접속하세요.

Note!
권한 선택란에서 ‘다운로드’만 선택하여 요청하면 됩

니다. 교육, 이벤트 등 계정에 부여되는 권한은 한국에

스리가 확인 후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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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한 요청 후 한국에스리 기술지원센터(080-850-0915)로 전화를 주시면 확인 후 요청이 승인됩니다.

등록한 이메일로 권한 요청 및 승인 안내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My Esri – 내 기관 연결 / 권한 요청

3 한국에스리의 My Esri 승인 후 소속 기관으로 연결되면, 구매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기술지

원 요청 및 정보 보기, User Conference 등록 관리 그리고 자격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3. My Esri에 내 기관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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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다운로드

1 My Esri의 내 기관 > 다운로드 > 제품 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 보기’를 클

릭하여 다운로드 받습니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는 My Esri에 내 기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소프트웨어 다온로드 방법

Note!

ArcMap 사용 시, 다운로드 전 라이선스 인증파일

(*.prvs / *.prvc)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품 구매 패

키지와 함께 이메일로 제공됩니다.

> 내 기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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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기’ 에서는 제품 컴포넌트 외에도 패치, 언어 팩, 데이터 등 해당 제품 관련 파일의

정보를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4. 소프트웨어 다온로드 방법

동시 사용자 라이선스(Concurrent Use)로 제품을 인증할 경우, 내 기관 > 다운로드 > 제품 > 모

든 기타 제품 에서 ArcGIS License Manager를 별도로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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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제품 설치 및 인증 절차는 한국에스리 홈페이지의

제품설치가이드, 제품 인증 및 인증 해체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각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에스리 홈페이지의

제품 설명(영문)을 참고하세요.

https://www.esrikr.com/article-categories/install-guide/
https://www.esrikr.com/article-categories/confirmation-guide/
https://www.esri.com/en-us/arcgis/products/index


다양한 활용 방법 – User Conference 이벤트 관리

유지보수 고객에게는 User Conference 등록 수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소프트웨어 별 상이)

User Conference 시작 약 2개월 전부터 My Esri의 내 기관 > 이벤트 에서 User Conference 무료

등록 수 확인 및 이벤트 등록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sri User Conference 더 보기

5. 다양한 활용 방법
User Conference 이벤트 관리

User Conference 이벤트 관리하기

Note!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2022년 User Conference는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My Esri 계정으로 무료등록이 가능합니다. 일정 및 프로그램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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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sri.com/events/user-conference
https://www.esri.com/en-us/about/events/uc/overview


My Esri 대시보드에서는 궁금하신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Esri 공지사항을 한 눈에 보실 수 있습

니다.

다양한 활용 방법 – 대시보드 둘러보기
5. 다양한활용방법
대시보드둘러보기

대시보드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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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Esri Global Account 계정의아이디또는비밀번호분실

1) 사용자 이름(Username) 분실 시, 등록한 이메일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비밀번호 분실 시, 등록된 이메일 계정을 통해 비밀번호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1

2

1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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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메일 링크를 클릭하면 왼쪽과 같은 페이지가 나타

납니다. 가입 시 입력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을 입력합

니다.

새로 지정할 비밀번호를 보안 수준 요건에 맞게 입력

하고 비밀번호 변경을 누릅니다.

보안 질문 답변과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했다면

자동으로 https://my.esri.com/ 으로 리디렉션 및 로

그인됩니다.

이후 변경 확인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기타 계정 문의 사항이 있다면 help@esrikr.com으로

연락주세요.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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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기관내다수의 사용자등록

계약시 등록한 기술지원문의 담당자에 한하여 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help@esrikr.com 로 연락주세요. 

Q5 ArcGIS 제품의만기버전 다운로드

할 수 없습니다. Esri 본사는 만기버전(Retired Version) 제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품 별 지

원주기 현황 최신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Esri 제품별 지원주기 현황 정보

알아두면 유용한정보

제품설치가이드

ArcGIS Pro 설치가이드

제품 인증 및 인증해제 가이드

한국에스리 기술문서

Q4 무료온라인학습강좌 (e-Learning) 수강방법

유지보수 프로그램에 가입 중인 기관의 고객인 경우, 더 많은 온라인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

다.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기 위한 내기관 연결에 관한 문의는 해당 기관의 기술지원문의 담당

자에게 요청하거나 help@esrikr.com 으로 연락 바랍니다.

> 강좌 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Esri training 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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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기술지원문의담당자가 아닌사용자의 ArcGIS 제품다운로드

다운로드 권한은 기술지원문의 담당자에게만 부여됩니다. 소속 기관의 기술지원문의 담당자에

게 제품 설치 파일의 다운로드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mailto:my-esri@esrikr.com
https://support.esri.com/en/other-resources/product-life-cycle
https://www.esrikr.com/article-categories/install-guide/
https://www.esrikr.com/self-service/arcgis-pro-installation-guide/
https://www.esrikr.com/article-categories/confirmation-guide/
https://www.esrikr.com/article-categories/technical/
mailto:my-esri@esrikr.com
https://www.esri.com/training/catalog/search/


Contact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6 2005호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 esrikr.com

T 02-2086-1900 | F 02-2086-1901 | info@esrikr.com

문의처

유지관리 : 02-2086-1950 

제품구매 : 02-2086-1960 

교육센터 : 02-2086-1980

기술지원 : 080-85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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