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nsBrowser는 Linux/Windows에서 동작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합니다.

※ Linux 환경에서 AgensBrowser 설치
※ AgensBrowser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을 완료해야 합니다.
●

Java 1.8 설치

●

AgensGraph 설치 (AgensGraph v1.3 이상)

●

○

AgensBrowser 관리용 DB 설치

○

AgensBrowser Admin 계정 생성
AgensBrowser 설치용 바이너리 파일 다운로드

① 압축파일 해제 및 agens-browser.config.yml 파일 수정
AgensBrowser 설치용 바이너리 파일을 다운로드 후 압축을 해제합니다. AgensBrowser
매뉴얼을 참조해 사용자 환경에 맞게 agens-browser.config.yml을 수정합니다.

② AgensBrowser 실행파일 생성
새 text파일을 생성해 아래의 내용을 기입후 확장자 .sh로 저장합니다(예시: agensbrowser.sh)

java -jar agens-browser-web-1.0.jar
--spring.c
 onfig.name=agens-browser.config

③ AgensBrowser 실행
위 단계에서 생성한 실행파일을 실행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AgensBrowser가 정상적으로
실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AgensBrowser 로그인

AgensBrowser는 Token 기반 인증방식을 사용하며 앞서 설정한 config
파일(agens-browser.config.yml)에 명시된 AgensGraph 계정(ID/PW)으로 자동 로그인 됩니다.
AgensBrowser에 연결하기 위해 리눅스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아래의 URL을 입력합니다.

http://DB_SERVER_IP_ADDRESS:W
 EB_SERVER_PORT/index.html
다음 예시는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웹 서버 포트 8085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정상적으로 AgensBrowser가 실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환경에서 AgensBrowser 설치
※ AgensBrowser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을 완료해야 합니다.
●

Java 1.8 설치

●

AgensGraph 설치 (AgensGraph v1.3 이상)
○

AgensBrowser 관리용 DB 설치

○

AgensBrowser Admin 계정 생성

●

AgensGraph 설치 (AgensGraph v1.3 이상)

●

AgensBrowser 설치용 바이너리 파일 다운로드

① 압축파일 해제 및 agens-browser.config.yml 파일 수정
AgensBrowser 설치용 바이너리 파일을 다운로드 후 압축을 해제합니다. AgensBrowser
매뉴얼을 참조해 사용자 환경에 맞게 agens-browser.config.yml을 수정합니다.

② AgensBrowser 실행파일 생성
새 text파일을 생성해 아래의 내용을 기입후 확장자 .bat로 저장합니다(예시:
agensbrowser.bat)

java -jar agens-browser-web-1.0.jar
--spring.c
 onfig.name=agens-browser.c
 onfig

③ AgensBrowser 실행
위 단계에서 생성한 실행파일을 실행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AgensBrowser가 정상적으로
실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AgensBrowser 로그인
AgensBrowser는 Token 기반 인증방식을 사용하며 앞서 설정한 config
파일(agens-browser.config.yml)에 명시된 AgensGraph 계정(ID/PW)으로 자동 로그인 됩니다.
AgensBrowser에 연결하기 위해 윈도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아래의 URL을 입력합니다.

http://DB_SERVER_IP_ADDRESS:W
 EB_SERVER_PORT/index.html
다음 예시는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웹 서버 포트 8085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정상적으로 AgensBrowser가 실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설치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상기 링크 또는 AgensBrowser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