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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된 문제점: Platform 9.5.4
다음은 Platform 9.5.4 에서 해결된 문제점 목록입니다. 이 버전에서 해결된 사항이 이 목록이 모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Platform Client


해결: (Mac OS X에만 해당): 사용자는 도구막대를 가릴 수 있지만 작업공간 브라우저에서
가리기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161615)

Platform Server


해결: Oracle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Platform Server 를 실행하는 경우 마이그레이션한 후에 기존
역할을 편집하거나 새 역할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159608)



해결: .aps 파일에 단일 동작만 있는 경우에는 웹 리더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165214)

Platform XTensions 소프트웨어


해결: 스타일 목록이 적용된 기사의 복사본을 얻은 후에 스타일 목록이 업데이트된 경우에는
기사에 업데이트된 스타일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162621)



해결: (Mac OS X 에만 해당): QuarkXPress 에서 한 시스템에 있는 프로젝트를 체크아웃하고
체크아웃을 무시한 다음 두 번째 시스템에서 프로젝트를 체크인한 경우, 첫 번째 시스템에서
프로젝트를 다시 체크아웃하려고 하면 이 프로젝트는 잠겼습니다. 변경사항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표시되고 QuarkXpress 가 충돌합니다. (162826)



해결: 이미지가 포함된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에 출력용 파일 모으기를 수행하면 어셋 ID 가 이미지
파일 이름에 추가됩니다. (125047)

Platform Web Client


해결: (IE 8에만 해당): Word나 메모장에서 WebEditor로 생성한 기사 또는 프로젝트로 컨텐츠를
복사하여 붙일 수 없습니다. (159428)



해결: WebClient에서 어셋을 체크인한 경우 일부 컨텐츠 유형에서 컴포넌트가 잘못 생성됩니다.
(13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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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Adapter for InDesign/InCopy CS6


해결: (Windows에만 해당): InDesign을 종료할 때 충돌합니다. (162648)

Quark Publishing Platform 용 Quark XML Author


해결: 언어 입력 모드가 일본어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XML 참조를 갱신할 때 컴포넌트 참조가
유실됩니다. (165766)



해결: 컴포넌트를 생성할 때 컴포넌트 productLine을 삽입하는 기능. (164471)



해결: 저장된 검색 표시 모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65424)



해결: 컨텐츠 유형의 이름이 Chapter 또는 Section인 경우에는 XA 도큐멘트를 체크인할 수
없습니다. (163990)



해결: 고객 관계나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관계가 포함된 Quark XML Author에서 도큐멘트
개정판을 체크인할 때 관계가 제거됩니다. (164037)



해결: 서버 템플리트에서 도큐멘트를 생성하는 동안 모든 컴포넌트의 DITA ID가 재설정되지
않습니다. (158562)

해결된 문제점: Platform 9.5.3
다음은 QuarkCopyDesk 9.5.3 에서 해결된 문제점 목록입니다. 이 버전에서 해결된 사항이 이 목록이 모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Platform Client


해결: 서버에서 연결 해제되면 Platform Client가 멈추고 처리되지 않은 예외가 발생합니다.
(145473)



해결: (Windows 에만 해당): Quark Publishing Platform Client 에 로그온하여 컬렉션에서 어셋을
선택하려고 하면 곧 예외가 발생합니다. (144837)



해결: (Windows 에만 해당): Quark Publishing Platform Client 에 로그온하여 컬렉션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144828)



해결: (Windows 에만 해당): 사용자가 어셋을 삭제하면 Platform Client 가 멈춥니다. (143448)

Platform Server


해결: (Windows 에만 해당): 일부 .wmf 파일에서 미리보기와 간략본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153471)

5

QPP 9.5.4 알려진 문제점과 해결된 문제점


해결: (Windows 에만 해당): 단일 페이지 XML 도큐멘트에서 템플리트를 변경하여 텍스트가 두
번째 페이지로 흐르게 될 경우 작업공간에서 XML 을 열고 다시 인덱스를 수행할 때 도큐멘트의
미리보기에 단일 페이지를 포함한 오래된 미리보기가 계속 표시됩니다. (153723)

Platform XTensions 소프트웨어


해결: 같은 기사를 여러 프로젝트에 첨부한 경우 프로젝트 체크인 시간이 갈수록 길어져 결국은
시간 초과 메시지가 표시되고 프로젝트가 체크인되지 않습니다. (143947)



