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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 windows fast
Find the window you want by pressing 
the application button.

快速切換視窗
按下應用程式按鈕尋找您要的視窗。

빠른 창 전환
응용프로그램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창을 찾을 수 있습니다.

Fingertip zoom
Zoom in or out on a photo by pressing the 
zoom button on the side of the mouse while 
spinning the scroll wheel.  

指尖縮放
在捲動滾輪的同時按下滑鼠側邊的縮放按鈕可
放大或縮小圖片。

간편한 확대/축소
확대/축소 버튼과 스크롤 휠을 이용하여 손쉽
게 사진을 확대하거나 축소합니다.

Logitech® 
Performance  
Mouse M950t

Power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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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e by thumb
You can navigate your Web page history and browse folders 
by pressing the forward and back buttons.

瀏覽靠姆指
按上一頁和下一頁按鈕可瀏覽網頁記錄與資料夾。

엄지 손가락으로 탐색
앞으로/뒤로 버튼을 눌러서 웹페이지를 탐색하고 폴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Point and click was just the 
beginning
Discover how much more your mouse 
can do. Unlock the possibilities—like 
customizable buttons and adjustable 
precision—with the Logitech software. 

指向與點選只是最基本的功能
發現您的滑鼠更多的功能。借助羅技軟
體，您可以擁有更多的可能性 — 例如自
訂按鈕及調整解析度。

포인트 앤 클릭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포인팅과 클릭 외의 다양한 기능을 즐겨보
십시오. 로지텍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커
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버튼 및 dpi 조절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십시오. 

The disc icon means you 
need the Logitech software 
to take full advantage of a 
feature.
光碟圖示表示您需要安裝
羅技軟體才能充分使用該
功能。

로지텍 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해 더 많은 기능을 활용
하십시오. 



9Try it on glass
Your mouse works on glass tables 
where other mice fail thanks to Logitech® 
Darkfield Laser Tracking®. 

在玻璃上使用
您的滑鼠可以在玻璃桌上工作，這都要歸
功於羅技 Darkfield 雷射追蹤，讓您做到
其他滑鼠做不到的事。

유리에서도 작동 가능
이 마우스는 Logitech™ Darkfield Laser 
Tracking 덕분에 다른 마우스에서는 불가
능한 유리 테이블에서도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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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Two scrolling speeds

Press the shift button to switch between  
1 hyperfast scrolling, helpful for long 
documents, and 2 click-to-click scrolling, 
to move easily through forms and 
presentations.

兩種捲動速度
按下切換按鈕可在 1 超快捲動（適用於長
文件）和 2 分段捲動（適用於表格和簡
報）之間切換。 

두개의 스크롤 모드 
긴 문서에 유용한 1 초고속 스크롤과 양식 
및 프리젠테이션을 쉽게 스크롤할 수 있는 
2 클릭 투 클릭 스크롤 간을 전환하려면 전
환 버튼을 누르십시오.

Scroll sideways 
Tilt the wheel right or left to scroll sideways. 
Apply more pressure to scroll faster, 
less to slow down.

側向捲動 
將滾輪向右或向左傾斜執行側向捲動。施加的壓力
越大，滾動越快；壓力越小，滾動越慢。

좌우 스크롤
휠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기울여서 좌우로 스크
롤할 수 있습니다. 더 빨리 스크롤하려면 압력을 
더 많이 가하고 느리게 스크롤하려면 압력을 더 적
게 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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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se a task
Your scroll wheel is also 
a middle button.  
Press it to Save, Paste, 
or perform another 
command you choose.

選擇任務
您的捲動滾輪也是滑鼠中鍵。按
下此鍵可儲存、貼上或執行選擇
的其他指令。

기능 선택
스크롤 휠을 중간 버튼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
서 저장, 붙여넣기 또는 원하는 
다른 명령을 수행합니다.

5
Adjust cursor speed
Assign a button to switch 
between two levels of sensitivity 
(DPI)—perfect for 1 pixel-level 
precision or 2 using monitors 
with different resolutions.

調整游標速度
指定按鈕在兩個靈敏度等級 (DPI) 
之間切換 — 最適合 1 像素級精準
度或 2 依顯示器解析度而改變的
精準度。

커서 속도 조절
1 픽셀 수준의 정확도 또는 2 해
상도가 다른 모니터를 사용하기
에 최적인 두 단계의 감도(DPI) 
사이를 전환할 수 있도록 버튼을 
할당합니다.

10
Add a keyboard
To the same receiver. 
Go ahead and connect compatible 
mice and keyboards without 
filling up your USB ports.

加入鍵盤
相同的接收器上，可連接多個相容
滑鼠與鍵盤而不會多佔用您的 USB 
連接埠。 

키보드 추가
동일한 수신기에 호환 가능한 마우스 
및 키보드를 별도의 USB 포트의 사용 
없이 추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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