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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uP.

turn on the ue 9000 
wireless headphones. 

turn on your ue 9000 
wireless headphones.
the Bluetooth® led should blink blue rapidly,
indicating that the headphones are discoverable.



synC 
uP.

Press 
Play.

Pair your headphones with your Bluetooth-enabled device. 

apple ios 
 go to settings >  general > Bluetooth. 
 turn on Bluetooth.
 select “ue 9000” from “devices.”

optional: Pair additional Bluetooth-enabled devices. 
you can pair your headphones with up to eight devices. to do so:

1.   Move the slider to the “Bluetooth” position and hold it there until the Bluetooth 
led blinks rapidly blue, indicating that the headphones are discoverable.

2. Complete pairing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on the previous page.
3. Press play on the device you’ve just paired.

when you’ve successfully paired a device, the Bluetooth led will turn solid blue.  
if pairing times out (the led will blink slowly), move the slider to the “Bluetooth” 
position and hold it there until the led starts rapidly blinking again.

Press play on your media device 



get to Know your 
ue 9000 wireless 
headPhones.

ue 9000 wireless headphones

Molded travel case

optional audio cable with on-cord mic and controls

usB charging cable

¼-inch (6.35 mm) adapter

Microfiber polishing cloth

what’s in 
the Box:

Volume up

Play/Pause

Call answer/hang up 

Next track

Previous track

Volume down

Listen Through button 

Micro USB charging port

3 5 mm input (Interrupts Bluetooth connection when connected)

On/Off/Bluetooth connection slider 

Bluetooth LED

Battery level LED

 

Click, or press and hold

Single click

Single click to answer/ 
press and hold to hang up

Double click 

Triple click 

Click, or press and hold

Music/Calling
On-ear controls On-cord controls





Features:
led Behavior.
Bluetooth led Battery level  led

Off 
Headphones off or connected to  
an audio source via the 3 5 mm jack

Blue (blinking rapidly): 
Discoverable/pairing mode

Blue (blinking slowly): Connecting

Blue (solid): Connected

Off
Headphone off

Green (pulsing slowly): Charging

Green (solid): Power on; fully charged

Red: low battery

when in wireless mode, all leds turn off automatically. however, the leds will illuminate 
when there is a pairing change or a control is activated.

to use the “listen through” feature, press the listen through button once. your music will be 
muted and environmental sounds will be amplified into your headphones. to resume listening 
to music, simply press the listen through button again.

the “listen through” feature is only available in wireless mode while listening to music. it is 
not available in wired mode or during phone calls.



Off
Headphone off

Green (pulsing slowly): Charging

Green (solid): Power on; fully charged

Red: low battery

Features:
Charging.

 

when the battery level led turns red, you should recharge your headphones. to do so:
 
1.  Charge the headphones via usB. the battery level led will pulse green. 
2. when your headphones are fully charged, the battery level led will glow solid green. 

Micro USB charging port USB charging cable

Computer USB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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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travel storage.

To safely store your headphones while you’re on the go:

1  Swivel the ear cups until they “click” 
2  Place the headphones flat in their case 
3  Place all cables and accessories in the bottom pocket 



ProduCt Central.

There’s more information and support available for your product online. 
  
visit Product Central, where you can:

• Browse online articles and tutorials.
• Find tips about usage and information about additional features.
• Get help troubleshooting a problem.
• Download the latest software for your product.
• Find online documentation and warranty information.
•  Connect with other users in our Community Forums to get advice, 

ask questions and share solutions. 
• Order spare parts (when available).

 
go to www.logitech.com/support/ue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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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shooting.

If your headphones are not working or pairing/connecting properly, try the following:

•  Move closer. The range of the Bluetooth wireless connection is up to 
10 meters or 30 feet.

• Recharge, particularly if the battery level LED is red. See “Charging.”
•  Try increasing the volume on the headphones, on your device or in your 

media application. and if you’re connected to a computer, check the 
volume settings for your operating system.

•  Enable Bluetooth on your device, and then select “UE 9000” from the 
Bluetooth device list.

• To fix a Bluetooth connection by repairing:
1. on your device: delete “ue 9000” from the Bluetooth device list
2.  on the headphones: Move the slider to “Bluetooth” and hold until the 

Bluetooth led blinks blue.
3. on your device: select “ue 9000” from the Bluetooth device list
4. From the media player on your Bluetooth device: select “ue 9000”

•  For computers, you may need to specify the headphone as the input/output 
device for your operating system.

