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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비소프트는 이 문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별한 언급 없이 이 문서를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보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서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에 기술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손해, 데이터, 프로그램, 기타 무형의 재산에 관한 손실, 사용 이익의 손실 등에

대해 비록 이와 같은 손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손해 배상 등 기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본 문서를 구입하거나, 전자 문서로 내려 받거나, 사용을 시작함으로써, 여기에 명시된 내용을

이해하며,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각 회사의 제품명을 포함한 각 상표는 각 개발사의 등록 상표이며 특허법과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문서에 포함된 기타 모든 제품들과 회사 이름은 각각 해당 소유주의 상표로서 참조용

으로만 사용됩니다.



변경 이력

iii

버전 변경일 내용

17.1.3.1300.1 2022-10-25 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alert, confirm 메소드 실행 시 동작이 달라지는 제약

17.1.3.1100.2 2022-08-04 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상태바 영역을 두 번 탭할 때 최상단으로 한 번에 스크롤되지 않는 현상

17.1.3.1100.1 2022-07-20 시스템 요구사항을 수정했습니다.

17.1.3.1000.1 2022-05-18 시스템 요구사항을 수정했습니다.

버전 변경일 내용

17.1.3.700.3 2021-09-08 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로딩된 콘텐츠에 대한 핀치줌 동작 제어 제약

17.1.3.700.2 2021-08-05 모바일 Nexacro Runtime Environment 시스템 요구사항에서 CPU, 디스플레이 정

보를 삭제했습니다.

17.1.3.700 2021-07-20 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MaskEdit 컴포넌트 텍스트 편집 영역에 포커스가 있는 경우 IME 동작 차이

17.1.3.400.1 2021-05-03 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HTML body 태그 내 contenteditable 속성값이 true인 경우 스크롤 동작 제약

17.1.3.100.5 2021-02-23 2020년 6월 (17.1.2.100) 항목 중 RP 89179(Generate 시 줄바꿈 문자 변경) 항목

을 "오류 수정"에서 "변경"으로 구분을 수정했습니다.

17.1.3.100.4 2021-02-08 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이름 앞부분이 같은 글꼴 사용 시 적용되지 않는 현상

App Builder 설치 시스템 요구사항을 수정했습니다.

17.1.3.100 2021-01-28 국제 표준 준수 사항 항목에 ES6 지원 관련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미지원 항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넥사크로 스튜디오 ES6 버전 별 미지원 현황

버전 변경일 내용

17.1.2.400.1 2020-10-27 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일본어 입력 시 확정 전 value 속성값으로 반영되는 현상

readonly로 설정한 편집 영역 터치 시 완료 버튼이 표시되는 현상

LiteDBConnection 오브젝트에서 사용할 DB 파일을 배포하지 못하는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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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300.3 2020-10-12 App Builder 설명 중 관리 콘솔 서비스 관련 시스템 요구사항을 수정했습니다. 17.1.

2.100 이후 버전은 넥사크로플랫폼 17 앱을 관리 콘솔로 사용합니다.

17.1.2.300.1 2020-10-05 17.1.2.200, 17.1.2.300 릴리스 노트에서 RP 90155 관련 잘못 기재된 내용을 수

정했습니다.

17.1.2.200.4 2020-09-28 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iOS 13 이상 버전에서 스크린 정보를 잘못된 타입으로 처리하는 현상

fittocontents 속성값을 설정했을 때 줄바꿈이 되는 현상

17.1.2.100.4 2020-08-31 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텍스트 편집 시 ENTER 키를 입력해도 canchange, on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현상

팝업창에서 HttpRequest 통신을 처리할 때 창을 닫는 경우 부모창에 영향을 주는 현

상

17.1.2.100.3 2020-08-20 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system.print 메소드 실행 시 2페이지 이후 콘텐츠를 출력하지 못하는 현상

17.1.2.100.2 2020-07-30 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일본어 IME 입력 중 입력 문자를 빠르게 입력하는 경우 오류

17.1.2.100 2020-07-14 주요 변경 사항 (17.1 릴리스 버전) 항목에 17.1.2.100 버전 변경 사항을 추가했습

니다.

17.1.1.100 2020-05-07 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imemode 속성값이 적용되지 않는 현상

아래 제약사항의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컴포넌트가 최상위에 표시되는 현상

17.1.0.400 2020-03-24 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system calendar에서 변경한 날짜 확정 시점의 차이

제약사항 항목 중 Edge 브라우저 버전에 따른 차이를 추가했습니다.

시스템 요구사항을 수정했습니다.

17.1.0.100.6 2020-02-10 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텍스트 오른쪽 정렬과 이탤릭체 적용 시 글자 잘림 현상

버전 변경일 내용

버전 변경일 내용

17.1.0.100 2019-12-17 제약사항이 해소되었거나 잘못 등록된 제약사항을 제외 항목으로 변경했습니다.

Radio 컴포넌트의 선택 상태 처리 오류

컴포넌트의 EventHandler 메소드 처리 오류

border 영역 처리 시 브라우저별 차이

아래 제약사항의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컨텍스트 메뉴에서 "실행취소" 항목 선택 시 동작 방식의 차이

시스템 요구사항에 iPadOS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넥사크로플랫폼 17 개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17.1.0.1 RC.2 2019-11-20 제약사항에서 iOS 9 미만 버전에 대한 설명을 삭제하거나 제외 항목으로 변경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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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통신 지원 제약

WebBrowser 컴포넌트의 url 속성으로 Local-Url 접근 시 제약

17.1.0.1 RC 2019-11-05 시스템 요구사항을 17.1.0.1 RC 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17.0.0.2500 2019-10-30 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휠 스크롤이 동작하지 않는 현상

17.0.0.2400.2 2019-10-11 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Grid 컴포넌트에서 브라우저에 따라 oncelldblclick 이벤트가 다르게 처리되는 현상

17.0.0.2200 2019-07-17 시스템 요구사항 항목에 안드로이드 64비트 앱 실행 관련 플랫폼 사양 정보를 추가했

습니다.

17.0.0.2102.2 2019-07-12 릴리스 노트 - XENI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17.0.0.2102.1 2019-07-12 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일부 한글 쿼티 자판에서 한글 입력 시 영문으로 변환되어 입력되는 현상

Grid 컴포넌트 크기 변경 시 잔상이 보이는 현상

웹브라우저에서 MainFrame 오브젝트의 onclose 이벤트 발생하지 않는 현상

Plugin 컴포넌트 위에 PopupDiv 컴포넌트가 배치되는 경우 border 속성이 표시되

지 않는 현상

스타일 편집기 컴포넌트 프리뷰 창에서 Status에 따른 상태가 변경되지 않는 현상

17.0.0.2001.1 2019-06-14 년도별 이전 릴리스 노트 구분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새로운 기능, 참고 - 변경된 스펙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WebBrowser 컴포넌트의 url 속성으로 Local-Url 접근 시 제약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진 컴포넌트가 마우스 휠 동작으로 스크롤 이동 시 화면을 벗어

나는 경우 동작 차이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로딩한 컨텐츠 포커스 이동 시 키패드 제어 차이

swf 콘텐츠 위에 PopupDiv 컴포넌트가 배치되는 경우 border 속성이 표시되지 않는

현상

17.0.0.1902.1 2019-05-13 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파일 선택 대화상자에서 취소 버튼 클릭 시 동작이 다른 현

상

17.0.0.1801.1 2019-04-01 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Calendar 컴포넌트의 날짜가 디바이스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는 현상

내부 링크가 잘못되었습니다.

로딩 시 편집 영역을 가지는 컴포넌트가 첫 번째 포커스일 때 동작 방식의 차이

TextArea 컴포넌트에 내용 입력 시 키패드가 올라오면서 캐럿 위치가 화면을 벗어나

는 현상

컴포넌트의 padding 속성 적용 시 텍스트가 잘려서 표시되는 현상

특정 스타일 조건에서 텍스트가 잘려서 표시되는 현상

wordwrap 속성값이 "english"인 경우 텍스트가 잘려서 표시되는 현상

제약사항 중 아래 항목이 수정됐습니다.

함수 내 alert, confirm 메소드가 포함된 경우 스크립트 처리 방식 차이

17.0.0.1701.2 2019-03-27 시스템 요구사항 항목을 수정했습니다.

주요 변경은 아래와같습니다.

버전 변경일 내용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437579d2e4c53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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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roid 운영체제 최저사양을 4.4.2로 수정했습니다.

- iOS 운영체제 최저사양을 9으로 수정했습니다.

국제 표준 준수 사항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17.0.0.1701.1 2019-02-19 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ColumnInfo 오브젝트의 type 속성값을 변경한 후 변경된 type에 해당하는 값을 설

정하지 못하는 제약

17.0.0.1601.2 2019-02-18 2019년 1월 (17.0.0.1600) 릴리스노트에서 누락된 신규 항목(RP 81562)을 추가

했습니다.

17.0.0.1601.1 2019-02-15 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Modeless 팝업창에서 부모창으로 포커스를 지정할 수 없는 제약

trackPopup 메소드 실행 전 alert, confirm 메소드 실행 시 컴포넌트가 표시되지 않

는 제약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다른 도메인 컨텐츠를 연결한 경우 mousemove 이벤트

가 멈추는 현상

system.osversion 속성값 처리 시 제약

17.0.0.1501.1 2019-01-07 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콜백함수에서 파일 대화상자를 띄우지 못하는 제약

UTF-8 인코딩이 아닌 파일을 열었을 때 문자열이 깨져서 표시되는 현상

버전 변경일 내용

버전 변경일 내용

17.0.0.1401.1 2018-12-14 시스템 요구사항 항목 중 모바일(iOS) 웹 최저지원사양이 잘못 표시된 것을 수정했습

니다. (iOS 7 기본 브라우저 -> iOS 8 기본 브라우저)

17.0.0.1201.3 2018-11-15 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iPad 단말기에서 Screen 오브젝트 type 속성값 처리 제약

17.0.0.1201.2 2018-11-05 시스템 요구사항에서 아래 항목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 윈도우 서버 지원 사양 추가

- mac/iOS 32비트 앱 지원 제외 관련 설명 추가

- 윈도우 사파리 브라우저 지원 제외 관련 설명 추가

웹브라우저/모바일 단말기 테스트 현황에서 웹브라우저 테스트 현황 추가

17.0.0.1101.2 2018-09-10 제품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넥사크로 윈도우 앱 설치 시 프로그램 시작 오류 발생

제품제약사항에서 아래 항목의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FileUpload 컴포넌트 사용 시 파일 경로 표시의 차이

17.0.0.1000.3 2018-08-28 제품제약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Update Type에 따른 쿠키 사용 제약

내부 링크가 잘못되었습니다.

17.0.0.1000.2 2018-08-20 제품제약사항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17.0.0.600.2 2018-04-02 웹브라우저/모바일 단말기 테스트 현황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17.0.0.500.1 2018-02-27 내부 링크가 잘못되었습니다. 항목에서 변경된 모듈 폴더명을 반영했습니다.

17.0.0.400.2 2018-02-09 배포 환경 설명에서 X-PUSH 버전에 따른 지원환경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17.0.0.300.2 2018-01-18 내부 링크가 잘못되었습니다. 설명에서 지원하지 않는 Launcher 관련 항목을 삭제했

습니다.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e19a9e620ceaa20f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a3e69e98c7024d68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64fa702efb82bb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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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00 2017-10-13 17.0.0.100 공개로 전환

버전 변경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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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Android 기본 웹 브라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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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이면 Div 컴포넌트의 onmouseout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현상

4.2.7 접근성 설정 시 키패드 사용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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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FileUpload 컴포넌트 사용 시 파일 경로 표시의 차이

4.3.6 open 메소드 실행 시 중복된 자식 프레임 이름 처리 제약

4.3.7 함수 내 alert, confirm 메소드가 포함된 경우 스크립트 처리 방식 차이

4.3.8 컴포넌트의 visible 속성 변경 시 느리게 적용되는 현상

4.3.9 onmouseenter, onmousemove 이벤트 발생 순서가 다른 현상

4.3.10 trackPopup 메소드 실행 시 기준 영역

4.3.11 nexacro.getTextSize 결과값 처리 차이

4.3.12 브라우저에서 특정 컴포넌트를 브라우저 내부 오브젝트로 처리

4.3.13 synchronous 모드에서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제약

4.3.14 Edit 컴포넌트에 입력된 글자에 깜빡임 현상

4.3.15 Safari 브라우저에서 setPrivateProfile, getPrivateProfile 메소드 실행 시 기능 제약

4.3.16 Edit 컴포넌트 위에 다른 컴포넌트가 겹쳐졌을 때 캐럿이 투과되어 표시되는 현상

4.3.17 특정 스크립트가 일정 시간 이상 프로세스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중간에 발생하는 이벤트가 처리되지 못하

는 제약

4.3.18 컨텍스트 메뉴에서 "실행취소" 항목 선택 시 동작 방식의 차이

4.3.19 onbeforeexit, onexit 이벤트 내 스크립트 실행 시 제약

4.3.20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를 빠르게 이동하는 경우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는 현상

4.3.21 Div 컴포넌트 내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의 일부만 보이는 경우 해당 컴포넌트로 포커스

이동 시 깜빡이는 현상

4.3.22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옮겨지는 시점에 waitcursor가 표시되는 경우 캐럿

위치가 옮겨지는 현상

4.3.23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이 false인 경우 이벤트가 상위 컴포넌트로 전달되는 방식 차이

4.3.24 콜백함수에서 파일 대화상자를 띄우지 못하는 제약

4.3.25 Modeless 팝업창에서 부모창으로 포커스를 지정할 수 없는 제약

4.3.26 trackPopup 메소드 실행 전 alert, confirm 메소드 실행 시 컴포넌트가 표시되지 않는 제약

4.3.27 로딩 시 편집 영역을 가지는 컴포넌트가 첫 번째 포커스일 때 동작 방식의 차이

4.3.28 TextArea 컴포넌트에 내용 입력 시 키패드가 올라오면서 캐럿 위치가 화면을 벗어나는 현상

4.3.29 컴포넌트의 padding 속성 적용 시 텍스트가 잘려서 표시되는 현상

4.3.30 특정 스타일 조건에서 텍스트가 잘려서 표시되는 현상

4.3.31 wordwrap 속성값이 "english"인 경우 텍스트가 잘려서 표시되는 현상

4.3.32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파일 선택 대화상자에서 취소 버튼 클릭 시 동작이 다른 현상

4.3.33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진 컴포넌트가 마우스 휠 동작으로 스크롤 이동 시 화면을 벗어나는 경우 동작 차이

4.3.34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로딩한 컨텐츠 포커스 이동 시 키패드 제어 차이

4.3.35 swf 콘텐츠 위에 PopupDiv 컴포넌트가 배치되는 경우 border 속성이 표시되지 않는 현상

4.3.36 웹브라우저에서 MainFrame 오브젝트의 onclose 이벤트 발생하지 않는 현상

4.3.37 Plugin 컴포넌트 위에 PopupDiv 컴포넌트가 배치되는 경우 border 속성이 표시되지 않는 현상

4.3.38 Grid 컴포넌트에서 브라우저에 따라 oncelldblclick 이벤트가 다르게 처리되는 현상

4.3.39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휠 스크롤이 동작하지 않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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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1 system.print 메소드 실행 시 2페이지 이후 콘텐츠를 출력하지 못하는 현상

4.3.42 일본어 입력 시 확정 전 value 속성값으로 반영되는 현상

4.3.43 MaskEdit 컴포넌트 텍스트 편집 영역에 포커스가 있는 경우 IME 동작 차이

4.4 제품 기능 제약

4.4.1 Calendar 컴포넌트의 popuptype 속성값에 따른 제약

4.4.2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생성한 엑셀 파일의 셀을 복사해 다른 문서로 붙여 넣으면 색상이 달라지

는 현상

4.4.3 화면 확대, 축소 시 Grid 컴포넌트의 셀 선택 기능 제약

4.4.4 WebBrowser 컴포넌트의 인쇄 시 제약

4.4.5 자바스크립트 메소드 사용 시 제약

4.4.6 HTTP 헤더 적용 시 일부 옵션 제약

Content-Security-Policy

X-Frame-Options

4.4.7 onusernotify 이벤트 처리 시 브라우저에서 전달되는 값의 길이 제약

4.4.8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Fullscreen 설정 시 키패드가 입력 컴포넌트를 가리는 현상

4.4.9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컴포넌트가 최상위에 표시되는 현상

4.4.10 fittocontents 속성 적용 시 텍스트 일부가 잘려 보이는 현상

4.4.11 UTF-8 인코딩이 아닌 파일을 열었을 때 문자열이 깨져서 표시되는 현상

4.4.12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다른 도메인 컨텐츠를 연결한 경우 mousemove 이벤트가 멈추는 현상

4.4.13 system.osversion 속성값 처리 시 제약

4.4.14 ColumnInfo 오브젝트의 type 속성값을 변경한 후 변경된 type에 해당하는 값을 설정하지 못하는 제약

4.4.15 스타일 편집기 컴포넌트 프리뷰 창에서 Status에 따른 상태가 변경되지 않는 현상

4.4.16 LiteDBConnection 오브젝트에서 사용할 DB 파일을 배포하지 못하는 제약

4.4.17 이름 앞부분이 같은 글꼴 사용 시 적용되지 않는 현상

4.4.18 HTML body 태그 내 contenteditable 속성값이 true인 경우 스크롤 동작 제약

4.4.19 상태바 영역을 두 번 탭할 때 최상단으로 한 번에 스크롤되지 않는 현상

4.4.20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alert, confirm 메소드 실행 시 동작이 달라지는 제약

4.5 제품제약사항 제외 항목

4.5.1 동기 통신 지원 제약

4.5.2 Radio 컴포넌트의 선택 상태 처리 오류

4.5.3 컴포넌트의 EventHandler 메소드 처리 오류

4.5.4 border 영역 처리 시 브라우저별 차이

4.5.5 setFocus 메소드 실행 시 캐럿이 이동하지 않는 현상

5. 주요 변경 사항 (17.1 릴리스 버전)

5.1 이전 버전 마이그레이션

5.1.1 Winsows XP 미지원

5.1.2 모듈 프로젝트 (17.1.3.100)

5.1.3 넥사크로 플랫폼 17 (17.0.0.2700 이전 버전)

파일 버전 정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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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

파트 I.



제품 개요

1.

1.1 넥사크로플랫폼 17 개요

넥사크로플랫폼 17은 하나의 소스로 웹과 모바일, 데스크톱 앱을 디자인, 개발,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

폼입니다. 기업 내에서 업무에 따라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다가 윈도우 운영체제 환경에서 특

정 장비와 연동해야 할 때에는 해당 어댑터 기능만 추가해서 윈도우 앱 형태로 구현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개발부

터 배포까지 하나의 도구를 사용해 다양한 사용자의 실행 환경과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넥사크로플랫폼 17 주요 구성 요소

● 개발 도구(IDE): 넥사크로 스튜디오 17은 직관적인 편집 기능을 제공해 초급 개발자도 쉽게 다룰 수 있게 구성된

개발 도구입니다. 화면 디자인, 개발, 디버깅, 배포까지 하나의 프로세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프레임워크(Framework): 유니파이드제이에스(Unified.js)는 모든 실행환경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바

스크립트 프레임워크입니다. 개발자는 운영체제 특성을 따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의 코드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 실행환경(Runtime Environment): 모바일 앱, 데스크톱 앱에서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렌더 엔진과

스크립트 엔진으로 구성된 넥사크로 실행환경(NRE, nexacro runtime environment)을 사용합니다. 최적화된

실행환경을 제공해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거나 복잡한 화면 구성 시 웹브라우저보다 빠르게 처리합니다. 또한, 운

영체제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API와 장비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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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술은 표준화되고 기존 플러그인 기술을 대체할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구현

했던 기술은 웹에서 대부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웹 기술과 시장의 요구와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빠른 발전 속도를 웹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웹은

디바이스에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IoT 기기와 연결하고 기능을 확장하고 융합해서 기존의 서비

스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앱이라는 콘셉트는 이런 웹의 제약을 벗어나기

위한 고민에서 시작됐지만, 여전히 다양한 운영체제에 대해 대응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모

든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환경에 특화된 개발 인력과 개발 도구가 필요합니다.

넥사크로플랫폼 17은 독자 개발한 실행환경을 사용합니다. 최적의 실행 속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실행 환경에 따른

차이를 개발자가 고민하지 않고 개발 플랫폼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따로 배

우지 않고 자바스크립트만 사용해서 화면을 구성하고 디바이스 API를 제어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넥사크로플랫폼 17에서 제공하지 않는 특정 데이터 형식이나 장비, IoT 기기 연동은 서드파티를 통해 모듈 또는 어댑

터 형태로 개발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에서 모듈을 설치하는 간단한 동작만으로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넥사크로플랫폼 17은 화면 처리를 위해 별도 서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개발 도구에서 생성한 파일을 기존 웹 서

버에 올려주는 것만으로 웹과 모바일 앱, 데스크톱 앱을 모두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백엔드 시스템 데이터 통신을 지원

하거나 푸쉬 메시지를 사용하기 위해 서버에 관련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에 구성된 서

버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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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프로그래밍 언어

넥사크로플랫폼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달리 사용자에게 보이는 화면을 정의하는 부분과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

는 스크립트로 구분됩니다. 또한, 화면에 원하는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 스타일과 테마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

공합니다.

화면을 배치하는 부분은 XML 기반으로 각 컴포넌트의 속성과 바인딩, 이벤트 등의 정보를 관리합니다. 다양한 실행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MLM(Multi Layout Manager) 기능을 지원하며 관련된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 실

행에 필요한 환경 정보는 별도의 파일에서 관리합니다.

아래는 넥사크로플랫폼에서 앱 개발 시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파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분 파일명(확장자) 용도

프로젝트 *.xprj • 프로젝트 정보

• Environment 파일 경로

• TypeDefinition 파일 경로

• AppVariables 파일 경로

• Application Information 파일 경로

Environment environment.xml • 실행 환경 정보

• them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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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 정보 (Screen 정보 설정 시 실행 환경 정

보에서 설정한 값을 덮어쓸 수 있습니다).

• variables

• cookies

TypeDefinition typedefinition.xml • 모듈

• 컴포넌트

• 서비스

• 프로토콜

• 업데이트

InitValue *.xiv • 컴포넌트 또는 오브젝트 속성 초기값 설정

Application Information *.xadl • Application 정보

• screenid

• 프레임 속성

AppVariables appvariables.xml • Application 내에서 공유하는 공통 변수

Form *.xfdl • 화면 레이아웃

• 화면 폼 속성

• 컴포넌트 속성

• 추가 레이아웃

• 스크립트

구분 파일명(확장자) 용도

InitValue 파일은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Initvalue 추가 시 생성됩니다.

기본 테마는 프로젝트 내 따로 생성하지 않고 사용자가 새로운 테마를 추가할 경우에만 프로젝트 내 테

마 폴더에 파일을 생성합니다.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작성한 코드는 빌드 과정을 거쳐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코드로 변환됩니다. 실제 실행 환경에

서는 변환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1.3 개발 환경

넥사크로플랫폼은 위지윅(WYSIWYG) 기반의 개발 툴인 넥사크로 스튜디오를 제공합니다. 넥사크로 스튜디오 내에

서 실행 환경과 상관없이 앱을 개발할 수 있으며 생성된 코드는 넥사크로플랫폼 프로그래밍 언어로 저장됩니다.

넥사크로 스튜디오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만을 지원하지만 개발된 앱은 어떤 운영체제나 어떤 디바이스

든 상관없이 최적화된 사용 환경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앱 빌더를 사용하면 iOS/iPadOS, macOS,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앱을 간단한 설정만으로 생성하고 배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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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빌더를 사용하지 않고 각 운영체제 환경에서 앱을 만들고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배포 환경에 따라 넥사크로 스튜디오 외 다른 개발 툴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필요로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OS/iPadOS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앱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배

포 시 XCode 환경이 필요하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앱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배포 시 이클

립스 환경이 필요합니다.

1.4 실행 환경

넥사크로플랫폼은 넥사크로 프레임워크를 기본으로 앱이 실행되며 각 실행 환경에 따라 최적화된 구조를 제공합니다.

앱실행환경에따라데스크탑, 모바일환경으로나누고앱실행방식에따라NRE(Nexacro Runtime Environment),

WRE(Web Runtime Environment)으로 구분합니다. 앱 실행 방식에 따라 추가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와 iOS/iPadOS 운영체제의 NRE 버전은 카메라, 주소록, SMS 등 모바일 디바이스와 연동된 추가 기

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넥사크로플랫폼이 실행되는 환경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넥사크로플랫폼

데스크탑

WRE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웹브라우저 지원

- IE8, IE9, IE10, IE11, Edge, Chrome, Safari, Firefox, Opera

NRE 앱이 제품에 포함된 실행 환경에서 동작

웹브라우저에서 구현할 수 없는 추가 기능 제공

- 윈도우 NRE 버전, macOS NRE 버전

모바일

WRE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동작하는 기본 모바일 브라우저 지원

- 안드로이드, iOS/iPadOS

NRE 앱별로 개별 실행 환경에서 동작

Device API 사용할 수 있음

- 안드로이드 NRE 버전, iOS/iPadOS NRE 버전, 윈도우 NRE 버전 (태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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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배포 환경

배포란 앱이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클라어언트에 설치하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합니다. 사용 환경에 따라 넥사크

로플랫폼에서 개발된 앱과 필요한 모듈을 내려받아 클라이언트에 설치하게 됩니다.

넥사크로플랫폼 앱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서 동작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처리와 같은 작업을 위해 WAS(

Web Application Server)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넥사크로플랫폼은 데이터 처리를 위한 X-API 모듈을 함께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X-PUSH와 같은 추가적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배포 작업은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접속을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앱 실행에 필요한

자원을 별도 매체로 배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X-PUSH 버전에 따라 지원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웹 환경은 X-PUSH 2.6.X 이상 버전에서 지원합니다.

모바일 NRE 환경은 X-PUSH 2.5.X 이상 버전에서 지원합니다.

테마 파일은 기본 제공되는 테마를 사용할 경우에는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따로 만들지 않고 기본 테마

를 변환하는 작업만 거칩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2.

2.1 넥사크로플랫폼

2.1.1 데스크탑

Web Runtime Environment

웹브라우저 최저사양 최고사양 비고 / 변경이력

Google Chrome 95.0.4638.54 최신버전 2020/03/24

최저사양 (10.0

.648.127 → 5

9.0.3071)

2022/07/20

최저사양 (59.0

.3071 → 95.0

.4638.54)

Firefox 93.0.0.7940 최신버전 2020/03/24

최저사양 (8.0.

1 → 52.0)

2022/07/20

최저사양 (52.0

→ 93.0.0.794

0)

Internet Explorer 8.0 11.0 2018/11/01

'문서 호환성 모

드'는 지원 범위

에서 제외

'표준모드'만 지

원 범위에 포함

Edge 95.0.1020.30 최신버전 2020/03/24

최저사양 (25.1

058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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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7134.1.0

)

2022/07/20

최저사양 (42.1

7134.1.0 → 9

5.0.1020.30)

Opera 11.0 최신버전

Safari 4 최신버전 2018/11/01

'Safari for Wi

ndows'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

웹브라우저 최저사양 최고사양 비고 / 변경이력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는 표준모드만 지원합니다. 문서 호환성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적인 동

작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Windows Safari 브라우저는 제조사의 업데이트 중단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https://support.apple.com/en-us/HT204416

Nexacro Runtime Environment

항목 사양 Windows macOS 비고 / 변경이력

CPU 최저 인텔 펜티엄 4 1.4GHz 2019/03/18

CPU, 메모리, HD

D 권장 사양

CPU (인텔 코어 i

3-330M → 인텔

코어 i5 7세대)

메모리 (4GB → 8

GB)

HDD (30GB → 1

28GB)

권장 인텔 코어 i5 7세대 이상

메모리 최저 1GB

권장 8GB

HDD(ROM) 최저 8GB

권장 128GB

플랫폼 Windows Vista Home Premium

SP2 이상

Windows 11 21H2 이하

macOS 10.10.5 이상

macOS 12.0.1 이하

2018/10/16

Windows Server

지원 범위 표기 추

가

2019/03/18

macOS 최고사양

(10.12 → 10.13)

Windows 최고사

Windows Server 2008 R2 SP1

이상

Windows Server 201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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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Windows10

V1607 → V1803

)

2019/11/05

Windows 최저사

양 (Windows XP

SP3 → Windows

Vista Home Pre

mium SP2)

Windows Server

최저사양 (Windo

ws Server 2008

R2 → Windows

Server 2008 R2

SP1)

macOS 최저사양

(10.7 → 10.10.5

)

2020/03/24

Windows 최고사

양 (V1803 → V2

004)

macOS 최고사양

(10.13 → 10.14.

4)

2022/05/18

Windows 최고사

양 (V2004 → Wi

ndows 11 21H2

)

macOS 최고사양

(10.14.4 → 12.0

.1)

항목 사양 Windows macOS 비고 / 변경이력

macOS 프레임워크에서 32비트 앱 빌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WindowsRT, WindowsPhone8, Windows XP Embedded 운영체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17.1.0.100 이후 버전은 Windows XP 운영체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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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모바일

Web Runtime Environment

모바일 웹브라우저 최저사양 최고사양 비고 / 변경이력

Android 기본 브라우저 Android 5.0 Android 12 2019/03/18

최저사양 (4.0

→ 4.4.2)

2019/11/05

최저사양 (4.4.

2 → 5.0)

2020/03/24

최고사양 (8.0

→ 9)

2022/05/18

최고사양 (9 →

12)

Android 구글 크롬 브라우저 59.0.3071 최신버전 2020/03/24

최저사양 (18.0

.1025123 →

59.0.3071)

iOS 기본 브라우저 iOS 9 iOS 15.4 2019/03/18

최저사양 (8 →

9)

2019/12/19

최고사양 (11.4

→ 13)

2020/03/24

최고사양 (13

→ 13.3)

2022/05/18

최고사양 (13.3

→ 15.4)

iPadOS 기본 브라우저 iPadOS 15.4 2019/12/19

iPadOS 항목

추가

모바일 웹브라우저는 아래 명시된 브라우저만 지원합니다.

• Android 기본 브라우저

• Android 구글 크롬 브라우저

• iOS/iPadOS 기본 브라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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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acro Runtime Environment

항목 사양 Android iOS / iPadOS 비고 / 변경이력

메모리 최저 3GB iOS 9 이상 지원 기기 2020/03/24

최저사양: And

roid (256M →

3GB)

권장 4GB 이상 2020/03/24

권장사양: And

roid (512M →

4GB 이상)

HDD(ROM) 최저 32GB 2020/03/24

최저사양: And

roid (4M → 3

2GB)

권장 64GB 이상 2020/03/24

권장사양: And

roid (10M →

64GB 이상)

플랫폼 Android 5.0 (API 21) 이상

Android 12 (API 31, 32) 이하

iOS 9 이상

iOS/iPadOS 15.4 이하

2018/10/16

최고사양: And

roid (7.0 → 8.

0), iOS (10.1

→ 11.3)

2019/03/18

최저사양: And

roid (4.0 → 4.

4.2), iOS (8 →

9)

2019/07/17

최저사양: 64비

트 앱 실행 시

최저사양 추가

2019/11/05

최저사양 : And

roid (4.4.2 →

5.0)

2019/12/19

iPadOS 항목

추가

최고사양 : iOS/

iPadOS (11.4

→ 13)

2020/03/24

최고사양: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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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id (8.0→9),

iOS/iPadOS (1

3 → 13.3)

2022/05/18

최고사양: And

roid (9 → 12),

iOS/iPadOS (1

3.3 → 15.4)

항목 사양 Android iOS / iPadOS 비고 / 변경이력

iOS/iPadOS 프레임워크에서 32비트 앱 빌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2.1.3 국제 표준 준수 사항

XML W3C XML Spec 1.0

https://www.w3.org/TR/xml/

JavaScript ECMA-262 6th edition (ECMAScript Harmony, ES6 Harmony)

https://262.ecma-international.org/6.0/

- 일부 스펙만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DOM W3C DOM API Level 3

https://www.w3.org/TR/DOM-Level-3-Core/

CSS W3C CSS3 Spec 표준지원

넥사크로 스튜디오 옵션에서 [Environment > Script > Version]을 "ES6"로 설정하지 않고 ES6 문법

사용 시 오류로 처리됩니다. 해당 설정을 참고하세요.

[Environment > Script > Version]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스크립트 편집 또는 Generate 시 버전에 따라 지원하지 않는 기능은 아래 항목

을 참고하세요.

넥사크로 스튜디오 ES6 버전 별 미지원 현황

https://www.w3.org/TR/xml/
https://262.ecma-international.org/6.0/
https://www.w3.org/TR/DOM-Level-3-Core/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56755b607f3a4d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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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넥사크로 스튜디오

넥사크로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요구 사양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최저사양 권장사양 비고 / 변경이력

CPU 인텔 팬티엄 4 1.4GHz 인텔 코어 i5 7세대 이상 2019/03/18

CPU, 메모리, HDD 권장 사양

변경

CPU (인텔 코어 i3-330M →

인텔 코어 i5 7세대)

메모리 (4GB → 8GB)

HDD (30GB → 128GB)

디스플레이 - 가속장치를 갖고 있는

512MB 이상의 그래픽장치

메모리 1GB 8GB

디스크 공간 8GB 128GB

플랫폼 Windows 7 Home Premium (32bit) SP1 이상

Windows 11 21H2 이하

2018/10/16

Windows Server 지원 범위 표

기 추가

2019/03/18

Windows 최고 사양 변경 (Wi

ndows10 V1607 → V1803)

2020/03/24

Windows 최고 사양 변경 (V1

803 → V2004)

2022/05/18

Windows 최고 사양 변경 (V2

004 → Windows 11 21H2)

Windows Server 2012 R2 이상

Windows Server 2016 이하

2.3 App Builder

2.3.1 App Builder 설치

항목 설명 비고/변경 이력

OS Windows : Android App 빌드 가능

MacOS : Android | iOS | macOS App빌드가능

JDK JDK 8 이상 2020/03/24

1.6 → JDK 7

2021/02/08

JDK 7 → JDK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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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Tomcat 7.X

항목 설명 비고/변경 이력

2.3.2 관리 콘솔 서비스

App Builder 관리 콘솔은 넥사크로플랫폼 17 앱입니다. 관리 콘솔을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요구사항은 넥사크로플

랫폼 17과 같습니다.



웹브라우저/모바일 단말기 테스트 현황

3.

