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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본 문서는 ArcGIS Online 을 구독 활성화 하려는 교육기관 사용자들을 위한 한국에스리 

기술문서입니다. 

ArcGIS Desktop 을 구매한 지 1 년 이내이거나 유지보수 중인 고객은 구매 후 워런티 

기간 또는 유지보수 기간 동안 ArcGIS Online 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일정량의 

크레딧을 제공받습니다. 본 문서는 무료로 제공 받은 ArcGIS Online 구독 활성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ArcGIS Online 을 통해 ArcGIS Pro, Navigator 등과 같은 앱 

라이선스 할당 방법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ArcGIS Desktop 을 구매하거나 유지보수 중인 고객에게는 고유한 구독 활성화 링크와 

구독 ID 가 전달됩니다. 구독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구독 활성화 링크를 

메일로 수신해야 합니다.  

ArcGIS Online 계정은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됩니다.  

 ArcGIS Online 공용 계정을 구독 활성화를 통해 기관 계정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구독 활성화하여 기관 설정을 마치면 기관 관리자가 됩니다. 

 기관 관리자는 구성원 추가를 통해 기관 내의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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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문의/건의 등을 원하신다면, 다음의 연락망을 통하여 

한국에스리 기술지원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스리 기술지원센터 (유지관리 고객 대상)  

o 고객지원 홈페이지 : http://www.esrikr.com/self-service/  

o 이메일 : help@esrikr.com  

o 전화 : 080-850-0915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 시 ~ 오후 6 시  

 24 시간 기술지원 리소스 :  

o 한국에스리 기술자료 : http://esrikr.com/article-categories/technical/  

o Esri 기술지원 페이지(영문) : http://support.esri.com  

 ArcGIS Pro 도움말 : http://pro.arcgis.com/en/pro-app/help/ 

 ArcMap 도움말 : http://desktop.arcgis.com/en/arc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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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GIS Online 구독 활성화 방법 

ArcGIS Online 구독 활성화를 위해 아래 과정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구독 활성화 메일 확인 

계약 후 아래와 같은 메일이 전달되며 다음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이름 

 고객명 

 고객번호 

 유지관리 지원번호 

 ArcGIS Online 구독 ID 

 유지관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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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일 하단의 3. ArcGIS Online 구독 활성화 부분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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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성화 계정 선택 

1) 인터넷 창이 켜지며 구독 활성화 설정이 나타납니다. 

2)  구독 활성화 계정을 선택합니다. 

** 사전에 My esri 계정을 생성했다면 ArcGIS Online 공용 계정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① ArcGIS Online 공용 계정이 없는 경우 

새 계정 생성을 선택하여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계정 정보 입력 후 새 계정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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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rcGIS Online 공용 계정이 있는 경우 

기존 ArcGIS 공용 계정 변환을 선택하여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ArcGIS 공용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3. 기관 설정 

계정으로 로그인 후 아래 화면에서 기관 설정을 진행합니다. 아래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관 이름 

기관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나중에 원하는 경우 기관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짧은 이름 

기관의 짧은 이름을 입력합니다. 1-16 자를 사용하고 문자, 숫자 및 하이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이픈(-) 이외의 특수 문자와 공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관의 URL 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며 생성 후에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언어 

구성원을 위한 언어를 선택합니다. 언어에 따라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시간, 날짜 및 숫자 값 

표시되는 방식이 결정됩니다. 구성원은 자신의 프로필 페이지를 통해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역 

http://doc.arcgis.com/ko/arcgis-online/administer/configure-general.htm
http://doc.arcgis.com/ko/arcgis-online/reference/set-language-region.htm
http://doc.arcgis.com/ko/arcgis-online/reference/set-language-regio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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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지역을 선택합니다. 지역에 따라 기본 베이스맵 갤러리, 기본 베이스맵 및 새 맵위 기본 

범위가 결정됩니다. 맵 뷰어 구성을 통해 기관의 베이스맵과 맵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http://doc.arcgis.com/ko/arcgis-online/administer/configure-map.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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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GIS Pro 다운로드 및 라이선스 할당 방법 

1. ArcGIS Pro 다운로드 

모든 ArcGIS 구매 제품의 설치파일은 My Esri 홈페이지(https://my.esri.com)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구매 목록을 보기 위해서 본인의 My Esri 

계정과 소속 기관을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y esri 가이드 

문서를 참조하세요 

1) https://my.esri.com 에 로그인합니다. (계정과 다운로드 권한 필요. 참조 문서) 

2) 로그인 후 [내 기관]>[다운로드]페이지에서 ArcGIS Pro 버전 확인 후 우측 

[다운로드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https://my.esri.com/
https://www.esrikr.com/wp-content/uploads/2016/11/myesri_guide_161128.pdf
https://my.esri.com/
https://www.esrikr.com/wp-content/uploads/2016/11/myesri_guide_1611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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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rcGIS Pro 우측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Patch 파일을 통해 Sub version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4)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더블 클릭하여 설치 합니다. 

