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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된 문제점: Platform 10.5.1
다음은 QuarkCopyDesk 10.5.1 에서 해결된 문제점 목록입니다. 이 버전에서 해결된 사항이 이 목록이
모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Platform Server


해결: 사용자가 Excel 컨텐츠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198215)



해결: 상위 자산을 복제할 때 두 하위 자산 사이의 관계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199687)



해결: 계층적인 하위 도메인 속성 값으로 태그된 아카이브된 자산을 복원하면 아카이브된 자산이
복원되지 않습니다. (199964)



해결: 자산이 잠긴 경우 UI나 Platform Server 로그에 적절한 예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180)



해결: 정의되지 않은 'minorVersioningAllowed' 속성을 읽을 수 없습니다. (201104)



해결: 관리자 Facade에 하드 코딩된 컨텐츠 유형 Id가 필요합니다(201105).



해결: 새 컨텐츠 유형을 생성할 때 예외가 발생합니다. (201256)



해결: 업그레이드 후 IS_DRAFT_AVAILABLE 속성값이 null입니다. (201257)



해결: 나머지 요청을 통해 모든 속성을 확보하는 동안 USER_NOT_FOUND 예외가 발생합니다.
(201266)



해결: 동일한 AppStudio 패키지 파일을 iPad 앱과 App Studio 웹 리더에서 볼 때 서로 다릅니다.
(201267)



해결: Id 없이 xml에서 제공된 권한을 가지고 새 역할을 생성할 때 PRIVILEGE_NOT_FOUND
예외가 발생합니다. (201300)



해결: 사용자 컨텐츠 유형에 속한 모든 자산이 삭제된 경우에도 사용자가 해당 컨텐츠 유형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201306)



해결: 드롭다운 유형의 속성을 다른 유형의 속성으로 전환하는 경우 HTTP Status-500 오류가
발생합니다. (201613)



해결: 열의 너비가 0인 경우 사용자가 Excel 컨텐츠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201872)

Platform WebHub


해결: Platform Web Client 대해 Platform Server에서 설정된 권한을 통해 "미리보기 창"의 미리보기를
제한하는 옵션이 없습니다. (198385)



해결: 사용자 프로파일 편집 시 간헐적으로 내부 서버 오류가 발생합니다. (198627)



해결: 화면 해상도가 1024*768로 낮은 경우 체크인 대화상자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201118)



해결: 고급 검색 표시 활성 권한이 Web Client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20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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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k Author Web Edition


해결: 사용자가 읽기 전용 컨텐츠에서 Ctrl 키를 사용하여 공간을 추가하고 컨텐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201268)



해결: 사용자가 새 단락에 주석을 삽입하는 경우 로그인된 사용자 이름이 주석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201858)

QuarkXPress 및 QuarkCopyDesk 용 Platform XTensions


해결: 시스템 언어가 네덜란드어로 설정된 경우 Job Jacket 파일을 로컬 드라이브에서 열 수
없습니다. (200991)

BUSDOC/DITA 용 Quark XA 어댑터


해결: Platform CMS 어댑터 인덱싱(속성 매핑을 사용하여 매핑됨)을 사용하여 속성을 기본 빈
값으로 재설정할 수 없습니다. (199270)



해결: 사용자가 자세한 내용 버튼을 사용하여 대화상자를 확장한 후 서버에 저장 대화상자가
재배치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화면 해상도가 1024*768로 낮을 때 발생합니다. (200202)

해결된 문제점: Platform 10.5
다음은 Platform 10.5에서 해결된 문제점 목록입니다. 이 버전에서 해결된 문제점이 이
목록에 모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Platform 인스톨러
 해결: Platform Server가 실행 중인 경우 Platform Server 업데이터가 실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업데이터가 실행되면 설치가 손상됩니다. (193890)

Platform Server


해결: (Oracle DB 문제) 이름이 동일하지만 대소문자가 다른 두 개의 컬렉션을
만드는 경우 예외가 발생합니다. (189080)



해결: "사용자 로그오프" 옵션에서 가능한 경우 구성을 통해 필드로 이동하는 동안
사용자의 성과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192910)



해결: 속성 폼 형태가 Admin 및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표시되지 않습니다.
작업공간 및 Mac OS X 클라이언트에서는 제대로 표시됩니다. (195687)



해결: Platform Server를 10.1 또는 10.1.1에서 10.2로 업데이트한 후 레거시 속성
도메인이 병합/표시되지 않습니다. (190096)

Platform Client


해결: 사용자 인터페이스 창, 특히 왼쪽 창과 검색 편집 창 사이의 분리자를 잡는
것이 어렵습니다. (190560)



해결: 개정판 보기 대화상자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의 이름이 해당 버전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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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아닌 현재 이름입니다. (190557)


해결: 사용자 이름 포맷팅 옵션 기본값은(이름, 성 - 사용자 이름)입니다. (190631)



해결: (Mac OS X에만 해당): 사용자가 종료하고 다시 로그인한 후 Platform
작업공간의 즐겨찾는 영역으로 드래그한 컬렉션이 즐겨찾기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192443)

Platform WebAdmin


해결: 속성으로 작업할 때 자식 노드가 전혀 없는 다른 부모 노드에서 부모 노드의
자식 노드를 드래그할 수 없습니다. (193021)

Platform WebHub


해결: 어셋의 복원을 수행할 때 누락된 컬렉션이 있는 경우 복원하지 못한 어셋
수가 RestoreSummary 로그에서 올바르지 않습니다. (195034)



해결: 체크인 대화상자에서 필드가 변경된 경우 작업공간에서 제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94011)



해결: Web Editor에서 로그인 및 로그아웃 URL로 로그인했다가 로그아웃하면
로그인 시 네비게이션 및 미리보기 창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198232)



해결: Word, Excel, PowerPoint 등의Office 도큐멘트에개정판복귀옵션을사용할 수있습니다.
(196132)

