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nitab 라이선스 포털 관리 가이드
Minitab 라이센스 포털에서는 라이센스 관리자가 서브스크립션을 설정하고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독 에 액세스
라이센스관리자는 Minitab 라이센스포털을사용하여서브스크립션에액세스하고사용자를추가합니다. 이 역할은

일반적으로 IT 지원 센터 코디네이터, 기술 운영 관리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직책이 담당합니다.

라이선스 관리자는 Minitab 웹 사이트에서 서브스크립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1. www.minitab.com을 방문합니다.

2. 웹 사이트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내 계정을 클릭합니다. 내 계정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계정 > 메뉴를

선택합니다.

3. Minitab 계정 정보로 로그인합니다.

4. 내 제품구독을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제품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및 역할 관리
사용자 관리 구독과 연결된 모든 현재 사용자를 보고 키워드 나 구로 사용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개별

적으로 또는 여러 사용자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용자 옆의 옵션을 클릭하여 계정 세부 정보를 보거나 구독에서 제거합니다. 옵션에서 역할 업데이트를

클릭하여 제품 역할 및 애드온 역할을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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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서 여러 사용자를 선택하고 옵션 클릭하여 이메일을 보내거나, 환영 이메일을 다시 보내거나, 구독에서 선

택한 사용자를 제거합니다.

모든사용자 클릭하여 역할 또는 상태별로 사용자를 필터링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 관리자이거나 보류 중인 상

태만 보유한 사용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추가
사용자 관리사용자를 구독에 추가하고 역할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추가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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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쉼표로 구분된 이메일 주소를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csv 파일 또는 .txt 파일에서 사용자 이메일 목록을 가져옵

니다.

3. 제품 역할 또는 애드온 역할을 선택하지만 둘 다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여러 사용자를 추가하면 선택

한 역할이 모든 사용자에게 할당됩니다.

4. 사용자 추가를 클릭하십시오.

새 사용자는 환영 이메일을 수신하여 계정의 유효성을 검사하고 암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정이 없는 사용자는 계

정을 만들 때까지 보류 중 상태가 됩니다. 환영 이메일을 끄려면 구독 요약에서 구독 기본 설정 > 구독 이메일 사용

중지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제거
사용자 관리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거나 목록을 가져와 여러 사용자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1. 대량 옵션 > 사용자 제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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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쉼표로 구분된 이메일 주소를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csv 파일 또는 .txt 파일에서 사용자 이메일 목록을 가져옵

니다.

3. 사용자제거를 클릭하십시오.

자동화된 프로비저닝을 통해 사용자 관리
사용자 관리에서 에서 SCIM 토큰을 생성하여 사용자 프로비저닝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토큰은 인증 및 구독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므로 단일 사용자 관리 시스템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를 추가, 업데이트 및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참고 토큰을 작성하는 라이센스 관리자는 토큰이 작동하려면 구독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1. 대량 옵션 > 프로비저닝 사용자.

2. 토큰만들기를클릭합니다.

3. 사본 토큰을 클릭하여 토큰을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4. 선택한 사용자 관리 응용 프로그램을 열고 토큰을 가져옵니다.

토큰은 저장하거나 저장할 수 없으며 180일 후에 만료됩니다. 토큰이 손실, 삭제 또는 만료된 경우 Minitab 라이선

스 포털에 로그인하고 새 토큰을 생성하여 사용자를 계속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SCIM 토큰을 만든 후

Minitab 라이선스 포털은 SCIM(System for Cross-Domain Identity Management) 2.0 프로토콜을 통한 자동화

된 사용자 프로비저닝을 지원합니다. SCIM과 Minitab 라이센스 포털의 통합은 /Users 엔드포인트로 제한됩니다.

그룹/ 엔드포인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nitab 기술 지원에 문의하십시오.

© 2023 Minitab, LLC. All rights reserved. Minitab®, Minitab Workspace®, Minitab Connect®, Minitab
Model Ops®, Quality Trainer®, SPM® and the Minitab® logo are all registered trademarks of Minitab,
LLC,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Additional trademarks of Minitab, LLC can be found at

www.minitab.com. All other marks referenced remain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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