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tting started with

Logitech® Stereo Headset H151



Logitech Stereo Headset H151

2

English                                                                                                                                       3

繁體中文                                                                                                                                      7

한국어                                                                                                                                        11



Logitech Stereo Headset H151

English  3

 What’s in th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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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set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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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ise-canceling microphone
2. Rotating microphone boom
3. Adjustable headband

4. Volume control
5. Mute switch
6. Single Headphone and Microphone p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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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up

/

Connect the headset
Insert the 3.5 mm plug into the single headphone & microphone jack on your computer, tablet or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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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 with setup: headset not working?
• Check cable connection between the headset 

and your computer.
• If your computer is using two separate jacks 

for microphone and headphone, a 1-to-2 
adapter is necessary to use all the features of 
this headset

• Adjust the volume and microphone settings 
to an audible level in the application 
and operating system.

• Try restarting the media application.
• Close all media applications and check 

whether your computer soundcard has been 
selected in your Windows operating system 
for playback and voice. 

Windows Vista and Windows 7: Go to Start/
Control Panel/Sounds/Playback Devices tab. 
Choose your sound card and click OK. Go 
to the Recording devices tab, choose your 
sound card, and click OK. Restart the media 
application.

Windows 8: From Start Menu, select Desktop 
tile. From Charms menu, select Settings > 
Control Panel > Hardware and Sound. Go to 
Sound > Playback tab. Choose your sound card 
and click OK. Go to the Recording devices tab, 
choose your sound card, and click OK. Restart 
the media application.

For additional assistance,  
please visit www.logitech.com/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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包裝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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耳機麥克風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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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降噪麥克風

2. 旋轉式麥克風桿

3. 可調整頭帶

4. 音量控制

5. 靜音開關

6. 耳機與麥克風複合插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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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設定

/

連接耳機麥克風
將 3.5 公釐插頭插入電腦、平板電腦或智慧型手機上的耳機和麥克風複合插孔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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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定說明：耳機麥克風無法正常 
運作？
• 請檢查耳機麥克風與電腦之間的連接情況。

• 如果您的電腦使用兩個獨立的插孔來連接耳機
和麥克風，則需使用 1-轉-2 轉接器才能使用此
耳機麥克風的全部功能

• 在應用程式和作業系統中將音量和麥克風設定
調整至適當音量。

• 嘗試重新啟動媒體應用程式。

• 關閉所有媒體應用程式，並檢查是否已在 
Windows 作業系統中將您的音效卡選擇作為
預設聲音播放和語音裝置。 

Windows Vista 和 Windows 7： 依次按一下 
「開始」/「控制台」/「聲音」/「播放裝置」
索引標籤。然後選擇音效卡並按一下「確定」。
按一下「錄製」索引標籤，選擇音效卡，然後
按一下「確定」。重新啟動媒體應用程式。

Windows 8：在「開始」功能表選擇「桌面」
圖磚，然後在 Charms 功能表中依次選擇「設
定」>「控制台」>「硬體和聲音」，接著選擇
「聲音」>「播放」索引標籤，最後選擇音效
卡並按一下「確定」。按一下「錄製」索引標
籤，選擇音效卡，然後按一下「確定」。重新
啟動媒體應用程式。

如需其他協助， 
請造訪 www.logitech.com/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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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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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tech Stereo Headset H151

헤드셋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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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이즈 제거 마이크

2. 회전식 마이크 붐
3. 조절 가능한 헤드밴드

4. 볼륨 컨트롤

5. 음소거 스위치

6. 단일 헤드폰 및 마이크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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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

헤드셋 연결
컴퓨터,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의 단일 헤드폰 및 마이크 잭에 3.5mm 플러그를 꽂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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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도움말: 헤드셋이 작동하지 않습
니까?
• 헤드셋과 컴퓨터 간에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지 확인합니다.
• 컴퓨터가 마이크 및 헤드폰용으로 두 개의 별도 

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 헤드셋의 모든 기 
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2 어댑터가 필요합
니다.

• 응용 프로그램과 운영 체제에서 볼륨 및 마이 
크 설정을 소리가 잘 들리는 수준으로 조절합 
니다.

• 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 봅니다.
• 모든 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을 닫고 컴퓨터 사

운드 카드가 Windows 운영 체제에서 재생 및 
음성용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Windows Vista 및 Windows 7: 시작/제어판/소
리/재생 장치 탭으로 이동합니다. 사운드 카드를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녹음 장치 탭으 
로 이동하고 사운드 카드를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 
합니다.
Windows 8: 시작 메뉴에서 바탕 화면 타일을 선
택합니다. 참 메뉴에서 설정 > 제어판 > 하드웨어  
및 소리를 선택합니다. 소리 > 재생 탭으로 이동
합니다. 사운드 카드를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 
합니다. 녹음 장치 탭으로 이동하고 사운드 카드 
를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합니다.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www.logitech.com/support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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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 logitech com/support/H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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