해결: 여러 버전이 있는 프로젝트의 오래된 버전으로 돌아가거나 오래된 버전의 읽기 전용
복사본을 얻으려고 하면 QuarkXPress 가 멈춥니다. (145722)



해결: 콜아웃 XT 가 비활성 상태일 때 QuarkXPress 를 종료하려고 하면 QuarkXPress 가
충돌합니다. (149167)

Platform Web Client


해결: 관계 속성 목록이 비어 있으면 관계 정보 대화상자에 관련 어셋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145730)



해결: 도큐멘트를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데 이전 버전에 있었던 첨부 파일이 그 뒤의
버전에서 삭제된 경우에는 참조된 컴포넌트를 포함한 관계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148573)



해결: Platform Client에서 어셋을 마우스 오른쪽-클릭하여 빠른 메뉴를 표시하면 InCopy 기사와
InDesign 도큐멘트에 대해 체크아웃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여 기사나
도큐멘트를 체크아웃하면 다운로드되지만 관련 도큐멘트는 다운로드되지 않습니다. (143579)

Quark Publishing Platform 용 Quark XML Author


해결: 도큐멘트를 체크아웃하여 오프라인으로 편집한 후에 온라인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체크인하거나 다른 서버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참조 유무 무관). (151339)

해결된 문제점: Platform 9.5.2
다음은 QuarkCopyDesk 9.5.2 에서 해결된 문제점 목록입니다. 이 버전에서 해결된 사항이 이 목록이 모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Platform Client


해결: (MacOS 에만 해당): (CAS-191152-B9H6L9) 한 컬렉션에서 다른 컬렉션의 컨텐츠 영역(어셋
목록) 어셋을 드래그하여 드랍하는 기능. (11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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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30026-16474) (MacOS 10.8 에만 해당) 사용자가 체크인 또는 속성 편집 대화상자의 예정
날짜를 클릭할 때 예정 날짜의 월과 연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140050)

Platform XTensions 소프트웨어


해결: (Windows7 및 Windows XP 에만 해당): QuarkCopyDesk 기사 또는 QuarkXPress
프로젝트의 그림 컴포넌트에 1 비트 이미지를 가져오고 그림 컬러, 그림 배경 컬러, 음영 값 또는
투명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기사를 프로젝트에 첨부한 후의 그림 미리 보기가 비어 있습니다. 또한
QuarkXPress 에서 그림 상자를 선택하고 고해상도를 적용하려고 하면 QuarkXPress 가
충돌합니다. (137602)



해결: QuarkXPress 프로젝트가 열려 있고 작업공간 브라우저 윈도우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기사로 할당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면 작업공간 브라우저에서 기사가 선택되지 않습니다.
(137215)



해결: 그림 컴포넌트가 있는 기사를 두 개 이상 포함한 QuarkXPress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작업공간 브라우저 윈도우 상태 업데이트 열에 위치정보 차이나 컨텐츠 차이 상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142532)

Platform Web Client


해결: (30026-17727) 레드라인 추적을 켠 상태로 삭제한 텍스트가 포함된 CopyDesk 기사를
체크아웃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141673)

Platform Adapter for InDesign/InCopy CS6


해결: InDesign을 통해 Platform Server에 로그인한 경우에는 QPP 메뉴를 사용하여 InDesign
도큐멘트에 첨부된 기사 컴포넌트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QPP 메뉴에서 분리 옵션이
비활성화됩니다. (104366)
작업공간 브라우저에서 분리할 기사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작업공간 브라우저 도구막대의 분리
버튼을 통해 분리합니다.



해결: InDesign 또는 InCopy에 로그인한 상태로 도큐멘트/기사 체크아웃 또는 개정판 보기 > 모든
도큐멘트/기사를 선택하면 결과를 포함한 대화상자에 지원되는 도큐멘트 유형 .indd, .indt
(InDesign) 및 .icma, icmt (InCopy)가 아닌 파일도 표시됩니다. (140093)



해결: (Windows에만 해당): InDesign에서 도큐멘트를 체크아웃할 때 도큐멘트가 환경설정에
정의된 위치로 체크아웃되지 않습니다. (139224)

Quark Publishing Platform 용 Quark XML Author


해결: 부모 도큐멘트 안에서 교차 참조된 XML 컴포넌트를 열 수 있습니다. (136607)



