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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S 8.5.1의 알려진 이슈
QPS® 8.5.1의 알려짂 이슈는 다음에 따라오는 목록과 같습니다.

QPS Server


맊약 수동 삭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drive]:\Windows\Temp\poifiles 에 생성된 임시파일들이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고 다량의 기가바이트로 쌓이는 문제 발생(55283)



QPS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 되는 경우, “UpgradeConfiguration.xml”에
CreateSectionWorkflows 설정을 구성할 수 없는 문제 (49475)

권장사항: 이전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스크립트를사용합니다:
1. QPS Server 데이터베이스가 위치한 컴퓨터의 QPS Server 인스톨러에서 “Database” 폴더를
복사합니다.
2. Database/[database type]/Update 탐색하여, “UpgradeConfiguration.xml “을 열기합니다.
3. “CreateSectionWorkflows”의 속성을 false로 변경합니다.
4. 파일을 저장하고 닫기 하여 주십시오.
5.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대싞에 스크릱트 업데이트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합니다.
이것으로 출판 워크플로우를 생성할 것입니다. 하지맊 워크플로우는 섹션-레벨이 없이 생성될
것입니다.


Web 사이트에서 자동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firewall 예외 사이트 목록에 포트 번호를
추가 해야 함



QPS Server 컴퓨터에 하나 이상의 IP 주소가 생성 되어 있는 경우, JConsole과 Script
Manager에서 QPS Server로 접속을 못하는 문제 발생. (39202, 25921)



QPS 8.1 에서 QPS 8.5로 업데이트 한 후에 일부 저장된 검색 기준의 변경 발생 (59697)



Photoshop® CS5의 IPTC 정보를 포함하는 그린을 저장하고 그리고 QPS에 체크인하는 경우,
IPTC 정보가 QPS에서 나타나지 않는 문제 발생. 맊약 파일이 JPGE인 경우, 속성을 편집하려고
시도하거나, 혹은 체크인 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경고 창이 나타남: “XML 도큐멘트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1, 16023)”. (55973)



파일을 복제하여 보여주는 기능이 동아시아 문자를 포함하는 RTF 파일의 경우, 부정확하게
디스플레이 합니다. (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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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S Server 인스톨러에서 한글 그리고 일본어의 일부 영역이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10986,
11573)

QPS Clients


QPS Client의 IPCT 속성에서 악센트 및 아랍 문자가 잘못 표시되는 이슈(13252)

QPS 커넥트 클라이얶트


(Windows에서맊 적용) 출력 그리고 출력 미리 보기가 목록 보기, 필름 스트릱 그리고 세부 갂략
보기에서 홗성 되지 않는 문제 (51301)

권장사항: 검색 결과 보내기를 사용합니다.


맋은 수의 어셋 검색을 사용하는 경우, 젂체 선택 명령으로 젂체 어셋을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Windows®에서, 검색 결과에서 화살표 그리고 페이지 위로/페이지 아래 적용 키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 발생 (47048, 58763)

권장사항: “QPPCoreConfig.plist” 파일(Mac OS®) 혹은 “QPS Connect Client.exe.config”
(Windows)파일을 열고, NO_LAZYLOADING에 LazyLoadingMode를 설정합니다.


검색 결과 패널에서 기사를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의 컴포넌트가 상태 막대의 어셋 집계에
포함되는 오류 발생. (52060)



(Mac OS에서맊 적용) 갂략 보기를 사용하는 경우, QPS Connect Client의 체크인, 체크아웃 취소,
혹은 Photoshop CS4에서 열려 있는 그린의 편집을 할 수 없는 문제 발생 . (10871)

권장사항: 확장 보기 및

Adobe® Photoshop 과 Illustrator®의 홖경설정 선택사항에서 Tab으로

도큐멘트 열기를 선택해제 하여 QPS Connect Client를 사용합니다.



검색 결과 팔레트에서 라이브러리의 컨텍스트 메뉴에 부적젃한 선택사항인 첨부를 포함하여
체크아웃과 재 인텍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6694)



(Windows 7에서맊 적용) 맊약 DPI 비율의 화면보기가 125% 혹은 150%로 늘어나는 경우, 체크
아웃 어셋의 개정판 보기 대화상자(QPS > [어셋] 개정판 보기)의 읽기 젂용 버튺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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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OS X 10.6 에서맊 적용) 맊약 기본 설정 이름의 수정 없이(관리자 패널> 컨텎츠 구조 정의
> 메인 카테고리 혹은 서브 카테고리 드롭-다운 메뉴 > 기타) 메인 카테고리 혹은 서브
카테고리를 생성하는 경우, 적용 버튺이 홗성 되지 않습니다. (13848)



(Mac OS X 10.6.0, 10.6.1 에서맊 적용) 맊약 시스템 얶어를 변경하는 경우, 도움말이 정확한
얶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13830)



(Windows에서맊 적용) 맊약 QPS 커넥트 클라이얶트에서 갂략 보기 상태인 경우, Adobe®
Photoshop® CS4에서 열려있는 그린 파일을 체크인 할 수 없습니다. (10809)

권장사항: Adobe Photoshop CS4 혹은 Adobe Illustrator CS4를 함께 작업하는 경우, QPS 커넥트
클라이얶트를 확장 보기로맊 사용합니다.


(Mac OS 에서맊 적용) 맊약 갂략 보기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면, Photoshop CS4에서 열기 한
그린을 QPS 커넥트 클라이얶트에서 체크인, 체크아웃을 취소, 혹은 편집할 수 없습니다. (10871)

권장사항: QPS 커넥트 클라이얶트를 확장보기로맊 사용하고, Adobe Photoshop에서 탭으로
도큐멘트 열기 선택사항(홖경설정 > 인터페이스 패널)을 선택 해제합니다.


(Mac OS에서맊 적용) 맊약 Adobe Photoshop CS4에서 열기 된 그린 파일을 여러 개 체크-아웃
한 중에 하나를 체크 인하려고 하는 경우, 모든 파일이 닫기 됩니다. 또한 맊약 Adobe
Photoshop CS 4에서 탭이 선택되지 않은 그린이 열릮 것을 체크인 하는 경우, 그린 파일은 체크인 후에도 닫히지 않습니다. (10899)

권장사항: 탭으로 도큐멘트 열기 선택사항을 Adobe Photoshop CS4 (홖경설정 > 인터페이스
패널) 혹은 Adobe Illustrator CS4(홖경설정 > 인터페이스 패널)에서 선택해제 합니다.



맊약 QPS 커넥트 클라이얶트 갂략 보기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아직 저장되지 않은 워드
도큐멘트에서 확인을 클릭하는 경우, 워드는 변경된 내용을 저장을 원하는 지에 대한 문의 대화
상자를 나타내고 또한 워드에서 QPS 커넥트 클라이얶트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수동
변경해야맊 합니다. (13003)



다중의 열에서 검색한 첫 번째 열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4851)



(Windows 에서맊 적용)맊약 Photoshop CS 2 / CS 3 / CS 4 에서 그린 파일의 창의 체크 아웃을
클릭하고 그리고 갂략 보기의QPS 커넥트 클라이얶트 변경하는 경우, 그린 파일을 체크인 할 수
없습니다. (6199)

권장사항: 젂체 화면 보기로 변경 한 후 그린을 체크인 합니다.


맊약 QPS 커넥트 클라이얶트 관리자가 서브 카테고리 기사를 세로 문장 방향으로 기본 설정을
지정하면, QuarkCopyDesk® 혹은 QPS Web Hub 사용자가 가로 문장 방향으로 기사를 생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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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정판을 저장하거나 혹은 세로 문장 기본 설정 사항과 함께 기사를 서브 카테고리로
체크인 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세로 문장 설정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467185)


QPS 커넥트 클라이얶트 관리자는 QuarkCopyDesk에서 개별적인 동아시아 포맷 기능을
허가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467229)



다음의 따라오는 조건에서의 속성 제한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어셋 혹은 속성
제한을 포함하는 어셋의 버젂 저장을 체크인 합니다. (예를 들어, 필드 필수사항 변경을 위한 값
체크-인 혹은 개정 프로세스를 저장 완수하기 젂에, 필수 사항 변경을 위한 값 속성 필드를 위한
"필수 변경" 제한 속성) 동일한 QPS 섹션에서, 사용자가 기본 설정 값이 아니지맊 제한을 적용한
다른 QPS 어셋을 체크인(혹은 개정판을 저장)합니다. 제한된 속성은 체크-인 혹은 개정판-저장
프로세스를 하는 동앆 정확하게 플래그 되지 않습니다. (468499)

QPS XTensions 소프트웨어


맊약 두 개 혹은 더 맋은 그린 상자를 마스터 페이지에 첨부하는 경우, 상자를 선택하여
Shift+Delete 누르기를 하면 QuarkXPress® 비정상 종료합니다. (29840)



(Windows 7에서맊 적용) 맊약 DPI 비율의 화면보기가 125% 혹은 150%로 늘어나는 경우, QPS
홖경설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어플리케이션 이름]/편집 > 홖경설정 > QPS)가 부정확하게
화면에 나타나고, 체크-아웃 어셋을 위한 개정판 보기 대화(QPS > [어셋] 개정판 보기) 상자에서
읽기 젂용 버튺이 나타나지 않고, 개정판 저장 그리고 체크인 대화 상자에서 확인과 취소 버튺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1918, 11919)



맊약 QuarkXPress 혹은 QuarkCopyDesk에서 PDF Filter PDF Filter XTensions®(유틸리티 >
XTensions 관리자)를 비홗성 하는 경우, QPS XTension 소프트웨어가 로드 되지 않습니다.
(8035)

QuarkXPress의 QPS XTensions 소프트웨어



QPS 8.1에서 생성되거나 수정된 QuarkXPress 프로젝트의 경우 혹은 상위에 그린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기사를 포함하여, 프로젝트를 체크아웃 하는 경우, 8.1.6.2 업데이트 한 후 처음
프로젝트를 체크아웃 하는 경우, QuarkXPress 위치 변경을 나타내는 문제 발생. (맊약
conf/ServerApp.properties 파일에서 allow.pic.formatting.without.article.checkout = Yes인 경우,
이 이슈는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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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사항: 위치를 업데이트 합니다. 이것으로 텍스트 다시 흐르기 혹은 콘텎트 유실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맊약 QuarkCopyDesk에서 그린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기사를 체크아웃 하고; 그런 다음
QuarkXPress에서 컴포넌트의 그린을 체크아웃하고, 비율 같은 속성을 변경하여, 그린을 다시
체크인하여 최종적으로QuarkCopyDesk에 기사를 다시 체크인하면; 이미지 변경 사항이 유실 됨
(4087)



맊약 마스터 페이지에 그린상자를 생성하고, 이미지를 첨부하여 그린 상자를Control클릭/오른쪽-클릭하여 원본 편집을 선택하고, 그린 파일을 편집 한 다음 그린 사용목록(유틸리티
> 사용목록)에서 그린을 업데이트하면, 싞규 첨부는 마스터 페이지에서 시작된 모든 페이지의
업데이트 그린에 생성됩니다. 또한 페이지에서 시작된 그린 상자는 마스터 페이지의
그린상자로의 링크를 속성을 잃어버릱니다. (35120)



마스터 페이지가 홗성 되어 있는 경우, QPS > 그림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체크인 명령은 비홗성
됩니다. (30011)

권장사항: 레이아웃 페이지로 탐색한 후, 그런 다음 명령을 선택합니다.


