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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Ship 발송 소프트웨어를 다른 PC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

이 가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한 운영 체제에서 다른 운영 체제로 PC 업그레이드 시
  한 PC에서 다른 PC로 WorldShip 이동 시
참고: 설치 유형은 업그레이드된 시스템 또는 새 PC에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 단일 워크스테이션에서 단일 워크스테이션으로 또는 관리자에서 관리자로 등). 
이 지침은 WorldShip 데이터에만 해당됩니다. WorldShip과 관련 없는 PC에서 데이터 
및 프로그램을 백업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Microsoft®에 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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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시작
1단계: WorldShip 데이터를 백업하기 전에 보류 중인 
데이터에 대해 WorldShip 일과 종료를 실행합니다.

2단계: ODBC DSN 가져오기/내보내기 이름을 
결정합니다.
WorldShip 내에서 가져오기/내보내기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6단계: ODBC DSN 가져오기/내보내기 이름을 결정합니다로 
이동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3단계: WorldShip 지원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WorldShip 데이터를 백업합니다를 
진행합니다.

3단계: WorldShip 지원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WorldShip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1.	 시작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지원 유틸리티를 열려면 프로그램 또는 모든 프로그램 > 

UPS > WorldShip 지원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또는 검색 
표시줄에 ‘UPS WorldShip 지원 유틸리티’를 입력합니다.
참고: Windows 7을 사용하는 경우 WorldShip 지원 
유틸리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선택합니다.

3.	 설치 유형(독립형/단일 또는 LAN 관리자)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7단계: 설치 
유형을 결정합니다로 이동합니다. 설치 유형은 업그레이드된 
시스템 또는 새 PC에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단일 
워크스테이션에서 단일 워크스테이션으로 또는 관리자에서 
관리자로 등).

4.	 지원 유틸리티의 기본 화면에서 데이터 유지 관리를 더블 
클릭합니다.

5.	 데이터 유지 관리 화면에서 백업을 클릭하여 WorldShip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UPSNRFRvlDB를 백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선택 사항입니다.
참고: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사용자가 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백업을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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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백업이 완료되면 지원 유틸리티에서 백업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 위치를 꼭 적어 놓아야 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8.	 지원 유틸리티를 종료합니다.
9.	 내 컴퓨터 또는 Microsoft® Windows 탐색기®를 

사용하여 위에서 적어 둔 데이터베이스 백업 위치를 
찾습니다. 네트워크 드라이브 또는 외장 드라이브에 폴더를 
복사합니다.
참고: 폴더를 PC의 로컬 드라이브에 복사하지 마십시오. 
운영 체제를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로컬 PC의 파일과 폴더는 
삭제됩니다.

10.	 내 컴퓨터 또는 Microsoft Windows 탐색기를 사용하여 
WorldShip이 설치된 폴더를 찾습니다. 예시: C:\UPS\WSTD. 
다음 폴더와 모든 콘텐츠를 네트워크 드라이브 또는 외장 
드라이브에 복사합니다.

	 a. \UPS\WSTD\Archive
	 b. \UPS\WSTD\Backup
	 c. \UPS\WSTD\ImpExp
참고: 관리자 워크스테이션에 해당하는 경우 \UPS\WSTD\
ImpExp 폴더는 관리자 공유 폴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1.	 이 절차에서는 WorldShip 데이터만 저장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백업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Microsoft에 문의하십시오. 운영 체제가 업그레이드되면 
5단계: 새 운영 체제 또는 새 PC에 WorldShip을 
설치합니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치 시작(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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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운영 체제를 업그레이드합니다.
다음에 대해서 이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WorldShip과 관련 없는 데이터 및 프로그램 백업
  운영 체제 업그레이드

5단계: 새 운영 체제 또는 새 PC에 WorldShip을 
설치합니다.
1.	 새 시스템에 WorldShip을 설치합니다. 원래의 WorldShip 

설치 유형과 동일한 WorldShip 설치 유형(LAN 관리자 또는 
단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시스템이 재부팅되면 WorldShip이 시작되고 설치가 
계속됩니다.

3.	 통신을 구성하되 등록 프로세스에 도달하면 WorldShip 
시작을 취소합니다. 백업된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할 것입니다
(이 단계가 불필요해짐). 확인을 클릭하여 등록 프로세스를 
종료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4.	 데이터베이스 백업 폴더를 시스템에 복사합니다(3단계: 
WorldShip 지원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WorldShip 
데이터를 백업합니다의 설명에 따름).