Quark Author Web Edition


해결: 레드라인 편집에 대한 권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185788)



해결: 도큐멘트 저장을 시도하고 작업흐름에 대한 속성 값이 속성 매핑 설정에서
제공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183798)



해결: 철자 검사를 수행한 후 일본어 문자가 깨집니다. (185722)



해결: 속성 편집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체크인 대화상자에서 전달 대상
속성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85989)



해결: 작업공간 웹 앱의 컨텍스트가 /quark/workspace로 변경되는 경우 Quark Web
Author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192696)

QuarkXPress 및 QuarkCopyDesk용 Platform XTensions


해결: (Mac OS X에만 해당) Quark Publishing Platform 도움말 메뉴가 QuarkXPress 및
QuarkCopyDesk의 도움말 메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189251)



해결: 프로젝트는 Job Jacket에서 제거한 후에도 External Hyphenation XML과
6

QPP 10.1.1 알려진 문제점과 해결된 문제점

여전히 동기화됩니다. (182172)


해결: (Mac OS X에만 해당) HTML 인터랙티브 어셋이 QuarkXPress에서
업로드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189262)



해결: 도큐멘트를 닫을 때 체크인 대화상자를 클릭하면 개정판 저장 대화상자가
열립니다. (190610)



해결: 컨텍스트 메뉴에서 프로젝트 개정판 저장을 선택하면 QuarkXPress가
충돌합니다. (198027)

BUSDOC/DITA용 Quark XA 어댑터


해결: Quark XA 어댑터가 상태 기준 무시 권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98041)

Platform Adapter for InDesign/InCopy


해결: 기사에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동안 InDesign이 ‘기사 선택’ 대화상자 취소
작업과 충돌합니다. (105255)



해결 (Mac OS X에만 해당): 도큐멘트를 체크인했다가 체크아웃한 후 파일 열기
인터랙티비티 어셋을 보낼 수 없습니다. (183796)

해결된 문제점:

Platform 10.2.2

다음은 QuarkCopyDesk 10.2.2에서 해결된 문제점 목록입니다. 이 버전에서 해결된 사항이
이 목록에 모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Platform Server


해결: SSO가 활성화된 동안 네이티브 사용자로 로그인한 후 서버가 http 세션에
설정된 qppsessionid를 추가 요청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191928)



해결: Excel 파일에서 표를 삽입하면 표 칸의 데이터가 항상 오른쪽 정렬되고, Excel
파일에 설정된 정렬은 무시됩니다. (188448)



해결: 일시적 세션 중에는 요청을 처리하는 동안 예외가 발생하면 세션이 자동으로
만료되지 않습니다. (191606)



해결: 여러 열이 들어 있는 표가 포함된 Excel 파일을 xhtml로 출판할 경우, 출력에
잘못된 열 수가 들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6번째가 빈 상태로 5 대신 6이 들어 있음).
(182608)



해결: 기본 스타일이 적용된 표가 들어 있는 Excel 파일을 출판 채널을 사용하여
xhtml로 출판할 경우, 기본 표 스타일은 xhtml 출력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182731)



해결: Excel 차트가 스마트 도큐멘트의 캔버스에 잘못 삽입됩니다. (1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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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어셋 복원을 수행할 때 누락된 컬렉션/작업흐름 이름이 복원 요약 로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191789)



해결: PDF 출력이 Excel 데이터의 옵션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191404)



해결: 스마트 컨텐츠 유형 도큐멘트에 대한 CFO 출판 채널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192693)



해결: 단일 도메인 값에 대한 REST 요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192692)

Quark Author Web Edition


해결: 표시된 하이퍼 링크 텍스트를 삭제한 후 전체 텍스트가 삭제됩니다. (189957)



해결: 다음 또는 이전버튼을 클릭하면 추적된 다음 변경사항을 보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편집기 페이지가 스크롤되지 않습니다. (191441)



해결: 다른 사용자가 작성한 주석이 주석 창에서 날짜별로 정렬되지 않습니다.
(191134)



해결: 섹션 제목에서 "Shift+Enter"를 눌러 섹션에 여러 제목을 추가하는 경우
도큐멘트가 손상됩니다. (189297)



해결: 사용자에게 작업흐름 변경 권한이 없는 경우 스마트 도큐멘트의 개정판
저장/체크인 중 상태 드롭다운도 비활성화됩니다. (189831)



해결: 변경 승인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추적 텍스트가 아닌 전체 추적 단락이
승인됩니다. (183649)



해결: 추적 컨텐츠를 부분적으로 승인/거부할 수 없습니다. (190705)



해결: 다음 또는 이전 추적 컨텐츠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190706)



해결: 특정 사용자 세트의 추적 컨텐츠를 별도의 추적 창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190708)



해결: '추적' 및 '주석' 창을 단일 '검토' 창으로 병합하여 이 창에서 관련된 모든
작업을 수행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190709)



해결: 도큐멘트 체크아웃에 대한 변경사항 추적을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191762)



해결: 변경사항 추적에 대한 제작 권한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190716)



해결: 장기간이 경과한 후 QAWE가 네트워크에 다시 연결될 경우 사용자가
Platform Server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190710)



해결: 표 칸 내에 bodydiv 블록 요소를 삽입할 수 없습니다. (19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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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된 문제점: Platform 10.2
다음은 Platform 10.2에서 해결된 문제점 목록입니다. 이 버전에서 해결된 문제점이 이 목록이 모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Platform Client


해결: 속성 편집 컨텍스트 메뉴 옵션은 사용자가 일반 접근 및 제한 접근 필드를 편집할 충분한
권한이 없을 경우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173034)