해결: (Windows에만 해당): goto 동작이 즉석 이미지에서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14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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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Windows에만 해당): 여러 하위 컬렉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지만 홈 컬렉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은 없는 사용자가 한 하위 컬렉션에서 도큐멘트를 체크아웃하여 두 번째 하위
컬렉션에 체크인하려고 하면, 체크아웃을 수행한 컬렉션 경로가 기억되지 않습니다. (142634)

해결된 문제점: Platform 9.5.1.1
다음은 QPP 9.5.1.1 에서 해결된 문제점 목록입니다. 이 버전에서 해결된 문제점이 이 목록이 모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Platform XTensions 소프트웨어


해결: (MAC 에만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가 영어 외의 다른 언어로 변경되면 체크인 시에 페이지
그림 자동 업데이트 환경설정이 QuarkXPress 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135277)



해결: (MacOS X 에만 해당): (122505)



해결: (MacOS 에만 해당): (134845)



해결: (CAS-163004-Y99Z0X) 이미지가 서로 다른 여러 프로젝트에 첨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프로젝트 중 하나를 체크아웃하고 레이아웃에 있는 그림을 선택할 경우, 그림 항목이 활성
프로젝트 대신 처음 그림을 첨부한 프로젝트 아래에 표시됩니다. (90531)



해결: 링크된 상자 체인의 첫 번째 상자가 아닌 다른 상자에 기사를 첨부하려고 하면
QuarkXPress 가 충돌합니다. (135012)



해결: (MacOS 에만 해당): (30026-13881) QuarkCopyDesk 에서 프로그램 언어를 독일어로 설정한
상태에서 Platform 서버의 기사를 체크아웃하고 컴포넌트 > 신규로 이동할 경우, 컴포넌트 유형
드랍 다운에 나열되는 컴포넌트 유형이 영어로 표시됩니다. (136434)



해결: (30026-13610) 체크인 시에 페이지 그림 자동 업데이트 환경설정을 선택하고 프로젝트의
페이지 그림을 변경한 경우, 프로젝트를 체크인하면 체크아웃 위치에 페이지 그림 파일이
생성됩니다. (136477)



해결: 체크인 시에 페이지 그림 자동 업데이트 환경설정을 선택하고 2 개의 레이아웃이 포함된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경우, 2 번째 레이아웃의 상자 크기를 조정하고 2 번째 레이아웃에서
프로젝트 개정판을 저장하려고 하면 위치정보를 업데이트할 때 지정된 위치에서 어셋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경고가 표시된 후 QuarkXPress 가 충돌합니다. (13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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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Server


해결: XA Client를 사용하여 TIF 이미지를 Platform 서버에서 도큐멘트로 가져온 후 서버 작업
윈도우에서 실시간 미리보기 탭을 클릭한 경우, 미리보기 이미지가 부정확하게 생성됩니다.
(121982)



해결: (Windows 2008 R2에만 해당): (136491)



해결: (Windows 2008 R2에만 해당): 마이그레이션하는 동안 시스템 유형 속성을 다른 어셋
유형으로 매핑하면 QPP 9.5.1로의 DB 업그레이드가 실패합니다. (136492)



해결: 100번을 넘게 쿼리를 실행하는 스크립트를 실행하려고 하면 쿼리를 본 사용자가 너무
많습니다. 예외가 발생합니다. (136530)

Platform Client


해결: (MacOS 에만 해당): (CAS-175464-C0M6L1) 레이지 로딩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반환하는
어셋 수가 200 개를 넘는 검색을 선택하고 어셋 특성을 변경하거나(예: 전달 대상) 검색 결과에
포함된 어셋을 삭제하면, 처리할 수 없는 예외사항이 발생합니다. (100426)



해결: (Windows 에만 해당): (106383)



해결: (MacOS 에만 해당):(CAS-198790-X9C6B9) 한 번의 클릭으로 이미지를 선택하여
간략보기/필름 스트립 보기에 드래그드랍할 수 없습니다. (112562)



해결: (Windows 에만 해당): 신규 파일 체크인과 신규 폴더 체크인의 연결 키는 동일합니다(ALT +
1 + T). (134843)



