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coPro 퀵가이드

모드 변환방법:

*PicoPro 유선모드에서 쉽게 무선모드로 변경 할수 있습니다. 

무선모드에서도 유선모드와 동일하게 변경 하십시오.

HDMI 모드 ↔ Miracast 모드:

1. 전원버튼 옆에 있는 “모드스위치” 버튼을 찾습니다. 

2. 버튼을 약 3초 정도 눌러줍니다.

3. 셀루온로고가 나오고, 곧 무선모드 동작 화면이 표시됩니다.

4. PicoPro에 기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제공한 HDMI cable을 MHL/HDMI 포트와

연결기기에 모두 연결하십시오.

5. PicoPro는 미러링을 시작하고, 곧 디바이스의 컨텐츠를 디스플레이 합니다.

*애플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Apple Digital AV Adapter를  HDMI cable에 

연결하여 사용 하십시오.

*삼성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삼성 젠더(컨버터:5핀 ↔ 11핀)를 

MHL/HDMI cable에 연결하여 사용 하십시오.

DLNA 연결방법:

DLNA 연결방법은 유저 매뉴얼에서 확인 하십시오.

*DLNA로 연결하여 사용하려면, DLNA 응용어플이 필요합니다.

App Store 나 Play Store에서 DLNA 응용어플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DLNA 연결은 애플 디바이스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디오 & 비디오 

컨텐츠 사용시 출력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3. “모드스위치 버튼”을 (      )을 약 3초 정도 누르면  HDMI 모드로

바뀐 후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1. 전원버튼을 3초 정도 눌러서 PicoPro를 켜십시오.

2. 제품이 켜지면 셀루온로고가 나오고, 곧이어 “Preparing Wireless 

Connection” screen...(무선연결준비중) 화면이 표시됩니다.

HDMI  연결방법:



PicoPro 퀵가이드

참고:

  PicoPro를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가 온라인 소스로부터 미디어 컨텐츠를 스트리밍 

할 때, 비디오 출력과 오디오 차이는 무선 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원인은 모바일 기기 및 무선 네트워크 사이 또는 모바일 기기와 PicoPro 사이의 

무선 연결때문 일수 있습니다. 또한 PicoPro와 모바일 기기 사이에 미러링(Miracast)

에서도 약간의 영상이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제품을 분해 또는 수리등의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그럴경우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으며, 제품의 보증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4. 연결하고자 하는 기기에서 스크린미러링/미디어출력기능을 선택합니다.

5. 기기 근처에 있는 장치들을 검색합니다.

6. 기기에서  “Celluon PicoPro”가 검색되면, 선택하여 연결합니다.

7. 연결이 완료되면 기기의 화면이 PicoPro를 통해 디스플레이 됩니다. 

*Miracast (screen mirroring) 기능을 통해 연결하기 전에 연결된 무선 네트워크를 

해제하는것이 좋습니다.

1. 전원버튼을 3초 정도 눌러서 PicoPro를 켜십시오.

2. 제품이 켜지면 셀루온로고가 나오고, 곧이어 "Preparing wireless 

connection..." (무선준비중)화면이 표시됩니다.

3. 그 후에 약 20~30초 후, "Ready to Connect" (연결준비) 화면이 표시됩니다.

 

Miracast 연결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