3.1 웹브라우저

3.1.1 Windows 웹 브라우저

No 웹브라우저 Version 최종 테스트 일자

1 Internet Explorer 8 8 2018-03-20

2 Internet Explorer 9 9 2019-12-19

3 Internet Explorer 11 11 2020-01-28

4 Firefox 57.0.1(Quanturm) 2018-01-25

5 Chrome 65.0.3325.181 2018-04-17

6 Chrome 64.0.3282.140 2018-02-22

7 Chrome 65.0.3325.146 2018-03-20

8 Chrome 66.0.3359.139 2018-05-23

9 Chrome 66.0.3359.181 2018-06-19

10 Chrome 67.0.3396.99 2018-07-23

11 Chrome 67.0.3396.87 2018-08-21

12 Chrome 68.0.3440.106 2018-09-18

13 Chrome 70.0.3538.110 2018-12-20

14 Chrome 71.0.3578.98 2019-01-22

15 Chrome 72.0.3626.81 2019-02-19

16 Chrome 72.0.3626.119 2019-03-19

17 Chrome 73.0.3683.86 2019-04-17

18 Chrome 74.0.3729.131 2019-05-21

19 Edge 17.17134 2019-05-21

20 Chrome 74.0.3729.169 2019-06-18

21 Internet Explorer 11 11.648.17134.0 2019-06-18

22 Chrome 75.0.3770.100 2019-07-17

23 Chrome beta 76.0.3809.46 2019-07-17

24 Chrome 76.0.3809.87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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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hrome beta 76.0.3809.132 2019-09-19

26 Chrome 77.0.3865.56 2019-09-19

27 Chrome 77.0.3865.90 2019-10-24

28 Chrome beta 78.0.3904.44 2019-10-24

29 Chrome 78.0.3904.97 2019-11-19

30 Chrome beta 79.0.3945.29 2019-11-19

31 Chrome 78.0.3804.108 2019-12-19

32 Chrome 79.0.3945.88 2020-01-28

33 Chrome 80.0.3987.87 2020-02-26

34 Firefox 72.0.2 2020-02-26

35 Internet Explorer 11 11.0.9600.19356 2020-02-26

36 Internet Explorer 11 11.592.18362.0 2020-02-26

37 Internet Explorer 11 11.1039.17763.0 2020-04-28

38 Internet Explorer 11 11.535.18362.0 2020-03-24

39 Internet Explorer 11 11.657.18362.0 2020-04-28

40 Internet Explorer 11 11.0.9600.17843 2020-03-24

41 Chrome 80.0.3987.132 2020-04-28

42 Chromium Edge 80.0.361.66 2020-07-14

43 Internet Explorer 11 11.719.18362.0 2020-04-28

44 Internet Explorer 11 11.836.18362.0 2020-05-28

45 Chrome 83.0.4103.61 2020-08-26

46 Chromium Edge 81.0.416.68 2020-08-26

47 Chromium Edge 83.0.478.54 2020-08-26

48 Internet Explorer 11 11.836.18362.0 2020-08-26

49 Internet Explorer 11 11.778.18362.0 2020-08-26

50 Chrome 80.0.3987.149 2020-08-26

51 Chromium Edge 81.0.416.72 2020-08-26

52 Chromium Edge 80.0.361.111 2020-08-26

53 Chrome 81.0.4044.138 2020-08-26

54 Firefox 76.0.1 2020-08-26

55 Chrome 84.0.4147.135 2020-08-26

56 Chrome 85.0.4183.102 2021-01-26

57 Chrome 86.0.4020.42 2020-09-22

58 Chromium Edge 85.0.564.51 2021-02-25

59 Internet Explorer 11 11.1016.18362.0 2020-09-22

60 Internet Explorer 11 11.1082.18362.0 2020-10-27

61 Internet Explorer 11 11.0.9600.18860 2021-07-20

62 Internet Explorer 11 11.0.9600.19356 2020-11-24

63 Internet Explorer 11 11.450.19041.0 2020-11-24

64 Firefox 80.0.1 2020-12-29

No 웹브라우저 Version 최종 테스트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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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Chromium Edge 85.0.4183.81 2020-10-27

66 Chrome 86.0.4040.75 2020-10-27

67 Internet Explorer 11 11.508.19041.10 2020-10-27

68 Internet Explorer 11 11.1139.18362.0 2020-12-29

69 Chrome 86.0.4240.111 2020-11-24

70 Chromium Edge 86.0.622.51 2021-03-30

71 Chromium Edge 86.0.622.58 2020-11-24

72 Chrome 86.0.4240.183 2020-12-29

73 Chromium Edge 86.0.622.38 2020-11-24

74 Internet Explorer 11 11.1139.18362.0 2021-01-26

75 Chromium Edge 86.0.622.58 2020-12-29

76 Chrome 86.0.4040.75 2020-12-29

77 Internet Explorer 11 11.508.19401.10 2020-12-29

78 Chrome 86.0.4240.75 2020-12-29

79 Chromium Edge 86.0.662.63 2020-12-29

80 Chrome 87.0.4280.88 2021-03-30

81 Chromium Edge 87.0.664.60 2020-12-29

82 Chrome 87.0.4280.141 2021-02-25

83 Chromium Edge 87.0.664.75 2021-02-25

84 Internet Explorer 11 11.0.19041.1 2021-07-20

85 Internet Explorer 11 11.0.9600.18860 2021-06-22

86 Firefox 83 2021-05-27

87 Chrome 88.0.4324.150 2021-02-25

88 Chromium Edge 88.0.705.63 2021-02-25

89 Chrome 88.0.4324.146 2021-02-25

90 Chromium Edge 88.0.705.56 2021-02-25

91 Chrome 88.0.4324.109 2021-02-25

92 Chromium Edge 88.0.705.74 2021-03-30

93 Chrome 89.0.4389.82 2021-04-27

94 Chromium Edge 89.0.774.54 2021-04-27

95 Chrome 89..0.4389.90 2021-04-27

96 Chromium Edge 88.0.4324.190 2021-03-30

97 Chrome 89.0.774.45 2021-03-30

98 Chromium Edge 89.0.774.45 2021-04-27

99 Chrome 88.0.4324.182 2021-03-30

100 Chrome 89.0.4389.114 2021-04-27

101 Chromium Edge 89.0.774.63 2021-04-27

102 Chromium Edge 89.0.774.75 2021-04-27

103 Chromium Edge 89.0.774.76 2021-04-27

100 Chrome 90.0.4430.93 2021-07-20

No 웹브라우저 Version 최종 테스트 일자



19 | 제품 정보

101 Chromium Edge 90.0.818.49 2021-07-20

102 Chromium Edge 90.0.818.56 2021-06-22

103 Internet Explorer 11 11.0.9600.19355 2021-07-20

104 Firefox 88.0.1 2021-07-20

105 Chrome 91.0.4472.77 2021-06-22

106 Chromium Edge 91.0.864.41 2021-06-22

107 Internet Explorer 11 11.0.18362.1 2021-07-20

108 Chrome 90.0.4430.212 2021-06-22

109 Chrome 91.0.4472.124 2021-07-20

110 Chromium Edge 91.0.864.64 2021-07-20

111 Chrome 91.0.4472.114 2021-07-20

112 Chromium Edge 91.0.864.54 2021-07-20

113 Chrome 91.0.4472.106 2021-07-20

114 Chromium Edge 91.0.864.48 2021-07-20

No 웹브라우저 Version 최종 테스트 일자

3.1.2 Android 기본 웹 브라우저

No 단말기 모델 OS Version 최종 테스트 일자

1 Samsung Galaxy S9 Android (8.0) 2018-07-23

2 Samsung Galaxy note 8 Android (8.0) 2018-08-21

3 Samsung Galaxy S8 Android (8.0) 2019-03-19

4 Samsung Galaxy S7 edge Android (7.0) 2018-06-19

5 Samsung Galaxy Note 5 Android (7.0) 2017-12-19

6 LG V10 Android (5.1.1) 2018-02-22

7 Google 픽셀 2XL Android (9.0) 2019-10-24

8 Samsung Galaxy Note 9 Android (8.1.0) 2019-01-22

9 Samsung Galaxy S9 Android (9.0) 2019-08-13

10 LG V40 Android (8.1) 2019-06-18

11 Samsung Galaxy S9 Android (9.0) 2020-11-24

12 Samsung Galaxy Fold Android (9.0) 2019-11-19

13 LG V30 Android (8.0) 2020-02-26

14 Samsung Galaxy S10 Antdoid (10) 2020-12-29

15 Samaung Galaxy Note 10 Android (10.0) 2020-05-28

16 Samsung Galaxy S8 Plus Android (8.0.0) 2021-01-26

17 Samsung Galaxy Fold Android (9.0) 2020-10-27

18 Samsung Galaxy S20 Android (10.0) 2021-07-20

19 Samsung Galaxy S9 Android (10)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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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Samsung Galaxy S8 Android (9) 2021-03-30

21 Samsung Galaxy Note 10 Android (11) 2021-03-30

No 단말기 모델 OS Version 최종 테스트 일자

3.1.3 iOS 기본 웹 브라우저

No 단말기 모델 OS Version 최종 테스트 일자

1 Apple iPhone 8 iOS (11.3.1) 2018-07-23

2 Apple iPhone 8 iOS (12.1) 2019-02-19

3 Apple iPhone X iOS (11.4) 2018-08-21

4 Apple iPhone 7 Plus iOS (11.3) 2018-04-17

5 Apple iPhone 7 iOS (10.2.1) 2018-02-22

6 Apple iPad mini3 iOS (8.1) 2018-02-22

7 Apple iPad mini iOS (8.1.3) 2018-06-19

8 Apple iPad Air2 iOS (10.3.2) 2018-09-18

9 Apple iPad Air2 iOS (12.0.1) 2018-11-27

10 Apple iPhone XS iOS (12.0.1) 2019-01-22

11 Apple New iPad Pro iOS (12.1.1) 2019-05-21

12 Apple iPad 6s plus iOS (11.3.1) 2019-04-17

13 Apple iPhone XS iOS (12.1.1) 2019-06-18

14 Apple iPhone 5 iOS (10.3.3) 2019-07-17

15 Apple iPad 6s plus iOS (12.3.1) 2019-08-13

16 Apple New iPad Pro iOS Public beta (13.1) 2019-05-21

17 ipad Pro iOS (13.3.1) 2020-03-24

18 Apple iPad mini4 iPadOS(13.1.2) 2020-04-28

19 iPhone 11 Pro Max iOS (13.3.1) 2020-05-28

20 iPad Air2 iPadOS (13.2.3) 2020-07-14

21 Apple iPhone 8 Plus iOS (13.5.1) 2020-09-22

22 Apple iPhone 11 Pro iOS (14.0.1) 2021-07-20

23 Apple iPhone 6S Plus iOS(13.6.1) 2021-03-30

24 Apple iPhone 6S Plus iOS(14.4) 2021-04-27

25 Apple iPhone 12 iOS(14.6)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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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macOS 기본 웹 브라우저

No 단말기 모델 OS Version 최종 테스트 일자

1 MacBook Pro (Safari) Sierra 10.13.2 2019-01-22

2 MacBook Pro (Safari) Mojave 10.14 2019-04-17

3 MacBook Pro (Safari) Mojave 10.14.4 2019-09-19

3.2 모바일 단말기

3.2.1 Android NRE

No 단말기 모델 OS Version 최종 테스트 일자

1 Samsung Galaxy S6 Edge Plus Android (7.0) 2017-10-13

2 LG G3 Android (4.4.2) 2017-11-23

3 Samsung Galaxy S6 Edge Android(7.0) 2017-11-23

4 Nexus 6 Android (7.1.1) 2017-12-19

5 Samsung Galaxy Note 5 Android (7.0) 2017-12-19

6 Samsung Galaxy S7 Android (7.0) 2018-12-20

7 LG V10 Android (5.1.1) 2018-06-19

8 Samsung Galaxy S8 Android (7.0) 2018-03-20

9 Samsung Galaxy S8 Android (8.0) 2019-06-18

10 Samsung Galaxy S7 Edge Android (7.0) 2018-07-23

11 Samsung Galaxy S8+ Android (7.0) 2018-06-19

12 Samsung Galaxy S9 Android (8.0) 2018-09-18

13 Samsung Galaxy Note 8 Android (8.0) 2018-08-21

14 Google 픽셀 2XL Android (9.0) 2019-09-19

15 Samsung Galaxy Note 9 Android (8.1.0) 2019-02-19

16 LG V40 Android (8.0) 2019-03-19

17 LG G7 Android (8.0) 2019-04-17

18 Samsung Galaxy Tab S4 Android (8.1) 2019-04-17

19 Samsung Galaxy Note 2 Android (4.4.2) 2019-03-19

20 LG V40 Android (8.1) 2019-04-17

21 Samsung Galaxy note 8 Android (9.0) 2019-09-19

22 Samsung Galaxy S9 Android (9.0)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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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amsung Galaxy S8 Android (8.0) 2019-06-18

24 Samsung Galaxy S8+ Android (8.0) 2019-07-17

25 LG V50 Android (9.0) 2019-08-13

26 LG V30 Android (8.0) 2021-06-22

27 Samsung Galaxy Note 10 Android (9.0) 2019-10-24

28 Google 픽셀 2XL Android (10.0) 2019-11-19

29 Samsung Galaxy Fold Android (9.0) 2020-10-27

30 Samsung Galaxy S8 Android (9.0) 2020-01-28

31 Samsung Galaxy note 10 Android (10.0) 2021-02-25

32 Samaung Galaxy S10 Android (10.0) 2021-04-27

33 Arrows Tab [F-04H] Android (6.0.1) 2020-05-28

34 Samsung Galaxy Note 9 Android (9.0) 2020-05-28

35 Samsung Galaxy S9 Android (10.0) 2020-09-22

36 Google 픽셀 2XL Android (11) 2021-02-25

37 LG G Flex 2 Android (5.1.1) 2020-11-24

38 Samsung Galaxy Fold 2 Android (10.0) 2020-12-29

39 Samsung Galaxy S6 Android (7.0) 2020-12-29

40 Samsung Galaxy Fold 2 Android (11) 2021-04-27

41 Samsung Galaxy Note 10 Android (11) 2021-07-20

42 Samsung Galaxy Tab S7 Android (11) 2021-07-20

43 Samsung Galaxy S9 Android (10.0) 2021-06-22

44 Arrows Tab [F-04H] Android (8) 2021-07-20

No 단말기 모델 OS Version 최종 테스트 일자

3.2.2 iOS NRE

No 단말기 모델 OS Version 최종 테스트 일자

1 Apple iPhone 6S iOS (10.3.1) 2017-09-14

2 Apple iPad Air2 iOS (11.1) 2017-11-23

3 Apple iPad Pro iOS (9.3.4) 2017-11-23

4 Apple iPad mini iOS (8.1.3) 2018-06-19

5 Apple iPad mini4 iOS (11.0.3) 2018-06-19

6 Apple iPad mini3 iOS (8.1) 2018-02-22

7 Apple iPhone 7 iOS (10.2.1) 2018-03-20

8 Apple iPhone 7 iOS (11.3) 2018-04-23

9 Apple iPhone X iOS (11.2.1) 2018-03-20

10 Apple iPhone X iOS (11.2.6) 2018-04-17

11 Apple iPhone X iOS (11.4)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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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pple iPhone 7 Plus iOS (11.3) 2018-04-17

13 Apple iPhone 8 iOS (11.3.1) 2018-07-23

14 Apple iPhone 8 iOS (11.4.1) 2018-09-18

15 Apple iPhone 8 iOS (12.1) 2021-07-20

16 Apple iPhone 8 Plus iOS (11.3.1) 2018-07-23

17 Apple iPad Air2 iOS (10.3.2) 2018-09-18

18 Apple iPhone 7 iOS (12.0.1) 2018-11-27

19 Apple iPad Air2 iOS (12.0.1) 2018-11-27

20 Apple iPhone XS iOS (12.0.1) 2019-07-17

21 Apple New iPad Pro iOS (12.1.1) 2019-04-17

22 Apple iPhone 8 Plus iOS (12.2) 2020-12-29

23 Apple iPhone X iOS (12.2) 2019-06-18

24 Apple iPad Air2 iOS beta (13) 2019-07-17

25 Apple iPhone 7 iOS beta (13) 2019-08-13

26 Apple iPad mini4 iOS (12.3.1) 2019-08-13

27 Apple iPad Air2 iOS Public beta (13) 2019-07-17

28 Apple iPad Air2 iOS (13) 2019-10-24

29 Apple iPad Air2 iOS (13.2) 2019-11-19

30 Apple iPhone XS iOS (13.2.3) 2019-12-19

31 Apple iPhone 6S iOS (12.1.4) 2019-12-19

32 Apple iPhone 7 Plus iOS (13.3) 2020-07-14

33 Apple iPad Air2 iOS (13.2.3) 2020-02-26

34 Apple iPad Mini4 iOS (13.1.2) 2020-03-24

35 Apple New iPad Pro iOS (13.3.1) 2020-03-24

36 Apple iPhone 11 Pro iOS (13.3.1) 2020-04-28

37 Apple iPad Pro 11인치 iPadOS(13.3.1) 2020-08-26

38 Apple iPhone X iOS (13.5.1) 2020-09-22

39 Apple iPhone 11 Pro Max iOS (13.3.1) 2020-09-22

40 Apple iPhone XS iOS (14.0.1) 2020-10-27

41 Apple iPhone 11 Pro Max iOS (14.0.1) 2020-11-24

42 Apple New iPad Pro iOS (14.2) 2020-11-24

43 Apple iPhone 5 iOS (10.3.4) 2020-12-29

44 Applle iPad Mini4 iOS (14) 2021-02-25

45 Apple iPhone 7 iOS (14) 2021-02-25

46 Apple iPhone 11 Pro Max iOS (13.4) 2021-01-26

47 Apple iPhone 7 Plus iOS (14) 2021-04-27

48 Apple iPhone 11 Pro Max iOS (14.4.1) 2021-04-27

49 Apple iPad Air2 iPadOS (14.5) 2021-06-22

50 Apple iPhone 6S Plus iOS (14.5.1) 2021-07-20

51 Apple iPhone 11 Pro Max iOS (14.5.1) 2021-07-20

No 단말기 모델 OS Version 최종 테스트 일자



웹브라우저/모바일 단말기 테스트 현황 | 24

52 Apple iPhone 12 iOS (14.6) 2021-06-22

No 단말기 모델 OS Version 최종 테스트 일자

3.2.3 macOS NRE

No 단말기 모델 OS Version 최종 테스트 일자

1 MacBook Pro Sierra 10.12.4 2017-11-23

2 MacBook Pro Sierra 10.13.1 2017-12-19

3 MacBook Pro Sierra 10.13.2 2019-02-19

4 MacBook Pro Mojave 10.14.4 2021-02-25

5 MacBook Pro Big Sur 11.2.3 2021-04-27

6 MacBook Pro Big Sur 11.3.1 2021-05-27

7 MacBook Pro Big Sur 11.4 2021-07-20



제품제약사항

4.

4.1 작성일별 목록

각 항목에 표기된 작성일은 해당 제약사항을 확인하거나 내용을 수정한 일자입니다. 문서에 기재하기 위해 검토하고

내용을 검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업데이트되는 일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업데이트 일자는 변

경 이력을 참조해주세요.

작성일별 목록은 신규로 작성된 항목만 기재합니다. 넥사크로 플랫폼 14 버전에서 확인된 항목은 목록

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2022년 항목

08-30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alert, confirm 메소드 실행 시 동작이 달라지는 제약

02-10 상태바 영역을 두 번 탭할 때 최상단으로 한 번에 스크롤되지 않는 현상

2021년 항목

07-15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로딩된 콘텐츠에 대한 핀치줌 동작 제어 제약

06-09 MaskEdit 컴포넌트 텍스트 편집 영역에 포커스가 있는 경우 IME 동작 차이

04-13 HTML body 태그 내 contenteditable 속성값이 true인 경우 스크롤 동작 제약

02-02 이름 앞부분이 같은 글꼴 사용 시 적용되지 않는 현상

2020년 항목

10-12 readonly로 설정한 편집 영역 터치 시 완료 버튼이 표시되는 현상

10-08 LiteDBConnection 오브젝트에서 사용할 DB 파일을 배포하지 못하는 제약

09-16 fittocontents 속성값을 설정했을 때 줄바꿈이 되는 현상

09-07 일본어 입력 시 확정 전 value 속성값으로 반영되는 현상

08-24 iOS 13 이상 버전에서 스크린 정보를 잘못된 타입으로 처리하는 현상

08-19 텍스트 편집 시 ENTER 키를 입력해도 canchange, on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현상

08-19 팝업창에서 HttpRequest 통신을 처리할 때 창을 닫는 경우 부모창에 영향을 주는 현상

06-26 system.print 메소드 실행 시 2페이지 이후 콘텐츠를 출력하지 못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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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일본어 IME 입력 중 입력 문자를 빠르게 입력하는 경우 오류

03-27 imemode 속성값이 적용되지 않는 현상

03-02 system calendar에서 변경한 날짜 확정 시점의 차이

02-03 텍스트 오른쪽 정렬과 이탤릭체 적용 시 글자 잘림 현상

2020년 항목

2019년 항목

09-18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휠 스크롤이 동작하지 않는 현상

07-12 Grid 컴포넌트에서 브라우저에 따라 oncelldblclick 이벤트가 다르게 처리되는 현상

06-28 웹브라우저에서 MainFrame 오브젝트의 onclose 이벤트 발생하지 않는 현상

06-28 일부 한글 쿼티 자판에서 한글 입력 시 영문으로 변환되어 입력되는 현상

06-27 Grid 컴포넌트 크기 변경 시 잔상이 보이는 현상

06-05 스타일 편집기 컴포넌트 프리뷰 창에서 Status에 따른 상태가 변경되지 않는 현상

05-30 Plugin 컴포넌트 위에 PopupDiv 컴포넌트가 배치되는 경우 border 속성이 표시되지 않는 현상

04-24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진 컴포넌트가 마우스 휠 동작으로 스크롤 이동 시 화면을 벗어나는 경우 동작 차이

04-23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파일 선택 대화상자에서 취소 버튼 클릭 시 동작이 다른 현상

04-03 swf 콘텐츠 위에 PopupDiv 컴포넌트가 배치되는 경우 border 속성이 표시되지 않는 현상

03-26 WebBrowser 컴포넌트의 url 속성으로 Local-Url 접근 시 제약

03-26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로딩한 컨텐츠 포커스 이동 시 키패드 제어 차이

03-14 wordwrap 속성값이 "english"인 경우 텍스트가 잘려서 표시되는 현상

03-08 Calendar 컴포넌트의 날짜가 디바이스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는 현상

03-07 함수 내 alert, confirm 메소드가 포함된 경우 스크립트 처리 방식 차이

02-26 border 영역 처리 시 브라우저별 차이

02-14 ColumnInfo 오브젝트의 type 속성값을 변경한 후 변경된 type에 해당하는 값을 설정하지 못하는 제약

02-13 trackPopup 메소드 실행 전 alert, confirm 메소드 실행 시 컴포넌트가 표시되지 않는 제약

02-08 system.osversion 속성값 처리 시 제약

01-15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다른 도메인 컨텐츠를 연결한 경우 mousemove 이벤트가 멈추는 현상

01-07 로딩 시 편집 영역을 가지는 컴포넌트가 첫 번째 포커스일 때 동작 방식의 차이

01-07 TextArea 컴포넌트에 내용 입력 시 키패드가 올라오면서 캐럿 위치가 화면을 벗어나는 현상

2018년 항목

12-21 Modeless 팝업창에서 부모창으로 포커스를 지정할 수 없는 제약

12-18 콜백함수에서 파일 대화상자를 띄우지 못하는 제약

12-14 UTF-8 인코딩이 아닌 파일을 열었을 때 문자열이 깨져서 표시되는 현상

10-11 iPad 단말기에서 Screen 오브젝트 type 속성값 처리 제약

09-05 넥사크로 윈도우 앱 설치 시 프로그램 시작 오류 발생

07-30 Radio 컴포넌트의 선택 상태 처리 오류

07-27 iOS 운영체제에서 Update Type에 따른 쿠키 사용 제약

07-13 fittocontents 속성 적용 시 텍스트 일부가 잘려 보이는 현상

04-28 ActiveX 필터링 기능 활성화 시 스크립트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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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접근성 설정 시 키패드 사용 제약

03-02 특정 스타일 조건에서 텍스트가 잘려서 표시되는 현상

2018년 항목

4.2 사용 환경에 따른 기능 제약

4.2.1 MaskEdit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옮겨졌을 때 캐럿 위치가 달

라지는 현상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디바이스에서 MaskEdit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string"인 경우 포커스가 옮겨졌을 때

캐럿 위치가 마지막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69265 2016-09-13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디바이스에서 컴포넌트의 편집 영역에 포커스가 옮겨

지는 경우 키패드가 표시되는 명령을 호출합니다. 이때 내부적으로 INPUT DO

M 트리의 type을 변경하고 text 값을 다시 설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캐럿이 마

지막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강제적으로 캐럿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

지만,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2.2 "향상된 보호 모드" 옵션 활성화 시 파일 내려받기 기능 제약

IE10 이상 브라우저에서 [향상된 보호 모드] 옵션을 활성화한 경우 윈도우 폴더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폴더만 접근할

수 있도록 경로가 가상화되어 처리됩니다. 사용자가 해당 옵션을 활성화한 경우에 파일 내려받기 경로를 지정하는 기

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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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작성일 설명

71778 2017-02-13 IE10 이상 브라우저 사용 시 사용자가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필요한 경우 사용

자가 옵션을 변경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4.2.3 FileUpload 컴포넌트의 appendItem 메소드가 동작하지 않

는 현상

Safari 브라우저에서 FileUpload 컴포넌트의 appendItem 메소드를 반복해서 실행하는 경우 두 번째 실행부터 동작

하지 않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72002 2017-02-28 윈도우용 Safari 브라우저 버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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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Edit 영역을 가지는 컴포넌트의 텍스트 검색 제약

IE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Edit 영역을 가지는 컴포넌트에 입력된 텍스트를 브라우저의 찾기 기능을 사용해

검색할 수 없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72123 2017-03-09 IE 브라우저 기능 제약입니다.

4.2.5 WebBrowser 컴포넌트 생성, 삭제 반복 시 운영체제 메모리

증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NRE 실행 시 WebBrowser 컴포넌트를 생성했다가 삭제하는 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운영체제의 메모리 사용이 증가하며 동작이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Div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으로 지정한 Form 오브젝트 내에 WebBrowser 컴포넌트를 배치한 경우 Div 컴

포넌트의 url 속성값을 변경할 때마다 내부적으로 WebBrowser 컴포넌트의 생성과 삭제가 반복되며 메모리 사용이

증가합니다.

RP 작성일 설명

74036 2017-07-05 NRE에서 실행 시 WebBrowser 컴포넌트는 WebBrowser2 OLE 컨트롤을 임

베디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WebBrowser2 OLE 컨트롤의 특성상 생성, 삭제

가 반복될 경우 메모리가 증가한다는 것이 제조사(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하나의 WebBrowser 컴포넌트를 생성한 후 재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2.6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이면 Div 컴포넌트의 onmouseout 이

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현상

Div 컴포넌트 내에 UI 컴포넌트를 배치하고 Div 컴포넌트의 onmouseout 이벤트를 지정한 경우 마우스를 움직여 Di

v 컴포넌트 위를 지나가면 onmouseout 이벤트가 발생해야 하지만, 마우스를 빠르게 이동하는 경우 이벤트가 정상

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의 경우 파란색으로 칠해진 곳이 Div 컴포넌트이고 빨간색이 Button 컴포넌트인데 Div 컴포넌트

아래쪽에서 Button 컴포넌트를 지나 Div 컴포넌트의 위쪽으로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이면 onmouseout 이벤트가 정

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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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는 HTML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Button 컴포넌트를 배치하고 Generate된 코드는 좀 더 복잡한데 브

라우저에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현상은 Div 태그가 중첩된 경우 재현되고 있습니다.

<div id="mainframe.QuickViewFrame.form.Div00"

style="left: 141px; top: 504px; width: 400px; height: 115px;

background:#0000ff; ">

<div style="left: 20px; top: 20px; width: 300px; height: 73px;

background:red; ">Button00

</div>

</div>

RP 작성일 설명

76382 2017-10-16 브라우저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 간혹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4.2.7 접근성 설정 시 키패드 사용 제약

iOS 운영체제에서 접근성 설정이 활성화된 앱 실행 시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값

이 "number"인 경우에 숫자 키패드가 아닌 일반 키패드가 올라오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접근성

설정이 활성화된 경우 숫자 키패드를 올라오도록 하면 화면 스크롤 위치가 맨 위로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서 일반 키패

드가 올라오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78855 2018-03-19 iOS 운영체제에서 접근성 설정이 활성화된 경우 숫자 키패드 처리 시 문제로 인

해 일반 키패드가 올라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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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ActiveX 필터링 기능 활성화 시 스크립트 에러

IE9 이상 웹브라우저 사용 시 ActiveX 필터링 기능을 활성화하는 경우 ActiveXObject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정상

적으로 동작하지 않고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https://support.microsoft.com/ko-kr/help/17469/windows-internet-explorer-use-activex-cont

rols

RP 작성일 설명

73214 2017-04-28 IE9 이상 웹브라우저 사용 시 ActiveX 필터링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ActiveX 필터링 기능을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사용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4.2.9 iOS 운영체제에서 Update Type에 따른 쿠키 사용 제약

iOS 운영체제 앱 배포 시 Update Type을 "Update" 또는 "Local"으로 설정한 경우 디바이스 로컬 경로에 설치된 컨

텐츠(Run.html)의 쿠키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를 사용해야 한다면 Update Type을 "Server"로 설정

하고 컨텐츠가 관리되는 서버와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요청 서버의 도메인을 같게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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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Run.html) 파일이 로컬 경로(file://)에서 동작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쿠키도 허용되지 않으며 쿠키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스크립트로 접근(document.cookie)하거나 WKWebView API(WKHTTPCookieStore)를 이용해 쿠

키를 설정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Update Type을 "Update" 또는 "Local"로 지정한 경우에는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callMethod

메소드를 사용해 HTML 파일에 접근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WebBrowser 컴포넌트의 url 속성으로 Local-Url 접근 시 제약

RP 작성일 설명

- 2018-07-30 iOS NRE에서 사용하는 WKWebView에 따라 cookie 접근이 제한되어 발생하

는 현상입니다.

2019-11-22 2019년 3월 iOS 최소 사양을 iOS 9으로 변경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iOS 9 미만 항목에 대한 설명을 삭제하고, iOS 9 이상 항목에 대한 설

명을 보완합니다.

4.2.10 넥사크로 윈도우 앱 설치 시 프로그램 시작 오류 발생

배포된 넥사크로 윈도우 앱 설치파일(nexacro17_SetupRuntime_xXX.exe)을 실행하는 경우 api-ms-win-crt-runt

ime-l1-1-0.dll 관련 오류가 발생하면서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윈도우 최신 업데이트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며 윈도우 업데이트 설치 시 해당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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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윈도우7 SP1까지 업데이트 후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업데이트

를 실행하거나 해당 오류를 해결하는 패키지를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Windows에서 범용 C 런타임에 대한 업데이트

https://support.microsoft.com/ko-kr/help/2999226/update-for-universal-c-runtime-in-windo

ws

RP 작성일 설명

81751 2018-09-05 최신 윈도우 업데이트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4.2.11 iPad 단말기에서 Screen 오브젝트 type 속성값 처리 제약

앱 실행 시 단말기와 운영체제 특성에 따라 Screen 목록에서 type, specifiedos, specifiedlocale 속성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iPad 단말기의 경우에는 디바이스의 크기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 type 속성을 물리적인 화면 크기가

아니라 "mobile_large"로 적용합니다.

대상 iPad 단말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조자 일정에 따라 대상 단말기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Apple iPad 1,2

Apple iPad Air 1,2

Apple iPad Pro

Apple iPad mini 1,2,3,4

RP 작성일 설명

82223 2018-10-11 디바이스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스크린 타입 속성을 강제로 지정한 제

약입니다.

4.2.12 Calendar 컴포넌트의 날짜가 디바이스에 따라 다르게 표시

되는 현상

Calendar 컴포넌트에 표시되는 일, 월의 길이가 1자리인 경우(1~9) 사용 환경에 따라 날짜가 다르게 표시됩니다. 해

당 제약은 웹브라우저 자체에서 제어하는 부분이라 제품에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popuptype 속성값은 "system", value 속성값은 "20190501"으로 설정한 경우 iOS 운영체제에서는 "20

19. 5. 1."로 표시되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는 "2019. 05. 01"로 표시됩니다(운영체제 언어 설정이 한국어인

경우).

https://support.microsoft.com/ko-kr/help/2999226/update-for-universal-c-runtime-in-windows
https://support.microsoft.com/ko-kr/help/2999226/update-for-universal-c-runtime-in-windows


제품제약사항 | 34

모바일 디바이스 실행 환경에서는 popuptype 속성값을 "system"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dateformat

속성값을 "yyyy-MM-dd"으로 자동 적용합니다. popuptype 속성값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syste

m"으로 동작합니다.

dateformat 속성값이 "yyyy-MM-dd"로 설정되더라도 시스템 환경에 따라 다른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

습니다. 운영체제 언어 설정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는 "yyyy.MM.dd", iO

S 운영체제에서는 "yyyy.M.d"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RP 작성일 설명

83053 2019-03-08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 발생하는 제약입니다.

4.2.13 WebBrowser 컴포넌트의 url 속성으로 Local-Url 접근 시

제약

iOS 운영체제의 WKWebView는 Local-Url(File://) 형식으로 파일에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약으로 HT

ML 파일을 배포하고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접근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려면 Packing 단계에서 Update Type을 "Server"로 지정해서 서버에 있는 HTML 파일에 접근하

는 형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Update Type을 "Update" 또는 "Local"로 지정한 경우에는 WebBrowser 컴포넌트에

서 callMethod 메소드를 사용해 HTML 파일에 접근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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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Type을 "Update" 또는 "Local"로 지정한 경우에는 디바이스 로컬 경로에 설치된 컨텐츠(Run.

html)의 쿠키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Update Type에 따른 쿠키 사용 제약

RP 작성일 설명

80584 2019-03-26 iOS NRE에서 사용하는 WKWebView 제약 사항으로 로컬 파일에 접근할 수 없

습니다.

4.2.14 일부 한글 쿼티 자판에서 한글 입력 시 영문으로 변환되어

입력되는 현상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설치한 앱에서 MaskEdit 컴포넌트의 format 속성값에 "@"을 설정해 한글 입력을 막은 상태

에서 한글 입력을 시도하면 해당 자판 위치의 영문으로 자체 변환되어 입력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글 쿼티 자판 형식의 일부 키패드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키패드는 사용자가 임의로 설치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

항이라 모든 현상에 대응할 수 없으며 제약으로 처리합니다.

RP 작성일 설명

85926 2019-06-28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일부 키패드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4.2.15 Grid 컴포넌트 크기 변경 시 잔상이 보이는 현상

화면 내 복잡한 구조로 컴포넌트가 배치되어 있고 Grid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경우 화면 크기 변경 시 잔상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PC의 하드웨어 성능이 느린 환경에서 IE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HTML 내 node 수가 많고 표 형식을 표현하기 위해 CSS 코드 내에서 테이블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화면 크기 변경

시 내부적으로 연산 처리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드웨어 성능에 따라 잔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SS table model

https://www.w3.org/TR/CSS22/tables.html#table-display

RP 작성일 설명

85839 2019-06-27 윈도우 7 운영체제에서 IE10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 발견됐습니다.

하드웨어 성능에 따라 연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

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3.org/TR/CSS22/tables.html#table-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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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 텍스트 오른쪽 정렬과 이탤릭체 적용 시 글자 잘림 현상

텍스트를 표시하는 컴포넌트에서 -nexa-text-align 속성값을 "right"로 지정하고 font 속성에서 font-style 속성값을

"italic"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font-family 속성값이나 font-size 속성값에 따라 오른쪽에 표시되는 글자 일부가 잘

려서 표시될 수 있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88094 2020-02-03 이탤릭체 적용 시 컴포넌트 영역을 글자가 벗어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NRE, WRE 모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4.2.17 system calendar에서 변경한 날짜 확정 시점의 차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Calendar 컴포넌트의 popuptype 속성값을 "system"으로 지정한 경우 날짜 변경 시 변경한 날

짜 확정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각 운영체제의 특성에 따른 것이며 해당 제약을 확인 후 값을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운영체제 처리방식

Android 날짜 변경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한 후에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iOS, iPadOS 날짜 변경 스핀 동작을 멈추면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RP 작성일 설명

88892 2020-03-02 운영체제 특성에 따른 제약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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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8 imemode 속성값이 적용되지 않는 현상

윈도우 8 이후 버전의 운영체제에서는 IME 적용 방식이 변경되어 응용 프로그램마다 다른 입력 방식이 설정되며 응

용 프로그램의 포커스가 바뀔 때 imemode 속성값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넥사크로 앱 실행 중에 메모장을 열어서 다른 작업을 하고 다시 넥사크로 앱으로 돌아왔을 때 첫 번째 포커

스를 가지는 컴포넌트의 imemode 속성값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 이후 다른 컴포넌트에 포커스를

옮길 때에는 imemode 속성값이 적용됩니다).

alert, confirm 같은 창을 띄우거나 넥사크로 앱 내에서 다른 프로세스로 팝업창을 띄우고 다시 넥사크로 앱으로 포커

스를 이동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넥사크로 앱 내에서 imemode 속성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관련 속성을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윈도우

10 운영체제에서는 [고급 키보드 설정 > 입력 방법 전환 > 각 앱 창에 다른 입력 방법을 직접 사용] 항목을 아래 그림

과 같이 선택해주어야 합니다 (선택되지 않은 상태가 기본 설정입니다).

RP 작성일 설명

89164 2020-03-27 운영체제 특성에 따른 제약사항입니다.

사용자가 운영체제 설정을 변경한 경우에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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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9 텍스트 편집 시 ENTER 키를 입력해도 canchange, oncha

nged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현상

canchange, onchanged 이벤트는 텍스트 편집 시 ENTER 키를 입력하거나 포커스가 이동할때 value 속성값이 변

경되면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부 운영체제에서는 ENTER 키 입력 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iOS/iPadOS 운영체제 Safari 브라우저에서 일본어 IME 입력 시 ENTER 키로 텍스트 입력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이벤

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NTER 키 입력 시 keycode 값이 잘못된 값으로 처리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RP 작성일 설명

89615 2020-08-19 iOS/iPadOS 운영체제 Safari 브라우저에서 일본어 IME 사용 시 발생하는 현상

입니다.

4.2.20 팝업창에서 HttpRequest 통신을 처리할 때 창을 닫는 경

우 부모창에 영향을 주는 현상

nexacro.open 메소드로 띄운 팝업창에서 HttpRequest 통신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팝업창을 사용자가 닫기 버튼을

클릭해 닫는 경우 부모창이 같이 닫히거나 새로고침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느린 환경이거나 로딩하는 파

일 크기가 큰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IE 브라우저의 경우 팝업창에서 같은 PID(process ID)를 공유하고 있으며 팝업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부모창에 영

향을 줄 수 있습니다.

IE 브라우저 옵션 설정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은 달라집니다. [인터넷 옵션 > 고급 > 자동 크래시 복구 사

용] 항목이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모창이 새로고침되며 체크가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모창이 같이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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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환경에 따라 해당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부모창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원한다면 "Hang Resis

tance" 기능을 비활성화해서 팝업창에 문제가 생겨도 부모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PC 레지스트리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HKEY_CURRENT_USER\Software\Microsoft\Internet Explorer\Main\

Type: REG_DWORD

Name: HangRecovery

Value: 0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https://docs.microsoft.com/en-us/troubleshoot/browsers/webpage-fails-to-get-focus-ie-9

RP 작성일 설명

89518 2020-08-19 IE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4.2.21 iOS 13 이상 버전에서 스크린 정보를 잘못된 타입으로 처

리하는 현상

iOS 13 이상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실행 시 앱에서 지정한 스크린 크기를 적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Phone에서는 "mobile_small" 타입의 스크린 정보를 사용해야 하지만, "desktop" 타입의 스크린 정보가

적용되는 현상입니다. iOS 13 이상 운영체제에서 아래와 같이 safari 브라우저의 "데스크탑 웹사이트 요청" 옵션이

켜져있을 때 발생하며, 해당 옵션이 켜져있으면 기기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https://docs.microsoft.com/en-us/troubleshoot/browsers/webpage-fails-to-get-focus-i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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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작성일 설명

90288 2020-08-24 iOS 13 이상 운영체제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옵션에 따른 제약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옵션을 끄고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2.22 fittocontents 속성값을 설정했을 때 줄바꿈이 되는 현상

IE11 이하 브라우저에서 fittocontents 속성값을 "width" 또는 "both"로 설정하고 wordWrap 속성값을 "char" 또

는 "english"로 설정했을 때 줄바꿈이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폰트 타입이나 크기에 따라 IE11 이하 브라우

저에서 정확한 크기를 계산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fittocontents 속성에 따라 변경된 크기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

입니다.

width: 120

height: 60

fittocontents: width

text: Nexacro Platform 17 is a software development platform

wordWrap: char

font: 11px/normal "Arial" / 12px/normal "Arial"

IE11 이하 브라우저에서 아래와 같이 폰트 크기에 따라 줄바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90155 2020-09-16 IE11 이하 브라우저 사용 시 속성 조합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IE11 이하 브라우저에서 의도치 않은 줄바꿈이 생기지 않으려면 fittocontents

속성과 wordWrap 속성을 조합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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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readonly로 설정한 편집 영역 터치 시 완료 버튼이 표시되

는 현상

iOS 12 이하 버전에서는 readonly로 설정된 편집 영역 터치 시 완료 버튼이 표시되는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현상은 iOS 13 이상 버전에서는 수정됐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readonly로 설정된 HTML input 태그 터치 시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https://www.w3schools.com/tags/tryit.asp?filename=tryhtml_input_readonly

해당 현상은 Edit 컴포넌트의 readonly 속성값을 true로 설정했을 경우에 편집 영역을 터치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re

adonly 속성값을직접지정하지않더라도컴포넌트내부동작에의해 readonly 처리될때도같은현상이나타닙니다.

예를 들어 Combo 컴포넌트는 type 속성값을 "dropdown"으로 설정한 경우 comboedit 영역을 readonly 처리하

게 되는데 이때 dropbutton이 아닌 comboedit 영역을 터치하는 경우 "완료" 버튼이 표시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RP 작성일 설명

90694 2020-10-12 iOS 12 이하 버전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4.2.24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로딩된 콘텐츠에 대한 핀치줌

동작 제어 제약

iOS/iPadOS WRE, NRE에서는 핀치줌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 HTML meta 태그 속성과 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습니

다. 다른 컴포넌트와 다르게 WebBrowser 컴포넌트의 경우 IFRAME 태그 영역 내 로딩된 콘텐츠의 속성 정보를 넥

사크로 앱에서 알 수 없으며 핀치줌 동작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넥사크로 앱에서 핀치줌이 동작하지 않도록 설정했더라도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로딩된 콘텐츠에서 핀치줌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WebBrowser 컴포넌트 영역 내에서 동작하는 핀치줌이 전체 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92583 2021-07-15 운영체제 특성에 따른 제약사항입니다.

로딩할 콘텐츠 내 필요한 태그와 스크립트를 직접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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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브라우저별 기능 차이

4.3.1 Edit 영역을 가지는 컴포넌트에서 커서 표시 방식의 차이

Edit 영역을 가지는 컴포넌트의 readonly 속성값이 true인 경우 브라우저에 따라 커서가 표시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커서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readonly 속성값은 적용되며 Edit 영역의 텍스트를 사용자가 편집할 수 없습니다.

브라우저 처리 방식

Firefox, IE 커서가 표시되며 마우스 클릭 시 커서 위치가 이동

[NRE], Chrome, Edge, Safari 커서가 표시되지 않음

RP 작성일 설명

37637 2014-09-24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4.3.2 Style 제약 사항

Style 속성 중 넥사크로플랫폼에서 지원하지 않거나 일부 브라우저만 지원하는 속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속성 지원제약 참고

boxShadow IE 8 미지원

background

> liner-gradient

IE 8,9 미지원

opacity IE 8 미지원

edge 입력된 값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브라우저에 따라 보이는 형

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cursor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지 않고 다른 속성이 바뀌면서 mouseove

r element가 변경되는 경우 cursor type이 변경되는 기능이 정

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40056 2015-02-26 background > imageedge (edge)

68510 2016-09-29 shadow (boxSha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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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문자열에 줄바꿈 기호가 포함된 경우 텍스트 정렬 방식의 차

이

컴포넌트의 -nexa-text-align 속성값이 "center"이고 wordwrap 속성값이 "none"인 경우 문자열에 줄바꿈 기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NRE와 웹브라우저가 다르게 정렬 방식을 처리합니다.

Button, Static, FileDownload, GridCellControl 오브젝트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RP 작성일 설명

47603 2016-03-30 속성 적용 시 생성되는 HTML에서 whitespace pre 옵션을 사용하는데 화면에

표시되는 영역의 크기와 다르게 텍스트 영역을 기준으로 가운데 정렬을 처리합

니다. NRE에서는 내부적으로 정렬 상태를 조정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다르게 표

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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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hotkey 속성값이 적용되지 않는 현상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단축키를 컴포넌트의 hotkey 속성값으로 지정한 경우에 브라우저에 따라 다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48488 2016-07-05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단축키를 중복

해서 hotkey 속성값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4.3.5 FileUpload 컴포넌트 사용 시 파일 경로 표시의 차이

FileUpload 컴포넌트의 multiselect 속성값을 true로 지정한 경우 브라우저에 따라 경로를 다른 형식으로 표시합니

다.

브라우저 처리 방식

[NRE] 파일 경로 + 파일명

Chrome, Edge, Firefox, IE, Safari 파일명

FileUpload 컴포넌트의 multiselect 속성값을 false로 지정한 경우 브라우저에 따라 경로를 다른 형식으로 표시합니

다.

