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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앞면 제품 뒷면

센서

블루투스 LED

충전 LED

마이크로USB



본 제품은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기기와 연결됩니다.
블루투스 HID를 지원하는 기기 (블루투스 2.1 이상의 SSP가 지원되는 단말기)는 모두 
연결됩니다:
• iOS 4 이상 (대부분의 iPhone 및 iPad)
• 안드로이드4.0 이상
• 윈도우 XP/Vista/7/8(윈도우폰 7/8은 지원이 안됩니다)
• Mac OS
• 블랙베리 10
• 게임 콘솔

**블루투스를 통하여 연결하는 경우에는 암호(핀코드)를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연결시 핀코드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그 기기는 블루투스 2.1 이상에서
채택되고 있는 SSP를 지원하지 않는 것일수 있으므로 연결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연결 방법



블루투스(2.1이상 SSP 지원 기기)로 연결하는 방법

1. 본 제품의 전원을 켭니다.(전원스위치를 위로 올립니다.)
2. 연결할 기기의 블루투스 설정화면에서 기기검색을 실행합니다.
3. 기기검색에서 "Celluon PK Series"를 선택(터치)합니다.
4. 연결 성공("Connected")시에는 제품 하단부의 청색 LED가 깜박거리는 상태에서 켜진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 한번 연결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본 제품의 전원을 다시 켜면 별도의 설정 없이 연결되었던 그 기기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본 제품 및 사용단말기의 전원과 블루투스가 모두 켜져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연결했던 기기 외에 다른 기기와 연결하는 방법

1. 본 제품의 전원을 켭니다.
2. 본 제품 뒷면의 USB커버를 열고, 페어링 스위치를 2초 정도 누르면 부저음이 2번 울립니다.
3. 연결할 새로운 기기의 블루투스 설정 화면에서 기기검색을 실행하여 연결합니다.(위 2항 

이후의 동작방법과 동일)



+

> 절전모드 (Power Save Mode)
• 본 제품을 사용하다가 잠시 사용을 중단하고 싶은 경우, "     " 키와 "       " 키를 같이 

누르면 키보드 자판이 사라지면서 절전모드가 됩니다. 절전 모드에서는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 다시 입력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손가락 세 개를 펼쳐서 키보드 화면이 있던 범위 
안에서 살짝 눌러주면 키보드 자판이 다시 나타나면서 입력 모드로 전환됩니다.

키보드 설정

음량 높이기

밝기 높이기

감도 높이기

음량 낮추기

밝기 낮추기

감도 낮추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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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 언어 변환
• iOS 기기와 연결하여 사용시:

iOS8 이하 - "     "키와 "          "를 같이 누르게 되면, 연결된 기기에 등록된 언어가 
 순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iOS9 이상 - "     "키와 "          "를 같이 누르게 되면, 연결된 기기에 등록된 언어가 
 순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 안드로이드 OS기기와 연결하여 사용시:
"       "키와 "           "키를 같이 누르게 되면, 연결된 기기의 언어가 한/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은 안드로이드기기 및 OS버전에 따라서 간혹 지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사용시간: 약 2시간
제공된 마이크로 USB케이블을 사용하여 충전합니다. 배터리가 거의 다 소모되면 하단 LED가 
적색(깜박거림)상태가 되고, 약 5~20분 후 제품이 꺼집니다.

배터리 충전사항



가상키보드 사용 방법 안내

당사의 가상키보드는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와 달리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같은 휴대 
단말기용 입력장치로 개발된 것으로, 가상키보드로 입력하는 방법은 터치스크린 키보드 입력 
방식과 비슷합니다. 간단한 몇 번의 연습으로 쉽게 빨리 적응하고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1. 손가락을 자판 위에 올려 놓지 마세요 (손가락이 자판으로 부터 약 5mm 이내로 
접근하면 인식(글자입력)이 되므로 약 1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세요)



2. 처음에는 2~3 개의 손가락을 이용(독수리 타법) 해서 자판을 보면서 입력하세요. (키를 
누르는 감촉이 없으므로 오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자판을 보면서 입력하세요)



3. 가상키보드 입력방식에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 점차 여러 개의 손가락을 사용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품 사용상의 문제점이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support@celluon.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나 신제품에 관한 정보 기타 업데이트 등과 관련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celluon.com)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