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ini Theater in Your Hand

사용 설명서
•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사용전에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용 설명서 뒷면에 제품보증서가 있으므로 분실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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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

터치패드 설명
U+ 포켓빔의 상단 표면은 터치패드입니다. U+ 포켓빔의 전원이 켜지고 로딩이 끝나면 사용자가
터치패드를 사용하여 제어할 수 있는 커서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	안전을 위해 레이저 광선을 직접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레이저 광선을 직접 들여다볼 경우,
눈이 레이저 광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레이저 영상 투사 렌즈

1
볼륨 볼륨 +

터치 영역
자체 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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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패드 영역

Micro SD 카드 슬롯
전원 버튼

1 아이콘을 터치하여 음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2 표시된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손가락을 사용하여 화면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움직임대로 화면의 커서가 움직입니다.
Micro HDMI 단자

스피커

3.5 mm 오디오 잭

USB Type-C 충전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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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조작 방법 상세

제품 동작
1

LED 표기 – 각 색상의 LED 가 U+ 포켓빔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 파란색 – 제품이 켜져 있는 상태
• 초록색 – 완충 상태
• 빨간색 – 충전 중인 상태

• 선택하기(클릭):
한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다가 뗍니다.

• 상하좌우 움직이기(스크롤):
두 손가락을 벌린 상태에서 동시에 누른 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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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대 & 축소하기:
두 손가락을 벌린 상태에서 동시에 누른 후
상하로 벌리거나, 좌우로 벌려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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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원 켜기 – 제품 우측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3초간 눌러줍니다.

3

전원 메뉴 – 제품이 동작중인 상태에서 제품 우측에 있는 전원스위치를 3초간 눌러주면
전원메뉴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HDMI 및 Android 무선연결 동작중에는 전원메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4

전원 끄기 – 제품이 동작중인 상태에서 제품우측에 있는 전원스위치를 6초간 눌러줍니다.
먼저 3초뒤에 전원메뉴가 나타나며 스위치를 지속적으로 누른상태로 3초가 더 지나면
제품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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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파워 컨트롤 발광모드 – U+ 포켓빔은 즉각적인 레이저 광출력에 반응하기 위해서
소량의 레이져 다이오드가 약간씩 지속적으로 발광하고 있습니다. 발광으로 인하여
디스플레이 상단에 희미한 레이저라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순간적인 광출력을
적절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나오는 광출력이고,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충전 방법
친환경 처리 및 재활용

배터리 동작 시간: 약 2시간
배터리 충전 시간: 약 4 – 5시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버릴때에는 가정용 쓰레기와
별도로 처분하거나, 해당 지역의 전자 폐기물 처리 센터로 가져가세요.

충전 방법: 반드시 U+ 포켓빔 구성품으로 제공된 USB Type C 케이블과 어댑터를 사용하여
충전하세요.

중요

본 제품은 프로젝션 모듈 특성상 열이 많이 나는 제품으로, 동작시 열로 인해 제품이 약간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내장 배터리 사양

본 제품을 4 – 5시간 정도 사용후에는 반드시 제품을 종료시켜 충분히 식힌 후, 다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타입

충전식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

배터리 동작시간

약 2시간

배터리 용량

Minimum 3,450 mAh @ 3.8 V
Nominal 3,500 mAh @ 3.8 V
반드시 제품과 함께 제공된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하세요.

배터리 충전상태

배터리의 충전상태는 두가지의 LED로 표기됩니다.
(녹색 LED - 완충 / 적색 LED - 충전 중)

배터리 충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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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 – 5시간

기본 메뉴 화면

제품 설정
블루투스 연결
블루투스 마우스, 키보드, 스피커, 헤드셋 등을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1

2

1

메뉴 화면에서 "블루투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하여 기기 검색을 합니다.

3

U+ 포켓빔이 연결하고자 하는 블루투스 기기를 찾으면 클릭하여 연결합니다.

3

1 뒤로가기 버튼

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2 홈 버튼

기본 메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3 태스크 매니저 버튼

U+ 포켓빔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앱들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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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연결

화면설정

1

메뉴 화면에서 "와이파이"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1

메뉴 화면에서 "화면설정"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2

와이파이 검색을 활성화 한후, 연결하고자 하는 네트워크를 선택하여 연결합니다.

2

화면설정에 진입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설정 메뉴 화면가 나옵니다.

3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여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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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회전

화면조정

• 원하는 화면 회전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기본, 좌우반전, 상하반전, 상하좌우반전)

주변 환경에따라 적합한 모드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 표준 모드 – 기본설정이며 일반적인 조명 환경에서 사용합니다.
• 커스텀 모드 –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화면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 좌우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핑크색 원형을 슬라이드하여 원하는대로 대조비, 색조,
채도, 밝기등을 조정합니다.