Platform Server


해결: 매개변수 NAME은 FTP로 출판 및 전달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플랫폼 어셋은 지정된 ftp
위치로 성공적으로 출판 및 전달되지만, 매개변수 맵에서 지정한 이름이 적용되지 않고 pdf가
플랫폼에 있는 이름으로 전달됩니다. ftp 위치로 출판하지 않고 전달만 하는 경우, NAME
매개변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82554)

QuarkXPress용 Platform XTensions


해결: 동일한 기사에 속하는 두 개 이상의 상자를 선택하는 경우 플랫폼 메뉴에서 기사 체크아웃
명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97260)



해결: 사용자는 체크아웃된 모든 기사에 대해 체크인 대화상자를 표시하지 않고 체크아웃한
프로젝트 및 첨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9521)



해결: 이 이름의 이미지가 이미 존재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표시하는 공유 파일 시스템에서
이미지가 들어 있는 프로젝트의 체크인을 시도할 때 플랫폼에서 예외가 발생합니다. (90683)



해결: 첨부된 기사 및 이미지가 들어 있는 프로젝트에서 첨부 없이 체크아웃을 수행하면, 기사만
체크아웃되기 시작하고 첨부된 이미지는 체크아웃되지 않습니다. (177278)



해결: 로컬 파일이 첫 번째 체크인을 수행할 때 삭제됩니다. (182761)

BUSDOC/DITA용 Quark XA 어댑터


해결: 출력용 파일 모으기 문자열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로 로컬화되지 않았습니다.
(156449)

해결된 문제점: Platform 10.1.1
다음은 Platform 10.1.1에서 해결된 문제점 목록입니다. 이 버전에서 해결된 사항이 이
목록이 모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Platform Client


해결: 체크아웃 및 체크아웃 취소는 이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 대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17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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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Server


해결: 가로 방향으로 고정된 도큐멘트는 Webreader에 표시되지 않고 인덱싱이 실패합니다.
(177023)



해결: 부주제가 서버에서 참조되는 경우 섹션의 스타일 계층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지만, 로컬
부주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작동합니다. (173986)



해결: ditamap 어셋의 CFO 출력을 출판하고 가져오는 동안 시간경과 예외가 발생합니다.
(177451)

Platform WebHub


해결: Web Client의 속성 윈도우를 편집할 때 어셋 이름과 확장자가 포함된 어셋 이름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171287)



해결: 수평 스크롤 막대를 사용하여 할당 탭에서 속성을 스크롤할 때 머리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174295)

QuarkXPress 용 Platform XTensions


해결: (Mac OS X에만 해당): Platform XT가 있고 독립 실행형 프로젝트인 경우에도 로그오프
상태에서는 CFO가 비활성화됩니다. (173441)

BUSDOC/DITA 용 Quark XA어댑터


해결: 웹 미리보기에서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려고 하면 오류가 표시됩니다. (175037)

해결된 문제점: Platform 10.1
다음은 Platform 10.1 에서 해결된 문제점 목록입니다. 이 버전에서 해결된 문제점이 이 목록이 모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Platform Client


해결: (Windows에만 해당): 컬렉션을 검색하는 동안 서브컬렉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162808)



해결: (Mac OS X 에만 해당): 스페이스 바를 사용하여 연 미리보기 윈도우를 닫은 후에 작업공간
팔레트로 포커스가 돌아가지 않습니다(QXP/QCD 에서). (164773)

Platform Server


해결: 단일 도큐멘트에서 중복된 항목을 참조한 경우 도큐멘트를 출간할 수 없습니다. (123422)



해결: 32비트 또는 64비트 컴퓨터에서 Platform Server에 4GB를 초과하는 RAM을 할당할 수
없습니다. (8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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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kXPress 및 QuarkCopyDesk 용 Platform XTensions 소프트웨어


해결: 컴포넌트 유형이 변경되면 사용자 컴포넌트 이름이 변경됩니다. (97346)



해결: 로컬 시스템에서 Platform 환경으로 테이블 복사하여 붙이기 및 드래그 앤 드롭이 느리게
수행됩니다. (109259)



해결:그림 확대/축소 인터랙티비티가 적용된 그림 상자를 복사하여 신규 프로젝트에 붙이고
프로젝트 개정판 저장 을 수행하기 전에 신규 프로젝트의 HTML 을 업로드하려 하면, 출력 시에
그림 확대/축소 인터랙티비티 어셋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신규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개정판 저장을 수행한 후에만 작동합니다. (130671)



해결:기사 그림 컴포넌트를 복사/붙여넣기할 때 첨부 파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156339)

BUSDOC/DITA 용 Quark XA 어댑터


해결: (Windows에만 해당): 읽기 전용 도큐멘트에서 서버 참조에 음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43852)



해결: 로컬로 참조되는 gif, eps, emf, emz 및 WMF 이미지 파일을 로컬로 저장한 다음 어댑터를
통해 XA에서 열 때 올바르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171362)



오브젝트 참조가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로 설정되지 않음은 네트워크 연결이 해제된 후에 미리보기
패널에서 채널을 선택하려 하면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155518)



읽기 전용 도큐멘트에서 서버 참조에 음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43852)

Platform 10.5.1 의 알려진 문제점
다음은 Platform® 10.5.1 의 알려진 문제점 목록입니다.

