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기관 학과 단위 기간제 라이선스 정책

합리적인 가격으로 교육기관에서 최소 5명, 50명, 최대 100명까지 구성된 라이선스로 ArcGIS를 활용하세요.
Academic Department 라이선스 정책은 공인된 교육 기관에서 비상업적 교육, 연구 및 활동을 위해

Esri의 주요 제품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대상 기관은 2년제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기관입니다.

Academic
Department 

License

규모 인원 수 기술지원문의 담당자 수 라이선스 연간 비용

Small 5 명 1명
담당자 문의

Tel 02-2086-1977 
E-mail ist@esrikr.com

Medium 50명 1명

Large 100명 1명

서비스 크레딧

100,000 Credits 1 Block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ArcGIS Enterprise, ArcGIS Pro, ArcGIS
Online 및 다양한 웹/모바일 앱 등 ArcGIS Platform을 모두 활용
할 수 있습니다. 1

라이선스 구성

*Named User에게는 인당 연간 ArcGIS 온라인 서비스 500 크레딧이 할당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로 학습 서비스 사용 크레딧을 100,000단위로 구입 가능

‒ 5명, 50명, 100명 단위의 3가지 라이선스 정책으로 구성
‒ 교육기관용 라이선스는 연 단위로만 판매되며 월 단위 구매

혹은 영구 라이선스 구매 불가

유의사항

대상 기관

주요 포함 사항

‒ 2년제 전문대학을 포함한 공인된 학위 수여가 이루어지는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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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 |  Teacher

GIS는 통합 프로젝트 기반의 경험을 통해 향상된
공간분석과 비판적 사고 능력으로 성공적인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교사를 지원합니다.

학생 | Student

빅데이터와 공간정보 분석 기술을 요구하는
앞으로의 사회에서 학생들은 이에 맞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Esri(esri.com/training)에서 제공하는 e-Learning 무제한 수강
이 가능합니다.

ArcGIS 제품

E-Learning 교육

ArcGIS 사용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

http://www.esrikr.com/


담당자 문의

Tel 02-2086-1977 
E-mail ist@esrikr.com
한국에스리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2005호)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 Esri Academic Department License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Esri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 포함 사항

제공 서비스 지원 여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 
(라이선스 기간 내)

기술지원 서비스
O

(한국에스리 기술지원 홈페이지 및 전화/ 
기술지원 문의 담당자의 기술지원)

e-Learning O

User Conference 등록 N/A

T 02-2086-1960 | W www.esrikr.com

ArcGIS Online 지도와 앱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협업 기반 클라우드 GIS 플랫폼

GIS Professional 사용자 유형 계정

프리미엄 앱

ArcGIS Insights ArcGIS GeoPlanner ArcGIS Community Analyst

ArcGIS Business Analyst ArcGIS Notebooks ArcGIS for PowerBI ArcGIS Urban Suite

ArcGIS Enterprise 강력한 매핑 및 분석을 로컬 인프라에서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별도 요청 시 제공)

Advanced 레벨 라이선스

익스텐션

3D Analyst Data Interoperability Data Reviewer Geostatistical Analyst LocateXT

Network Analyst Schematics Spatial Analyst Workflow Manager

ArcGIS Pro 매핑 및 시각화, 분석 및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는 기본 GIS 소프트웨어

ArcGIS Pro Advanced 레벨 라이선스

익스텐션

3D Analyst Data Interoperability Data Reviewer Geostatistical Analyst Image Analyst 

Network Analyst Publisher Spatial Analyst Workflow Manager LocateXT

추가 제품

Esri CityEngine

http://www.esri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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