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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본 문서는 ArcGIS Personal Use (PU)라이선스 구매자가 사용 가능한 제품에 대해 

안내하고 각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한국에스리 기술문서입니다. 

 

ArcGIS Personal Use 는 개인의 연구 및 비상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한 라이선스이며, 

Esri 사이트 통해 구매 가능합니다. 각 제품 설치 및 라이선스 인증을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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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al Use 개요 

1. ArcGIS Personal Use 란 무엇인가? 

 ArcGIS Personal Use 는 개인의 연구 및 비상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한 

라이선스로 전세계 어디에서나 지원되는 장치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사람이 세계 최고의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ArcGIS Personal Use 로 사용 가능한 제품과 확장 라이선스 종류 

• ArcGIS Desktop Advanced 

• ArcGIS Online 

• ArcGIS Pro Advanced 

• ArcGIS 3D Analyst 

• ArcGIS Image Analyst 

• ArcGIS Data Interoperability 

• ArcGIS Data Reviewer 

• ArcGIS Geostatistical Analyst 

• ArcGIS Network Analyst 

• ArcGIS Publisher 

• ArcGIS Schematics 

• ArcGIS Spatial Analyst 

• ArcGIS Tracking Analyst 

• ArcGIS Workflow Manager 

3. ArcGIS Personal Use 라이선스 제공 방법 

ArcGIS PU 는 My Esri 와 ArcGIS Online 에 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하는 이메일을 통해 제공됩니다. 

(아래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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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fillment 페이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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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GIS Online 활성화 

1. ArcGIS Online 이란? 

ArcGIS Online 은 웹 기반의 ArcGIS 플랫폼입니다. ArcGIS Desktop 이나 ArcGIS 

Pro 에서 제작한 맵이나 데이터를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으며, 공유된 맵과 

데이터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유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수신한 이메일의 Fulfillment 페이지 링크를 통해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관련 라이선스에 권한을 할당하려면 계정을 활성화 하여야 합니다. 

 
 

*ArcGIS Online 계정이 필요한 이유 

ArcGIS Pro 는 ArcMap 과 다른 라이선스 유형을 사용합니다. ArcGIS Pro 의 

라이선스는 사용자 계정에 ArcGIS Pro 용 애드온 라이선스를 할당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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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가능합니다.  애드온 라이선스는 활성화한 ArcGIS Online 에서 확인하고 

할당할 수 있습니다. 

 

2. ArcGIS Online 계정 활성화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Fulfillment 페이지(4 페이지 참고)에서 ‘ArcGIS Online 기관 활성화’ 항목 선택 후 

활성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ArcGIS Online 구독 활성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esrikr.com/self-service/무상-부여되는-arcgis-online-구독-활성-방법/  

https://www.esrikr.com/self-service/무상-부여되는-arcgis-online-구독-활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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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GIS Online 에서 ArcGIS Pro 라이선스 할당하는 방법 

ArcGIS Pro 는 Named User 라는 라이선스 유형을 사용합니다. 로그인 방식의 라이선스 

유형이며 로그인 시 필요한 계정은 ArcGIS Online 사이트의 계정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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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화면 상단 기관 > 구성원 클릭 

 
 

3) 구성원 중 자신의 계정정보 더보기(…)버튼 클릭 후 애드온 라이선스 관리 클릭 

 

 

4) 할당 가능한 라이선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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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할 라이선스(ArcGIS Pro Advanced) 체크 후 저장 클릭 

6) 추후 사용할 Extension 라이선스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정에 할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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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Esri 란? 

My Esri 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별개의 

플랫폼이지만 ArcGIS Online 계정을 생성하셨다면 하나의 계정으로 연결하여 My 

Esri 사이트도 사용 가능합니다. My Esri 에서는 ArcGIS Desktop, ArcGIS Pro 등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성됩니다. 

 

- My Esri 를 통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라이선스 인증 동영상  

 

1.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1) 내 기관 > 다운로드 > 다운로드 보기   

ArcGIS Desktop 과 ArcGIS Pro 는 한 장비에 동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완료하면 설치 실행을 하여 장비에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2. ArcGIS Desktop 라이선스 인증 

1) 내 기관 > 라이선싱 > 인증 (Authorizations) > ArcGIS for Personal Use > 

Details 에서 라이선스 코드를 확인합니다. (ESU000000000) 

2) 시작 > ArcGIS 폴더 > ArcGIS Administrator 를 실행 

3) Desktop > Authorize Now 버튼 클릭 

https://youtu.be/ePdDaSYaa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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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 작업 단계 진행 , 인증 코드 입력 

5) 인증 완료 

6) 시작 > ArcGIS 폴더 > ArcMap 실행 

3. ArcGIS Pro 라이선스 인증 

1) 시작 > ArcGIS 폴더 > ArcGIS Pro 실행 

2) ArcGIS Online 에서 활성화하여 애드온 라이선스를 할당한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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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활용 자료 소스 

1. 튜토리얼 

ArcGIS Desktop 

ArcGIS Pro 

 

2. Geonet : Esri Community 

지오넷이란? 

지오넷 시작하기 

소개리소스 

 

3. 무료 교육 과정 

Esri Training 

https://desktop.arcgis.com/en/arcmap/latest/get-started/introduction/arcgis-tutorials.htm
https://pro.arcgis.com/en/pro-app/get-started/pro-quickstart-tutorials.htm
https://community.esri.com/docs/DOC-9165-what-is-geonet
https://community.esri.com/docs/DOC-11008-first-three-actions
https://community.esri.com/docs/DOC-10517-introduction-to-gis-using-arcgis-class-resources
https://www.esri.com/training/catalog/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