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SSQL 설치형 한글 환경으로 변경 

MSSQL의 기본 언어 환경을 영어 -> 한글로 변경합니다. 

개요 [필독]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MSSQL 설치형 서버를 사용하실 경우, 기본 환경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MSSQL의 언어 환경을 한글로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가이드는 크게 2가지이며 다음과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① MSSQL의 System Collation을 영어-> 한글로 변경하기 

② SSMS를 영어 -> 한글로 변경하기 

단 이 가이드에서 설명하고 있는 작업들은 MSSQL 이 재시작 및 OS 재부팅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서비스에 영향이 

발생합니다. 

특히 1번 Collation 변경 작업의 경우 system database를 변경하게 되어 서비스에 영향없는 시간대에 반드시 DB backup 등을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영어를 한글로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나, 같은 방법으로 타언어(일본어, 중국어 등)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위험요소가 있는 작업이므로 시작하기 전에 Microsoft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후, 숙지 된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https://docs.microsoft.com/en-us/sql/relational-databases/databases/rebuild-system-

databases?view=sql-server-2017 ) 

Collation 변경 가이드 

1) MSSQL 서버 생성이 완료되었으면, ssms (sql server management studio)를 실행합니다. 설치된 DB 버전에 따라 실행 

아이콘의 위치가 다릅니다. 

① MSSQL 2008R2 (start - Microsoft SQL Server 2008R2 - SQL Server Management Studio 실행) 

 



② MSSQL 2012 & 2014 & 2016 (Apps - SQL Server Management Studio 실행) 

 

③ MSSQL 2017 ( start - Microsoft SQL Server Management Studio 17 - Microsoft SQL Server Management Studio 실행) 

 



2) ssms에서 sa 계정의 비번을 적당하게 설정합니다. 

 

① ssms로 설치된 SQL Server에 접속 

 

 

 

 

 

 

 



② Security - Logins에서 sa 선택하여 Properties 선택 

 

③ sa 계정의 password를 변경합니다. 

 

 

 



④ sa 계정에 대해서 Login - Enable로 변경합니다. 

 

⑤ 현재 system collation 확인 목적으로 인스턴스에서 properties 선택합니다. 

 

 

 

 

 



⑥ 영어권인 Latin1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3) cmd를 실행하여, MSSQL setup bootstrap 폴더로 이동합니다. 

 

실행된 CMD 창에서 각 MSSQL 버전에 맞게, 아래 내용을 입력합니다. 

① MSSQL 2008R2 

 cd C:\Program Files\Microsoft SQL Server\100\Setup Bootstrap\SQLServer2008R2 

② MSSQL 2012 

 cd C:\Program Files\Microsoft SQL Server\110\Setup Bootstrap\SQLServer2012 

③ MSSQL 2014 

 cd C:\Program Files\Microsoft SQL Server\120\Setup Bootstrap\SQLServer2014 

④ MSSQL 2016 

 cd C:\Program Files\Microsoft SQL Server\130\Setup Bootstrap\SQLServer2016 

⑤ MSSQL 2017 

cd C:\Program Files\Microsoft SQL Server\140\Setup Bootstrap\SQL2017 

4) CMD 창에서 위에서 변경한 sa 계정의 패스워드를 참고하여 collation 변경 command 실행합니다. 

Setup /QUIET /ACTION=REBUILDDATABASE /INSTANCENAME=MSSQLSERVER /SQLSYSADMINACCOUNTS=administrator 
/SAPWD=password /SQLCOLLATION=Korean_Wansung_CI_AS 

 

① cmd 창에서 Collation 변경 명령을 실행합니다. 



 

② 인스턴스의 Collation이 한글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버전의 SSMS 설치하기 

생성된 MSSQL 서버에서 제어판에서 시스템 locale 및 언어 설정을 한국 및 한글로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으면 한글판 

SSMS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1) MSSQL 2008R2의 경우 

 

 

 

 



① 제어판에서 Clock, Language and Region을 실행합니다. 

 

② Location을 한국으로 변경합니다. 

 

 

 



③ Keyboards and Languages를 한국어로 변경합니다. 

 

④ Microsoft 공식 사이트에서 SSMS 한글판을 다운로드해 설치합니다. 

2) MSSQL 2012 이상의 경우 

 

 

 

 

 

 

 

 



① 제어판의 Clock, Language and Region에서 한국어의 우선 순위를 높게 설정합니다. 

 

② Location을 한국으로 변경합니다. 

 



③ UI의 언어를 한국어로 통일합니다. 

 

④ 버전에 따라서 Windows OS 한글팩을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Microsoft에서 공식 제공하고 있는 SSMS는 MSSQL Engine과는 별도의 GUI 기반의 관리 툴입니다. Microsoft 공식 

웹사이트에서 한글 버전의 SSMS를 무료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으며 MSSQL 버전과 상관없이 최신 버전의 SSMS를 

다운로드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MSSQL 2017의 경우 SSMS 18 버전에서만 한글이 호환됩니다. 

( https://docs.microsoft.com/ko-kr/sql/ssms/download-sql-server-management-studio-ssms?view=sql-server-2017 ) 

감사합니다. 

 

https://docs.microsoft.com/ko-kr/sql/ssms/download-sql-server-management-studio-ssms?view=sql-server-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