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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Congratulations! You are now 
ready to use your mouse.

繁體中文
恭喜！現在，您可以立即開始

使用滑鼠。

简体中文

恭喜您！您现在即可开始使用

鼠标。

한국어

축하합니다! 이제 마우스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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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Having problems?
1 Check the connection. The mouse USB cable 

must be plugged into a computer USB port. 
Also try plugging the mouse cable into  
a different USB port on the computer. 

2 For slow or intermittent pointer movement 
on your computer monitor, try the mouse on 
a different surface. Dark, glossy surfaces may 
affect pointer movement.

繁體中文
是否存在問題？

1 檢查是否連接妥當。滑鼠 USB 線必須插入
電腦的 USB 連接埠。另外，請嘗試將滑鼠
線插入電腦上的另一個 USB 連接埠。

2 如果游標在電腦螢幕上移動不穩定或間斷
移動，嘗試在其他平面上使用滑鼠。深色

或反光的表面可能會影響游標的移動。

简体中文
是否存在问题？

1 检查连接。鼠标的 USB 电缆必须插入电脑

的 USB 端口中。另请尝试将鼠标电缆插入

电脑上不同的 USB 端口。

2 如果光标在电脑显示器上的移动很慢或出

现间歇性反应，尝试在其它平面上使用鼠

标。深色、光亮的平面可能会影响光标的

移动。

한국어
문제가 있습니까?

1 연결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마우스 USB 
케이블이 컴퓨터 USB 포트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마우스 케이블을 
컴퓨터의 다른 USB 포트에 연결해 
보십시오.

2 컴퓨터 모니터의 포인터 움직임이 느리

거나 끊김 현상이 발생하면 마우스를 
다른 표면에서 사용해 보십시오. 색이 
진하고 광택이 있는 표면은 포인터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nglish
Features

1 Left and right mouse buttons

2 Scroll wheel

3 Press the wheel down for 
middle button (function can 
vary by software application)

4 Side-to-side scrolling 
(function can vary by 
software application and 
does not work with the 
Linux® operating system)

繁體中文
功能

1 滑鼠左鍵和右鍵

2 滾輪

3 按下滾輪以執行滑鼠中鍵功

能（功能會因軟體應用程式

而有所不同）

4 左右滾動（功能會因軟體應

用程式而有所不同，且無法

與 Linux® 作業系統相容）

简体中文
功能部件

1 左、右鼠标按钮

2 滚轮

3 向下按滚轮作为中键使用，功

能视具体软件应用程序而定

4 左右滚动（功能视具体软件

应用程序而定，且在 Linux® 

操作系统下该功能无法使用）

한국어
기능

1 왼쪽/오른쪽 마우스 버튼

2 스크롤 휠

3 중간 버튼(기능은 소프트

웨어 응용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사용하

려면 휠을 아래로 누름

4 좌우 스크롤(기능은 소프

트웨어 응용프로그램에 따

라 다를 수 있으며 Linux® 

운영 체제에서는 작동하지 

않음)

B급 기기 (가정용 방송통신기기)

이 기기는 가정용(B급)으로 전자판적합등록을 한 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nglish
Advanced features. Software is 
optional for this mouse! Download 
free mouse software (Logitech® 
SetPoint® for Windows® or Logitech 
Control Center for Macintosh®)  
to enable side-to-side scrolling and 
middle button features.

繁體中文
進階功能。此滑鼠的軟體屬於選用

性質！下載免費的滑鼠軟體 (Logitech® 
SetPoint® 用於 Windows®，或 Logitech 
Control Center 用於 Macintosh®)，以
便啟用左右滾動和中鍵功能。

简体中文

高级功能。本鼠标配有可选软件！

请下载免费的鼠标软件（适用于 
Windows® 的 Logitech® SetPoint® 或适

用于 Macintosh® 的 Logitech Control 
Center），以启用左右滚动和中键功

能。

한국어

고급 기능. 마우스의 소프트웨어 

설치는 선택사항입니다. 무료 마우스 

소프트웨어(Logitech® SetPoint® for 
Windows® 또는 Logitech Control 
Center for Macintosh®)를 다운로드

하여 좌우 스크롤 및 중간 버튼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00798-601-8207 (수신자 부담)
월-금, 9:30am to 5:30pm, 공휴일 제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CCMM 빌딩 708B

로지텍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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