For help, go to www.logitech.com/support/ue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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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y reMoval 
and reCyCling

1. Peel and remove the ear pad from the left ear cup.

2. remove screws to disassemble the speaker chamber.

3. unplug the old battery.

4. dispose of old battery at an authorized 

    battery recycling center.



headPhone
disasseMBly

Remove screws

LEFT EAR CUP

Peel and remove 
earpad

Unplug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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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機。

開啟 ue 9000  
無線耳機電源。 

開啟您的 UE 9000 無線 
耳機電源。
藍牙® LED 指示燈會快速閃爍藍燈，
表示耳機目前處於可偵測狀態。



進行 
同步。

按下 
播放鍵。

將您的耳機與藍牙裝置進行配對。 

Apple iOS 
 移至「設定」>「一般」>「藍牙」。 
 開啟藍牙功能。
 從「裝置」中選擇「UE 9000」。

選用步驟：配對其他藍牙裝置。 
您的耳機可與多達 8 個裝置進行配對。請執行下列步驟：

1    將滑桿移動到「藍牙」位置並按住不放，直到藍牙 LED 指示
燈快速閃爍藍燈，表示耳機目前處於可偵測狀態為止。

2  依照前頁說明完成配對。
3  完成配對後按下裝置上的播放鍵。

當成功完成裝置配對時，藍牙 LED 指示燈會轉為恆亮的藍燈。 
如果配對逾時 (LED 指示燈緩慢閃爍)，請將滑桿移到「藍牙」 
位置並按住不放，直到 LED 指示燈再次快速閃爍為止。

按下媒體裝置上的播放鍵。



瞭解 ue 9000  
無線耳機。

UE 9000 無線耳機

塑模隨身收納盒

選用的線控麥克風與控制裝置的音訊連接線

USB 充電連接線

¼ 吋 (6 35 mm) 轉接器

超細纖維拋光布

包裝 
內容：

音量增大

播放/暫停

接聽/掛斷 

下一首

上一首

音量減小

聆聽按鈕 

微型 USB 充電埠

3 5 mm 輸入插孔 (插入此插孔時會中斷藍牙連線)

開啟/關閉/藍牙連線滑桿 

藍牙 LED 指示燈

電池電量 LED 指示燈

點按，或是按住不放

按一下

按一下可接聽通話/ 
按住不放可掛斷通話

按兩下 

按三下 

點按，或是按住不放

音樂/通話

耳罩整合式控制鍵 線控裝置





功能：
led 指示燈意義。
藍牙 led 指示燈 電池電量 led 指示燈

關閉 
耳機關閉或是透過 3 5 mm 插孔連線到音訊來源

藍燈 (快速閃爍)： 
可偵測/配對模式

藍燈 (緩慢閃爍)：正在連線

藍燈 (恆亮)：已連線

關閉
耳機關閉

綠燈 (緩慢閃爍)：充電

綠燈 (恆亮)：電源開啟；已完全充電

紅燈：電量過低

當處於無線模式時，所有的 LED 指示燈會自動熄滅。但是，當配對變更或是使用控制鍵時，LED 指示燈

就會亮起。

若要使用「聆聽」功能，請按一下「聆聽」按鈕。您的音樂會變成靜音，環境聲音則會放大送入您的耳機。

若要繼續聆聽音樂，只需再按一下「聆聽」按鈕。

「聆聽」功能僅可在以無線模式聆聽音樂時使用。有線模式或是進行電話通話時無法使用。



關閉
耳機關閉

綠燈 (緩慢閃爍)：充電

綠燈 (恆亮)：電源開啟；已完全充電

紅燈：電量過低

功能：
充電。

當電池電量 LED 指示燈轉為紅燈時，您應對耳機進行充電。請執行下列步驟：
 
1  透過 USB 進行充電。電池電量 LED 指示燈會閃爍綠燈。

2  當耳機完全充電後，電池電量 LED 指示燈會亮起恆亮的綠燈。 

微型 USB 充電埠 USB 充電連接線

電腦 USB 連接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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功能：
外出收納。

