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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Pen 타블렛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의 제품 사용자 설명서는 현재 영어, 러시아어, 일
본어, 독일어, 한국어, 중국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및 프랑스어를 지원합니다. 선호하는 언어가 지
원되지 않는 경우 사과드립니다.

{ I. 제품 개요}
개요

이미지 1-1 : 개요

1.작업 영역
2.익스프레스 키
3.롤러 키
4.터치 패드
5.Type-C

３

{ II. 드라이버 설치}
지원되는 운영 체제 :
Windows 10, 8 또는 7
Mac OS X 10.10 이상
노트:
(1). Deco Pro 스몰 & 미디엄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전에 기존의 타블렛 소프트웨어를 제거하십시
오. 다른 타블렛 드라이버는 Deco Pro 스몰 & 미디엄 드라이버와 충돌하거나 설치를 완전히
방해할 수 있습니다.
(2). 최신 드라이버 버전은 XP-Pen 웹 사이트 (www.xp-pen.com)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exe"또는 ".pkg"를 실행하기 전에 ".zip"파일 내용을 추출해야합니다.

Windows
(1)포함된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Deco Pro 스몰& 미디엄을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2)당사 웹 사이트 (www.xp-pen.com)의 지원 섹션에서 Deco Pro스몰& 미디엄 최신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십시오.
(3) ".exe"파일을 실행하기 전에 ".zip"파일 내용을 추출하십시오.
(4)설치가 완료되면 시스템 트레이 및 바탕 화면에 드라이버의 아이콘 (
)이 나타납니다. 아이콘
이 없으면 드라이버를 제거하고 재부팅한 다음 2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Mac
(1) 포함된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Deco Pro 스몰 & 미디엄을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2) 당사 웹 사이트 (www.xp-pen.com)의 지원 섹션에서 Deco Pro 스몰 & 미디엄 최신 드라이버
를 다운로드하십시오.
(3) ".pkg"를 실행하기 전에 ".zip"파일 내용을 추출하십시오.

이미지 2-1 : Mac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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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드라이버 설정 UI}
Windows
Deco Pro 스몰 & 미디엄의 드라이버 설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열 수 있습니다.
시스템 트레이 또는 바탕 화면에서 드라이버 아이콘(

)을 두 번 클릭하십시오.

드라이버 UI

이미지 3-1 : UI

1.1. 펜 기능 설정
타블렛 펜의 배럴 버튼 기능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능 키"옵션을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키 입력을 프로그래밍하십시오.

이미지 3-2 : 펜 기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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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
펜 / 지우개 토글
스타일러스가 범위 작업 영역에 있는 상태에서 할당된 배럴 버튼을 눌러 호환되는 도면 소프트웨어
에서 펜과 지우개 모드를 전환하십시오. 현재 모드가 모니터에 잠시 표시될 것입니다.
1.2. 클릭 감도 및 현재 펜 압력
여기서 펜 압력을 "출력" 또는 "압력" 감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펜 압력은 타블렛에 적용되는 현재 압력 수준을 나타내며 펜 압력을 테스트하는데 사용할
수있습니다.

이미지 3-3 : 감도 및 현재 펜 압력 클릭

1.3. 마우스 모드
앱솔루트 (펜) 모드 : 표준 타블렛 모드. 타블렛 작업 영역의 각 지점은 컴퓨터 디스플레이의
절대 지점에 해당합니다.
상대 (마우스) 모드 : 마우스 모드.타블렛의 작업 영역은 컴퓨터 디스플레이의 절대 지점과 일
치하지 않으며 펜은 표준 마우스처럼 작동합니다.

이미지 3-4 : 마우스 모드

1.4. 현재 화면
Deco Pro 스몰& 미디엄은 단일 또는 이중 모니터와 함께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모니터만 선택하면 타블렛 입력이 특정 모니터로 제한됩니다.
사용자 정의 디스플레이 매핑:
타블렛의 화면 작업 영역 크기를 여기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하려면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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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80 및 270도 :
Deco Pro 스몰& 미디엄은 0, 90, 180 및 270도 각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설정할 때 Deco
Pro 스몰& 미디엄을 회전해야합니다.
오른손은 180도입니다.
이 탭에서 타블렛의 화면상의 작업 영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 영역 설정 :
"작업 영역 설정"버튼을 클릭하면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하여 Deco Pro 스몰& 미디엄 작업 영
역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하려면 왼쪽 상단과 하단을 클릭하십시오.
디스플레이 비율 :
Deco Pro 스몰& 미디엄 작업 영역을 설정하여 모니터 해상도에 맞게 타블렛의 화면 작업 영역
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활성 영역 :
Deco Pro 스몰& 미디엄 작업 영역을 최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3-5 : 현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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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프로필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배럴 버튼 및 바로 가기 키 설정을 저장 /로드하려면 프로파일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트 :
배럴 버튼과 단축키 설정이 끝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고 타블렛 설정 메뉴를 종료하십시
오.