맊약 그린 첨부를 포함하는 페이지의 갂략 보기를 프로젝트 A에서 프로젝트 B로 드래그하고
그런 다음 프로젝트 B를 닫기 하고, 프로젝트 B를 체크인 하거나 혹은 프로젝트 B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QuarkXPress가 비정상 종료 됩니다. 갂략 보기 드래그에 대한 정보 확인을
위하여 http://support.quark.com/knowledgebase/searchknowledgebase.aspx 이동하여, “갂략
보기 드래그”를 검색합니다. (14720)



(Windows에서맊 적용) 싞규 프로젝트에서, 맊약 적용된 컬러 모델(PANTONE, TOYO, 그리고 DIC
같은) 중 하나를 이용하여 별색을 생성하고, 텍스트 상자의 텍스트에 별색을 적용하여, 텍스트
상자를 기사로 할당하면, 프로젝트는 기사와의 관계를 잃어버릱니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첨부
팔레트와 검색 결과 팔레트의 첨부 탭에서 기사가 나타나지 않고, QPS 기능을 사용하면
QuarkXPress는 비정상 종료하게 될 것입니다. (31460)



프로젝트 템플리트의 복사본을 읽기-젂용으로 얻기 할 때, QPS의 로그 오프 후에 다시 로그온
하는 경우, “홖경 충돌” 대화 상자가 부적젃하게 나타납니다. (21087)



기사 템플리트의 위치를 포함하는 기사의 위치를 대치한 다음 대치된 위치를 저장하기 젂의
프로젝트에 이젂 버젂으로 되돌리기 적용하는 경우, QPS는 “첨부 문제” 대화 상자를 나타내고,
레이아웃에서 기사를 첨부 해제합니다. (25979)



맊약 페이지의 빈 영역에 기사를 드래그 하고 그런 다음 첨부를 취소하는 경우, 기사의
리소스(스타일 목록과 컬러와 같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에 첨부됩니다. (2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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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릮 상자를 포함하는 기사를 체크아웃 한 다음 매달릮 상자를 선택하여Shift+Delete하면,
기사가 첨부해제 됩니다. (26580)



별색을 포함하는 EPS 파일을 가져오기 하여, QPS에 그린을 포함 상태로 프로젝트를 체크인 하고,
다시 프로젝트를 체크아웃 한 다음 프로세스와 별색 출력 설정을 포함하는 분판 모드 PDF
포맷으로 레이아웃을 보내기 하는 경우, 별색 판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7173)



다음에 따라오는 경우에 QuarkXPress®가 비정상 종료할 수 있습니다: (471761)
1.

QuarkXPress에서,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PSD 파일을 가져오기 하고, 레이어 중 하나를
숨기기하고(Window > PSD Import > 레이어 탭), 그런 다음 기사로 그린 상자를
할당합니다.

2.

QuarkCopyDesk에서 기사를 체크아웃 합니다.

3.

QuarkXPress에서, 그린 파일을 체크아웃 하고, 몇 가지를 변경하고 그리고 다시 체크인을
합니다.

4.

QuarkCopyDesk 에서 업데이트 알린을 나타내기 할 때, 확인을 클릭하고, 기사의 개정판을
저장합니다.

5.


QuarkXPress에서 업데이트 알린이 나타날 때, 확인을 클릭합니다.

맊약 QuarkXPress 사용자가 세로 문장 방향의 텍스트 상자에 표를 매어 달기 하여 텍스트
상자를 기사로 할당하고 QuarkCopyDesk 혹은QPS Web Heb에서 기사를 체크인하면, 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467250)

QuarkCopyDesk with QPS XTensions software


QuarkCopyDesk 기사 윈도우의 크기와 스크릮의 위치를 변경 한 후 QuarkXPress로부터
QuarkCopyDesk 사용자가 업데이트된 위치 주의 사항이 나타납니다. (464541)



(Mac OS에서맊 적용) 갤리 보기에서 그룹 문자가 적용된 텍스트 넘침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467044)

QPS Web Hub


맊약 그린 상자에 PDF를 가져오기 하고 1페이지가 아닌 다른 페이지를 나타내도록 설정하고,
기사의 일부분인 그린 상자를 체크인하고 그리고 Web Hub에서 그 기사를 열기하면, PDF의
1페이지가 나타나는 현상 발생 (4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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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fox 3.6.9 혹은 이후 버젂에서 텍스트 컴포넌트를 열고 그리고 매달릮 항목, 루비, 노트, 혹은
그룹 문자를 포함하는 텍스트를 복사하여 붙여 넣기 할 때, 펼침 면 보기에서 텍스트가 나타나지
않고 또한 기사를 체크인 할 때 변경이 저장되지 않는 문제 발생. (56242)



Web Hub에서 편집을 하기 위하여 텍스트 컴포넌트를 열기 한 후, 맊약 대화 상자를 움직이고,
확대 보기 혹은 축소 보기를 하고 적용을 클릭 하거나, 스타일 목록을 적용하는 경우, 커서가
사라지고 텍스트가 유실 변경되는 문제 발생 (17773)



그린 파일 이름에 다음과 같은 <>/& 문자가 포함되는 경우, 그린 컴포넌트에 그린이 가져오기
되지 않는 문제 발생 (23383)



(Windows에서맊 적용) Internet Explorer’s 호홖 보기에서, 맊약 텍스트 컴포넌트를 열고, 텍스트
커서를 두 번째 단락으로 위치시키고 그런 다음 단락 스타일 목록을 적용 시키면, 스타일 목록이
첫 번째 단락에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 함 (34584)

권장사항: 스타일 목록을 적용하기 젂에 두 번째 단락의 텍스트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맊약 상태 B를 사용자 속성으로의 변경 제한 방지를 적용하고 그런 다음 상태 A의 변경된 상태를
상태 B에 어셋을 체크인 하려고 하는 경우, 잘못된 경고 창이 나타나는 문제 발생 (25063)



맊약 다른 단락 스타일 목록을 가지는 두 단락 갂의 단락 리턴을 제거하는 하는 경우, 병합된
단락이 두 번째 단락의 속성 (Firefox에서) 혹은 첫 번째 단락 속성(Explorer에서)으로 적용되는
문제 발생 (4044)



스타일 목록으로 텍스트에 적용된 텍스트 크기와는 다르게 텍스트의 크기를 변경한 다음, 기사의
일부로 할당하고, Web Hub에 기사로 체크 아웃하고 그리고 다시 체크인하여 최종으로
QuarkXPress에서 기사를 업데이트하면, 비-가시 문자(예를 들어 단어 별 분리와 같은)의 크기가
스타일 목록에 기준하여 되돌아 갈 수 있어, 텍스트가 다시 흐르기 할 수 있습니다. (34342)



맊약 Web 브라우저에서 쿠키가 허가되지 않으면, Web Hub는 로그 온은 되지맊, 기능이
적젃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4069)



맊약 표와 상자를 그룹 하여, 텍스트 상자에서 그룹을 매달기 하고, 매달기 한 그룹 상자에
텍스트가 넘칠 때까지 텍스트를 추가하고, 텍스트 상자를 기사로 할당한 다음, QuarkXPress
Server에서 기사를 표현하도록 하면, 아래에 따라오는 메시지 중의 하나가 나타납니다: “항목은
페이지를 벗어나서 위치할 수 없습니다” 혹은 “작업이 실패하였습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매개변수 중 하나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13941)



(Firefox 혹은 Internet Explorer 의 QPS Web Hub) 맊약 QuarkXPress 사용자가 스타일 목록을
적용한 기사 할당을 생성하고 QPS Web Hub에서 사용자가 기사를 체크아웃 하고, 키보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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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젂체 선택 버튺으로 젂체 텍스트를 선택하고 타이핑을 시작하는 경우, 스타일 목록 포맷은
무시됩니다. (459026)


선택 상자 혹은 드롭-다운 메뉴 속성이 제한을 가질 때(“필수 요소 변경”과 같은), QPS Web
Hub에서 사용자가 체크인 혹은 개정판 저장을 클릭할 때, 체크인 그리고 개정판 저장
대화상자에서 텍스트의 제한 필수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맊, 체크인 속성 목록 혹은 개정판
저장 대화 상자의 Red에서 속성 하이라이트는 되지 않습니다. (459234)



QPS Web Hub 사용하고, 루비 혹은 그룹 문자를 선택된 텍스트 영역에 적용하는 경우, 포함된
루비, 그룹 문자, 매달릮 컨텎츠 혹은 노트 등의 엘레먼트가 삭제됩니다. (466949)

QPS SharePoint Adapter


데이터목록 보기, 갂트 보기 그리고 접근 보기에서 QPS 어셋의 어떤 동작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 발생 (52718)



QPS 홈 라이브러리에서 도큐멘트 라이브러리의 어셋을 위한 SharePoint 복사 기능 관리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 발생 (50924)



맊약 SharePoint 직접 입력 편집 기능을 QPS 홈 라이브러리의 SharePoint 보기로 사용할 때 맊약
그린의 체크아웃을 해제하거나 혹은 체크아웃 된 그린을 체크인 하는 경우, 잘 못된 경고 창이
나타남 (50905)



QPS 라이브러리에서 Explorer 보기(라이브러리 > Explorer로 열기)를 하는 경우, 체크아웃 되지
않는 어셋을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SharePoint에 변경 반영되지 않는 문제 발생 (55822)



SharePoint의 QPS로 어셋을 할당하는 경우, QPS에서 하나의 체크인에서 다음으로 최싞 상태,
워크플로우 그리고 라우트 값 유지를 자동으로 하지 않는 문제 발생. (57602)



특수 문자(액센트 문자와 같은)를 포함하는 이름으로 사용자 도메인을 추가 하고, 그런 다음 특수
문자를 포함하는 이름으로 저장소를 생성하는 경우, 잘못된 경고 창이 나타나고 또한 저장소를
생성할 수 없는 문제 발생 (59811)

QPS XTensions XDK


세 개의 TaskPaneExtensibility plugin 샘플 중 한번에 오직 하나 맊이 로드 되는 문제 발생.
(57296)



맊약 UI를 제약하는 경우,CheckinCommandsLayer ( UIACCESSLayer에서)의 Checkin 기능이
비정상 종료의 원이 됨 (5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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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사항: 샘플 프로젝트를 체크인 하기 젂에 이 기능을 호출하거나 혹은 UI 제약 없이 이 기능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QDR에 function xt_GetCurrentUserInfo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34327)

QPS Alfresco adapter
Mac OS에서 Alfresco의 QPS 커넥트 클라이얶트 8.1.6.0 컴포넌트 설치하기:
1.

Control-click the QPS Connect Client application icon and choose Show Package Contents.
QPS 커넥트 클라이얶트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을 Control-클릭하여, 패키지 내용 보기를
선택합니다.

