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lassMLiveServer 설정 순서 ] 

1. 압축 된 ServerDownload.zip 파일의 압축을 풀어줍니다. 

2. 필요한 구성 폴더 및 파일의 유무를 확인 합니다. 

3. 설명 된 설정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ServerDownload 구성 폴더 및 파일 

- FTPHOME 

 _ProfileDir_ : 학생 profile 기본 제공 이미지 폴더 

- Server 

 ClassMLiveServer.exe : 서버 실행 파일 

 Libmysql.dll : 디비 관련 파일 

- mariadb-10.5.5-winx64.msi : MariaDB 설치 파일 

- innosoft.sql : 테스트 데이터 포함 DB 생성 sql 

- vc_redist.x86.exe : 서버 실행 관련 런타임 설치 파일 

 

 

 

 

 

 

 

 

 



[ 1. MariaDB Server 설치 ] 

 서버설정관련자료/mariadb-10.5.5-win64.msi 실행 

 

 

 



Custom Setup에서 모두 기본으로 그대로 두고 Next를 클릭합니다. 

 

* Root password를 설정하고 기억해 둡니다. 

서버에서 접속 시 설정 된 password가 다를 경우 정상작동 하지 않습니다. 

 



Install as service : MariaDB 

* Enable networking 체크하고 TCP port : 3306으로 설정합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 되었으므로 Install 클릭 합니다. 

 



설치 상태가 표현 됩니다.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Finish 클릭 

 

 



[ 2. DB 설치 ] 

위 MariaDB Server을 설치하면 아래와 같이 바탕화면에 HeidiSQL 이라는 프로그램 아이콘이 생

성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왼쪽 아래에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호스트명/IP : 127.0.0.1, 사용자 : root, 암호 : MariaDB 설치 시 설정한 Root password, 포트 : 

3306 설정합니다. 

모두 설정 되었다면 열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DB Server에 접속 된 화면이 보여집니다.  

 



파일 -> SQL 파일 실행을 선택합니다. 

 

ServerDownload / innosoft.sql을 선택하여 열기합니다. 

* innosoft.sql은 기본 데이터베이스와 테스트 아이디들 및 일부 데이터가 설정 되어 있습니다. 

[어드민 정보] ID : Admin, Password : sheriff, [선생님 정보] ID : artist, Password : sheriff 

 

 

위 열기를 실행하면 아래와 같이 innosoft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생성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왼쪽 리스트영역 클릭 후 F5키를 누르면 새로고침 되면서 나타납니다. 



디비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실행한 HeidiSQL 프로그램을 종료 합니다. 

 

 

 

 

 

 

 

 

 

 

 

 



[ 3. ClassMLiveServer 실행하기 ] 

ServerDownload /Server/ClassMLiveServer.exe 실행합니다. 

만약 실행 에러가 발생하면 서버설정관련자료/vc_redist.x86.exe 실행하여 설치 후 시도하세요. 

 

FTP 서비스 포트 : 2121 

홈디렉토리 : 서버설정관련자료/FTPHOME나 기타 원하는 디렉토리를 설정합니다. 

설정한 홈디렉토리 안에 서버설정관련자료/FTPHOME/_ProfileDir_ 폴더를 복사합니다. 

서비스 포트 : 9479 로 설정 후 시작을 클릭하세요. 

DB 유저아이디 : root 

DB 유저 패스워드 : MariaDB 설치 시 설정한 Root password 

시작 버튼을 클릭 해 에러 없이 시작 되었다면 서버 설정이 완료 된 것입니다. 

 

 

 

 



[ 4. 서버 접속 ] 

선생님 및 학생 설치프로그램 설치 후 최초 실행 시 접속 할 서버의 정보를 설정하는 창이 아래

와 같이 뜹니다. 

Ip : 서버를 실행 한 컴퓨터의 아이피 

포트 : 9479 

 

 

서버가 정상 실행 되어 있고 접속이 되었다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기타 사용법은 클래스MLive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