브라우저 처리 방식

[NRE] 파일 경로 + 파일명

Chrome, Edge, Firefox, IE, Safari 가상경로(fakepath) + 파일명

IE 브라우저의 경우 사용자의 옵션 설정에 따라 multiselect 속성값을 false로 지정한 경우에 가상경로가

아닌 실제 파일 경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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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작성일 설명

69218 2016-09-06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파일 경로 표시가 다르더라도 파일을 업

로드하는 기능은 정상 처리됩니다.

2017-06-27 multiselect 속성값을 false로 지정했을 때 경로 표시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

다.

81686 2018-09-05 multiselect 속성값을 false로 지정했을 때 경로 표시에 대한 설명을 수정했습니

다. Edge, IE 브라우저에서 파일 경로가 아닌 가상경로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4.3.6 open 메소드 실행 시 중복된 자식 프레임 이름 처리 제약

IE 8 환경에서 nexacroAPI open 메소드 실행 시 자식 프레임 이름(ID)을 지정하는 파라미터(strName)을 같은 값으

로 반복해서 실행했을 때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며 팝업창이 표시되지 못합니다.

NRE나 다른 브라우저는 같은 조건에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데 팝업 윈도우를 처리하는 방식이 브라우저

마다 다르므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브라우저 동기 방식 처리 방식

[NRE] 동기 팝업 윈도우을 순차적으로 처리

Chrome 비동기 최종적으로 실행한 팝업 윈도우에 대한 자바스크립트만 처리

Firefox 비동기 최초로 실행한 팝업 윈도우에 대한 자바스크립트만 처리

IE 비동기 중복해서 생성되는 모든 팝업 윈도우에 대한 자바스크립트를 처리. 이 과정에서 스크

립트 에러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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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 윈도우 처리 시 자식 프레임의 ID 처리 방식은 브라우저마다 다르며 브라우저 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 시 중복된 ID로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P 작성일 설명

70213 2016-12-05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4.3.7 함수 내 alert, confirm 메소드가 포함된 경우 스크립트 처리

방식 차이

Chrome, Safari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함수 내에 alert, confirm 메소드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른 코드를 먼

저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코드의 경우 "TEST"라는 문자열을 먼저 출력하고 alert 메소드를 실행하도록 의도했지만, Chrome, S

afari 브라우저에서는 alert 메소드가 먼저 실행되고 alert 창을 닫기 전에는 "TEST"라는 문자열을 출력하지 않습니다.

function fn_click() {

document.write("TEST");

alert("TEST");

}

브라우저 처리 방식

[NRE], Edge(44 이하 버전), Firefox,

IE

순서에 따라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Chrome, Edge(80 이상 버전), Safari alert, confirm 메소드가 실행되고 사용자가 대화상자를 닫으면 다른 스크립트를 실행

합니다.

RP 작성일 설명

71291 2017-01-09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84124 2019-03-07 Safari 브라우저에서도 Chrome 브라우저와 같은 동작을 확인했습니다.

2020-03-24 Edge 브라우저 엔진 변경에 따라 제약사항을 수정합니다.

Edge 버전에 따라 동작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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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컴포넌트의 visible 속성 변경 시 느리게 적용되는 현상

스크립트로 컴포넌트의 visible 속성값을 변경하는 경우 화면에 보이는 컴포넌트가 변경되기 전에 다음 스크립트 구문

이 먼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PC의 하드웨어 성능이 느린 환경에서 IE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에 자주 발

생하는 현상입니다.

RP 작성일 설명

71551 2017-01-31 visible 속성값을 변경했을 때 HTML 내 DOM 트리에 속성을 반영하는데 이 과

정에서 하드웨어나 브라우저에 따라 반영 속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스크립트 구문이 처리되도록 조건을 설정하거나 TimerEvent를 사

용해 적용 시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3.9 onmouseenter, onmousemove 이벤트 발생 순서가 다른

현상

onmouseenter, onmousemove 이벤트를 가지는 컴포넌트의 경우 이벤트 발생 순서가 브라우저에 따라 다릅니다.

브라우저에 따른 이벤트 발생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브라우저 처리 방식

IE, Edge(44 이하 버전) onmousemove > onmouseenter

[NRE], Chrome, Edge(80 이상 버전), Firefox, Safari onmouseenter > onmousemove

RP 작성일 설명

71731 2017-02-10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2020-03-24 Edge 브라우저 엔진 변경에 따라 제약사항을 수정합니다.

Edge 버전에 따라 동작 방식이 다릅니다.

4.3.10 trackPopup 메소드 실행 시 기준 영역

trackPopup 메소드 실행 시 컴포넌트(PopupDiv, PopupMenu)를 띄워주는 기준 영역이 다릅니다. NRE는 타이틀

바를 포함한 프레임 영역을 기준 영역에 포함하는 데 반해 웹브라우저는 프레임 영역을 제외하고 콘텐츠가 보이는 영

역만 기준 영역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같은 좌푯값을 지정하더라도 showtitlebar 속성값이 true인 경우에는 컴포

넌트를 띄우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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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스크립트 작성한 스크립트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어 메소드 기능을 수정해 WRE, NRE 버전 간 차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스크립트 작성 시 trackPopupByComponent 메소드를 사용하거나 NRE 프레

임 영역 값을 제거하도록 계산해 같은 위치에 컴포넌트를 띄울 수 있습니다.

// trackPopupByComponent 메소드 사용

var x = this.Button00.getOffsetLeft();

var y = this.Button00.getOffsetBottom();

this.pdiv.trackPopupByComponent(this, x, y);

// NRE 프레임 영역 값 제거

var objBut = this.Button00; // 컴포넌트를 띄울 때 기준이 되는 Button

var v_nX = system.clientToScreenX(objBut, 0) - system.clientToScreenX(application.mainframe, 0

);

var v_nY = system.clientToScreenY(objBut, parseInt(objBut.height)) - system.clientToScreenY(

application.mainframe, 0);

var v_sRet = this.pdiv.trackPopup (v_nX, v_nY);

RP 작성일 설명

71863 2017-03-14 NRE, 웹브라우저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4.3.11 nexacro.getTextSize 결과값 처리 차이

getTextSize 메소드는 파라미터값에 따라 텍스트의 크기를 계산해 주는 메소드입니다. 하지만 실행하는 브라우저에

따라 결과값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브라우저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며 파라미터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특정 파라미터값을 지정한 경

우 브라우저별 결과값의 차이를 참고용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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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Static00.set_text("nexacro");

this.Static00.set_font("10 Arial");

var textSize = nexacro.getTextSize(this.Static00.text, this.Static00.font, null, "none", 0);

trace(textSize.nx, textSize.ny); // 결과값

브라우저 결과값

IE11 47, 15

Edge(44 이하 버전) 47.41999816894531,15

[NRE], Safari 46, 16

Firefox 46, 15

Chrome, Edge(80 이상 버전) 47.42295837402344, 15

RP 작성일 설명

72660 2017-06-20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2017-10-10 예제 코드 추가

2020-03-24 Edge 브라우저 엔진 변경에 따라 제약사항을 수정합니다.

Edge 버전에 따라 동작 방식이 다릅니다.

4.3.12 브라우저에서 특정 컴포넌트를 브라우저 내부 오브젝트로

처리

DeviceAPI 오브젝트 중 Geolocation을 사용하는 경우 TypeDefinition에 해당 오브젝트의 ID 값을 "Geolocation

"로 저장한 경우 브라우저에서 앱 실행 시 해당 오브젝트를 찾지 못하고 브라우저 내부 오브젝트로 처리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웹브라우저에서 "Geolocation"라는 이름을 내부 오브젝트로 사용하고 있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ID 값을 "Nexacr

oGeolocation"처럼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Geolocation" 뿐 아니라 다른 ID 값도 브라우저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브젝트와 중복되는 경우 정상

적으로 처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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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작성일 설명

75116 2017-08-02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IE, Edge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2020-03-24 2020년 2월 최신 브라우저 기준으로 IE, Edge 외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도 에러

가 발생하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90082 2020-08-27 17.1.2.200 이후 버전은 Geolocation 오브젝트 추가 시 ID값을 "NexaGeoloc

ation"으로 설정합니다.

4.3.13 synchronous 모드에서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제약

transaction 메소드의 파라미터 중 bAsync 항목 값을 false로 지정해 synchronous 모드에서 실행하는 경우 브라우

저에 따라 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관련 오류

Chrome, Firefox, Edge deprecation 메시지 출력

IE transaction 종료 후 포커스를 잃어버리는 현상

RP 작성일 설명

74564 2017-07-25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synchronous 모드는 성능상의 문제로 일부 브라우저에서 deprecation으로 구

분하고 있으며 브라우저 버전에 따라 추가적인 기능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03-24 Edge 브라우저 44.18362 버전에서포커스를잃어버리지않으며 deprecation

메시지를 출력하는 현상 확인했습니다.

4.3.14 Edit 컴포넌트에 입력된 글자에 깜빡임 현상

Edit 컴포넌트에 텍스트 입력 후 포커스를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Edit 컴포넌트에 포커스를 옮겼을 때 입력된

텍스트가 깜빡이거나 움직이는듯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RP 작성일 설명

75016 2017-07-27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윈도우 7 운영체제에서 IE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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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5 Safari 브라우저에서 setPrivateProfile, getPrivateProfile

메소드 실행 시 기능 제약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Application 오브젝트의 setPrivateProfile, getPrivateProfile 메소드를 실행했을 때 스크

립트 에러가 발생합니다. 해당 에러는 아래와 같은 경우 발생하며 Safari 브라우저 운영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에러입

니다.

● 개인정보 보호 브라우징 기능이 켜져 있는 경우

RP 작성일 설명

43492

42186

2015-6-25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특정 옵션을 설정한 경우 localStorage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옵션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메소드 기능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약사항은 iOS, 윈도우, 맥 운영체제의 Safari 브라우저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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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 Edit 컴포넌트 위에 다른 컴포넌트가 겹쳐졌을 때 캐럿이

투과되어 표시되는 현상

Edit 컴포넌트 위에 다른 컴포넌트가 겹쳐진 상태에서 아래에 위치한 Edit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옮기고 캐럿이 표시

되면 위에 겹쳐진 컴포넌트를 투과해 캐럿이 표시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RP 작성일 설명

75777 2017-09-05 IE, Edge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해당 브라우저에서 DIV 태그

로 감싸고 있는 INPUT 태그를 처리하면서 해당 현상이 발생합니다.

2020-03-24 Edge(80 이상 버전) 브라우저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현상이 발생하는 Edge 브라우저 버전 표기를 추가했습니다.

4.3.17 특정 스크립트가 일정 시간 이상 프로세스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중간에 발생하는 이벤트가 처리되지 못하는 제약

IE 브라우저에서 Form 오브젝트의 sleep 메소드를 실행하거나 For 문처럼 반복을 처리하는 스크립트가 일정 시간 프

로세스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중간에 발생하는 다른 이벤트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sleep 메소드가 실행되고 있는 중에 Button 컴포넌트를 클릭해 이벤트를 실행하는 경우 sleep 메소드 실행

시 파라미터로 지정한 시간이 지나면 Button 컴포넌트의 이벤트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IE 브라우저의 경우에는 Butt

on 이벤트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75144 2017-8-18 IE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IE 브라우저에서 코드 블로킹(Code Blocking)이 발생하는 경우, Body 영역의

포커스를 잃어버리면서 이벤트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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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 컨텍스트 메뉴에서 "실행취소" 항목 선택 시 동작 방식의

차이

17.1.0.100 이후 버전에서는 IE 브라우저의 "실행취소" 항목이 비활성화 상태로 변경됩니다.

IE 브라우저에서 "실행취소" 항목 실행 시 autoskip, maxlength 등의 기능 처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이벤트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제품 기능으로 동작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입력된 문자열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컨텍스트 메

뉴를 실행해 "삭제" 또는 "잘라내기"를 실행합니다.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이동해 컨텍스트 메뉴를 실행하고 "실

행취소" 선택 시 브라우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브라우저 결과값

Chrome, IE11, Edge(80 이상 버전) "실행취소" 선택 시 동작하지 않음

(17.1.0.100 이후 버전에서는 IE에서 "실행취소" 항목 비활성화)

Firefox 다른 컴포넌트에서 "실행취소" 항목이 비활성화되어 선택할 수 없음

[NRE], Edge(44 이하 버전), Safari 컨텍스트 메뉴에 "실행취소" 항목이 표시되지 않으며 단축키 적용되지 않음

웹브라우저에서 INPUT 태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RE와 일부 다르게 동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행취소" 항목

선택 시 웹브라우저에서 이벤트 정보를 전달하지 못해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브라우저 결과값 (HTML에서 INPUT 태그만 사용 시)

Chrome, IE11, Edge(80 이상 버전) 이전 컴포넌트로 포커스 이동하면서 입력값 원복

(17.1.0.100 이후 버전에서는 IE에서 "실행취소" 항목 비활성화)

Firefox 다른 컴포넌트에서 "실행취소" 항목이 비활성화되어 선택할 수 없음

Edge(44 이하 버전), Safari "실행취소" 항목이 없지만 단축키(Ctrl+Z)를 입력하는 경우 이전 컴포넌트로 포

커스 이동하면서 입력값 원복

RP 작성일 설명

75871 2017-10-10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83806 2019-09-24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17.1.0.100 이후 버전부터 IE 동작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2020-03-24 Edge 브라우저 엔진 변경에 따라 제약사항을 수정합니다.

Edge 버전에 따라 동작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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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 onbeforeexit, onexit 이벤트 내 스크립트 실행 시 제약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nbeforeexit, onexit 이벤트 함수 내 작성한 스크립트 중 alert, confirm 메소드가 브라우

저에 따라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내에서 이벤트는 처리하지만, 함수 내 작성된 해당 메소드는 처리하

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결과값

Chrome, Edge, Firefox, onbeforeexit, onexit 이벤트 함수 내 해당 메소드 무시

[NRE], IE, Safari onbeforeexit, onexit 이벤트 함수 내 해당 메소드 처리

onbeforeexit 이벤트는 HTML에서 beforeunload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beforeunload 이벤트 내에서 해당 메소드를 무시하도록 HTML5 스펙에 권고하고 있으며 브라우저에

따라 처리방식이 달라 동작 방식 차이가 발생합니다.

https://developer.mozilla.org/en-US/docs/Web/Events/beforeunload

RP 작성일 설명

76480 2017-10-10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85783 2019-06-28 onexit 이벤트에서도 같은 현상을 확인하고 제약으로 추가합니다.

4.3.20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를 빠르게 이동하

는 경우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는 현상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디바이스에서 Safari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 Edit 컴포넌트처럼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

지고 있는 컴포넌트를 터치 동작으로 빠르게 이동할 때 포커스는 이동하지 않지만 status 상태는 변경되는 현상이 있

습니다.

터치 동작을 빠르게 이동할 때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는 현상은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의 제약사항입니다.

넥사크로플랫폼에서는 브라우저에서 터치 이벤트가 발생할 때 status 상태를 변경하고 있는데 Safari 브라우저에서

터치 이벤트는 발생하지만 포커스를 이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status 상태가 변경되는 현상도 같이 보이게 됩니다.

브라우저에서는 정상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면서 포커스가 이동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넥사크로플랫폼에서 이를

보정할 수 없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77192 2017-11-27 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하는 제약사항입니다.

status 상태는 정상적으로 브라우저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면서 발생하

는 현상이며 브라우저 제약사항이 해소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https://developer.mozilla.org/en-US/docs/Web/Events/beforeu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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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 Div 컴포넌트 내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의 일부만 보이는 경우 해당 컴포넌트로 포커스 이동 시 깜빡이는 현

상

IE 브라우저에서는 Div 컴포넌트 내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의 일부가 감추어져 있는 경우 해당 컴

포넌트로 포커스가 이동하면 컴포넌트가 모두 보이도록 내부적으로 스크롤 위치를 이동합니다. 넥사크로플랫폼에서

는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스크롤 위치 이동 시에는 원래의 위치로 되돌리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컴포넌트가 깜빡이

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화면 구성 시에는 Div 컴포넌트 내에 컴포넌트가 감추어지도록 배치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Div

컴포넌트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경우에는 Div 컴포넌트의 크기 조정 시 계속 깜빡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76992 2017-11-28 IE 브라우저(8~11) 사용 시 발생하는 제약사항입니다.

4.3.22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옮겨

지는 시점에 waitcursor가 표시되는 경우 캐럿 위치가 옮겨지는 현

상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 마우스를 클릭해 포커스를 옮기는 시점과 transaction 메소드나 setWai

tCursor 메소드를 호출하는 시점이 겹치는 경우 마우스를 클릭한 위치에 캐럿이 표시되지 않고 편집 영역 마지막 위

치로 캐럿 위치가 옮겨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IE 브라우저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며 waitcursor를 표시하기 위한 레이어가 활성화되면서 텍스트 편집 영역과 겹치

는 경우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해당 현상은 IE 브라우저에서 INPUT 태그 위에 DIV 태그가 겹쳐지는 경우에 발생합니

다.

RP 작성일 설명

77440 2017-12-14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IE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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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이 false인 경우 이벤트가 상위

컴포넌트로 전달되는 방식 차이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이 false인 경우 해당 영역을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이벤

트의 상위 컴포넌트(Div 또는 Form)로 전달되는 동작이 브라우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브라우저 처리 방식

Firefox, Edge(44 이하 버전) 상위 컴포넌트로 이벤트 전달하지 않음

[NRE], Chrome, Edge(80 이상 버전), IE, Safari 상위 컴포넌트로 이벤트 전달함

아래와 같이 작성한 HTML 문서로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INPUT 요소를 클릭했을 때 상위 컴포넌트로 이

벤트를 전달하는 브라우저는 div 태그의 onmousedown 이벤트를 처리하지만 Firefox, Edge 브라우저에서는 이벤

트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div onmousedown="console.log('div onmousedown')">

<input type="text" disabled>

<input type="text">

</div>

컴포넌트의 텍스트 편집 영역에서만 해당 제약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Calendar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경우 텍스트 편집 영역 클릭 시에는 이벤트가 전달되지 않지만 컴포넌트 내 Button이나 DatePicker 영

역을 클릭하는 경우에는 이벤트가 전달됩니다.

RP 작성일 설명

77734 2018-01-16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2020-03-24 Edge 브라우저 엔진 변경에 따라 제약사항을 수정합니다.

Edge 버전에 따라 동작 방식이 다릅니다.

4.3.24 콜백함수에서 파일 대화상자를 띄우지 못하는 제약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후 설정된 콜백함수 내에서 파일 대화상자를 실행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경우 특정 웹브라

우저에서는 파일 대화상자를 띄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콜백함수 내에서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의 importD

ata 메소드를 호출하더라도 파일 대화상자를 띄우지 못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마우스를 클릭해서 발생하는 이벤트가 아니고 스크립트에서 생성한 이벤트는 isTrusted 속성값이 fals

e로 설정되는데, 특정 웹브라우저에서는 isTrusted 속성값에 따라 일부 액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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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 처리 방식

Firefox 파일 대화상자를 띄우지 못합니다.

[NRE], Chrome, IE, Firefox, Edge, Safari 실행 제약이 없습니다.

IE는 isTrusted 속성값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83198 2018-12-18 NRE, 웹브라우저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2020-03-24 2020년 2월 최신 브라우저 기준으로 동작 확인하고 제약사항을 수정했습니다.

4.3.25 Modeless 팝업창에서 부모창으로 포커스를 지정할 수 없

는 제약

웹브라우저에서는 open 메소드를 호출해 Modeless 팝업창을 띄운 경우 팝업창에 실행된 화면에서 부모창(또는 부

모창의 컴포넌트)을 대상으로 setFocus 메소드 호출 시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부모창에 실행된 화면 내 포커스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웹브라우저 창을 활성화해주어야 하는데, 강제적으로 웹브라

우저 창의 활성화 여부를 제어할 수가 없으며 해당 기능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17.0.0.1600 이후 버전은 NRE를 사용하는 경우 내부적으로 창을 제어해 Modeless 팝업창에서 부모

창으로 포커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82777 2018-12-21 NRE, 웹브라우저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4.3.26 trackPopup 메소드 실행 전 alert, confirm 메소드 실행

시 컴포넌트가 표시되지 않는 제약

PopupDiv, PopupMenu 컴포넌트의 trackPopup 메소드를 실행하기 전에 alert, confirm처럼 사용자가 버튼을 클

릭해서 대화상자를 닫는 메소드가 실행되는 경우(아래 코드 참조) trackPopup 메소드를 실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

는 현상이 일부 브라우저에서 발생합니다.

this.Button00_onclick = function(obj:nexacro.Button,e:nexacro.ClickEventInfo)

{

confirm('test');

this.PopupMenu00.trackPopup(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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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Popup 메소드는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지만, 대화상자를 닫을 때 deactivate 이벤트가 발생하는 동시에 trac

kPopup 메소드가 실행되면서 컴포넌트가 표시되자마자 닫힙니다.

해당 제약은 Google Chrome, Opera 브라우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alert이나 confirm 메소드와 trackPopup 메

소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RP 작성일 설명

83521 2019-02-13 웹 브라우저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4.3.27 로딩 시 편집 영역을 가지는 컴포넌트가 첫 번째 포커스일

때 동작 방식의 차이

화면 로딩 시 첫 번째 포커스가 편집 영역을 가지는 컴포넌트인 경우 운영체제, 브라우저에 따라 동작 방식이 다릅니

다.

브라우저 캐럿 키패드 표시

Desktop 환경 O 해당 없음

Android NRE O O

Android Default Web Browser O X

iOS NRE X X

iOS Default Web Browser X X

RP 작성일 설명

81363 2019-01-07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 발생하는 제약입니다.

4.3.28 TextArea 컴포넌트에 내용 입력 시 키패드가 올라오면서

캐럿 위치가 화면을 벗어나는 현상

TextArea 컴포넌트에 여러 줄의 텍스트가 입력된 상태에서 특정 위치로 캐럿 이동 시 키패드가 올라오면서 캐럿 위

치가 화면에 표시되지 못하는 제약입니다. TextArea 컴포넌트가 키패드가 올라왔을 때 화면으로 표시되는 영역보다

큰 경우에는 캐럿 위치를 모든 케이스에 맞출 수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본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해당 제약이 확인되었으며 다른 실행 환경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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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작성일 설명

81443 2019-01-07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 발생하는 제약입니다.

4.3.29 컴포넌트의 padding 속성 적용 시 텍스트가 잘려서 표시되

는 현상

컴포넌트에 padding 속성 적용 시 텍스트가 표시되는 영역과 padding 속성이 적용된 영역이 겹치는 경우 브라우저

와 컴포넌트에 따라 다르게 표시됩니다.

아래의 경우 Edit, Button 컴포넌트의 padding 속성값을 20px로 지정했습니다. NRE의 경우에는 padding 영역만

큼 텍스트가 잘려서 표시되는 반면, 웹브라우저에서는 컴포넌트에 따라 padding 속성값을 일부만 적용하고 텍스트

는 잘리지 않게 표시합니다.

브라우저 처리 방식

[NRE] padding 영역에 겹치는 텍스트는 잘려서 표시됩니다.

Edge, Firefox, IE, Chrome, Safar

i

padding 영역과 겹치는 경우 텍스트의 위치가 조정되며 텍스트가 잘려서 표시되지 않습

니다.

RP 작성일 설명

78470, 781

81

2018-03-02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 발생하는 제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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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 특정 스타일 조건에서 텍스트가 잘려서 표시되는 현상

상하 padding 속성값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특정 글꼴을 적용하면 텍스트 아랫부분이 잘려서 표시합니다.

조건 처리 방식

윈도우 7, 윈도우 8 운영체제에서 IE10 브라우저 사용 시 텍스트가 잘려서 표시됩니다.

padding 속성값에서 강제적으로 상하 padding 속성값을 설정하거나 다른 글꼴을 사용하면 텍스트가

잘려 보이는 현상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84219 2019-03-20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 발생하는 제약입니다.

4.3.31 wordwrap 속성값이 "english"인 경우 텍스트가 잘려서

표시되는 현상

컴포넌트의 wordWrap 속성값이 "english"인 경우 특정 너비 이하로 컴포넌트의 크기가 변경되면 NRE와 웹브라우

저가 다르게 텍스트를 표시합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빨간 테두리 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한 결과이고 테두리 선이 없는 쪽은 NRE

에서 실행한 결과입니다. 전체 텍스트를 표시할 정도의 width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에는 NRE와 웹브라우저가 같은

결과값을 보여주지만, 전체 텍스트를 표시하지 못할 정도로 width 속성값을 작게 지정한 경우에 NRE는 텍스트가 글

자 단위로 줄바꿈 되어 표시되지만 웹브라우저는 영역을 벗어난 텍스트가 잘린 상태로 표시합니다.

TextArea 컴포넌트를 제외한 wordWrap 속성을 가진 컴포넌트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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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wrap 속성값이 "none"인 경우 텍스트 정렬 방식이 다르게 처리되는 제약 사항은 아래 항목을 참

조하세요.

문자열에 줄바꿈 기호가 포함된 경우 텍스트 정렬 방식의 차이

RP 작성일 설명

82114 2019-03-14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 발생하는 제약입니다.

4.3.32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파일 선택 대화상자에서 취소 버

튼 클릭 시 동작이 다른 현상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찾기] 버튼을 클릭해 파일 선택 대화상자를 열어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찾기]

버튼을 클릭한 후 파일 선택 대화상자에서 파일을 선택하지 않고 [취소] 버튼을 클릭하고 창을 닫으면 이전 선택한 파

일 정보가 삭제됩니다.

[취소] 버튼 클릭 후 이전 선택한 파일이 취소되기 때문에 filelist 속성에서 해당 값이 삭제되고 onitemchanged 이벤

트가 발생합니다. 해당 현상은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에만 발생합니다.

-- 파일 선택 시 onitemchanged 이벤트 발생

onitemchanged / this.FileUpload00.filelist[e.index]: [object VirtualFile]

onitemchanged / e.newvalue: C:\fakepath\a.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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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temchanged / e.oldvalue:

-- 파일을 선택하지 않고 [취소] 버튼 클릭 시 onitemchanged 이벤트 발생

onitemchanged / this.FileUpload00.filelist[e.index]: undefined

onitemchanged / e.newvalue:

onitemchanged / e.oldvalue: C:\fakepath\a.png

브라우저 처리 방식

Chrome, Edge(80 이상 버전) [취소] 버튼 클릭 시 이전 선택한 파일 정보를 삭제합니다.

[취소] 버튼 클릭 시 onitemchanged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NRE], IE, Edge(44 이하 버전), Firefox, Safari [취소] 버튼 클릭 시 아무 동작도 하지 않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이슈는 등록되어 있지만, 브라우저의 기능으로 답변이 올라와 있습니다.

https://bugs.chromium.org/p/chromium/issues/detail?id=2508

해당 동작은 크롬 브라우저에서 <input type="file"> 형태의 태그 실행 시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eveloper.mozilla.org/en-US/docs/Web/HTML/Element/input/file

RP 작성일 설명

84900 2019-04-23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2020-03-24 Edge 브라우저 엔진 변경에 따라 제약사항을 수정합니다.

Edge 버전에 따라 동작 방식이 다릅니다.

4.3.33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진 컴포넌트가 마우스 휠 동작으로

스크롤 이동 시 화면을 벗어나는 경우 동작 차이

Edit, TextArea 컴포넌트처럼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진 컴포넌트에 텍스트 입력 도중 마우스 휠을 사용해 화면을 움

직여서 컴포넌트가 화면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 텍스트를 계속 입력하면 일부 브라우저는 컴포넌트의 위치에 따라 스

크롤 위치를 변경하지만 일부 브라우저는 스크롤 위치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IE 브라우저의 경우 스크롤 위치를 변경하면서 화면 밖에 있었던 컴포넌트를 화면 가장 위쪽에 표시되도록 합니다.

https://bugs.chromium.org/p/chromium/issues/detail?id=2508
https://developer.mozilla.org/en-US/docs/Web/HTML/Element/input/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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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위치는 이동하지 않더라도 컴포넌트의 포커스와 캐럿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텍스트를 계속 입력할 수는

있습니다.

브라우저 처리 방식

IE 스크롤 위치를 입력 포커스가 있는 컴포넌트로 이동합니다.

텍스트는 정상적으로 입력됩니다.

[NRE], Chrome, Edge, Firefox, Safari 스크롤 위치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텍스트는 정상적으로 입력됩니다.

RP 작성일 설명

84876 2019-04-24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2020-03-24 2020년 2월 최신 브라우저 기준으로 동작 확인하고 제약사항을 수정했습니다.

4.3.34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로딩한 컨텐츠 포커스 이동 시

키패드 제어 차이

NRE를 사용하는 경우 WebBrowser 컴포넌트 url 속성값으로 지정한 컨텐츠에 있는 텍스트 편집 영역에 포커스를 이

동했을 때 키패드가 올라오면서 편집 영역을 가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브라우저 처리방식

웹브라우저 키패드가 편집 영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NRE] 키패드가 편집 영역을 가립니다.

RP 작성일 설명

83857 2019-03-26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4.3.35 swf 콘텐츠 위에 PopupDiv 컴포넌트가 배치되는 경우 bo

rder 속성이 표시되지 않는 현상

swf 콘텐츠 위에 HTML 콘텐츠가 배치되는 경우 여러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목처럼 IE 브라우저에서 swf 콘

텐츠 위에 PopupDiv 컴포넌트를 배치했을 때 border 속성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wmode="transparent" 옵션

을 추가해서 swf 콘텐츠를 배치해야 합니다.

<object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width="600" height="200" id="

myFlashContent">

<param name="movie" value="./logo.sw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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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 name="wmode" value="transparent" />

<!--[if !IE]>-->

<object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data="./logo.swf" width="800" height="200"

>

<param name="wmode" value="transparent" />

<!--<![endif]-->

<a href="http://www.adobe.com/go/getflashplayer">

<img src="http://www.adobe.com/images/shared/download_buttons/get_flash_player.

gif" alt="Get Adobe Flash player" />

</a>

<!--[if !IE]>-->

</object>

<!--<![endif]-->

</object>

해당 이슈는 꽤 오래전부터 발생하던 것이며 넥사크로플랫폼과 무관하게 swf 콘텐츠와 관련된 제약입

니다.

https://stackoverflow.com/questions/2040887/div-z-index-issue-with-flash-movie

RP 작성일 설명

83596 2019-04-03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4.3.36 웹브라우저에서 MainFrame 오브젝트의 onclose 이벤트

발생하지 않는 현상

웹브라우저에서 탭을 닫거나 웹브라우저 자체를 종료하는 경우 MainFrame 오브젝트의 onclose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별로 onclose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브라우저 onclose 이벤트 발생하는 경우

[NRE], 웹브라우저 Application 오브젝트의 exit 메소드 호출 시

[NRE] MainFrame 오브젝트의 타이틀바 영역에서 닫기 버튼 클릭 시

RP 작성일 설명

85783 2019-06-28 NRE, 웹브라우저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https://stackoverflow.com/questions/2040887/div-z-index-issue-with-flash-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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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7 Plugin 컴포넌트 위에 PopupDiv 컴포넌트가 배치되는 경

우 border 속성이 표시되지 않는 현상

Plugin 컴포넌트에서 ActiveX 콘텐츠(Windowed plugin)를 로딩하고 그 위에 PopupDiv 컴포넌트를 배치했을 때

PopupDiv 컴포넌트와 Plugin 컴포넌트가 겹쳐지는 영역에서 border 속성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border 속성을 표

시하기 위해서는 PopupDiv 컴포넌트의 구조를 수정해야 하는데 영향도가 클 수 있어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85137 2019-05-30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4.3.38 Grid 컴포넌트에서 브라우저에 따라 oncelldblclick 이벤트

가 다르게 처리되는 현상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속성중 edittype 속성값을셀클릭시에입력컨트롤이활성화되는값(button, date,

mask, readonly, text, textarea 등)으로 설정한 경우 해당 셀에서 더블클릭 동작 시 oncelldblclick 이벤트가 브라우

저에 따라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Cell 오브젝트의 경우 클릭 동작 시 edittype 속성에 따라 새로운 컨트롤이 노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브라우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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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 클릭 동작을 처리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브라우저 처리 방식

Firefox oncellclick -> oncellclick

[NRE], Chrome, Edge, IE oncellclick -> oncellclick -> oncelldblclick

RP 작성일 설명

84981 2019-07-12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4.3.39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휠 스크롤이 동작하지 않는 현

상

WebBrowser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으로 현재 도메인과 다른 도메인 컨텐츠를 설정한 경우 호출된 컨텐츠에 스크롤

바가 없으며(강제로 스크롤바를 없앤 경우), 컨텐츠 크기로 인해 WebBrowser 컴포넌트에 스크롤바가 활성화된 경

우 휠 스크롤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처리 방식

Chrome, Edge, Firefox, IE, Safari 휠 동작 이벤트 처리되지 않음

[NRE] 휠 동작으로 컨텐츠 스크롤할 수 있음

RP 작성일 설명

86008 2019-09-18 Cross Domain 환경일 경우 same-origin 정책으로 인해 IFRAME에서 발생하

는 이벤트 핸들링이 되지 않는 제약입니다.

4.3.40 일본어 IME 입력 중 입력 문자를 빠르게 입력하는 경우 오

류

MaskEdit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을 "string", format 속성값을 "99-99-99"로 설정하고 일본어 IME 입력 시 아래

와 같은 경우 캐럿 위치나 입력값이 잘못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키패드로 숫자를 빠르게 입력하는 경우

● 일본어 IME 입력 중 미확정 문자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빠른게 입력하는 경우

format 속성값은 예시이며, 다른 설정값에서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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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EditControl을 사용하는 Calendar, Grid, Spin 컴포넌트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OM 레벨에서 캐럿 위치 처리 방식에 대한 브라우저 별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이며 넥사크로플랫폼에서 이를 보정할

수 없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89301

88784

2020-06-11 윈도우 운영체제 Chrome, Edge(80 이상 버전)에서 발생합니다.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4.3.41 system.print 메소드 실행 시 2페이지 이후 콘텐츠를 출력

하지 못하는 현상

출력할 대상 콘텐츠가 2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 Firefox 브라우저에서 system.print 메소드 실행 시 2페이지 이후 콘

텐츠를 출력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position:absolute 스타일을 사용한 HTML/CSS 콘텐츠에서도 2페이지 이후 콘텐츠를 출력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

합니다.

해당 현상은 position:absolute 스타일 관련 브라우저 버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https://bugzilla.mozilla.org/show_bug.cgi?id=546559

https://bugzilla.mozilla.org/show_bug.cgi?id=179135

RP 작성일 설명

89569 2020-06-26 Firefox 브라우저에서 발생합니다.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4.3.42 일본어 입력 시 확정 전 value 속성값으로 반영되는 현상

Chrome, Edge 브라우저에서 일본어 IME에서 입력 후 확정한 문자열을 CTRL+A 단축키로 선택한 상태에서 첫 번째

글자와 같은 글자를 다시 입력하면 확정하기 전에 입력한 글자가 value 속성값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dit 컴포넌트에 "あああ" 문자열을 입력하고 확정한 후 CTRL+A 단축키로 문자열을 선택한 상태에서 "あ"

를 입력할 때 value 속성값은 아래와 같이 반영됩니다.

브라우저 value

Chrome, Edge 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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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E], Firefox, IE, Safari あああ

RP 작성일 설명

89944 2020-09-07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4.3.43 MaskEdit 컴포넌트 텍스트 편집 영역에 포커스가 있는 경

우 IME 동작 차이

MaskEdit 컴포넌트는 type, format 속성 설정에 따라 제한된 ASCII 문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MaskEdit 컴포넌트의 텍스트 편집 영역에 포커스가 있을 때 IME 사용 제어가 가능한 일부 브라

우저에서 IME를 비활성화 상태로 변경합니다. IME 비활성화 상태에서는 ASCII 문자 입력만 허용됩니다.

브라우저 포커스 시 IME 처리 방식

[NRE], IE, Firefox IME 비활성화

Chrome, Edge, Safari 영향 없음

IME 비활성화는 CSS ime-mode 속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속성은 Deprecated 상태이며 브라우저 제조사 업데이트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https://developer.mozilla.org/en-US/docs/Web/CSS/ime-mode

RP 작성일 설명

90516 2021-06-09 개별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 차이입니다.

4.4 제품 기능 제약

4.4.1 Calendar 컴포넌트의 popuptype 속성값에 따른 제약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Calendar 컴포넌트의 popuptype 속성값이 "system"일 경우 Calendar 컴포

넌트에서 지원하는 이벤트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지원여부 대상 이벤트

지원 canchange, onchanged, oncloseup, oncontextmenu, ondrag, ondrag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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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dragmove, ondrop, ondropdown, oneditclick, oninnerdatachanged, oninput,

onkeydown, onkeyup, onkillfocus, onlbuttondown, onlbuttonup, onmouseenter,

onmouseleave, onmousemove, onmove, onrbuttondown, onrbuttonup, onsetfocus,

onsize, ontouchend, ontouchmove, ontouchstart

미지원 ondayclick

RP 작성일 설명

47974 2016-05-13 Calendar 컴포넌트의 popuptype 속성값에 따라 일부 이벤트가 지원되지 않습

니다.

4.4.2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생성한 엑셀 파일의 셀을

복사해 다른 문서로 붙여 넣으면 색상이 달라지는 현상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orttype 속성값을 nexacro.ExportTypes.EXCEL 상수값으로 지정한 경우 내려

받은 엑셀 파일을 열어 셀 항목을 복사해서 새로운 엑셀 문서에 복사할 때 지정된 색은 복사되지 않습니다.

exporttype 속성값의 default 값은 nexacro.ExportTypes.EXCEL 입니다.

RP 작성일 설명

48114 2016-05-18 Excel 97~2003 버전의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색 정보는 해당 파일에만 적용됩

니다. 셀 항목을 복사해 다른 파일로 붙여 넣는 경우에는 해당 색 정보를 찾을 수

없어 사용자가 원하는 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처리됩니다.

4.4.3 화면 확대, 축소 시 Grid 컴포넌트의 셀 선택 기능 제약

Grid 컴포넌트의 selecttype 속성값이 "multiarea"일 경우 브라우저를 확대하거나 축소한 상태에서 Cell 영역을 마

우스로 드래그해서 다중 선택하는 경우 선택영역이 원하는 영역과 다르게 선택됩니다. Grid 컴포넌트 내 다중 선택

시 Grid 컴포넌트 영역 밖으로 마우스 포인터가 벗어나더라도 선택 기능이 동작해야 하므로 스크린 좌푯값을 사용합

니다. 이 과정에서 선택영역이 다르게 선택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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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 제약 발생 환경

웹브라우저 브라우저 자체 확대, 축소 기능 사용 시

RP 작성일 설명

70879 2017-01-17 선택영역이 다르게 선택되는 문제는 아래와 같은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확대 또는 축소했을 때 화면상에서 컴포넌트의 크기는 변하지만, HTML 노드

에서 크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2) 확대 또는 축소했을 때 화면상에서 컴포넌트의 크기가 변하면서 마우스가 컴

포넌트 위에 머무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4.4.4 WebBrowser 컴포넌트의 인쇄 시 제약

System.print 메소드 호출 시 창 크기가 작아 스크롤바가 활성화되면서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영역까지 인쇄할 수 있

습니다. 하지만 Form 내에 WebBrowser가 포함된 경우에는 print 메소드 호출 시 자바스크립트의 window.print

메소드를 실행합니다. window.print 메소드는 화면에 표시되는 영역만 인쇄합니다.

브라우저 System.print 처리 방식

[NRE] WebBrowser 컴포넌트와 상관없이 Form 영역 모두 인쇄

Chrome, Edge, Firefox, IE, Safari WebBrowser 컴포넌트가 포함된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영역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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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같은 경우 Form에 Edit 컴포넌트 2개가 위 아래로 배치되어 있고 오른쪽에 WebBrowser 컴포넌트가 배치

되어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ystem.print 메소드 호출 시 NRE 환경에서는 빨간색 영역을 인쇄하지만 웹브라우

저에서는 실행된 창에 보이는 파란색 영역을 인쇄합니다.