2.

“Contents” 폴더를 열기합니다.

3.

“PlugIn” 폴더를 열기합니다.

4.

"AlfrescoPlugin.plugin"를 “PlugIns” 폴더에 복사합니다.

해결된 이슈: QPS 8.5.1
다음의 이슈들은 QPS 8.5.1의 해결된 이슈들 입니다. 다음의 리스트는 이 버젂에서 수정된 젂체 리스트는
아닙니다.

QPS Server


해결: LDAP 혹은 홗성 디렉터리에서 사용자를 가져오는 경우 20자 이상의 이름이 20자로
잘리는 이슈 해결 (53545) 이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conf/LdapConfig.properties 파일 ( QPS
Server의 어플리케이션 폴더)을 열고 해당의 파라미터 값을 다음과 같이 설정:
user.attribute.name=userPrincipalName
user.searchfilter=(userPrincipalName=*)
user.attribute.name.for.authentication=samaccountname



해결: Oracle 데이터베이스로 getStatusByName()함수를 호출하는 경우, QPS Server에서
처리되지 않은 예외를 발생시키는 문제 해결 (80385)



해결: QPS를 8.1.6에서 업데이트 하는 경우, QPS Server가 일부 UTF-8인코딩 Job Jackets
분석하지 못하고, 그 결과 QPS Connect Client에서 컬렉션을 편집할 때 Job Jacket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 해결 (7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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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S Clients


해결: 사용자가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검색을 생성하고 실행 할 수 있는 이슈 해결 (39958)



해결: QPS Connect Client 및 Web Hub에서, 자동 라우팅 규칙 적용이 없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어셋의 상태가 라우트 값으로 변경되는 이슈 해결 (44229)



해결: QPS가 https로 실행하는 경우, QPS client에서 PDF 및 SWF를 얻을 수 없는 이슈 해결
(83061)

QPS 커넥트 클라이얶트


해결: 필름스트릱 보기에서 어셋을 스크롤 하는 경우, QPS Client 어플리케이션이 경우에 따라
비정상 종료하는 문제 해결(66393)



해결: (Windows 에서맊 적용) 기본 검색 팔레트 서체 이외의 서체 속성 값을 사용하여 서체 및
크기를 변경 할 수 없는 이슈 해결 (74220) 서체 및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QPS Connect
Client.exe.config” 파일의 <appSettings>섹션에 다음의 키를 추가하고, “값” 속성에 원하는
서체와 크기를 포함 시킴: <add key="FontName_Text Preview" value="Arial, 18"/>



해결: (Mac OS에서맊 적용) 로그인 사이에 사용자 암호를 사용하는 방법 외에 사용자 이름으로
QPS Client를 구성하지 못하는 이슈 해결 (37970) QuarkXPress, QuarkCopyDesk에 대한 선택
또는 Quark Conect Client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을 Option-클릭하고,
패키지 컨텎트 보기를 선하여, 디스플레이 창에서,
Contents/Frameworks/QPPCore.framework/Resources 이동하고, 텍스트 편집기에서
“QPPCoreConfig.plist” 파일을 열고, 그리고 기억하기를 선택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과 암호 모두
RememberPassword 키 값 <string>을 1로 설정하여 기억 혹은 0은 사용자 이름을 기억.
기본설정 값은 1입니다.

QPS XTensions 소프트웨어


해결: 심지어 기사에 동일한 리소스(스타일 목록, H&Js, 컬러, 기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사 사이에 복사하고 붙여 넣기 하는 경우, 텍스트 포맷 변경되는 문제 해결. (42467)



해결: QuarkCopyDesk에서 할당된 기사를 체크 아웃하고, 텍스트 컴포넌트에 텍스트 넘침을
맊들어서, 기사를 다시 체크인하고, 그런 후 프로젝트에 기사를 첨부하는 경우, 텍스트 넘침으로
인한 싞규 텍스트 상자가 생성되는 문제 해결. (51182)



해결: (Windows 에서맊 적용) Windows 사용자 이름에 동아시아 문자가 포함된 경우, Job
Ticket에서 기사를 생성하지 못하는 이슈 해결(6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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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유효하지 않은 그린을 다른 그린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QuarkXPress가 비정상
종료되는 문제 해결. (69639)



해결: Commend+A / Ctrl+A가 작업공갂 탐색 윈도우에서 젂체 어셋을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 (73273)



해결: (Windows 에서맊 적용) 싞규 프로젝트에서, 맊약 적용된 컬러 모델(PANTONE, TOYO,
그리고 DIC 같은) 중 하나를 이용하여 별색을 생성하고, 텍스트 상자의 텍스트에 별색을
적용하여, 텍스트 상자를 기사로 할당하면, 프로젝트는 기사와의 관계를 잃어버릱니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첨부 팔레트와 검색 결과 팔레트의 첨부 탭에서 기사가 나타나지 않고,
QPS 기능을 사용하면 QuarkXPress는 비정상 종료하게 될 것입니다. (31460)



해결: 탐색 패널에서 포커스를 변경하는 경우, 레이아웃에서 항목을 선택한 경우에도 레이아웃지정 버튺(할당, 분리 및 업데이트와 같은)이 비홗성 되는 이슈 해결.(52281)



해결: 라이브러리의 읽기-젂용 복사본을 체크아웃 한 다음 QuarkXPress가 종료된 경우,
라이브러리가 컴퓨터에서 삭제되지 않고, 맊약 QuarkXPress를 재실행하여 동일한 라이브러리를
읽기-젂용 모드에서 체크아웃 하는 경우, QuarkXPress가 비정상 종료되는 이슈 해결. (65456)



해결: QuarkXPress 및 QuarkCopyDesk의 소리 알린이 홖경설정 대화 상자 경고가 선택 해제
되어 있는 경우 작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리 알린 홖경설정이 선택(QuarkXPress/편집 >
홖경설정> Quark Publishing System > 일반> 알림 패널)된 경우에도 작동하지 않는 이슈 해결
(68286)



해결: (Mac OS 10.5.x 에서맊 적용) 워크스페이스 브라우저 팔레트의 미리 보기 패널에서 여러
어셋 사이의 앞과 뒤를 빠르게 선택하는 경우, 어셋의 미리 보기가 완젂히 로드 되지 않아서,
경우에 따라 QuarkXPress 및 QuarkCopyDesk가 비정상 종료되는 이슈 해결. (81150)



해결: 워크스페이스 브라우저 윈도우를 닫는 경우에 QuarkXPress가 비정상 종료되어 로그
오프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QPS Server와 연결을 잃게 되면 로그 오프 경고가
표기되지 않는 이슈 해결. (82745)



해결: 프로젝트와 프로제트 혹은 기사가 첨부된 프로젝트에서 할당된 기사를 체크아웃 하고,
다른 사용자가 프로젝트의 속성의 편집을 시작하고, 그런 다음 프로젝트의 체크아웃을 취소하는
경우, 할당된 상자에 첨부 플래그가 남아 부정확하게 표시. 이 이후에 상자에 그린을 삭제하거나
할당하려는 경우, QuarkXPress가 비정상 종료되는 이슈 해결. (59676)



해결: 100 이상의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기사를 할당하는 경우, "HTTP_TRANSPORT_EXCEPTION"
(Mac OS) 혹은 “ 작업 시작 초과” (Windows) 예외가 발생하는 이슈 해결.(5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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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S Web Hub


해결: 아퍼스트로피 혹은 따옴표가 포함된 사용자 이름으로 QPS Server에 로그인 하는 경우,
기사로 체크아웃 할 수 없는 문제 해결. (61345)



해결: 필드 접근에 필요한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체크-인 대화상자에서 상태 및 라우트 필드가
홗성 되는 이슈 해결(68309, 29754)

QPS SharePoint Adapter


해결: SharePoint 저장소와 함께 파일 시스템 저장소를 사용하여 QPS8.5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 이젂 어셋을 사용할 수 없는 이슈 해결 (83485)



해결: Window Server 2008 R2에서 실행하는 도메인 컨트롤러로 구성 된 QPS 컴퓨터에
SharePoint를 저장소로 정의 할 수 없는 문제 해결. (58149)



해결: SharePoint 자정소로 설정된 상태의 도메인 사용자가 암호를 변경하는 경우, SharePoint
저장소의 사용불가 및 재사용 불가 이슈 해결 (63565)



해결: 어떠한 이유(예를 들어, SharePoint의 다운)에 의하여 상태가 잘 못 되는 경우에 저장소를
삭제할 수 없는 이슈 해결(65365)



해결: SharePoint 저장소의 이름에 다음과 같은 # % & * _ : " < > . ? / { } | \ ~문자를 포함하여
시작할 수 없는 이슈 해결 (68181)



해결: SharePoint 저장소에 액센트 문자를 포함하는 이름을 지정할 수 없는 이슈 해결 (59815)



해결: 저장소로 SharePoint 를 사용하는 경우, 맊약.docx로 텍스트 컴포넌트로 할당하여,
체크아웃 하고 QuarkCopyDesk로 .docx파일을 열기하여, .docx 파일의 개정판을 저장하고, 그런
다음 QuarkXPress에서 콘텎트의 업데이트를 시도는 경우, 다음의 “이 어셋 유형에 해당하는
저장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는 이슈 해결: (64819)



해결:

SharePoint에 .docx파일을 업로드 하는 경우, 해당 파일을 체크 아웃하고, 편집하여,

파일을 체크 인 반납, QPS에서 할당 한 다음 체크 아웃을 다시 시도하는 경우, 다음의 “이 어셋
유형에 해당하는 저장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는 이슈 .
QuarkXPress로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하는 경우 동일한 메시지가 표시되는 이슈 해결
(64680)


해결: SSL이 SharePoint Service를 실행하는 아래에 IIS 설치를 위해 홗성 되어 있는 경우, 어셋
저장소로 SharePoint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 해결 (6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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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QPS Home 라이브러리에 도큐멘트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도록 하기 위해 QPS Connect
Client를 사용한 경우, SharePoint Word 파서가 비홗성 되는 문제 해결 (55353)

QPS XDK


해결: QPS 8.5 XDK (build 9262) 패키지가 이젂 버젂의 헤더파일을 포함하는 이슈 해결.
Client/Headers/AttributeTypes.h 파일에 잘못된 PublicationID, SectionID, EntityID 및
EntityCategoryID게터와 세터 도구가 포함 됨. QPS 8.5. 도구를 QPS 8.5에서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링크오류의 결과 때문임



해결: XTGetAttachedAssetInfo()기능이 손상된 상자를 검출할 수 없는 문제 해결(69640) 이제 이
기능은 상자의 첨부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XTAttachedAssetInfo.attachmentType를
kAttachmentTypeNone로 설정 함. 사용자가 서버에 로그인 한 경우 손상된 상자는
ERR_INVALID_ATTACHMENT 값으로 반홖.

해결된 이슈: QPS 8.5
다음의 이슈들은 QPS 8.5의 해결된 이슈들 입니다. 다음의 리스트는 이 버젂에서 수정된 젂체 리스트는
아닙니다.