若要在您外出時妥善收納耳機：

1  轉動耳罩直到聽到「喀噠」聲。 
2  將耳機平放到收納盒中。

3  將所有纜線與配件放到下方的收納袋中。



產品中心。

您的產品在網路上還有更多的相關資訊與支援。 
 
請造訪「產品中心」，在該處您可以：

• 瀏覽線上文章與教學課程。

• 尋找使用技巧以及其他功能資訊。

• 取得協助以排解疑難問題。

• 下載關於產品的最新軟體。

• 尋找線上文件與保固資訊。

•  您還可以和「社群論壇」中的其他使用者保持聯繫以獲得建議、 

提出問題，以及分享解決方案。 
• 訂購備用零件 (如有提供時)。

 
請瀏覽 www.logitech.com/support/ue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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疑難排解

如果您的耳機無法正確運作或是無法正確配對/連線，請嘗試下列步驟：

• 再靠近一點。藍牙無線連線的有效範圍最高為 10 公尺或 30 英呎。

• 重新充電，特別是當電池電量 LED 指示燈亮起紅燈時。請參閱「充電」章節所述內容。

•  嘗試調高耳機、裝置或是媒體應用程式上的音量。如果您是連線到電腦，請檢查您作業

系統的音量設定。

• 啟用裝置上的藍牙功能，然後從藍牙裝置清單中選擇「UE 9000」。

• 若要透過重新配對方式修復藍牙連線問題：

1  在裝置上：從藍牙裝置清單中刪除「UE 9000」

2   在耳機上：將滑桿移動到「藍牙」位置並按住不放，直到藍牙 LED 指示燈閃爍藍

燈為止。

3  在裝置上：從藍牙裝置清單中選擇「UE 9000」

4  在藍牙裝置的媒體播放程式上：選擇「UE 9000」

• 如果是電腦，您可能需要將此耳機指定為作業系統的輸入/輸出裝置。

如需協助，請瀏覽 www.logitech.com/support/ue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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拆除電池 
與回收

1  從左耳罩上取下耳套。

2  卸下螺絲並拆開音箱。

3  拔下舊電池。

4  將電池棄置於授權的電池回收中心。



耳機
拆卸

卸下螺絲

左耳罩

取下耳套
拔下電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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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 9000을 켭니다. 
무선 헤드폰. 

무선 헤드폰 
UE 9000을 켭니다  
Bluetooth® LED가 파란색으로 빠르게 깜빡이며,
헤드폰이 검색 가능함을 나타냅니다 

Power 
uP.



Bluetooth 호환 장치와 헤드폰을 페어링합니다. 

Apple iOS 
 설정(Settings) > 일반(general) > Bluetooth로 이동합니다  
 Bluetooth를 켭니다 
 “장치(Devices)”에서 “UE 9000”을 선택합니다 

선택 사항: 추가 Bluetooth 호환 장치를 페어링합니다. 
최대 8개의 장치에 헤드폰을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Bluetooth” 위치로 슬라이더를 이동한 후, Bluetooth LED가 파란색으로 빠르게 
깜빡이며 헤드폰이 검색 가능함을 나타낼 때까지 계속 슬라이더를 유지합니다 

2  이전 페이지의 지침에 따라 페어링을 완료합니다 
3  페어링한 장치에서 재생을 누릅니다 

성공적으로 장치를 페어링하면 Bluetooth LED가 계속 파란색으로 켜집니다   
페어링 시간이 초과되면(LED가 느리게 깜빡임), 슬라이더를 “Bluetooth” 
위치로 이동하고 LED가 다시 빠르게 깜빡이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 슬라이더를 유지합니다 

미디어 장치에서 재생을 누릅니다 

synC 
uP.

Press 
Play.



ue 9000 무선 헤드폰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UE 9000 무선 헤드폰

휴대용 하드 케이스

코드에 달린 마이크 및 컨트롤이 포함된 옵션 오디오 케이블

USB 충전 케이블

6 35mm(¼인치) 어댑터

마이크로 섬유의 청소용 천

내용물:

볼륨 높이기

재생/일시 중지

전화 받기/끊기 

다음 트랙

이전 트랙

볼륨 줄이기

주변 사운드 듣기 버튼 

마이크로 USB 충전 포트

3 5mm 입력(연결 시 Bluetooth 연결 방해)