Platform Server


문서의 파일 참조가 누락되었을 때 BusDoc를 App Studio 패키지로 게시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201940)



전달 채널을 사용하여 SharePoint에 대용량 파일을 전달하는 동안 예외 읽기 시간 초과가
발생합니다. (199172)



html 파일을 xhtml로 변환하면 불필요하게 빈 TD가 추가됩니다. (185296)



(도큐멘트에만 해당) 새 어셋으로 저장 옵션을 선택할 경우 Excel 파일에서 표를 삽입하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183128)



Excel 시트의 표를 xhtml로 출판하면, 머리글 행 정보가 유실됩니다. (182623)



숨겨진 행이 있는 표가 들어 있는 Excel 파일을 html/xhtml로 출판할 경우, html/xhtml 출력에
숨겨진 행이 표시됩니다. (184968)



원형 차트의 컨텐츠가 WebEditor에서 점점 겹칩니다. (182597)



사용자에게 디자인 템플릿이 들어 있는 컬렉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없을 경우 실시간
미리보기가 사용자에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18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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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에만 해당) 속성의 값 유형을 시스템 정의 도메인 사용자에서 불 유형으로 업데이트하는
경우, 기본값이 Null로 설정됩니다. (185335)



다음을 포함하지 않음 연산자가 들어 있는 검색은 다중 값 속성이 있는 어셋에 대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185440)



(Windows에만 해당) Script Manager를 통해 로그온하면 정보 대화상자 UI가 왜곡되게
표시됩니다. (185612)



어셋에 2개 이상의 버전이 저장되어 있고 이름에 특수 문자가 있을 경우, 어셋 아카이브가
실패합니다. (188324)



(REST API 문제) REST API 요청을 사용하여 권한 그룹 및 권한 정의(상위 그룹 ID에 지정)를 만든
다음, 상위 그룹 ID를 변경하여 동일한 그룹을 업데이트하려 하는 경우, 예외는 발생하지 않지만
권한 그룹의 상위 ID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188528)



(REST API 문제) Routed_To 속성과 검색 값이 있는 할당 조건을 나로 사용하는 경우 REST
API를 사용하는 검색을 만들 수 없습니다. (188855)



한 번에 여러 PPT 파일을 체크인하려 하면 Platform server 메모리가 부족하게 됩니다. (187902)



(Windows에만 해당) 기본값이 여러 개인 다중 값 속성을 만들 수 없습니다. (186932)



(Mac OS X에만 해당): 인스톨러를 실행하면 QPP Server 인스톨러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고
인스톨러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



텍스트가 PowerPoint 슬라이드에 맞지 않는 경우 슬라이드 미리보기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있는
비텍스트 영역에도 텍스트가 표시됩니다. (171434)



여러 이름 변경된 시트를 포함하는 MS Excel 파일을 미리볼 때 올바른 시트 이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169391)



(Mac OS X에만 해당): 일부 .wmf 파일에서 미리보기와 간략본이 생성되지 않습니다.(156200)



QPP 서버를 종료하는 동안 오류/예외가 발생합니다. QPP 서버를 종료한 후에 QPP 서버 로그에
오류/경고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그에는 서버에 메모리 누수가 있다는 내용의
오류/경고 메시지가 있습니다.(106689)



WebLogic: Script Manager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실행 중인 Weblogic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QPP 서버를 배포한 경우는 Script Manager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122990)



QPP Server 컴포넌트가 QLA Server와 통신할 수 없습니다. (118373)



이름에 "<" 또는 ">" 문자가 포함된 경우는 CMS에 체크인된 DITA 도큐멘트에 대해 "PDF로
출판"할 수 없습니다.(113442)



같은 이름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인터랙티비티 파일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ePub/App
Studio 기사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96673)



Weblogic: Dita 어셋에 대한 인덱싱 상태가 실패입니다. 외부에서 실행 중인 Weblogic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QPP 서버가 배포된 경우는 Dita 어셋 유형의 렌더링 생성이 실패합니다.
(122382)



Copytasting 기능에서 동아시아 문자가 포함된 RTF 파일을 올바르지 않게 표시합니다. (6771)



QPP Server 인스톨러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일부가 로컬화되지 않았습니다. (10986, 11573)



(Windows®에만 해당) Tomcat의 외부 인스턴스에서 QPP Server를 실행하려면 운영 체제가
64비트여야 합니다. (73367)

12

QPP 10.1.1 알려진 문제점과 해결된 문제점


[드라이브]:\Windows\Temp\poifiles에 생성된 임시 파일이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으며,
수동으로 삭제하지 않을 경우 너무 크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55283)



QPP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할 때 “UpgradeConfiguration.xml” 파일에서
CreateSectionWorkflows 설정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49475)
데이터베이스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하위문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합니다.
1. QPP Server 인스톨러에서 QPP Server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컴퓨터로 “Database” 폴더를
복사합니다.
2. Database/[데이터베이스 유형]/Update로 이동하여 “UpgradeConfiguration.xml“ 파일을
엽니다.
3. “CreateSectionWorkflows” 특성을 false로 변경합니다.
4. 파일을 저장하고 닫습니다.
5. 업데이트 어플리케이션 대신 업데이트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면 매체 작업흐름이 생성되지만 섹션 수준의 작업흐름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QPP 8.1 에서 QPP 8.5 로 업데이트한 후에 저장된 검색 기준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9697)



Photoshop® CS5 에서 IPTC 정보가 있는 그림을 저장한 다음 QPP 로 체크인하면 IPTC 정보가
QPP 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파일이 JPEG 인 경우에는 속성을 편집하거나 체크인하려 할 때 다음
경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XML 도큐멘트에 오류가 있습니다. (1, 16023)” (55973)

Platform Client


데스크탑 클라이언트의 Platform Server에서 설정된 권한을 통해 "미리보기 창"의 미리보기를
제한하는 옵션이 없습니다.



