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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Troubleshooting
1. Plug USB cable into a different USB port on 

the computer.
2. Due to the backlight feature, this keyboard 

is a high-powered USB device that will only 
work if plugged directly into the computer 
or a powered USB hub.

3. Make sure to install the software to enjoy 
all the enhanced functions.

4. Restart your computer.

繁體中文

疑難排解

1 . 將 USB 連接線插入電腦上的其他 USB 連 
接埠。

2. 由於鍵盤具有背光功能，因此為高用電
量的 USB 裝置；必須將接頭直接插入電
腦或具外接電源的 USB 集線器。  

3. 必須先安裝軟體才能使用所有進階的功 
能。

4. 重新啟動您的電腦。

简体中文

故障排除

1. 将 USB 连接线插入计算机上其他 USB 端 
口。

2. 由于带有背光功能，此键盘为大功率 
USB 设备，必须将接头直接插入电脑或
带外部电源的USB集线器时才能正常工作。   

3. 必须先安装软件才能使用增强的功能。 
4. 重新启动计算机。

한국어

문제 해결

1. USB 케이블을 컴퓨터의 다른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2. 배경조명 기능이 있는 이 키보드는 컴퓨
터 또는 전원이 켜진 USB 허브에 직접 연
결된 경우에만 작동하는 고전력 USB 장
치입니다.   

3. 모든 고급 기능을 사용하려면 소프트웨
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4.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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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Backlight intensity control. Four steps of 
light intensity allow you to choose the right 
amount of backlight. Each press of the 
backlight control key provides another step.

繁體中文
背光強度控制。您可以在四種亮度等級中
選擇適合的背光亮度。每按一次背光控制
鍵即可變換不同亮度。 

简体中文
背光亮度控制。 背光亮度有四个等级，便于
您选择合适的亮度。每按一次背光控制键
即可调至另一个等级。  

한국어
배경조명 강도 제어. 밝기 강도의 네 가지 
단계를 통해 정확한 배경조명 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경조명 제어 키를 한 번 누
를 때마다 다른 단계가 제공됩니다.  

Non-powered 
USB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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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感謝您！

感谢！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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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繁體中文
恭喜您！您已經可以開始使用鍵盤了。

简体中文
恭喜！您现在可以开始使用您的键盘了。 

한국어
이제 키보드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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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F-keys
User-friendly enhanced F-keys let you easily launch 
applications or control your music.
To use the enhanced functions (orange icons), press the FN 
key and the F-Key you want to use simultaneously.
Tip In the software settings, you can invert the FN mode if 

you prefer to access directly the enhanced functions 
without having to press the FN key.

Internet zone
Instantly launch your Web applications:
FN+F1 Launches default web browser
FN+F2 Launches default e-mail application
FN+F3 Launches default search engine
FN+F4 Launches default VoIP application
Convenience zone
Directly access convenient features, such as:
FN+F5 Quickly switches between open applications
FN+F6 Displays on-screen gadgets
FN+F7 Displays on-screen calculator
FN+F8 Ejects CD
Media zone
Easily control your music or video playback:
FN+F9 Launches default media application
FN+F10 Previous track 
FN+F11 Play/pause
FN+F12 Next track

Software settings
In software settings, you can easily reassign an enhanced 
F-key (F1 to F8) to another function. Hold down for three 
seconds both the FN key and the F-key you want to reassign 
in order to launch software settings.

繁體中文
F 功能鍵
簡單易用的進階 F 功能鍵可讓您輕鬆啟動各種應用程式
，或者控制您的音樂。 
若要使用進階功能 (橘色圖示)，請同時按下 FN 鍵以及要使用
的 F 功能鍵。
秘訣 如果您偏好直接使用進階功能而無需按下 FN 鍵，

可以在軟體設定中轉換 FN 模式。 

網際網路區

迅速啟動您的網路應用程式：

FN+F1 啟動預設的網頁瀏覽器
FN+F2 啟動預設的電子郵件應用程式
FN+F3 啟動預設的搜尋引擎
FN+F4 啟動預設的 VoIP 應用程式
便捷區
直接使用各種便利的功能，如：

FN+F5 在開啟的應用程式間快速切換
FN+F6 顯示螢幕小工具
FN+F7 顯示螢幕小算盤
FN+F8 退出光碟
多媒體區
輕鬆控制音樂或影片的播放功能：
FN+F9 啟動預設的多媒體應用程式
FN+F10 上一首 
FN+F11 播放/暫停
FN+F12 下一首

軟體設定

您可以在軟體設定中，輕鬆地將進階 F 功能鍵 (F1 至 F8) 
重新指定為其他功能。同時按住 FN 鍵及要重新指定的 F 
功能鍵 3 秒鐘，啟動軟體設定。   

简体中文
F 键
便于用户使用的增强功能 F 键可让您轻松开启应用程序
或控制音乐播放。 
要使用增强功能 (橙色图标)，请同时按 FN 键和您想要使用的  
F 键。

提示 如果您希望无需按 FN 键即可直接进入增强功能，
可以在软件设置中改变 FN 模式。  

网络区

快速开启网络应用程序：

FN+F1 开启默认网络浏览器
FN+F2 开启默认电子邮件应用程序
FN+F3 开启默认搜索引擎
FN+F4 开启默认 VoIP 应用程序
便捷区
直接进入便捷功能，如：

FN+F5 快速在打开的应用程序之间切换
FN+F6 在屏幕上显示各种小工具
FN+F7 在屏幕上显示计算器
FN+F8 退出光盘

媒体区
轻松控制音乐或视频的播放：
FN+F9 启动默认媒体应用程序
FN+F10 上一曲目 
FN+F11 播放/暂停
FN+F12 下一曲目

软件设置

在软件设置中，您可轻松地将增强功能 F 键 (F1 至 F8) 
重新指定给另一功能。同时按住 FN 键和您想要重新指
定的 F 键约三秒钟，以启动软件设置。   

한국어
F 키
사용자에게 친숙한 고급 F 키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을 쉽게 실행하거나 음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고급 기능(주황색 아이콘)을 사용하려면 FN 키와 함께 사용하
려는 F 키를 누릅니다. 
팁 FN 키를 누를 필요 없이 고급 기능에 직접 액세스하
려면 소프트웨어 설정에서 FN 모드를 끌 수 있습니 
다.

인터넷 기능

웹 응용 프로그램을 즉시 실행합니다.
FN+F1 기본 웹 브라우저 실행
FN+F2 기본 전자 메일 응용 프로그램 실행
FN+F3 기본 검색 엔진 실행
FN+F4 기본 VoIP 응용 프로그램 실행
편리한 기능
다음과 같은 편리한 기능에 직접 액세스합니다.
FN+F5 열려 있는 응용 프로그램 간을 빠르게 전환
FN+F6 화면 가젯 표시
FN+F7 화면 계산기 표시
FN+F8 CD 꺼내기
미디어 기능
음악 또는 비디오 재생을 쉽게 제어합니다.
FN+F9 기본 미디어 응용 프로그램 실행
FN+F10 이전 트랙 
FN+F11 재생/일시 정지
FN+F12 다음 트랙

소프트웨어 설정

소프트웨어 설정에서 고급 F 키(F1 ~ F8)를 다른 기능에  
쉽게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설정을 실행하
려면 재지정하려는 F 키와 FN 키를 함께 3초간 누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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