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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업데이트 설명  
Macintosh 드라이버 버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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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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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추가됨. 

8 

드라이버 해제 시, 사용자 설정 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추가됨. 

40 

사용자 설정 시 힌트 파업창  추가됨.  

프로그램 해제 아이콘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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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함 개선 

a. 이 버전의 드라이버는 다음과 같은 결함을 개선하였습니다. 

 

결함 요약 결함 ID 

해제 시 알림 텍스트 최적화됨. 1607 

드라이버를 켤 때 드라이버 화면 위치가 다르고 아래쪽으로 

표시함. 

현재 사용중인 모니터에 드라이버 화면을 완전하게 켜도록 

조정됨. 

1606 

처음으로 USB 에 펜타블렛이나 리모컨을 매핑 시 문제 

발생함(간헐적 발생) 

1600 

사용자 정의 프로그램 10 개 이상의 설정 파일을 가져오면 문제 

발생함. 

1621 

설정 마법사에 퀵키즈 1 개만 연결된 경우 퀵키즈 2 개 연결로 

표시는 문제 발생함. 

1619 

파일을 두 번 클릭하여 열면 문제 발생함. 1613 

무선 동글에 처음 연결할 때 설정 패널에 디바이스 문제가 나타나지 

않음. 

1581 

무선 디바이스를 동글에 연결하기 위한 다이얼로그 박스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음. 

1580 

USB 수신기와 펜 타블렛 스몰 처음 페어링 후  펜 타블렛 

스몰과 스크린 영역의 매핑 관계 부정확함. 

1579 

동글 페어링 옵션 클릭 시, 커서는 디스플레이에 왼쪽 위로 

이동함. 

1577 

멀티 스크린에서 시스템이 휴면 상태에서 깨어나면 펜타블렛 매핑 

초기화됨. 

1558 

웹을 열 수 없음. 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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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지 문제 

a. 다음은 드라이버의 기지 문제 및 해결 방법(있다면)입니다. 

 

기지 문제 요약 해결 방법(있는 경우) 결함 ID 

현재 기지 문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