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로헬스 설치 방법

설치 시 주의사항
하나의 시리얼 키는 3회까지만 설치 가능 (단, 뉴로헬스는 2회)

횟수 초과, 분실 시 재구매 하셔야 합니다.

컴퓨터이상으로포맷 후 재설치 하는 경우, 본사로 문의주시면 2회에 한하여 재설치 도와드립니다.

컴퓨터 환경
설치 시 인터넷에 연결되어있어야 합니다.

윈도우 7 이상에서 사용가능합니다. (windows 7, windows 8.1, windows 10)

권장사양
CPU(프로세서) : 인텔코어 i5 또는 AMD Ryzen5 이상

RAM(메모리) : 4GB 이상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네이버 웨일과 크롬 브라우저는 브라우저 보안설정에 따라 다운로드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어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하였습니다.마이크로소프트 엣지(Microsoft Edge)를 사용

사용 추천 보안을 사유로 비추천

검색창에 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파낙토스”

설치 전 확인사항

파낙토스 홈페이지 접속



검색결과 중 “ ”를 클릭합니다.뇌과학1위기업 파낙토스

화면 우측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 합니다.
아이디가 없는경우엔 “ ”을 먼저 진행 하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회원가입

로그인 진행 후, 좌측 하단의 “ ”를 클릭합니다.프로그램 다운로드

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자료실로 이동되면, 좌측하단의 를 클릭합니다.“필수 프로그램(PC 버전)”

패키지프로그램 중 의 창에 시리얼코드를 입력 후 클릭 합니다.뉴로헬스패키지(NeuroHealth) 확인 

이 화면에서 입력하시는 제품번호(시리얼키)는 사용횟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입력시 영어, 숫자 혼동에 주의합니다.

숫자 알파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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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번호를 알맞게 입력하신 후 버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 ”버튼을 클릭합니다.모두 표시

NeuroHealth_1.5_Setup.zip 의 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은 폴더가 나타납니다.“폴더에 표시”

다운로드 폴더가 열리면 뉴로헬스 설치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NeuroHealth_1.5_Setup 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메뉴가 열립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압축을 해제합니다

검정색 글씨(NeuroHealth_1.5_setup)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야 메뉴가 열립니다.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따라 보이는 화면이 다릅니다.

자신의 컴퓨터에 나타나는 “압축풀기”를 진행해주세요.

압축해제(압축풀기)



“압축 풀기” 클릭 “알집으로 압축풀기”클릭 “반디집으로 압축풀기”클릭

(위) 압축해제 전 / (아래) 압축해제 완료)

압축해제 된 NeuroHealth_1.5_setup 폴더에 진입 하신 후 
를 실행합니다.”NeuroHealth_1.5_setup”

방법1 방법2

알집으로 압축풀기를 하시는 경우, 안전폴더에 풀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진행하게되면 정상적인 설치가 안되기때문에, 반드시 를 눌러주세요.“예”

컴퓨터에 따라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치

컴퓨터의 설정에 따라 Windows의 PC보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따라 진행하신 후 NeuroHarmoney_1.1_setup을 다시 실행합니다.

방법1에 따라 진행하시고, 안되는 경우 방법2로 진행합니다.



1.  

“추가정보” 클릭

“NeuroHormoney_1.1_setup” 우클릭
>  클릭“속성”

“실행” 클릭

2. “차단 해제” 체크

3. “확인” 클릭

설치 과정은 표를 따라 진행합니다.



“다음” 클릭

“예 클릭”

폴더가 많은 창이 나타나는데,

우측 상단의 “ X “ 클릭하여 닫기

제품번호(시리얼키)를 다시 입력 한 후
버튼을 클릭합니다.”설치”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입력시 영어, 숫자 혼동에 주의합니다.



1.  

2.  

“Extract” 클릭

“다음” 클릭

“동의함” 체크

“다음” 클릭

“마침” 클릭



“마침” 클릭

바탕화면의 “NeuroHealth1.5”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여 실행합니다.

가장 먼저 “트레이닝 프로토콜”을 클릭하여 훈련모드를 설정합니다.
자신의 훈련프로토콜을 아시는 경우 YES를 눌러 선택하고,

모르는 경우 NO를 누르면 자신에게 적합한 훈련모드를 찾기위해 검사가 진행됩니다.

제품번호(시리얼키)입력 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Unkown faliure!
인터넷연결이 안되어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연결해주세요.

Wrong serial number
시리얼키를 잘못입력 한 경우 나타납니다.

숫자 1과 영문 I / 숫자 0과 영문O를 구분합니다.

Exceeded the limithe install count
하나의 시리얼키로 3번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횟수가 초과 된 경우 발생합니다.

사용횟수가 모두 소진 된 상태에서 컴퓨터 고장 등으로 인하여 재설치를 하시는 경우 본사로 연락주시면 1회에 한하여 
횟수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용횟수 소진 시 프로그램의 시리얼키를 새로 구매하셔야합니다.

프로그램 실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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