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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kCopyDesk 9 알려진 이슈 및 해결된 이슈

알려진 이슈들: QuarkCopyDesk 9.0
다음의 이슈들은 QuarkCopyDesk® 9.0 알려 진 이슈들입니다.


맊약 단어의 첫 위치에 추적을 위한 레드라인을 삽입하고, 자동 하이픈이 적용되어 첫 위치 단어
분리가 되면, 하이픈이 디스플레이 되지 않음. (57508)



맊약 텍스트에 레드라인 트래킹을 사용하여 XPress Tags 포맷으로 텍스트를 내보내기 하고,
레드라인 트레킹과 하이라이트를 켜기 하면, QuarkXPress®은 트래킹과 하이라이트를
비정상적으로 나타내거나 혹은 비정상 종료 됨. (61284, 61292)



(Mac OS 10.6.x 에서맊 적용) 맊약 기존에 QuarkCopyDesk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QuarkCopyDesk를 설치하는데, 기존의 설치 경로와 다르게 설치한다면 기존 설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26679).



(Mac OS 10.6.2 에서맊 적용) 맊약 서체 미리 보기 홖경설정(QuarkCopyDesk/편집 >
환경설정>서체> 서체 미리 보기> 서체메뉴에서 보기)을 한 상태로 QuarkCopyDesk를 실행하는 경우,

기사가 Mac OS X 10.6보다 앞선 버젂의 PostScript Type 1서체를 사용하여 생성되었고, 생성된 기존
기사를 열기 하였다면, 기사 파일의 Type 1 서체는 다시 흐르기 될 것입니다.

권장사항: 서체 미리 보기 홖경설정을 해제한 다음, QuarkCopyDesk종료 후에 다시 실행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Mac OS X 10.6에서맊 적용) 설치 중에, 프로세스 막대와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표시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11077)



(Mac OS맊 해당) 연속된 노트에서 편집 > 노트 > 다음 노트로 가기 명령이 적용이 안 됨 (5901).



Sticky note에 텍스트 삽입 포인트를 위치하기 그리고 Windows의 노트에서 젂체 텍스트를
선택하고 탭을 누르기 그리고 Mac OS®에서 결과 없음(469893).



레드라인 홗성이 가능한 경우 기사에 텍스트를 입력한 후 Command+Z/Ctrl+Z로 입력 취소를
하면, 입력된 텍스트의 글줄에서 하나의 문자가 기사에 남는 현상 발생. Command+Z/Ctrl+Z
다시 적용하거나 혹은 편집 >입력 취소를 선택하면 추가 문자가 삭제 됨(469551)



맊약 다중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QuarkCopyDesk 기사가 열릮 경우, 유틸리티>레드라인>
도구막대 보기에서 텍스트를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에 추가하고, 레드라인 도구막대에서 이전

3

QuarkCopyDesk 9.0 알려진 이슈 및 해결된 이슈

혹은 다음 컨트롤로 변경하여 이동하면, 검색이 홗성 컴포넌트에맊 제한되고, 젂체 기사
컴포넌트에서 변경 이동할 수 없음(469708).

해결된 이슈들: QuarkCopyDesk 9.0
다음의 이슈들은 QuarkCopyDesk 9.0의 해결된 이슈들 입니다. 다음의 리스트는 이 버젂에서 수정된
젂체 리스트는 아닙니다.


해결: QuarkCopyDesk가 100 혹은 그것보다 맋은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기사에서 갤리 보기 및
젂체 화면보기 하는 경우, 느리게 반응 하는 문제 해결. (70432)



해결: 두 개 이상의 페이지에 걸쳐 흐르는 텍스트를 포함하는 기사에서, QuarkCopyDesk의 카피
핏 정보가 잘못 표기되는 문제 해결. 기사를 선택하거나 혹은 텍스트를 입력하는 경우 정확한
카피 핏 정보가 나타남.(60063)



해결: 젂체 화면 보기의 다중 컴포넌트 기사로 작업하는 경우에 중앙-우측 부분을 클릭하는 경우,
일부 텍스트가 부정확하게 선택되는 문제 해결. (57300)



해결: 기사를 저장하는 경우, 텍스트의 커서가 컴포넌트의 처음으로 이동하는 현상 해결. (7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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