해결: 그림을 속성별로 그룹화하는(예: 속성 A1) 쿼리를 사용하여 그립을 대치하려고 할 때
디스플레이 모드를 목록 보기로 변경하면 A1 속성 노드를 확장할 수 없고 그림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134680)

XA Adapter


해결: 자신에 대한 교차 참조가 포함된 XA 도큐멘트를 삭제하려고 하면 어셋이 잠기지 않았습니다.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37257)



해결: (Windows에만 해당): XML 도큐멘트에 유실된 참조가 있는 상태에서 참조 패널의 유실된
참조 섹션에 있는 유실된 참조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유실된 참조로 이동하려 하면 MS-Word가
충돌합니다. (134992)



해결: (Windows에만 해당): (136155)



해결: DITA: 2007: (13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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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된 문제점: Platform 9.5.1
다음은 QPP 9.5.1 에서 해결된 문제점 목록입니다. 이 버전에서 해결된 사항이 이 목록이 모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Platform XTensions 소프트웨어


해결: ePUB 레이아웃 유형의 레이아웃을 생성하고, 커버나 리플로우 보기의 그림 컴포넌트에
그림을 첨부하고, 그림을 체크아웃한 후 약간 변경하고, 업데이트된 그림을 다시 체크인한 다음,
레이아웃을 ePUB 포맷으로 변환할 경우 레이아웃에서 그림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고가 표시되지 않고 변환한 ePUB 파일에 오래된 버전의 그림이 포함됩니다. (95742)



해결: QuarkXPress 도큐멘트를 생성하고 이미지 파일을 가져온 다음 첨부 파일과 함께
도큐멘트를 체크인했다가 체크아웃하고 출력용 파일 모으기를 수행할 경우, 출력용 파일 모으기
후의 이미지 크기는 원본 이미지 크기의 두 배가 됩니다. (124899)



해결: CAS-202087-P2M7S7: QuarkCopyDesk 를 사용하여 갤리 또는 전체 화면 보기에서 넘치는
텍스트나 복사 맞춤 텍스트가 있는 컴포넌트가 포함된 기사를 체크아웃할 경우, 이 컴포넌트를
삭제하려고 하면 QuarkCopyDesk 가 충돌합니다. (125632)



해결: (30026-1787) QuarkCopyDesk 에서 JPG 및 TIF 의 픽셀 높이 및 너비 값이 속성 편집 대화
상자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126460)

해결된 문제점: Platform 9.5
다음은 QPP 9.5 의 알려진 이슈 목록입니다. 이 버전에서 해결된 문제점이 이 목록이 모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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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아웃을 ePUB 또는
AVE 포맷으로 변환하면 같은 이름의 파일 중 하나가 두 번 다운로드되어 두 그림 상자 모두에
표시됩니다. (96671, 96672, 96673)



해결: 그림을 마스터 페이지에 첨부하고 마스터 페이지가 포함된 레이아웃을 복제한 다음 복제된
레이아웃에서 마스터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삭제하려고 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고 그림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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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Mac OS®에만 해당) 컴포넌트 유형을 지정하지 않고 기사를 체크인하려고 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 후에 체크인을 취소하면 QuarkXPress 가 예기치 않게 종료됩니다.
(50690)



해결: QuarkXPress 에서 기사를 할당하고, QuarkCopyDesk 에서 업데이트하고,
QuarkXPress 에서 기사의 내용을 업데이트한 다음 편집 > 잠그기 취소를 두 번 선택하면 기사
잠김 해제되고 QuarkXPress 에서 편지할 수 있게 됩니다. (66046)



해결: App Studio 팔레트를 사용하여 그림이나 이미지 슬라이드쇼, 비디오 인터렉티브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App Studio 에서 지원하지 않는 포맷의 QPP 어셋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포맷의 파일을 선택하면 App Studio 팔레트에 진행 막대가 표시되고 미리보기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AQ-227)



해결: (CAS-170031-RGGZ33 :[QCD 9.1] 기능 요청: 템플리트에서 생성하는 키보드 단축키가
에스컬레이션됩니다. CRM:0001259) 단축키를 "템플리트에서 기사" 및 "템플리트에서
프로젝트"에 할당합니다.(98297)

Platform Server


해결: CAS-184971-Q8R5M5: Acrobat 9.0으로 저장된 PDF에서 텍스트 인덱싱 상태와 페이지 수
속성이 비어 있습니다.(108292)