조정된 설정은 제품 종료시 다시 기본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 조정영역 – 대조비: -10 ~ 10
채도: -15 ~ 15

색조: -15 ~ 15
밝기: -30 ~ 30

• 다이나믹 모드 – 표준 모드보다 주변 환경이 조금 밝은 곳에서 사용합니다.
• 슈퍼 다이나믹 모드 – 주변 환경이 굉장히 밝은 곳에서 사용합니다.
• 시네마 모드 – 일반적인 환경보다 어두운 곳에서 사용합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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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된 설정은 제품 종료시 다시 표준 모드로 돌아갑니다.

키스톤

색상조정
레이져가 틀어진 경우, 아래 흰색 십자 모양 주변에 레이저가 삐져나온 것이 보입니다. 이럴 경우
색상조정 설정을 이용하여 틀어진 레이져를 다시 정렬합니다.

• U+ 포켓빔의 키스톤 설정은 자동조정 모드가 기본 설정입니다. 자동조정 설정을 해제하기
원하시면, 선택되어있는 "자동 조정"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초기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Red1, Red2, Green1, Green2, Blue1 총 5가지의 레이저를 조정합니다.

• 수동 키스톤 조절은 상, 하, 좌, 우 아이콘들을 클릭하여 원하는 각도로 조정합니다.
-- 조정 범위 - 위: 0° ~ 20°
좌: 0° ~ 30°

아래: 0° ~ 30°

• 각 레이져 색상의 상, 하, 좌, 우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레이져를 조정합니다. 흰색 십자가
선이 가장 얇도록 조정을 합니다.

우: 0° ~ 30°

-- 조정 영역 - 상하: -20 ~ 20
좌우: -120 ~ 120

• 키스톤 조정후 다시 기본 설정으로 되돌리기 원할시에는 "초기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알아두기

조정된 설정은 제품 종료시 자동 조정 모드로 돌아갑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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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설정은 제품 종료시에도 저장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위상조정

설정 초기화

레이져가 틀어진 경우, 아래 흰색 선들이 각각 두개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위상조정 설정을
이용하여 틀어진 레이져를 다시 정렬합니다.

• 조정된 화면 설정을 기본 설정으로 돌리고 싶을 경우, 우측 상단에 위치한 "화면 초기화"
아이콘을 눌러 초기화 합니다.
• 좌우 화살표를 클릭하여 레이저를 조정하여 선이 하나로 보이도록 합니다.

알아두기

• 화면설정에서 조정했던 모든 설정들이 공장 초기화 값으로 조정됩니다. 화면설정이 아닌 다른
제품 설정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저장된 설정은 제품 종료시에도 저장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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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인터넷

갤러리

1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려면 먼저 Wi-Fi에 연결해야 합니다. 제품 설정에서 와이파이
연결 후, 메뉴 화면에서 "인터넷"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1

내장메모리에 저장된 이미지나 마이크로 SD 카드에 저장된 이미지를 보시려면 메뉴 화면의
"갤러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원하는대로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합니다.

2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찾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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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앱

1

1

U+ 포켓빔에 설치된 앱을 확인 및 사용하시려면 메뉴 화면의 "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이용하고자 하는 앱을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2

내장메모리에 저장된 동영상이나 마이크로 SD 카드에 저장된 동영상을 보시려면 메뉴
화면의 "비디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동영상을 재생하고자 하는 앱을 선택하여 동영상을 재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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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NE store, U+Box, U+프로야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연결

• ONE store - ONE store를 통해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일부 앱은 U+ 포켓빔에서 정상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U+Box - 휴대폰/태블릿에서 업로드한 동영상 및 사진을 U+ 포켓빔에서 감상할 수

• iOS 연결 – iOS 단말기(아이폰, 아이패드)와의 무선 연결

U+ 포켓빔과 외부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 Android 연결 – 안드로이드 단말기와의 무선연결

있습니다.
(U+ 고객님께 무료 저장공간 20 GB를 기본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 U+프로야구 - 별도 가입 필요없이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으면 실시간 프로야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 HDMI – 유선 케이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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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기

U+ 포켓빔에서는 ONE store를 통해서만 앱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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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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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결이 완료되면 U+ 포켓빔에서 미러링이 시작됩니다.

U+ 포켓빔과 연결하고자 하는 iOS 단말기는 U+ 포켓빔과 같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없으면 iOS 단말기에서 Hotspot 기능을 실행한 후, U+ 포켓빔을
Hotspot에 연결해야 합니다.)

1

2

연결 메뉴 화면에서 "iOS" 아이콘을 클릭하여 iOS 무선연결 모드로 진입합니다.

iOS 기기의 하단 바를 끌어올려 AirPlay 기능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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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3

단말기가 U+ 포켓빔의 기기명을 찾으면 터치하여 선택합니다.

