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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Mouse setup.
Plug mouse USB cable into your computer’s USB port. The G500s is ready to go, and is fully 
optimized for game play.

繁體中文

滑鼠安裝。
將滑鼠 USB 連接線插入電腦的 USB 連接埠。G500s 滑鼠已經就緒，並且達到適於玩遊戲的最佳 

狀態。

한국어

마우스 설정.
마우스 USB 케이블을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G500s을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으며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English

Free software download.
The G500s is plug-and-play ready. To customize  your mouse fully, download the latest Logitech 
Gaming Software for the G500s at www.logitech.com/downloads

繁體中文

免費軟體下載。
G500s 是隨插即用型滑鼠。要完全自訂您的滑鼠，請從  www.logitech.com/downloads 下載用於 
G500s 的最新羅技遊戲軟體。

한국어

무료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G500s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입니다. 마우스를 사용자 지정하려면 www.logitech.com/downloads 
에서 G500s용 최신 로지텍 게이밍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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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1. Dual-mode scroll wheel. Offers two scrolling modes: Hyper-fast 

and click-to-click.

2. Scroll wheel mode shift button. Press to shift between hyper-
fast (free-spinning) and precise (click-to-click) scrolling.

3. LED panel. Indicates the current dpi setting.

4. Back and forward buttons. Press to flip between Web pages.

5. (+) and (-) buttons. Press to adjust dpi (mouse sensitivity).

6. Programmable button.  Download Logitech Gaming Software  to 
customize this button.

7. 8200 dpi laser engine.

8. Gaming feet. Super-slick polytetrafluoroethylene for effortless 
glide.

9. Weight-tuning cartridge.

10. Cartridge release button. Press to release weight cartridge.

11. Braided USB cord. 7-foot length of low-friction material.

 

繁體中文
1. 雙模滾輪。可提供兩種捲動模式：超快捲動模式與分段捲動

模式。

2. 滾輪模式切換按鈕。按下此按鈕可在超快捲動（自由轉動）與

精準的分段捲動之間切換。

3. LED 面板。可顯示目前的 dpi 設定。

4. 上下頁切換按鈕。按下此按鈕可在網頁間翻閱。

5. (+) 和 (-) 按鈕。按下此按鈕可調整 dpi（滑鼠靈敏度）。

6. 可設定的按鈕。下載免費的羅技遊戲軟體自訂此按鈕。

7. 8200 dpi 雷射引擎。

8. 遊戲底部墊片。採用超滑順聚四氟乙烯材料，滑動起來毫不

費力。

9. 可調整重量的配重卡匣。

10. 配重卡匣釋放按鈕。按下此按鈕可釋放配重卡匣。

11. USB 編織線。長達 7 英尺，採用低摩擦材料。

 

한국어

1. 듀얼 모드 스크롤 휠. 초고속 및 클릭 투 클릭 방식의 두 가지 스
크롤 모드를 제공합니다.

2. 스크롤 휠 모드 전환 버튼. 초고속(자유 회전)과 정밀(클릭 투 
클릭) 스크롤 모드 사이를 전환하려면 누르십시오.

3. LED 패널. 현재 dpi 설정을 표시합니다.

4. 뒤로 및 앞으로 버튼. 웹 페이지 간을 전환하려면 누릅니다.

5. (+) 및 (-) 버튼. dpi(마우스 감도)를 조정하려면 누릅니다.

6. 프로그래밍 가능한 버튼. 로지텍 게이밍 소프트웨어를 다운로

드 받아 이 버튼을 사용자 지정하십시오. 

7. 8200dpi 레이저 엔진.

8. 게이밍 피트. 매끄러운 활강을 위한 매우 미끄러운 PTFE 재질.

9. 무게 조정 카트리지.

10. 카트리지 분리 버튼. 무게추 카트리지를 분리하려면 누릅니다.

11. 편복 USB 코드. 213 Cm 길이의 마찰이 적은 재질.

 

English

Mouse not working? 
•	 Is the PC turned on?

•	 Try a different USB port on the PC.

•	 Restart the computer. 

繁體中文

滑鼠無法運作？ 
•	 是否開啟了電腦？

•	 請試一下電腦的其他 USB 連接埠。

•	 重新啟動電腦。

한국어

마우스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	 PC의 전원이 켜져 있습니까?

•	 PC의 다른 USB 포트에 연결해 봅니다.

•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B급 기기 (가정용 방송통신기기)

이 기기는 가정용(B급)으로 전자판적합등록을 한 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