해결: LDAP에서 가져온 사용자가 QPP에서 어셋을 체크인한 경우 QPP에서 LDAP 프로파일에
있는 사용자를 모두 삭제해도 사용자를 가져오는 데 사용한 LDAP 프로파일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96363)



해결: jconsole이 QPP 서버 콘솔에서 실행되지 않습니다.(113071)

Platform WebClient


해결: CAS-171291-Q6B6N6 : (Mac OS® 전용) "PDF로 출간"이 첨부된 QXP 문서의 작업공간
브라우저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99220)



해결: (CAS-176846-B0Q1X0) 독일어에서 "어셋 복제"라는 문자열이 잘못
번역되었습니다.(111131)



해결: (CAS-192167-L7N3Y6) 스타일 목록을 통해 사용할 경우 ckeditor와 미리보기에서 기사
텍스트 정렬이 서로 다릅니다. (115245)



해결: (CAS-193413-Q8L7R0)[Chrome-Legacy] InCube: 텍스트 컴포넌트가 특정 스타일 목록과
관련된 경우에도 첫 단락을 제외한 모든 단락에 '정규' 스타일 목록이 적용됩니다.(116819)



해결: Web Client에서 프로젝트를 삭제하는 동안 '어셋이 다른 프로젝트 또는 기사의 메시지에
첨부됩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CAS-200706-W2H1P4].(123936)



해결: 브라우저의 Quark Publishing 플랫폼 페이지 외에도 관리 페이지에서 Favicon이
유실됩니다.(11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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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Client


해결: (CAS-172883-D7V0F8) 특수 문자(움라우트)가 포함된 출력 스타일을 사용한 QPP
클라이언트 및 XT에서 PDF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98783)

해결된 문제점: QPS 9.2.0.1
다음은 QPS 9.2.0.1 에서 해결된 문제점 목록입니다. 이 버전에서 해결된 문제점이 이 목록이 모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QPS Server


해결: (Windows 에만 해당) Java Runtime Engine 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QPS Server 9.2
Updater 에서 HSQL QPS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97756)



해결: QPS Server 를 9.2 로 업데이트한 경우 “LDAPtemplates.xml” 파일에서 LDAP 포트를
지정하지 않으면 업데이트 후에 QPS Server 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97759)



해결: 샘플 스크립트 “QxpsmFunctions.js”의 getFileFromDocpool(docName) 함수를 실행할
때 예외가 발생합니다. (98355)

QPS Client


해결: 웹 프록시 설정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QPS 에 로그온할 수 있게 해 주는 설정이
“Quark.QPS.Client.config” 파일에 포함된 경우 QuarkXPress 및 QuarkCopyDesk QPS XTensions
모듈에서 해당 설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96917)

해결된 문제점: QPS 9.2
다음은 QPS 9.2 에서 해결된 문제점 목록입니다. 이 버전에서 해결된 문제점이 이 목록이 모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QPS XTensions 소프트웨어


해결: QPS 첨부 파일이 포함된 Composition Zones 항목을 다른 항목과 함께 선택한 후 Delete
키를 누르거나 항목 > 삭제를 선택하면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고 Composition Zones 항목이
삭제됩니다. 그 후에 프로젝트를 QPS 에 체크인하려고 하면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CANNOT_DELETE_LAYOUT_HAVING_ATTACHMENTS". (8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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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사용목록 대화상자의 Digital Publishing 패널에서 업데이트 버튼을 사용하여 App Studio
장식에 사용한 유실된 QPS 어셋을 업데이트하면 어셋이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AQ-185)



해결: QPS 에 로그온한 다음 App Studio 장식에서 로컬 파일 시스템의 어셋을 사용하면
로그오프한 후에도 기타 체크인 버튼이 활성화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어플리케이션이 예기치 않게 종료되거나(Mac OS)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Windows). (AQ246)



해결: 어셋을 체크인할 때 App Studio 인터렉티브 오브젝트에 사용된 QPS 어셋의 이름을 변경한
다음 레이아웃이나 레이아웃 패밀리를 AVE 포맷으로 변환하면 이름을 변경한 어셋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셋을 포함하려면 이름이 변경된 어셋을 App Studio 팔레트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AQ-524)



