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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LAB R2009b Installation GUIDE 

For TAH Individual License 
 

   본 가이드는 설치 매뉴얼의 내용과 설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몇 가지 해결 방법을 포함하

고 있습니다. 설치 과정을 쉽게 알려드리기 위하여 내용을 함축하여 주요 설치 과정만 간단히 다루었

습니다. 보다 정확한 설치 정보와 설치 방법을 참고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Installation Guide

를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가능 Solaris & Linux 및 설치 권장 사항 

 

Solaris는 추가로 http://sunsolve.sun.com 에서 Solaris X 와 J2SE Solaris X 를 업데이트 하여 주십

시오. (X는 Solaris X의 버전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System requirement를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athworks.com/support/sysreq/current_release/index.html 

 

Hostid 및 kernel과 glibc의 version 확인 
설치하기 전 root 권한으로 hosted 및 kernel과 glibc의 version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예처럼 

kernel과 glibc의 version을 확인합니다. hostid는 제품 구매 단계에서 확인한 설치될 pc의 Ethernet 

adaptor의 MAC Address 입니다. 

 

Hostid: 

LINUX  ifconfig eth0 

MAC  netstat –I en0 

SOLARIS hostid 

 

Kernel version:  cat /proc/version 

Glibc version:  ldd --version 

 

자세한 설치 정보는 아래의 웹 사이트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athworks.com/access/helpdesk/help/base/install/ 

 

고객지원 (계정관련 및 Activation) / 기술지원(설치문의): 02)6006-5100 (MathWorks Korea) 
 

TAH 라이선스 설치를 위해서는 서울대학교 도메인으로 생성된 이메일이 [user-id@snu.ac.kr] 꼭 필요하

http://sunsolve.sun.com/
http://www.mathworks.com/support/sysreq/current_release/index.html
http://www.mathworks.com/access/helpdesk/help/base/in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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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www.mathworks.com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의 ‘Create Account’를 클릭) 서울대학교 도메인을 갖는 

이메일로 매스웍스 계정을 생성하셔야 합니다. 가입이 완료되시면 등록해주신 이메일 주소로 "Confirm 

MathWorks Account information" 라는 제목의 메일이 발송되오며 메일을 열어서 

http://www.mathworks.com/mathworksaccount 부분을 클릭하여 계정 인증을 받으시기 바랍

니다. (반드시 계정 인증을 받고 소프트웨어를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생성된 매스웍스 계정과 TAH 라이선스를 연동하시려면 반드시 Activation Key가 필요하며 설
치에 필요한 Activation Key는 91271-40044-77045-03624-86354 이며 Activation Key 에 
대한 문의는 TAH 라이선스 담당 관리자 (중앙전산원 IT서비스센터 02-880-5383)에게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주의:  MathWorks Account(계정)를 만들 때는 아래와 같이 Academic Use로 꼭 선택하셔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으실 경우에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athworks.com/accesslogin/forgotPassword.do 

 

www.mathworks.com에 로그인 하여 My Account로 이동하여 아래와 같이 >> Associate now 를 통

하여 Activation Key를 사용하여 TAH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신 계정과 연동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athworks.com/
http://www.mathworks.com/mathworksaccount
http://www.mathworks.com/accesslogin/forgotPassword.do
http://www.mathwor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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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dividual License in Linux 
Page 4, Concurrent License for Client in Linux과 동일합니다. 

 

II. Trouble Shooting 
Page 11, 설치 후 생기는 문제 해결에 대한 해결책들 

 

정상 적인 설치를 위해, 꼭 CD 패키지와 함께 제공되는 Installation Guide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

치 중 오류나 기타 기술적인 문의는 The MathWorks Korea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 (계정관련 및 Activation) / 기술지원(설치문의) : 02)6006-5100 

I. Individual License in Linux 
Installation Guide 2-3 내용부터 참조하십시오. Linux에서 bash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1. DVD를 mount 합니다. 
 

#su root 

#umount –a 

#mount -t iso9660 /dev/dvd /media/dvd 

(media 안에 dvd 디렉토리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다시 mount를 하는 이유는 X Windows를 사용할 경우 DVD를 넣으면 자동으로 mount가 되지만 

install을 실행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에러가 나타날 경우가 있습니다. 