RP 작성일 설명

71680 2017-02-08 웹브라우저 기능 제약으로 Form에 WebBrowser 컴포넌트가 포함된 경우에 메

소드 처리 방식이 NRE와 웹브라우저가 다르게 구현됐습니다.

2017-06-15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제 이미지를 추가했습니다.

4.4.5 자바스크립트 메소드 사용 시 제약

지시자를 지정하지 않고 alert, confirm 메소드를 호출하는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의 메소드가 실행됩니다. 자바스

크립트의 메소드는 넥사크로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메소드와 동작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this.Button00_onclick = function(obj:nexacro.Button, e:nexacro.ClickEventInfo) {

alert("TEST"); // javascript alert method

this.alert("TEST"); // Form object alert method

nexacro.getApplication().alert("TEST"); // Application object alert method

}

아래 그림과 같이 넥사크로플랫폼에서 재정의한 메소드는 내부적으로 연계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코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메소드와는 다른 형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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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작성일 설명

2017-05-22 넥사크로플랫폼 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 메소드의 이름이 같아 생길 수 있는

제약입니다. 개발 시에는 Form 또는 Application 오브젝트의 메소드를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합니다.

4.4.6 HTTP 헤더 적용 시 일부 옵션 제약

보안정책에 따라 서버에서 HTTP 헤더를 설정하거나 HTML 문서에 meta 태그 적용 시 제품 내부 기능 상의 이유로

일부 옵션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Content-Security-Policy

적용 시 옵션에 따라 일부 기능이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넥사크로플랫폼 라이브러리 내부에서 eval 함수나 인라

인 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코드가 보안 정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eval 함수나 인라인 스크립트를 허용하는 옵션을 추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meta http-equiv="Content-Security-Policy"

content="default-src *;

style-src 'self' 'unsafe-inline';

script-src 'self' 'unsafe-inline' 'unsafe-eval'">

https://developer.mozilla.org/en-US/docs/Web/HTTP/Headers/Content-Security-Policy

https://developer.mozilla.org/en-US/docs/Web/HTTP/Headers/Content-Security-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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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rame-Options

DENY 옵션 적용 시 일부 기능이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넥사크로플랫폼 컴포넌트 중 generate 시 IFRAME을

사용하는 컴포넌트(WebBrowser)과 기능(이미지 처리, 텍스트 사이즈 캐시)이 동작하지 못합니다.

아래와 같이 DENY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meta http-equiv="X-Frame-Options"

content="… " />

https://developer.mozilla.org/en-US/docs/Web/HTTP/Headers/X-Frame-Options

RP 작성일 설명

72928 2017-06-15 관련 옵션을 추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약 사항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X-Content-Type-Options, X-XSS-Protection, Strict-Transport-Security 적용 시에는 제약이 없습니

다.

https://developer.mozilla.org/en-US/docs/Web/HTTP/Headers/X-Content-Type-Options

https://developer.mozilla.org/en-US/docs/Web/HTTP/Headers/X-XSS-Protection

https://developer.mozilla.org/en-US/docs/Web/HTTP/Headers/Strict-Transport-Security

XSS(Cross-site scripting) 취약점에 대해서는 화면에서 입력되는 텍스트에 대해 필터링을 하거나 서버

에서 검증 후 입력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넥사크로플랫폼 자체에서 모든 보안 취약점을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서버에서 데이터를 전달받는 경우

올바른 데이터로 판단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서버에서 데이터 생성 시 검증된 데이터를 생성해야 합니다.

4.4.7 onusernotify 이벤트 처리 시 브라우저에서 전달되는 값의

길이 제약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로딩된 웹문서에서 값을 전달받은 경우 onusernotify 이벤트를 사용하는데 이때 웹문서

에서 전달된 값을 처리할 때 NRE의 경우 처리할 수 있는 값의 길이 제약이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값의 길이는 최대 512문자(한글, 일본어 256자)입니다.

https://developer.mozilla.org/en-US/docs/Web/HTTP/Headers/X-Frame-Options
https://developer.mozilla.org/en-US/docs/Web/HTTP/Headers/X-Content-Type-Options
https://developer.mozilla.org/en-US/docs/Web/HTTP/Headers/X-XSS-Protection
https://developer.mozilla.org/en-US/docs/Web/HTTP/Headers/Strict-Transport-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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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작성일 설명

76512 2017-10-19 [NRE]에서 웹브라우저(IE)의 title 속성을 사용해 값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해당

속성값 길이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2018-08-08 해당 제약사항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만 발생합니다.

macOS, iOS, Android 운영체제에서는 제약 없이 동작합니다.

4.4.8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Fullscreen 설정 시 키패드가 입력

컴포넌트를 가리는 현상

AndroidManifest.xml 파일 설정 시 아래와 같이 Fullscreen 관련 설정을 추가한 경우 입력 컴포넌트에 포커스를 옮

겼을 때 키패드로 인해 입력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android:theme="@android:style/Theme.NoTitleBar.Fullscreen"

RP 작성일 설명

77480 2017-12-13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넥사크로플랫폼 앱은 FullScreen을 지원하

지 않습니다.

4.4.9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컴포넌트가 최상위에 표시되는 현

상

안드로이드 NRE에서는 일부 컴포넌트 위에 다른 컴포넌트를 배치할 수 없습니다. 팝업으로 표시되는 컴포넌트도 해

당하는 컴포넌트와 겹쳐지는 경우 해당 컴포넌트 아래 표시됩니다.

대상 컴포넌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GoogleMap, WebBrowser

RP 작성일 설명

78897 2018-03-15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WebBrowser 컴포넌트를 포함한 앱 실행 시 제약이

있습니다.

89336 2020-04-23 GoogleMap 컴포넌트에서 같은 제약을 확인하고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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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 fittocontents 속성 적용 시 텍스트 일부가 잘려 보이는 현

상

Static 컴포넌트에서 usedecorate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하고 기울임(italic) 효과를 지정하거나 font 속성에서 기울

임(italic) 속성값을 지정한 상태에서 fittocontents 속성값을 "width"로 지정하는 경우 텍스트 일부가 잘려 보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fittocontents 속성을 적용할 경우 문자열의 너비를 계산하는데 기울임 효과를 적용한 상태의 너

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RP 작성일 설명

80378 2018-07-13 fittocontents 속성 적용 시 기울임 효과를 적용한 문자열의 너비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문자열 일부가 잘려 보이는 현상입니다.

4.4.11 UTF-8 인코딩이 아닌 파일을 열었을 때 문자열이 깨져서

표시되는 현상

인코딩 형식이 UTF-8이 아닌 경우 문자열이 깨져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EUC-KR 인코딩으로 저장된 파일을 넥사

크로 스튜디오에서 열었을 때 한국어 문자열은 깨져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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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크로 스튜디오 내에서 생성하는 파일은 BOM(Byte Order Mark)이 붙지 않은 UTF-8 인코딩 형식의 파일로 생

성합니다. BOM이 붙지 않는 파일은 에디터에서 파일을 열 때 인코딩 방식을 체크하게 되면 탐색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는 인코딩 형식이 UTF-8이라고 가정하고 파일을 처리합니다.

RP 작성일 설명

80075 2018-12-14 제품 성능을 위해 파일 처리 기능을 제약합니다.

4.4.12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다른 도메인 컨텐츠를 연결한

경우 mousemove 이벤트가 멈추는 현상

WebBrowser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으로 현재 도메인과 다른 도메인 컨텐츠를 설정한 경우 창 크기를 변경하려 할

때, WebBrowser 컴포넌트 영역에서 mousemove 이벤트가 멈춥니다.

아래 그림에서 1 번 위치에서 팝업창의 경계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드래그하면서 창 크기를 조정하려고 시

도합니다. 하지만 WebBrowser 컴포넌트와 접하는 2 번 위치에서 mousemove 이벤트가 멈추면서 크기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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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작성일 설명

83330 2019-01-15 Cross Domain 환경일 경우 same-origin 정책으로 인해 IFRAME에서 발생하

는 이벤트 핸들링이 되지 않는 제약입니다.

4.4.13 system.osversion 속성값 처리 시 제약

system.osversion 속성값 처리 시 정확한 운영체제 이름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해당 속성값 처리 시 navigator.user

Agent 문자열 값으로 확인하고 값을 반환하는데, 2개 이상의 운영체제가 같은 문자열을 반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제약입니다.

system.osversion 속성에서 반환하는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윈도우 서버 제품의 경우 윈도우 업데이트나 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ystem.osversion 대상 운영체제

Windows Server 2003 / Windows XP 64-bit Windows XP x64, Windows Server 2003 R2, Windows H

ome Server

Windows Vista Windows Vista, Windows Server 2008

Windows 7 Windows 7, Windows Server 2008 R2, Windows Home

Server 2011

Windows 8 Windows 8, Windows Server 2012

Windows 8.1 Windows 8.1, Windows Server 2012 R2

Windows 10 Windows 10, Windows Server 2016, Windows Server 2

019

RP 작성일 설명

83650 2019-02-08 navigator.userAgent 정보에서 윈도우 서버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발

생하는 제약입니다.

4.4.14 ColumnInfo 오브젝트의 type 속성값을 변경한 후 변경된

type에 해당하는 값을 설정하지 못하는 제약

Dataset 오브젝트 생성 후 ColumnInfo 오브젝트의 type 속성값을 변경하고 변경된 type에 해당하는 값을 설정하려

하면 값이 설정되지 않습니다. Dataset 오브젝트 생성 시 내부적으로 ColumnInfo 오브젝트의 type 속성값에 해당하

는 변환 함수를 연결해놓는데, type 속성값 변경 시 연결된 변환 함수가 바뀌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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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ColumnInfo 오브젝트의 type 속성값이 "BIGDECIMAL"인

경우 아래와 같이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실행하면 type 속성값이 "STRING"으로 바뀌고 "234%"라는 값이 설정되어

야 하지만 변환 함수에서 "BIGDECIMAL" 규칙에 따라 처리하면서 타입이 맞지 않기 때문에 빈값을 설정하게 됩니다.

var colInfo = this.Dataset00.getColumnInfo(0);

colInfo.set_type("STRING");

this.Dataset00.setColumn(2, 0, "234%");

해당 오류는 Dataset 오브젝트의 다른 기능에 영향도를 가지고 있어서 검토 후 수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오류가 수정

되기 전까지 제약 사항으로 처리합니다.

RP 작성일 설명

83193 2019-02-14 운영 중인 기능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토 전까지 수정을 보류하고 제약

사항으로 처리합니다.

4.4.15 스타일 편집기 컴포넌트 프리뷰 창에서 Status에 따른 상태

가 변경되지 않는 현상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테마 또는 XCSS 파일 편집 시 스타일 편집기에서 선택자를 선택하면 컴포넌트 프리뷰 창에

선택자의 Status에 따라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Calendar, Grid 컴포넌트처럼 하위 컨트롤을 가지고 있으면서 프레

임워크 내부적으로 접근 방식을 결정하는 일부 컴포넌트는 Status에 따른 미리보기가 정확하게 지원되지 않습니다.

실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해당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프레임워크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오류를 수정하

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스타일 편집기에서는 disabled 상태의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지만, 화면 디자인 상태에서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지정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미리보기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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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작성일 설명

85014 2019-06-05 해당 오류는 수정되어야 하지만 프레임워크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4.16 LiteDBConnection 오브젝트에서 사용할 DB 파일을 배포

하지 못하는 제약

iOS 운영체제 앱 배포 시 Update Type을 "Server"로 설정한 경우 LiteDBConnection 오브젝트에서 사용할 DB 파

일을 직접 배포할 수 없습니다. iOS 운영체제의 권한 처리에 대한 제약이며 LiteDBConnection 오브젝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스크립트로 DB 파일을 직접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open 메소드 실행 시 LiteDBConnection.openReadWriteCreate 옵션을 설정합니다.

*/

this.Button00_onclick = function(obj:Button, e:nexacro.ClickEventInfo)

{

this.LiteDBConnection00.open("%USERAPP%t.s3db", LiteDBConnection.openReadWriteCreate);

}

/**

* DB 파일을 생성하고 연결된 상태에서 데이터 테이블을 생성하고 필요한 작업을 처리합니다.

*/

var CREATE_QUERY = "CREATE TABLE Persons ()";

this.LiteDBConnection00_onsuccess = function(obj:nexacro.LiteDBConnection,e:nexacro.

LiteDBEventInfo)

{

switch(e.reason)

{

case 5: // LiteDBConnection open()

this.LiteDBStatement00.set_ldbconnection(this.LiteDBConnection00);

this.LiteDBStatement00.executeUpdate(CREATE_QUERY);

break;

}

}

RP 작성일 설명

90369 2020-10-08 앱 배포 방식에 따른 제약사항입니다.

DB 파일을 직접 배포하지 않고 특정 시점에 DB 파일을 생성해 접근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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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약사항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4.4.17 이름 앞부분이 같은 글꼴 사용 시 적용되지 않는 현상

글꼴 이름 앞부분이 같은 경우 동시에 사용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윈도우 NRE에서 처음 생성되는 컴포넌트에 적용한 글꼴 이름에 이후 생성되는 컴포넌트에 적용한 글꼴 이름이 아래

와 같이 포함된 경우 나중에 생성된 컴포넌트에 처음 생성된 컴포넌트 글꼴이 반영되는 제약이 발생합니다.

Arial Black

Arial

예를 들어 첫 번째 Static 컴포넌트의 글꼴이 "Arial Black"이고 두 번째 Button 컴포넌트의 글꼴이 "Arial"인 경우 아

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웹브라우저에서는 "Arial Black"와 "Arial"이 구분되어 처리되는데 윈도우 NRE에서는 "Arial

Black"로만 처리됩니다.

Form이 로딩되는 순서에 영향을 받는 제약 사항입니다.

● 넥사크로 스튜디오 디자인 창에서는 작성 시에는 실행 환경에 따라 정상적으로 글꼴이 반영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으나 넥사크로 스튜디오 종료 후 해당 Form을 최초로 불러오면 윈도우 NRE와 같은

제약 사항이 발생합니다.

● NRE 앱 실행 시에도 제약이 발생하는 Form이 호출되는 순서에 따라 해당 제약이 발생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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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91383 2021-02-02 운영하고 있는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정을 보류하고 제약 사항으로 처리

합니다.

4.4.18 HTML body 태그 내 contenteditable 속성값이 true인 경

우 스크롤 동작 제약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로딩한 HTML 콘텐츠의 body 태그 내에 contenteditable 속성이 포함되어 있고 속성

값이 true인 경우 키패드가 올라온 상태에서 스크롤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UTF-8">

</head>

<body contenteditable="true">

같은 콘텐츠를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면 문제가 없으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에서 실행하는 경우에만 스크롤

동작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넥사크로플랫폼 NRE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제약입니다.

RP 작성일 설명

91925 2021-04-13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하는 제약입니다.

해당 오류는 수정되어야 하지만 프레임워크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4.19 상태바 영역을 두 번 탭할 때 최상단으로 한 번에 스크롤되

지 않는 현상

iOS 운영체제는 상태바 영역을 두 번 탭하면 최상단으로 한 번에 스크롤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파

리 브라우저에서 넥사크로플랫폼 WRE 실행 시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당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상태바 영역에서 탭 이벤트 발생 시 이에 대한 정보를 네이티브앱이 아닌 HTML 환경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넥사크로플랫폼은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 Form이나 컨테이너 컴포넌트에서 자체 구현된 스크롤 기능을 사용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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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P 작성일 설명

93942 2022-02-10 운영하고 있는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정을 보류하고 제약 사항으로 처리

합니다.

4.4.20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alert, confirm 메소드 실행 시

동작이 달라지는 제약

Grid 컴포넌트의 selectchangetype 속성은 속성값에 따라 마우스 클릭 시 이벤트 발생 순서가 달라집니다. selectch

angetype 속성값이 'down'인 경우 마우스 클릭 시 Grid 컴포넌트의 onlbuttondown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1) Grid.onlbuttondown

(2) Dataset.canrowposchange

(3) Dataset.onrowposchanged

(4) Grid.oncellposchanged

(5) Grid.onselectchanged

(6) Grid.onlbuttonup

(7) Grid.oncellclick

위의 이벤트 목록에서 첫 번째(onlbuttondown)부터 다섯 번째(onselectchanged)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 alert, co

nfirm 메소드를 실행하는 경우 창을 닫기 위해 사용자가 열린 창을 클릭하거나 Enter 키를 입력하는 동작이 추가로

발생하며 이벤트 발생 순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alert, confirm 메소드 실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selectchangetype 속성값을 'up'으로 설정해 이벤트 발생 순서를 변

경할 수 있습니다. selectchangetype 속성값 변경 시 다른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고 반영해

주세요.

RP 작성일 설명

95162 2022-08-30 내부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이벤트 중간에 사용자 동작이 발생하며 이벤트 발생

순서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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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품제약사항 제외 항목

4.5.1 동기 통신 지원 제약

iOS 운영체제 버전에 따라 동기 통신을 지원하지 않으며 비동기 방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 처리 방식

iOS 9 이상 WebView가 WKWebView 모드로 동작해서 동기 방식을 지원합니다

iOS 9 미만 WebView가 UIWebView 모드로 동작하므로 동기 방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42234 2015-05-12 iOS NRE에서 바이너리/압축 통신은 DeviceAPI를 사용해 구현되어 있습니다.

iOS에서 제공하는 WebView 환경에서는 동기 통신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2018-08-03 iOS 9 이상인 경우에는 동기 방식을 지원합니다.

2019-11-22 2019년 3월 iOS 최소 사양을 iOS 9으로 변경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은 제약에서 제외합니다.

4.5.2 Radio 컴포넌트의 선택 상태 처리 오류

접근성 속성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스크린 리더 소프트웨어 사용 시 Radio 컴포넌트의 선택 상태를 정상적으로 처리

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특정 아이템이 선택된 경우 "해제 선택한아이템..."으로 음성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해제"라는 문자열이 음성으로 출

력되어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81038 2018-07-27 스크린 리더 소프트웨어의 처리 방식에 따른 오류입니다.

엑스비전테크놀로지 센스리더 사용 시 해당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12-16 센스리더 최신 버전(7.2)에서 해당 오류가 해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은 제약에서 제외합니다.

4.5.3 컴포넌트의 EventHandler 메소드 처리 오류

컴포넌트의 addEventHandler 또는 setEventHandler 메소드를 사용해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추가하는 경우 넥사크

로플랫폼에서 지원하지 않는 eventid를 지정하면 실패로 처리해 -1값을 반환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컴

포넌트의 이벤트 목록 중 실제 구현되지 않은 이벤트가 정의된 경우가 있어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처리해 0을 반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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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예를 들어 Edit 컴포넌트는 onclick 이벤트를 지원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Edit 컴포넌트의 이벤트 목록에

는 onclick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행 시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this.Button00_onclick = function(obj:nexacro.Button, e:nexacro.ClickEventInfo)

{

trace(this.Edit00.addEventHandler('onclick', this.test, this)); // 0 (성공으로 처리)

trace(this.Edit00.addEventHandler('ontest', this.test, this)); // -1 (실패로 처리)

}

넥사크로플랫폼 라이브러리 폴더에서 Edit.js 파일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벤트 목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RP 작성일 설명

71780 2017-07-07 해당 오류는 수정되어야 하지만 일부 사용자가 오류 기능을 활용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12-17 넥사크로플랫폼 14 제약으로 등록된 건이 넥사크로플랫폼 17로 이관되면서 제

외되지 못한 건입니다. 넥사크로플랫폼 17 초기 버전부터 해당 오류는 수정됐습

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은 제약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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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border 영역 처리 시 브라우저별 차이

컴포넌트의 background 영역은 border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border를 투명하게(transparent) 설

정하면 컴포넌트의 background 영역이 표시됩니다. 아래 이미지의 경우 Div 컴포넌트의 background 색상을 지정

하고 border 속성값을 10px로 지정했을 때 background 영역 위에 border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RE의 경우에는 같은 속성값이라도 border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background 영역으로 처리합니

다. 그리고 border 영역을 투명하게 표시하면서 컴포넌트의 부모 오브젝트의 background 색상이 노출됩니다.

브라우저 처리 방식

[NRE] border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background 영역으로 처리합니다.

Chrome, Edge, Firefox, IE, Safari border 영역을 포함한 영역을 background 영역으로 처리합니다.

RP 작성일 설명

83169 2019-02-26 기존 기능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토 전까지 수정을 보류하고 제약 사항

으로 처리합니다.

83979 2019-12-19 background-origin, background-clip 속성이 추가되어 NRE, 웹브라우저 모

두 같은 형식으로 영역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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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당 건은 제약에서 제외합니다.

RP 작성일 설명

4.5.5 setFocus 메소드 실행 시 캐럿이 이동하지 않는 현상

Edge 브라우저 사용 시 Edit 계열 컴포넌트의 onkillfocus 이벤트 함수 내에서 같은 컴포넌트의 setFocus 메소드를

호출하는 경우 포커스는 이동하지만 캐럿은 이동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Edit 컴포넌트가 있을 때 첫 번째 Edit 컴포넌트(Edit00)에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Edit

컴포넌트(Edit01)의 편집 영역을 클릭해 포커스를 이동하는 경우 첫 번째 Edit 컴포넌트의 onkillfocus 이벤트가 발

생하는데 이때 포커스는 첫 번째 Edit 컴포넌트로 이동하지만 캐럿은 두 번째 Edit 컴포넌트에 표시되는 현상입니다.

this.Edit00_onkillfocus = function(obj:nexacro.Edit,e:nexacro.KillFocusEventInfo)

{

if(obj.value == null) obj.setFocus();

};

RP 작성일 설명

71955 2017-02-23 Edge 브라우저 버그입니다.

2020-03-24 2월 Edge 브라우저 44.18362 버전에서 정상 동작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은 제약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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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1 이전 버전 마이그레이션

5.1.1 Winsows XP 미지원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Skia Graphics Library로 변경하면서 일부 운영체제 최소 사양이 변경됐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의 경우 XP를 지원하지 않으며 Android 운영체제의 경우 5.0 이상 버전을 지원합니다. 세부적인 지

원 범위는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제품 정보 > 시스템 요구사항

운영하는 시스템의 사용자 환경에 Windows XP 또는 Windows XP Embedded 운영체제가 포함된 경

우에는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윈도우 XP는 2014년 4월 8일, Windows XP Embedded는 2016년 1월 12일 제조사 지원이 종료되

었습니다.

5.1.2 모듈 프로젝트 (17.1.3.100)

넥사크로 모듈 디벨로퍼를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 넥사크로 모듈 디벨로퍼는 넥사크로 스튜디오 설치 시 같이 설치

됩니다.

넥사크로 모듈 디벨로퍼 가이드

17.1.1.100 미만 버전에서 제공하던 넥사크로 스튜디오 내 모듈 프로젝트 개발 기능에 대한 콘텐츠는 삭제했습니다.

아래 정보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product_information_nexacro_17_ko8ffee3b527adc7ce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module_developer_guide_nexacro_17_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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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도구 가이드 > 생성마법사 | 모듈 프로젝트

개발 도구 가이드 > 모듈 프로젝트 편집

개발 도구 가이드 > 모듈 프로젝트 배포 파일 생성

넥사크로 모듈 디벨로퍼 가이드 beta

17.1.1.100 미만 버전에서 작성된 모듈 프로젝트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전 프로젝트에서 작성한 오브젝트의 js 코드를 참조해 새로 프로젝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5.1.3 넥사크로 플랫폼 17 (17.0.0.2700 이전 버전)

17.0.0.2700 이전 버전의 프로젝트 파일을 열면 아래와 같이 확인 메시지를 표시하며 [Yes] 버튼 클릭 시 마이그레

이션을 진행합니다.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파일 버전 정보가 변경되며 일부 신규 속성값을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된 이후에는 이전 버전의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변경된 프로젝트를 다시 열 수 없

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백업한 후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파일 버전 정보 변경

아래와 같이 파일 버전 정보가 변경됩니다.

항목 항목 변경

프로젝트 파일 (XPRJ) Project > version 2.0 -> 2.1

Project > type 항목 삭제

모듈 프로젝트 지원하지 않음

폼 파일 (XFDL) FDL > version 2.0 -> 2.1

폼 파일은 이미지 상대 경로 처리 기준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version 정보를 변경합니다. 코드 변경

이 없다면 version 정보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bfdecabeffec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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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그레이션 이후 폼 파일을 수정하고 저장하는 경우 version 정보를 2.1로 변경합니다.

Regenerate

XCSS 파일 변경으로 테마에 포함된 XCSS 파일이 Regenrate 됩니다.

부트스트랩 파일 변경

● 일부 표준에 맞지 않는 태그를 변경했습니다.

17.0.0.2600 이전 버전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1 Transitional//EN">

<html>

<head>

<meta http-equiv="X-UA-Compatible" content="IE=Edge" />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application/xhtml+xml; charset=UTF-8" />

<meta name="viewport" content="user-scalable=1, initial-scale=0.1, width=device-width, target-

densitydpi=device-dpi" />

17.1.0.100 이후 버전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1 Transitional//EN" "http://www.w3.org/TR/html4/

loose.dtd">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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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meta http-equiv="X-UA-Compatible" content="IE=Edge" >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UTF-8" >

<meta name="viewport" content="user-scalable=1, initial-scale=0.1, width=device-width, target-

densitydpi=device-dpi" >

17.1.2.600 이후 버전에서 웹접근성 평가 기준에 따라 기본 부트스트랩 파일 content-type meta 태그

속성값을 아래와 같이 변경했습니다.

content="text/html; charset=UTF-8"

-> content="application/xhtml+xml; charset=UTF-8"

해당 속성은 부트스트랩 템플릿 관리하기 기능을 사용해 다른 값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7.1.2.600 이후 버전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1 Transitional//EN" "http://www.w3.org/TR/html4/

loose.dtd">

<html>

<head>

<meta http-equiv="X-UA-Compatible" content="IE=Edge" >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application/xhtml+xml; charset=UTF-8" >

<meta name="viewport" content="user-scalable=1, initial-scale=0.1, width=device-width, target-

densitydpi=device-dpi" >

datatyperule 속성

새로 생성하는 프로젝트의 겨우 datatyperule 속성값을 "2.0"으로 설정하지만, 마이그레이션인 경우에는 "1.0"으로

설정되고 변경된 Data 유효성 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속성값을 "2.0"으로 변경하는 경우 데이터 유형에 맞는 데이터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데이터 범위를 벗어나거

나 이전 버전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값의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설치 경로 변경

이전 버전을 덮어쓰지 않고 새로운 폴더에 설치됩니다.

항목 기존 경로 변경

기본 설치 폴더 C:\Program Files (x86)\nexacro\17 C:\Program Files (x86)\nexacro\17.1

Alias 경로도 버전에 따라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USERAPP% 으로 설정한 경우 실제 경로가 17이 아닌 17.1로

설정됩니다.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88b4c3d7b34585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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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존 경로 변경

%USERAPP% %LOCALAPPDATA%LOW\nexacro\17 %LOCALAPPDATA%LOW\nexacro\17.1

Alias 경로는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앱 배포 가이드 > Alias 경로

이미지 상대 경로 처리 기준 변경

ImageViewer 컴포넌트의 image 속성값 또는 컴포넌트의 background, icon 등의 속성을 지정할 때 서비스 경로가

아닌 폴더를 지정하는 경우에 상대 경로를 처리하는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프로젝트 폴더를 기준으로 상대 경로를 지정했다면 17.1에서는 컴포넌트가 로드되는 XFDL 파일을 기준으

로 상대경로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폴더 아래에 "TEST"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이미지 파일을 지정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항목 기존 값 변경 값

image image="url('TEST\13943.png') image="url('..\TEST\13943.png')

서브 폴더(FrameBase/TEST)를 만들어서 Form을 생성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7.1 이전 버전에서는

서브 폴더를 만들어서 Form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항목 기존 값 변경 값

image - image="url('..\..\TEST\13943.png')

유효하지 않은 라이선스

● 클라이언트(NRE) 라이선스가 아래와 같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앱 실행을 중단합니다.

○ 지정한 경로에 라이선스 파일이 없는 경우

○ 라이선스에 명시된 정보와 실제 사용 환경이 다른 경우 (제품 정보, IP 주소, 운영체제)

○ 사용 기간을 벗어나는 경우 (기간 만료, 시작일보다 일찍 실행되는 경우)

○ 라이선스에 허가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 라이선스 파일이 변조된 경우

● 서버(X-API, X-PUSH) 라이선스가 아래와 같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버 응답을 중단합니다.

○ 지정한 경로에 라이선스 파일이 없는 경우

○ 라이선스에 명시된 정보와 실제 사용 환경이 다른 경우 (IP 주소)

○ 사용 기간을 벗어나는 경우 (기간 만료, 시작일보다 일찍 실행되는 경우)

○ 라이선스 파일이 변조된 경우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a2bffd2dcf07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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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운영체제 NRE 앱에서는 유효하지 않는 라이선스 체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5.1.4 넥사크로 플랫폼 14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 마이그레이션 기능이 동작합니다. 마이그레이션 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개발 도구 가이드 > 마이그레이션

5.2 플랫폼 변경 기능

5.2.1 용어 변경

기존에 런타임 또는 넥사크로 브라우저라고 부르던 용어를 NRE(Nexacro Runtime Environment)로 변경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의 경우에도 NRE와 비교하는 경우에는 WRE(Web Runtime Environment)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프로

젝트 내에서 관리하는 Application과 구분하기 위해 최종 사용자가 실행하는 것은 App으로 표현합니다.

제품 정보 > 넥사크로플랫폼 17 개요

5.2.2 Data Validation

데이터 타입과 맞지 않거나 예외적인 데이터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리하고 일관성 있는 Data Validation(유효성 처리

) 규칙을 적용합니다.

datatyperule 속성값을 "1.0"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전 버전에서 작성한 프로젝

트의 경우에는 아래 변경 정보를 참고하세요.

응용 개발 가이드 > Dataset Validation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25c78f15984ab038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product_information_nexacro_17_ko0191cf1e6a3d0bdf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advanced_development_guide_nexacro_17_koa2db3b9fa2618f52


93 | 제품 정보

5.2.3 NRE 로그 (17.1.2.100)

NRE 실행 시 로그를 원하는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 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7.1.0.100에서 지원하던

로그 기능의 사용성을 개선하고 앱 내에서도 로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앱 배포 가이드 > NRE 로그 확인하기

5.2.4 Extension API 2

기본 제공되는 키보드, 마우스, 터치 디바이스 외 음성이나 영상 인식 등 확장을 위한 구조가 추가됐습니다. 디바이스

확장을 위해 DeviceAdaptor, Command Filter 등의 개념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확장 모듈을 개발할 수 있도록 Exte

nsion API 버전 2를 지원합니다.

응용 개발 가이드 > 음성인식 모듈 사용하기

5.2.5 Graphics 컴포넌트

Graphics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원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트 컴포넌트 개발

시 Graphics 컴포넌트로 이미지 영역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활용 워크북 > Graphics

5.2.6 Xpush protocol V3.0

X-PUSH 서버 기능이 업데이트되면서 XPush 오브젝트에 이를 지원하는 속성이 추가됐습니다.

속성 설명

protocolversion 다중 Push 처리를 지원하는 프로토콜이 추가되면서 용도에 따라 버전 정보를 구분하는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사용하는 X-PUSH 서버 버전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속성값이 달라집니다.

projectid X-PUSH 서버와 통신 시 사용하는 ID 속성입니다.

메소드 호출 시 projectid 속성값을 전달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가 추가됐습니다.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9fac5b545f18088b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advanced_development_guide_nexacro_17_kocf47cea480947960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developer_guide_nexacro_17_koc33c30213ef848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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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TopicWithUserID(strMessageType, strMessageKey, strUserID[, strProjectID]);

registerMessageCountWithUserID(strMessageType, strMessageKey, strUserID[, strProjectID]);

unregisterTopicWithUserID(strMessageType, strMessageKey, strUserID[, strProjectID]);

5.2.7 다국어 처리 인터페이스

한국어나 일본어처럼 IME를 사용해서 텍스트 편집을 하는 경우 언어에 따라 필요한 동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 인

터페이스를 정리했습니다. 라이브러리 내에서 아래와 같이 코드가 분리해 관리합니다.

nexacro17lib\component\ComComp\lang\ko\ime.js

nexacro17lib\component\ComComp\lang\ja\ime.js

5.2.8 TLS 1.0, 1.1 지원 종료 (17.1.2.100)

주요 웹브라우저에서 TLS(Transport Layer Security) 1.0, 1.1 지원을 중지함에 따라 넥사크로플랫폼에서도 TLS 1.

0, 1.1 지원을 종료합니다.

IE, Edge: https://blogs.windows.com/msedgedev/2018/10/15/modernizing-tls-edge-ie11/

Firefox: https://blog.mozilla.org/security/2018/10/15/removing-old-versions-of-tls/

Chrome: https://blog.chromium.org/2019/10/chrome-ui-for-deprecating-legacy-tls.html

넥사크로플랫폼 앱에서 TLS 1.0 또는 1.1으로 설정된 서버에 접근할 경우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고 앱을 종료하거나

해당 프로세스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윈도우 운영체제 앱에서 부트스트랩 파일 접근 시 TLS 1.2 미만

버전이면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고 앱을 종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러 메시지 및 표시 형식은 운영체제, 실행 프로세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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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Easy UI Core 기능 지원 (17.1.2.100)

PDF 파일에 넣을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웹 뷰어 또는 유투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욘드 스크린’에 대응하기 위한 UI·UX 플랫폼의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많은 고객, 그리고 개발

자가 이용하게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다양한 신기술 등장에 따라 UI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복잡한

개발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출처 : 확대되는 ‘비욘드 스크린’ 환경, OSMU로 넘어선다 | 데이터넷 2020.04.03

데이터(Model), UI 템플릿(View), 액션(Action)을 선택하고 조합해서 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합니다. 현

재 버전에서는 프로젝트 내에서 공통 개발 단계에서 디자인팀과 함께 ViewSet 템플릿, View 템플릿을 정의하고 데

이터 스키마에 따라 Model을 구성하고 필요한 Action을 만들어 개발팀에서 이를 화면 요구 사항에 따라 조합하고 기

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존 개발자에게는 보다 높은 생산성의 손쉬운 개발 환경인 Low-code를 제공해

주고, 개발자의 범위를 전문 개발자 외의 업무설계자나 최종사용자에게까지도 넓혀주는 No-code도 포괄하며,

현업과의 빠른 업무진행의 도구로도 활용됨은 물론 롱 테일 분야의 개발 병목도 일부 해소하여 최종적으로 현

업 및 IT 개발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효율 개선이 가능한 Digital Transformation을 제공하게 됩니다.

출처 : 비즈니스 프로세스 효율 개선과 혁신-Easy UI | 투비통 2020.02.28

개발 도구 가이드 > Easy UI Core

- Easy UI Core 샘플을 내려받아 기능을 살펴보고 각 샘플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합니다.

개발 도구 가이드 > Project Wizard에서 Easy UI 모드 활성화하기

-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 Easy UI 모드를 사용하면 필요한 옵션을 활성화하고 기본 샘플을

http://docs.tobesoft.com/r/viewer/book/34818346645706bb
https://www.youtube.com/embed/9rlSmdfX3Go?wmode=transparent
https://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410
http://tobetong.com/?p=10635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248757848ce319af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a05fa2184fa8fc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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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합니다.

개발 도구 가이드 > ViewSet 템플릿 등록하고 사용하기

- View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ViewSet 템플릿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넥사크로 17.1 EasyUI 개발 교육 동영상 링크입니다.

1. EasyUI 개요 & 개발방법 소개 https://youtu.be/9rlSmdfX3Go

2. 기능 활용 https://youtu.be/wokCs41B3aQ

3. 조회화면 만들기 https://youtu.be/C-m6sQ9WWRY

4. Master Detail 화면 만들기 https://youtu.be/BV-guERoN5k

5.2.10 NRE 원격 디버깅 (17.1.2.100)

NRE 실행 시크롬, Edge 브라우저의 Devices inspect 기능을사용해실행중인앱디버깅을할수있습니다. 윈도우,

macOS, Android 운영체제를 지원합니다.

앱 배포 가이드 > NRE 원격 디버깅

5.2.11 DataObject 오브젝트 (17.1.2.100)

JSON이나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DataObject 오브젝트를 추가했습니다. REST API 통신을 지원하

며 DataSet 오브젝트와 바인딩을 통해 받아온 데이터를 Grid 컴포넌트 등에 바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간단한 예제를 통해 동작 방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활용 워크북 > DataObject

- DataObject 오브젝트를 활용한 예제를 살펴봅니다. 예제를 통해 기본 기능을 설명합니다.

개발 도구 가이드 > DataObject Editor

- DataObject Editor 기본 기능을 설명합니다.

5.2.12 NRE 폰트 엔진 변경 (17.1.2.100)

외곽선 방식의 글꼴(벡타 글꼴)이 좀 더 자연스럽게 표시되도록 폰트 엔진이 변경됐습니다. 폰트 엔진 변경으로 아래

와 같은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width

폰트에 따라 자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입력한 텍스트 너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5ee33c4b63947bf2
https://youtu.be/9rlSmdfX3Go
https://youtu.be/wokCs41B3aQ
https://youtu.be/C-m6sQ9WWRY
https://youtu.be/BV-guERoN5k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a455d058deae4676
http://docs.tobesoft.com/developer_guide_nexacro_17_ko#124526e754a76021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87fb25ca939491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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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wrap 속성을 설정한 경우 줄바꿈이 처리되는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valign

폰트에 따라 텍스트의 높이를 처리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valign 적용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2.13 WebView 컴포넌트 (17.1.3.100)

윈도우 운영체제 NRE에서 WebBrowser 컴포넌트는 InternetExplorer WebBrowser Control 기반으로 동작합니

다. 때문에 IE 지원을 중단한 콘텐츠(유튜브 등)를 표시하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약을 해소하고자 윈

도우 운영체제 NRE에서 WebView 컴포넌트는 Microsoft Edge WebView2 Control 기반으로 동작하도록 구현했

습니다.

컴포넌트 기반이 되는 컨트롤 변경으로 지원하는 기능 일부는 WebBrowser 컴포넌트와 다릅니다.

● 지원하지 않는 메소드 (setProperty, getProperty, callMethod)

● 새로 추가한 메소드 (goBack, goForward, callScript)

웹페이지에서 onusernotify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코드도 실행 환경에 따라 다르게 처리했었는데 WebView 컴포넌

트는 하나의 코드로 동작하게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if(nexacro)

nexacro.fireUserNotify("sendToNexacro TEST");

5.3 개발 도구 변경 기능

5.3.1 Form 템플릿

자주 사용하는 폼을 템플릿으로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 도구 가이드 > 폼 템플릿 등록하고 사용하기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8f7ffff422d9b0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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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Component 프리셋

자주 사용하는 컴포넌트는 프리셋 형태로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 도구 가이드 > 컴포넌트 프리셋 등록하고 사용하기

5.3.3 LiteDB 에디터

LiteDBConnection, LiteDBStatement 오브젝트를 사용 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조회하고 쿼리를 작성하는 에디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 도구 가이드 > LiteDB 데이터베이스 파일 정보 조회 및 쿼리 편집기

5.3.4 Form, 이미지 미리보기

Form이나 이미지를 열어보지 않고 어떤 형태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 도구 가이드 > Form, 이미지 미리보기

5.3.5 서브 폴더 관리

TypeDefinition에서 서브 폴더를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의 유형이 확대됐습니다. Form이나 이미지 파일을 폴더 단

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발 도구 가이드 > 서비스 정보 편집

5.3.6 웹 서버 URL 설정

로컬 웹 서버 외 톰캣 같은 웹 서버 URL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 도구 가이드 > 옵션 설정 (Launch)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9c434edf384a537e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e5847e4155221dff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1be8985b21ae4f06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e5507d937074461e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14b75a643f7ecf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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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MetaInfo 에디터

MetaInfo 편집 기능이 좀 더 직관적이고 간결해졌습니다.

넥사크로 모듈 디벨로퍼 가이드 (베타)

5.3.8 부트스트랩 템플릿 관리 기능 (17.1.2.100)

프로젝트 generate 시 생성되는 부트스트랩 파일 중 HTML 파일의 일부 내용을 템플릿 형태로 수정하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외부 스크립트 코드를 추가할 수 있으며 URL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값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수정할 수 있습

니다.

