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설명서
PC, Mac & Android 



01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려면 주문 
확인 전자 메일에서 다운로드 링크를 여십시오. 
그러면 Trend Micro가 사용자 컴퓨터에 대한 
시스템 확인을 수행합니다.

설치 프로그램은 http://www.trendmicro.
com/download/kr/에서도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있습니다.

03
사용권 계약을 읽은 후 동의하는 경우 동의 및 
설치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이제 설치가 시작됩니다.

02
유료판을 선택한 다음 일련 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일련 번호는 주문 확인 전자 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설치 완료 창이 표시되면 마침을 클릭하여 
설치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Trend Micro에서 월별 보안 보고서를 
수신하려는 경우 예를 클릭합니다.

06
계정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세부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활성화를 완료하면 보호 기능 활성화 창이 
표시됩니다. 마침을 클릭하십시오.

05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이미 계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계정에 할당된 전자 메일 주소인지 확인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 창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 경우 
데스크톱의 바로 가기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PC에서 설치
자세한 시스템 요구 사항은 Trend Micro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 또는 활성화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http://www.trendmicro.com/ti10help-kokr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trendmicro.com/download/kr/
http://www.trendmicro.com/download/kr/
http://www.trendmicro.com/ti10help-kokr


보안 소프트웨어의 다른 
기능에 액세스

Trend Micro에 지원 요청 Trend Micro 계정 관리

보안 소프트웨어 설정 조정

보안 보고서를 열어 소프트웨어가 
보안을 유지하는 방식 확인

가입을 통해 다른 PC, Mac 또는 
Android 장치 보호

컴퓨터에서 위협을 
검색하고 성능 최적화

가입 상태 확인

PC 기본 콘솔



01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려면 주문 
확인 전자 메일에서 다운로드 링크를 
여십시오. 그러면 Trend Micro가 사용자 
컴퓨터에 대한 시스템 확인을 수행합니다.

http://www.trendmicro.com/download/kr/
에서도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있습니다.

02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Continue을 클릭하십시오. 

사용권 계약을 읽은 후 Agree을 클릭하여 
동의하십시오.

03
일련 번호를 입력한 다음 Continue을 
클릭합니다.

일련 번호는 주문 확인 전자 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Install를 클릭하여 설치를 승인하십시오. 
설치가 완료되면 Close를 클릭하여 설치 
프로그램을 닫으십시오.

05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Next을 
클릭합니다. 이미 계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계정에 할당된 전자 메일 주소를 
사용하십시오.

이 창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 경우 
Applications 폴더에서 Trend Micro 
소프트웨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Mac에서 설치
자세한 시스템 요구 사항은 설치 디스크의 User Support 폴더 또는 Trend Micro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 또는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http://www.trendmicro.com/ti10help-kokr를 방문하십시오.

06
계정 정보를 입력하고 Next을 클릭하십시오. 
세부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Next을 클릭합니다.

활성화가 완료되면 보호가 활성화됨 창이 
표시됩니다.

http://www.trendmicro.com/download/kr/
http://www.trendmicro.com/ti10help-kokr


01
휴대폰 또는 태블릿에서 Play Store를 열고
Trend Micro를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Trend Micro의 Mobile Security & 
Antivirus를 연 다음 설치를 탭합니다.

Kindle Fire의 경우 Android용 Amazon 
Appstore를 엽니다.

02
설치를 탭한 다음 동의를 탭하여 앱 
권한을 허용합니다.

03
앱 다운로드 및 설치 후, 열기를 탭합니다.

Android용 설치(Trend Micro Mobile Security)
중요: 아래 단계를 따르기 전에 PC 또는 Mac에서 Trend Micro를 설치 및 활성화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앱을 설치 또는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http://www.trendmicro.com/ti10help-kokr를 방문하십시오.

04
사용권 계약에 수락한 다음 구입/활성화 
를 선택하여 Mobile Security를 
활성화합니다.

설치 후 최대 30일까지 Trend Micro 
일련 번호를 사용하여 앱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05
활성화 코드 사용을 선택한 다음 일련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일련 번호는 주문 확인 전자 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
Mac 또는 PC에서 Maximum Security를 
설정할 때 사용한 계정에 대한 암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장치 검색을 선택하여 
장치에 위협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http://www.trendmicro.com/ti10help-k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