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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BOO 제스처 가이드
BAMBOO 패드에서 터치 사용하기

업무 방식 개선을 위해 설계된 터치 방식 지원 Wacom 제품입니다.

터치 기능 덕분에 Bamboo 패드 위에서 손가락 끝만을 사용하여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 설명:

• 회색 원은 패드를 누른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 테두리만 있는 원은 두드려서 클릭함을 나타냅니다.

• 검은색 테두리가 있는 원은 두드린 뒤 다시 두드리고 누른 채로 있음을 나타냅니다. 

기본 기능

'스크린 커서 이동' 패드 표면 위를 한 손가락으로 터치하고 이동합니다.

'탭에 클릭 추가'
(Mac 전용)

커서를 이동하여 항목에 위치시킵니다. 엄지 또는 검지를 사
용하여 왼쪽을 두드립니다. 

참고:  패드 방향이 왼손 사용자용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기본 손가
락의 오른쪽을 터치하십시오.

'오른쪽 끝에서 밀어 참 열기'(Windows 8 
전용)

참을 열려면 한 손가락을 패드의 오른쪽 끝에서 중앙까지 밉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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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끝에서 밀어 앱 전환'(Windows 8 전용)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전환하려면 한 손가락을 패드의 
왼쪽 끝에서 중앙까지 밉니다.

'위쪽 끝 또는 아래쪽 끝에서 밀어 앱 바 
열기'(Windows 8 전용)

앱 바를 열려면 한 손가락을 패드의 위쪽 끝 또는 왼쪽 끝에서 
중앙까지 밉니다.

'위쪽 끝에서 아래쪽 끝까지 밀어 앱 닫기'
(Windows 8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닫으려면 한 손가락을 패드의 위쪽 끝에서 
아래쪽 끝까지 밉니다.

'스크롤' 두 손가락을 평행한 상태로 부드럽게 이동합니다.

• 위로 스크롤하려면 위로 이동합니다.

• 아래로 스크롤하려면 아래로 이동합니다.

• 왼쪽으로 스크롤하려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 오른쪽으로 스크롤하려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Mac OS 10.7 및 10.8의 자연스러운 스크롤:  자연스러운 스
크롤의 경우 Mac 사용 방법 또는 지원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두드리면 오른쪽 클릭' 두 손가락을 조금 떼어서 두드립니다.

'확대 축소' 확대하려면 두 손가락을 서로 떨어뜨리십시오.

축소하려면 두 손가락을 서로 모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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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Mac 전용) 두 손가락을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스마트 줌'(Mac 전용) 확대하려면 두 손가락으로 두 번 두드립니다.

두 번째로 두 번 두드리면 축소됩니다.

'오른쪽 끝에서 밀어 알림 센터 열기'
(Mac OS 10.8 전용)

알림 센터를 열려면 두 손가락을 패드의 오른쪽 끝에서 중앙
까지 밉니다.

'왼쪽/오른쪽으로 밀어서 탐색' 두 손가락 또는 세 손가락을 조금 뗀 상태로 밉니다.

• 대부분의 브라우저 및 이미지 뷰어에서 '앞으로' 명령을 전송하
려면 오른쪽으로 밉니다.

• '뒤로' 명령을 전송하려면 왼쪽으로 밉니다.

'위로 밀어 바탕화면 보기' • Windows의 바탕 화면을 보려면 세 손가락을 사용하여 위로 밉
니다. 

• Mac의 바탕 화면을 보려면 네 손가락을 사용하여 위로 밉니다.  

• 다시 밀어 올려 열린 창을 바탕화면으로 이동시킵니다.

• Mac OS 10.7:  Mission Control을 보려면 위로 밉니다.  다시 밀
어 올리면 Mission Control이 종료됩니다.

'아래로 밀어 Windows 시작' 세 손가락을 조금 뗀 상태로 아래로 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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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두드려서 검색하기'
(Mac OS 10.8 전용) 

세 손가락을 조금 뗀 상태로 두 번 두드립니다.

'끌기'  세 손가락을 조금 뗀 상태로 사용합니다.

Mac OS 10.7 전용: 두드려서 선택한 뒤 패드 표면에서 손가
락을 뗍니다.

'왼쪽/오른쪽으로 밀어서 애플리케이션 
전환'(Mac 전용)

네 손가락을 조금 뗀 상태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밀어 애플
리케이션 전환 프로그램을 엽니다.

Mac OS 10.7: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밀어 전체 화면 애플리
케이션 사이를 전환합니다.

'아래로 밀어 FLIP 3D/EXPOSÉ/
APP EXPOSÉ 보기'(Mac 전용)

네 손가락을 사용하여 아래로 밉니다.

• Exposé (Mac): Exposé를 열려면 한 번 밉니다.  다시 밀면 
Exposé가 닫힙니다.

• App Exposé, Mac 10.7 및 10.8:  아래로 밀면 작업 중인 애플리
케이션의 열려 있는 창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아래로 밀
면 App Exposé를 종료합니다. 

'오므려서 LAUNCHPAD 보기' Mac OS 10.7 및 10.8:  엄지와 세 손가락을 함께 오므리면 실
행 중인 화면이 흐려지면서 모든 앱이 표시됩니다.

'확장하여 바탕화면 보기' Mac OS 10.7 및 10.8:  엄지와 세 손가락을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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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boo 제스처 가이드

Bamboo 패드에서 터치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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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는 개인적 사용 외의 목적으로 복사될 수 없습니다.  와콤은 사전 예고 없이 본 발행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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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본 문서의 특정 사양이나 제품 구성에 관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Bamboo 및 와콤은 와콤(사)의 등록상표입니다.

Microsoft 및 Windows는 모두 미국과 기타 각국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애플 및 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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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에 언급된 모든 다른 회사 및 제품명 또한 상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 문서 내에서 타사 제품에 대해 언급한 
것은 내용 설명을 위한 것으로 보증 또는 권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와콤은 이들 제품의 기능 또는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