개발 도구 가이드 > 부트스트랩 템플릿 관리하기

5.3.9 BuildApp 사용성 개선 (17.1.2.100)

BuildApp 실행 시 필수 항목만 선택하고 바로 앱을 생성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개선했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옵

션 항목은 필요한 경우 옵션 항목을 펼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발 도구 가이드 > 사용자에게 배포할 설치 파일(또는 웹 문서) 만들기

iOS, Android, macOS 앱 빌드 시 사용하는 AppBuilder 콘솔 화면의 사용성도 같이 개선했습니다. 전체적인 UI를

개선했으며 관리자가 개발자가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했습니다.

서버 설정/개발 가이드 > App Builder

앱 배포 가이드 > App Builder (Android, iOS, macOS)

5.3.10 External Application (17.1.3.100)

넥사크로 스튜디오 내에서 열려있는 프로젝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External Application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템

플릿으로 제공되는 프로젝트를 활용하거나 새로 External Application 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 도구 가이드 > External Application Project 템플릿

개발 도구 가이드 > External Application 개발하기

개발 도구 가이드 > Options > Environment > External Tools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nexacro_module_developer_guide_beta_koca6d67f068a92ae7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88b4c3d7b34585f8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aac363b6d8c94468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server_setup_guide_nexacro_17_koddd4fd8a806f9d9a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355c211288d5174f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b2d627db0d957076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6bd89c59aca16c0e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fdec42a9bc626a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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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1 Generate Event (17.1.3.100)

Generate 동작 전 또는 후에 실행 명령을 추가해 코드를 검사하는 등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실행 결과는 Out

put 창에 표시됩니다.

개발 도구 가이드 > Options > Project > Generate > Event

5.3.12 실행 환경에 따른 배포 파일 목록 최적화 (17.1.3.100)

각 배포 파일 목록에 scriptsfilter 속성을 추가하고 실행 환경에 따라 필요한 파일만 배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수정했

습니다. 예를 들어 WebBrowser 실행 환경이라면 Element_Runtime.js 파일처럼 NRE에서만 사용하는 파일은 제외

하고 배포합니다.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라이브러리 파일을 그대로 업데이트하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Deploy 메뉴를 사용해 배포 파일을 생성하고 생성된 파일을 배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듈 배포 시에도 scriptsfilter 속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넥사크로 모듈 디벨로퍼 가이드 > 모듈 설치 파일 만들기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eb5bf538239cdf98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module_developer_guide_nexacro_17_ko0270c3cf4796e8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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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1.0.1500

File Version 2023.05.11.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6.2 신규기능

1. Grid, ListView Cell별 RTL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96671)

설명

● Grid, ListView의 Cell에 RTL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관련 메타인포 작업

○ CellSubCellControl.info

○ GridCellControl.info

○ ListViewCellControl.info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 Grid > Objects > GridCellControl > Objects > CellSubCellControl > Property > rtl

■ Grid > Objects > GridCellControl > Property > rtl

■ ListView > Objects > ListViewCellControl > Property > r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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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xtarea에서 다국어(아삼어) 입력 시 영문처럼 단어 단위 자동 줄바꿈을 수행하도록 wordwrap에 기능을 추

가했습니다. (RP 96233)

설명

● Textarea의 wordwrap에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wordwrap에 "both" 값 추가

○ Windows, macOS, Android NRE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TextArea > Property > -nexa-word-wrap

○ Components > Component >

■ Grid > Objects > GridCellControl > Property > -nexa-word-wrap

■ Grid > Objects > GridCellControl > Objects > CellSubCellControl > Property > -nexa-word-wrap

■ ListView > Objects > ListViewCellControl > Property > -nexa-word-wrap

○ Components > Component > Static > Property > -nexa-word-wrap

○ Components > Component > Button > Property > -nexa-word-wrap

○ Components > Component > FileDownload > Property > -nexa-word-wrap

6.3 변경기능

1. User-Agent String 프리징 정책으로 HTTP, HTTPS 환경에 따라 버전 출력 방식을 변경했습니다.(RP 95570)

설명

● 현재 User-Agent에서 Client Hints 기능으로 chrome, chromium 112 버전에서 OS 버전 및 브라우저 버전 출력에 대한

내용이 패치가 됐습니다.

● 브라우저 기본 정보에 대한 내용은 navigator의 내용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 Windows OS의 경우 내부 분기 처리 코드로 인해 새로운 Windows OS 발매 시 추가적인 코딩이 필요합니다.

○ 해당 내용은 URL을 참고해 주세요. Sec-CH-UA-Platform-Version 처리 내용

6.4 오류수정

https://textslashplain.com/2021/09/21/determining-os-platform-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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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ombo

RP 설명

95820 Combo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데이터 중 빈 값이 있는 경우 index 속성값이 설정한 값이 아

닌 -1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3.9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5663 Combo 컴포넌트의 onitemchanged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부모 ChildFrame 오브젝트의 formurl 속성

값을 변경해 화면을 이동하는 경우 이동한 화면 내에서 컴포넌트의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Dataset

RP 설명

95496 Dataset 오브젝트의 findRowExpr 메서드 실행 시 특수문자가 포함된 값을 strExpr 파라미터로 설정하면 스크

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96402 Edit 컴포넌트의 displaynulltext 속성값을 스크립트에서 설정한 후 value 속성값을 null로 설정한 경우 text 속

성값에 displaynulltext 속성값이 설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leDownTransfer

RP 설명

95716 FileDownTransfer 오브젝트의 download 메서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Pa

d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1.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Grid

RP 설명

96704 Grid 컴포넌트의 rtl 속성값이 true인 경우 cellsizingtype 속성값을 설정하고 칼럼 사이즈 조정 시 움직이는 반

대 방향으로 크기가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6247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combodisplaynulltext 속성값을 설정하고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데이

터에 undefined 값이 있는 경우 스크롤 동작 시 undefined 값이 포함된 Row가 표시될 때 combodisplaynullt

ext 속성이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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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44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wordWrap 속성값을 XCSS에서 설정한 경우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6037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mask"이고 expr 속성값에 칼럼값을 연산하는 수식을 설정

한 경우 셀 편집 상태에서 expr 속성에서 연산된 결괏값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3.100 이후 버

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5840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tset 오브젝트의 데이터가 대용량인 경우 Grid 컴포넌트의 수평 스크롤 이동 후

수직 스크롤 이동 시 Row 영역이 깨져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1.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

류입니다).

95765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treeitemcontrol"이고 Grid 컴포넌트의 스크롤이 활성

화된 경우 트리를 확장했다가 축소하고 다시 확장했을 때 treeitembutton 이미지가 잘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17.1.3.9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5463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이고 onrbuttonup 이벤트 핸들러 함수에서 showModalSync

메서드 실행 후 팝업창을 닫을 때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5459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을 expr로 설정한 경우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

ortData 메서드 실행 시 셀 형식이 잘못 지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5453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인 경우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canrowposchange 이벤

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setTimer 메서드를 실행하고 ontimer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reset 메서드를 실행

했을 때 화면 갱신이 안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ListView

RP 설명

96511 ListView 컴포넌트 Detail Band 오브젝트의 cssclass 속성값을 Expr 형태로 설정하고 컴포넌트 스크롤바를 이

동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스타일이 잘못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6500 ListView 컴포넌트에서 enableredraw 속성값을 false로 변경하고 showDetailBand 메서드 실행 후 enablere

draw 속성값을 truie로 변경하면 Detail 밴드가 접힌 상태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6412 ListView 컴포넌트의 스크롤이 활성화되고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 showDetailBand, hideD

etailBand 메서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1.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6411 ListView 컴포넌트 Body Band 오브젝트의 cssclass 속성값을 Expr 형태로 설정하고 컴포넌트 스크롤바를 이동

시 스타일이 잘못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6264 ListView 컴포넌트의 oncellclick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showDetailBand, hideDetailBand 메서드 실행

시 getBandExpandStatus 메서드 실행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lugin

RP 설명

95760 Plugin 컴포넌트의 license 속성값을 설정해도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

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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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Area

RP 설명

96707 TextArea 컴포넌트의 wordWrap 속성값을 설정하고 텍스트 입력 시 일부 텍스트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TL 언어 텍스트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6699 TextArea 컴포넌트의 rtl 속성값이 true인 경우 오른쪽 padding 설정값을 초과하는 여백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6693 TextArea 컴포넌트에 입력된 글자를 백스페이스 키로 삭제할 경우 글자가 삭제되는 방식이 운영체제와 다른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아삼어 텍스트 중 결합 문자 사용 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96660 TextArea 컴포넌트의 wordWrap 속성값을 설정하고 텍스트 입력 시 일부 텍스트가 분리되어 표시되거나 글자

가 밀려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아삼어, 태국어 텍

스트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WebBrowser

RP 설명

95606 Form 오브젝트의 크기보다 큰 WebBrowser 컴포넌트를 배치하고 WRE 콘텐츠 로드 시 콘텐츠 내 Grid 컴포넌

트와 Form 오브젝트의 스크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WebView

RP 설명

96368 WebView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는 Form 로딩 시점에 팝업창을 연속적으로 생성하려 시도하는 경우 팝업창

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RP 설명

96716

91717

96703

96495

96443

Edit, TextArea 컴포넌트 또는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text", "normal"일 경우

텍스트 편집영역에 입력된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경우 텍스트가 분리되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아삼어, 태국어 텍스트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6698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캐럿 위치가 글자 가운데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아랍어 텍스트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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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96812 rtl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컴포넌트가 포함된 경우 엡 실행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

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6715

96709

컴포넌트에 표시된 텍스트 좌측에 공백이 생기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

류입니다. RTL 언어 텍스트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6507 rtl 속성값을 true로 설정 시 RTL 텍스트 표기 시 아래와 같은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 텍스트 출력 순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

-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방향키 이동 시 캐럿 위치가 잘못 표시되는 오류

- 문자열 선택 시 오동작하는 오류

96390 PluginElement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setProperty, callMethod 메서드 실행 시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6221 Edit 컴포넌트의 onkillfocus 이벤트 핸들러 함수에서 해당 Edit 컴포넌트의 setFocus 메서드를 실행하도록 하

고 Edit 컴포넌트에서 Calendar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이동했을 때 Calendar 컴포넌트에 표시되는 날짜 형식이

잘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6026 transaction 메서드 실행 시 수신하는 데이터 타입이 SSV이고 대량의 데이터인 경우 응답 속도가 느려지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5975 Tab 컴포넌트 Tabpage 오브젝트 내 WebView 컴포넌트가 포함된 경우 다른 Tabpage에서 팝업창 실행 시 비

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5953 ChildFrame 오브젝트의 dragmovetype 속성값이 "normal"일 때 타이틀바가 있는 상태에서 Form 영역 드래

그 시 ChildFrame 오브젝트가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2.3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5932 MainFrame 오브젝트 최소화 시 onsize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1.2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6.4.2 DeviceAPI

RP 설명

95890 LiteDBStatement 오브젝트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에 ASCII 수평 공백 문자 (0x20)가 포함된 경우 스크립트 에

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6.4.3 접근성(Accessibility)

RP 설명

96308 Combo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있을 때 Ctrl+상하방향키로 아이템 이동 시 아이템 정보를 스크린 리더에서 읽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크롬 브라우저에서 센스리더 8.1 버전으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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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96559 Deploy 시 compile 옵션을 설정해도 environment.js 파일이 compile 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5726 프로젝트 내에서 Array 함수를 재정의한 경우 ListView Contents Editor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95573

83410

CheckBox 컴포넌트의 truevalue, falsevalue 속성값 설정 시 속성창 value 속성 항목에 설정한 값이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5164 스크립트에서 Function 메서드(bind 등)를 사용하고 Compress 옵션을 설정한 후 Packing을 진행하면 해당 파

일이 누락되어 생성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4.5 기타

RP 설명

96669

96556

96555

라이브러리 코드 내 소스 보안 관련 코드를 보완했습니다.

- eval 함수로 작성된 코드 수정

- 난수 생성 함수 수정

96531 nexacro.exe 실행 시 -OO 파라미터값을 true로 설정하고 중복 실행했을 때 onduplicateexecution 이벤트 발

생 시 DuplicateExecutionEventInfo 오브젝트의 apparguments 속성값을 확인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6513 2개 이상의 레이아웃을 설정하고 화면 로딩 시 실행되는 레이아웃이 default 레이아웃이 아닌 경우 스크립트 에

러가발생하거나화면이표시되지못하는오류를수정했습니다(17.1.3.1300 이후버전에서발생한오류입니다)

.

95796 Add Network Location(네트워크 위치 추가)으로 설정한 파일 접근 시 허용된 경로임에도 샌드박스 경고가 표

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6.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95570 도움말 항목 중 System.osversion 속성 항목에 브라우저 제약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릴리스 노트 - X-API

7.

X-API는 정기 배포와 별도 버전으로 관리됩니다. 아래 배포 파일명을 참고해주세요.

7.1 2022-11-29

nexacro17_xapi_JAVA_20221129(1.1.2)_1.zip

RP 설명

94850 SSV 통신 시 STRING 이외의 Column type 에서 null 처리를 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7.2 2021-05-26

nexacro17_xapi_JAVA_20210526(1.1.1)_1.zip

RP 설명

92150 라이선스 기한이 정상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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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21-04-27

nexacro17_xapi_JAVA_20210427(1.1.0)_1.zip

RP 설명

91287, 91962 로그 레벨을 debug로 설정한 경우 receiveData, sendData 실행 시 platformdata detail 항목을 표시하

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91286, 91961 로그 레벨을 info로 설정한 경우 receiveData, sendData 실행 시 시간을 표시하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7.4 2021-04-09

nexacro17_xapi_JAVA_20210409(1.0.2)_1.zip

RP 설명

91966 response에서 header의 Contents Type이 encoding 되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7.5 2021-02-25

nexacro17_xapi_JAVA_20210225(1.0.1)_1.zip

RP 설명

91279 Veracode에서 검출된 보안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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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20-11-18

nexacro17_xapi_JAVA_20201118(1.0.0)_1.zip

RP 설명

버전 정책 변경 적용 후 배포

>> xapi동작은 8월 12일 배포 버전과 동일합니다.

>> nexacro17_xapi_JAVA_YYYYMMDD(제품버전)_SEQ.zip

>> nexacro17-xapi-1.0.0.jar

7.7 2020-08-12

nexacro17_xapi_JAVA_20200812_1.zip

RP 설명

89813 DataSet의 컬럼타입이 TIME일때 transaction 시 msec값을 정상적으로 가져오도록 수정했습니다.



릴리스 노트 - XENI

8.

XENI는 정기 배포와 별도 버전으로 관리됩니다. 아래 배포 파일명을 참고해주세요.

8.1 2023-05-15

nexacro17_xeni_20230515(2.5.2)_1.zip

RP 설명

96878
● Excel Export시 Grid cell의 imagestretch를 fixaspectratio로 설정할 경우 cell 테두리가 짤리는 현

상을 수정했습니다.

8.2 2022-12-21

nexacro17_xeni_20221221(2.5.1)_1.zip

RP 설명

96032
● Merge된 Grid를 addExportItem Method로 strExportMerge 매개 변수에 suppress로 수행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증상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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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022-12-06

nexacro17_xeni_20221206(2.5.0)_1.zip

RP 설명

95892

● Excel export 시 지정한 Row 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파라메터를 추가하였습니다.

○ 명칭 : rowheight

○ syntax : exportObj.exportData("rowheight=index:height")

○ ex) exportObj.exportData("rowheight=1:100")

■ 1번째 row 의 height를 100으로 지정

○ ex) exportObj.exportData("rowheight=1:100,2:200")

■ 여러개를 콤마로 구분하여 지정 가능

○ index는 head/body 구분없이 처음부터 0으로 시작합니다.

8.4 2022-11-22

nexacro17_xeni_20221122(2.4.8)_1.zip

RP 설명

95702
● 소수점이 포함된 음수 값을 export 후 출력된 excel 파일에 음수 값이 반올림 되어 보이는 증상을 수

정했습니다.

8.5 2022-10-27

nexacro17_xeni_20221027(2.4.7)_1.zip

RP 설명

95571
● Grid head 에 '<' 또는 '>' 기호를 입력한 경우 export 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현상을 수정했

습니다.

95487
● Grid 에 소수점 자리수를 제한하여 표시되도록 expr 을 설정한 경우 export 된 excel 에서 제한한 소

수점자리수가 적용되어 표시되지 않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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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022-10-11

nexacro17_xeni_20221011(2.4.6)_1.zip

RP 설명

95454 ● Grid 의 text 속성에 더블쿼트("") 가 포함 된 expr 을 설정 시 에러가 발생하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8.7 2022-09-30

nexacro17_xeni_20220930(2.4.5)_1.zip

RP 설명

95424 ● Excel export 시 Grid merge cell 에 있는 image 가 오른쪽으로 밀려서 나오는 현상을 수정했습니

다.

8.8 2022-09-27

nexacro17_xeni_20220927(2.4.4)_1.zip

RP 설명

95307
● Excel export 시 Grid merge cell 에 있는 image 가 merge cell 크기 보다 작게 나오는 현상을 수

정했습니다.

95247 ● Excel Export 시 date format 이 'YYYY/MM/DD' 일때 '/' 가 '-'으로 변경되는 현상을 수정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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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022-07-05

nexacro17_xeni_20220705(2.4.3)_1.zip

RP 설명

94976
● 한컴오피스 한셀에서 작성한 Excel 형식의 파일을 import 실행 시 에러가 발생하는 현상을 수정했습

니다.

94809 ● 리눅스 서버에서 NAS 로 사용중인 import 폴더의 파일을 삭제하지 못하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8.10 2022-06-29

nexacro17_xeni_20220629(2.4.2)_1.zip

RP 설명

94886 ● 리눅스(우분투) 서버에서 Excel export, import 실행 시 에러가 발생하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94903 ● Spring Boot 환경에서 Excel export 실행 시 에러가 발생하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94617

● poi4 버전대가 적용된 xeni사용 하여 import 처리 시 특정 엑셀 파일에서 Zip bomb 에러 발생하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 properties 파일 추가 후 사용 가능합니다.

8.11 2022-03-14

nexacro17_xeni_20220314(2.4.1)_1.zip

RP 설명

94147
● Excel Import 실행 시 userawnumbervalue 속성이 false 인 경우 소수점 아래 자리가 잘못 표시되

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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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2022-02-22

nexacro17_xeni_20220222(2.4.0)_1.zip

RP 설명

93810
● nexacro17_xeni에 포함된 Log4j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Log4j 패키지를 변경했습니다.

○ 적용 버전 : 2.17.1

8.13 2021-12-16

nexacro17_xeni_20211216(2.3.0)_1.zip

RP 설명

93588
● nexacro17_xeni에 포함된 Log4j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Log4j 패키지를 변경했습니다.

○ 적용 버전 : 2.16

8.14 2021-09-28

nexacro17_xeni_20210928(2.2.2)_1.zip

RP 설명

93058 Excel Export, Import 시 XXE 공격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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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2021-08-26

nexacro17_xeni_20210826(2.2.1)_1.zip

RP 설명

92900 Excel Import 시 XXE 공격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강화했습니다.

8.16 2021-06-23

nexacro17_xeni_20210623(2.2.0)_1.zip

RP 설명

92451 CSV 파일 형식을 import 시 importData 메소드의 strRange 파라메터에 숫자가 아닌 설정값을 지정할 경

우 에러가 나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92313 xeni 사용 시 에러 메시지를 상세하게 출력하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log4j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출력합니다.

90475 Excelimport 후 저장된 excel 파일을 스케줄러를 통해 삭제하도록 변경했습니다.

- 변경 전 : monitor-enabled = true 이면 import 후 즉시 삭제합니다.

- 변경 후 : monitor-enabled, monitor-cycle-time, file-storage-time으로 설정한 시간(분) 간격만큼 스

케줄러가 동작하며, 저장된 시간(분)이 지난 엑셀 파일을 삭제합니다.

8.17 2021-05-31

nexacro17_xeni_20210531(2.1.4)_1.zip

RP 설명

92276 Merge Cell 된 Grid 를 Excel Export 시 속도가 저하되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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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2021-04-27

nexacro17_xeni_20210427(2.1.3)_1.zip

RP 설명

91988, 91966 response에서 header의 Contents Type이 encoding 되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 xeni 내부에서 사용하는 xapi를 교체했습니다.

8.19 2021-04-08

nexacro17_xeni_20210408(2.1.2)_1.zip

RP 설명

91902 crossdomain 환경에서 import 할때 빈셀(null) 값이 있을경우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91845 crossdomain 환경에서 import 할때 "" 값이 있을경우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8.20 2021-03-30

nexacro17_xeni_20210330(2.1.1)_1.zip

RP 설명

91469 crossDomain 환경에서 excel import 시 sheetName이 다를 경우 errormsg를 출력하지 않는 문제를 수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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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2021-02-25

nexacro17_xeni_20210225(2.1.0)_1.zip

RP 설명

91427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의 userawnumbervalue 속성값을 false로 지정한 경우 계산식의 결과가 문

자일때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했습니다.

8.22 2021-01-26

nexacro17_xeni_20210126(2.0.0)_1.zip

RP 설명

91337 Excel Export 시 password를 설정하면 'No such file or directory'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

다.

87795 CSV파일을 영역 지정하여 import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86722 확장자가 txt 파일에 구분자와 한정자를 export / import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속성은 separator / quotechar 입니다.

8.23 2020-11-19

nexacro17_xeni_20201119(2.0.0)_1.zip

RP 설명

90496 nexacro17_xeni에서 사용 중인 POI버전에서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POI버전을 4.1.2 로 버전업을 진행했

습니다.

>> JDK 8 이상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버전 정책 변경 적용 후 배포

>> nexacro17_xeni_YYYYMMDD(제품버전)_SEQ.zip

>> nexacro17-xeni-2.0.0.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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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2020-08-19

nexacro17-xeni_20200819_1.zip

RP 설명

90276 Export시 -2020 에러가 발생 할 때 파일 전체 절대경로가 아닌 'No such file or directory' 메세지만 발생

되도록 수정했습니다.

89715 cross domian 환경에서 import response에 개행 문자가 있을 경우 브라우저에서 에러가발생하지 않도록

수정했습니다.

8.25 2020-06-19

nexacro17-xeni_20200619_1.zip

RP 설명

89338 Grid의 selecttype = area이고 CSV Excel Export 시 생성된 엑셀 파일에 첫번째 줄이 빈줄이 포함되는 문

제를 수정 했습니다.

8.26 2020-03-18

nexacro17-xeni_20200318_1.zip

RP 설명

88997 Excel Export 에서 파일 다운로드 시에 Get 방식 패킷을 조작 시 html script 명령어가 실행 되는 보안 문

제를 수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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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2020-01-03

nexacro17-xeni_20200103_1.zip

RP 설명

88341 addExportItem 메소드의 strExportMerge 인수를 "merge"로 설정해서 Export를 수행했을 때 Excel 파

일을 오픈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8 2019-12-10

nexacro17-xeni_20191210_1.zip

RP 설명

88176 사용 기한이 만료된 서버 라이선스를 사용했을 때 출력되는 서버 라이선스 만료 메시지에서 잘못된 날짜가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9 2019-10-23

nexacro17-xeni_20191023_1.zip

RP 설명

87392 Excel Import 시 Excel 파일에 버튼 등의 매크로가 포함된 경우 오류가 발생하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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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2019-09-03

nexacro17-xeni_20190903_1.zip

RP 설명

86553 크로스 도메인 환경에서 Excel Import 시 한글이 깨져서 보이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86740 다수의 Context를 사용하는 경우 Export/Import 경로가 처음 구성된 Path로만 유지되던 현상을 Reques

t 마다 경로를 새로 구성하도록 수정했습니다.

8.31 2019-08-16

nexacro17-xeni_20190816_1.zip

RP 설명

86214 Excel Import 시 Excel 파일명에 "+" 기호가 있을 경우 오류가 발생하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8.32 2019-08-05

nexacro17-xeni_20190805_1.zip

RP 설명

86031 특정 상황에서 multipart/form-data Type의 Request 처리 시 Body의 File Field가 빈 값으로 들어와도

정상 처리되도록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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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2019-07-02

nexacro17-xeni_20190702_1.zip

RP 설명

85919 CSV형식의 파일을 Import 시 첫 번째 Row의 데이터 컬럼수가 다음 Row의 컬럼수보다 작을 경우 오류가

발생하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8.34 2019-4-17

nexacro17-xeni_20190417_1.zip

RP 설명

84392 XENI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벗어난 임의의 경로에 파일을 export하면 파일명의 한글 부분이 깨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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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1.0.1400

File Version 2022.11.29.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9.2 오류수정

9.2.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nimation

RP 설명

93527 Animation 오브젝트의 addTarget 메소드 실행 시 strProps 파라미터값으로 설정한 일부 스타일 속성값이 적

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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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RP 설명

95412 Edit 컴포넌트의 password 속성값과 displaynulltext 속성값을설정한경우텍스트편집영역에포커스이동시

caret이 깜빡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3.9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5094 Edit 컴포넌트에 문자 입력 시 글자가 중복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

생한 오류입니다. 삼성 키보드에서 문구 추천 옵션을 해제한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ExcelExportObject

RP 설명

95274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suppressalign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addExp

ortItem 메소드 실행 시 strExportMerge 파라미터값을 "merge"로 설정한 후 exportData 메소드 실행 시 sup

pressalign 속성값을 설정한 Cell 데이터가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3.3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5250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maskeditpostfixtext 속성값을 설정하고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Ex

port 하는 경우 maskeditpostfixtext 속성값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leDialog

RP 설명

94518 FileDialog 컴포넌트의 open 메소드 실행 시 constOpenMode 파라미터값이 "FileDialog.LOAD"일 때와 "File

Dialog.MULTILOAD"일 때 표시되는 FileDialog가 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orm

RP 설명

95452 Form 오브젝트에서 여러 개의 transaction 메소드를 비동기로 실행하고 cancelTransaction 메소드를 특정 str

SvcID 파라미터값을 설정해 실행한 경우 전체 transaction이 중지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Grid

RP 설명

95457 Grid 컴포넌트의 treeinitstatus 속성값이 "expand,all"이고 바인딩 된 Dataset 오브젝트에 treelevel 값이 0인

데이터가 1건만 있는 경우 화면 로딩 후 트리를 접으면 treeitembutton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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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gin

RP 설명

95715 Plugin 컴포넌트에서 특정 플러그인(TBarCode) ActiveX 연결 후 로딩된 플러그인 화면 클릭 시 에러가 발생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PopupMenu

RP 설명

94710 PopupMenu 컴포넌트에서 prevbutton 또는 nextbutton 클릭 시 구분선의 위치가 잘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ProgressBar

RP 설명

95045 ProgressBar 컴포넌트의 blockgap 속성값을 0으로 설정한 경우 화면 해상도에 따라 blockgap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ab

RP 설명

95025 Tab 컴포넌트의 border 또는 padding 속성값 설정 시 설정한 값만큼 Tab 컴포넌트의 크기가 작게 표시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WebView

RP 설명

95322 WebView 컴포넌트에서 로딩한 웹 페이지 내에서 window.open 실행 시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iOS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WebView 컴포넌트 내 로딩한 웹 페이지 내에서 "tel:전화번호" 형식의 링크 선택 시 invalid 페이지가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95604 Environment 오브젝트의 rtl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경우 화면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

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특정 해상도를 지원하는 장비에서 발생한 건입니다).

95456 nexacro.open 메소드 실행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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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입니다. 특정 외부 프로그램과 충돌로 발생한 건입니다).

95422 MainFrame 오브젝트의 border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right, bottom에 설정된 값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9.2.2 접근성(Accessibility)

RP 설명

95029 TextArea 컴포넌트의 readonly 속성값이 true인 경우 포커스 이동 시 첫 번째 줄만 읽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

E,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센스리더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95266 스크립트 작성 시 기본값 매개변수 형식으로 Function을 정의하고 기본값을 오브젝트 또는 배열 형태로 선언한

경우 스크립트 에러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4 넥사크로 모듈 디벨로퍼

RP 설명

95128 Visible Object 생성 시 Contents 값을 true로 설정한 경우 기본 템플릿에서 생성되는 코드에 _setContents 함

수가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5 기타

RP 설명

95732 윈도우 운영체제 자동 프록시 설정에서 "자동으로 설정 검색" 항목을 "켬"으로 설정한 경우 통신 시 사용자 설정

값을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5288 기기에서 화면 크기를 최대로 설정한 경우 앱 실행 시 화면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삼성 갤럭시 Z 폴드3 기기에서 [설정 > 디스플레이 >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 설정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5257 Win+D 키 입력으로 실행 중인 Form 최소화 시 작업표시줄에서 미리 보기 화면이 적절하게 표시되지 못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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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7 Environment 오브젝트의 key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애플리케이션 로딩 시마다 웹브라우저 localstorage에 en

gine 정보가 누적되어 쌓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9.3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95525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selectchangetype 속성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95433 도움말 항목 중 Environment 오브젝트의 checkversion 속성 설명에서 해결된 버그에 대한 주의 사항을 삭제했

습니다.



2022년 9월 (17.1.3.1300)

10.

10.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1.0.1300

File Version 2022.09.27.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10.2 릴리스 이후 수정 사항

10.2.1 17.1.0.1301

RP 설명

95457 Tree 형태의 Grid 컴포넌트에 0레벨이 1개만 있는 경우 최상단 레벨을 접었을 때 treeitembutton 이미지가 잘

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3.9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95265 오류 수정에 대한 추가 보완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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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오류수정

10.3.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ExcelImportObject

RP 설명

94318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의 importData, importDataEx 메소드 실행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Chrome 브라우저에 고대비 확장 프로그램 설치 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Upload/FileUpTransfer

RP 설명

95074 FileUpTransfer 컴포넌트에서 VirtualFile로 선택한 파일 업로드 시 애플리케이션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GoogleMap

RP 설명

94785 GoogleMap 컴포넌트 내 GoogleMapMarker 오브젝트 클릭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Grid

RP 설명

95265 Tree 형태의 Grid 컴포넌트의 최상단 레벨을 접었을 때 treeitembutton 이미지가 잘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17.1.3.9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5262 Grid 컴포넌트 selecttype 속성값이 "multirow"로 설정하고 2개 이상 항목 선택 시 잘못된 항목이 선택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17.1.3.10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5159 Grid 컴포넌트에서 스크롤 영역 아래에 있는 콤보 데이터가 스크롤 이동 시 바로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17.1.3.9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5145 Grid 컴포넌트의 selecttype 속성값이 "row"인 경우 스크립트에서 mergeCell 메소드 실행 시 선택된 Row가

잘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3.9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524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textarea"이고 textareaautoselect 속성값이 true인 경우

setCellPos 메소드 실행 시 Cell의 내용이 삭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3.10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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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View

RP 설명

94986 ListView 컴포넌트의 expandbar 속성을 XCSS 파일로 정의한 경우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skEdit

RP 설명

95134 MaskEdit 컴포넌트의 format 속성값 설정한 경우 값을 입력한 후 텍스트 편집 영역 전체를 선택하고 이전에 입

력한 값보다 짧은 값을 붙여넣기 하면 이전 값 일부가 남아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Chrome, Edge 브라우저

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Textarea

RP 설명

94908 TextArea 컴포넌트의 수가 많아지면 전체 화면이 느리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XPush

RP 설명

95070 XPush 오브젝트를 2개이상사용하는경우 PUSH 수신이벤트가발생하지못하는오류를수정했습니다(윈도우,

안드로이드, macOS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95309 Grid 컴포넌트 내 merge 처리된 Cell에 포함된 image가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로 출력 시 실제 크기와

다르게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XENI 2.4.4 버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95275 nexacro.open 메소드로 실행한 팝업창에서 TCPClientSocket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를 실행하고 응답이 오

기 전에 팝업창을 닫으면 애플리케이션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5238 textareacontrol 셀을 가지고 있는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addRow 또는 insertRow

메소드 실행 후 copyRow 메소드를 실행 시 처리가 느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5156 XPush 오브젝트가 서버와 연결된 상태에서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ortData 메소드 실행 시 XPus

h 오브젝트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5148 ChildFrame 오브젝트의 showModal 메소드 실행 후 ChildFrame 오브젝트의 visible 속성값을 false로 설정하

고 일정 시간 뒤 true로 변경하는 경우 화면이 표시되지 않고 멈추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4389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을 "none"이 아닌 값으로 설정하고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o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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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poschanged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reset 메소드 실행한 경우 Grid 컴포넌트의 oncellclick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10.3.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95098 앱 빌드 시 AppBuilder 서버 로그인이 실패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AppBuilder 서버의 encoding 응답값이

"gzip"인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94630 TypeDefinition에서 Service 속성값을 수정하거나 순서 변경 시 Div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에 연결된 Form 오

브젝트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0.3.3 기타

RP 설명

95130 앱 실행 시 SSLHandshakeException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안드로이드 5.1.1 이하 버전에서 TLS 1.2 지원으로 설정된 서버 연결 시 발생한 오류입

니다).

95123 Screen userzoom 속성값이 false인 경우 포커스가 없는 Edit 컴포넌트를 더블 터치 시 화면이 확대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Pad 운영체제 Chrom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5062 폴더블 장비를 접은 상태에서 앱을 실행한 후 폴더블 장비를 펼쳤을 때 Screen, Layout이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94885 창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showModal 메소드 실행 시 좌측 상단에 팝업창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

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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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1.3.1200

File Version 2022.7.26.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11.2 신규기능

1. 런처 서비스 실행 시 통신 쓰레드 (commthreadcount, commthreadwaittime) 속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RP 94762)

설명

● Launcher Service 를 통해 Windows NRE 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옵션 중 통신 쓰레드 관련 옵션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엔진 내부 통신 및 기타 Manager 의 쓰레드 수를 설정하는 옵션(commthreadcount), 엔진 내부 Manager 의 쓰레드가

대기할 최대시간을 설정하는 옵션(commthreadwaittime) 을 추가했습니다.

● Launcher Service 에 추가한 속성들은 system.execNexacro(command) 호출 시 command 와 매핑되어 동작합니다.

● Launcher Service 기존 배포 페이지에서 setporperty 함수에 속성 값으로 지정해서 사용합니다.

● commthreadcount 속성

○ 엔진 내부 통신 및 기타 Manager 의 쓰레드 수를 숫자로 설정합니다.

○ 쓰레드의 개수는 최소 3개, 최대 10개이며 default는 3 입니다.

○ 여러 개의 통신을 동시에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숫자를 높여주면 빠른 응답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자체가 느린 경우는 숫자를 높여줘도 그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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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threadwaittime 속성

○ 엔진 내부 Manager 의 쓰레드가 대기할 최대시간을 설정합니다.

○ Nexacro 실행 시 사용하는 thread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thread가 종료되며 이때 종료 전에 대기하는

시간(초)을 설정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런처 서비스 가이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launcher_service#1c862674384212fc

설명

2. Android NRE 환경에서 앱 버전 및 이름을 확인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94878)

설명

● PackageVersionCode = <manifest> 태그의 versionCode 속성으로 지정된 패키지의 버전 번호

● PackageVersionName = <manifest> 태그의 versionName 속성으로 지정된 패키지의 버전 이름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isc. Objects > System > Method > getPackageVersion

11.3 변경기능

1. Z 폴드 계열의 화면 사이즈 계산을 변경했습니다. (RP 94275)

설명

변경 전 ● 실행 시 디바이스의 screenwidth로 zoomfactor 설정 후 유지합니다.

변경 후

● 디바이스의 screenwidth가 변경될 때마다 zoomfactor를 현재 screenwidth 기준으로 자동

변경합니다.

○ 접힌 상태에서 펼친 상태로 전체 화면으로 전환 시 변경합니다.

○ 펼친 상태의 전체 화면에서 접힌 상태로 전환 시 변경합니다.

○ 펼친 상태의 전체 화면에서 분할 화면으로 전환 시 변경하지 않습니다.

○ 펼친 상태의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전환 시 변경하지 않습니다.

○ 분할 화면에서 화면 창 크기 조절 시 변경하지 않고, 팝업 화면으로 보기 시에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http://docs.tobesoft.com/launcher_service#1c862674384212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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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오류수정

11.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Button

RP 설명

94812 Button 컴포넌트의 icon 속성값을 설정한 상태에서 "none"으로 값을 변경하면 이전 설정한 icon이 그대로 표

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Calendar

RP 설명

94546 Calendar 컴포넌트의 popuptype 속성값이 "system"인 경우 2개 이상의 팝업 달력을 실행하는 경우 화면이 멈

추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OS 운영체제 15 버전 이상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445 Calendar 컴포넌트의 canchange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alert 메소드 실행 시 앱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IOS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106 Calendar 컴포넌트에 0000-11-30 같은 invalid value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3508 Calendar 컴포넌트의 텍스트 편집 영역 중 MM 입력 위치에 10이 입력되어 있으면 첫 번째 자리에 0이 입력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94865 Edit 컴포넌트에 텍스트 입력 시 중복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8 버전에서 NRE 실

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텍스트 입력 시 천지인 자판을 사용한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94801 Edit 컴포넌트의 텍스트 편집창에서 텍스트 전체 선택 시 텍스트 선택 앵커 위치가 잘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639 Edit 컴포넌트의 value 값이 Dataset 오브젝트와 바인딩된 경우 Edit 컴포넌트에 텍스트 입력 시 Dataset 오브

젝트의 onvaluechanged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데이터를 변경하고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 이동 시 이전

값이 Edit 컴포넌트에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3.3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celExportObject

RP 설명

94609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ortDa

ta, exportDataEx 메소드를 실행해 생성된 Excel 파일을 열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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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87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exportData, exportDataEx 메소드 실행 시 bFileDown 파라미터값을 true

로 설정해도 파일을 내려받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일부 서버 환경에

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FileDialog

RP 설명

94535 FileDialog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실행 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를 선택하고 동영상 촬영이 되지 않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iOS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Download/FileDownTransfer

RP 설명

94783 FileDowonTransfer 오브젝트의 download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

OS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544 FileDownTransfer 오브젝트의 download 메소드 실행 시 파일 다운로드가 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3.6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531 FileDownTransfer 오브젝트의 download 메소드 실행 시 현재창에서 다운로드 팝업이 뜨지 않고 새창에서 다

운로드 후 원래 창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OS 운영체제 15 버전 이상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Upload/FileUpTransfer

RP 설명

94776

94654

FileUpTransfer 오브젝트의 upload 메소드 실행 시 설정된 쿠키값이 전송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NR

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iOS: 94776

안드로이드, 윈도우: 94654

Form

RP 설명

94536 Form 오브젝트의 ontimer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alert 메소드 실행 시 alert 메소드가 실행되기 전에 마우

스 클릭 등의 동작이 발생하면 잘못된 위치에 메시지 창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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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RP 설명

94790 Grid 컴포넌트의 autosizebandtype, autosizingtype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

xportData, exportDataEx 메소드를 실행해 생성된 Excel 파일에 스타일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94583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데이터값이 undefined 이고 cellcombo에 바인딩된 comboco

decol 속성값으로 설정한 컬럼의 데이터값도 undefined 인 경우 화면에 combodatacol 속성값으로 설정한 컬

럼 데이터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4556 Grid 컴포넌트의 celledit의 -nexa-padding 설정값이 celledit 크기보다 큰 경우 텍스트가 잘못된 위치에 표시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4552 Grid 컴포넌트의 autofittype 속성값을 "col"으로 설정한 후 컬럼 순서를 변경하고 autofittype 속성값을 "non

e"으로 수정하면 Grid 컴포넌트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댜(17.1.3.1000 이후 버전

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530 Grid 컴포넌트 setFormatColProperty 메소드로 틀고정 해제 시 일부 화면이 하얗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94292 Grid 컴포넌트의 selecttype 속성값이 "multirow"인 경우 canrowposchange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con

firm 메소드를 실행하고 띄운 창에서 '취소' 선택 시 의도치 않은 Row 선택이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3486 Grid 컴포넌트 cellcombo에 동적으로 데이터 바인딩 시 데이터가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

3.9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ListView

RP 설명

93822 ListView 컴포넌트 Cell에서 textareaacceptsenter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경우 텍스트 입력 시 엔터 값이 두

번씩 들어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MaskEdit

RP 설명

92681 MaskEdit 컴포넌트의 format 속성값이 "#,##0"이고 value 값은 Dataset 오브젝트와 바인딩한 경우 기존 값을

지우고 0 입력 시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에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Static

RP 설명

95030 Static 컴포넌트의 usedecorate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경우 <l> 태그 내 전화번호 형식으로 값 지정 시 전화

걸기가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945 Static 컴포넌트의 usedecorate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경우 text 속성값에 ":" 또는 ">"(태그 표기가 아닌) 문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상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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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51 Static 컴포넌트의 usedecorate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경우 지원하지 않는 <a> 태그가 태그로 처리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94784 Static 컴포넌트의 usedecorate 속성값을 true, fittocontents 속성값을 "width"로 설정하고 letter-spacing

속성값 설정 시 일부 글자가 잘려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0.10

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VideoPlayer

RP 설명

94706 VideoPlayer 컴포넌트의 onerror 이벤트 발생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

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567 VideoPlayer 컴포넌트를 포함한 Form 화면을 실행한 상태에서 다른 Form으로 전환한 경우 앱이 비정상 종료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565 VideoPlayer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에 설정한 경로에 확장자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동영상이 재생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496 VideoPlayer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에 설정한 경로에 확장자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동영상이 재생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WebBrowser

RP 설명

94942 WebBrowser 컴포넌트의 callMethod 메소드 실행 시 "\n\r" 문자가 포함된 값을 varArg 파라미터값으로

전달할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4863 WebBrowser 컴포넌트의 callMethod 메소드 호출 시 역슬래시(\)가 포함된 값이 파라미터에 포함되면 누락

되어 전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3.2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

입니다).

