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포켓빔 펌웨어 업데이트 절차서
시스템 요구사항:
 윈도우 7 이나 이후 버젼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컴퓨터)
필수 응용 파일 및 프로그램:
 U+PocketBeam_Update_v235.zip
o U+PocketBeam_v235.exe
o DriverAssistant_v4.2
o U+PocketBeam.LMY48Y.XXXXXXXXXXX.img (또는 다른 펌웨어 파일)
주의 :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기전에 U+포켓빔를 50%까지 충전하여주십시요.
펌웨어 업데이트중에 제품이 배터리 부족으로 방전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합니다.
업데이트 후에는 현재 기기에 저장되어있는 파일들이 모두 삭제되니 반드시 백업을 해두시길 권장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
1. “U+PocketBeam_Update_v235” 압축파일 (zip)을 다운로드하여 PC에 저장합니다. 저장 후, 압축을
해제합니다.
주의 : 압축풀기를 실행할 때, 경로에 한글이 포함되어있으면 응용 파일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직접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 또는 경로에 한글이 포함되어있지않은 폴더에 압축을 해제하세요.
새 폴더를 생성하여 압축풀기를 실행할 경우, 반드시 숫자나 영문 알파벳을 사용하여 저장하세요.
2. 압축을 해제한후 “DriverAssistant_v4.2” 파일을 열고, “DriverInstall.exe” 실행파일을 클릭하여
설치합니다.

3. 설치가 완료되면“U+PocketBeam_v235.exe” 실행파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별도의 설치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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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PocketBeam_v235” 실행파일이 열리면 아래 화면이 나타납니다.

5. U+포켓빔의 전원을 켭니다. U+포켓빔 로딩이 완료되면 제공된 USB 케이블 (USB C to A)을 사용하여 PC와
연결합니다.
6. PC가 U+포켓빔를 인식하면 프로그램 창 하단에 “Found One MSC Device”라는 메시지가 표기됩니다.
(각 PC 성능에 따라서 U+포켓빔를 인식하는데 20 초에서 1 분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7. 상단메뉴에 위치한 “Upgrade Firmware” 옵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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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래에 위치한 “Firmware”이라는 옵션을 클릭합니다.
압축파일에 포함되어있는 펌웨어
“U+PocketBeam.LMY48Y.XXXXXXXXXXX.img”
파일을 찾아 선택합니다.

(또는

다른

펌웨어파일)

9. “U+PocketBeam.LMY48Y.XXXXXXXXXXX.img” (또는 다른 펌웨어파일) 파일이 선택되었으면, Firmware 파일명
확인 후 “Switch” 옵션을 클릭합니다.
“Switch” 옵션이 선택되면 프로그램 창 하단에 메시지가 “Found One MSC Device” 에서 “Found One LOADER
Device” 로 변경됩니다.

10. 프로그램 창 하단에 “Found One LOADER Device”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Upgrade” 옵션을 클릭하여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3

11.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우측 창 메시지 마지막에 “Download Success” 라는 메시지가 표기됩니다.
메시지가 표기되면 PC와 연결된 USB 케이블을 제거합니다.

12.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U+포켓빔이 자동으로 재 시작합니다.
13. 로딩이 완료되면, 화면에 “MAIN MENU”와 “LAUNCHER 3” 중 선택하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MAIN
MENU”를 선택한 후, “항상”아이콘을 눌러 세팅 후, U+포켓빔의 메인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14. U+포켓빔의 메인 화면을 통해 제품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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