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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지침

제품을 작동하기 전에 지침을 읽으십시오.

1. 마우스를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2. 다음에서 Logitech G HUB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logitechG.com/GHUB .

logitechG.com/GHUB

완전히 프로그래밍 가능한 6개의 버튼

기본적으로 다음 버튼이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http://logitechg.com/GHUB
http://logitechg.com/GHUB


1. 기본 클릭
2. 보조 클릭
3. 휠 클릭
4. 포워드
5. 뒤로
6. DPI 주기

LIGHTSYNC RGB 프로그래밍 가능 조명

G102 / G203 LIGHTSYNC에는 Logitech G HUB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단색 또는 색상 주기 또는 호흡/펄싱과 같은 애니메이션 
효과로 사용자 정의할 수 있는 3개의 독립적인 조명 영역이 있습니다.
Logitech G HUB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지원되는 다른 Logitech G 장치와 조명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logitechG.com/GHUB

©2020 Logitech Logitech, Logitech G, Logi 및 그들의

http://logitechg.com/GHUB


각 로고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Logitech Europe SA 및/또는 계열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자
산입니다. Logitech은 이 설명서에 나타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

파일 다운로드

사용 설명서
Lightsync 게이밍 마우스, G102, G203다운로드

다운로드 [최적화]

참조

로지텍 G HUB 고급 게임 소프트웨어, RGB 및 게임 프로필 로지텍 G HUB 고급 게임 
소프트웨어, RGB 및 게임 프로필

관련 매뉴얼

1.Logitech Gamepad F310 사용 설명서Logitech® Gamepad F310 시작하기 Gamepad F310 기능 *...
2.Logitech USB 헤드셋 H570e 사용 설명서설정 가이드 제품 인라인 컨트롤러 알아보기

내용물...
삼.로지텍 MX Master 3 사용 설명서MX Master 3 시작하기 QUICK SETUP 자세한 내용은...
4.Logitech Earbuds G333 VR 사용 설명서설치 가이드 Logitech 이어버드 G333 VR 기능

오큘러스...

5.Logitech HD 비디오 시스템 USB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사용 설명서HD 비디오 시스템 USB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TABLE HUB 전원...

6.logitech 웹캠 사용 설명서Logitech C920E HD 웹캠 데이터시트 HD 비디오. 놀라운 가격. C92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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