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이용안내
 

1. 전산정보원에서는 교내에서 구성원 전체가 사용하기 위한 용도의 공용 소프트웨어를 캠퍼스 라이선스 방식으로 

임대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량구매를 통한 단가인하를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자체 구매하셔야 합니다. (소프트웨어관리시행세칙 제5조) 

2. 각 학과 및 행정사무실에서는 반드시 정품으로 구입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해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적발될 시 해당 학과와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셰어웨어나 프리웨어 소프트웨어도 기관에서는 사용이 불가한 개인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제품이 다수 이므로 해당 제품의 라이선스 내용을 확인 후 사용해야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품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설치 편의를 위한 crack 버전의 사용 또한 엄금합니다.

   제품설치 및 문의는 

가천대학교(G) IT119 (중앙도서관2층, 031-750-8885), 

가천대학교(M) PC정비실 (보건과학대학2층, 032-820-4126)로 연락 바랍니다.

3. 교내 사용가능한 제품

구분 소프트웨어 항목 비고

Microsoft
　
　
　

Windows Upgrade Windows 정품 (Home에디션 가능)이 설치된 PC에서 상위 및 하위 
버전 이용 가능

Windows Server Azure교육용 무료: https://azureforeducation.microsoft.com/ko-kr/Institutions

Visual Studio 교육용 무료 https://www.visualstudio.com/ko/ 

Office 교내PC: Office 사용 가능
개인PC: Office365 무료 http://www.office.com/getOffice365 

한컴 한글 워드프로세서에 한함

Ahnlab V3 제품군 PC용, 서버용

Adobe

Adobe 제품군
AcrobatProDC / Photoshop / Animate / Illustrator / Premiere / 
Dreamweaver 등 27종. 단과대학/부서별 수량 제한
http://www.adobe.com/kr/creativecloud/catalog/desktop.html 

Adobe Named License
교원 및 직원(강사, 조교 및 행정보조 제외) 신청
Adobe 계정가입 후, SW담당자에게 권한할당 요청(031-750-5544)
※세부사항 행정포털(행정문서방) 참조

SAS SAS 설치파일 및 인증파일은 IT119(031-750-8885)문의
개인PC: http://www.sas.com/ko_kr/software/university-edition.html

SPSS SPSS 네트워크 인증방식으로 교내에서만 사용 가능

Mathworks Matlab
개인PC: http://www.mathworks.com 에서 다운로드 후
학교 메일로 사용자 인증 ※아래 상세설명 참조
매트랩 가천대 전용페이지 안내 (클릭)

Symantec Ghost 백업 및 복구 SW

Autodesk AutoCAD, 3ds Max
학습 및 교육용 무료 (업무용은 구매 필요)
http://www.autodesk.co.kr/education/home 에서 다운로드 및 
학교 메일로 사용자인증

Techsmith Camtasia Studio
동영상 캡쳐 및 편집 도구. version 8에 한하여 사용 가능. 
개인PC 설치 가능, g-okc@gachon.ac.kr 문의
문의 : 교수학습개발센터(이러닝) 031-750-6956

기타 기업용 무료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http://software.naver.com/themechannel/list.nhn?themeChannelNo=2eC
hannelNo=2

※ 별도 명시 없을 경우 학교 자산 기기에서만 사용가능, 개인 소유의 전산기기에는 사용 불가.
  설치문의 : 가천대학교(G) 031-750-8885, 가천대학교(M) 032-82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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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세설명

  가. Microsoft 제품

      1) Windows OS Upgrade

         가) Windows 정품이 설치된 PC에서 상위 및 하위 버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망 또는 대기업 PC는 OEM OS가 있을 경우 정품OS로 인정됩니다. OEM OS가 포함된 PC의 경

우 본체에 OS 버전과 product key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조립 PC의 경우 Windows 정품 OS나 

DSP(조립업체용 OS)를 각 PC마다 1 copy씩 보유하고, 구입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단, DSP의 

경우 해당 조립 PC가 폐기되면 소유권이 소멸됩니다. 조립 PC 구매 시 Windows Home Edition을 

함께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나) 교육용도의 Server 제품은 https://azureforeducation.microsoft.com/ko-kr/Institutions에 가입 후 (메일 인증 필요)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며, 그 외 용도의 서버 제품 (Windows server, Exchange server, SQL server등)은 

범용 소프트웨어 계약 대상이 아니며, 단위부서에서 자체 구매 하셔야 합니다.

       2) MS Office 

          Word, Excel, PowerPoint, Access, Outlook, InfoPath, Publisher 등을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3) MS Office 365 

          교내구성원은 Office 365 계약을 통해 개인 소유의 PC및 노트북에 5대, 모바일 디바이스 5대까지 정

품 오피스를 설치하여 이용 가능하며, 1TB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인 OneDrive와 웹 오피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office.com/getOffice365 에 방문하여 등록하시면 되며, 상세한 등록절차는 

아래의 링크 또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통]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학생용) 사용 안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goo.gl/foow8s

  나. 한컴 오피스 한글 제품을 교내에서 사용가능하며, 워드프로세스 제품에 한합니다.

