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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설치 및 라이센스 부여 시작하기
소개

이 문서는 IBM® SPSS® Statistics에 대한 설치 및 권한 부여 프로세스의 일반 개요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여러 라
이센스 유형을 이해하고 기본 설치 및 라이센스 부여 프로세스를 숙지하며 자세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설치 문서
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유형
라이센스 부여 방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권한 부여된 사용자 라이센스
직접 IBM SPSS Statistics를 구매한 개인의 경우 권한 부여된 사용자 라이센스를 갖습니다. 권한 부여된 사
용자 라이센스에는 개별 제품 설치를 인증하는 연관 코드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조직의 구성원인 경우 지정된 사용자 수에 대한 권한 부여된 사용자 라이센스를 보유할 수 있습니
다. 권한 부여 수가 지정된 수를 초과할 때까지 동일한 인증 코드가 유효합니다.

동시 사용자 라이센스
동시 사용자 라이센스는 지정된 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Floating" 라이센스입니다. 각 제품
설치에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대신, 라이센스 관리자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버 시스템에서 제품에
권한이 부여됩니다. 제품이 시작될 때 서버 시스템과 통신하여 현재 라이센스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구독 모델
구독 모델은 유연한 지불 플랜(월간 또는 연간)을 제공합니다. 기본 플랜과 Windows 또는 macOS용 세 가지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구독 모델의 경우 인증 코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독 사용권과 추가 옵션은 MyIBM
을 통해 관리됩니다.

구독 버전과 라이센스 버전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hich IBM SPSS Statistics version is right for
you?를 참조하십시오.

권한 부여된 사용자 라이센스의 설치 프로세스
권한 부여된 사용자 라이센스의 기본 설치 프로세스는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1.제품을 설치하십시오.
2.제품에 권한을 부여하십시오.

여러 사용자가 제품을 설치 중인 경우 사용자에게 설치 프로그램을 "자동 실행"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설치 프로
그램을 자동 실행하면 제품을 설치하기 위해 각 컴퓨터에 실제로 액세스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제품 권한 부여는 실제로 설치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품에 권한을 부여할 때 IBM Corp.에게서 받은
인증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자세한 정보
설치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설치 지시사항을 참조하십시오. 특히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Authorized User License Installation Instructions.pdf. 이 문서는 개별 시스템에 제품을
설치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운영 체제에 따라 이 문서의 여러 버전이 있으므로 사
용 중인 운영 체제에 해당하는 문서를 읽으십시오.
• Authorized User License Administrator's Guide.pdf. 사이트에 여러 사용자가 있는 경우 이
문서에서 사용자에게 설치 프로그램을 자동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동시 사용자 라이센스의 설치 프로세스
동시 사용자 라이센스의 기본 설치 프로세스는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https://www.ibm.com/products/spss-statistics/details
https://www.ibm.com/products/spss-statistics/details


1.서버 시스템에 라이센스 관리자를 설치하십시오.
2.라이센스 관리자에 권한을 부여하십시오.
3.제품을 설치하십시오.

동시 사용자 라이센스는 다중 사용자가 있는 사이트를 위한 것입니다. 사이트의 서버 시스템에 설치된 라이센스
관리자를 통해 한 번 제품에 권한이 부여됩니다. 일반 사용자가 제품을 설치할 때 동시 라이센스가 있음을 표시한
후 라이센스 관리자가 설치된 서버 시스템을 지정합니다.

여러 사용자가 제품을 설치 중인 경우 사용자에게 설치 프로그램을 "자동 실행"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설치 프로
그램을 자동 실행하면 제품을 설치하기 위해 각 컴퓨터에 실제로 액세스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
설치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설치 지시사항을 참조하십시오. 특히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Concurrent License Administrator's Guide.pdf. 조직에서 설치를 담당하는 경우 먼저 이 문서
를 읽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라이센스 관리자를 설치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설치 프로그램을 자동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Concurrent License User Installation Instructions.pdf. 이 문서는 개별 시스템에 제품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운영 체제에 따라 이 문서의 여러 버전이 있으므로 사용 중인 운영 체
제에 해당하는 문서를 읽으십시오.

구독 설치 프로세스
IBM SPSS Statistics Subscription의 기본 설치 프로세스는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1. IBM Marketplace에서 IBM SPSS Statistics Subscription 플랜을 선택하여 구매하십시오.
2.제품을 다운로드하십시오.
3.제품을 설치하십시오.

자세한 정보
설치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설치 지시사항을 참조하십시오. 특히 다운로드 및 설치 지시사항을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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