(Mac OS X에만 해당) 병합된 데이터베이스 내 Platform Client의 필드를 기준으로 하는 그룹에서
이전 버전의 고객이 생성한 사용자 속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96207)



워크시트에서 다른 시트를 선택하면 또 다른 시트의 범위에 정의된 이름이 지정된 범위가 이름이
지정된 범위 드롭다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183741)



Excel에서 표를 이미지로 삽입할 때 워크시트의 배경 이미지가 올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187228)



수직으로 병합된 셀이 있는 Excel 표를 삽입하려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187383)



(Windows에만 해당) 도움말을 클릭하면 사용자 도움말 버전 10.1이 표시됩니다. (188508)



검색 속성 나 주변에 공백이 있는 경우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188418)



다중 페이지 간략본 보기가 개정판 보기 팔레트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185780)



(Mac OS X에만 해당) 서버에서 이전에 만든 사용자 표시 속성을 제거하는 경우, 다음번에
클라이언트에 로그온하면 컬렉션에 어셋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185738)



(Mac OS X에만 해당): 텍스트와 테마의 색상이 같은 경우작업공간 브라우저 도구막대의 텍스트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170022)



(Mac OS X (Mavericks)에만 해당): Platform Client를 9.5.4로 업데이트할 때 접근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어도 접근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6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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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Server에 체크인할 때에는 파일 이름에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출판할 때에는 파일 이름에 특수 문자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출판 채널이 실패합니다.
(147007)



이전 버전의 QPP 9.0 이하 개정판으로 아카이브한 QuarkXPress 프로젝트는 Quark Publishing
Platform에서 복원할 수 없습니다. (89127)



(Windows에만 해당) 아카이브할 때 프로젝트와 첨부된 기사를 선택한 후 복원할 때 프로젝트만
선택하면 기사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카이브할 때 기사와 첨부된 그립을 모두
선택한 후 복원할 때 기사만 선택하면 그림이 복원되지 않습니다. (87665)



(Windows 전용) 목록 보기, 필름스트립 보기, 및 간단 보기에서 프린트 및 프린트 미리보기 명령
사용이 불가합니다. (51301)
검색 결과 보내기 명령을 사용합니다.



QPPConnect Client에서 대량의 어셋을 반환하는 검색에 전체 선택 명령을 사용할 경우 모든
어셋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Windows에서는 검색 결과에서 화살표와 Page Up/Page Down 키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47048, 58763)
“com.quark.qpp.Quark Publishing Platform.client.QPPconfig.plist” 파일(Mac OS) 또는 “Quark
Publishing Platform Client.exe.config” 파일(Windows)을 열고 LazyLoadingMode를
NO_LAZYLOADING으로 설정합니다.



검색 결과 패널에서 기사를 확장하면 컴포넌트가 상태 막대의 어셋 수에 포함됩니다. (52060)



(Mac OS에만 해당) Photoshop CS4에서 열려 있는 여러 개의 체크아웃된 그림 파일 중 하나를
체크인하려 하면 열린 파일이 모두 닫힙니다. 또한 Photoshop CS4에서 탭이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열린 그림 파일을 체크인하면 체크인한 후에 그림 파일이 닫히지 않습니다. (10899)
Adobe Photoshop CS4(환경설정 > 인터페이스 패널pane) 및 Adobe Illustrator CS4(환경설정 >
사용자 인터페이스 패널)에서 문서를 탭으로 열기 옵션을 선택 해제합니다.



여러 행이 있는 검색에서 첫 번째 행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4851)



다음 권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컬렉션 검색 허가(작업공간, QuarkCopyDesk용 QPP
XTensions, QuarkXPress용 QPP XTensions, QPP Web Hub 아래). (66952)



(Mac OS 전용) 보조 장치를 활성화하지 않고 서버에 로그온하면 작업공간 브라우저가
QuarkCopyDesk에서 빈 상태로 표시됩니다. (121514 )



Body 유형의 그림 컴포넌트가 포함된 QuarkCopyDesk 기사는 복원할 수 없습니다.(111502)



CAS-197412-D7H7T9: QPP Server가 종료된 경우 QPP Client에 “처리되지 않은 서버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20879)



어셋의 속성을 편집할 때, 어셋의 모든 속성을 표시하면 어셋 폼에 가로 스크롤 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20260 )




9.5에서 복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Mac OS X 에만 해당) QuarkXPress 에서 그림 파일을 체크아웃할 때 작업공간 브라우저에서
체크아웃 버튼이 활성화 상태로 남습니다. (1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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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Client 인스톨러


(Mac OS X에만 해당): Platform Client를 설치하려 할 때 잘못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Quark
Publishing Platform Client 9”를 열려면 인스톨러를 종료했다가 다시 열어야 합니다”). (163310)

QuarkXPress 및 QuarkCopyDesk 용 Platform XTensions 소프트웨어


작업공간 브라우저에서 도구 막대 가리기/보기를 선택하면 작업공간 브라우저 제목 막대의 Quark
Publishing Platform 레이블이 사라집니다. (190608)



(Mac OS X에만 해당) 컬러 상태 사각표시 기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192759)



(Mac OS X에만 해당) 모두 닫기 메뉴를 통해 열려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닫는 동안 표시된
대화상자에서 아무 옵션이든 누르면 QuarkXPress가 충돌합니다. (195250)



시각 표시기호 삽입/삭제가 명령 취소 적용 후 임시 첨부에 대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179094)



사용자가 위치정보/컨텐츠 업데이트 작업을 수행하면 하이픈 예외에 대해 수동으로 변경한 내용이
유실됩니다. (187549)



사용자가 보조 첨부를 만들면 하이픈 예외가 병합되지 않습니다. (187550)



체크아웃한 어셋을 하위 노드로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개정판을 저장하려 하면 개정판 저장 대신
체크아웃한 어셋이 체크인됩니다. (187560)



Job Jacket에서 참조한 하이픈 예외가 웹 작업공간에서 만든 기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184898)




여러 라이브러리를 체크아웃한 경우 포커스가 있는 라이브러리를 체크인하면 다른 라이브러리가
체크인됩니다. (161610)
확대/축소된 그림이 체크아웃된 프로젝트에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로 표시됩니다. (172406)



Alt 버튼을 사용하여 모든 도큐먼트를 닫으면 작업공간 브라우저도 닫힙니다. (172378)



(Mac OS X에만 해당): 프로젝트를 닫거나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포커스를 전환했다가 다시
가져오면 작업공간 브라우저가 팔레트 아래로 이동합니다. (157185)