이미지 3-6 : 프로파일 내보내기

이미지 3-7 : 프로파일 가져오기

1.6.Windows Ink
이 기능은 여기에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Windows Ink를 사용하여 실행되
는 Windows Ink 및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3-8 : Windows Ink
８

1.7. 익스프레스 키 설정
노트:
(a). Deco Pro 스몰& 미디엄의 바로 가기 키는 미국 영어 키보드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
니다. 키는 다른 키보드 언어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기본적으로 Deco Pro 스몰& 미디엄 익스프레스 키는 표준 Photoshop 키보드 단축키에 매핑
됩니다. 키는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3-9. 키보드

익스프레스 키 비활성화 : 익스프레스 키를 활성화하면 모든 익스프레스 키의 기능이 비활성화됩니
다.
힌트 숨기기 :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익스프레스 키를 누르면 메시지가 화면 하단에 팝업되지 않습니다.

이미지 3-10: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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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탭에서는 Deco Pro 스몰& 미디엄의 단축키 기능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정의"옵션을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키 입력을 프로그래밍하십시오.

이미지 3-11 : 기능 키

노트 :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해 각 바로 가기 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 선택 탭으로 이동하십시오.

이미지 3-12 : 프로그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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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본값을 선택하거나 찾아보기를 사용하여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3-13 : 프로그램 선택

c. 바로 가기 키 설정 탭으로 돌아가서 타블렛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바로 가기 키를 사용자 지정하
십시오. 작업이 끝나면 "확인"을 클릭하고 타블렛 설정 메뉴를 종료하십시오.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해 각 다이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 먼저 소프트웨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다이얼 탭으로 이동하십시오.

이미지 3-14 : 다이얼
１１

b. 각 다이얼 기능을 "기능 키"로 설정하십시오.
c. 설정 탭에서 "KL"및 "KR"을 Ctrl + 및 Ctrl-와 같은 다른 바로 가기로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3-15 : 설정

다이얼 2: 다이얼 2 기능을 마우스, 롤러 또는 커스터마이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3-16: 다이얼2

１２

컨트롤: "휠 라이트" & "테이블 라이트" 조명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3-17 : 제어

1.8. 기본값
기본 설정을 복원하려면 기본값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1.9. XP-Pen 로고
당사 웹 사이트를 방문하려면 당사의 로고를 클릭하십시오.

Mac
Deco Pro 스몰& 미디엄의 드라이버 설정을 열려면 파인더 > 응용 프로그램 > 펜 타블렛 세팅을 여
십시오
드라이버 UI

이미지 3-18 : 타블렛 세팅
１３

1. 펜

이미지 3-19 : 펜

1.1.이 탭에서 스타일러스의 배럴 버튼 기능을 사용자 정의하고 "기본 버튼 설정"을 클릭하여 제조
업체 설정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미지 3-20 : 펜

노트 :
펜 / 지우개 토글
스타일러스가 범위 작업 영역에 있는 상태에서 할당된 배럴 버튼을 눌러 호환되는 도면 소프트웨어
에서 펜과 지우개 모드를 전환하십시오. 현재 모드가 모니터에 잠시 표시될 것입니다.
１４

1.2.구성 설정 :
펜 압력 비활성화 : "펜 압력 비활성화"기능이 활성화되면 펜 압력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
다.
키 기능 비활성화 : 활성화하면 모든 단축 키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표시 메시지 사용 안 함: 활성화하고 임의의 단축 키를 누르면 메시지가 화면 하단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미지 3-21 : 구성 설정

1.3.작업 영역 방향:
오른손, 왼손, 90 & 270 :
Deco Pro 스몰 & 미디엄은 또한 오른손, 왼손, 90 & 270 각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타
블렛도 회전하십시오.

이미지 3-22: 작업 영역 방향

1.4.출력: 여기에서 펜 압력을 "출력" 또는 "압력" 감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타블렛에 현재 사용 중인 압력 수준을 표시하며 펜 압력을 테스트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3-23 : 출력
１５

1.5. 좌표 모드 :
앱솔루트 (펜) 모드 : 표준 타블렛 모드. 타블렛 작업 영역의 각 지점은 컴퓨터 디스플레이의
절대 지점에 해당합니다.
상대 (마우스) 모드 : 마우스 모드.타블렛의 작업 영역은 컴퓨터 디스플레이의 절대 지점과 일
치하지 않으며 표준 마우스처럼 작동합니다.

