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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Your mouse and keyboard are now ready for use.

繁體中文
您現在已經可以開始使用滑鼠和鍵盤。

한국어

마우스 및 키보드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English
Mouse features
1. Left and right mouse buttons

2. Scroll wheel
•	 Press the wheel down for middle button  

(function can vary by software 
application)

3. On/Off slider switch

4. Battery door release

5. USB Nano-receiver storage

Keyboard features
1. Play/Pause

2. Mute volume

3. Decrease volume

4. Increase volume

5. Navigate to Internet home

6. Launch email application

7. Place PC in standby mode

8. Launch calculator

繁體中文

滑鼠功能
1. 左右滑鼠按鈕

2. 滾輪

•	 按下滾輪可作為滑鼠中間按鈕使用 

功能會視軟體應用程式而有不同）

3. 開啟/關閉切換開關

4. 推開電池蓋

5. USB 超小型接收器收納處

鍵盤功能
1. 播放/暫停

2. 靜音

3. 音量減小

4. 音量增大

5. 瀏覽至網際網路首頁

6. 執行電子郵件程式

7. 將電腦置於待機模式

8. 執行小算盤程式

한국어

마우스 특징 
1. 왼쪽/오른쪽 마우스 버튼
2. 스크롤 휠

•	 가운데 버튼으로 휠을 누름(이 기능은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켜기／끄기 슬라이더 스위치

4. 배터리 도어 해제

5. USB 나노 수신기 스토리지

키보드 기능 
1. 재생/일시 중지

2. 음소거

3. 볼륨 줄이기

4. 볼륨 높이기

5. 인터넷 홈페이지

6. 이메일 응용 프로그램 시작

7. PC 대기 모드

8. 계산기 시작

A
A

1

2
3

4
5

1 2 3 4 5 6 7 8



English
Help with setup
•	 Are the mouse and keyboard powered on?

•	 Is the receiver securely plugged into a computer USB port? Try changing USB ports. 

•	 If the receiver is plugged into a USB hub, try plugging it directly into a USB port on your 
computer.

•	 Did you pull the battery tab on the mouse and keyboard? Check the orientation of the 
batteries inside the mouse and keyboard, or replace the batteries. The mouse uses one AA 
alkaline battery and the keyboard uses two AAA alkaline batteries. 

•	 Remove metallic objects between the mouse/keyboard and the receiver.

•	 Try moving the receiver to a USB port closer to the mouse and keyboard.

繁體中文

安裝說明
•	 滑鼠和鍵盤的電源是否已經開啟？

•	 接收器是否已穩固地插入到 USB 連接埠？請嘗試更換 USB 連接埠。 

•	 如果接收器是插在 USB 集線器上，請嘗試將其直接插入到電腦上的 USB 連接埠。

•	 是否已將滑鼠和鍵盤上的電池標籤紙拉出？請檢查滑鼠與鍵盤內部安裝之電池的方向是否有 

誤，或是更換新電池。滑鼠使用一個 3 號 AA 鹼性電池，鍵盤使用兩個 4 號 AAA 鹼性電池。

•	 將滑鼠/鍵盤和接收器之間的金屬物移走。

•	 嘗試將 USB 接收器移到較接近鍵盤與滑鼠的 USB 連接埠上。

한국어

설치 도움말
•	 마우스 및 키보드 전원이 켜져 있습니까?

•	 수신기가 컴퓨터 USB 포트에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다른 USB 포트에 연결해 보
십시오. 

•	 수신기가 USB 허브에 연결되어 있으면 컴퓨터 USB 포트에 직접 연결해 보십시오.

•	 마우스와 키보드의 배터리 탭을 당겼습니까? 마우스 및 키보드 안에 있는 배터리 방향을 확
인하거나 배터리를 교체해 보십시오. 마우스는 AA 알카라인 배터리 한 개, 키보드는 AAA 
알카라인 배터리 두 개가 필요합니다. 

•	 마우스/키보드와 수신기 사이에 있는 금속 물체를 제거하십시오.

•	 수신기를 마우스 및 키보드와 가까운 USB 포트로 옮겨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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