QuarkCopyDesk 사용자가 QuarkXPress 에서 업데이트된 형태 알림을 승인한 후에 화면에서
QuarkCopyDesk 기사 윈도우의 크기와 위치가 변경됩니다. (464541)



프로젝트를 체크인한 동안 삭제된 인터랙티비티 어셋의 사용목록 대화상자에서 어셋 항목이
제거됩니다. (123608)



변경한 컴포넌트 순서가 체크인 대화상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115684)



사용자가 할당/첨부 후에 프로젝트 개정판 저장을 수행할 때까지 전역 첨부/로컬 첨부/관계 상태
속성에 잘못된 정보가 표시됩니다. 또한 분리 후에 기사에 잘못된 로컬 첨부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112390, 112711)



콜아웃 항목의 매달린 상자가 부모 상자를 할당할 때 잠기지 않습니다. (104942)



(Mountain Lion) QCD 9.5 를 한 번도 실행하지 않은 경우 QPP Installer 에서 인식되지 않습니다.
(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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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페이지가 활성 상태일 때 QPP > 그림과 함께 프로젝트 체크인 명령이 비활성화됩니다.
(30011)



레이아웃 페이지로 로그인한 다음 이 명령을 선택합니다.



QuarkCopyDesk 에서 그림 컴포넌트가 있는 기사를 체크아웃하고, QuarkXPress 에서 해당
컴포넌트의 그림을 체크아웃하고 비율 등의 속성을 변경한 그림을 다시 체크인한 다음,
마지막으로 QuarkCopyDesk 에 다시 기사를 체크인하면 이미지 비율 변경이 유실됩니다. (4087)



QuarkXPress 또는 QuarkCopyDesk®에서 PDF Filter XTensions® 모듈(유틸리티 > XTensions
Manager)을 비활성화하면 QPP XTensions 소프트웨어가 로드되지 않습니다. (8035)



QPP 어셋을 사용하는 App Studio 인터랙티비티가 포함된 프로젝트의 복사본을 얻으면 사용목록
대화상자의 Digital Publishing 패널에(유틸리티 메뉴) 해당 어셋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셋을 업데이트할 방법이 없습니다. (86782)



QPP 프로젝트에 App Studio 인리치먼트 및/또는 ePUB 인터랙티비티가 있는 그림 상자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그림 상자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파일을 같은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젝트의 개정판을 저장한 다음 ePUB 또는 AVE 형식으로
출판을 수행하면 같은 이름의 파일 중 하나가 두 번 다운로드되어 두 그림 상자 모두에 표시됩니다.
(96673)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이 포함된 BUSDOC 도큐멘트를 생성하여 도큐멘트를 Platform 서버에
체크인한 후 XA 또는 작업공간 브라우저에서 BUSDOC 를 출간하려고 하면, 사용목록 대화 상자의
Digital Publishing 아래에 첨부 오버레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131913)



Platform 서버에서 오디오/비디오 인터랙티비티가 첨부된 App Studio 레이아웃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서버에서 인터랙티비티의 이름을 변경하고 Ave 로 출간하면, 이제 인터랙티비티가 더 이상
모아지지 않습니다. (128852)

Quark Author Web Edition


(IE에만 해당): 사용자가 HTML 미리보기의 사이드바를 사용하여 섹션을 탐색할 수 없습니다.
(202651)



그림의 제목이 일본어 문자인 경우 삽입되는 그림이 삭제됩니다. (196378)



참조된 섹션을 인라인으로 체크아웃할 때 개정판 주석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198827)



도큐멘트를 편집하는 동안 어셋 업데이트 알림이 참조된 섹션 내의 참조된 하위 섹션에 대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198530)



차트 또는 표를 datadoc으로 서버에 업로드하는 동안 "변경사항 필요" 또는 "값 필요" 제약을
위반하는 경우 오류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197139)



(IE에만 해당) 하이라이트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삭제 키를 누르면 삭제 추적된 텍스트가
삭제되기 시작합니다. (19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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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큐멘트가 특정 상태에 도달한 후 속성 제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96331)



속성 도메인에 대해 "사용자의 항목 추가 허용"을 선택한 경우에도 드롭다운 메뉴에 대한 항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195905)



영문 철자 검사기가 켜져 있으면, Shift + 왼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158425)



크기가 변경된 표가 들어 있는 스마트 도큐멘트를 체크인/체크아웃하면 표의 너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181830)



(Windows에만 해당) IE8에서는 이미지나 표에 필수 이미지 요소가 들어 있는 그림 블록 내에서만
선택하면, 사용자가 오려두기 작업(ctrl + x)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림의 경우, ctrl + x 작업은
그림 태그의 이미지 태그에 대해서만 수행되고, 표의 경우에는 작업이 전혀 수행되지 않습니다.
(144338)



표의 첫 번째 행에서 셀을 병합하면 열 너비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147649)



IE에서는 다중 선택 표 셀에서의 오려두기/삭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150459)



추적 모드 중에 제목에서 추적한 삽입을 삭제하면 제목 중간처리자 텍스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83676)



IE에서는 선택한 텍스트에 추적하지 않은 텍스트가 있는 추적한 삽입이 있을 경우 선택한
텍스트에 이미지를 삽입할 수 없습니다. (188453)



머리글 행을 선택하여 표의 크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188553)



IE에서는 캔버스에서 이미지 크기를 변경하면 이미지가 미리보기 패널에 변경된 크기로 표시되지
않습니다.(188754)



IE에서는 복사한 추적 텍스트를 붙여넣으면 이 텍스트에 적용된 밑줄 스타일이 함께
붙여넣기됩니다. (185348)



Chrome에서는 더블 클릭하여 셀을 선택한 후 컨텍스트 메뉴에서 열 삭제 옵션을 선택하면 표가
삭제되지 않습니다. (155828)



