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ini Theater in Your Hand

간편 설명서
•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사용전에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U+ 포켓빔 사용 설명서: 셀루온 웹페이지 (http://www.celluon.com/kr/resources/)에서 읽기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 반드시 U+ 포켓빔 구성품으로 제공된 USB Type C 케이블과 어댑터를 사용하여 충전하세요.
제품 보증서: 보증 기간(1년) 동안 제품의 결함이 있는 경우 수리 또는 교체해드립니다. 제품의 품질 보증 기간은 1년으로 제품보증서 또는 구매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 보증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품질 보증 기간 내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고객 부주의로 발생한 불량 (외형 파손 등)에 대해서는 유상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품보증서
셀루온 제품을 구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제품은 셀루온 기술진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정밀검사 후 출하된 제품입니다.
만일 품질보증기간내에 제조상의 결함이나 자연적인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의 구매처나 ㈜셀루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델명
구입일

U+ 포켓빔 (picoBit-L)
년

월

Serial No.

일

고객성명

구입처

구입금액

제품 인증

KC : MSIP-CMM-CLK-PICOBIT

IC No : 10211A-PICOBIT

FCC ID : TCLPICOBIT

CE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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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60825-1 : Class 3R Laser

KC 적합인증 라벨 요구사항
적합성 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주식회사 셀루온

기자재 명칭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모델명

picoBit-L

제조년월

제품에 별도표기

제조자 / 제조국

주식회사 셀루온 / 한국

동작 주파수

802.11b/g/n20: 2 412~2 462㎒
802.11a/n20: 5745~5805㎒
WAS 1/n20 : 5 180~5 240㎒
Bluetooth BDR/EDR/LE : 2 402~2 480㎒

출력

802.11b/g/n20: 10㎽/㎒
802.11a/n20 : 10㎽/㎒
WAS 1/n20 : 2.5㎽/㎒
Bluetooth BDR/EDR/LE: 3㎽

외부 전원

DC 5V 2A

사용 환경

상온 (35°C 이하에서 사용 권장)
"해당 무선설비는 전파 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안내문
B급기기(가정용 방송통신기자재)

이 기기는 가정용(B급) 전자파 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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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경고
안전을 위해 레이저 광선을 직접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레이저 광선을 직접 들여다볼 경우, 눈이 레이저 광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을 충전할때에는 반드시 구성품으로 제공된 USB Type C 케이블과 어댑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제품은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물에 젖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본 제품은 온도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에서 사용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에 무리한 힘이나 충격을 가하면 제품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회사가 보증하는 무상 및 유상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제품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개조, 수리하지 마십시오. 전기충격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회사가 보증하는 무상 및 유상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제품은 레이저 Class 3R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안전합니다. 그러나 화면 출력부위를 긴 시간 동안 직접 응시하게 되면 안구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출력부위를 가까이서 응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제품은 내부 온도가 60°C 근처까지 올라가면 프로젝션 모듈 보호를 위해 모듈이 잠시 꺼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화면이 잠시 깜빡이거나 꺼질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프로젝션 모듈 특성상 열이 많이 나는 제품으로, 동작시 열로 인해 제품이 약간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을 4–5시간 정도 사용후에는 반드시 제품을 종료시켜 충분히 식힌 후, 다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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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각 부분 명칭

조작 방법

터치패드 상세 조작 방법
• 선택하기(클릭):
한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다가
뗍니다.

레이저 영상 투사 렌즈

1
음량조절 음량조절 +

터치 영역
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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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패드 영역

• 취소 및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기:
두 손가락을 벌린 상태로 동시에
눌렀다가 뗍니다.

Micro SD 카드 투입구
전원

피코비트의 상단 표면은 터치패드입니다.
피코비트의 전원이 켜지고 로딩이 끝나면 사용자가 터치패드를
사용하여 제어할 수 있는 커서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1 아이콘을 터치하여 음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Micro HDMI 단자

3.5 mm 오디오 연결 부위

• 상하 좌우로 움직이기(스크롤):
두 손가락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동시에 누른후, 원하는 방향으로 두
손가락을 같이 움직입니다.

2 표시된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손가락을 사용하여 원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움직임대로 화면의
커서가 움직입니다.

스피커

• 확대 또는 축소하기:
두 손가락을 벌린 상태에서 동시에
누른 후, 두 손가락을 상하로
벌리거나 좌우로 벌려 움직입니다.

