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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contents
1. UE 900 earphones with audio cable
2. Vi Cable with microphone and control
3. Soft silicone ear cushions, 

5 additional pairs: XXS, XS, S, M, L
4. Comply™ Foam Tips, 3 pairs of 

ear cushions: S, M, L
5. ¼-inch (6.35 mm) adapter
6. Airline adapter (reduces in-flight 

volume spikes)
7. Protective hard case
8. P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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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1. Earphone
2. 3.5 mm connector
3. Pre-formed ear loop
4. Detachable cable
5. Volume up
6. Media/calling controls

•	 One click: 
Play/pause (audio source) 
Call answer/hang up (mobile phone)

•	 Double click: 
Next track (audio source)

•	 Triple click: 
Previous track (audio source)

7. Volume down
8. Ear cushion retaining rib
9. Micro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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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up
1 

Choose ear cushion size for comfortable fit 
and good sound. Go to www.logitech.com/
support/ue900 for more information about 
choosing ear cushions.

2 

Attach ear cushions to earphones. 
Push cushion past rib for secure fit.

3 

Connect earphones to a device with 
3.5 mm headphone jack.
For air travel, use Airline adapter 
to reduce volume spikes caused by 
in-flight announcements.
For devices with a ¼-inch (6.35 mm) 
input jack, use the ¼-inch (6.35 mm) 
adapter.

Comply™ 
Foam Tips

LMS

LMS

XSX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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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ear the earphones
1. Wrap cable around ear. 
2. Insert right earphone (marked “R”) 

in right ear and left earphone 
(marked “L”) in left ear. 

3. Gently pull cable tight to remove slack.
Note: Do not remove earphone from ear by pulling 
on cable.

Changing cables

1. Hold earphone. Hold cable where 
it attaches to earphone.

2. Gently pull cable from earphone.
3. Attach new cable. Cable snaps into place.

Note: Make sure to connect the “R” (right) 
cable to the “R” earphone and the “L” (left) 
cable to the “L” ear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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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ing the earphones

Remove cushion and wipe with clean cloth.

Storing the earphones

1. Wrap cable around three fingers. 
2. Place earphones in case.

Troubleshooting
•	 No sound or faint sound Fully insert 

cable connector into headphone jack 
on your device. Check cable attachment 
to earphone. Try increasing earphone 
volume, and check the volume in 
your media application. 

•	 Diminished sound quality or weak bass 
Check ear cushion seal. Try another 
ear cushion size. Check for blockage 
where ear cushion connects to earphone. 
Remove blockage with clean cloth.

•	 Earphones not working with 
a computer Specify audio settings 
for your operating system:

Windows® (Control Panel) 
•	Voice playback and recording: 

Computer’s soundcard
•	Sound playback: Computer’s sp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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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OS (Preferences) 
•	Sound input: Internal microphone
•	Sound output: Internal speakers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logitech.com/support/ue900. 
Also refer to your operating system 
documentation.

•	 Detached ear cushion Make sure to 
press ear cushion past rib on earphone.

Additional help
For online help, go to www.logitech.com/
support/ue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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包裝內容
1. 附有音訊連接線的 UE 900 耳機
2. 附有麥克風與線控功能的 Vi 連接線
3. 5 對軟矽耳塞：XXS、XS、S、M、L
4. 3 對 Comply™ 海綿耳塞：S、M、L
5. ¼ 吋 (6.35 mm) 轉接器
6. 飛航轉接器 (降低乘坐飛機時的過高音量)
7. 硬質保護盒
8. 保護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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功能
1. 耳機
2. 3.5 mm 接頭
3. 預型耳掛
4. 分離式纜線
5. 音量增大
6. 媒體/通話控制按鈕

•	 按一下： 
播放/暫停 (音源) 
接聽電話/掛斷電話 (行動電話)

•	 按兩下： 
下一首 (音源)

•	 按三下： 
上一首 (音源)

7. 音量減小
8. 耳塞固定環
9. 麥克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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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裝

1 

選擇舒適服貼且音質清晰的適當耳塞尺寸。
請瀏覽 www.logitech.com/support/ue900 
以瞭解關於選擇耳塞的詳細資訊。

2 

將耳塞接上耳機。按壓耳塞穿過固定環使其
穩固貼合。

3 

將耳機連接到具有 3.5 mm 耳機插孔的	
裝置。

在飛航途中，請使用飛航轉接器以降低飛行
廣播公告所導致的過高音量。

對於使用 ¼ 吋 (6.35 mm) 輸入插孔的裝置，
請使用 ¼ 吋 (6.35 mm) 轉接器

Comply™ 
海綿耳塞

LMS

LMS

XSX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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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戴上耳機

1. 繞耳纏繞纜線 
2. 將標示有「R」的右耳耳機塞入右耳，標
示有「L」的左耳耳機塞入左耳。 

3. 輕輕抽拉纜線使其緊貼。
注意：請勿以抽拉纜線的方式來取出耳機。

更換纜線

1. 握住耳機。握住纜線連接到耳機的部位。
2. 輕輕地將纜線抽離耳機。
3. 接上新纜線。將纜線連接固定到定位。
注意：確認是將標示為「R」(右耳) 的纜線連接	
到「R」耳機，標示為「L」(左耳) 的纜線連接	
到「L」耳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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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潔耳機