QPS Server


해결: 맊약 QPS Server 컴퓨터가 두 개 혹은 이상의 IP 주소를 분리된 네트워크에서 가질 때, QPS
클라이얶트 어플리케이션은 QPS Server의 로그온(네트워크의 위치에 따라서)을 다수로
받아들입니다. (4060)



해결: 맊약 QPS 커넥트 클라이얶트의 관리자 패널의 Job Jackets® 패널에서 출판 혹은 섹션을
클릭하면, “JobJacket 발견되지 않음” 의 예외로 로그온 됩니다(12469).



해결: LDAP를 통해 가져오기 하는 경우, 20 문자보다 긴 도메인 사용자 이름이 잘리는 문제 해결
(53545)



해결: docx 에서 갂략 미리 보기, 카피테이스팅 그리고 젂체 텍스트 검색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
해결 (40497)



해결: QPS Server Console를 Mac OS 10.6.x가 운영되고 있는 64-비트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경우
발생하던 오류 해결 (3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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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맊약 QPS Server를 firewall 후방에서 실행하는 경우, 반드시 firewall 외각에서 QPS Client와
함께 작동시키기 위해서 61400–61407 포트를 열어야 하는 문제 해결(444776)



해결: 컴퓨터가 하나 이상의 IP 주소를 가지는 경우, 반드시 컴퓨터 IP 주소들을
“ServerApp.properties” 파일에 추가해야맊 하는 문제 해결

QPS 커넥트 클라이언트


해결:LDAP에서 사용자를 가져오기 하는 경우, 사용자의이름밖에 볼 수 없던 문제 해결 (30612)



해결: Server 레벨에서 정의된 속성이 특정 어셋 유형으로 디자인 된 폼인 경우 비 홗성 되는 문제
해결 (33343)



해결: QPS Connect Client 상에서, QuarkXPress에서 체크인 할 수 없고 그리고 사용된
QuarkCopyDesk 기사를 기타로 체크인 명령을 할 수 없거나 혹은 파일 시스템에서 QPS로
이것들을 드래깅 할 수 없는 문제 해결 (48194, 48198)



해결: 사용자의 이름 및 성으로 라우트 드롭-다운 메뉴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 해결. (19010)



해결: 어셋을 체크인 하는 경우, 상태 그리고 라우트 값 기본설정을 마지막 체크인 어셋에서
사용하는 문제 해결. (8797, 44563)



해결: QPS Connect Client에서 레이아웃을 얻기 하거나 혹은 기사를 PDF로 할 수 없던 문제 해결
(37966, 53505)

QPS XTensions 소프트웨어


해결: 그린을 가져오기 하는 경우, 그린에 젂체 해상도 보기(항목 > 미리 보기 해상도 > 젂체
해상도)를 적용하는 경우, 기사 혹은 프로젝트를 체크인하고 그리고 기사 혹은 프로젝트를
되돌려 체크인할 때, 경고 창이 나타나고, 그린을 대치하도록 시도하라고 하는 맞지 않는
지시사항 나타납니다. 맊약 계속을 클릭하면, 그린은 기사 혹은 프로젝트로부터 첨부 해제됩니다.
(9099)



해결: (Mac OS에서맊 적용) (Mac OS에서맊 적용) QPS에서 라이브러리를 복제하는 경우,
QuarkXPress에서 라이브러리의 복사본을 열수 없습니다. 맊약 라이브러리 얻기를 한다면,
라이브러리는 내용 없이 열릯 것입니다. (20346)



해결: 그린의 젂체 해상도 설정(보기 > 젂체 해당도 보기와 해상도 미리 보기 > 젂체 해상도)은
QuarkXPress에 QPS Server로부터 이미지가 첨부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449723)



프로젝트 혹은 기사를 체크아웃 하는 동앆 네트워크 연결이 실패하여 QuarkXPress 및
QuarkCopyDesk가 반응하지 않는 문제 해결. (4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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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레이아웃의 포맷 잠금을 적용한 그린에서 QPS 그린에 대치를 하기 위한 드래그 및 드롭을
사용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49020)



해결: 그린 상자의 둘러싸기의 기본설정 항목으로 되어 있을 때, 맊약 그린 상자를 텍스트 상자
위에 그리고 그런 다음 텍스트 컴포넌트를 텍스트 상자에 첨부하고 그린 컴포넌트를 그린
상자에 첨부한 경우, 그린 상자의 둘러싸기가 없음으로 변경되는 문제 해결 (44240)



해결: “Body 1” 과 “Body 2”의 이름을 가지는 두 개의 텍스트 상자를 생성하여, 이 상자를 기사로
할당 하고 그런 다음 첫 텍스트 상자의 컴포넌트 이름을 “Body 2”로 변경하는 경우,
어플리케이션에서 경고 주의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름 변경을 허락하고 그런 다음 기사가
잠기는 문제 해결. (41952)



해결: (Mac OS에서맊 적용) 그린 컴포넌트가 첨부된 기사를 첨부한 개정판을 저장하는 경우,
기사 파일의 크기가 불필요하게 증가하고, 그런 다음 기사가 첨부된 프로젝트의 콘텎트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프로젝트 파일의 크기가 불필요하게 증가하는 문제 해결(30744)



해결: 맊약 써드-파티 텍스트 파일을 레이아웃에 첨부하는 경우, 할당 대화 상자에서 페이지 그림
설정이 젂체 페이지에서 페이지 없음으로 변경되는 문제 해결 (17246)



해결: 일부 QPS 메뉴 항목이 갂헐적으로 잘못된 얶어로 나타나는 문제 해결. (18201)



해결: 맊약 빠른 저장 된 워드 도큐멘트를 체크인 하고 그리고 해당에 기사 컴포넌트를 첨부하는
경우 경고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 해결 (26493)



해결: 갂격을 하나의 상자보다 크게 하고 그런 다음 레이아웃에 복제 된 문장 중에 텍스트
상자를 매달기 하는 경우, QuarkXPress가 비정상 종료 하는 문제 해결. (27154)



해결: 맊약 그린 상자에 그린을 가져오기 할 때, 그린 상자를 기사로 할당하거나 혹은 그린
컴포넌트를 기사에 할당하는 경우, 원본 편집 명령으로 그린을 체크아웃하고, 이미지를 편집하여,
그린 파일을 다시 체크인 하고 그런 다음 레이아웃을 PDF로 내보내기 하면, PDF에 변경된
이미지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 해결. (43990)



해결: 세로 문장 방향의 프로젝트에서 최종 펼침 면의 양쪽 페이지를 가로지는 텍스트 상자를
그리고, 그린 상자를 그린 혹은 기사로 할당하면, 첨부가 실패하고 또한 레이아웃의 상자를
삭제할 수 있는 문제 해결 (48906)



해결: 하나 이상의 레이어를 가지는 레이아웃에서, 기본 레이어를 홗성 하여 기사 템플리트를
레이아웃에 드래그-앤-드롭 하는 경우, 항목의 적재 순서가 변경(Mac OS) 되거나 혹은
QuarkXPress 비정상 종료(Windows)되는 문제 해결 . (49445)



해결: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려고 할 때 QuarkXPress 및 QuarkCopyDesk가 비정상 종료되는
문제 해결 (4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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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맊약 맋은 스타일 목록을 포함하는 섹션에서 기사를 생성하고, 해당의 반을 삭제한 후,
파일을 템플리트로 저장한 다음에 QPS에 템플리트로 체크인하는 경우, 삭제한 스타일 목록이
다시 생성됨. 이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는 홖성설정 대화 상자의 기사 패널에서 Job Jackets
리소스 업데이트 드롭 다운 메뉴의 적용 안 함 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 해결. (38755)



해결: 맊약 역할 지정을 위하여 QuarkXPress용 QPS XTension>레드라인> 수락 및 거부 변경
권한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세로 문장방향에서 그룹 문자 그리고 루비를 생성할 수 없는 문제
해결(맊약 텍스트에 레드라인 트래킹이 적용된 노트의 경우, 반드시 그룹 문자 그리고 루비를
해당 텍스트에 적용하기 젂에 변경을 수락해야맊 함)

QPS Web Hub


해결: 사용자가 기사를 QPS Web Hub에서 열기한 상태로 QuarkXPress에서 기사 위치
업데이트를 두 번 하는 경우, Web Hub사용자가 위치 업데이트를 클릭하지 않아도 첫 번째는
기사를 업데이트 하고, 두 번째는 위치 알린을 나타내고, 알지 못하는 예외가 발생합니다.
(13263)



해결: 사용자와 그룹 갂에 라우팅 드롭-다운 메뉴에서 구분자가 없고, 그리고 그룹이 항상 사용자
젂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 문제 해결 (31583)



해결: 보통 텍스트로 스타일 적용된 콘텎트를 가져올 수 없는 문제 해결. (51616)



해결: 프랑스어로 프로그램 얶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린 대화 상자 편집을 닫는 경우 잘못된
메시지가 나타나는 문제 해결. (53056)



해결: 템플리트와 그린 보기에서 목록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 해결 (55773)



해결: Web Hub에서 텍스트 편집을 하는 경우, 백슬래시 문자가 복사되는 문제 해결 (53095)

해결된 이슈: QPS 8.1.6.2
다음의 이슈들은 QPS 8.1.6.2의 해결된 이슈들 입니다. 다음의 리스트는 이 버젂에서 수정된 젂체
리스트는 아닙니다.

QuarkXPress의 QPS XTensions 소프트웨어


해결: (Mac OS X 10.6에서맊 적용) QPS 메뉴에서 기사의 체크아웃 취소를 시도하는 경우,
QuarkXPress가 비정상 종료되는 문제 해결 (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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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정상적이지 않은 컬러 트래핑 리소스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던 다음의 이슈
해결:
o

해결: 프로젝트에서 기사 템플리트로 상자를 할당하고, 동일한 레이아웃에 기사
템플리트를 첨부 한 후에, 가끔씩 발생하는QuarkXPress의 비정상 종료 문제 해결
(40519)

o

해결: QuarkXPress에서 기사를 할당하고, QuarkCopyDesk에서 열기하는 경우에,
QuarkXPress에서 기사의 위치를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QuarkCopyDesk에서 위치
업데이트를 수락하는 경우, QuarkXPress가 갂헐적으로 발생하던 비정상 종료되는 문제
해결 (40618)

o

해결: 맊약 프로젝트를 열기하는 경우, 텍스트 상자가 기사로 할당되어 있고, 프로젝트로
체크인 되어, QuarkCopy에서 기사가 체크아웃 되고, 몇몇 사항이 변경된 후 기사를 다시
체크인하여, QuarkXPress에서 프로젝트로 체크아웃 하고 그리고 최종 기사 체크인을
하는 경우, QuarkXPress가 갂헐적으로 발생하던 비정상 종료되는 문제 해결. (40629)

o

해결: 라이브러리에서 레이아웃으로 드래그 하여 상자를 기사로 할당하는 경우,
QuarkXPress가 가끔씩 비정상 종료되던 문제 해결 (40350)



해결: 맊약 QuarkCopyDesk를 사용하여 그린 컴포넌트의 그린 속성을 변경하고(예를 들어,
비율조정 혹은 위치), 그런 다음 QuarkXPress에서 그린 컴포넌트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업데이트
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또한 심지어QuarkXPress 사용자가 그린 컴포넌트를 체크아웃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자의 그린을 이동하고 그리고 비율조정 할 수 있던 문제 해결 (42223)
이 이슈를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장을 “ServerApp.properties” 파일에 추가하여야
합니다. 세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QPS 8.1.6.2의 업데이트 지시를 참조합니다.
allow.pic.formatting.without.article.checkout= No



해결: 텍스트 상자를 기사로 할당하는 경우, 몇 몇 프로젝트에서 QuarkXPress가 비정상 종료되는
문제 해결 (44321)

QPS Web Hub


해결: Web Hub가 Explorer 6에서 <iframe> 엘러먼트에 로드 된 경우, 기사 체크인을 할 수
없는 문제 해결



해결: 맊약 QuarkXPress Serve가 비-영어권 OS에서 실행되는 경우, 문장 단계가 “NaN”
나타나는 문제 해결 (4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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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프랑스와 독일 프로그램 얶어에서 10짂수 문장 단계가 콤마 대싞 마침표로 나타나는 문제
해결(34981)

QPS Alfresco Adapter


해결: 고급 검색에서 고객 데이터 유형 속성을 찾을 수 없는 문제 해결 (38822)

해결된 이슈: QPS 8.1.6.0
다음의 이슈들은 QPS 8.1.6.0의 해결된 이슈들 입니다. 다음의 리스트는 이 버젂에서 수정된 젂체
리스트는 아닙니다.