 

2. ArcGIS Online 에서 라이선스 확인 

1) ArcGIS Online (www.arcgis.com)에 기관계정으로 로그인 합니다. 

 

http://www.arcg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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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후 상단의 [기관] >[구성원]탭을 클릭합니다. 

 

 
 

3) [구성원] 탭을 클릭하면 기관 내 구성원이 리스트에 나타납니다. 구성원의 

사용자 유형이 GIS Professional Advanced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용 라이선스를 구매하신 고객은 GIS Professional Advanced 사용자 

유형을 기본적으로 할당 받습니다. 

 
 

4) 관리자는 구성원이 만일 다른 사용자 유형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화면 우측의 

[‘…’ 버튼]> [사용자 유형 관리] 에서 구성원에게 GIS Professional Advanced 

사용자 유형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https://doc.arcgis.com/ko/arcgis-online/reference/rol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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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rcGIS Professional Advanced 사용자 유형을 할당받은 계정은 ArcGIS Pro 

Advanced 라이선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rcGIS Online 에서 GIS Professional 사용자 유형을 할당 받은 계정으로 

ArcGIS Pro 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6) 설치된 ArcGIS Pro 아이콘 더블클릭하여 구동 후 ArcGIS Online 계정으로 Sign – 

in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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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비스 크레딧 안내  

1. 서비스 크레딧이란? 

크레딧(Credit)은 ArcGIS Online 에서의 화폐로 ArcGIS Online 에 데이터 저장이나 

분석 도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데이터 양이나 영역에 따라 크레딧을 소모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Desktop 1copy 당 연간 100 서비스 크레딧이 제공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크레딧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능 크레딧이 사용되는 경우의 예시 사용되는 크레딧 

피처 저장소 
 호스팅 피처 레이어 저장 

*피처 첨부 파일, 피처 컬렉션, 위치 추적과 관련된 피처 제외 

매월 저장하는 콘텐츠 10MB 당 

2.4 크레딧(시간별로 계산됨) 

모든 콘텐츠  

저장 

(호스팅 피처 

레이어 제외) 

 웹 맵 저장 

 피처 컬렉션 저장 

 호스팅 피처 레이어에 첨부 파일 저장 

 ArcGIS Pro 에서 발행된 벡터 타일 레이어 저장 

 ArcGIS Pro 의 씬 레이어 패키지 저장 

1GB 당 1.2 크레딧(매월 차감) 

지오코딩 

 ArcGIS World Geocoding Service 또는 이 로케이터의 

뷰를 사용하여 스프레드시트를 호스팅 피처 레이어로 

발행할 때 주소 매칭 

지오코드 1,000 개당 40 크레딧 

서비스 영역  운전 시간 영역 생성 운전 시간당 0.5 크레딧 

가장 가까운 

시설 경로 
 가장 가까운 위치 찾기 

가장 가까운 시설 경로당 

0.5 크레딧 

다중 이동수단 

경로 
 경로 계획 차량 경로당 1 크레딧 

GeoEnrichment  레이어 보강 

속성 1,000 개당 

 10 크레딧(데이터 변수 x 전체 

피처 레코드) 

단순 경로 
 경로 찾기 

 출발지와 목적지 연결 
단순 경로당 0.005 크레딧 

최적 경로  순서 최적화를 사용하여경로 찾기 최적 경로당 0.5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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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사용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스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비스 크레딧 개요 : https://www.esrikr.com/products/arcgis-online/credits/ 

 

 

 

위치 할당  최상의 시설 선택 
할당된 수요 포인트당 

0.1 크레딧 

OD(출발지-

목적지)  

비용 매트릭스 

 ArcGIS Pro 에서 출발지-목적지 비용 매트릭스 생성 

ArcMap 

입력 OD(출발지-목적지) 쌍당 

0.0005 크레딧 

공간 분석 
 포인트 집계 

 조인 피처 
피처 1,000 개당 1 크레딧 

비즈니스 검색  Business Analyst 웹앱에서 회사 및 시설 검색 레코드 1,000 개당 10 크레딧 

인구 통계 

 맵과 레이어 
 맵에서 Living Atlas 태피스트리 레이어 이동 

맵 요청 1,000 개당 

10 크레딧(이동, 확대, 식별) 