取下耳塞並用乾淨的布擦拭。

存放耳機

1. 繞著三根手指纏繞整理纜線。 
2. 將耳機放入保護盒。

疑難排解
•	 沒有聲音或聲音微弱 將耳機纜線完全插
入裝置的耳機插孔。檢查纜線與耳機的連
接有無問題。嘗試增加耳機音量，然後檢
查您媒體應用程式的音量。 

•	 音質下降或低音微弱 檢查耳塞是否密
合。嘗試其他耳塞尺寸。檢查耳塞與耳機
連接的部位是否堵塞。使用乾淨的布清除
堵塞。

•	 耳機無法在電腦上使用 在您的作業系統
上指定音訊設定：

Windows® (控制台) 
•	語音播放和錄音：電腦的音效卡
•	音效播放：電腦的音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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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OS (偏好設定)  
•	聲音輸入：內部麥克風
•	聲音輸出：內部音箱
如需詳細資訊，請瀏覽  
www.logitech.com/support/ue900。	
也請參閱您作業系統的說明文件。

•	 耳塞鬆脫 確認已按壓耳塞使其通過耳機
上的固定環。

其他協助
如需線上協助，請瀏覽  
www.logitech.com/support/ue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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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내용물
1. 오디오 케이블이 있는 UE 900 이어폰
2. 마이크와 컨트롤이 있는 Vi 케이블
3. 5쌍의 부드러운 실리콘 이어 쿠션: XXS, 

XS, S, M, L
4. 3쌍의 Comply™ 폼팁: S, M, L
5. 6.35mm(¼인치) 어댑터
6. 항공 어댑터(기내 볼륨 스파이크 감소)
7. 안전한 보관을 위한 하드 케이스
8. 파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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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1. 이어폰
2. 3.5mm 커넥터
3. 형태가 잡힌 이어 루프
4. 분리 가능 케이블
5. 볼륨 높이기
6. 미디어/통화 컨트롤

•	 한 번 클릭: 
재생/일시 중지(오디오 소스) 
전화 받기/끊기(휴대폰)

•	 두 번 클릭: 
다음 트랙(오디오 소스)

•	 세 번 클릭: 
이전 트랙(오디오 소스)

7. 볼륨 줄이기
8. 이어 쿠션 고정 립
9.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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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1 

귀에 알맞는 이어 쿠션 사이즈를 선택하면 
최상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어 쿠 
션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logitech.com/support/ue900를참조하
십시오.

2 

이어 쿠션을 이어폰에 장착합니다. 안정적으
로 안착될 수 있도록 립을 지날 때까지 쿠션
을 누릅니다.

3 

3.5mm 헤드폰 잭을 사용하여 장치에 이어폰
을 연결합니다.
항공 여행의 경우 항공 어댑터를 사용하여 
기내 방송으로 발생하는 볼륨 스파이크를 감
소시킬 수 있습니다.
6.35mm(¼인치) 입력 잭이 있는 장치의 경우 
6.35mm(¼인치) 어댑터를 사용합니다.

Comply™ 
Foam Tips

LMS

LMS

XSX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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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어폰 착용
1. 케이블로 귀를 감쌉니다. 
2. “R”이 표시된 오른쪽 이어폰을 오른쪽 귀
에 착용하고 “L”이 표시된 왼쪽 이어폰을 
왼쪽 귀에 착용합니다. 

3. 케이블을 부드럽게 당겨 느슨하지 않게 
고정시킵니다.

참고: 귀에서 이어폰을 뺄 때 케이블을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케이블 변경

1. 이어폰을 잡은 후, 케이블을 이어폰에 연
결되는 위치에 놓습니다.

2. 이어폰에서 케이블을 부드럽게 당깁니다.
3. 새로운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케이블이 제 
대로 고정됩니다.
참고: “R”(오른쪽) 케이블을 “R” 이어폰에 연결
하고 “L”(왼쪽) 케이블을 “L” 이어폰에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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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 청소

쿠션을 벗겨 깨끗한 헝겊으로 닦아줍니다.

이어폰 보관

1. 케이블을 세 손가락에 감습니다. 
2. 이어폰을 케이스에 넣습니다.

문제 해결
•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소리가 전혀 나

지 않는 경우 장치의 헤드폰 잭에 케이
블 커넥터를 완전히 삽입합니다. 이어폰
과 케이블 연결을 확인합니다. 이어폰 볼
륨을 높이고 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볼륨을 확인합니다. 

•	 사운드 품질이 나빠지거나 저음이 약한 
경우 이어 쿠션이 귀에 꼭 들어맞는지 
확인합니다. 크기가 다른 이어 쿠션을 사
용해 봅니다. 이어 쿠션이 이어폰에 연결
된 위치에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깨끗한 헝겊으로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	 컴퓨터에서 이어폰이 작동하지 않는 경
우 운영 체제의 오디오 설정을 지정합
니다.
Windows®(제어판)  
•	음성 재생 및 녹음: 컴퓨터의 사운드  
카드

•	소리 재생: 컴퓨터의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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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OS(기본 설정) 
•	사운드 입력: 내장 마이크
•	사운드 출력: 내장 스피커
자세한 내용은 www.logitech.com/
support/ue900 를참조하십시오. 운영 
체제 설명서도 참조하십시오.

•	 이어 쿠션이 빠진 경우 이어폰의 립을 지 
날 때까지 이어 쿠션을 눌렀는지 확인합
니다.

기타 도움말
온라인 도움말은 www.logitech.com/
support/ue900 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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