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데이터신청하기② - 데이터신청및승인]

(1)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페이지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데이터 사용 신청 및 승인을 받습니다.

(3) 위 화면의 테이블 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2) 데이터 신청절차를 완료하면 승인 후 [마이페이지] – [신청 및 문의 조회 > 데이터 신청내역] 탭에서
데이터의 승인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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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RIX EX - Windows 및 Mac 용간단사용설명서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다운로드를실행하기위해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 Windows의 경우, Intel 및 AMD 기반의 WIndows에 한해 지원됩니다.

1. [데이터신청하기① - 휴대폰인증하기]

원하시는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휴대폰 인증절차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 휴대폰 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  AI 허브에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관리]

탭에서 휴대전화 인증 버튼을 클릭하셔서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화면에서 노란색 펼침 이이콘 에 마우스 포인터를 맞춰 클릭하면, 서브 폴더가 표시됩니다.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데이터명 앞의 체크박스에 체크한 뒤 [선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 승인 후에는 위 화면과 같이 버튼명이 [신청하기] 에서 [다운로드] 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데이터다운로드하기① -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프로그램자동실행]

위 2번 (3) 내용대로 마이페이지 – 데이터 신청 내역 탭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인공지
능 학습용 데이터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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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다운로드하기③ -데이터저장위치변경하기]

데이터가 저장되는 디렉토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데이터 다운로드 진행 창에서 아래 화면처럼 폴더 이미지

부분(빨간 색 박스 부분)을 클릭하신 뒤 저장할 디렉토리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외장하드에도 저장 가능). 

설정이 끝난 뒤,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6. [데이터다운로드하기③ - 일시멈춤및계속하기]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도중에 일시 중단을 원할 경우 [일시멈춤]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다운로드를 다시 재개할

때는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다운로드 진행 중 오른쪽 상단의 x 부분을 클릭해서 실행 창을 닫으면 다운로드가 자동적으로

중단됩니다. 이 때 다운로드 이력도 함께 삭제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시 다운로드 받고자 할 경우, 처음

부터 다시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7. [[데이터다운로드하기④ - 다운로드완료]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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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프로그램재설치하기① -기존설치된프로그램삭제하기]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데이터 목록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았을 가

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어판] – [앱] 메뉴에서 이전에 설치되었던 ‘INNORIX EX’ 앱을 찾아 [앱 삭제하기]

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프로그램재설치하기① -수동설치프로그램다운로드]

앱 삭제가 완료된 후,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수동설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ftp.aihub.or.kr/install/install2.html

10. [프로그램재설치하기① - 프로그램인스톨]

다운로드가 완료된 후 위 화면과 같이 [폴더 열기] 를 선택한 뒤, 폴더 안에 저장된 INNORIX-EX-Agent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프로그램 설치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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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Firefox 브라우저사용자

Firefox 브라우저 사용 시, ‘INNORIX EX’ 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실행 시 다운로드 프로그램 설치화면이
출력되는 경우 윈도우 재부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sftp.aihub.or.kr/install/install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