94285 WebBrowser 컴포넌트의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화면 스크롤 시 더 이상 스크롤 할 영역이 없을 때 Form 화면

스크롤로 이어지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XPush

RP 설명

94557 XPush 오브젝트가 X-PUSH 서버와 일정 시간 이상 연결된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다가 사용자가 화면 클릭 시 비

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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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RP 설명

94539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 폴란드어 입력 시 일부 문자가 입력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94859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수신된 데이터 파싱을 웹 브라우저에서 자체 처리하면서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파이어폭스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778 nexacro.open 메소드로 띄운 창에 있는 TextArea 컴포넌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시 컨텍스트 메뉴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697 Tab 컴포넌트가 포함된 Form을 열었다 닫을 때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3.1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625 nexacro.open 메소드 실행 시 strOpenStyle 파라미터값으로 "layered"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하고 띄운 창에

WebView 컴포넌트가 포함된 경우 팝업창 이동 시 WebView 컴포넌트가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597 애플리케이션의 screenid 속성값을 Screen Type이 "desktop"이 아닌 항목으로 설정하고 Form 오브젝트의 ge

tOffsetWidth 메소드 실행 시 잘못된 값을 반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4503 System 오브젝트의 showModalWindow 메소드로 새 창을 띄운 경우 새 창에 연결된 Form에 있는 WebBro

wser 컴포넌트에서 특정 키 입력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94472 nexacro.open, system.showModalWindow 메소드를 실행해 띄운 창에서 closebutton 클릭 시 onclose 이

벤트가 중복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349 PopupDiv 컴포넌트의 trackPopupByComponent 메소드 실행 후 다른 응용 프로그램 사용 후 다시 돌아와 Ed

it 컴포넌트 텍스트 편집 영역 클릭 시 IME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

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632 nexacro.open, system.showModalWindow 메소드를 실행해 띄운 창이 2개 모니터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

창을 드래그해서 이동 시 화면이 깨져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

류입니다. 듀얼 모니터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1.4.2 DeviceAPI

RP 설명

94781 LiteDBStatement 오브젝트의 query 메소드 실행 시 결과값이 바로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

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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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접근성(Accessibility)

RP 설명

95032 ListView 컴포넌트 셀 edittype이 "none"으로만 설정된 경우 화면 로딩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exacro17lib/component/ComComp/Cell.js:

Uncaught TypeError: Cannot read property '_has_inputElement' of null

94961 Tab 키 또는 위/아래쪽 화살표 키로 컴포넌트 선택상자 이동 시 WebBrowser 컴포넌트의 accessibilitylabel, a

ccessibilitydescription, accessibilityaction, accessibilitydescription 속성값을 읽어주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956 TextArea 컴포넌트의 readonly 속성값이 true일 때 위/아래쪽 화살표 키로 다음 컴포넌트로 선택상자가 이동

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1.4.4 기타

RP 설명

94716 넥사크로 앱을 여러 개 실행한 상태에서 바탕화면 단축아이콘을 클릭해 넥사크로 앱을 실행하는 경우 화면이 늦

게 뜨거나 멈춰진 상태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일

부 낮은 시스템 사양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679 XCSS 파일에서 -nexa-icon 속성값을 "none"으로 설정하고 실행하는 경우 잘못된 리소스 호출을 시도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665 Packing 시 Update Type을 "Server"로 설정하고 Resource Setting에서 Windows x86, Windows x64 항목

을 체크한 후 Build 시 Setup Version 항목값을 수정 후 배포 시 Setup 파일이 업데이트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558 앱을 윈도우 운영체제 작업표시줄에서 닫는 경우 onbeforeclose 이벤트 핸들러 함수의 Return 값을 설정해 실

행되는 Confirm 창 위치가 작업표시줄 위에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94551

94547

Deploy > Packing 시 Windows 운영체제에서 "Windows x86" 엔진만 선택하고 "Module" 탭에서 x86, x64

모듈을 각각 등록한 후 빌드 실행 시 typedefinition.xml 파일에서 Windows 11 64bit 모듈 정보가 잘못 작성

되어 모듈 정보를 읽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4550 화면크기를 최대화한 후 바탕화면 보기 단축키(윈도우+D) 입력 후 다시 같은 단축키 입력 시 원래 화면으로 돌

아오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1.200 이후 버전

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549 nexacrodeploy17.exe --IGNORECOMPRESS 옵션 적용 시 모듈 json 파일 내 경로 설정에 "/"로 시작하는 경

로 설정이 있는 경우 옵션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4466 윈도우 탐색기에서 문서 폴더가 아닌 위치의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동했을 때 사용자 확인 메시지("안전

하지 않은 파일에 접근합니다" 등)가 잘못된 위치에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461 테마 설정 시 TitleBarControl 항목에 대한 설정이 누락된 경우 앱 실행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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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11.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94738 도움말 항목 중 Form 오브젝트 속성, 메소드 항목의 스크립트 예시가 잘못 표기된 것을 수정했습니다.



2022년 5월 (17.1.3.1100)

12.

12.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1.3.1100

File Version 2022.5.9.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12.2 오류수정

12.2.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Edit

RP 설명

94491 Edit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값이 "number"인 경우 숫자 입력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입력 키패드를 Gboard 또는 삼성 스마트폰 기본 키패드로 사용한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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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ialog

RP 설명

94192 FileDialog 컴포넌트의 open 메소드 실행 시 constOpenMode 파라미터값을 "FileDialog.MULTILOAD"로 설

정하고 "Samsung My Files" 앱을 통해 1개 파일을 선택하면 앱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

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Grid

RP 설명

94255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에서 edittype 속성값을 "combo"로 설정하고 ondropdown 이벤트 핸들러 함수

에서 combodataset 속성값으로 설정한 Dataset 오브젝트의 filter 메소드를 실행한 후 다른 Row의 셀을 선택

하고 dropdown 시 데이터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3.10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

입니다).

Menu

RP 설명

93850 Menu 컴포넌트에서 userFont 사용 시 화면 로드 후 글자 일부가 잘려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크롬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2.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TextArea

RP 설명

94017 TextArea 컴포넌트에서 조합형 글자가 완성되기 전에 다른 라인을 터치할 경우 글자가 복사되는 현상을 수정하

였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WebBrowser

RP 설명

94279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callMethod 메소드 파라미터로 설정한 메소드 내에서 window.open 실행 시 화

면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94508 MainFrame을 닫을 때 Div 컴포넌트에 url 속성으로 연결된 Form 오브젝트의 onbeforeclose, onclose 이벤트

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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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59 알파값이 적용된 PNG 이미지 파일 테두리 선이 깔끔하게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

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352 transaction 시 서버 측 응답 코드가 302인 경우 에러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macOS 운

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167 Edit 컴포넌트의 oninput 이벤트 핸들러 함수에서 PopupDiv 컴포넌트의 trackPopupByComponent 메소드

를실행하고 Edit 컴포넌트의 setFocus(), setSelect(-1) 메소드를실행한경우 PopupDiv 컴포넌트를닫고 Edit

컴포넌트에 영문 입력 시 중복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

니다).

93840 system.showModalWindow 메소드 실행 시 부모 Form에 있는 WebBrower 컴포넌트에서 로드한 페이지가

하얗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372 system.saveToImageFile 메소드 실행 시 컴포넌트의 텍스트가 확대되어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

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528 Service CacheLevel을 'Session' 또는 'Static'으로 설정하고 strURL 파라미터값을 prefix를 사용해 설정한 tra

nsaction 메소드을 두 번 이상 실행 시 두 번째부터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12.2.2 DeviceAPI

RP 설명

94335 Camera 오브젝트에서 가져온 이미지에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접근 시 앱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214 AudioPlayer 오브젝트에서 load 메소드 실행 시 system.convertRealPath 메소드를 사용해 strUrl 파라미터값

을 설정하면 잘못된 경로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

다).

12.2.3 접근성(Accessibility)

RP 설명

94056 Radio 컴포넌트에서 Space 키로 아이템 결정 시 canitemchange, onitem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E11, Chrom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2.2.4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93848 하나의 Dataset 오브젝트를 여러 개 Grid 컴포넌트와 바인딩한 상태에서 Grid 컴포넌트 중 하나를 삭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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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ding Components List에서 목록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Binding Components List 목록 갱신 오류입니다. 실제 바인딩 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P 설명

12.2.5 기타

RP 설명

94524 plist에서 Status bar style 설정 시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OS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

류입니다).

94161 targetSdkVersion을 31로 설정해서 앱 빌드 시 XPush 메시지 수신을 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

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4104 한쪽 창에서 앱 실행 시 화면 스크롤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삼성 갤럭시 Z 플립3 제품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12.3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94077 도움말 항목 중 FileDialog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설명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2022년 3월 (17.1.3.1000)

13.

13.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1.3.1000

File Version 2022.3.14.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13.2 변경기능

1. 안드로이드에서 Geolocation 권한을 여러 번 요청 거부했을 때 onrecverror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RP 93778)

설명

● Geolocation 권한을 여러 번 요청을 거부했을 때 onrecverror가 발생합니다.

○ statuscode : "4002" Time Out

● Android 10 이하의 버전에서는 여러 번 거부가 가능합니다.

● Android 11 이상에서는 2회 거부 시 더 이상 권한 요청 팝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https://developer.android.com/about/versions/11/privacy/permissions?hl=ko#dialog-visibility

2. Google Play의 Target API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targetsdkverion을 30에 맞춰서 수정했습니다. (RP 9340

6, 93391)

https://developer.android.com/about/versions/11/privacy/permissions?hl=ko#dialog-vi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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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변경 전 ● targetsdkverion 28

변경 후 ● targetsdkverion 30

3. Grid의 scrolldisplaymode을 IE 지원에서 WRE 지원으로 변경했습니다. (RP 93302)

설명

변경 전 ● IE만 지원

변경 후 ● WRE 지원

4. nexacroStudio에서 StartPage의 Link 클릭 시 오픈되는 Browser를 변경했습니다. (RP 93841)

설명

변경 전 ● IE Browser

변경 후 ● Default Browser

13.3 오류수정

13.3.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nimation

RP 설명

91551 Animation 오브젝트의 addTarget 메소드 실행 시 strProps 파라미터값에 opacity 속성값을 0으로 설정 시 반

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alendar

RP 설명

93167 Calendar 컴포넌트의 locale 속성값 수정 시 calendaredit 영역에 직접 입력한 텍스트에 대한 유효성 체크를 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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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ExportObject

RP 설명

93601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ortDataEx 메소드 실행 시 2개 이상의 시트를 만든 경우 첫 번째 시트에만

스타일이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leDialog

RP 설명

93769 FileDialog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실행 시 두 번째 파라미터 값을 "FileDialog.SELFOLDER"로 설정하고 세

번째 파라미터 값에 폴더 위치 설정 시 해당 위치로 스크롤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leDownload

RP 설명

93039 HTML 페이지에서 window.open 함수로 넥사크로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실행한 경우 FileDownload 컴포넌트

에서 download 메소드 실행 시 넥사크로 애플리케이션 창이 아닌 HTML 페이지가 열려있는 창에서 파일 내려

받기가 실행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leUpload

RP 설명

94078 FileUpload 컴포넌트의 multiselect 속성값이 true인 경우 "Samsung My Files" 앱을 통해 1개 파일을 선택하

면 앱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UpTransfer

RP 설명

93732 FileUpTransfer 오브젝트에서 파일 업로드 시 onprogress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FileUpTransferProgressEven

tInfo 오브젝트의 total 속성값이 undefined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2.5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Grid

RP 설명

93739 Grid 컴포넌트의 selecttype 속성값을 "multirow" 또는 "area"로 설정한후영역을선택하고 Row 사이에있는

Border 클릭 시 위, 아래 Row가 선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3716 Grid 컴포넌트의 selectchangetype 속성값을 "up"으로 설정하고 ondrag 이벤트 핸들러 함수 반환값을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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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한 경우 Row 선택 시 마우스가 살짝 움직이면(드래그 동작) Row 선택이 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93675 Grid 컴포넌트의 selecttype 속성값을 "area"로 설정한 경우 Form 스크롤 이동 후 Grid 컴포넌트의 영역 선택

시 정확하게 영역 선택이 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569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treestate 속성값을 Dataset 오브젝트와 바인딩된 값으로 사용하는 경우 확장

된 상태인 같은 레벨의 Row를 moveRow 메소드로 이동하는 경우 닫힌 상태로 바뀌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3506 Grid 컴포넌트의 selectchangetype 속성값을 "up", selecttype 속성값을 "multiarea"으로 설정한 경우 setEdi

tSelect 메소드가실행되지못하는오류를수정했습니다(17.1.2.300 이후버전에서실행시발생한오류입니다)

.

93450 Grid 컴포넌트의 selectchangetype 속성값을 "up", selecttype 속성값을 "multiarea"으로 설정한 경우 마우스

드래그로 선택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3314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textarea" 또는 "text"로 설정한 경우 TAB 키 입력 시 onke

yup, onkeydown 이벤트가 잘못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3158 Grid 컴포넌트의 가로 스크롤 이동 후 formats 속성값 변경 시 head 셀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93151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 설정 시 expr을 사용한 경우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

에서 Export 시 displaytype 속성값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3096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인 경우 Grid 컴포넌트로 포커스가 이동하면서 셀 편집 모드 전

환 후 해당 셀 터치 시 캐럿 위치가 0번째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2.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590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이 "keyt"인 경우 Cell 오브젝트의 editinputmode 속성값을 "upper"로 설

정된 셀로 TAB 키 입력으로 이동 후 텍스트 입력 시 소문자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897 Grid 컴포넌트의 트랙바를 잡고 스크롤 이동 시 특정 셀 잔상이 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3889 Grid 컴포넌트의 스크롤 이동 후 cellexpandbutton 클릭 시 컬럼 정렬이 틀어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ImageViewer

RP 설명

93786 ImageViewer 컴포넌트에서 image 속성값을 png 파일로 설정하면 이미지가 선명하게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576 ImageViewer 컴포넌트의 stretch 속성값을 "fixaspectratio"으로 설정 시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ListBox

RP 설명

93610 Environment enabletouchevent 속성값이 true인 경우 ListBox 컴포넌트의 listboxitem 드래그 시 여러 항목

이 선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3.100 이후 버전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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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

RP 설명

90663 Environment enabletouchevent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경우 Menu 컴포넌트 터치 동작 시 menupopupm

enu가 표시될 때 첫 번째 popupmenuitem의 서브 메뉴가 같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2

.3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PopupMenu

RP 설명

93783 PopupMenu 컴포넌트의 captioncolumn 속성 데이터 중 구분선("-") 값이 여러 개 포함된 경우 하단 데이터가

잘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ab

RP 설명

93233 Tab 컴포넌트의 onextrabuttonclick 이벤트 발생 시 상위 컴포넌트로 이벤트가 전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691 미지원 이벤트인 Tab 컴포넌트의 onmousewheel 이벤트가 노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ebBrowser

RP 설명

93995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로딩한 웹페이지 내 Div 태그에서 설정한 텍스트가 Div 영역을 벗어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운영체제 설정에서 글자 크기를 최대로 변경

했을 때 발생한 오류입니다).

93781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로딩한 웹페이지 화면을 터치해서 포커스를 이동한 후 기기 뒤로 가기 버튼 선택 시

오버라이딩한 onKeyDown 이벤트가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762 WebBrowser 컴포넌트의 getProperty 메소드로 document의 input 요소를 가져와 setProperty 메소드를 실

행해 스타일 속성 수정 시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615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로딩한 웹페이지에 있는 입력 영역 터치 시 키패드가 올라왔다가 바로 내려가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996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로딩한 웹페이지 내 Body 태그의 contenteditable 속성값이 true인 경우 텍스트

편집 시 키패드가 올라온 상태에서 화면을 스크롤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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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View

RP 설명

92733 WebView 컴포넌트가 배치된 화면에서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wait cursor가 WebView 컴포넌트 뒤에

서 표시되어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XPush

RP 설명

93729 XPush 오브젝트의 connect 메소드 실행 시 응답이 느린 경우 화면이 멈춘 것처럼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564 XPush 오브젝트의 subscribe 메소드 실행 시 strType 파라미터값으로 "replace", "update", "allUpdate" 중

하나로 설정한 경우 해당 동작 처리 후 DataSet 오브젝트의 마지막 Row로 수신된 메시지를 추가하는("append

" 동작) 오류를 수정했습니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93828 showModalWindow 메소드로 띄운 창에 있는 Grid 컴포넌트 셀 편집 모드 상태에서 창을 닫으면 스크립트 에

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3.8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657 transaction 실행 시 컬럼이 많고 빈 값이 많은 경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macOS, 안

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637 2개 이상의 프로젝트 화면을 같이 실행하는 경우 getEnvironmentVariable 메소드 실행 시 undefined로 반환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366 transaction 실행 시 빈 Row 데이터만 100건 이상 수신하는 경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

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3.4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356 화면을 확대 또는 축소한 상태에서 system clientToScreenX, clientToScreenY 속성값 처리 시 잘못된 값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2.2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272 팝업창을 움직일 때 system clientToScreenX, clientToScreenY 속성값이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416 system.execShell 메소드 실행 시 파일 경로명에 특정 실행 파일 확장자와 같은 문자가 포함된 경우 실행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088 Form 오브젝트의 stepcount 속성값을 2 이상의 값으로 설정한 경우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에 캐럿이 표시된 상태에서 스와이프 동작으로 다른 stepindex 화면으로 이동한 후 가상키보드로 값을 입력하

면 기존 stepindex 화면으로 이동하지 못하거나 기존 stepindex 화면으로 이동하지만 stepselector가 바뀌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OS 운영체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645 transaction 시 데이터에 "&"로 시작하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563 transaction 시 수신된 데이터와 Dataset 오브젝트의 컬럼 순서가 다른 경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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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DeviceAPI

RP 설명

93830 AudioPlayer 오브젝트의 load 메소드 실행 시 strUrl 파라미터값을 %USERAPP%로 설정한 경우 파일을 찾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529 plist 설정에서 회전 속성을 세로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Camera 오브젝트를 가로 모드로 실행하면 앱 하단이 짤

려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OS/iPadOS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3.3.3 접근성(Accessibility)

RP 설명

93369 Environment accessibilitytype 속성값을 "sensereader"로 설정한경우WebBrowser 컴포넌트가 genereate

되면서 IFRAME 태그에 title 속성이 생성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3.3.4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93180 스크립트 편집창에서 Class 표현식을 사용하면서 extends 키워드를 사용하면 스크립트 에러로 처리되고 gener

ate 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3661 넥사크로 스튜디오 Source 탭에서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저장하는 작업을 반복했을 때 비정상 종료가 발행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3482 속성창에서 background-size 속성값 편집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3.3.5 기타

RP 설명

93456 DeviceAdaptor 오브젝트에서 nexacro._loadExtensionLibrary, nexacro._addExtensionModule 함수의 파

라미터값에 확장자 없이 호출하는 경우 강제로 ".dll" 확장자가 붙어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

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383 Update Type이 "Server"인 경우 실행된 앱을 스와이프 동작으로 닫고 다시 앱을 실행하는 경우 nexacro17lib

라이브러리 파일이 캐시 처리되지 못하고 다시 내려받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2.500 이후 버전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297 폴더블 스마트폰에서 분활 화면을 사용할 때 앱을 실행한 후 다른 분할 화면으로 이동하면 화면 크기가 잘못 처

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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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73 Standard Built-in ECMAScript 사용 시 일부 메소드(toLocaleString) 실행 중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162 폴더블 스마트폰에서 접힌 상태로 실행한 후 펼친 상태로 변경 시 펼쳐진 크기에 해당하는 레이아웃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569 licenseurl 속성값을 prefix를 사용해 설정 시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13.4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93951 도움말 OpenSource License 페이지에 CxImage 항목을 삭제하고 http-parser, jsonpath 항목을 추가했습니

다.

93534 도움말 항목 중 system.execShell 메소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93107 도움말 항목 중 PopupDiv 컴포넌트의 oncontextmenu 이벤트 설명에 WRE 실행 시 제약 사항을 추가했습니

다.

93302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scrolldisplaymode 메소드 지원 범위와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94109 도움말 항목 중 XPush 오브젝트 관련 항목에 macOS 지원 체크가 누락된 것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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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1.3.900

File Version 2021.11.16.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14.2 변경기능

1. Generate, Deploy 수행 후 생성되는 Bootstrap HTML에서 userfont의 태그를 변경했습니다. (RP 93143)

설명

● bootstrap html 파일을 변경했습니다.

○ index.html, launch.html, popup.html, quickview.html, run.html

변경 전 ● <style id="userfont">

변경 후 ● <style id="userfont" type="text/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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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오류수정

14.3.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pplication

RP 설명

92454 Application 오브젝트의 exit 메소드 실행 시 일부 콘텐츠만 사라지고 잔상이 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Calendar

RP 설명

93048 Calendar 컴포넌트의 dateformat, editformat 속성값을 "LONGDATE" 또는 "SHORTDATE"으로 설정하고

Month 입력값 수정 시 입력값이 사라지고 캐럿 위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860 Calendar 컴포넌트의 calendaredit 영역에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키 입력 시 onkeyup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Combo

RP 설명

92871 Combo 컴포넌트의 onsetfocus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dropdown 메소드 실행 시 onsetfocus 이벤트가

다시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469 Combo 컴포넌트의 innerdataset 속성값의 0번째 value가 undefined인 경우 index 속성값을 0으로 설정하

면 0번째 데이터가 화면에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93038 Edit 컴포넌트의 hotkey 속성값을 "SHIFT+P"로 설정하고 해당 키 입력 시 "P"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1.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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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ExportObject

RP 설명

93113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ortData, exportDataEx 메소드 실행 시 속도가 이전 버전에 비해 느려지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0.0.14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스타일 관련 체크 로직이 추가되면서

처리 대상 셀이 많을 경우 이전 버전에 비해 처리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Grid

RP 설명

93153 Grid 컴포넌트의 selecttype 속성값이 "multiarea"인 경우 첫 번째 셀부터 드래그해서 마지막 셀로 움직인 후

마우스 버튼을 놓으면 스크롤바가 처음 위치로 돌아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

생한 오류입니다).

93040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combodisplaynulltype 속성값이 "nulltext"으로 설정하고 combodisplaynullt

ext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Grid 컴포넌트 스크롤 동작 시 combodisplaynulltext 속성으로 설정한 값이 사라지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786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을 "key"로 설정한 경우 TAB 키 입력으로 이동해서 값을 입력하면 입력값이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2.2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771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normal"인 경우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컬럼 타

입이 "DATE"."TIME", "DATETIME" 인 경우 표시되는 형식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756 Grid 컴포넌트가 Tree 형태일 때 treeitembutton 모서리 영역 클릭 시 oncellclick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GridC

lickEventInfo 오브젝트의 clickitem 값을 확인할 수 없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690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을 설정하고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에 expr를 사용해 "tr

eeitemcontrol"값이 설정되는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616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checkboxcontrol"이고 checkboxtruevalue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스크롤 시 체크박스 상태가 잘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ListView

RP 설명

93219 ListView 컴포넌트의 Cell 오브젝트 속성값에 expr을 적용한 경우 잘못된 값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3201 ListView 컴포넌트의 크기 변경 시 표시되는 일부 데이터가 보이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3183 ListView 컴포넌트 ListViewCellControl 오브젝트의 expr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선택 영역 변경 시 expr 속성

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3156 ListView 컴포넌트의 hideDetailBand 메소드 실행 시 컴포넌트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773 ListView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마지막 Row를 삭제할 때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17.1.3.6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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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

RP 설명

92778 Menu 컴포넌트의 enablecolumn 속성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값이 0 또는 1인 경우 처리되지 못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lugin

RP 설명

92970 Plugin 컴포넌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Excel ActiveX 연결 시 빈 데이터값을 0으로 처리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Sketch

RP 설명

93102 Sketch 컴포넌트에서 그려지는 선이 일정한 색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3.800 이후 버

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384 Sketch 컴포넌트에서 선을 그린 후 undo 메소드 실행 시 선 색상이 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293 Sketch 컴포넌트의 drawStroke 메소드 실행 후 같은 값으로 drawErase 메소드 실행 시 잔상이 남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WebBrowser

RP 설명

93010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Access-Control-Allow-Origin 허용된 페이지를 호출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iOS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93230 open 메소드로 띄운 Form에서 showModal 메소드로 Form을 띄웠을 때 Grid 컴포넌트의 selecttype 속성값

이 "multirow"인 경우 셀 편집을 할 수 없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2.3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

다).

93178 실행 중 Wait Cursor를 표시한 후 enableaccessibility 속성값을 false에서 true로 변경하고 Wait Cursor를 다

시 표시하게 했을 때 Wait Cursor 이미지 태그 내 ALT 속성이 추가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067 앱 실행 중 WebBrowser 또는 Plugin 컴포넌트의 width 값을 0으로 변경 후 0보다 큰 값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

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024 Div 컴포넌트에 연결된 Form 오브젝트의 getCurrentLayoutID 메소드 실행 시 undefined를 반환하는 오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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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했습니다.

92959 Div 컴포넌트에 연결된 Form 오브젝트의 getPrevComponent 메소드 실행 시 컴포넌트의 taborder 속성값이

0인 경우 undefined를 반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903 VFrameSet 으로 구성된 화면에서 Form 화면 전환 시 오른쪽 여백이 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OS 운영체제

에서 Chrome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804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imagecontrol"인 경우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

서 export 시 이미지를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748 Form 오브젝트의 reload 메소드 실행 후 탭키 입력으로 포커스를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659 컴포넌트의 background 속성값에 특정 색상을 문자열 형태로 설정한 경우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lemonchiffon"처럼 특정 영문자가 포함된 색상 설정 시 발생한 오류입니

다).

92617 nexacro.Decimal 오브젝트 생성 시 유효하지 않은 문자열로 설정한 경우 "0"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RP 설명

14.3.2 DeviceAPI

RP 설명

93172 LiteDBConnection 연결 후 화면 전환 시 앱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

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3.3 접근성(Accessibility)

RP 설명

93118, 931

17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을 "dropdown"로 설정한 경우 잘못된 텍스트를 출력하거나 접근성 관련 속성

으로 설정한 값을 출력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057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이 false인 경우 Tab키가 아닌 방향키로 컴포넌트 포커스를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4.3.4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93147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폼 디버깅 실행 시 소스 코드 내 "'" 문자가 포함된 경우 지정한 위치의 브레이크 포인트

가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796 넥사크로 스튜디오 속성창에서 MultiLine 편집기를 열고 텍스트 입력 시 조합중인 문자가 입력창에 표시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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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일본어 IME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TextArea 컴포넌트의 value 속성처럼 2줄

이상 입력할 수 있는 속성값 입력 오류입니다).

92707 넥사크로 스튜디오 디자인 화면에서 Shift+방향키로 Grid 컴포넌트의 크기 변경 시 느리게 반응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92608 넥사크로 스튜디오 Form 오브젝트의 stepcount 속성값을 2 이상의 값으로 설정하고 Form 내에 Div 컴포넌트

가 배치된 경우 Form Design 영역에서 Div 컴포넌트 편집 모드 전환 시 선택하지 않은 stepindex에 해당하는

Div 컴포넌트 편집 모드로 전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562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폼 디버깅 실행 시 Environment checkversion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경우 지정한 위

치의 브레이크 포인트가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536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Dataset 에디터 실행 시 Columns prop 항목 편집 시 드롭다운 목록에 지원하지 않는 "

KEY" 항목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14.3.5 기타

RP 설명

93138 기본 테마(default) 적용 시 Menu 컴포넌트의 popupmenucheckbox가 겹쳐져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93087 Packing 시 Update Type을 "Local"로 설정한 앱 설치 후 변경된 설치 파일을 재설치 시 업데이트가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025 커스텀 스키마 실행 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OS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3021, 930

03

통신 시 도메인 접근을 항상 허용으로 체크해도 접근 여부를 확인하는 창이 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

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676 Environment에서 추가한 Cookie이 LocalStorage 에서 삭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앱 비정상 종료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4.4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93239 도움말 항목 중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의 importtype 속성 설명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3228 도움말 항목 중 Sketch 컴포넌트의 saveSketch 메소드 지원 범위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3195 도움말 항목 중 transaction 메소드 nDataType 파라미터 설명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761 도움말 항목 중 Date 오브젝트의 parse 메소드, NexacroAPI parseDate 메소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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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1.3.800

File Version 2021.9.28.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15.2 변경기능

1. Xcode 에서 iOS 라이브러리 추가 시 libc++.tbd 하나만 추가하도록 변경했습니다. (RP 92940)

설명

● Linked Frameworks and Libraries 에 libc++.tbd 하나만 추가하도록 변경했습니다.

● 변경되기 이전에 추가했던 19개 라이브러리 항목을 제거하지 않아도 동작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앱 배포 가이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2.2 iOS 라이브러리 및 프레임워크 설정

2. iOS/iPadOS NRE 구동 시 Update type의 파일명을 노출하지 않고 퍼센트(%) 표시로 출력하도록 변경했습니

다. (RP 92882)

설명

변경 전 ● Update 파일명이 노출되어 다운로드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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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Update 파일명 없이 퍼센트(%) 표시로 다운로드를 진행.

설명

3. 엔진 업데이트 설치 파일(SetupRuntime.exe)을 임시 폴더에 다운받아 실행하는 상황일 때 exe파일의 디지털

서명을 확인하고 설치를 진행하도록 로직을 변경했습니다. (RP 92525)

설명

변경 전 ● exe 파일의 디지털서명을 확인하지 않고 업데이트 설치를 진행.

변경 후
● exe 파일의 디지털서명을 확인하고 업데이트 설치를 진행.

○ exe 파일에 디지털서명이 없을 경우 업데이트 설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15.3 오류수정

15.3.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ombo

RP 설명

92558 Combo 컴포넌트의 innerdataset 속성값을 Dataset 오브젝트로 동적으로 설정한 경우 Dataset 오브젝트의 ro

wposition과 Combo 컴포넌트의 index 속성값이 다르게 설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92591 Edit 컴포넌트의 autoselect 속성값이 true이고 inputfilter 속성값이 "english"인 경우 한글 IME에서 한영 전

환 후 한글 입력 시 기존 입력값이 전체 선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E11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1

.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Download/FileDownTransfer

RP 설명

92494 open 메소드로 실행한 창에서 FileDownload 컴포넌트의 download 메소드 실행 시 부모창에서 다운로드가

실행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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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RP 설명

92918 Dataset 오브젝트의 addRow 메소드 실행 후 바인딩된 Grid 컴포넌트에 스크롤바가 생긴 경우 hscrollbar를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면 head 영역과 body 영역이 틀어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2.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813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onkeydown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enable

event 속성값을 false에서 true로 변경하는 경우 앱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763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imagecontrol"인 경우 Grid 컴포넌트에서 반복 스크롤

동작 시 이미지 요청에 대한 응답이 404인 경우 상태 갱신이 늦게 되어 잔상이 남는 것처럼 보이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673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imagecontrol"인 경우 Grid 컴포넌트 세로 스크롤 최하

단에서 아래로 스크롤하는 동작을 반복하면 캐시된 이미지 처리로 인해 이미지가 변경되는 것처럼 보이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598 Grid 컴포넌트의 treeinitstatus 속성값을 스크립트에서 "expand,all"로 설정할 때 처리 결과가 늦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580 Grid 컴포넌트와 다른 Frame 영역에 있는 컴포넌트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

aset 오브젝트의 rowposition 변경 시 이전 rowposition 위치의 focused stauts 계속 유지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92554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textarea"이고 해당 셀에 여러 줄의 텍스트가 있을 때 위에

있는 라인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아래 방향키 입력 시 다음 라인으로 이동하지 않고 아래에 있는 셀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ImageViewer

RP 설명

92745 ImageViewer 컴포넌트에서 특정 이미지를 로딩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interlace type이 "PNG_INTERLACE_ADAM7"인 PNG 파일 사용 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92865 ImageViewer 컴포넌트에서 같은 이미지 파일을 반복해서 호출하는 경우 이미지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747 ImageViewer 컴포넌트에서 이미지 로딩을 반복 처리 시 메모리 증가로 앱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ListView

RP 설명

92780 ListView 컴포넌트에서 동적으로 포맷 설정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473 ListView 컴포넌트의 hideDetailBand 메소드를 실행해 디테일 밴드를 감춘 상태에서 ListView 컴포넌트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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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시 디테일 밴드 상태가 초기화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Sketch

RP 설명

92420 Sketch 컴포넌트의 drawStroke 메소드가 처음 실행될 때 새로운 시작점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iOS/iPadOS 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402 Sketch 컴포넌트 영역 내에서 터치 동작으로 움직일 때 Form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OS/i

Pad 운영체제 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Spin

RP 설명

92498 Spin 컴포넌트에 Dataset 오브젝트가 바인딩되어 있고 min 속성값이 default 값인 경우 Spin 컴포넌트에서 0

보다 큰 값을 입력하고 값을 삭제하면 Dataset 오브젝트의 값도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ebBrowser

RP 설명

92614 WebBrowser 컴포넌트의 callMethod 메소드 실행 시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인수값에 "\n" 문자가 포함된 HT

ML 태그값을 전달하는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3.3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595 WebBrowser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을 "indent:"로 시작하는 값으로 설정한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130 WebBrowser 컴포넌트 영역 내에서 마우스 휠 스크롤 시 WebBrowser 컴포넌트의 스크롤이 동작하지 않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92949 스크립트에서 컴포넌트의 letterSpacing 속성값을 변경한 경우 적용되지 않은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0.1.10

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WRE에서 속성값 설정 시 단위(px)를 포함하지 않고 숫자만 설정한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92894 컴포넌트의 scrolltype 속성값을 "none"으로 설정하고 터치 동작으로 화면 위쪽으로 스크롤 시 Form 화면 스크

롤이 되지 않은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893 nexacro.setPrivateProfile 메소드 실행 후 화면 새로 고침을 하고 nexacro.getPrivateProfile 메소드 실행 시

값을 가져오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686 컴포넌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후 onmouseleave 이벤트 발생 시 EventInfo 오브젝트의 button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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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macOS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654 Div 컴포넌트가 중첩되어 배치되고 Service cachelevel 속성값이 "session", "dynamic"로 다르게 설정된 경우

Div 내 Form 오브젝트를 로딩하거나 showModal 메소드가 실행되면서 Form 오브젝트가 로딩될 때 로딩 횟수

에 따라 로딩 순서가 다르게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631 transaction 메소드 strURL 파라미터값 설정 시 설정값 끝에 공백문자가 포함된 경우 공백문자를 포함해 인코딩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385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서 일본어 입력 중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type 속성값이 "dropdown"이 아닌 Co

mbo 컴포넌트의 dropbutton을 터치하는 경우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 입력중인 텍스트가 Combo 컴포넌

트의 comboedit 영역에 붙여넣기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OS/iPad 운영체제 NRE, WRE 실행 시 발생한 오

류입니다).

92338 open 메소드 실행 시 초기 화면 크기가 작게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Mobile 운영체제 WRE 실행 시 발

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15.3.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93081 넥사크로 스튜디오 Build App 단계에서 [Setting > Build Environment > Build Library] 선택 후 서버에 설정

된 라이브러리가 없는 경우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3004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Dataset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 Form을 소스 탭에서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2번 이상

저장 작업을 하는 경우 넥사크로 스튜디오가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84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imagesrc 서비스 하위 폴더가 2 단계 이상인 경우(예; imagesrc > 하위 폴더 > 하위 폴

더) Deploy 시 파일은 정상 배포되지만 파일 복사 실패 메시지가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67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BuildApp 동작 시 앱빌더 로그인 정보가 잘못된 경우 연결 오류 팝업 메시지를 닫고 "N

ext" 버튼 클릭하는 동작을 반복해서 실행 시 로딩중 상태에서 넥사크로 스튜디오 동작이 멈추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앱빌더 로그인 설정에서 Auto Login 설정값이 true인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92273 넥사크로 스튜디오를 설치한 PC의 내문서 경로가 네트워크 경로로 설정된 경우 Generate path를 로컬 경로로

변경해도 프로젝트를 열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참고: 내문서 경로가 네트워크 경로로 설정된 경우 Generate path 설정이 기본 설정(내문서\nexacro\17.1

\outputs\[프로젝트명]) 상태라면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를 열지 못합니다. 프로젝트 열기 실패 상

태(Load Failed)에서 프로젝트의 Generate path 옵션을 로컬 경로로 변경해야 정상적으로 프로젝트를 열 수

있습니다.

15.3.3 넥사크로 모듈 디벨로퍼

RP 설명

93056 넥사크로 모듈 디벨로퍼에서 nexacro.EventInfo 오브젝트를 상속받은 EventInfo 오브젝트를 생성한 후 다른

오브젝트의 Event 추가 시 생성한 EventInfo 오브젝트가 EventInfo 목록에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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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92515 넥사크로 모듈 디벨로퍼에서 EventInfo 오브젝트 추가 시 ActionEventInfo 오브젝트가 대상 목록에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15.3.4 기타

RP 설명

92546 앱 실행 후 백그라운드로 앱을 내린 후 다시 활성화하면 화면 사이즈가 늘어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

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1.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533 NRE 업데이트 시 SetupResource.zip 압축 파일을 해제하면서 일부 파일이 삭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91805 Form 오브젝트에서 화면분할 기능 사용 시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하면 화면 하단 바 영역 때문에 Step 컨트롤

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Pad 운영체제 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데스크탑 웹 사이트

요청을 활성화한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15.4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92987 도움말 항목 중 DataObject 오브젝트의 onsuccess 이벤트 Remark 내 사용된 예제 코드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784 도움말 항목 중 ColumInfo 오브젝트의 type 속성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92531 도움말 항목 중 VirtualFile 오브젝트의 rename 메소드 설명에 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제약 사항을 추가

했습니다.

92528 도움말 항목 중 VirtualFile 오브젝트의 copy 메소드 설명에 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제약 사항을 추가했

습니다.

92516 도움말 항목 중 PopupMenu 컴포넌트의 oncontextmenu 이벤트 설명에 WRE 실행 시 제약 사항을 추가했습

니다.

92455 도움말 항목 중 FileUploadEventInfo, FileUploadErrorEventInfo 오브젝트와 하위 속성의 지원 범위가 잘못

표시된 것을 수정했습니다.

92230 도움말 항목 중 Calendar, Edit, MaskEdit, Spin, TextArea 컴포넌트의 setCaretPos 메소드 설명에 NRE 실행

시 제약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85729 도움말 항목 중 WebBrowser 컴포넌트의 onloadcompleted 이벤트 설명에 WRE 실행 시 제약 사항을 추가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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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1.3.700

File Version 2021.7.20.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16.2 보안 조치

1. Windows NRE 환경에서 Plugin 컴포넌트에 보안취약점을 가진 object를 classid로 설정하는 경우 실행 동의

를 구하는 팝업창이 발생하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92390)

설명

● Windows NRE 환경에서 보안취약점을 가진 object를 classid로 설정하는 경우 Plugin 컴포넌트 생성 시점에 실행 동의

를 묻는 팝업 창이 발생하며 허용하지 않을 경우 Plugin 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 Windows NRE 환경에서 보안취약점을 가진 object를 classid로 설정 후 callMethod 실행 시 실행 동의를 묻는 팝업창이

발생하도록 보안취약점을 가진 object 목록을 추가했습니다.

