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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nglish

INCLUDED IN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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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oom mic
2. PC splitter
3. Console/PC cable with mute and volume controls (2m)
4. Mobile cable with inline microphone (1.5m)



4  English

PC SETUP
1. Plug in boom mic
2. Plug console/PC cable in to headset
3. (Optional) Using PC splitter:

1. Plug console/PC cable 
into PC splitter

2. Plug PC splitter into PC’s headphone 
and mic ports



5  English

3.5mm

CONSOLE SETUP 
(XBOX ONE™, PLAYSTATION®4)
1. Plug in boom mic
2. Plug console/PC cable into headset
3. Plug other end into controller1

MOBLIE SETUP
1. Remove boom mic
2. Plug in mobile cable to headset
3. Plug mobile cable into phone

1 Instructions may vary based on your system version. Please check your console manual for additional guidance. 
Xbox One and PlayStation 4 operate in stereo mode only via analog cable. Some Xbox One controllers may require 
Xbox One Stereo Headset Adapter, sold separately. 



6    繁體中文

包裝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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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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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麥克風桿
2. PC 分接器
3. 遊戲主機/PC 連接線，配備靜音和音量控制鈕 (2 公尺)
4. 行動裝置連接線，配備線控麥克風 (1.5 公尺)



7    繁體中文

PC 設定
1. 插入麥克風桿
2. 將遊戲主機/PC 連接線插入到耳機
麥克風

3. (選用) 使用 PC 分接器：
1. 將遊戲主機/PC 連接線插入到 

PC 分接器
2. 將 PC 分接器插入到 PC 的耳機和麥
克風連接埠



8    繁體中文

3.5mm

遊戲主機設定 
(XBOX ONE™
、PLAYSTATION®4)
1. 插入麥克風桿
2. 將遊戲主機/PC 連接線插入到耳機麥
克風

3. 將另一端插入到控制器1

行動裝置設定
1. 取下麥克風桿
2. 將行動裝置連接線插入到耳機麥克風
3. 將行動裝置連接線插入到手機

1 指示會由於系統版本而有所不同。 請查看您的遊戲主機手冊以獲得更多指引。 Xbox One 與 PlayStation 4 只能透過
類比連接線在立體聲模式下運作。 某些 Xbox One 控制器可能需要 Xbox One 立體聲耳機麥克風轉接器，此轉接器需
另外購買。



9   한국어

박스 내용물

1

2

3

4

1. 붐 마이크

2. 마이크 및 헤드폰 잭용 Y자 케이블

3. 음소거 및 볼륨 컨트롤이 있는 콘솔/PC 케이블(2m)
4. 인라인 마이크가 있는 모바일 케이블(1.5m)



10   한국어

PC 설정

1. 붐 마이크를 연결합니다.
2. 콘솔/PC 케이블을 헤드셋에 

연결합니다.
3. (옵션) 마이크 및 헤드폰 잭용 Y자 

케이블:
1. 콘솔/PC 케이블을 PC 스플리터에 

연결합니다.
2. 마이크 및 헤드폰 잭용 Y자 

케이블를 PC의 헤드폰과 마이크 
잭에 연결합니다.



11   한국어

3.5mm

콘솔 설정 
(XBOX ONE™, PLAYSTATION®4)
1. 붐 마이크를 연결합니다.
2. 콘솔/PC 케이블을 헤드셋에 

연결합니다.
3. 다른 쪽 끝을 컨트롤러에 연결합니다1.

모바일 설정
1. 붐 마이크를 제거합니다.
2. 모바일 케이블을 헤드셋에 

연결합니다.
3. 모바일 케이블을 휴대폰에 

연결합니다.

1 세부사항은 시스템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콘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Xbox One 및 
PlayStation 4는 아날로그 케이블을 통해서만 스테레오 사운드로 작동합니다. 일부 Xbox One 컨트롤러에는 Xbox One 
스테레오 헤드셋 어댑터(별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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