추적이 활성화되어 있고 하이라이트 버튼을 비활성화한 경우 delete 키를 두 번째로 누르면 텍스트
삭제가 중단됩니다. (187432)



(Windows에만 해당) IE8에서는 표에서 병합할 텍스트가 없는 두 셀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150379)



(Windows에만 해당) Chrome에서는 빈 셀을 선택하여 병합하면, 셀이 추가적으로 병합됩니다.
(150386)



텍스트 검색 시 추적 텍스트가 있는 추적되지 않은 텍스트가 삽입되면 지정된 텍스트를 찾을 수
업습니다. (157870)



도큐멘트 컨텐츠가 표시 범위를 벗어날 때 섹션 제목 중간처리자를 클릭하면 포커스가 도큐멘트의
끝으로 이동합니다. (188369)



IE에서는 첫 번째 목록 항목에 있는 삭제된 추적 텍스트를 포함하지 않고 목록을 복사하여
붙여넣으면 글머리 기호 목록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붙여넣은 컨텐츠가 사라집니다. (185094)



브라우저 창 너비가 충분히 넓지 않으면 배너 버튼(예:. 패널 설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89284)

Microsoft Office 용 Platform 어댑터


탐색기에서 여러 도큐먼트를 열 때 일부 도큐먼트에 대한 열린 도큐먼트 유효성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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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뜁니다. (166952)


일본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 Office 어댑터 인스톨러에 대한 전제 조건 메시지가 로컬화되지
않습니다. (171326)

Platform Adapter for InDesign/InCopy


(Windows에만 해당): Platform에서 사용된 HTML 인터랙티비티 어셋이 출력에서 수집되지
않습니다. (196707)



로그온 대화상자의 서버명 드롭다운 메뉴에서 서버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179720)



새 도큐멘트에서 하이퍼링크 인터랙티비티를 적용할 때 호출된 로그온 대화상자를 취소하면
InDesign이 작동을 정지합니다. (182963)



(Windows에만 해당) .net Framework 버전이 4.5.1이 아닌 시스템에서 Platform XTensions를
설치하면 로그온할 수 없습니다(또는 QuarkXPress/QuarkCopyDesk/InDesign/InCopy가 갑자기
종료). (175004)

Platform Web Client 및 Web Admin


(Mac OS X, Safari에만 해당): 사용자가 보안 http 연결로 기타 체크인 옵션을 사용하여 도큐멘트를
체크인할 수 없습니다. (198856)



Web Editor 사용 시 Internet Explorer 11에서 드래그 앤 드롭을 사용하여 어셋을 체크인할 수
없습니다. (187487)



(Mac OS X에만 해당): MacRoman' 인코딩을 사용하는 .ppt/. pot 포맷 파일에 대한 렌더링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172466)



20개 이상의 Excel 워크시트를 포함하는 도큐먼트를 미리볼 때 워크시트에 대해 생성되는
레이아웃이 임의의 순서로 표시됩니다. (171680)



여러 이름 변경된 시트를 포함하는 MS Excel 파일을 미리볼 때 올바른 시트 이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169391)



여러 개정판이 있는 그림을 포함하는 QuarkXPress 프로젝트 또는 QuarkCopyDesk 기사가 있는
경우 미리보기 패널에서 개정판 보기 대화상자를 호출하여 이전 개정판으로 되돌리려고 하면 복귀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172710)



(Windows에만 해당): 미리보기 패널의 참조 위치/사용 위치 탭에서 속성 편집 옵션을 사용하여
컬렉션 경로를 업데이트한 후 컬렉션 열기를 사용하여 컬렉션으로 이동할 때 업데이트된 컬렉션
경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170684)



여러 페이지를 포함하는 Excel 도큐먼트의 간략본 미리보기에 여러 페이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172562)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의 실시간 미리보기에서 볼드체 텍스트가 일반 텍스트와 겹칩니다.
(171433)



체크아웃 중에 브라우저 윈도우가 충돌하고 다시 실행됩니다. (168427)



유니코드/움라우트 문자가 포함된 어셋을 다운로드하려고 하면 결과 .zip 파일에 정크 문자가
포함됩니다.(1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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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여러 어셋에 대해 다운로드한 zip 파일의 이름이 선택한 언어로 올바르게 로컬화되지
않습니다.(164421)



브라우저의 기본 언어가 영어(인터내셔널)로 설정된 경우 서버에서 단일 사인 온을 활성화한
상태로 Quark Publishing Platform Web Client에 액세스하면 이 설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한 사용자의 언어가 대신 기본적으로 영어(미국)이 됩니다. (156100)



(Windows에만 해당): 기준에 대량의 컨텐츠 유형이 포함된 경우 쿼리를 저장하려 하면 예외가
발생하고 쿼리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148761)



그림 상자를 만들고, 그림을 가져오고, 그림 상자를 공유하고, 여러 기사가 있는 XTensions
소프트웨어의 기사에 그림 상자를 추가하고, 프로젝트를 체크인하고, Web Hub에서 프로젝트를
체크아웃하고, 그림을 바꾸고, 프로젝트를 체크인한 다음 QuarkXPress에서 프로젝트를
체크아웃하면 새 그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선택한 부분에 로컬 포맷이 적용되지 않은 단어가 들어 있는 경우에는 스타일 목록 적용 및 부분
포맷 제거 명령으로 로컬 문자 포맷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80263)



(Microsoft Internet Explorer, Google Chrome 에만 해당) 컴포넌트에서 텍스트를 복사하여 붙인
다음 적용을 클릭하면 붙인 컨텐츠가 페이지 미리보기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Microsoft Internet Explorer 의 해결 방법: 도구 > 인터넷 옵션을 선택하고 보안 탭을 클릭한 다음
인터넷을 클릭하고, 사용자 지정 수준을 클릭하고, 스크립팅 섹션을 찾아 프로그램 클립보드
액세스 허용에서 사용 안 함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보안 탭으로 돌아가 로컬 인트라넷을 클릭한 후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름에 공백 두 개가 연속으로 포함된 글머리 문자, 번호매기기 또는 개요 스타일을 사용하려고
하면 텍스트 편집 대화상자에서 적용을 클릭할 때 알 수 없는 오류가 표시됩니다. (70196)



(Firefox 에만 해당) 붙여넣기 대화상자가 표시되기 전에 붙여넣기 키보드
명령(command+V/Ctrl+V)을 두 번 매우 빠르게 누르면 편집기 윈도우가 응답을 중지합니다.
(67271)

해결 방법: 브라우저 윈도우를 갱신합니다.