● 안전하지 않은 object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ShellBrowserWindow

○ MMC20.Application

○ ShellWindows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Plugin > Property > clas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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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ndows NRE 환경에서 execDefaultBrowser 메소드 실행 시 제약사항을 추가했습니다.(RP.92342)

설명

● Windows NRE 환경에서 execDefaultBrowser 의 strUrl 파라미터값이 'http://', 'https://' 로 시작하지 않을 경우 exec

Shell 메소드와 동일한 수준의 제약을 적용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isc. Objects > System > Method > execDefaultBrowser

3. 런처서비스에서 key 속성에 상위폴더를 의미하는 "../", "..\" 문자열이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열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RP.92438)

설명

● 런처서비스에서 key 속성에 상위폴더를 의미하는 "../", "..\" 문자열이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열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4. Environment 의 key 속성에 상위폴더를 의미하는 "../", "..\" 문자열이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열을 삭제하도

록 했습니다.(RP.92437)

설명

● Environment 의 key 속성에 상위폴더를 의미하는 "../", "..\" 문자열이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열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isc. Objects > System > Method > execDefaultBrowser

5. nexacro_config.xml 파일의 filepath 속성에 대해 제약 사항을 추가했습니다.(RP.92437)

설명

● filepath 속성에 시작프로그램 경로를 설정한 경우 디폴트 경로로 변경합니다.

● filepath 속성에 Alias 경로 및 Alias 가 포함된 하위경로가 아닌 경우 디폴트 경로로 변경합니다.

● 자체 실행이 가능한 확장자일 경우 강제로 확장자를 ".log" 로 변경합니다.

( bat, bin, cmd, com, cpl, exe, gadget, inf1, ins, inx, isu, job, jse, lnk, msc, msi, msp, mst, paf, pif, ps1, reg, rgs, scr,

sct, shb, shs, u3p, vb, vbe, vbs, vbscript, js, ws, wsf, wsh, dll, hta )

● 자세한 내용은 "앱 배포 가이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865c75024a0d96bb

16.3 신규기능

1. Grid, ListBox, ListView, TextArea 컴포넌트에 onmousewheel 이벤트 항목을 추가했습니다.(RP 9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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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Grid, ListBox, ListView, TextArea 컴포넌트에 onmousewheel 이벤트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Event > onmousewheel

○ Components > Component > ListBox > Event > onmousewheel

○ Components > Component > ListView > Event > onmousewheel

○ Components > Component > TextArea > Event > onmousewheel

16.4 오류수정

16.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nimation

RP 설명

91923 Animation 오브젝트의 stop 메소드 실행 후 AnimationItem 오브젝트의 props 속성값 수정 후 play 메소드를

실행하는 경우 props 속성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0.3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

니다).

DataObject

RP 설명

92312 Environment addcookietovariable, enablecookie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하고 DataObject 오브젝트의 requ

est 메소드 실행 시 응답 헤더 Set-Cookie 속성값을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GoogleMap

RP 설명

92296 GoogleMap 컴포넌트에 지도 로딩 후 latitude, longitude 속성값이 undefined로 반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91412 GoogleMap 컴포넌트에 로딩된 지도 클릭 시 GoogleMapClickEventInfo 오브젝트의 latitude, longitude 속

성값이 undefined로 반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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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RP 설명

92535 Grid 컴포넌트에서 displaytype 속성값을 "decoratetext"으로 설정하고 링크 효과 지정 시 링크가 동작하지 못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E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3.6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

니다).

92409 Grid 컴포넌트에서 displaytype 속성값을 "checkboxcontrol"으로 설정하고 checkboxfalsevalue, checkboxt

ruevalue 속성값을 설정한 후 스크롤 동작 시 checkbox 체크표시 잔상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307 Grid 컴포넌트에서 displaytype 속성값을 "progressbarcontrol"으로 설정한 경우 스크롤 동작 시 null로 설정

된 셀에 표시된 progressbaritem이 초기화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mageViewer

RP 설명

92424 ImageViewer 컴포넌트의 stretch 속성 설정 시 onload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108 ImageViewer 컴포넌트의 fittocontents 속성값을 "both"로 설정하고 stretch 속성값을 "fixaspectratio"로 설

정하면 이미지가 imagetext 영역에 맞추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ListView

RP 설명

92568 ListView 컴포넌트에서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clearData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17.1.3.6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MaskEdit

RP 설명

89692 MaskEdit 컴포넌트의 clipmode 속성값이 "includespace"이고 trimtype 속성값이 "left" 또는 "both"인 경우

공백문자를 포함한 텍스트 입력 후 ENTER 키 입력 시 캐럿 위치가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17.1.0.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Sketch

RP 설명

92160 showModal 메소드로 뛰운 Form에 배치된 Sketch 컴포넌트에서 터치 제스처 동작 시 부모 Frame에 있는 For

m이 스크롤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SamsungBrowser, 크롬 브라우저 실행 시 발

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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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area

RP 설명

92237 TextArea 컴포넌트의 acceptstab 속성값이 true인 경우 TAB 키 입력 시 oninput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715 TextArea 컴포넌트의 insertText 메소드 실행 시 value 속성과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데이터에 반영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XPush

RP 설명

92550 XPush 서버에서 대량 메시지 전송 시 XPush 오브젝트에서 일부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

도우, 안드로이드, macOS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505 XPush 오브젝트에서 수신한 메시지가 Message Layout 정의 파일에 지정된 항목보다 부족하게 수신된 경우 앱

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483 XPush 서버에서 대량 메시지 전송 시 XPush 오브젝트에서 keepalive 메시지를 서버에 보내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446 XPush 오브젝트에서 데이터베이스 접속이 안되는 상태에서 getRegisteredTopicsWithUserID 메소드 실행 시

onerror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92543 Environment checkversion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하고 사용자 스타일 시트 추가 적용 시 nexacro.open 메소

드 실행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사용자 스

타일 시트에 설정한 선택자 중 font 속성 설정이 없는 선택자가 1개 이상 있는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16.4.2 EasyUI

RP 설명

92443 Form에 Action 추가 시 Action 오브젝트의 이벤트가 속성창에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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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92317 스크립트 버전 옵션값을 "ecma2015 (es6)"로 설정된 상태에서 다국어 보충 평면(Supplementary Multilingu

al Plane, SMP) 문자를 변수명으로 사용하고 Compress JS file 옵션을 체크한 경우 Deploy 시 에러가 발생하

고 Deploy가 실패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002 빌드 시 Bootstrap URL에 잘못된 값을 입력한 경우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6.4.4 기타

RP 설명

92480 알림 메시지 터치 후 앱 실행 시 onnotification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

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466 UpdateType을 "server"로 설정하고 시작 액티비티를 직접 설정한 경우 onnotification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289 앱 배포 가이드 내 네트워크 연결 없는 앱 실행 설정 항목에 대한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Update Type 설정이 Update(Local+Server)인 경우 17.1.0.300 변경 사항이 문서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16.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92378 도움말 항목 중 XPush 오브젝트의 getRegisteredTopics, getRegisteredTopicsWithUserID 메소드 설명을 수

정했습니다.

92280 도움말 항목 중 Dataset 오브젝트의 enableevent 속성, onrowsetchanged, onvaluechanged 이벤트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91878

92101

도움말 항목 중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 설명에 대한 iOS/iPad 제약 사항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92335 도움말 항목 중 Grid, ListBox, ListView, TextArea 컴포넌트의 onmousewheel 이벤트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92342 도움말 항목 중 System 오브젝트의 execDefaultBrowser 메소드 실행 시 제약 관련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92390 도움말 항목 중 Plugin 오브젝트의 classid 속성 항목에 실행 시 제약 사항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92437 도움말 항목 중 Environment key 속성에 대한 Windows NRE 제약 사항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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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1.3.600

File Version 2021.6.22.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17.2 신규기능

1. 안드로이드 정책 변경으로 안드로이드 Build App 결과물에 Android App Bundle(.aab) 파일을 추가 했습니다.

(RP 92222, 92367)

설명

• AppBuilder 1.1.6 이상 버전을 설치해야 합니다.

• 안드로이드 Build App 결과물에 Android App Bundle(.aab) 파일을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 도구 가이드", "앱 배포 가이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 도구 가이드 > 사용자에게 배포할 설치 파일(또는 웹 문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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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배포 가이드 > 앱 빌드하기, App 목록

설명

2. ListView 컴포넌트에 getEditingValue, getEditingText, setEditingValue, getEditValue, setEditValue 메소

드를 추가했습니다.(RP 92100)

설명

• Grid 컴포넌트에서 제공하는 같은 이름의 메소드와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ListView > Method > getEditingValue

- Components > Component > ListView > Method > getEditingText

- Components > Component > ListView > Method > setEditingValue

- Components > Component > ListView > Method > getEditValue

- Components > Component > ListView > Method > setEditValue

17.3 변경기능

1. iPadOS, iOS 단말기의 Safari(WRE), NRE 환경에서 Combo type search, Filter에 대한 일본어 입력 동작을

변경했습니다. (RP 91878, 92101)

설명

변경 전 • ComboEdit에 일본어 입력 시 확정 전에 search, filter 드랍다운 리스트가 동작

변경 후 • ComboEdit에 일본어 입력 시 확정 후에 search, filter 드랍다운 리스트가 동작

2. Environment 오브젝트의 loglevel 속성값을 스크립트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RP 91903)

설명

• 기존 코드에서 이미 setter 함수를 허용하고 있어서 코드 수정 없이 도움말, 메타인포를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nvironment > Property > log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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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오류수정

17.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alendar

RP 설명

92315 Calendar 컴포넌트에서 사용자 키 입력으로 canchange 이벤트가 발생할 때 canchange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옮기는 경우 canchange 이벤트가 2번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leDownTransfer

RP 설명

92311 FileDownTransfer 오브젝트의 download 메소드 실행 시 저장공간 권한 요청 팝업이 뜨고 '승낙' 선택 시 잘못

된 파일명으로 저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Upload

RP 설명

92112 FileUpload 컴포넌트의 upload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OS 운영체제

Safari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ListView

RP 설명

92369 Form 크기 변경 후 ListView 컴포넌트의 디테일 밴드를 열면 배치된 Cell 위치가 잘못 표시되거나 표시되지 못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3.3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329 ListView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rowposition 속성값 변경 시 해당 위치로 스크롤 이동을 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inFrame

RP 설명

92330 MainFrame 오브젝트의 visible 속성값을 스크립트에서 false로 설정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17.1.3.5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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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

RP 설명

92275 XCSS에서 Menu 컴포넌트의 padding 설정 시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2.500 이상 버전

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Radio

RP 설명

92325 Radio 컴포넌트의 acceptvaluetype 속성값을 "allowinvalid"(기본값)으로 설정한 경우 유효하지 않은 값으로

value 속성값을 설정하면 undefined로 value 속성값이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Static

RP 설명

92034 Static 컴포넌트의 usedecorate 속성값을 스크립트에서 true로 변경하고 text 속성값에 링크 효과를 설정한 경

우 링크가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E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Tab

RP 설명

92323 TabpageControl 오브젝트의 tabbuttonheight, tabbuttonwidth 속성값을 설정한 상태에서 null로 속성값을

변경할 때 기본값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extArea

RP 설명

92234 TextArea 컴포넌트에 일본어 입력 시 미확정 상태에서 다른 TextArea 텍스트 편집 영역을 클릭하면 비정상 종

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92300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컬럼 정보가 없는 빈 Dataset 오브젝트를 파라미터값으로 설정한 경우 BIN 패킷 에

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297 transaction 메소드의 nDataType 파라미터값을 "1"로 설정하고 실행 시 데이터에 포함된 일부 전각문자로 인

해 데이터 크기를 잘못 계산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199 transaction 메소드를 반복해서 실행하면 앱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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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148 Form 오브젝트 ondrag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다른 컴포넌트의 setFocus 메소드를 실행하는 경우 Grid

컴포넌트에서 셀 클릭 후 드래그 동작 시 포커스가 다른 컴포넌트로 옮겨졌다가 다시 Grid에 포커스가 주어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114 transaction 메소드의 bAsync 파라미터값을 "false"로 설정하고 반복 실행 시 브라우저가 응답하지 못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IE11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981 PopupDiv 컴포넌트 내에서 Listbox 컴포넌트의 동적 생성, 삭제하기를 반복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91594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Export 시 대상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maskeditpostfixtext 속성

값을 설정한 경우 maskeditpostfixtext 속성값이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17.4.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92116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위자드 실행 시 스크롤이 생기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3.100 이상 버전에서 발생

한 오류입니다. 특정 해상도와 배율 설정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는 사용자가 설정한 해상도와 배율에 따라 창 크기 조정으로 내용을 정상적으로 표현하

기 어려운 경우 스크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오류는 이전 버전에서 조정 가능했던 범위를 17.1.3.100 이상

버전에서 지원하지 못해 발생한 오류 수정입니다.

17.4.3 EasyUI

RP 설명

92229 View Layout Editor에서 2개 이상의 Column, Row 선택 후 속성창에서 size 변경 시 첫 번째 Column, Row s

ize만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4.4 기타

RP 설명

92309 UserFont 적용 시 화면에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

류입니다. 17.1.2.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302 Form 오브젝트 close 메소드 실행 시 콘솔창에 "NotFoundError"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3.300 이상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235 FileDialog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실행 시 표시되는 confirm 창 크기가 작아 메시지 일부가 표시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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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214 안드로이드 WebView에서 로컬(assets 디렉터리)에 저장된 넥사크로플랫폼 WRE 앱 로딩 시 라이브러리를 찾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2004 특정 업로드 솔루션 모듈(DEXT5 Upload) 로드 후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17.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92113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onmouseenter, onmouseleave, onmousemove 이벤트 설명에 제약 사항을 추가

했습니다.

92100 도움말 항목 중 ListView 컴포넌트의 getEditingValue, getEditingText, setEditingValue, getEditValue, set

EditValue 메소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도움말 항목 중 ListView 컴포넌트의 getEditText 메소드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91903 도움말 항목 중 Environment 오브젝트의 loglevel 속성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91878 도움말 항목 중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 설명에 일본어 입력 시 변경된 동작을 추가했습니다.

91803 도움말 항목 중 System 오브젝트의 clientToScreenX, clientToScreenY 메소드 설명에 제약 사항을 추가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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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1.3.500

File Version 2021.5.27.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18.2 릴리스 이후 수정 사항

18.2.1 17.1.3.501

RP 설명

92332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packing 시 nexacro17lib 버전을 수정해도 json에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17.1.3.5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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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신규기능

1. Tray 오브젝트에서 풍선 팁을 숨기는 Method와 Event를 추가했습니다.(RP 91870)

설명

• 추가된 Method는 hideBalloonTip 입니다.

• 추가된 Event는 onballoontipshow, onballoontiphide, onballoontipclick 입니다.

• 추가된 EventInfo Object는 TrayBalloonTipHideEventInfo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pplication > Objects > Tray > Method > hideBalloonTip

- Application > Objects > Tray > Event > onballoontiphide

- Application > Objects > Tray > Event > onballoontiphide

- Application > Objects > Tray > Event > onballoontipclick

- EventInfo Objects > TrayBalloonTipHideEventInfo

2. Windows NRE 환경에서 윈도우 핸들(HWND) 값을 반환하는 Method를 추가했습니다. (RP 91869)

설명

• 추가된 Method는 getNativeHandle 입니다.

• 각각의 프레임에 있는 getNativeHandle Method는 설명과 동작 기능은 같습니다.

• Windows NRE 환경만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Frames > MainFrame > Method > getNativeHandle

- Frames > FrameSet > Method > getNativeHandle

- Frames > TileFrameSet > Method > getNativeHandle

- Frames > HFrameSet > Method > getNativeHandle

- Frames > VFrameSet > Method > getNativeHandle

- Frames > ChildFrame > Method > getNativeHandle

3. XPush 오브젝트에서 토픽 조회 요청을 위한 getRegisteredTopics, getRegisteredTopicsWithUserID Metho

d를 추가했습니다. (RP 91443,91442,92331)

설명

• 추가된 Method는 getRegisteredTopics, getRegisteredTopicsWithUserID 입니다.

• 신뢰성 메세지(registerTopic(), registerTopicWithUserID()) 호출만 대상으로 합니다.

>> 실시간 메세지(subscribe())는 대상 아닙니다.

• XPush 2.8.4 이상의 버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 protocolversion 속성은 3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munication Objects > XPush > Method > getRegisteredTopics

- Communication Objects > XPush > Method > getRegisteredTopicsWithUse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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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Push 서버 제품에 토픽 조회 요청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을 추가했습니다. (RP 91390)

설명

• NRE, WRE 환경에서 getRegisteredTopics, getRegisteredTopicsWithUserID Method 사용 시 XPush 서버와 통신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추가했습니다.

• 조회에 성공하면 JSON형식의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 protocolversion 속성값이 3 인 경우만 동작합니다.

18.4 변경기능

1. Windows NRE 환경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execShell 메소드 기능을 변경했습니다. (RP 92028)

설명

•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 확장자 없이 실행하는 경우 ( ex: system.execShell( "notepad" ); )

• 다음과 같은 확장자일 경우

>> bat, bin, cmd, com, cpl, exe, gadget, inf1, ins, inx, isu, job, jse, lnk, msc, msi, msp, mst, paf, pif, ps1, reg, rgs, sc

r, sct, shb, shs, u3p, vb, vbe, vbs, vbscript, js, ws, wsf, wsh, dll, hta

• 실행할 파일이 실제 존재하지 않을 경우

>> 다만, 시작명령이 http://, https://, mailto:로 구성된 경우에는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isc. Objects > System > Method > execShell

18.5 오류수정

18.5.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ombo

RP 설명

92049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filter", "filterlike", "serach" 인 경우 comboedit에 확정 전 상태로 일본

어 입력 후 필터링된 combolist에서 아이템 선택 시 항목 선택이 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3.4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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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RP 설명

92015 Edit 컴포넌트의 displaynulltext 속성값을 설정한 상태에서 password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경우 특수문자

로 대체하지 않고 그대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E11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699 Edit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값을 "alpha,english"로 설정하고 inputmode 속성값을 "upper"로 설정한 경

우 한글 입력 후 영문 입력 시 소문자로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DownTransfer

RP 설명

92145 FileDownTransfer 컴포넌트의 download 메소드 실행 시 Response header 값에 ";" 문자가 포함된 경우 내

려받은 파일 확장자 뒤에 ";"문자가 붙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

니다).

Form

RP 설명

91872 Form 오브젝트의 scrollTo 메소드 실행 후 scrolltype 속성값을 "none"으로 설정한 경우 스크롤 위치가 초기화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E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ListView

RP 설명

91423 ListView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calendarcontrol", edittype 속성값이 "date"인 경

우 버튼 동작 시점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

류입니다).

Menu

RP 설명

91823 Menu 컴포넌트의 userdatacolumn 속성값을 앱 실행 중 스크립트에서 변경하는 경우 UI와 기능이 잘못 처리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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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RP 설명

92098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combo"인 경우 combolist를 펼친 상태에서 TAB 키 입력

시 다른 셀로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3.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018 Grid 컴포넌트의 expandshow 속성값이 "show"인 경우 가로 스크롤바 이동 시 expand 영역과 text 영역이

겹쳐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0.0.27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711 Grid 컴포넌트의 body 밴드에 병합된 셀이 있는 경우 mergeCell 메소드 실행 시 텍스트가 잘못된 영역에 표시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opupMenu

RP 설명

91858 PopupMenu 컴포넌트에서 3레벨 이상 하위 메뉴를 띄운 후 다른 메뉴 항목 선택 시 이전에 띄운 메뉴가 닫히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Android, iOS 운영체제 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WebBrowser

RP 설명

91822 WebBrowser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앱 실행 중 스크립트에서 false로 변경하는 경우 disabled Status가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815 WebBrowser 컴포넌트에 연결된 HTML 콘텐츠에서 capture 속성값을 "camera"로 설정한 input 태그가 포함

된 경우 버튼 클릭 시 카메라 실행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안드로이드 7.0 이상 버전에서는 FileProvider 사용 설정이 필요합니다).

WebView

RP 설명

91861 WebView 컴포넌트 실행 시 컨트롤이 없는 경우 컨트롤 설치 안내 URL이 사용자 로케일에 따라 해당 언어 URL

로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기타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RP 설명

92055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중 단일행 입력만 허용하는 컴포넌트에 개행문자가 포함된 문자열이

설정된 경우 텍스트 블록 선택 시 일부 영역만 선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macOS,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2027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중 단일행 입력만 허용하는 컴포넌트에 개행문자가 포함된 문자열이

설정된 경우 개행문자가 깨져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macOS,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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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2.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92146 Grid 컴포넌트의 border-right width 값을 0으로 설정한 경우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export 처리

시 border가 출력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895 ImageViewer 컴포넌트의 fittocontents 속성값이 "none"이 아닌 경우 Div 컴포넌트에 연결된 Form 리로드

시 이미지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843 Tray 오브젝트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nbeforeexit 이벤트 발생 후 사용자가 확인창에

서 "취소"를 선택한 경우 Tray 오브젝트가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에서 발생한 오

류입니다).

18.5.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92000 넥사크로 스튜디오 Build App Wizard에서 Windows 운영체제 Server Path 항목에 "http://" 입력 시 "http:/

"로 저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99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Bootstrap URL에 잘못된 값 입력 시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지 않은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Bootstrap URL의 유효성을 체크하는 기능을 보완했습니다.

○ (Project > Build > NRE (Windows) > Bootstrap URL 옵션 설정 시)

빈값 또는 .json 파일 여부 확인하고 경고 메시지 출력

○ (빌드 시)

UpdateType 설정에 따라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 경고 메시지 출력하고 Bootstrap URL 입력 요청

■ Update/Server: http:// 또는 https://로 시작하는 URL

■ Local: 리소스 경로의 상대 경로

91933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Build Type을 "Upload Contents"로 선택하고 빌드한 후 다시 빌드를 실행할 때 이전에

선택한 TargetProject 항목이 저장되지 못하고 첫 번째 항목이 선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926 넥사크로 스튜디오 Packing Wizard에서 nexacro17lib.zip 모듈 추가 시 모듈 파일 내 nexacro17lib.json 파

일이 누락되어 앱빌더 UI에서 버전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914 모듈 디벨로퍼 애뮬레이터 실행 시 추가한 enuminfo 목록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913 넥사크로 스튜디오 Library Manager에서 Framework Library 항목을 "local library"로 설정한 경우 merge/c

ompress 옵션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904 모듈 디벨로퍼에서 Composite component로 만든 모듈 설치 후 넥사크로 스튜디오 속성창에서 모듈에 포함된

컴포넌트의 visible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값 변경 시 디자인 화면에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888 넥사크로 스튜디오 스크립트 편집창에서 설정된 폰트에서 지원하지 않는 문자 입력 시 자간이 잘못 표시되거나

텍스트 블록 선택을 잘못 처리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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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73 모듈 디벨로퍼에서 메타인포 항목 추가 시 기존 항목과 대소문자만 다른 항목을 생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91830 넥사크로 스튜디오 메뉴[File > Open]를 선택하고 프로젝트 경로 밖에 있는 XFDL 파일을 열면 Source 탭만 활

성화되어 열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프로젝트 경로 밖에 있는 XFDL 파일 선택 시에는 Import Wizard를 실행합니다.

91811 모듈 디벨로퍼에서 XCDL 파일을 열고 Class Definition 탭에서 코드 블록 선택 후 Auto Indent 단축키(ALT+F

8) 입력 시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794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 된 Dataset 오브젝트 삭제 시 binddataset 속성값도 삭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788 모듈 디벨로퍼에서 Composite component로 만든 컴포넌트에 TAB 키 입력으로 포커스 이동 시 포커스가 적

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540 넥사크로 스튜디오 Packing Wizard에서 Deploy Path 변경 시 선택한 운영체제 경로만 변경되고 선택하지 않

은 운영체제는 이전 경로를 유지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18.5.3 기타

RP 설명

91126 UIAutomation2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ID로 Element를 찾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10 운영

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8.6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92028 도움말 항목 중 system 오브젝트의 execShell 메소드 항목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91869 도움말 항목 중 프레임 오브젝트의 getNativeHandle 메소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MainFrame, ChildFrame, FrameSet, TileFrameSet, HFrameSet, VFrameSet

91870 도움말 항목에 Tray 오브젝트 관련 메소드, 이벤트, EventInfo 항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했습니다.

(신규)

Tray > hideBalloonTip 메소드

Tray > onballoontipshow 이벤트

Tray > onballoontiphide 이벤트

Tray > onballoontipclick 이벤트

TrayBalloonTipHideEventInfo 오브젝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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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y > showBalloonTip

91443 도움말에 XPush 오브젝트의 getRegisteredTopics, getRegisteredTopicsWithUserID 메소드 항목을 새로 추

가했습니다.

도움말 항목 중 아래 속성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XPushEventInfo > action

XPushErrorEventInfo > action

XPushErrorEventInfo > statuscode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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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1.3.400

File Version 2021.4.28.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19.2 신규기능

1. 모듈 디벨로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 인터페이스 함수를 추가했습니다.(RP 91978, 91821)

설명

• 아래 기준에 따라 인터페이스 함수를 추가했습니다.

>> 컴포넌트에서 공통처럼 사용하는 함수 중 누락된 함수.

>> 프레임워크에서 불특정 컴포넌트 대상으로 호출하는 함수 중 인터페이스로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한 함수.

• 추가한 인터페이스 함수 목록입니다.

>> on_getBindableProperties

>> on_change_bindSource

>> on_init_bindSource

>> on_get_prop_tabstop

>> _on_imeaction

>> on_imeaction_default_action



2021년 4월 (17.1.3.400) | 188

>> on_fire_onimeaction

>> _isFocusAcceptable

>> _getDlgCode

>> _getDragData

설명

2. View Layout Editor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91631)

설명

• View Layout Editor에서 View Layout 정보를 설정하고 fn_GetViewGenerationResult 함수 내에서 View Layout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도구 가이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View Layout Editor

3. XML-JSON(View Template) Converter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91338)

설명

• XFDL 의 내용을 JSON 으로 변환기능을 제공하여 View Template 작성시 오류를 줄이고 수동 작성을 최소화하여 쉽게 작성

할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도구 가이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XML <-> JSON Converter

19.3 변경기능

1. iOS(iPadOS) 14.5 버전에서 update 타입으로 앱 구동 시 폼을 정상적으로 로드하도록 변경했습니다.(RP 921

24)

설명

• 17.1.3.400 이전 버전에서 iOS(iPadOS) 14.5 의 update 타입 앱 구동 시 폼을 로드하지 못합니다.

>> nexacro17lib.zip 파일을 17.1.3.400 버전으로 교체 해야 정상적으로 로드합니다.

변경 전
• iOS(iPadOS) 14.5 버전에서 update 타입으로 앱 구동 시 폼을 로드하지 못합니다.

>> SecurityError: Not allowed to access cross-origin stylesheet 발생

변경 후 • iOS(iPadOS) 14.5 버전에서 update 타입으로 앱 구동 시 폼을 정상적으로 로드합니다.

2. 배포 파일 중 nexacro17_frameworklibrary_XXXX.zip 파일 내 nexacro17lib 디렉터리 구조가 반복되지 않

도록 변경했습니다.(RP 91936)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803ed6c95c73396a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36043380d87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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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변경 전 • nexacro17lib.zip\nexacro17lib\nexacro17lib\

변경 후 • nexacro17lib.zip\nexacro17lib\

3.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Deploy 시 선택한 플랫폼에 필요한 필수 모듈만 Packing 하는 기능을 제거했습니다. (R

P 91753)

설명

• 17.1.3.100에서 변경한 기능의 사용성 문제로 해당 변경 건을 원복합니다. (RP 90423)

변경 전 • Deploy 시 플랫폼별로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CSS만 패킹했습니다.

변경 후 • Deploy 시 모든 플랫폼에 동일한 라이브러리와 CSS를 패킹하도록 변경했습니다.

19.4 오류수정

19.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nimation

RP 설명

91617 Animation 오브젝트의 loop 속성값을 true, loopcount 속성값을 설정한 상태에서 play 메소드 실행 중에 loo

p 속성값을 false로 변경하면 애니메이션 동작이 멈추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alendar

RP 설명

91688 Calendar 컴포넌트의 popuptype 속성값이 "normal"인 경우 팝업창이 나타났다가 바로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안드로이드 11 운영체제에서 Samsung Browser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

의 "PC 모드"를 활성화한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ExcelExportObject

RP 설명

91761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exportuitype 속성값을 "exportprogress"로 설정하고 Form 오브젝트의 se

tWaitCursor 메소드를 같이 사용한 경우 파일 내보내기 후 마우스, 키보드 조작이 안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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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ownTransfer

RP 설명

91882 FileDownTransfer 컴포넌트의 download 메소드 실행 시 쿠키값을 처리하지 못해 세션 유지를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831 FileDownTransfer 컴포넌트의 download 메소드 실행 시 MIME type이 없는 파일(js 또는 json 파일)을 내려

받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ListView

RP 설명

91718 ListView 컴포넌트에서 일본어 입력 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셀로 포커스를 옮기면 값이 복사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iOS 운영체제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3.2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Grid

RP 설명

91951 팝업창에 배치된 Grid 컴포넌트 셀에 텍스트 입력 후 ENTER 키 입력 시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팝업창을 닫

는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928 Grid 컴포넌트의 enableredraw 속성값이 false인 경우 formats 속성값을 동적으로 변경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844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인 경우 셀 편집창에 ENTER 키 입력 시 바인딩된 Dataset 오브

젝트의 oncolumnchanged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updatecontrol 속성값을 false로 설정하고 setRowTy

pe 메소드 실행 후 다시 updatecontrol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840 Grid 컴포넌트의 autoupdatetype 속성값을 "dateselect"로 설정한 경우 Calendar로 설정한 셀에서 날짜 선택

시 Row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729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calendardateformat 속성값이 "yyyy-MM-dd HH:mm"이고 calendareditfor

mat 속성값이 "yyyy-MM-dd"인 경우 편집 상태에서 수정하지 않고 다른 셀 클릭 시 일부 데이터가 잘려서 처리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721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textareaacceptsenter 속성값이 false일 때 블루투스 키보드로 CTRL+ENTER

또는 Command+ENTER 키 입력 시 줄 바꿈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Pad, macOS 운영체제에

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3.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678 Grid 컴포넌트의 setCellProperty 메소드로 셀 border 속성값을 설정하는 경우 설정값보다 두껍게 표시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665 Grid 컴포넌트의 readonly 속성값이 true이거나 enable 속성값이 false인 경우 calendarcontrol, combocont

rol의 버튼에 disabled Status 스타일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652 Grid 컴포넌트의 readonly 속성값이 true인 경우 calendarcontrol, combocontrol에 readonly Status 스타일

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590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이 "row"이고 Cell 오브젝트의 autosizerow 속성값을 "limitmin"으로

설정한 경우 디자인 시 설정된 Cell 의 높이보다 자동조절되는 높이가 작아도 자동조절이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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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

88598 Grid 컴포넌트의 showselection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경우 Grid 컴포넌트의 오른쪽 끝에 있는 병합한 Cell

선택 시 Border를 표시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PopupDiv

RP 설명

91851 함수 내에서 alert, confirm 메소드 실행 후 trackPopupByComponent 메소드를 실행하며 최초 1회만 Popup

Div를 표시하고 이후 해당 함수 실행 시에는 PopupDiv를 표시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3.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해당 오류는 제약 사항(trackPopup 메소드 실행 전 alert, confirm 메소드 실행 시 컴포넌트가 표시되지 않는

제약)에 따라 PopupDiv가 표시되지 않는 것을 강제적으로 1회만 표시하게 잘못 수정된 오류입니다.

제약 사항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docs.tobesoft.com/product_information_nexacro_17_ko#b3fc2364e5ff57f6

Tab

RP 설명

91955 Tab 컴포넌트의 insertTabpage 메소드 실행 시 nIndex 파라미터를 -1로 설정한 경우 canchange 이벤트 핸들

러 함수 내에서 false 값을 반환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0.100 이후 버전에

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Tray

RP 설명

91810 Tray 오브젝트의 icon 속성값을 스크립트에서 반복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아이콘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XPush

RP 설명

91983 XPush 오브젝트가 활성화된 Form 화면이 실행된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전환을 반복하는 경우 앱이 비정상 종료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http://docs.tobesoft.com/product_information_nexacro_17_ko#b3fc2364e5ff57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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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RP 설명

92026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두 글자 이상을 선택한 상태에서 ALT+` 단축키 입력 시 선택한

텍스트 블록이 풀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일본어 IME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3.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867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 중국어 입력 중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옮겼을 때 입력 중인 텍

스트가 포커스를 이동한 컴포넌트에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Sogou 중국어 병음 입력기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580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 중국어 입력 중 후보창(Candidate Window) 위치가 잘못 표시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Sogou 중국어 병음 입력기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576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의 autoselect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시 전체

선택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Firefox 85.0.2 이상 버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92056 transaction 메소드 strArgument 파라미터로 설정한 값이 큰따옴표가 연속된 값으로 시작한 경우 값 일부가

잘려서 전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967 nexacro.wrapQuote 메소드 실행 후 반환된 값을 transaction 메소드 strArgument 파라미터로 설정 시 값 일

부가 잘려서 전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nexacro.wrapQuote 메소드 파라미터로 설정한 문자열에 큰따옴

표가 포함된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91948 TypeDefinition에서 Service의 Cachelevel 값을 "session"으로 설정한 경우 앱 실행 후 Form 리로딩 시 변경이

없는 파일을 다시 받아오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947 showModal 메소드 실행 시 ChildFrame 오브젝트의 openstatus 속성값을 "maximize"로 설정한 경우 타이

틀바의 normal, max 버튼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

니다. 17.0.0.19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917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CSV 데이터에 콤마(,)로 시작하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 콤마를 다른 데이터로 처리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855 Div 컴포넌트 내 배치된 Grid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없는 상태에서 셀 클릭 시 Div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을 변경

하는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3.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832 Form 오브젝트의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중 해당 Form을 닫을 경우 waitCursor가 계속 표시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91819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후 Tree 형태로 표현된 Grid 컴포넌트 스크롤 시 일부 Row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776 Form 오브젝트 로딩 완료 전에 호출되는 스크립트에 Strict mode를 적용한 경우 에러가 있는 코드에서 스크립

트 에러를 출력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https://developer.mozilla.org/en-US/docs/Web/JavaScript/Reference/Strict_mode

91775 넥사크로 앱을 IFRAME 태그 내에서 실행할 때 크로스 도메인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트스트랩 파일에서 do

cument.domain 속성을 변경한 경우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파일 가져오기 시 크로스 도메인 에러

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tps://developer.mozilla.org/en-US/docs/Web/JavaScript/Reference/Strict_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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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31 Environment enabletouchevent 속성값을 false로 설정하고 Tree 형태로 표현된 Grid 컴포넌트에서 터치 동

작으로 셀을 선택하거나 해제하는 동작을 반복했을 때 mouseover Status 스타일로 지정한 색상이 계속 화면에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Chrome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690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bAsync 파라미터값을 false로 설정한 경우 콜백 함수 내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523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후 받은 XML 데이터 내 Row의 컬럼 순서가 다른 경우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19.4.2 DeviceAPI

RP 설명

92029 ContactSet 오브젝트의 append 메소드 실행 시 앱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9.4.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91959 넥사크로 스튜디오 Library Manager 창에서 Framework Library 버튼 툴팁이 다른 텍스트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766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Static 컴포넌트의 wordWrap 속성을 설정한 후 컴포넌트를 복사해서 새로운 컴포넌트

를 만들거나 Form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을 때 wordWrap 속성이 디자인 화면에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17.1.3.2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756 모듈 디벨로퍼에서 Grid 컴포넌트 편집을 위해 Grid Contents Eidtor 실행 시 theme 또는 imagesrc 경로의

이미지를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74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Environment의 locale 속성값을 설정한 후 Application의 속성값을 변경한 경우 생성

된 부트스트랩 파일 HTML 태그에서 lang 속성값이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597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Nexacro Emulator을 실행하거나 External Application을 실행했을 때 텍스트 편집 영

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CTRL+C, CTRL+V 등의 편집 단축키가 동작하지 못하고 컨텍스트 메뉴에서 편

집 항목 선택 시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9.4.4 Easy UI

RP 설명

92044 View 컴포넌트에 View 템플릿을 두 번 이상 반복 적용 후 메뉴[Edit > Redo], [Edit > Undo]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View 템플릿의 View 컴포넌트 설정에 viewdataset 속성이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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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19.4.5 기타

RP 설명

91875 화면 하단 시스템 내비게이션이 버튼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한 경우 내비게이션 버튼을 숨겼다가 다시 표시했을

때 화면 스크롤이 생기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826 화면회전시화면해상도가달라지는오류를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운영체제 Chrome, Samsung Browser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 설정에서 [Chrome: 접근성 > 확대/축소 강제 사용, Samsun

g Browser: 인터넷 설정 > 화면 수동 확대] 항목을 활성화한 경우에 발생한 오류입니다.

91726 화면 내 특정 영역 터치 시 앱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특정 기기(P89H)에서만 발생한 오류입니다).

91725 화면 회전 시 화면 크기 값을 다르게 반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특정 기기(P89H)에서만 발생한 오류입니다).

91722 화면 터치 시 터치 이벤트 발생 영역값을 다르게 반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특정 기기(P89H)에서만 발생한 오류입니다).

91695 배포 파일 중 nexacro17_frameworklibrary_XXXX.zip 파일 내 사용하지 않는 Chart 디렉터리가 포함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91670 Environment에서 추가한 Cookie의 secure 속성값이 true인 경우 웹 브라우저를 새로고침하거나 재시작했을

때 Cookie 값이 삭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9.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91901 도움말 항목 중 Environment loglevel 메소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91716 도움말 항목에 XMLHttpRequest NRE 지원 여부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Appendix > XMLHttpRequest NRE Support

91663 도움말 항목 중 Menu 컴포넌트의 trackPopup 메소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91626 도움말 항목 중 Environment filesecurelevel 속성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91507 도움말 항목 중 ListBox 컴포넌트의 multiselect 속성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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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1.3.300

File Version 2021.3.30.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20.2 릴리스 이후 수정 사항

20.2.1 17.1.3.301

RP 설명

91938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열 때, 외부 라이브러리에 스크립트 오류가 발

생한 경우 프로젝트를 열지 못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17.1.3.3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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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신규기능

1. Appium에서 Element에 sendKeys가 동작하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 91566)

설명

• Appium에서 Find한 Element에 SendKeys 메서드가 동작하도록 구현했습니다.

>> 해당 메서드는 EditText 컴포넌트일 때만 동작합니다.(ReadOnly Property 값에 따라 동작)

20.4 변경기능

1. Appbuilder에서 Skia Graphics Library 를 기반의 렌더링 처리를 위해 Android 최소 버전을 변경했습니다.(R

P 91728)

설명

변경 전 • Android minSdkVersion 19

변경 후 • Android minSdkVersion 21

2. Android NRE 환경에서 targetsdk 버전에 따라 ImagePicker, FileDialog, FileUpload, Camera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변경됐습니다. (RP 91611, 91720)

설명

• Android Project의 targetsdk 버전에 따라 설정 항목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앱 배포 가이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17_1_3_300_f0ce578ddf7cd968

3. Windows NRE 환경에서 LiteDBConnection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실행 시 샌드박스 정책이 적용되도록

변경했습니다. (RP 91626)

설명

변경 전 • Environment.filesecurelevel 속성에 상관없이 '내 문서' 이외의 경로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변경 후

• Environment.filesecurelevel 속성에 따라 샌드박스 정책이 적용 됩니다.

• "private" : Personal Path(내 문서) 및 그 하위 경로의 파일에만 접근을 허용합니다.

>> 그 외 경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경고창이 뜨고 실행되지 않습니다.