해결: 그림 상자에 첨부된 그림 파일을 체크아웃한 다음 이미지 편집 어플리케이션에서 편집하면
QuarkXPress 에서는 업데이트된 그림이 올바르게 표시되지만 출력에는 빈 상자(PSD 및 EPS
그림)나 저해상도(다른 포맷의 그림)로 표시됩니다. (89374)



해결: 작업공간 브라우저 팔레트에서 그림 상자로 그림을 드래그하는 동안, 마우스 커서가 그림
상자에 닿기 전에 텍스트 상자를 통과하면 그림을 그림 상자에 놓을 수 없습니다. (89739)



해결: Mac OS 에서 실행하는 QuarkXPress Server 인스턴스의 도큐멘트 풀에 App Studio
인터랙티비티를 포함한 프로젝트를 넣은 다음 QPS 를 사용하여 프로젝트에서 App Studio 문제를
내보낼 경우 결과 .zave 파일의 크기가 0KB 가 됩니다. (91787)

QPS Connect Client


해결: 가로 또는 세로가 192픽셀 미만인 이미지에 대한 필름스트립 미리보기가 너무 작습니다.
(96918)

QPS Web Hub


해결: QPS 설치의 QuarkXPress Server 인스턴스가 영어 외의 로케일로 실행 중인 경우
QuarkCopyDesk 기사의 상자가 Web Hub에서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95894)

해결된 문제점: QPS 9.1
다음은 QPS 9.1 에서 해결된 문제점 목록입니다. 이 버전에서 해결된 문제점이 이 목록이 모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QPS Connect Client


해결: 다음 권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반 > 컬렉션 템플리트: (6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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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S XTensions 소프트웨어


해결: 탐색 패널에서 초점을 변경하면 레이아웃에서 항목이 선택된 경우에도 레이아웃별
버튼(할당, 분리, 업데이트) 등)이 비활성화됩니다. (52281)



해결: 라이브러리의 읽기 전용 복사본을 체크아웃한 다음 QuarkXPress 를 종료할 경우
라이브러리가 컴퓨터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 후에 QuarkXPress 를 다시 실행하고 같은
라이브러리를 읽기 전용 모드로 체크아웃하려고 하면 QuarkXPress 가 예기치 않게 종료됩니다.
(65456)



해결: 대화상자 경고 환경설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오디오 경고 환경설정이 선택되어
있어도(QuarkXPress/편집 > 환경설정 > Quark Publishing System > 일반 > 알림 패널)
QuarkXPress 및 QuarkCopyDesk 에서 오디오 경고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68286,74362)



해결: (Mac OS 10.5.x 에만 해당) 작업공간 브라우저 팔레트의 미리보기 패널에서 어셋의
미리보기가 완전히 로드되기 전에 다양한 어셋을 빠르게 선택하여 변경하면 QuarkXPress 및
QuarkCopyDesk 가 예기치 않게 종료될 수 있습니다. (81150)



해결: QPS Server 와의 연결이 끊어졌지만 로그오프 경고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작업공간
브라우저 윈도우를 닫으면 QuarkXPress 가 예기치 않게 종료되고 사용자가 로그오프되지
않습니다. (82745)



해결: 프로젝트를 체크아웃하고 프로젝트의 기사를 할당하거나 기사를 프로젝트에 첨부한 후,
다른 사용자가 프로젝트의 속성을 편집하기 시작한 뒤에 프로젝트의 체크아웃을 취소하면 잘못
할당된 상자에 첨부 파일이 있는 것처럼 깃발 표시가 남습니다. 그 후에 이러한 상자에서 그림을
삭제하거나 할당하려고 하면 QuarkXPress 가 예기치 않게 종료될 수 있습니다. (59676)



해결: 컴포넌트가 100 개를 넘는 기사를 할당하면 "HTTP_TRANSPORT_EXCEPTION"(Mac OS)
또는 "작업 시간 초과"(Windows) 예외가 발생합니다. (59674)



해결: 콜아웃에 연결된 콜아웃 앵커를 포함한 상자를 선택하고 상자를 기사로 할당한 다음 상자를
복제하거나 복사하여 붙이면 복제 상자와 연결된 복제 콜아웃이 잠기고 잠김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70338, 70478)

