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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kCopyDesk 9 알려진 문제점과 해결된 문제점 

QuarkCopyDesk 9.5.4의 알려진 문제점 

다음은 QuarkCopyDesk® 9.5.4의 알려진 문제점 목록입니다. 

 단어의 첫 부분이 레드라인 추적된 부분이고 그 첫 부분의 뒤에서 자동 하이픈으로 단어가 분리된 

경우에는 하이픈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57508) 

 텍스트에 레드라인 추적을 사용하고 그 텍스트를 XPress Tags 포맷으로 보냈다가 다시 가져온 

경우, QuarkXPress®가 예기치 않게 종료되거나 추적과 하이라이트가 잘못 표시됩니다. (61284, 

61292) 

 (Mac OS® 10.6.x에만 해당) 기존 QuarkCopyDesk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기존 설치와 다른 

위치에 QuarkCopyDesk를 설치한 경우, 기존 설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6679) 

 (Mac OS 10.6.2에만 해당) 서체 미리보기 환경설정을 켠 상태로(QuarkCopyDesk/편집 > 

환경설정 > 서체 > 서체 미리보기 > 서체 메뉴에서 보기) QuarkCopyDesk를 실행하고 PostScript 

Type 1 서체를 사용하여 기사를 생성한 다음 Mac OS X 10.6보다 오래된 버전에서 생성한 기존 

기사를 열면 기존 파일에 사용한 Type 1 서체가 리플로우될 수 있습니다. 

 

서체 미리보기 환경설정을 끈 다음 QuarkCopyDesk를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합니다. 

 (Mac OS 10.6에만 해당) 설치하는 동안 진행 막대와 남은 시간 표시기호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11077) 

  (Mac OS에만 해당) 연속된 노트에서 편집 > 노트 > 다음으로 이동 명령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5901) 

 스티커 노트에 텍스트 삽입 지점을 놓고 탭을 누르면 Windows®에서는 노트에 있는 모든 텍스트가 

선택되고 Mac OS에서는 아무 결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469893) 

 레드라인을 활성화하고 기사에 텍스트를 입력한 후 Command+Z/Ctrl+Z를 눌러 입력을 취소하면 

입력한 텍스트 범위에서 한 문자가 기사에 남습니다. Command+Z/Ctrl+Z를 다시 누르거나 편집 > 

입력 취소를 선택하면 추가 문자가 제거됩니다. (469551)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포함된 QuarkCopyDesk 기사를 열고 유틸리티 > 레드라인 > 도구막대 

보기를 선택한 후 두 개 이상의 컴포넌트에 텍스트를 추가하고 레드라인 도구막대에서 이전 또는 

다음 컨트롤을 사용하여 변경사항 사이를 이동할 경우, 검색이 활성 컴포넌트로 제한되며 모든 

기사 컴포넌트의 변경사항 사이를 이동하지 않습니다. (469708) 

해결된 문제점: QuarkCopyDesk 9.5.4 

다음은 QuarkCopyDesk 9.5.4에서 해결된 문제점 목록입니다. 이 버전에서 해결된 사항이 이 목록이 모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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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다중 컴포넌트가 있는 기사에서 텍스트 저장을 시도하면 텍스트 저장 대화상자의 전체 

컴포넌트 선택 사항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148158) 

 해결: 기본 레이어에 없는 텍스트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는 기사를 QuarkCopyDesk에서 

체크아웃하거나 연 경우 페이지 외부를 클릭하면 텍스트가 사라집니다.  (165725) 

해결된 문제점: QuarkCopyDesk 9.5.3 

다음은 QuarkCopyDesk 9.5.3에서 해결된 문제점 목록입니다. 이 버전에서 해결된 사항이 이 목록이 모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해결: (Mac OS에만 해당): Mac OS 10.8을 실행하는 MacBook Air에서 QXP/QCD에 있는 도구를 

선택하면 모든 커서가 매우 밝게 표시되어 잘 보이지 않습니다. (150331) 

 해결: 전체 화면이나 갤리 보기에서 볼 때 단락의 첫 줄에 들여쓰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46528) 

해결된 문제점: QuarkCopyDesk 9.1 

다음은 QuarkCopyDesk 9.1에서 해결된 문제점 목록입니다. 이 버전에서 해결된 문제점이 이 목록이 모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해결: (Mac OS에만 해당) 노트 윈도우에 있는 노트의 중간에 텍스트를 추가하려고 할 때 텍스트가 

노트의 끝에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74336) 

 해결: 환경설정 대화상자(편집/QuarkCopyDesk > 환경설정)의 특성 패널에 있는 텍스트 탭에서 

옵션 중 하나를 깊이로 설정하고 해당 단위 드랍 다운 메뉴를 기준선으로 설정할 경우, 행간조절을 

사용자화하면 측정 팔레트의 클래식 탭에 있는 해당 깊이 필드에 올바른 수의 기준선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79094) 

해결된 문제점: QuarkCopyDesk 9.0 

다음은 QuarkCopyDesk 9.0에서 해결된 문제점 목록입니다. 이 버전에서 해결된 문제점이 이 목록이 모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해결: 갤리 보기나 전체 화면 보기에 100개 이상의 컴포넌트가 포함된 기사를 표시할 경우 

QuarkCopyDesk의 응답 속도가 느립니다. (70432) 

 해결: 세 페이지 이상에 흐르는 텍스트가 기사에 포함된 경우, QuarkCopyDesk에 잘못된 카피피트 

정보가 표시됩니다. 기사에서 텍스트를 선택하거나 입력하면 올바른 카피피트 정보가 표시됩니다. 

(60063) 

 해결: 전체 화면 보기에서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포함된 기사로 작업하는 동안 중앙 오른쪽 부분을 

클릭하면 일부 텍스트가 잘못 선택됩니다. (57300) 

 해결: 기사를 저장할 때 텍스트 커서가 컴포넌트의 시작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70464) 

법률적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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