  다. Ahnlab V3 Internet Security, V3Net for Windows Server 제품을 교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 Adobe 제품

      Adobe Creative Cloud(Named License) 신청(링크참조) : 본교 교원 및 직원(강사, 조교 및 행정보조 제외)

      Adobe 제품군 : 제한된 수량의 Adobe S/W를 교내에서 사용 가능

 - Acrobat Pro DC : PDF 문서와 양식 작성, 편집 및 서명 S/W

 - Photoshop : 이미지 편집 및 합성 S/W

 - Animate : Flash Professional이 Animate CC로 변경. 애니메이션을 다양한 플랫폼용으로 제작 S/W

 - Illustrator : 벡터 그래픽 및 일러스트레이션 S/W

 - Lightroom : 디지털 사진 처리 및 편집 S/W

 - Premiere Pro : 비디오 제작 및 편집 S/W

 - Dreamweaver : 웹 및 모바일 디자인 S/W

 - Bridge : 중앙에서 크리에이티브 에셋 관리 S/W

 - InCopy : 카피라이터 및 편집자와 공동 작업 S/W

 - Adobe Media Encoder : 신속하게 거의 모든 화면에 맞는 비디오 파일 출력 S/W

 - Scout : 웹 및 디바이스에서 Flash 게임 프로파일링 S/W

 - Story Plus : 공동 작업 방식의 시나리오 작성, 리포팅 및 일정 관리 툴

 - Prelude Live Logger : 더욱 스마트해진 비디오 로깅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작업 S/W

 - Gaming SDK : ActionScript 게임 개발 S/W

 - ExtendScript Toolkit : 크리에이티브 앱에 스크립트 추가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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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Design : 인쇄 및 디지털 출판을 위한 페이지 디자인 및 레이아웃 S/W

 - After Effects : 영화와 같은 시각 효과 및 모션 그래픽 S/W

 - Adobe Muse : 코드 작성 없이 웹 사이트 디자인 S/W

 - Fuse : Photoshop 프로젝트에 사용할 사용자 정의 3D 캐릭터 만들기 S/W

 - Adobe Audition : 오디오 기록, 믹싱 및 복원 S/W

 - Flash Builder : Flash 앱 코드 작성 및 모바일 디바이스 패키징을 위한 IDE

 - Prelude : 메타데이터 인제스트, 로깅 및 러프 컷 S/W

 - Adobe Slate : 감성이 묻어나는 이야기와 이미지 제작 S/W

 - SpeedGrade : 영상 완성 및 색상 그레이딩 S/W

 - PhoneGap Build : 클라우드에서 모바일 앱 패키징 S/W

 - Creative Cloud : 신속하게 데스크탑에서 Creative Cloud 앱 및 서비스 이용 S/W

 - Extension Manager : 손쉽게 확장 기능 설치 및 관리 S/W   

     자세한 안내는 http://www.adobe.com/kr/creativecloud/catalog/desktop.html 링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SAS 제품을 강의실 및 실습실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파일을 첨부해야 설치가능하며, 인증파일은 IT119(내선 6119)로 문의바랍니다.

     개인용PC에 학습목적의 VMware Player(가상머신)용 제품설치를 원하실 경우 

http://www.sas.com/ko_kr/software/university-edition.html 를 방문하시어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 SPSS 제품을 교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인증방식으로 교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버IP 192.9.10.66)

  사. Matlab 제품을 교직원 및 재학생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소유 PC 설치가능)

     - https://kr.mathworks.com/mwaccount/register?uri=/mwaccount/ 에서 계정 생성

     - "이메일 주소"항목에 본인의 가천대학교 이메일 입력. (학생은 홈페이지ID@gc.gachon.ac.kr, 

       교직원은 홈페이지ID@gachon.ac.kr)

     - "MathWorks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에 대한 질문에 "학생용" 선택.

     - 학교메일로 로그인해 matlab 인증메일 확인

     - 인증메일 확인 후 매스웍스 홈페이지(http://www.mathworks.com) 로그인하여 원하는 제품군을 설치 및   

       이용하시면 됩니다. (윈도우OS/맥OS 모두 사용가능)

     - 로그인 후 My Account로 이동, Associate now를 통하여 아래 Activation Key 로 인증하시기 바랍니다.

       Activation Key 교직원용 : 17907-57393-27573-66315-82574,

       Activation Key 학생용 : 64705-09819-51480-76145-43040 

  아. Symantec Ghost 제품을 교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Autodesk社의 AutoCAD 및 3ds Max제품 등은 학습 및 교육용으로 무료사용 가능합니다.

     http://www.autodesk.co.kr/education/home 에서 다운로드 및 학교 메일로 사용자 인증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 교육 목적이 아닌 업무용 혹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상업용’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차. Techsmith Camtasia Studio

      동영상 편집프로그램으로, version 8 제품에 한해 교내구성원은 개인PC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 

      Camtasia Studio 8: https://www.techsmith.com/download/licenses/camtasia/8

http://www.adobe.com/kr/creativecloud/catalog/desktop.html
http://www.sas.com/ko_kr/software/university-edition.html
https://kr.mathworks.com/mwaccount/register?uri=/mwaccount/
mailto:Ȩ������ID@gc.gachon.ac.kr
http://www.autodesk.co.kr/education/home
https://www.techsmith.com/download/licenses/camtasia/8


      Camtasia (Mac): https://www.techsmith.com/download/licenses/camtasiamac/2 

      라이선스 문의는 G-OKC (750-6956), g-okc@gachon.ac.kr 로 바랍니다.

  카. 그 외 무료소프트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저작권사에서 사용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으니 설

치전 라이선스 내용을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압축S/W : 반디집(스탠더드 에디션만 무료) http://www.bandisoft.co.kr/bandizip/ 

※프로페셔널 에디션 및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유료

      - Editor : AcroEdit http://www.acrosoft.pe.kr/

      - FTP : FileZilla https://filezilla-project.org/

      - 원격제어 : Chrome 원격 데스크톱 https://support.google.com/chrome/answer/1649523?hl=ko

  타. 상기 소프트웨어는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학교 자산으로 등록된 컴퓨터와 노트북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 소유의 전산기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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