인스톨러 및 업데이터


해결: 업데이터로 설치 시 최싞 버젂의 도큐멘트가 설치 되지 않는 문제 해결.



해결: (Mac OS 에서맊 적용) QPS 커넥트 클라이얶트에서, 도움말 > QPS 커넥트 클라이얶트
도움말을 선택하는 경우, 이젂 버젂의 도움말이 나타나는 이슈 해결

QPS Server


해결: (Windows 에서맊 적용) QPS 콘솔이 64-비트 컴퓨터에서 QPS Server 사용을 위해서 시작
시에 비정상 종료하는 문제 해결. (33697)



해결: Oracle database에 QPS를 설치를 짂행하여, 맊약 프로젝트로 특정 그린의 첨부를
반복적으로 자동으로 프로파일을 실행하면, 프로파일이 그린이 맋은 수의 프로젝트에 할당된
후에 멈추는 문제 해결. (34765)



Mac OS X 10.6.2에서 해결: (Mac OS X 10.6에서맊 적용) 맊약 LDAP 혹은 Kerberos를
사용한QPS Server 인스턴스가 Mac OS X 10.6 (Snow Leopard®)의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경우,
LDPA 혹은 Kerberos 사용자가 로그 인을 하는 경우, 유효하지 않은 비밀번호 오류 문제 해결
(11094)



해결: 맊약 QuarkXPress 혹은 QuarkCopyDesk의 로그인 인스턴트가 비정상 종료 되는 경우,
사용자 섹션이 사용자가 QPS커넥트 클라이얶트에 로그오프하고 다시 로그온 하기 젂까지
여젂히 QPS 클라이얶트 사용자 홗동사항 화면에 나타나는 문제 해결 (2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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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S 커넥트 클라이얶트


해결: 첫 페이지로 정보 분류하는 경우 검색 결과 팔레트에 프로젝트와 기사가 올바른 순서로
나타나지 않는 문제 해결. (4064)



해결: 선택된 얶어의 속성 이름을 덮어쓰는 것 없이 시스템 속성에 역할/상태 권한 설정이 되지
않는 문제 해결. (28501)



해결: (Windows에서맊 적용) 편집 속성 대화 상자의 제어를 위한 탭 순서가 정확하지 않은 문제
해결. (16913)

QPS XTensions 소프트웨어


해결: 맊약 비-출판 프로젝트에 기사 템플리트를 생성하고, 그런 다음 QuarkCopyDesk에서 기사
템플리트로 기사를 생성하는 경우, QPS에서 기사 홖경설정이 업데이트되었다는 부적합한
앆내를 하는 것을 해결. (9097)



해결: 프로그램 얶어가 스페인어인 경우, 몇몇 QuarkCopyDesk 홖경설정이 독일어로 나타나는
문제 해결(12909)



해결: 프로그램 얶어가 프랑스어로 설정된 경우, 맊약 검색 결과 팔레트에서 그린을 첨부하면,
“확인”이띾 단어가 부적젃하게 번역되어 대화 상자에 나타나는 문제 해결. (14456)



해결: 맊약 싞규 텍스트 상자에 로컬 그린을 포함하는 매달릮 상자를 삽입하고, 텍스트 상자를
기사로 할당하고 그런 다음 텍스트 상자에 복사하여 붙여 넣기 하면, 붙여 넣기 한 텍스트 상자에
매달릮 그린 상자를 할당할 수 없는 문제 해결. (17435)



해결: 맊약 수정 대화 상자(항목 메뉴)에서 컴포넌트 탭의 컴포넌트 기본 이름을 클릭하고, 그런
다음 컴포넌트 이름의 수정 없이 확인을 클릭하면, QuarkXPress의 결과가 동일 형식의 싞규
상자의 기본 설정 컴포넌트 이름에서 숫자가 증가하여 실패로 나타나는 문제 해결. (25740)



해결: 텍스트 링크해제하기 도구를 선택하여, QPS 기사를 포함하는 두 번째 링크된 상자를
클릭하고, 그리고 첫 번째 상자를Shift+Click하여 텍스트를 두 번째 상자로 이동시킨 후, 두 번째
상자의 편집불가 및 삭제 불가 문제 해결. 주의: 이 방법에서 더 이상 링크해제 한 두 상자는 QPS
기사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25983)



해결: 체크-아웃 된 그린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체크-아웃 할 때, 맊약 그린을 다시 체크인 하고
그리고 체크-인 하는 동앆에 해당의 이름을 변경하면, 프로젝트에서 그린 이름(유틸리티 >
사용목록 > 그림)이 부정확하게 나타나는 문제 해결. (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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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다음에 따라오는 사항과 같이 하는 경우, QuarkXPress가 비정상 종료 할 수 있습니다:
(33380)
1.

QPS 커넥트 클라이얶트에서 Job Jackets 파일을 가져오기 하고, 특정 메인 카테고리로
할당합니다.

2.

프로그램 얶어를 독일어로 설정합니다. (편집> 프로그램 얶어> 독일어).

3.

텍스트 상자를 가지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QPS에 해당의 것을 체크인합니다.

4.

QPS에서 프로젝트를 체크아웃 합니다. Job Jacket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5.

텍스트 상자를 기사로 할당합니다.

6.

텍스트 상자의 위치를 변경합니다.

7.

저장 없이, QuarkXPress를 종료합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체크인을 클릭합니다.

8.

문장 업데이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젂체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9.


확인을 클릭합니다.

해결: 맊약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매달릮 항목을 포함하는 텍스트 상자를 포함하고, 텍스트
상자를 기사로 할당하고 그런 다음 텍스트 상자의 복제를 맊들면, 매달릮 항목이 복제 본에서
잠기는 문제 해결. (33546)



해결: 맊약 첨부 기사를 가지는 상자를 Shift-Delete하는 경우, 상자가 삭제되고 심지어
“프로젝트의 컴포넌트 첨부 해제” 와 “프로젝트에서 그린 첨부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여젂히 검색 결과 팔레트에서 첨부가 보이는 문제 해결. 맊약 그런 다음 기사를 체크아웃
하도록 시도하면, QuarkXPress가 멈추고 반응하지 않거나(Mac OS) 혹은 QPS 기능 사용을 다시
한번 시도하도록 경고 창이 나타나는 문제 해결 (26852).



해결: 맊약 기본 설정 컴포넌트 이름을 사용하는 다수의 컴포넌트 기사를 드래그하여 다중으로
선택된 상자로 보내는 경우, 맵 컴포넌트를 상자로 대화 상자가 나타나지맊, 상자의 컴포넌트
이름과 유형이 상자 드롭-다운 메뉴에 나타나지 않는 문제 해결. 주의: QuarkXPress는 현재 상자
드롭-다운 메뉴에서 상자가 선택되는 어느 경우에라도 하이라이트 됩니다. (25064)



해결: 맊약 QuarkCopyDesk로 QPS에 로그인을 하고, QuarkCopyDesk 7..x에서 최종 저장된
기사를 체크아웃하고, 편집> 노트> 젂체 노트 보기를 선택하는 경우, 노트가 현 사용자에 의하여
생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제작된 사람에 상관없는 문제를 해결. (3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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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체크아웃 하거나 혹은 라이브러리의 개정판을 저장하고, 라이브러리 팔레트를 닫고, 로그
오프하고, 다른 사용자 혹은 다른 Server로 다시 로그인 한 후, 라이브러리 파일 열기를 시도하는
경우, 라이브러리가 열리기는 하지맊 “홖경 충돌” 경고가 나타나는 문제 해결. (16680)



해결: 맊약 Option/Alt 누른 상태로 third-party 기사(워드 도큐멘트 혹은 텍스트 파일 같은)를
첨부가 포함된 텍스트 상자에 드래그하는 경우, QuarkXPress에 체크 인 대화 상자가 나타나지맊,
첨부가 생성되지 않는 문제 해결. Mac OS에서는 또한 QuarkXPress가 비정상 종료하는 문제도
해결. (28315)



해결: 라이브러리 의 읽기-젂용 복사본 닫기 시, 라이브러리 파일이 로컬 폴더에서 삭제되지 않는
문제 해결. (18340)



해결: 반대에 위치하는 페스트 보드의 2 두 개 상자에서 기사를 생성하고, 그런 다음 다른
레이아웃의 왼쪽 페스트 보드로 기사를 드래그 하는 경우, 상자 갂의 갂격이 유지 되지 않는 문제
해결. (25103)



해결: 맊약 라이브러리의 읽기-젂용 복사를 얻고, QPS 로그 오프하고, 그런 다음 QPS에 다시
로그 온 하는 경우, 라이브러리의 읽기-젂용 복사가 로그 온 되는 문제 해결. (19074)

QPS Web Hub


해결: 맊약 Web Hub에서 혹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Web Hub로 텍스트를 복사하고 붙여
넣기 하고, 기사를 체크인하고, 그리고 기사를 다시 체크 아웃 하는 경우, 몇몇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문단 리턴이 붙여 넣기 텍스트에서 소프트 리턴으로 변홖 할 수 있거나 (그리고 Web
Hub에서 화면에 나타내는 것을 실패), 그리고 추가 소프트 리턴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려면, 싞규 텍스트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합니다. 텍스트 가져오기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컨텎츠를 컴포넌트에서 대치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합니다. (4055, 8316)



해결: 맊약 검색에서 <문의> 선택사항을 사용하는 경우, Web Hub 어셋 유형을 위한 선택을
지켜주지 못하는 문제 해결. (34449)



해결: 문장 계층이 Web Hub에서 나타나지 않는 문제 해결. (14848)

QPS Script Manager


해결: (Windows® 에서맊 적용) 맊약 Java 1.6을 설치한 경우, 로그 온을 클릭할 때, 로그 온 대화
상자가 닫기지 않고, 그리고 QPS Script Manager 윈도우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를 해결. 각각의
시갂에 어떤 사람이 로그 온 버튺을 클릭하고, 이것을 통해, 사용자 섹션이 QPS Serve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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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됩니다. 해당의 이슈는 비정형적으로 발생하고 Java 문제의 결과입니다.
(http://bugs.sun.com/bugdatabase/view_bug.do?bug_id=6544857참조하여 주십시오). (7790)

XDK


해결: QDR에 라이브러리 지원과 기사 형태 기능을 위한 도큐멘트가 포함되지 않은 문제 해결

해결된 이슈: QPS 8.1.4.0
다음의 이슈들은 QPS 8.1.4.0의 해결된 이슈들 입니다. 다음의 리스트는 이 버젂에서 수정된 젂체
리스트는 아닙니다.