켜기/끄기/Bluetooth 연결 슬라이더 

Bluetooth LED

배터리 레벨 LED

길게 클릭하거나 누르기

한 번 클릭

한 번 클릭하여 전화 받기/ 
길게 눌러 전화 끊기

두 번 클릭 

세 번 클릭 

길게 클릭하거나 누르기

음악/통화

온 이어(On-Ear) 컨트롤 온-코드 컨트롤





기능:
led 동작.
Bluetooth led 배터리 레벨 led

끄기 
헤드폰 꺼짐 또는 3 5mm 잭을 통해  
오디오 소스에 연결됨

파란색(빠르게 깜빡임): 
검색 가능/페어링 모드

파란색(느리게 깜빡임): 연결 중

파란색(켜져 있는 상태): 연결됨

끄기
헤드폰 꺼짐

녹색(느리게 깜빡임): 충전 중

녹색(켜져 있는 상태): 전원 켜짐,  
완전히 충전됨

빨간색: 배터리 부족

무선 모드에 있는 경우 모든 LED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하지만 페어링 변경이 있거나 컨트롤이 활성화되
면 LED가 켜집니다 

“주변 사운드 듣기” 기능을 사용하려면 주변 사운드 듣기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음악이 음소거되고 주
변 사운드가 헤드폰을 통해 증폭됩니다  음악 듣기를 다시 시작하려면 주변 사운드 듣기 버튼을 다시 누
릅니다 

“주변 사운드 듣기” 기능은 음악을 듣는 동안 무선 모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유선 모드나 전화 통화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끄기
헤드폰 꺼짐

녹색(느리게 깜빡임): 충전 중

녹색(켜져 있는 상태): 전원 켜짐,  
완전히 충전됨

빨간색: 배터리 부족

기능:
충전.

배터리 레벨 LED가 빨간색으로 변하면 헤드폰을 충전해야 합니다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USB를 통해 헤드폰을 충전합니다  배터리 레벨 LED가 녹색으로 깜빡입니다   
2  헤드폰이 완전히 충전되면 배터리 레벨 LED가 녹색으로 계속 켜집니다  

마이크로 USB 충전 포트 USB 충전 케이블

컴퓨터 USB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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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휴대시 보관.

이동 중에도 헤드폰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1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이어 컵을 돌립니다  
2  케이스에 헤드폰을 평평하게 놓습니다 
3  아래쪽 주머니에 모든 케이블과 액세서리를 놓습니다 



ProduCt Central.

온라인상에서 제품에 대해 제공되는 추가 정보와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oduct Central을 방문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문서 및 사용 지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추가 기능의 사용 및 정보에 대한 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문제 해결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최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설명서 및 보증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Community Forums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교류하면서 질문과 조언을 교환하고  
솔루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예비 부품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해당되는 경우) 

 
참조: www.logitech.com/support/ue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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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헤드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페어링/연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가까이 이동합니다  Bluetooth 무선 연결 범위는 최대 10미터 또는 30피트입니다 

• 배터리 레벨 LED가 빨간색인 경우 충전합니다  “충전”을 참조하십시오 

•  헤드폰 장치 또는 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의 볼륨을 높여 봅니다  컴퓨터에 연결된 경우에

는 운영 체제의 볼륨 설정을 확인합니다 

•  장치에서 Bluetooth를 활성화한 다음 Bluetooth 장치 목록에서 “UE 9000”을 선택합

니다 

• 다시 페어링하여 Bluetooth 연결 문제를 해결하려면:

1  장치: Bluetooth 장치 목록에서 “UE 9000”을 삭제합니다 

2   헤드폰: Bluetooth LED가 파란색으로 깜빡일 때까지 “Bluetooth”로 슬라이더

를 이동합니다 

3  장치: Bluetooth 장치 목록에서 “UE 9000”을 선택합니다 

4  Bluetooth 장치의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UE 9000”을 선택합니다 

• 컴퓨터 경우 해당 헤드폰을 운영 체제의 입력/출력 장치로 지정해야 합니다 

도움말은 www.logitech.com/support/ue9000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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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제거 
및 재활용

1  왼쪽 이어 컵에서 이어 패드를 벗겨 분리합니다 

2  나사를 제거하여 스피커 챔버를 분해합니다 

3  기존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4  인증된 배터리 재활용 센터에 기존 배터리를 폐기합니다 



헤드폰
분해

나사 제거

왼쪽 이어 컵

이어 패드를  
벗겨서 분리

배터리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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