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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교체 또는 포맷으로 인한 프로그램 재설치 및 기존 데이터 복원방법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나 기존 컴퓨터를 포맷해서 재 설치할 경우 최초 구매시 포함된 프로그램CD가 필요합니다. (분실시 재구매)

프로그램을 재 설치하려면 먼저 기존에 사용인 컴퓨터에서 DB를 복사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사용중인 해당프로그램을 확인 후 아래내용을 참조해 진행하십시오.

근태관리 프로그램(MK-GOS / MK-AMS / MERITEK 등) 및 지문관리 프로그램(BioAdmin / BioStar)의 데이터를 백업해 두어야 재설치시 기존 데이터 복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해당 폴더를 USB메모리 등 저장 매체를 이용해 보관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파일들을 보관한 후 컴퓨터 본체에 꽂혀 있는 아래 그림과 같은 모양의 프로그램 Hard Lock Key를 필히 보관합니다.

※ 주의: 하드락키를 분실한 경우 재구매 해야함.   Hard Lock Key = 통상 키락(Key Lock)이라 칭함

프로그램 재 설치 후 락키가 없으면 우측과 같은 에러창이 뜨고 프로그램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1. 근태관리프로그램이 설치된 해당 폴더를 복사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폴더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2-1. 바이오어드민(BioAdmin)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사용중인 지문인식 단말기가 아래와 같다면 그림과 같은 해당 폴더를 보관합니다.

'C:\Program File' 폴더내에 'BioAdmin' 

또는 'BioAdmin 3.0' 폴더가 있으면,이 폴더를 

복사해서 USB 메모리나  다른 저장매체에 

보관합니다. 

C:\ 드라이브에 'MK' 또는 'MERIT' 폴더를 복사해서 

USB 메모리나 다른 저장매체에 보관합니다.  

BioAdmin 또는 BioAdmin 3.0폴더 

'MK' 또는 'MEIRT' 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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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바이오스타(BioStar)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MS SQL DB를 사용하므로 아래와 같이 백업을 받습니다.

  바탕화면의 BioStar Server Config 아이콘을 실행한 다음 '실행중'이 나타나면 '멈춤'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SQL Server Configuration Manager'를 실행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SQL Server(BSSERVER)' 와 'SQL Server Browser'를  'Stop'상태로 변경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해당 폴더를 복사해서 보관합니다.

해당 폴더 경로는 'C:\Program Files\ Microsoft SQL Server\ MSSQL.1' 폴더 밑에 'MSSQL' 폴더 자체를 복사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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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설치하기 (프로그램CD 필요)

버젼별로 폴더 내의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CD 매뉴얼 폴더에 프로그램 INSTALL 하는 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MK' 폴더를 백업한 경우 (MK-GOS / MK-AMS 프로그램 등)

    - INSTALL CD에 있는 파일내용입니다. 아래의 안내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INSTALL 합니다. 실행하고  팝업창들이 나타나면 '다음' 버튼을 계속 클릭합니다.

하드락 키 드라이브를 설치합니다. 실행파일을 클릭하세요.

지문관리 프로그램 'BioAdmin'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필수 설치프로그램은 아닙니다.(지문인증시 단말기에 이름표시 기능 등에 사용)

INSTALL 파일중 'BioAdmin Standalone Setup'만 실행해서 설치합니다.

▸ 'MERIT' 폴더를 백업한 경우 (MERITEK 프로그램)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INSTALL 합니다.

하드락 키 드라이브를 설치합니다. 

프로그램설치 후 CD에 있는 system32-1 폴더 내용을 복사해서 

컴퓨터 Windows 해당폴더에 붙여넣기 합니다. (하단방법참조)

※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법은 아래 설명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CD에서 'SYSTEM32-1' 폴더의 모든 파일을 복사해서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의 'C:\WINDOWS\System32' 폴더에 붙여넣기 합니다.

MK-GOS(BS) (관공서) 

MK-EMS(BS) (관공서 교육) 

MK-AMS(BS) (일반업체) 

                     또는                      또는 

MERITEK PRO-S(일반/제조) 

MERITEK PRO-G(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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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해 둔 DB(데이터베이스) 붙여넣기
     근태관리 프로그램(MK-GOS / MK-AMS / MERITEK 등) 및 지문관리 프로그램(BioAdmin) 사용의 경우

     백업받은 폴더를 붙여넣기에 앞서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DB연결을 먼저 합니다.

또는 좌측 그림과 같은 하드락키를 컴퓨터 포트에 꽂은 후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좌측 그림처럼 창이 나타나면  '찾아보기' 를 클릭해서

찾는 위치를 'C:\MK\DB' 폴더 또는 'C:\MEIRT\DB'를 선택합니다.

폴더내에 'SAKT.MDB' 파일이 한 개 있는데, 그 파일을 더블클릭 또는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의 순서대로 작업을 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연결테스트'를 눌러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기본설정'으로 창으로 변경됩니다.

 '마침' 버튼을 클릭하고, 아래와 같은 로그인 창이 나타나면 '취소'를 누릅니다.

▸ DB를 USB 메모리에 저장했다면, 복사해 둔 파일을 C:\ 드라이브 해당 위치에 붙여넣기 합니다.

※ 'MK' 또는 'MERIT' 폴더를 복사해서 'C:\'에 붙여넣기 합니다. 이미 설치된 폴더에 덮어쓰기 합니다. '폴더 바꾸기 확인' 메시지가 나오면 '모두 예'를 선택합니다.

※ 'BioAdmin' 또는 'BioAdmin 3.0' 폴더는 복사해서 'C:\Program Files\'에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하실 때 '폴더 바꾸기 확인' 메시지가 나오면 '모두 예'를 선택합니다.

또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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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해 둔 SQL DB(데이터베이스) 붙여넣기

     지문관리 프로그램(BioStar) 사용의 경우

※ 바이오스타 설치CD의 BioStar 1.60 설치 폴더 -> 'INSTALL' 폴더에 있는, 셋업 프로그램인 BioStar1.6 ExpressSetup_Korean.exe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합니다.

     (BioStar 1.8버젼도 동일함)

●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Microsoft SQL Server 2005 -> Configuration Tools -> SQL Server Configuration Manager을 실행합니다.

                   ※ 단, Windows7  64비트를 사용할 경우는 위 실행파일이 안 보입니다. 설치 CD 'BioStar 1.60' 폴더에 있는

셋업 파일을 먼저 설치하십시오.

아래 그림처럼 'SQL Server(BSSERVER)' 와 'SQL Server Browser'를 멈춥니다.

다음 해당 폴더에 백업 받은 폴더를 붙여넣기 합니다.

 'C:\Program Files\ Microsoft SQL Server\ MSSQL.1' 폴더아래

 'MSSQL' 폴더 자체를 붙여넣기 합니다.

메뉴로 이동해서 멈춘 작업을 다시 실행합니다. (Stopped -> Running)

  아이콘을 실행하시고 아래 그림처럼 '시작'을 클릭합니다.

해당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프로그램 재 설치방법 5/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