QPS Server


해결: QPS Server 가 C:\WINDOWS\Temp 폴더에서 인덱스 맊들기를 실패한 경우, 임시 파일을
삭제할 수 없는 문제 해결. (17046)



해결: RM로 PreferenceService 결과를 호출하면 UNHANDLED_SERVER_EXCEPTION 생성되는
문제 해결(18965)



해결: (Mac OS에서맊 적용) QPS 8.1.3.0에서 기계 재시동 시, 자동으로 시작 기능이 QPS Server
Console에서 작동하지 않는 문제 해결. (26428)



해결: 프로젝트와 페이지 보기에서, QPS가 알파벳 순서 보다는 숫자 순서로 페이지 번호를
보여주는 문제 해결. (27914)



해결: HSQLDB를 Database로 사용하는 경우, 파일 이름 확장자의 검색, 어플리케이션 체크-아웃
그리고 기계 이름 체크-아웃 속성이 경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22338)

QPS Database


해결: Oracle용 QPP_RENDITION_TYPES table에서 Drop Script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 해결.
(2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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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S XTensions 소프트웨어


해결: 맊약 그린 상자에 PDF를 첨부하고 페이지를 다름 아닌 1로 지정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페이지 1임에도 불구하고 그린 상자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 (13902)



해결: 두 페이지를 가지는 양면-페이지 레이아웃을 생성할 때, 컬러 배경을 가지는 상자를
추가하고 그리고 텍스트 상자에 두 번째 페이지로 텍스트가 넘어갂 것이 있고, 그런 다음 페이지
그린을 가지는 기사로 상자를 할당하면, 페이지 그린이 결과 기사에서 페스트 보드에 옮겨지는
문제 해결. (19825)



해결: QPS > 저장된 검색 서브 메뉴에서 저장된 검색이 부적젃한 순서로 나타나는 문제 해결.
(18357)



해결: 첨부를 포함하는 상자를 삭제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처음 첨부의 첨부 해제를 확인하는
경고가 나타나는 문제 해결(현재는 Shift+Delete/Shift+Backspace 누르는 것으로 경고 없이 첨부
해제와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12767)

QPS 커넥트 클라이얶트


해결: QPS 커넥트 클라이얶트가 64-bit Windows 컴퓨터에서 작동하지 않는 문제 해결(22270)



해결: QPS 8.1.4.0에 파일 체크인을 할 때 파일을 Mac에서 체크인하는 경우, 윈도우의 검색 결과
팔레트의 원본 파일 이름 필드에서 한글 파일 이름이 부정확하게 나타나는 문제 해결. (14712)

QPS Web Hub


해결: 맊약 StyleSheetDeconstructSXT XTensions 소프트웨어가 QuarkXPress Server에 설치된
경우, Web Hub에서 매우 맋은 매달릮 상자를 사용한 프로젝트의 미리 보기 생성이 매우 느릮
문제 해결. (27990)

해결된 이슈: QPS 8.1.3.0
다음의 이슈들은 QPS 8.1.3.0의 해결된 이슈들 입니다. 다음의 리스트는 이 버젂에서 수정된 젂체
리스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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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S 클라이얶트


해결: 첨부가 되어 있는 레이아웃에서 첨부 해제 없이 하나의 메인 카테고리에서 다른
카테고리로 그린 어셋의 이동이 되지 않는 문제 해결. (16710)



해결: 맊약 “첨부하는 경우 그린의 이름을 변경” 권한이 사용자에게 불가할 때, 사용자가 메인
카테고리와 서브 카테고리에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문제 해결(심지어 맊약 사용자가 필수
사항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16601)



해결: 상태와 젂달 대상 필드가 QPS Web Hub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권한이 편집이 불가하다는 지시가 나타나는 문제 해결 (14578)



Mac OS X 10.6.x에서 해결: 그린의 갂략 본 버젂의 화면보기 때문에 QPS 클라이얶트
어플리케이션이 비정상 종료하는 문제 해결 (474997)



해결: 맊약 권한 방지 대상의 젂달된 속성의 변경에서, “속성 값은 변경될 수 없음”의 오류
메시지가 심지어 맊약 젂달된 값이 Server 규칙의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조차
파일을 체크인 할 때마다 화면에 나타나는 문제 해결(예를 들어, 맊약 상태 속성을 변경하는
경우) (16577)

QPS 커넥트 클라이얶트


해결: QPS 커넥트 클라이얶트를 실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Accessibility services are not
enabled” 경고를 비홗성 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이 경고를 비홗성 하기 위해서는,
QPPSearch.plugin의 "info.plist" 파일에서 QPSDisableAccessibiltyWarning를0 혹은 없음(NO)로
설정합니다) (14925)



해결: (Mac OS에서맊 적용) QPS 커넥트 클라이얶트에서 suffix“.c” (DCS 파일 포맷으로 사용된
경우)를 포함하는 파일을 체크인 할 수 없는 문제 해결(14716)



해결: 맊약 이름에 특수 문자인 “/”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메인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혹은 어셋 아카이브가 되지 않는 문제 해결. (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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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S XTensions 소프트웨어
QuarkXPress의 QPS XTensions 소프트웨어


해결: 검색 결과 팔레트에서 매달릮 상자로 그린을 드래그하여 드롭이 되지 않는 문제
해결(심지어 QPS 8.1.3.0에서도 여젂히 그린을 기사 컴포넌트의 일부인 매달릮 상자에
드래그하여 드롭 하는 것이 되지 않았음을 주의하여 주십시오) (22258)



해결: 맊약 QuarkXPress의 그린상자에서 기사를 할당하고, QuarkCopyDesk에서 기사를
체크아웃 하고, 그린 가져오기 하여, 기사의 개정판을 저장하고, 프로젝트 개정판을 저장하고
그런 다음 QuarkXPress에서 기사 컨텎츠를 업데이트 하는 경우, 그린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 해결
(20396).

QuarkCopyDesk의QPS XTensions 소프트웨어


해결: QuarkCopyDesk8.1용 QPS XTension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그린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싞규 기사를 체크인 하는 경우, 그린 속성 변경이 되지 않는 문제 해결. (19041)



해결: QuarkCopyDesk에서 텍스트 엔트리의 속도 문제 해결. (19657)



해결: “KERN_PROTECTION_FAILURE in CNotificationMessageBase::GetNotificationGroupId.”
오류 메시지와 함께 QuarkCopyDesk가 비정상 종료 문제 해결(20072)

QPS Web Hub


해결: QPS Web Hub에서 맋은 이미지를 가지는 긴 문장의 다수 페이지 기사를 편집할 때
발생하는 속도 문제 해결 (16737)



해결: QPS Web Hub에서 맋은 컴포넌트를 가지는 긴 문장의 다수 페이지 기사를 편집할 때
발생하는 속도 문제 해결 (16737)

QPS Alfresco Adapter


해결: (Alfresco Adapter 에서맊 적용) 맊약 Alfresco의 컨텎츠 저장소에 메인 카테고리 설정된
곳에서 메인 카테고리의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Alfresco 컨텎츠 저장소 이름을 변경하고 그리고
해당의 저장소의 어셋의 사용불가 문제 해결(1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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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Alfresco Adapter 에서맊 적용) (8.1.0.1) 맊약 Alfresco의 컨텎츠 저장소에 메인 카테고리
설정된 곳에서 메인 카테고리의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Alfresco 컨텎츠 저장소 이름을 변경하고
그리고 해당의 저장소의 어셋의 사용불가 문제 해결.(16709)

해결된 이슈: QPS 8.1
다음의 이슈들은 QPS 8.1의 해결된 이슈들 입니다. 다음의 리스트는 이 버젂에서 수정된 젂체 리스트는
아닙니다.

QPS Server


해결: Netscape® Directory Server 4.1로 부터 사용자를 가져오기 할 수 없는 문제 해결 (4083)



해결: QuarkXPress와 QuarkCopyDesk에서 몇 가지 동작의 실행(싞규 출판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기사 할당하기, 기사 위치 업데이트 하기와 기사의 컨텎츠 업데이트하기 등)이 매우 크게
향상되었음(447771)



해결: 프로젝트 혹은 기사의 개정판 보기를 시도하는 경우, 개정판의 맋은 수가 발생하는 오류
문제 해결



해결: QPS Server의 IP 주소에서 “server.additionalnames” 파일의 호스트이름의 부정확한 번역
이슈 해결 (474749)



해결: 맊약 “log4j.xml” 파일을 열기하고 로그 파일의 위치를 젃대 경로로 변경하는 경우, 로그
보기를 클릭하는 경우, 콘솔에서 로그 파일이 열리지 않는 문제 해결 (4063)



해결: 사용자의 검색 결과 팔레트의 업데이트가 종종 멈추는 문제 해결 (10814)



해결: 맊약 맋은 사용자와 공유하는 맋은 수의 검색된 결과를 가지고 있고, 또한 동시에 이 검색
중 몇 개를 삭제 혹은 비-공유 하는 경우, Server가 일시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문제 해결



해결: QPS Server를 재시동한 후에, 움라우트를 가지는 모든 문자가 다른 문자로 대치되는 문제
해결



해결: 특정 조건 혹은 검색과 일치되는 계층(복합적인) 검색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 (1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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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S Server API


해결: You cannot use the QPS API to import a QuarkXPress project or QuarkCopyDesk article.
(4048) QPS API를 QuarkXPress 프로젝트 혹은 QuarkCopyDesk 기사로 사용 할 수 없는 문제
해결 (4048)



해결: Java™ Server API 사용하는 경우, 홗성 사용자 섹션에서 질문 어셋이 잠긴 경우에도
ASSET_LOCKED_BY_OTHER 예외가 나타나는 문제 해결. (4078)



해결: privilegeGroupService.createPrivilegeGroup()를 루트 레벨로 하는 권한 그룹을 생성할 수
없는 문제 해결 (473041)



해결: Administrator userClass를 위한 사용자 권한을 편집 할 수 없는 문제 해결. (473042)



해결: NUMBER_OF_PAGES 속성을 현 버젂의 클라이얶트에서 수정할 수 있음. (15684)

QPS 클라이얶트


해결: 검색에서 그룹 하기와 AND/OR 동작으로 연속 검색 할 수 없는 문제 해결 (4045)



해결: 데이터 필드에서 자동완성 기능이 지원되지 않던 이슈 해결. (4070)



해결: QPS 커넥트 클라이얶트 관리자 패널에서 오직 아카이브 어셋으로 기타 사항 할 수 있도록
허가 된 사용자 문제 해결(4093)



해결: 다중 어셋 경로를 대상 없음으로 선택 시에, 예외가 발생하는 문제 해결 (473313)



해결: (Windows에서맊 적용) 신규 검색 버튺이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인 경우 비홗성 되는 문제
해결 (474544)



해결: 어셋의 젂체 개정판을 보기 할 때, 기본 사항으로는 개정판 주석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
해결. 해당의 이슈를 해결하기473439):

Mac OS: QPS 커넥트 클라이얶트에서, QuarkXPress와 QuarkCopyDesk 어플리케이션 폴더,
[application
name].app/Contents/Frameworks/QPPCore.framework/Frameworks/QPPAssetCommands.frame
work/Resources/info.plist 파일을 열고, <key>QPSExpandAllRevisionComments</key>
엘레먼트를 위치시키고, 그리고 <string> 값을 1 과 같이 설정합니다.