번호 스타일이 있는 단락 스타일 목록을 텍스트에 적용한 다음 번호 스타일을 글머리 스타일로
대체하고 기사에서 스토리를 할당하면 텍스트 편집 대화상자에 글머리 스타일 아이콘 대신 번호
스타일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69564)



프로젝트 템플리트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한 다음 프로젝트를 체크인하기 전에 개정판을 저장하면
컬렉션 및 작업흐름을 포함한 필수 속성 필드 몇 개가 비활성화됩니다. (72118)



Job Ticket 에서 기사를 생성한 경우에 조건 스타일을 사용하여 텍스트에 글머리 또는 번호
스타일이 포함된 단락 스타일을 적용한 다음 단락의 들여쓰기 수준을 높이면 단락에 보통
목록단계 스타일이 적용됩니다.(7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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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Explorer 에만 해당) 노트, 그룹 문자 또는 루비가 있는 텍스트를 단락의 끝에 두면 노트,
그룹 문자 또는 루비 아이콘 뒤의 위치로 텍스트 커서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69790)



웹 레이아웃이 포함된 프로젝트를 미리 보거나 체크아웃할 수 없습니다. (68277)



(IE 및 Firefox) 컨텐츠의 단락 분리는 소프트 리턴으로 변환됩니다. (74357)



레드라인 추적 및 하이라이트가 Safari 5.0.5 및 IE 8 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92835)



여러 개의 선택된 레코드를 마우스 오른쪽-클릭하면 마우스 오른쪽-클릭을 수행한 레코드를
제외하고 모든 레코드가 선택 취소됩니다. (93484 )



(Firefox) 신규 줄로 이동한 후에 삭제 버튼을 누르면 잘못된 동작을 수행합니다. (98075)



루비, 그룹 문자, 및 노트 버튼을 레드라인 삭제의 마지막 문자 위치 뒤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3088 )



새로 추가된 기사 컴포넌트가 WebHub 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11829)

새로 추가된 컴포넌트를 표시하려면 표시 보기로 변경합니다.


어셋 중 하나라도 체크인 권한이 없는 경우는 여러 도큐멘트를 체크인할 수 없습니다. 체크인하기
전에 검사를 통해 사용자에게 모든 어셋 유형에 대한 체크인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112706)



(IE9) 사용자가 기사 편집 또는 프로젝트 편집 윈도우에서 제대로 작업할 수 없습니다. 이 이슈는
URL 접근에 대해 Windows 인증을 사용하도록 서버에 보안 필터가 구성된 경우에만 무작위로
발생합니다.(113510)



(I.E 및 FireFox에만 해당) : 스타일 목록을 사용하여 상자에 좌우 정렬을 적용한 경우에도 텍스트
상자에 강제 정렬이 적용되며, 빈 새 단락에 컨텐츠를 붙여넣을 때 붙여넣은 컨텐츠의 첫 번째
단락이 이전 단락의 마지막 줄과 함께 붙여넣어지거나 병합됩니다. (116846)



기사에서 부적절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기사의 체크아웃을 이미 취소했어도 어셋이 잠깁니다.
(22370)



설명된 조건에서 사용자가 웹 작업공간의 문자 스타일 목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3268)



사용자가 win XP 에서 IE8 을 통해 WebHub 및 WebAdmin 에 로그온할 수 없습니다. (108642)



사용자가 레드라인 컬러 섹션 윈도우에서 커서를 드래그하여 레드라인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7340)



노드의 혼합 상태를 표시하는 세 가지 상태의 체크 상자가 제한 추가 대화상자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120228)



CK 편집기에서 상자의 텍스트를 삭제하면 스타일 목록 정보가 유실됩니다.(1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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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라인 하이라이트 기능이 꺼져 있어도 취소를 누르면 텍스트에 레드라인 하이라이트가
적용됩니다. (92869)



(I.E 및 FireFox에만 해당) : 레드라인 하이라이트 기능이 꺼져 있어도 취소를 누르면 텍스트에
레드라인 하이라이트가 적용됩니다. (92869)

Quark Publishing Platform 용 Quark XML Author


번호가 매겨진 목록의 번호매기기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189317)



현재 시트에서 범위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클립보드를 사용하여 서버에 저장한 Excel
워크시트에서는 차트/표 홀더를 삽입할 수 없습니다. (187585)



한 워크시트에서 다른 워크시트로 이동된 차트의 데이터는 차트 홀더 옵션을 사용하여 삽입하지
않는 경우 XML 도큐멘트에 삽입되지 않습니다. (187272)



다른 시트에서 이름이 지정된 범위가 지정되면 Excel의 표 홀더가 삽입되지 않습니다. (187134)



변경 내용 추적을 사용하여 XML 컴포넌트 참조를 포함하는 도큐먼트를 출판할 때 변경 내용을
거부하도록 선택하면 도큐먼트가 참조 컴포넌트의 변경 내용과 함께 출판됩니다. (170301)



단락의 텍스트에 메뉴 캐스케이드, 선택 사항 또는 상표 강조를 적용한 경우 DITA 도큐멘트
출판이 실패합니다. (154968)



서버 연결이 해제될 때 일치하지 않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4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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