 

------------------------------------------------------------------- 

    An error status was returned by the program 'xsetup', 

    the X Window System version of 'install'. The following 

    messages were written to standard error: 

 

        /media/cdrom0/update/install/main.sh: line 86: /media/cdrom0/update/bin/glnx86/xsetup: 

Permission denied 

 

    Attempt to fix the problem and try again. If X is not available 

    or 'xsetup' cannot be made to work then try the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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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 of 'install' using the command: 

 

            install* -t    or    INSTALL* -t 

------------------------------------------------------------------- 

    Sorry! Setup aborted . . . 

 

원인은 mount는 되었지만 KDE나 GNOME 등의 Window Manager가 DVD drive에 실행 권한을 주지 

않아서 이런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터미널에서 root 권한으로 mount를 해제한 

후 다시 mount을 합니다. 

 
2. DVD의 install을 실행합니다. 
 

#sh /media/dvd/install& 

 

OK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Install 실행 후 Fedora Core 3 이상의 계열에서 다음과 같은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n error status was returned by the program 'xsetup', 

    the X Window System version of 'install'. The following 

    messages were written to standard error: 

 

        /usr/local/matlab74dvd/update/bin/glnx86/xsetup: error while loading shared libraries: 

libXp.so.6: cannot open shared object file: No such file or directory 

 

    Attempt to fix the problem and try again. If X is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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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xsetup' cannot be made to work then try the terminal 

    version of 'install' using the command: 

 

            install* -t    or    INSTALL* -t 

 

------------------------------------------------------------------- 

 

    Sorry! Setup aborted . . . 

 

이 문제의 원인은 최근의 Fedora Core 계열들이 위에 언급한 shared object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방법으로 해당 shared object를 설치합니다. 

 

RPM For 32 bit: 

#libXp-1.0.0-8.i386.rpm 

RPM For 64 bit: 

#libXp-1.0.0-8.x86_64.rpm 

 

YUM For 32 bit: 

#sudo yum install libXp.so.6 

YUM For 64-bit: 

#sudo yum install libXp.x86_64 

 

4. License Agreement를 확인합니다. 
 

 

YES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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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ATLAB이 설치될 폴더를 결정합니다. 

 

해당 폴더가 없는 경우 폴더 이름을 직접 쓰고 OK를 클릭합니다. 만약 폴더가 없으면 아래 그림처럼 

폴더를 만드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6-1. MathWorks Account를 입력합니다. 

 



 ７ 

6-2. 설치할 license를 선택합니다. 

 

 

7. 설치할 제품들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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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ymbolic Link를 만듭니다. 

 

Symbolic Link를 만들기 위하여 상단의 체크 박스를 클릭하고 OK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9. 설치를 시작합니다. 

 

OK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10. 설치 진행 중 입니다. 

 

설치 중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설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설치를 종료합니다. 

 

Exit를 클릭하여 설치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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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Internet을 이용한 Activation을 진행합니다. 

 

Next를 클릭하여 Activation을 진행합니다. 

 
13. Activation을 확인합니다. 

 

Activate를 클릭하여 Activation을 종료합니다. 

 

15. MATLAB을 실행합니다. 
Symbolic link를 만들었으므로 어디서든지 MATLAB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mat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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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LAB의 command 창에서 ver을 입력하시면 설치된 MATLAB의 버전과 각종 toolbox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Trouble Shooting 
 
Q. terminal에서 matlab을 쳤으나 bad command라고 하여 실행되지 않음 
간혹 설치 후 symbolic link가 만들어 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terminal에서 

matlab을 실행하여도 해당되는 파일이 없다고 하여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의 명령어로 

symbolic link를 만들면 됩니다. 

 

#ln -s /usr/local/matlab/bin/matlab /usr/local/bin/matlab 

 

Q. Client에서의 License manager error -31 
Client의 시간이 server 시간과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client의 시간을 현재 시간으로 설정합니다. 

 

정상적인 설치를 위해, 꼭 CD 패키지와 함께 제공되는 Installation Guide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치 

중 오류나 기타 기술적인 문의는 The MathWorks Korea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 (계정관련 및 Activation) / 기술지원 (설치문의) : 02)6006-5100 [MathWork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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