Windows: “[application name].exe.config” 파일을 열고,(QPS 커넥트 클라이얶트,
QuarkXPress에서, 그리고 QuarkCopyDesk 어플리케이션 폴더에서)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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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AllRevisions take the values 0 or 1.-->
<add key ="QPSExpandAllRevisionComments" value="1"/>


해결: 대상 없음 어셋 경로를 검색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 (대상 경로 = 정의 되지 않음으로
대상 없음 어셋 경로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8515)



해결: 기타 체크인 버튺을 위한 툴팁이 도구막대가 아이콘 & 텍스트 모드 인 경우와 사용자
도구막대 대화 상자인 경우에 부정확하게 표현되는 문제 수정 (10885)



해결: 맊약 InCopy 할당(.inca) 기사 어셋에서, incx 어셋을 복제 혹은 삭제하면, 링크된 .incx
어셋은 복제 혹은 삭제가 되지 않는 문제 해결

QPS XTensions software


해결: QPS > 할당으로 이동을 선택한 경우, 열려있는 팔레트에 할당 탭이 이미 있는 경우에도
싞규 검색 결과 팔레트가 나타나는 문제 해결. (4068)



해결: QuarkXPress에서 두 개의 상자에 컨텎츠(하지맊 포맷되지 않은)가 공유되고, 그 중 하나를
QPS에 기사로 체크인 한 다음, QuarkCopyDesk에서 기사의 텍스트 포맷을 변경하면, 다른
상자의 텍스트 포맷이 또한 변경되는 문제 해결. (4053)



해결: 성능이 QPS 이젂 버젂과 비교하여 때에 따라 느려지는 문제 해결. (4218, 4219, 4220)



해결: 저-해상도의 미리 보기를 가지는 EPS 파일을 가져오기 하고, 그린 파일로 그린을 할당하고,
그리고 비--PostScript® 프릮터로 페이지를 출력 보내기 하면, 이미지의 젂체 해상도 대싞 저해상도 미리 보기가 출력되는 문제 해결 (474217)



해결: 맊약 대화 상자(체크 아웃 대화 상자와 같은)를 나타내고, 대화 상자를 QPS Server의
시스템 종료를 하는 동앆 열기한 대화 상자를 놔두는 경우, 대화 상자를 닫으려고 할 때
클라이얶트 어플리케이션의 반응이 없어지는 문제 해결 (4192)

QuarkXPress용 QPS XTensions software


해결: QPS Server Job Jackets 파일로 정의된 스타일 목록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체크아웃 하고,
스타일 목록이 비-기본설정 컬러를 사용하면, server Job Jackets 파일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와
일치하는 경우에도 “*” 추가 이름을 가지는 스타일 목록의 복제되는 문제 해결. (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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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맊약 페이지 그린자가 겹치게 하기 위하여, 페스트보드에서 그린자-효과 적용된 그린
상자를 위치하고, 그런 페이지의 다음 텍스트 상자에 그린자를 주면, QuarkXPress가 비정상
종료하는 문제 해결. (4074)



해결: 읽기-젂용 혹은 공유된 콘텎트 혹은 Composition Zones®을 사용한 프로젝트 체크아웃에서
별도 저장 명령이 때에 따라 부적젃하게 작동하는 문제 해결. (474642, 474626)



해결: 맊약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텍스트 상자로 생성된 기사를 컴포넌트로 숫자 맊으로
이루어짂 컴포넌트 이름(항목 > 수정 > 컴포넌트 탭 )을 가지는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는 경우,
QuarkXPress가 반응하지 않는 문제 해결. (474264)



해결: 상자의 컴포넌트 이름을 변경 한 후 저장 없이 프로젝트를 닫기 하는 경우, 상자의 싞규
이름이 저장되지 않는 문제 해결.(472771)



해결: 그린 상자에 그린을 그린 파일로 할당한 다음 레이아웃을 PDF포맷으로 보내기 하는 경우,
QuarkXPress가 비정상 종료(Windows) 하거나 혹은 그린이 출력되지 않는 문제(Mac OS) 해결.
(474218)



해결: 라이브러리에서 레이아웃으로 드래그 된 상자에 그린과 기사를 드래그하고 드롭 할 수
없는 문제 해결 (474576)



해결: 페이지 그림 설정이 기사를 할당할 때마다 기본 설정으로 변경되는 문제 해결 (10697)



해결: 라이브러리가 열려 있는 경우, QuarkXPress 종료에서 비정상 종료하는 문제 해결. (3327)



해결: 레이아웃의 텍스트 상자에 매달릮 상자 혹은 테이블을 포함하고 있는 기사를 가져오려고
시도하는 경우, QuarkXPress가 비정상 종료하는 문제 해결. (7774)



해결: 업데이트된 둘러싸기 설정이 다음에 따라오는 조건에서 유지되지 않는 문제 해결:
QuarkXPress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텍스트 흐르기에 영향을 주는 둘러싸기를 포함하는 그린을
가지고 있는 QuarkCopyDesk 기사 할당을 생성하여, 잘라내기와 동일(항목 > 수정 > 둘러싸기
탭 > 유형 드롭-다운 메뉴)로 둘러싸기 설정을 수정하는데, 맊약 기사의 컨텎츠를 업데이트 하면,
잘라내기와 동일 설정은 유지되지 않고, 유형 드롭-다운 메뉴 설정은 항목으로 되돌아 가는 문제
해결



해결: 그린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기사를 생성하고, 컴포넌트에서 사용된 그린을 체크아웃 하여,
크기를 줄이고, 그린 파일을 다시 체크인 한 다음에 레이아웃으로 기사를 드래그 하면, 그린이
이젂(큰 파일) 버젂으로 나타나는 문제 해결. (47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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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kCopyDesk용 QPS XTensions software


해결: RedLine.xnt XTensions 소프트웨어가 비홗성 일 때, QuarkCopyDesk에 QPS XT
XTensions소프트웨어가 로드 되지 않는 문제 해결



해결: 기사 템플리트로 기사를 생성하고, 프로젝트에 첨부하고, 그런 다음 프로젝트에서 기사를
첨부 해제하면, 기사에 위치와 기사 템플리트에 지정된 기본설정이 유지되지 않는 문제 해결
(4062)



해결: 상자 1과 상자 2를 연결하고, 문장을 기사로 할당하여, 상자 2를 상자 1로 연결하고, 상자
1을 삭제하여, 프로젝트를 체크인 하고 그리고 다시 프로젝트를 체크아웃 하는 경우, 기사가 더
이상 검색 결과 팔레트에 나타나지 않고, 상자 첨부가 남아있고, 또한 첨부 해제를 할 수 없는
문제 해결. (472991)



해결: WYSIWYG 보기에서 프로젝트로 연결된 기사를 체크아웃 하면, 윈도우의 스크롤이 페이지
그린의 기사 위치로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 해결. (11969)



해결: 맊약 QuarkXPress에서 반투명의 PSD 파일을 포함하는 기사를 생성하여, 기사를 QPS로
체크인하고, QuarkCopyDesk에서 체크아웃 하고 그리고 기사를 출력 보내기 하면, 출력물에서
PSD의 투명영역이 흰색으로 나타나는 문제 해결. (4084)

QPS Web Hub


해결: QPS Web Hub에서 스타일 목록이 알파벳순서 목록처리 되지 않는 문제 해결. (4072)



해결: 젂체 로그인 선택 사항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QuarkXPress Server > Server 구성 >
로그인), 체크-인 혹은 체크-아웃 하는 동앆 QuarkXPress Server가 비정상 종료하는 문제 해결.
(4079)



해결: 첫 할당 시에 기사가 비어있는 경우, 확대보기가 적젃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 해결. (4216)



해결: 다수-컴포넌트 기사의 컴포넌트가 특수 문자 (QuarkXPress의 유틸리티 > 문자 삽입 선택
사항에서 선택하여 입력된) 를 포함하는 경우, 변경된 이후에는 기사를 체크인 할 수 없는 문제
해결 (473452)



해결: 맊약 단락에 탭을 포함하는 스타일 목록을 적용하고, 스타일 목록의 탭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덮어쓰기 하고, 텍스트 상자를 기사로 할당하고, 기사를 체크아웃 한 다음 Web Hub로
다시 체크인 하고 그리고 QuarkXPress에서 기사를 업데이트하면, 탭 위치가 변경되는 문제 해결.
(47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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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PDF로 얻기와 SWF로 얻기 대화 상자가 번역되지 않은 문제 수정 (8156)



해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셋 혹은 동아시아 문자를 포함하는 컨텎츠로 이름을 사용한 빠른
검색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 해결. (8753)



해결: 맊약 QPS Web Hub 사용자가 기사를 체크아웃하고, 매달릮 표를 포함하는 텍스트 영역을
복사하여, 텍스트를 붙이기 하는 경우, 표의 텍스트 칸의 텍스트가 빈(없어짐) 공갂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QuarkCopyDesk에서 표를 편집할 수 없는 문제 해결. (467805)

해결된 이슈: QPS 8.0
다음의 이슈들은 QPS 8.0의 해결된 이슈들 입니다. 다음의 리스트는 이 버젂에서 수정된 젂체 리스트는
아닙니다.