인포그래픽  ArcGIS Maps for Office 인포그래픽 보기 보기 1,000 건당 10 크레딧 

피처 보고서  ArcGIS Survey123 피처 보고서 생성 보고서당 0.5 크레딧 

보고서  Business Analyst 웹앱에서 보고서 실행 보고서당 10 크레딧 

타일 생성  ArcGIS Online 타일 캐시 생성 
생성된 타일 10,000 개당 

1 크레딧 

피처에서 씬 

레이어 생성 
 호스팅 피처 레이어에서 호스팅 씬 레이어 발행 

텍스처가 적용된 멀티패치 피처 

1,000 개당 1 크레딧 

텍스처가 적용되지 않은 

멀티패치 피처 또는 포인트 

피처 5,000 개당 1 크레딧  

ArcGIS 

Notebooks 

런타임 

 Notebook 생성, 열기, 실행 

분 단위(최소 10 분)로 계산되는 

Advance 런타임을 사용하는 

Notebook 당, 시간당 3 크레딧 

 

분 단위(최소 10 분)로 계산되는 

Advance with GPU 런타임을 

사용하는 Notebook 당, 시간당 

30 크레딧 

https://www.esrikr.com/products/arcgis-online/cre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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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레딧 관리 

기관을 관리할 때에는 크레딧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 정의 

역할 구성 및 할당과 크레딧 예산 편성 활성화를 통해 크레딧 사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상태 페이지를 통해 시간에 따라 크레딧이 사용된 위치와 크레딧을 

사용한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자는 필요한 크레딧을 

예측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으로 크레딧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크레딧 예산 편성 활성화 

기관 구성원 모두나 일부에게 특정 수량의 크레딧을 할당하거나 새 구성원에 

대한 기본 할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예산 편성은 지리 보강 및 공간 

분석과 같은 도구와 트랜잭션 기반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또한, 전체 또는 단일 작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한도를 설정하여 실수로 

대량의 크레딧을 한 번에 지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작업에는 예산 편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파일, 피처 레이어 및 타일의 저장소 

② 앱 관련 활동 

③ 구성된 리소스 프록시를 통해 접속되는 프리미엄 콘텐츠 

 

기관을 위한 크레딧 예산 편성은 아래 단계를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관리자 또는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② 사이트 상단에서 기관을 클릭합니다. 개요 탭에서 사용 가능한 

크레딧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크레딧이 모두 사용되었거나 잔액이 

마이너스 (-)인 경우에는 추가 크레딧을 먼저 구매해야 크레딧 예산 

편성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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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정 탭에서 페이지 왼쪽에서 크레딧을 클릭합니다. 

④ 크레딧 할당에서 크레딧 예산 편성 활성화 도구 토글 버튼을 켭니다. 

 
 

크레딧 예산 편성을 계속 활성화하고 나면 기관에 대한 기본 할당을 

설정하거나 구성원에 대한 개별 크레딧 할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대 과정의 일부로 크레딧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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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탭에서 각 구성원의 제일 오른쪽 메뉴를 눌러 크레딧 관리를 

실행하여 구성원에게 크레딧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2) 크레딧 예산 편성 시 고려사항 

① 크레딧 예산 편성을 활성화한 경우, 구성원 테이블에서 각 구성원의 

남은 크레딧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특정 크레딧 수 또는 제한 

없음을 구성원에게 지정하는 즉시 반영됩니다. 구성원이 크레딧을 

사용함에 따라 구성원의 사용 가능한 크레딧 수와 기관의 총 크레딧 

수가 줄어듭니다. 관리자가 구성원의 할당량을 업데이트하면 해당 

구성원의 사용 가능한 크레딧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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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관의 총 크레딧 중 일부는 저장, 구성된 리소스 프록시를 통해 

접근되는 프리미엄 콘텐츠, 앱 관련 작업에 사용될 수 있으나 크레딧 

예산 편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유지관리 할 수 있습니다. 

③ 기관의 일반 설정 중 관리 문의 섹션에 관리 연락 담당자가 한 명 이상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담당자는 구성원이 크레딧 할당량을 

초과하면 그 내용을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크레딧 예산 편성과 프로필 페이지에 사용 가능한 크레딧을 표시하는 

옵션을 활성화 되어 있지만 특정 크레딧 수가 구성원에게 할당되어 

있지 않으면 구성원 프로필에 사용 가능한 크레딧이 기관의 총 

크레딧과 동일한 것으로 표시됩니다. 

 

3) 상세 링크 

https://doc.arcgis.com/ko/arcgis-online/administer/configure-

credits.htm#ESRI_SECTION1_B5EFEED377214C4E96236C121A528F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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