이미지 3-24 : 좌표 모드

1.6. 프로필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배럴 버튼 및 바로 가기 키 설정을 저장 /로드하려면 프로파일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3-25: 구성 파일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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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3-26: 구성 파일 가져오기

2. 모니터
"모니터" 탭에서는 단일 또는 이중 모니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Deco Pro 스몰& 미디엄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타블렛은 디스플레이의 일부만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3-27: 모니터

3. 타블렛 영역
이 탭에서 타블렛의 화면상의 작업 영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1. 전체 영역은 가능한 가장 큰 작업 영역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3.2. 화면 비율은 모니터의 해상도와 일치하도록 타블렛의 화면 작업 영역을 조정합니다.
3.3. 휠 & 타블렛 LED를 사용하여 휠 & 타블렛 조명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１７

이미지 3-28 : 전체 영역

4. 익스프레스 키
노트:
(a). Deco Pro 스몰& 미디엄의 바로 가기 키는 미국 영어 키보드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
니다. 키는 다른 키보드 언어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기본적으로 Deco Pro 스몰& 미디엄의 익스프레스 키는 표준 Photoshop 키보드 단축키에 매
핑됩니다. 키는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4.1. 익스프레스 키 탭에서 각 익스프레스 키는 기본값을 가집니다.

이미지 3-29 : 익스프레스 키
１８

Deco Pro 스몰& 미디엄의 바로 가기 키에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키 입
력을 프로그래밍하려면 "고객 정의 재설정"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이미지 3-30: 작업 설정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각 바로 가기 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 선택 탭으로 이동하십시오.

이미지 3-31: 프로그램 선택
１９

b. 귀하가 선택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3-32 : 프로그램 선택

c. 바로 가기 키 설정 탭으로 돌아가 타블렛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바로 가기 키를 사용자 정의하십
시오. 작업을 마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타블렛 설정 메뉴를 종료하십시오.

이미지 3-33: 핫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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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3-34: 작업 설정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해 각 다이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 먼저 소프트웨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다이얼 탭으로 이동하십시오.

이미지 3-35: 슬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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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각 다이얼 기능을 클릭하십시오.
c. 설정 탭에서 "왼쪽 단축키"및 "오른쪽 단축키"를 Ctrl + 및 Ctrl-와 같은 다른 바로 가기로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3-36: 슬라이더 설정

5. 정보
이 탭에는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의 현재 버전이 표시됩니다.

이미지 3-37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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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드라이버 제거 }

Windows

시작 메뉴에서 [설정] → [앱 및 기능]을 엽니다. "Pentablet"을 찾아 "제거"를 클릭하십시오. 화면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Mac

[파인더]→[응용 프로그램]→[펜 타블렛]을 연 다음 "Uninstall Pen Tablet"을 클릭하고 화면에 나타
나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이미지 4-1 : Mac 제거

노트:
Deco Pro 스몰& 미디엄 드라이버를 재설치 할 때 제거가 완료되면 컴퓨터를 재부팅하십시오.

{ VI. FAQ}

1.스타일러스를 사용하여 커서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Deco Pro 스몰& 미디엄 드라이버를 제거하십시오. 제거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으면 드라이버
설치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한 다음 드라이버 설치 제거를 허용하십시오. 재부팅한 다음 타블렛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스타일러스를 테스트하십시오.
커서가 펜 입력에 반응하면 타블렛의 하드웨어가 작동합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Deco Pro 스몰&
미디엄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하십시오 (Windows).
www.xp-pen.com에서 타블렛의 최신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한 다음 ".zip"내용을 바탕 화면에 추출
하고 설치하십시오.
2.Deco Pro 스몰& 미디엄의 드라이버가 성공적으로 설치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２３

a. 드라이버를 설치한 후, Deco Pro 스몰& 미디엄의 드라이버 아이콘
이 화면 오른쪽 하단의
시스템 트레이에 표시되어야 합니다(Windows OS). 펜 입력은 커서를 제어하며 압력 감도는 드라
이버 UI의 "압력 테스트" 탭에서 작동합니다.
3.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와 관련된 문제인지 확인하는 방법
a. Deco Pro 스몰& 미디엄을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고 설치하십시오. 타블렛이 새 컴퓨터에서 올바
르게 작동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컴퓨터에서 모든 타블렛 드라이
버(Deco Pro 스몰& 미디엄 포함)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Deco Pro 스몰& 미디엄을 다시
설치하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주소로 문의하십시오:
Web: www.xp-pen.com
Email: service@xp-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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