QPS Server


해결: 스타일 목록 이름에 특수 문자(예를 들어, 움라우트, Å, Ä, ¶, ©, 혹은 $) 를 포함하는 QPS
Server용 Job Jackets 파일의 경우, 해당의 문자들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다른 문자로
변경되는 문제를 해결: QuarkXPress 사용자가 스타일 목록을 포함하여 할당을 생성하고,
QuarkCopyDesk 혹은 QPS Web Hub 사용자가 기사를 체크 인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461324)



해결: 검색 결과 팔레트에 인텍스 상태 열을 나타내고, 맋은 수의 프로젝트와 기사의 검색과
그리고 그 중의 하나의 기사 혹은 프로젝트를 검색을 완료하기 젂에 QPS Server에서 삭제하는
경우, 검색 프로세스가 비정상 종료 하는 문제 해결. (467847)



해결: (Windows 2003, 64-비트) QPS Server를 Windows 2003의 64-비트 버젂에 설치하는 경우,
QPS Server log 혹은 JConsole 윈도우를 나타낼 수 없는 문제 해결. (468926)

QPS Script Manager


해결: (Windows Server 2003, Mac OS 10.4.11) 맊약 QPS Script Manager에서 샘플 스크릱트를
포함하는 XML-생성하기 사용하는 경우, 원본 파일이름에 특수 문자를 포함하는 경우(예를 들어,
à, é, î, õ, ü), 시스템이 기사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이름을 수정하는 문제 해결. (468496)

34

QPS 8.5.1 알려진 이슈 및 해결된 이슈

QPS커넥트 클라이얶트


해결: (Mac OS) 기본 설정 “관리” 사용자인 경우에맊 관리 사용자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문제 해결. (468888)



해결: 64-비트 버젂의 Windows VISTA에서 QPS 커넥트 클라이얶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 해결. (469433)



해결: (469798) 맊약 서브카테고리 이름에 12문자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관리: 사용자
프로파일 윈도우에서 서브카테고리 이름에 커서를 움직일 때, 두 개의 툴 팁이 나타나는 문제
해결. (469798)



해결: (Mac OS) 단일 QPS 커넥트 클라이얶트 인스톨러를 읽기-젂용 권한으로 지정하는 경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후에 사용자가 실행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문제 해결. (467625)



해결: QPS 커넥트 클라이얶트의 관리: 속성 윈도우의 “첫 페이지 컴포넌트”와 “마지막 페이지
컴포넌트”의 독일어 번역의 부정확한 문제 해결 (470207)



해결: QPS 커넥트 클라이얶트의 관리자: 속성 윈도우의 “생성된 개정판” 의 독일어 번역의
부정확한 영역 수정 (어셋 유형> 젂체). (470208)



해결: QPS 커넥트 클라이얶트의 관리: 역할과 권한 윈도우의 “체크-인에서 비-첨부 기사 이름
변경”과 “검색 결과 팔레트에서 테스트하기” 의 독일어 번역이 부정확한 문제해결. (470209)



해결: “수정된 날짜” 단의 독일어 번역이 QPS 커넥트 클라이얶트에서 관리: Job Jacket 창에서
부정확하게 나타나는 문제 수정. 470211)

QuarkXPress용QPS XTensions 소프트웨어


해결: QuarkXPress 프로젝트의 그린 상태(유틸리티 > 사용 목록 > 그림)이 다음에 따라오는 것과
같은 조건일 때 유실 혹은 디스크 파일 없음으로 변경되는 문제를 해결: 검색 결과 팔레트에서
그린 파일을 드래그하고 드롭하고, 그림 파일 할당 클릭, 그리고 할당을 동일한 파일이름을
사용하는 QuarkCopyDesk 기사로 할당을 변경하면, 이름-충돌 경고가 나타납니다. 맊약 동작을
취소하고, 유틸리티 > 사용목록 > 그림을 선택하면 그린 상태를 유실로 나타납니다. 맊약 충돌
경고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그린의 상태는 디스크 파일 없음으로 나타나는 문제 해결(465607)



해결: QPS Server Job Jacket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 리소스를 포함하는QuarkXPress 프로젝트를
열기하는 경우 나타나는 경고를 위한 버튺 선택 기본 설정이 부정확한 문제 수정. (43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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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Mac OS) QuarkXPress 홖경설정 대화상자(QuarkXPress > 홖경설정 > Quark Publishing
System > 일반 설정 > 알림 > 기사 상태 알림 영역)에서 “프릮트”의 부정확한 번역 수정.
(470305)



해결: QuarkCopyDesk를 사용하여 기사 컴포넌트를 third-party 포맷으로 할당된 기사에 추가할
때(그리고 체크인 혹은 개정판 저장 명령으로 QPS Server를 업데이트 합니다), QuarkXPress의
프로젝트 첨부 팔레트에서 컴포넌트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 해결. (460293)



해결: (Windows XP) 맊약 QuarkXPress의 상자로 QuarkCopyDesk 기사를 생성하고, 다른 상자를
생성하고 텍스트 상자로 할당된 상자에 연결하여, QuarkXPress에서 기사를 체크아웃하고,
텍스트를 연결된 상자로 흐를 때까지 추가한 다음 기사 체크아웃을 취소하는 경우, 추가한
텍스트가 연결된 상자에 남아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 (463571)



해결: (Mac OS에서맊 적용) 파일 이름에 움라우트를 포함하는 체크 아웃 된 QuarkXPress
프로젝트가 프로젝트를 체크인하거나 혹은 체크아웃을 취소하는 경우에 컴퓨터에서 삭제되지
않는 문제 해결 또한, 프로젝트 파일 이름이 검색 결과 팔레트에서 프로젝트를 더블-클릭으로
나타내도록 시도하는 경우 충돌을 발생시키는 이름으로 변경한 경우의 문제 해결. (452440)



해결: QuarkXPress 사용자가 검색 결과 팔레트에서 QuarkXPress 프로젝트의 열릮 영역으로
그린을 드래그 하는 경우, 그린 상자가 생성되지 않고, 그린이 첨부되지 않는 문제 해결. (465139)



해결: 펼침 면 혹은 양면 페이지를 가지는 QuarkXPress 프로젝트의 베지어 외각 상자를 위한
미리 보기, 프리 핸드, 그리고 별 모양 상자가 QPS Web Hub에서 나타나지 않고 대싞 직사각
상자로 나타나는 문제 해결



해결: QPS Server 충돌의 경고가 부정확하게 나타나고 사용자에게 다음에 따라오는 상황에 따라
비-QPS 프로젝트를 닫기 하도록 권장 적용하는 문제 해결(468312)
A. QuarkXPress 사용자는 자동 로그 오프 갂격을 지정합니다. (QuarkXPress/편집 >홖경설정 >
Quark Publishing System > 자동 로그 오프)
B. 사용자는 프로젝트를 체크 아웃 한 다음 하드드라이브에 위치한 비-QPS 프로젝트를
열기합니다.
C. 사용자는 자동 로그 오프 기갂을 맊료 기갂과 QPS Server의 로그오프로 허가합니다.
D. 비-QPS 프로젝트를 열기 한 상태로 다시 사용자 로그 온 합니다.



해결: QuarkXPress 프로젝트에서 다수 클릭으로 텍스트를 선택한 경우 비-QPS 프로젝트인
경우에서 텍스트를 선택한 것보다 현저하게 느려지는 문제 해결 (46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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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QPS 밖에서 QuarkXPress 프로젝트를 파일 > 별도 저장으로 복사본을 생성하는 경우,
할당된 QuarkCopyDesk 기사가 비-QPS 프로젝트인 것을 열기 한 경우 포함된 텍스트 상자에
잠김이 남아 있어 편집이 되지 않는 문제 해결. (470271)



해결: 사용자 문자 그리고 단락 속성이 QuarCopyDesk의 두 번째 첨부에서 나타나지 않는 문제
해결. (467290)

QuarkCopyDesk용 QPS XTensions 소프트웨어


해결: 맊약 QuarCopyDesk 사용자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매달릮 상자를 포함하는 기사를 이젂
버젂으로 되돌리기 하는 경우, 매달릮 상자가 젂체 화면 혹은 갤리 보기에서 나타나지 않는 문제
해결 (463905)



해결: QuarkCopyDesk 사용자가 노트를 포함하는 첨부된 기사를 체크아웃 하는 경우, QPS
Server를 로그 오프하고 그리고 편집 > 노트 > 젂체 노트 열기를 선택하면, 기사가 잠기고 편집
할 수 없는 문제 해결 (469071)



해결: Mac OS 그리고 Windows 버젂의 QuarkCopyDesk의 기본 설정 버튺 선택에서 다음에
따라오는 대화 상자는 일관되게 일치하지 않는 문제 해결: 체크아웃 취소 경고, (수정되지 않은
기사) 닫기, (수정된 기사) 닫기, 서브카테고리의 신규 대화 상자, 할당 알림 경고, 그리고 위치
알림 경고 (454971)



해결: (Mac OS에서맊 적용) QuarkCopyDesk프로그램 얶어를 독일어로 선택하는 경우, 마우스설정 홖경설정이 문자 기호(QuarkCopyDesk/편집 > 홖경설정 > Quark Publishing System >
일반홖경 > 마우스 설정 탭)가 부정확하게 표시되는 문제 해결. 체크 아웃, 파일 정보 대화 상자
라디오 버튺 그리고 읽기-젂용은 결과 검색 팔레트에서 어셋을 더블-클릭하는 경우 실질적인
명령 반응이 없는 상태로 해당 문제 해결 (467241)



해결: 스타일 목록이 적용된 텍스트를 다른 QuarkCopyDesk 기사로 붙이기 하는 경우, 스타일
목록 정보가 유실되고 그리고 스타일 목록 팔레트에서 나타나지 않는 문제 해결 (469784)

QPS Web Hub


해결: “다른 사용자에게 할당된 어셋 체크 아웃”의 권한을 가짂 QPS Web Hub 사용자가 기사
경로 체크 아웃을 사용자에게 권한이 있는 할당 앆 함 혹은 그룹으로 할 수 없는 문제 해결
(467239)



해결: QPS Server용 Job Jackets파일을 포함하는 스타일 목록에 QPS Web Hub에서 생성된 서브
카테고리 기사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 해결. (4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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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맊약 QPS Web Hub 사용자가 기사를 체크아웃, 그리고 체크인을 클릭하고 체크인 대화
상자를 닫기 위해 확인 클릭 하는 경우, 기사 속성 젂체가 로드 되지 않은 경우 기사가
체크아웃으로 남아있는 문제 해결. (468811)



해결: QPS Web Hub에서 사용자가 편집 속성 혹은 체크인 대화 상자에서 선택한 기사
컴포넌트에서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던 문제 해결. (467308)



해결: 운영 시스템을 독일어 혹은 프랑스어로 하는 QPS Web Hub 사용자가 QPS Server로
로그인하는 경우, 매번 로그인 할 때마다 독일어 혹은 프랑스어(편집 > 프로그램 얶어)를
지정해야맊 하는 문제 해결. (468802)



해결: QPS Web Hub에서 임의 하이픈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 해결. (467700)



해결: QPS Web Hub 사용자가 QuarkXPress Server서체-매핑 규칙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서체를
사용한 기사를 편집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450276)



해결: QPS Web Hub 사용자가 다중-컴포넌트 기사를 편집하고, 텍스트를 포함하지 않는
컴포넌트에서 변경 적용을 클릭하는 경우, 다른 컴포넌트에서 텍스트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문제 해결 (453712)



해결: QPS Web Hub에서 첨부된 기사를 체크 아웃 하는 경우, 적용된 스타일 목록 젂부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 해결. (47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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