5.	 새로 설치한 WorldShip 시스템의 동일한 디렉터리 구조에 
다음 폴더를 복원합니다.	
a. \UPS\WSTD\Archive	
b. \UPS\WSTD\Backup	
c. \UPS\WSTD\ImpExp
참고: LAN 관리자 워크스테이션에 해당하는 경우 \UPS\
WSTD\ImpExp 폴더는 관리자 공유 폴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6.	 지원 유틸리티를 엽니다.
7.	 지원 유틸리티의 기본 화면에서 데이터 유지 관리를 더블 
클릭합니다.

8.	 데이터 유지 관리 화면에서 복원을 클릭하고 이전 
시스템에서 생성 후 새 시스템에 복사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찾습니다.
참고: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사용자가 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복원을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운영 체제 업그레이드 및 Worldship  
발송 소프트웨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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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용 가능한 백업 창에서 해당 파일을 강조 표시하고 
복원을 클릭합니다.

10.	 예를 클릭하여 디렉터리에 모든 파일을 복원합니다.
11.	 백업 파일이 복원되었음을 나타내는 화면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12.	 지원 유틸리티를 종료합니다.
13.	 WorldShip 내에서 가져오기/내보내기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8단계: ODBC DSN을 재생성합니다로 이동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14.	 WorldShip을 시작합니다. WorldShip을 시작하는 중에 
등록 화면이 나타나면 마침을 클릭하여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15.	 프린터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합니다. 감열식 프린터 
드라이버는 WorldShip을 통해 설치해야 합니다.

WorldShip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운영 체제 업그레이드 및 Worldship  
발송 소프트웨어 설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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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ODBC DSN 가져오기/내보내기 이름을 
결정합니다.
WorldShip 내에서 가져오기/내보내기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나 새 시스템에서 재생성할 수 있도록 
기존 ODBC DSN 가져오기/내보내기 이름이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기존 ODBC DSN 가져오기/내보내기 이름을 
찾습니다.
1.	 WorldShip을 시작합니다.
2.	 도구 모음에서 데이터 가져오기/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3.	 맵 생성/편집을 선택합니다.
4.	 ‘ODBC DSN/위치’ 열 아래에 표시되는 각 항목의 이름과 

정확한 철자를 기록합니다.
참고: 새 PC에서 WorldShip 가져오기/내보내기 기능을 
계속 사용하려면, 이전 PC에서 구성한 것과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ODBC DSN을 구성해야 합니다.

5.	 WorldShip을 닫습니다.
6.	 3단계: WorldShip 지원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WorldShip 
데이터를 백업합니다로 돌아갑니다.

ODBC DSN 가져오기/내보내기 이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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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설치 유형을 결정합니다.
설치 유형을 결정하려면 지원 유틸리티의 기본 화면에서 
보기 > WorldShip 정보를 선택합니다.

1.	 설치 유형은 화면 왼쪽의 발송인 상자 아래에 표시됩니다.
2.	 설치 유형을 기록합니다.
참고: 이러한 절차는 새 PC 또는 업그레이드된 PC에서 설치 
유형이 동일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종료를 클릭하여 지원 유틸리티의 기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4.	 3단계: WorldShip 지원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WorldShip 
데이터를 백업합니다로 돌아갑니다.

8단계: ODBC DSN을 재생성합니다.
WorldShip 내에서 가져오기/내보내기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ODBC DSN을 재생성해야 합니다.
1.	 32비트 시스템에서 ODBC 관리자를 시작하는 방법:
	 a.  시작 > 제어판 > 관리 도구 > 데이터 원본(ODBC) 클릭
2.	 64비트 시스템에서 ODBC 관리자를 시작하는 방법:
	 a.  내 컴퓨터에서 로컬 디스크(C:) 선택
	 b.  Windows > SysWOW64로 이동
	 c.  ‘odbcad64.exe’를 선택하여 ODBC 관리자 시작
3.	 6단계: ODBC DSN 가져오기/내보내기 이름을 
결정합니다의 정보를 사용하여 새 ODBC DSN을 
생성합니다. ODBC DSN 이름은 이전 컴퓨터의 이름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참고: 대소문자 구분).

4.	 5단계: 새 운영 체제 또는 새 PC에 WorldShip을 
설치합니다로 돌아갑니다.

설치 유형 선택 및 ODBC DSN 재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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