QPS Web Hub


해결: 텍스트 편집 대화상자에서 Word 에서 붙이기 버튼을 사용하여 하이퍼링크가 포함된 Work
텍스트를 붙인 다음 적용을 클릭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고 작업이 실패합니다. (7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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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Mac OS 의 Chrome 에만 해당) 콜아웃이 연결된 콜아웃 앵커의 위치를 변경한 다음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고 하면 변경 사항이 저장되지 않으며 텍스트 편집 대화상자를 갱신해야 기사를
다시 편집할 수 있습니다. (66808)

해결된 문제점: QPS 9.0
다음은 QPS 9.0 에서 해결된 문제점 목록입니다. 이 버전에서 해결된 문제점이 이 목록이 모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QPS Server


해결: 암호에 특정 알파벳 숫자 조합이 포함되어 있으면 QPS Server 에 로그온할 수 없습니다.
(62114)



해결: QPS Script Manager 에서 스크립트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3601)



해결: QuarkXPress 프로젝트에서 모든 레이아웃의 미리보기 및 간략판을 볼 수 없습니다.(62103)

QPS Connect Client


해결: (Windows 에만 해당) 스크롤이 관련된 경우 컬렉션 트리에서 어셋을 다른 위치로
드래그드랍하기가 어렵습니다. (47025)



해결: (Windows 에만 해당) 컬렉션을 드래그드랍하거나 즐겨찾기 영역을 검색할 때 컬렉션이나
검색을 놓을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38390)



해결: 자동 라우팅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셋의 상태를 변경하면 전달 대상 값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44229)



해결: Quick Access Toolbar 드랍 다운 메뉴가 있는 버튼을 빠른 접근 도구막대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50979)

QPS XTensions 소프트웨어


해결: 텍스트를 기사 간에 복사하여 붙일 때 기사의 리소스(스타일 목록, H&J, 컬러 등)가 동일한
경우에도 텍스트 포맷이 변경됩니다. (42467)



해결: (Windows 에만 해당) Windows 사용자 이름에 동아시아 문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QPS Job
Ticket 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6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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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QuarkCopyDesk 에서 할당된 기사를 체크아웃하고 텍스트 컴포넌트를 넘치게 한 다음
기사를 프로젝트에 첨부하면 넘친 텍스트에 대해 새로운 텍스트 상자가 생성됩니다. (51182)



해결: command+A/Ctrl+A 를 눌러도 작업공간 브라우저 윈도우에서 모든 어셋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73273)



해결: 잘못된 그립을 다른 그림으로 바꾸려고 할 때 QuarkXPress 가 예기치 않게 종료됩니다.
(69639)



해결: 활성 레이아웃에서 기사를 할당한 후에 QuarkXPress 에 컬러 프로파일을 추가한 다음
체크아웃된 기사를 같은 레이아웃의 다른 위치에서 체크인하려고 하면 다음 경고가 표시됩니다.
“형태를 업데이트하는 동안 QCD 필터 API 에서 알 수 없는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36467)



해결: (Windows 에만 해당) 새 프로젝트에서 PANTONE, TOYO, DIC 등의 제공된 컬러 모델 중
하나를 사용하여 별색을 생성한 다음 텍스트 상자의 텍스트에 별색을 적용하고 텍스트 상자를
기사로 할당하면 프로젝트와 기사 간의 관계가 유실됩니다. 따라서 검색 결과 팔레트의 첨부 탭과
프로젝트 첨부 팔레트에 기사가 표시되지 않으며 QPS 기능을 사용할 때 QuarkXPress 가 예기치
않게 종료될 수 있습니다. (31460)

QPS Web Hub


해결: 아포스트로피나 따옴표가 포함된 사용자 이름으로 QPS Server 에 로그인하면 기사를
체크아웃할 수 없습니다. (61345)



해결: 독일 프로그램 언어에서 체크아웃 취소 버튼이 잘못 번역되었습니다. (60720)



해결: 상태 및 전달 대상 필드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필드가
활성화됩니다. (29754)



해결: 자동 라우팅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셋의 상태를 변경하면 전달 대상 값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44229)

QPS SharePoint Repository Adapter


해결: Windows Server 2008 R2를 실행하며 도메인 제어기로 구성된 컴퓨터에서 SharePoint를
QPS 저장소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58149)



해결: QPS Connect Client를 사용하여 QPS 홈 라이브러리에 도큐멘트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컬렉션을 생성한 경우 해당 라이브러리에서 SharePoint Word 파서가 비활성화됩니다. (55353)



해결: IIS에서 SSL이 활성화된 경우에는 SharePoint Services를 실행하는 컴퓨터에서 SharePoint
저장소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6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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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9.5.4 의 알려진 문제점
다음은 Platform® 9.5.4 의 알려진 문제점 목록입니다.

