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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업데이트 설명  
Windows 드라이버 버전 V 1.1.0 

1.기능 추가 

a.이번 드라이버 릴리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이 구현되었습니다. 

 

새로운 기능 요약 기능 ID 

PC 에 USB 수신기가 연결되어야 '디바이스와 USB 수신기 

매핑' 옵션 선택 가능함. 

18 

USB 수신기와 디바이스 매핑 파업창 힌트 업데이트됨. 8 

설정 패널에서 커서가 버튼 세트 위에 있을 때 퀵키즈 

이미지에 있는 세트 버튼 강조됨. 

20 

멀티 모니터 환경에서 설정 패널을 열 때 현재 활성 

모니터에 설정 패널 표시됨. 

24 

이전 드라이버의 사용자 설정을 가져오는 기능 추가됨. 58 

패널에 있는 '기어' 아이콘의 시각성 높였음. 46 

Zbrush, Fusion360, Substance Painter, Maya 소프트웨어에서 

회전 기능 추가됨. 

61 

무선 연결 도구 중,각 매핑된 디바이스별로 해제할 수 있는 

기능 추가됨. 

8 

드라이버 해제 시, 사용자 설정 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추가됨. 

40 

사용자 설정 시 힌트 파업창 추가됨.  

드라이버 설치에서 라이선스 규약의 시각성 개선됨.  

 

2.결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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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 버전의 드라이버는 다음과 같은 결함을 개선하였습니다. 

 

결함 요약 결함 ID 

사용자가 드라이버를 종료하거나 타블렛 연결을 끊었을 때 

'윈도 Ink' 옵션의 수정 설정 저장되지 않음. 

651 

새로운 추가된 응용에 리모트의 커스텀 설정은 설정 패널이 

닫혔다가 리세트되면 간헐적인 설정 분실 발생함. 

1627 

사용자의 코너 램프 색상 설정 저장되지 않은 경우 있음. 1596 

리모트에 설정 파일을 가져오면 펜 고장남. 1614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연결 시, 드라이버 중의 '타블렛에서 

디스플레이 영역으로의 매핑 범위' 기능을 새로운 

디스플레이에 인식하지 못함. 

 

타블렛에서 설정 패널을 시동 시,설정 패널의 일부 

인터페이스가 화면 밖으로 표시됨. 

1584 

마우스 모드에서 펜을 최소 이동 속도로 설정한 후 화면 

커서 이동이 너무 느림. 

1506 

리모트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설정한 회전 방향을 

간헐적으로 잊어버리고 미리 설정된 방향으로 내용 보여줌. 

1385 

커스텀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 Corel Painter 를 추가 시 

Xencelabs 권장 기본값 누락됨. 

1570 

응용 프로그램 추가 시, Xencelabs 응용 프로그램 기본값이 

있는 응용 프로그램만 기본 옵션이  추가할 수 있음. 

1547 

퀵키즈 다이얼 모드 기능 설정에 다이얼 감도 설정이 반전된 

문제 해결됨.현재 다이얼 감도 슬라이더의 왼쪽에 '느림', 

오른쪽에 '빠름'으로 표시됨. 

1566 

 

3.기지 문제 

a. 다음은 드라이버의 기지 문제 및 해결 방법(있다면)입니다. 

기지 문제 요약 해결 방법(있는 경우) 결함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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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지 문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