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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구성
GameSir-G7*1
흰색 몸체*1
USB-C 케이블(3m)*1
제품 사용설명서*1
구매 감사 카드*1
GameSir 스티커*1
품질보증서*1

요구사양
 Xbox One / Xbox Series X|S / USB 포트 사용 가능한 컴퓨터(Win 10 이상)

제품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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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음량 조절
1. M 버튼 + 상하 방향 버튼을 누르면 메인 음량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총
10단계)
* 음량을 최대/최소로 조절하면 알림음이 울립니다.

2. M 버튼 + 좌우 방향 버튼으로 게임 음량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으며, 이때 음성채

팅 음량은 게임 음량과 반대로 조절됩니다.
* 음량을 최대/중간/최소로 조절하면 알림음이 울립니다.

3. 음소거 버튼: 음소거 버튼을 한 번 누르면 표시등에 빨간 불이 들어오며 음소거 기

능이 활성화됩니다. 다시 음소거 버튼을 누르면 표시등이 꺼지고 음소거 기능이 종료

됩니다(기본 설정).
빨간색 LED 켜짐 = 음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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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버튼 설정

1. M1/M2 버튼 설정: M 버튼 + M1/M2 버튼을 동시에 3초간 누릅니다. 표시등이 천천

히 깜빡이면 매핑할 M1/M2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표시등이 계속 켜져 있다면 M1/
M2 설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2. M1/M2 버튼 설정 취소: M 버튼 + M1/M2 버튼을 동시에 3초간 누릅니다. 표시등이
천천히 깜빡이면 M1/M2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표시등이 계속 켜져 있다면 M1/M2
버튼 설정이 취소된 것입니다.

아날로그 스틱 및 트리거 버튼 보정

1. 보기 버튼 + 메뉴 버튼 + Xbox 버튼을 길게 누른 상태에서 PC의 USB 포트

에 USB-C 케이블을 연결하고 버튼에서 손을 뗍니다. 이때 표시등에 흰색 LED가 천천

히 깜빡입니다.
2. LT, RT 버튼과 L, R 스틱을 누르지 않은 상태로 A 버튼을 누르면 표시등이 꺼집니다.
3. LT와 RT를 끝까지 누르고 각 스틱을 최대 각도로 3바퀴 돌립니다. A 버튼을 눌렀을

때 흰색 LED가 계속 켜져 있으면 보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4. 보정 후 케이블 연결을 해제했다가 다시 연결하면 정상 사용 가능합니다.

GameSir Nexus로 사용자 지정 설정
Xbox, PC Microsoft Store 또는 당사 홈페이지인 gamesir.hk에서 “GameSir Nexus”를 다운

로드합니다.
“GameSir Nexus”에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프리셋 설정을 3개까지 저장할 수 있

습니다. 프리셋 설정에는 버튼 변경, 스틱 및 트리거 유효 범위 설정, 진동 세기 등의

설정이 포함됩니다.
* GameSir Nexus에서 설정한 값과 직접 M1/M2 버튼으로 설정한 값이 다르면, 최신 설

정 값을 사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