USB Type-C 충전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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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설정 방법
시스템이 완전히 로딩되면 아래의 기본 메인 메뉴 화면이
나옵니다.

1

2

블루투스 기기 연결

무선 인터넷 연결(와이파이)

블루투스 마우스, 키보드, 스피커, 헤드셋 등을 제품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제품을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1

메뉴 화면에서 "블루투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블루투스 기능을 실행하여 기기 검색을 한후, 연결하고자
하는 블루투스 기기를 선택하여 연결합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로딩되면 위의 메인 메뉴 화면이 나옵니다.

1 블루투스 기기 연결
2 무선 인터넷 연결(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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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뉴 화면에서 "와이파이"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2

와이파이 검색을 실행한 후, 연결하고자 하는 네트워크를
선택하여 연결합니다.

빔으로 시청하는 법
외부기기 연결하여 감상 할 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연결하여 화면 공유하기

1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무선 연결하기

1

메인 메뉴 화면에서 "연결" 아이콘을 선택하여
연결모드로 진입후, Android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연결하고자 하는 단말기에서 화면 공유 기능을 찾아
선택합니다.

3

단말기가 U+ 포켓빔을 찾으면 터치하여 클릭합니다.

4

연결이 되면 U+ 포켓빔으로 화면 공유가 시작됩니다.

2

3

아이폰/아이패드 무선 연결 모드에 진입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4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과 같이 아이폰/아이패드 단말기와
U+ 포켓빔을 연결합니다. (아이폰/아이패드 기기의 하단
바를 끌어올려 AirPlay 기능을 선택합니다.)

5

AirPlay 메뉴에서 U+ 포켓빔 화면 우측 상단에 표기된
아이디 (U+ Pocket Beam - XXXXXX)를 선택하여
연결합니다.

6

U+ 포켓빔에서 미러링이 시작됩니다.

U+ 포켓빔과 아이폰/아이패드를 동일한 와이파이에 연결
합니다. (주변에 연결 가능한 와이파이가 없을 때에는
단말기의 설정에서 가능한 핫스팟을 실행한 뒤 U+
포켓빔을 해당 개인용 핫스팟에 연결해야 합니다.)

메인 메뉴 화면에서 "연결" 아이콘을 선택하여
연결모드로 진입후, 아이폰/아이패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알아두기: 화면 공유
기기별로 무선화면 공유기능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 삼성 단말기 - Smart View / Screen Mirroring,
LG단말기 - 화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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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노트북과 유선 연결

1

메인 메뉴 화면에서 "연결" 아이콘을 선택하여
연결모드로 진입후, HDMI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외부기기 연결하지 않고 감상하는 법
Micro SD 메모리 카드

제품 우측에 위치한 Micro SD 카드 투입구에 Micro SD카드를
삽입합니다.
• Micro SD 카드는 128GB 용량까지 지원
갤러리

2

"HDMI to Micro HDMI" 케이블(별도구매)을 사용하여
U+ 포켓빔을 연결합니다.

3

연결후에 U+ 포켓빔이 연결된 기기의 화면을 출력합니다.

1

마이크로 SD 카드에 저장된 이미지를 보려면 메뉴 화면의
"갤러리" 아이콘을 클릭하고, 동영상을 재생하려면 "
비디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 및 동영상 플레이어를 찾아
클릭합니다.

알아두기
HDMI 연결시에는 블루투스 연결 대신에 3.5mm 오디오 잭을
사용하여 외부 스피커와 연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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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모드
앱
U+Box 와 U+프로야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 U+프로야구 - 별도 가입 필요없이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으면 실시간 프로야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 파란색 – 제품이 켜져 있는 상태
• 초록색 – 완충 상태

메인 메뉴 화면에서 "앱" 아이콘을 선택하여 앱 목록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 빨간색 – 충전 중인 상태

사용하고자 하는 앱을 찾아 클릭합니다.

* 각 서비스의 상세 사용법은 U+ 홈페이지(www.uplus.co.kr)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기
• U+Box - 휴대폰/태블릿에서 업로드한 동영상 및 사진을
U+ 포켓빔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U+ 고객님께 무료 저장공간 20 GB를 기본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LED 표기 – 세가지 색상의 LED가 U+ 포켓빔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U+ 포켓빔에서는 ONE store를 통해서만 앱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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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셀루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지니스센터 1010호 (16506)
고객센터: T
 EL
 031 - 8064 - 1669
E-MAIL  pocketbeam@celluon.com
WEBSITE  www.cellu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