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DB를 만들기 위해 BioStar1.6 ExpressSetup_Korean.exe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Microsoft SQL Server 2005 -> 

    SQL Server Management Studio Express를 실행합니다.

●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나면 'Connect'를 클릭합니다.

● 아래 화면처럼 '기룡\BSSSERVER'에서 마우스 우측버튼 클릭 후 'Properties' 클릭합니다.

         ('기룡'은 샘플 폴더명으로 폴더명은 업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MS SQL MK DB 만드는 방법

■ sa 계정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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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 클릭 후 'Windows Authentication mod'에서 

     'SQL Server and windows Authentication mode' 로 변경 후 'OK' 클릭합니다.

●  기본화면에서 'Security' 클릭, 'Logins' 클릭, 'sa'폴더에 마우스 우측버튼 클릭 후 'Properties'클릭

● 'General'클릭 후 'sa' 비밀번호를 '1111'로 변경하고 다시 'Status' 클릭, 'Deny'를 'Grant'로 변경.

     'Disabled'를 'Enabled' 변경 후 'OK' 버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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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룡\BSSSERVER'에서 마우스 우측버튼 클릭 후 'Restart'를 클릭합니다.

● CD에 'MSSQL' 폴더 안에 있는 'SAKT.MDF, SAKT_LOG.LDF'  파일을 복사해서 

    'C:\Program Files\Microsoft SQL Server\MSSQL.1\MSSQL\Data' 폴더에 붙여넣기 합니다.

   - CD 안의 폴더 

      - 'C:\Program Files\Microsoft SQL Server\MSSQL.1\MSSQL\Data' 폴더 경로

■ MS SQL MK DB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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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Bases'에서 마우스 우측버튼 클릭 후 'Attach' 클릭합니다.

● 'Add'버튼 클릭하고 'SAKT.mdf'를 클릭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 'DataBases'에서 'SAKT' 폴더가 생성되었으면 DB 만들기가 완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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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하고 연결설정창이 아래처럼 나타나면 IP와 1433포트번호를 본인 컴퓨터에서

    확인해서 변경하고 '연결테스트'를 합니다. 1443 포트번호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컴퓨터' -> '관리' -> '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 -> 'SQL Server Configuration Manager' ->

    'SQL Server 2005  '->SQL Server 2005 Configuration'-> 'Protocols for BSSERVER' -> 

    'TCP/IP' -> 'IP Addresses' 에서 확인

■ MK GOS POLNEIS에서 DB 연결하기

'내 컴퓨터' 아이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관리'클릭 

포트 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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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MK GOS BS가 설치되어 연결설정을 다시 해야하는 경우 '실행'에서 

    'regedit'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로에서 'MK GOS BS' 폴더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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