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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스 정보 
Mac 드라이버 버전 1.2.1-18 

 

1.새로운 기능 

a. 이 드라이버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이 구현되었습니다. 

새 기능 요약 특징 ID 

펜타블렛 중형,3 버튼 펜,슬림펜 및 퀵키를 포함한 센스랩 펜타블렛 

중형 번들 SE 의 모든 장치를 지원합니다. 
153 

응용 프로그램별로 빠른 키 설정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33 

펌웨어 유틸리티를 온라인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62 

앱에 노트를 추가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38 

새 무선 페어링 흐름입니다. 113 

펜 기울기 감도 컨트롤이 추가되었습니다. 82 

진단에 두 개의 진단 도구가 추가되었습니다. 105 

이전 드라이버 버전에서 설정 파일을 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84 

설정 마법사에서 6 개의 새 국제 키보드 레이아웃을 추가하여 미리 

설정된 바로 가기 키의 유효성을 검사했습니다. 
57 

Mac 설치 관리자에서 설치 지침이 추가되었습니다.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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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및 보안 설정에 대한 화면 기록 프롬프트가 

제거되었습니다. 
89 

 

 

2.결함 수정 

a. 다음 결함은 고객이 보고한 주요 결함이며 이번 드라이버 릴리스에서 

수정되었습니다. 

결점 요약 결점 ID 

WiFi 또는 VPN 이 연결된 상태에서는 드라이버 설정 프로그램을 열 

수 없습니다. 
2077 

설치 프로세스를 완료한 후 설치 마법사가 열리지 않습니다. 2213 

일부 미리 설정된 바로 가기 키는 Qwerty 레이아웃(영어 자판 

레이아웃) 이외의 다른 국제 자판 레이아웃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2227 

Clip Studio Painter 앱에서 빠르게 선을 그릴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2076 

시스템이 완전 절전 모드로 전환된 후 빠른 키를 시스템에서 분리한 

경우, 시스템의 절전 모드를 해제하고 드라이버를 활성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375 

부분 매핑 모드에서 펜을 사용하여 타블렛의 매핑 영역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할 경우 펜 커서가 화면의 매핑 영역 가장자리에 걸릴 수 

있습니다. 

2000 

펜 커서가 항상 화면 하단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1840 

볼륨 조절 설정(F11,F12)을 바로 가기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1901 

포토샵 앱에서 Shift 키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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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brush 앱의 문제: 

1. 컨트롤 + 옵션 + 왼쪽 클릭 바로 가기 기능은 펜 호버 기능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이동 및 확대/축소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우클릭+끌기). 

3. 마스크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명령 키 또는 스페이스 키와의 

결합). 

1805 

일러스트레이터 앱과 토파즈 마스크 AI 앱에서 눌렀다가 수식어가 

풀리지 않습니다. 

2135 

Maya App 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 끌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2245 

확대 기능(옵션 키 + 마우스 오른쪽 버튼 끌기)은 Maya 앱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2211 

 
 

3.기지 문제 

a. 다음은 드라이버에 알려진 문제이며 해결 방법입니다. 

기지 문제 요약 해결 방법 결함 ID 

Adobe Illustrator 앱의 그라데이션 속성 

패널에서 그라데이션 색상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있는 경우) 

1. 그라데이션 속성 

패널에서 두 번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2. 수평 제어판에서 클릭 

한 번으로 선택합니다. 

2282 

Adobe Illustrator 앱에서 도면층을 선택 

취소할 수 없습니다. 
N/A 2282 

정밀 모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N/A 2277 

마우스 휠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N/A 2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