4

연결후 바로 U+ 포켓빔이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미러링을 시작합니다.

*	미라캐스트 무선 연결 기능은 기기별로 기능의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 삼성 단말기 – Smart View / Screen Mirroring, LG 단말기 – 미라캐스트 / 화면 공유)

1

2

연결 메뉴 화면에서 "Android" 아이콘을 클릭하여 안드로이드 무선연결 모드에
진입합니다.

연결하고자 하는 단말기에서 미라캐스트(Smart View / WiFi Display / 화면 공유 / 스크린
미러링 / 미디어 출력) 기능 옵션을 찾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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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I

1

추가 안드로이드 기능 설정 방법

연결 메뉴 화면에서 "HDMI" 아이콘을 클릭하여 유선 연결 모드로 진입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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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결후에 바로 U+ 포켓빔이 연결된 기기의 화면을 출력합니다.

4

사용중에 케이블을 뽑거나 두 손가락으로 터치패드를 한번 터치하면 HDMI연결이
종료되며, 메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알아두기

1

메뉴 화면에서 "앱"을 클릭합니다.

2

"설정" 앱 아이콘을 찾아 클릭합니다.

3

소리 및 알림 설정, 언어 설정, 날짜 및 시간 설정등 원하는 안드로이드 설정을 조정합니다.

HDMI 연결 시에는 블루투스 연결 대신에 3.5mm 오디오 잭을 사용하여 외부
스피커와 연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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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항목
디스플레이 방식
제품 동작시간(수명)
밝기
화면비율
투사율

Laser Beam Scanning

색상감

16.7M colors (R/G/B 24bit)

포커스

자동 포커싱

4 GB

802.11 a/b/g/n

블루투스

4.0

동작온도
사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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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dcore 1.3 GHz

와이파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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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roid 5.1.1 (Lollipop)

128 GB까지 지원

동작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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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인치 (어두운 환경에서)

Micro SD 카드

배터리 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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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

1920 X 720p (업스케일 HD)

메모리 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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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기본 해상도

CPU

• 본 제품은 온도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에서 사용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3 레이저 ANSI 루멘*
(일반 램프형식 (DLP) 밝기로는 약100 루멘으로
인식됩니다)

80,000 : 1

OS 환경

• 본 제품은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물에 젖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14,000 hours

순차명암비

스크린 사이즈(최대)

• 본 제품을 충전할때에는 반드시 구성품으로 제공된 USB Type C 케이블과 어댑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규격

Minimum 3,450 mAh / Nominal 3,500 mAh
약 2시간
내부 스피커, 오디오 잭(3.5mm), 블루투스
상온 (35 °C 이하에서 사용 권장)
138 x 66.5 x 15 mm

* 레이저 방식의 밝기는 표기된 수치 (루멘) 보다 실제로는 사람의 눈에 약 1.7배정도 더 밝게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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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인증
사용자 안내문
KC : MSIP-CMM-CLK-PICOBIT

FCC ID : TCLPICOBIT

B급기기
(가정용 방송통신기자재)
IC No : 10211A-PICOBIT

CE1177

IEC-60825-1 : Class 3R Laser

KC 적합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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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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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기는 가정용(B급) 전자파 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e MIT License (MIT)

제품 보증서

Copyright (c) Sergey Ryazanov (http://home.onego.ru/~ryazanov)
• 본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ermission is hereby granted, free of charge, to any person obtaining a copy of
this software and associated documentation files (the "Software"), to deal in the
Software without restric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rights to use, copy,
modify, merge, publish, distribute, sublicense, and/or sell copies of the Software, and to
permit persons to whom the Software is furnished to do so,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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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손등)에 대해서는
유상 처리 될 수 있습니다.

The above copyright notice and this permission notice shall be included in all copies or
substantial portions of the Software.
THE SOFTWARE IS PROVIDED "AS IS",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ND
NONINFRINGEMENT. IN NO EVENT SHALL THE AUTHORS OR COPYRIGHT HOLDERS
BE LIABLE FOR ANY CLAIM, DAMAGES OR OTHER LIABILITY, WHETHER IN AN
ACTION OF CONTRACT, TORT OR OTHERWISE, ARISING FROM,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SOFTWARE OR THE USE OR OTHER DEALINGS IN THE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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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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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포켓빔 (picoBit-L)
년

월

일

Serial No.
고객성명
구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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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2017 (주)셀루온
본 사용 설명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사용설명서의 내용은 당사의 재산입니다.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설명서의 내용을 임의로 사용, 배포, 변경, 복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타사 제품들은 해당 회사의 상표일 수 있습니다.

Version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