Platform Server 및 마이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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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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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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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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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비트 또는 64비트 컴퓨터에서 QPP Server에 4GB를 초과하는 RAM을 할당할 수 없습니다.
(86807)

해결 방법: QPP Server 컴퓨터에 최신 64비트 Java Service Wrapper를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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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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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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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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에만 해당)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터를 실행하여 Platform 을 9.5 에서 9.5.1.0 으로
업데이트하면, 두 번째 화면에서 사용자에게 Job Jackets 및 Scripts 에 사용할 폴더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33562)



(Windows 에만 해당) Windows 7 또는 Win 2003 32 에 설치된 서버를 시작하려고 하면 사용자에게
JVM 초기화 중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류가 표시됩니다. (134605)
o
o



힙 메모리 크기:
Pergen 크기:

(Windows 에만 해당) Word 도큐멘트에서 텍스트를 복사한 후에 이름 공간이 더 추가되며, 복사한
텍스트가 결국 상위 항목에서 참조되는 도큐멘트로 갈 경우 에서 XACLeanup XSLT 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Word 도큐멘트에서 복사한 텍스트가 포함된 XML
도큐멘트를 XA 에서 생성한 두 번째 XML 도큐멘트의 컴포넌트로 가져올 경우, 참조된
도큐멘트(컴포넌트)가 참조 패널에 렌더링되지 않습니다. (144179)
Quark 지원에 문의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핫픽스를 받습니다.

Platform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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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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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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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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P Connect Client 관리자가 QuarkCopyDesk에서 개별 동아시아 포맷 기능에 대한 권한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46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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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는 Asset Picker의 그림 상자에 그림으로 첨부할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3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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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여러 어셋을 한 컬렉션에서 다른 컬렉션으로 이동할 때 예외가 발생합니다.
(124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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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tform XTensions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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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아웃한 기사의 사용목록 대화상자에서 유실된 이미지를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11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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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OS 전용) XPress 에서 그림 파일을 체크아웃할 때 작업공간 브라우저에서 체크아웃 버튼이
활성화 상태로 남습니다. (1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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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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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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 에만 해당) QuarkXPress 또는 QuarkCopyDesk 사용자가 서버 관리자의 강제 로그오프나
유휴상태 시간 로그오프를 통해 서버에서 로그오프된 경우, 사용자가 서버에 다시 로그인한
상태로 어느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든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컬렉션이 편집되면
QuarkXPress 또는 QuarkCopyDesk 가 충돌합니다. (134520)



그림 확대/축소 인터랙티비티가 적용된 그림 상자를 복사하여 신규 프로젝트에 붙이고 프로젝트
개정판 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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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rkCopyDesk 와 Platform XTensions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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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tform Web Client 및 Web Admin


유니코드/움라우트 문자가 포함된 어셋을 다운로드하려고 하면 결과 .zip 파일에 정크 문자가
포함됩니다.(1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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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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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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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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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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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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컴포넌트에 특정 스타일 목록을 적용한 경우에도 모든 단락(첫 단락 제외)에 정규 스타일
삽입이 적용됩니다. (116819)



스타일 목록을 사용하여 상자에 좌우 정렬을 적용한 경우에도 텍스트 상자에 강제 정렬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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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폼 디자이너에서 속성 행이 25 개를 초과하는 폼을 디자인할 수 없습니다.(120238)



CK 편집기에서 상자의 텍스트를 삭제하면 스타일 목록 정보가 유실됩니다.(113945)



레드라인 하이라이트 기능이 꺼져 있어도 취소를 누르면 텍스트에 레드라인 하이라이트가
적용됩니다. (92869)



레드라인 삭제된 텍스트에서 취소를 누르면 텍스트가 두 번 다시 나타납니다. (98949)

Quark Publishing Platform 용 Quark XML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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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용 파일 모으기가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로 로컬화되지 않았습니다. (15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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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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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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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템플리트에서 비즈니스 도큐멘트를 만들고 이름에 점이 포함된 서버에 도큐멘트를
저장하려고 할 경우, 도큐멘트 이름이 손상되고 저장되지 않으며 예외가 발생합니다. (14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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