• "all" : 모든 경로의 접근을 허용합니다. Personal Path(내 문서) 외의 경로나 파일에 접근하면, 접

근 허용 여부를 사용자에게 확인하는 UserConfirm 창이 표시됩니다.

http://docs.tobesoft.com/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17_1_3_300_f0ce578ddf7cd968


197 | 제품 정보

20.5 오류수정

20.5.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alendar

RP 설명

91003 Calendar 컴포넌트의 calendaredit 영역 클릭 시 시스템 달력이 표시되었다가 바로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iPad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DataObject

RP 설명

91528 DataObject 오브젝트의 onerror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getResponse 메소드 실행 시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안드로이드, macOS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458 Array.prototype에 사용자 지정 속성을 추가한 후 DataObect 오브젝트의 request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91755 웹 브라우저에서 비밀번호 자동 입력 기능 사용 시 Edit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이 undefined로 처리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구글 크롬, Edg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702 Edit 컴포넌트의 한글 입력 중 스크립트로 readonly 속성값을 true로 변경하고 다시 입력 시 한글이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694 Edit 컴포넌트에서 텍스트 입력 시 플로팅 모드 키보드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옮겨도 키보

드가 내려가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520 Edit 컴포넌트에 텍스트 입력 후 ENTER 키 입력 시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cancolumnchange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false값을 반환해도 Edit 컴포넌트의 text 속성값이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celExportObject

RP 설명

91489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addExportItem 메소드 실행 시 varExportSource 파라미터 값을 suppress 적

용된 Grid 컴포넌트로 설정하고 strExportMerge 파라미터 값을 'merge'로 설정한 경우 export 처리 시 suppr

ess된 value 값이 모두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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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View

RP 설명

91736 2개 이상의 컬럼을 가지는 ListView 컴포넌트에서 반복적으로 상하 스크롤 시 화면에 표시되는 데이터가 사라

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321 ListView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calendarcontrol', edittype 속성값이 'date', cale

ndartype 속성값이 'monthonly'인 경우 날짜 선택 후 포커스를 옮겼다가 다른 날짜를 선택하면 이전 선택한 날

짜도 선택된 상태처럼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Grid

RP 설명

91738 Grid 컴포넌트의 selecttype 속성값이 'multirow'인 경우 선택된 Row의 셀 클릭 시 oncellposchanged 이벤

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2.3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680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을 'combo'로 설정하고 ENTER 키로 아이템 선택하는 경우 on

enterdown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moveToNextCell 메소드 실행 시 선택한 아이템이 반영되지 않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17.0.0.26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415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oncolumnchanged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showModal

메소드 실행하는 동작을 2번 이상 반복했을 때 팝업창에 포커스가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710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combo'인 경우 combolist에서 아이템 선택 후 ENTER 키

입력 시 onenterdown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GridEditEventInfo 오브젝트의 value 값이 combo editor

의 value가 아닌 combo의 value 값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PadOS 운영체제에서 블루투스 키보

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safari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MaskEdit

RP 설명

91335 MaskEdit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string'이고 format 속성값을 일본어 반각문자가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

한 상태에서 일본어 반각문자를 붙여넣기하면 oninput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opupMenu

RP 설명

91419 PopupMenu 컴포넌트가 표시된 상태에서 다른 컴포넌트의 hotkey 속성으로 설정한 단축키 입력 후 이벤트 핸

들러 함수 내에서 PopupMenu 컴포넌트의 userdatacolumn 속성값을 변경하면 메뉴명이 화면에서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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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Browser

RP 설명

91712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callMethod 메소드 실행 시 줄바꿈 문자를 포함한 파라미터값을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656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callMethod 메소드 실행 시 '\n' 문자를 포함한 파라미터 값을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530 WebBrowser 컴포넌트에 연결된 페이지에서 input type='submit' 코드가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iOS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XPush

RP 설명

91790 XPush 오브젝트의 registerDevice 메소드 실행 시 앱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

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2.5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RP 설명

91798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텍스트 복사 후 붙여넣기가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3.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91743 WebBrowser, WebView 컴포넌트에 연결된 페이지에서 파일 대화 상자가 한 번 실행 후 재실행이 되지 못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703 open 메소드로 띄운 모달리스 창에서 부모창에 setFocus 메소드 실행 시 캐럿 위치나 포커스 처리가 잘못 동작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697 MainFrame에서 openalign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MainFrame이 화면 좌측 상단에 표시되고 openalign 속성

에서 설정한 위치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0.1

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572 nexacro.open 메소드 실행 시 strExtOpenStyle 파라미터에 'noactivate = true'를 설정한 경우 팝업된 창으로

포커스가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541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nDataType 파라미터값을 '1'로 설정한 경우 DATE 타입 컬럼이 DATE_TIME 타입

으로 전송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503 Environment에서 HTTP Header variable 추가 시 value 값이 undefined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W

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372 Date 오브젝트의 addHours 메소드 실행 후 toString 메소드 실행 시 시간 값이 출력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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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19 Edit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PopupDiv, PopupMenu 컴포넌트의 trackPopup 메소드를 실행하

는 경우 컴포넌트가 화면에 표시되었다가 바로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PadOS 운영체제에서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safari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484 Div 컴포넌트 내에 WebBrowser 컴포넌트가 있는 경우 Div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설정해도 We

bBrowser 컴포넌트의 enable 상태는 변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20.5.2 DeviceAPI

RP 설명

91611 ImagePicker 컴포넌트의 open 메소드 실행 시 메모리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20.5.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91812 컴포지트 컴포넌트에서 추가한 속성의 Css Property Name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모듈 설치 후 설치한 컴포넌

트 선택 시 넥사크로 스튜디오가 비정상 종료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681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try...catch 구문 내에 arrow function 사용 시 generate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Script > Version 옵션을 'ECMAScript 2015(ES6)'로 설정한 경우 해당하는 오류입니다).

91602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사용자 모듈 설치 후 새로운 폼 생성 시 넥사크로 스튜디오가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17.1.3.100 이후 버전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설치한 사용자 모듈에 작성한 스크립트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20.5.4 기타

RP 설명

91653 Program Name을 한글로 설정하고 빌드한 앱 설치 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552 Notification 터치 시 앱이 실행되지 못하고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2.5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549 Build Target을 'Windows x64'로 선택하고 빌드한 앱 설치 후 전체 화면으로 실행한 경우 작업표시줄을 자동

숨김으로 설정하고 화면 하단으로 가져갔을 때 작업표시줄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운

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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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91254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onmouseenter 이벤트 설명에 IE 브라우저 제약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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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1.3.200

File Version 2021.2.25.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21.2 변경기능

1. 구글 플레이 정책에 위반으로 앱 차단 경고를 받는 코드를 변경했습니다.(RP 91482)

설명

변경 전 • 정책에 위배되는 API로 인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경 후 • 정책에 위배되는 API를 제거했습니다.

2. View Generation Wizard에서 User Attributes 정보를 Model 필드로 자동 추가하도록 기능을 변경했습니다.

(RP 91510)

설명

변경 전
• Model 생성 시 fn_GetFieldUserAttributeList 함수에서 반환하는 정보를 참조하고 설정하는 용

도로만 사용합니다.

변경 후 • Model 적용 시 User Attributes 정보를 Model 필드로 자동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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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xacro studio에서 제공하는 scriptversion 기본값을 변경했습니다.(RP 91561)

설명

변경 전

• nexaacro studio scriptversion 기본값은 "ECMAScript 5" 입니다.

>> 옵션 위치 Tools > Options > Environment > Script > Version

• nexacrodeploy17.exe -JSVERSION의 기본값은 "ECMAScript 5" 입니다.

변경 후

• nexacro studio scriptversion 기본값을 "ECMAScript 2015(ES6)" 로 변경했습니다.

>> 옵션 위치 Tools > Options > Environment > Script > Version

• nexacrodeploy17.exe -JSVERSION의 기본값을 "ECMAScript 2015(ES6)" 로 변경했습니다.

21.3 오류수정

21.3.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nimation

RP 설명

91351 Animation 오브젝트에서 addTarget, removeTarget 메소드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 동작이 느려지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17.1.2.6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Combo

RP 설명

91440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filter","filterlike","serach" 중 하나로 설정한 경우 확정 전 상태로 일본어

를 입력하고 필터링된 combolist에서 항목을 선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iPadOS 운영체제 W

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2.2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199 Combo 컴포넌트의 readonly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하고 type 속성값을 "dropdown" 이외의 값으로 설정한

경우 comboedit 영역에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709 Combo 컴포넌트가 화면 하단에 위치했을때 Combolist가 펼쳐지는 위치가 어긋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

S 운영체제 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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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RP 설명

91207 Edit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값을 "number"로 설정한 경우 maxlength 속성값을 설정해도 해당 값을 무시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celExportObject

RP 설명

91349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ortData, exportDataEx 메소드 실행 시 Grid 컴포넌트의 gradient 속성

이 중간값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346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exportData, exportDataEx 메소드를 반복해서 실행하는 경우 1개의 파일

만 내보내기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XENI 업데이트가 필요한 수정

입니다).

Form

RP 설명

91191 Form 오브젝트에서 stepcount 속성값을 2 이상으로 설정하고 stepindex 속성값을 1 이상으로 설정했을때 화

면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로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ListBox

RP 설명

91525 ListBox 컴포넌트의 multiselect 속성값이 true인 경우 2개 이상의 아이템을 선택한 후 현재 index 위치의 아이

템 선택을 해제하는 경우 index 속성값이 이전 index 속성값으로 변경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519 ListBox 컴포넌트에서 multiselect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하고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2개 이상의 아이템을

선택하는 경우 선택된 아이템 각각 onitem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Graphics

RP 설명

87928 Graphics 오브젝트 하위 오브젝트의 isHitTest 메소드 실행 결과가 잘못 반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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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RP 설명

91508 Grid 컴포넌트 Cell displaytype 속성값을 expr로 설정한 경우 셀 클릭 시 oncellclick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481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combo"인 경우 combolist에서 ENTER 키를 입력해 항목

을 선택하는 경우 onenterdown 이벤트 발생 시 GridEditEventInfo 오브젝트의 value 속성값이 처리되지 못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3.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434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에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후 데이터를

추가했을 때 hscrollbar가 활성화되는 경우 스크롤바를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면 head 영역이 갱신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2.100 이후 버전에서 Grid 성능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오류입니

다).

91424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calendartype 속성값이 "monthonly"인 경우 셀 선택 시 oncellclick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2.6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418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이 "row" 또는 "both"로 설정한 상태에서 hscrollbar, vscrollbar가 활

성화된 경우 스크롤바를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고 아래쪽 끝으로 이동한 후 원래 위치로 다시 이동하면 일부 Ro

w의 셀 위치가 잘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

니다. 17.1.2.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255 Grid 컴포넌트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checkbox"인경우 SPACE 키입력시 checkboxtruevalue,

checkboxfalsevalue 속성에 설정한 값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enu

RP 설명

91449 Menu 컴포넌트에서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항목(prevbutton 또는 nextbutton이 활성화된 경우)을 nIndex 파

라미터로 설정하고 trackPopup 메소드 실행 시 잘못된 위치에 팝업메뉴가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opupMenu

RP 설명

90154 PopupMenu에 설정한 하위 메뉴 아이콘 이미지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ebBrowser

RP 설명

91479 WebBrowser 컴포넌트의 callMethod 메소드 실행 시 전달될 인수를 오브젝트로 설정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

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2.6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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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ush

RP 설명

91562 XPush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경우 화면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

생한 오류입니다. 17.1.3.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534 XPush 오브젝트의 connect, subscribe 메소드를 순서대로 실행하고 서버 종료 후 다시 connect, subscribe

메소드를 순서대로 실행했을 때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210 XPush 오브젝트의 iplist 속성값으로 HTTP와 HTTPS를 같이 지정한 경우 설정값이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기타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RP 설명

91422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일부 문자가 깨져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일본어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91608 Dataset 오브젝트와 바인딩된 Calendar 컴포넌트에서 날짜 변경 시 on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17.1.3.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153 Div > Tab > Tabpage 구조에서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onrowposchanged 이벤트

핸들러 함수 에서 transaction을 처리하고 Edit 컴포넌트를 마우스 클릭으로 포커스를 설정한 상태에서 TAB 키

입력 시 다음 컴포넌트로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395 nexacro.parseDate 메소드 실행 시 strDate 파라미터에 날짜 형식에 맞지 않는 문자열이 들어오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387 nexacro.parseDate 메소드 실행 시 strDate 파라미터값에 따라 반환값에 시간대 정보가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90053 MainFrame 오브젝트의 left, top 속성값 설정 시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21.3.2 DeviceAPI

RP 설명

91605 Camera 컴포넌트의 takePicture 메소드 실행 시 지정한 경로에 이미지 파일이 생성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3.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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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91614 nexacrodeploy17.exe 실행 시 -MERGE 옵션을 사용한 경우 앱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17.1.3.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548 Build App 위자드에서 Build 동작 시 선택하지 않은 Target 운영체제의 라이브러리가 없다는 경고 메시지가 출

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517 Service Type이 "bs" 또는 "metadata"인 경우 ServiceList, DatasetLayout 설정값에 "?"가 포함된 경우 Refre

sh Filtered 기능 사용 시 데이터가 조회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495 스크립트편집창에서특정 Function의 중간지점부터다음 Function의 중간지점을블록으로선택한상태에서

Auto Indent 기능 실행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467 nexacrostudio Interface getFormImage 메소드에서 설치한 외부 모듈 이미지를 처리하지 못하고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21.3.4 Easy UI

RP 설명

91522 View 컴포넌트의 Dataset 오브젝트를 컴포넌트의 innerdataset으로 사용할 경우 View regeneration 시 Dat

aset 오브젝트 삭제 확인창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487 View Generation 시 Dataset 오브젝트가 생성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2.6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414 Model 신규 생성 또는 편집 시 Field Attribute를 변경했을때 형식에 맞지 않는 기존 데이터가 유지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21.3.5 기타

RP 설명

91454 작업표시줄에서 앱 선택 후 컨텍스트 메뉴에서 "Close all Windows" 실행 시 Application의 onexit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410 Environment enableaccessibility 속성값을 false로 설정해도 일부 컴포넌트의 접근성 기능이 활성화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91388 앱 실행 후 background로 내렸다가 다시 foreground로 올리면 비정상 종료되거나 재실행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11 이상 버전에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365 앱 설치 시 저장공간 권한 요청을 하고 사용자가 거부 시 앱이 무한대기 상태에 빠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

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347 테마에서 n개 이상의 font를 설정한 경우 간헐적으로 앱 실행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2.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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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06 Screen 설정 시 userzoom 속성값을 true, type 속성값을 "desktop"으로 설정하고 웹브라우저에서 데스크탑

모드로 실행 후 핀치줌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296 윈도우 locale 설정 변경 시 system.locale 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zh_CN, zh_HK, zh_SG l

ocale 값에 대한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292 작업표시줄에서 앱 선택 후 컨텍스트 메뉴에서 "Close all Windows" 실행 시 Application의 onbeforeexit 이

벤트에서 확인창을 띄우고 "취소" 선택 시 앱이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21.4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91529 도움말 항목 중 DataObject 오브젝트 getResponse 메소드의 syntax 오타를 수정했습니다.

91526 도움말 항목 중 FileDialogEventInfo 오브젝트의 virtualfiles 속성 설명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519 도움말 항목 중 ListBox 컴포넌트의 onitemchanged 이벤트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91506 도움말 항목 중 FileDownload, FileDownTransfer 컴포넌트의 onerror 이벤트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91502 도움말 항목 중 FileUpload, FileUpTransfer 컴포넌트의 onerror 이벤트 설명을 보완하고 FileUpload 컴포넌

트의 onerror, onsuccess 이벤트 지원범위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459 도움말 항목 중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addExportItem 메소드 strExportSize 파라미터 설명을 보완

했습니다.

91427 도움말 항목 중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의 userawnumbervalue 속성 Remark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89325 도움말 항목 중 아래 속성 지원 범위를 수정했습니다.

- httptimeout, usehttpkeepalive, filesecure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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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1.3.100

File Version 2021.1.26.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22.2 신규기능

1. 제너레이트 전/후에 실행할 명령어를 처리할수 있는 제너레이트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RP 89643)

설명

• 제너레이트 수행 전/후에 이벤트를 제공하고 해당 이벤트에 등록된 명령어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제너레이트 후 이벤트는 성공 실패 유무에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 명령어를 등록하는 옵션 위치는 Tools > Options > Project > Generate > Event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도구 가이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eb5bf538239cdf98

2. Module Developer가 정식버전으로 출시합니다.(RC 85583)

설명

• nexacrostudio 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사용합니다.

• 기본 기능은 Composite Compopnent 개발 시 제공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eb5bf538239cdf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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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가능한 개발 표준 인터페이스 내용을 HTML help 를 제공합니다.

>> Help > Object Interface Function Manual 로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듈 디벨로퍼 가이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module_developer_guide_nexacro_17_ko

설명

3. boxShadow spread,inset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C 85765)

설명

• 컴포넌트의 boxShadow 를 통해 그림자 효과를 줄수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inset 을 설정하면 움푹 들어간 것처럼 그림자가 요소의 테두리 안, 배경색 위, 내부 콘텐츠 밑에 그려집니다.(CSS 표준 스펙)

• spread 을 양수로 설정하면 그림자를 확장하고 음수로 설정하면 그림자를 축소합니다.

• IE8(브라우저 스펙에 따름), NRE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콤포넌트 > Property > box-shadow

4. MLM에서 현재 LayoutID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 90436)

설명

• MLM (Multi Layout Manager) 환경에서 폼의 현재 선택된 LayoutID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함수명 : Form.getCurrentLayoutID()

>> 파라미터: 없음

>> 리턴값 : 현재 선택된 LayoutID 값(string 타입)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Form > Method > getCurrentLayoutID

5. External Tool 등록 시 명령프롬프트를 사용하는 실행파일의 처리 결과를 Output 창에 출력 할지 여부를 설정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 86689)

설명

• External Tool 등록 한 명령프롬프트를 사용하는 실행 파일에 대해 표준 출력된 처리 결과가 Output 창에 출력되도록 하여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도구 가이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fdec42a9bc626a0b

6.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도킹창에 외부 넥사크로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할 수 있는 External Application 기능을 추

가했습니다. (RP 90460)

설명

• 넥사크로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할 경우 External Application 창을 통해 넥사크로스튜디오 내에서 실행합니다.

>> 등록 : Tools > Options > Environmnet > External Tools

>> 활성화 : View > External Application 을 통해 창 활성화

http://docs.tobesoft.com/module_developer_guide_nexacro_17_ko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fdec42a9bc626a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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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개발 중에 프로젝트 산출물을 만들어내거나 개발 메신저를 연동할수 있습니다.(단 연동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nexa

cro로 작성되어야 함)

• nexacro studio에서 개발중인 프로젝트 정보를 External application 에서 얻을 수 있는 API 제공합니다.

• External Application 에서 사용가능한 API를 이용한 템플릿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도구 가이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b2d627db0d957076

-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6bd89c59aca16c0e

설명

7. nexacro studio에서 사용 하는 매크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 90459 86004)

설명

• nexacrostudio의 기본제공 매크로와 프로젝트별로 사용할수 있는 사용자 매크로 제공하며 %(매크로명) 형태로 등록/사용

합니다.

• 사용자 매크로는 프로젝트별 설정 기능으로 동작합니다.

• 기본제공 매크로의 일부항목은 Options 에서 설정한 값으로 자동 설정합니다.

• 설정 : Tools > Options > Project > Macros

*자세한 내용은 "개발도구 가이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64f46821e2127957

8. 기존에 Build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OS에 대해 QuickBuild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90149 90184)

설명

• 기존에 Build를 진행한 OS에 대해 기존 설정 값 그대로 리소스만 업데이트하여 Build 할 수 있는 빠른 빌드 기능을 추가했습

니다.

>> 이전에 설정된 OS별 UpdateType에 맞춰 Packing 및 Build 진행합니다.

>> Build가 진행 된 적이 있는 OS만 기능 사용 가능합니다.

>> Deploy > Quick Build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Build 된 항목이 있으면 활성화)

*자세한 내용은 "개발도구 가이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9fe5a02a9330faee

9. WebView 컴포넌트를 추가했습니다. (RP 88886)

설명

• 구글 유튜브 지원을 위해 WebView 기반 신규 컴포넌트를 추가했습니다.

>> 구글 유튜브 IE 지원중단으로 인해 Windows NRE 환경의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유튜브 재생이 불가한 문제가 있어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기본 컴포넌트로 제공되며 노출 인터페이스는 WebBrowser 컴포넌트와 유사하게 제공됩니다.

• 추가된 NRE 기본 모듈 : nexacroWinRTLib.dll, WebView2Loader.dll

>> Windows NRE에서 WebView 모듈이 설치되어 있어야 정상 동작합니다.

>> 다른 환경은 WebView 모듈 설치 없이 정상 동작합니다.

• Windows7 이상에서 지원합니다.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b2d627db0d957076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6bd89c59aca16c0e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64f46821e2127957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9fe5a02a9330fa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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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Edge WebView2 Control 지원여부에 따름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WebView

설명

10. nexacro studio 와 AppBuilder 간의 통신 인터페이스 버전관리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 90444 90445 907

70)

설명

• nexacro studio 와 AppBuilder 간의 통신 인터페이스의 버전을 정리하여 nexacro studio 버전에 상관없이 AppBuilder 오

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전관리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Framework Library 버전과 Mobile Engine Library 버전이 다를 경우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별 Mobile Engine Library 내에 버전정보 파일도 툴에서 활용가능한 JSON 형태로 변경하기 때문에 기존 배포 모듈에서

버전정보를 사용했던 경우 점검 필요합니다.

11. nexacro studio의 iOS Signing Manager 에서 Provisioning Profile Type 확인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90

450 90451)

설명

• iOS 빌드시 Singing Manager 화면에서 인증서 유효성을 검사하기 위해 Provisioning Profile 선택시 AppBuilder 와 통신

하여 선택된 Provisioning Profile에 대한 검증 결과를 출력합니다.

>> 정상인 경우 Provisioning Type 을 표시해주고 오류인 경우 Error 를 표시합니다.

12. nexacro studio와 AppBuilder에 화면 회전 속성 설정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 90447 90242)

설명

• AppBuilder 에서 빌드시 적용될 화면 회전 옵션을 선택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Portrait, Landscape, Sensor 3가지 옵션을 지원합니다.

• nexacro studio의 BuildApp > AppBuilder Setting 에서 Rotation 값 설정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Android, iOS/iPadOS 만 지원합니다.

13. nexacro studio의 텍스트 편집창에서 Mouse Wheel 동작 시 스크롤되는 라인수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

가했습니다.(RP 88394)

설명

• 화면 Script 탭, Source 탭, CSS Text탭등 에서 상하 스크롤 시 한번에 이동할 라인 수 지정하여 내용이 길때 빠른 스크롤 이

동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Tools > Options > Environment > Advanced 에서 설정

14. nexacro studio의 input filter 에디터에서 텍스트 삭제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8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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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input filter 에디터에 X 버튼을 제공하여 입력된 텍스트를 삭제할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15. nexacro studio에서 사용자가 등록한 TypeDefinition Service 에 대해 Service 순서를 조정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88802 91067)

설명

• TypeDefinition > Services > User Service 화면에서 MoveIcon을 드래그 하여 순서를 조정할수 있습니다.

• 저장시 Project Explorer 의 트리 Service 순서도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도구 가이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e5507d937074461e

16. nexacro studio에서 편집 가능한 ECMAScript 버전을 선택할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89445 9081

1)

설명

• 개발자가 편집시에 사용 가능한 JavaScript (ECMAScript)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ECMAScript 2015(ES6) 기능을 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CMAScript 5, ECMAScript 2015(ES6) 중 선택하여 해당 문법을 사용할수 있게 되며 제너레이션시 오류 점검의 기준이

됩니다. (기본값 : ECMAScript 5)

>> ES5로 설정 후 ES6 문법을 사용해서 스크립트 작업을 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면서 제너레이션이 실패합니다.

>> Tools > Options > Environment > Script > Version 에서 설정

*자세한 내용은 "개발도구 가이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56755b607f3a4d09

17. nexacro studio에서 AppBuilder에 등록된 이미지들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90448 90449)

설명

• AppBuilder 에 등록된 Icon, Splash Image, Dmg Image가 있을 경우 preview 버튼을 눌러서 미리 볼수 있는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 preview 버튼 토글시 이미지 보임/숨김이 동작합니다.

>> 로컬이미지를 선택한 경우에는 미리 보기가 불가능합니다.

18. nexacro studio에서 launch / quickview 실행 시 실행 옵션 입력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89854)

설명

• launch / quickview 실행시에도 실행 옵션을 입력해 실행합니다.

>> system.execNexacro(strCommand) 호출시 strCommand와 동일한 값을 입력 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선택하면 레퍼런스 메뉴얼과 연동됩니다.

>> Tool 입력값과 사용자 입력값이 중복될 경우 사용자 입력값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도구 가이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14b75a643f7ecfb6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e5507d937074461e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56755b607f3a4d09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14b75a643f7ecf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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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nexacro studio의 Start Page에 프로젝트 목록 편집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82612)

설명

• Start Page 에 출력되는 최근 프로젝트 목록을 고정 / 삭제 할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사용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삭제할수 있고 자주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고정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가 포함된 폴더를 열수 있습니다.

>> Tools > Options > Environment > General > Recent Files 에서 보여질 프로젝트 개수를 설정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도구 가이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cd1779678596ce2c

20. 모바일 NRE 환경에서 제어가 필요한 앱 상태를 기존 nexacro 이벤트와 연동하여 발생하도록 기능을 추가했습

니다. (RP 90396)

설명

• 기본적으로 앱이 활성화되면 onactivate, 앱이 비활성화되면 ondeactivate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Window 에서 activate, deactivate 발생시와 유사하며 모바일 환경별로 활성화와 비활성화의 정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 nexacro onactivate 이벤트 발생 순서 : MainFrame > ChildFrame > Form 순서대로 발생

>> nexacro ondeactivate 이벤트 발생 순서 : Form > ChildFrame > MainFrame 순서대로 발생

21. background 에 배경 이미지의 크기 설정(size)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C 85551)

설명

• CSS 표준 스펙 중 background size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배경이미지를 배율로 늘리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 기존에 스트레치 기능인 -nexa-edge fixedwidth, fixedheight = 0 사용시 이미지 배율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 참고

>> https://www.w3.org/TR/css-backgrounds-3/#the-background

22. 안드로이드 모바일 키패드의 엔터키 입력 UI 처리를 개선했습니다. (RP 86483,90480)

설명

• 입력 유형에 따라 안드로이드 키보드의 엔터키 UI 표시 내용과 수행 기능을 변경하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안드로이드 키패드의 엔터키에 대한 추가 처리를 onimeaction Event 에서 처리합니다.

• 안드로이드 키패드의 엔터키 입력 시 onkeydown(기존과 동일)→onkeyup(기존과 동일) → onimeaction(추가발생)

• onimeaction event, imeaction property를 추가했습니다.

>> Edit, MaskEdit

• editimeaction, maskeditimeaction property, oncellimeaction event 추가했습니다.

>> Grid, ListView

23. 스텝의 동적 변경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 90407)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cd1779678596ce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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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추가된 Method는 Form.setStepCount(count) 입니다.

• 화면 구성시 동적으로 스텝 개수가 변경되여 다음 스텝 구성을 동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stepindex 값은 stepcount 값이 변경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Form 에 stepcount == 0 인 경우 스텝컨트롤이 생성되지 않으며 컴포넌트의 positionstep property 와 무관하게 화면에

전부 보이고 스크롤로 처리합니다.

24. 안드로이드 자동화 테스트(ui-automation)를 지원하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 90405)

설명

• Android NRE 에서 Appium Framework을 기반으로 한 UI 자동화 테스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 Android NRE는 UIAutomator2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며 appium AndroidDriver 를 연동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

합니다.

• 자동화 테스트 스크립트는 Eclipse/Java or TestNG 환경에서 WebDriver Script 로 작성합니다.

• nexacro accessibility 활성화와 무관하게 동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응용 개발 가이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advanced_development_guide_nexacro_17_ko#bde0ba7f1b72391a

25. DataObject의 getAllResponseHeaders(), getResponse()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90200 90793)

설명

• 추가된 Method는 DataObject.getAllResponseHeaders(), DataObject.getResponse() 입니다.

• request(), load() 호출 후 response 정보를 상세하게 제어할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통신 성공 실패 유무에 상관없이 header 정보, 통신 데이타 취득이 가능합니다.

>> 통신 시퀀스상 통신 정보가 살아있을 때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6. ExcelImport/Export TXT 파일 지원 및 Import Range 설정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86722 87795 90795

)

설명

• ExcelImportObject, ExcelExportObject 에서 TXT 확장자 파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컬럼 데이타를 구분할 구분자 설정 기능, 묶어서 처리할 문자열를 위한 한정자 설정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ExcelImportObject 에서 importtype 이 CSV, TXT 인 경우에 일부영역을 import 할 수 있습니다.

• XENI 와 ExcelImportObject, ExcelExportObject 를 같이 작업했습니다.

>> XENI for Nexacro17 V2.1.0

27. 메타키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property를 추가했습니다. (RP 84705)

설명

• 추가된 property는 EventInfo Objects > ClickEventInfo > Property > metakey 입니다.

• 키보드에서 지원하는 metakey 가 눌렸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실행 OS 환경 및 WRE 브라우저 환경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http://docs.tobesoft.com/advanced_development_guide_nexacro_17_ko#bde0ba7f1b7239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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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ventInfo Objects > ClickEventInfo > Property > metakey

설명

28. ExtensionAPIv2 Key 별 모듈 복사를 위한 alias 경로를 추가했습니다.(RP 90465 90377)

설명

• xmodule로 extension dll을 설치할때 Key 별 모듈을 처리할 수 있는 alias를 추가했습니다.

• 외부 모듈을 설치 할 수 있는 디폴트 경로로 사용합니다.

• JSON 정보내에 copy_resource, update_resources 에 사용 가능합니다.

• 추가한 alias 내용

>> %COMPONENTHOME% alias 추가 : %USERAPP%/Component/[Key]/

>> system.convertRealPath() 함수에 %COMPONENTHOME% 추가

22.3 변경기능

1. ActiveX Generator 코드템플릿을 변경했습니다.(RP 90872)

설명

• 자동 생성하는 템플릿 코드에서 상속 기반의 처리 코드가 누락되어 Plugin Component 의 수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

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경 전 • Plugin Component 상속 코드를 누락됐습니다.

변경 후
• Plugin Component 상속 코드를 적용합니다.

>> 기존 코드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 경우 새로 생성해야 합니다. (자동 변경은 없음)

2. Windows NRE FileDialog의 Style을 웹브라우져에서 지원하는 FileDialog의 Style과 동일하게 변경했습니다.(

RP 91141)

설명

변경 전 • NRE, WRE 환경에서 FileDialog 스타일이 서로 달랐습니다.

변경 후
• NRE 환경의 FileDialog 스타일을 WRE 환경의 FileDialog 스타일로 동일하게 처리했습니다.

>> FileDialog.open 호출 시 LOAD, SAVE, MULTILOAD 옵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3. nexacro studio에서 디플로이 시 플랫폼별 필수 모듈 소스만 패킹하도록 변경했습니다.(RP 90422 90423 90

425)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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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loy 시 플랫폼별로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CSS만 패킹하도록 변경하여 배포시 사이즈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변경 전 • Deploy 시 모든 플랫폼에 동일한 라이브러리와 CSS를 패킹했습니다.

변경 후

• Deploy 시 플랫폼별로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CSS만 패킹하도록 변경했습니다.

>> 기존 버전에 frameworklib 만 변경해서 사용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새 버전에서

재빌드를 해야 합니다.

설명

4. Android NRE 에서 Monolithic Content View 사용시 Key별로 저장공간을 분리하도록 변경했습니다.(RP 91

140)

설명

• Android NRE 에서 Monolithic Content View 사용하여 Activity 별로 Key값을 다르게 설정할 경우에는 Key별 저장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Server Mode 로만 사용해야 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 매뉴얼에 제공중인 Alias 중에 잘못 기입된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 system.convertRealPath()

변경 전 • %USERAPP% : /data/data/[PackageName]/files/NEXACRO/

변경 후

• %USERAPP% 가 Key가 설정된 경우 Key 명을 포함한 값으로 처리되도록 변경했습니다.

• %USERAPP% : /data/data/[PackageName]/files/[Key]/

>>Key 의 디폴트값은 "NEXACRO" 입니다.

5. 모바일 NRE 파일선택 UI를 웹과 동일한 형태로 변경했습니다.(RP 82056 90826 91098)

설명

• 컴포넌트에서 파일 선택하는 UI를 일반 모바일 앱에서 지원하는 익숙한 형태로 변경하고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외부 앱을 연

동하는 방식도 변경했습니다.

변경 전
• Android NRE 에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별도 작업을 포함하여 처리함

• iOS NRE 에서는 ImagePicker, FileDialog 는 별도 작업되고 Android 와 유사하게 처리됨

변경 후 • 장비에서 지원하는 형식과 유사한 형태로 제공하여 이질감을 최소화함

6. PopupMenu의 첫번째 레벨에 아이콘, 체크박스를 표현하도록 기능을 변경했습니다.(RP 90153)

설명

변경 전 • 미지원

변경 후

• PopupMenu 의 메뉴는 innerdatset을 사용해서 구성합니다.

• icon과 checkbox 가 동시에 설정되어 있다면 checkbox 가 우선적으로 보입니다.

• icon 과 checkbox 중 더 큰 이미지 사이즈로 컨트롤의 사이즈로 처리합니다.

• Tray > TrayPopupMenu 도 동일합니다.

7. Android NRE 에서 가벼운 VideoPlayer 컴포넌트를 제공하도록 변경했습니다. (RP 90401 90402)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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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roid NRE에서 지원하고 있는 VideoPlayer 컴포넌트 기능 중 사용성이 낮고 성능저하의 원인이 되는 vr360mode (360

도 VR로 촬영된 영상을 모바일의 센서와 터치입력으로 회전시킬 지 설정)을 duplicate 시키고 기본 기능에 충실한 가벼운 비디

오 컴포넌트를 제공합니다.

>> 기존 vr360mode 기능은 추가로 Extension 모듈 형태로 지원할 예정임

• NRE 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능을 재점검하여 지원여부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전
• vr360mode property : 지원

• play( [strPlayMode] ) method : [strPlayMode] 지원

변경 후

• vr360mode property : 미지원

• play( [strPlayMode] ) method : [strPlayMode] 미지원

• showcontrolbar property : Windows NRE 미지원으로 변경

설명

8. 캘린더 컴포넌트의 invalid한 월/일을 입력 가능하도록 입력처리 변경했습니다.(RP 89497)

설명

변경 전 • 입력된 날짜값이 invalid 한 경우 입력이 되지 않도록 잘못된 형태의 날짜값 입력을 제한했습니다.

변경 후 • 입력된 날짜값이 invalid 한 경우에도 사용자 입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입력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9. environment httptimeout 속성 디폴트값 변경을 변경했습니다. (RP 90860 90850)

설명

변경 전
• 디폴트값이 NRE 는 60초, WRE 는 30초로 디폴트 값이 다르게 동작하고 있었습니다.

• 설정값이 0일 경우 무한대기가 아닌 30초로 동작하고 있어 무한대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변경 후
• WRE 에서 디폴트값을 60초 변경했습니다.

• 설정값이 0일 경우 무한대기로 변경했습니다.

10. Android NRE V8 버전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RP 91142)

설명

변경 전 • V6.1.534.41

변경 후
• V8.2.297.3

• 업그레이드로 인한 스크립트 수행 성능이 올랐습니다.

11. Android NRE에서 스크롤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RP 90417, 90420)

설명

• Android NRE에서 기존보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스크롤이 제공되도록 체감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 SKPicture Recording 기능 추가로 그려질 내용을 레코딩 처리 한 후 드로잉 시점에 한번에 그리는 방식으로 성능개선

>> Redraw 할 영역의 업데이트를 지연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성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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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오류수정

22.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alendar

RP 설명

91274 Calendar 컴포넌트의 innerdataset 속성 설정 시 calednaredit에 날짜 입력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

7.1.2.4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017 Calendar 컴포넌트의 editformat 속성값이 "yyyy mm"(년도 분)인 경우 mm 자리에 13이상 59이하의 값이

입력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015 Calendar 컴포넌트에 입력한 값을 블록을 지정해서 잘라내거나 삭제한 후 다시 입력 시 월 입력 필드에 11 또는

12가 입력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780 type 속성값이 "system"인 Calendar 컴포넌트의 datepicker를 펼쳐서 날짜를 변경한 후 type 속성값이 "nor

mal"인 Calendar 컴포넌트의 datepicker를 펼쳤을 때 블루투스 키보드 방향키로 날짜를 이동하지 못하고 ENT

ER 키 입력 시 datepicker가 닫히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PadOS 운영체제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

다).

Edit

RP 설명

91151 Edit 컴포넌트에 바코드 스캐너에서 인식한 값을 출력하는 경우 이전에 스캔한 값이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90891 스크립트에서 Edit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을 null로 설정하고 포커스를 이동한 다음 텍스트를 입력하면 nullt

ext Status 스타일이 계속 유지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846 Edit 컴포넌트에 일본어 입력 시 조합 중에 다른 컴포넌트를 클릭하는 경우 포커스가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iPadOS 14 운영체제 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celExportObject

RP 설명

91337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exportfilepassword 속성 설정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XENI 2.0 이후 버전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269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ortData, exportDataEx 메소드 실행 시 ExportItem으로 등록한 Grid 컴

포넌트의 head border 스타일이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2.4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

다).

90571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데이터 전송 시 color 값에 대문자가 포함된 경우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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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UpTransfer

RP 설명

90786 FileUpTransfer 컴포넌트에서 2개 이상의 파일을 업로드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Android 운영

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ListBox

RP 설명

91002 Environment.enabletouchevent 속성값이 true인 경우 ListBox 컴포넌트 터치 시 이벤트가 잘못 처리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Graphics

RP 설명

87933 GraphicsText 오브젝트에서 font 속성값을 설정하지 않았을때 텍스트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Grid

RP 설명

91182 Grid 컴포넌트의 셀 컨트롤에서 displaytype 속성값을 "maskeditcontrol"로 설정한 경우 해당 셀에 expr을 적

용했을때 값을 화면에 표시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144 Grid 컴포넌트의 showselection 속성값이 true이고 selecttype 속성값이 "multiarea"일 때 선택한 셀 영역과

border 표시 영역이 일치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941 Grid 컴포넌트의 셀 컨트롤에서 calendardisplaynulltype 속성값에 expr을 적용했을때 값을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905 Grid 컴포넌트의 셀(edittype 속성값이 "combo" 또는 "checkbox")을 블루투스 마우스로 클릭 시 동작하지 않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PadOS14 운영체제 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859 Environment.enabletouchevent 속성값이 false인 경우 Grid 컴포넌트의 셀 터치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S 서피스 장비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572 Grid 컴포넌트 셀에서 DatePicker를 펼친 상태에서 방향키 이동 시 날짜가 변경되지 않고 다른 셀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599 Grid 컴포넌트에서 suppress 적용한 셀 편집 후 완료 시 잔상이 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GroupBox

RP 설명

90112 GroupBox 컴포넌트에서 onrbuttonup, onrbuttondown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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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Edit

RP 설명

91054 TabPage 내 MaskEdit 컴포넌트의 canchange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showmodal 메소드 호출 시 canc

hange 이벤트가 중복해서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enu

RP 설명

91319 Menu 컴포넌트의 fittocontents 속성값을 "height"로 설정하는 경우 아래쪽 여백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17.1.2.6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Static

RP 설명

90981 Static 컴포넌트 text 속성값으로 긴 문장을 설정한 상태에서 화면 스크롤 시 스크롤 동작이 끊기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모바일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RP 설명

90896 TextArea, Edit, MaskEdit 컴포넌트에 일본어 입력 중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붙여넣기를 하는 경우 완료가

되며 붙여넣기가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PadOS 14 버전에서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

한 오류입니다).

90892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 한글 입력 시 CTRL+Z 키를 입력하는 경우 마지막 글자만 입력 취소되는 것이 아니

라 모든 입력 문자열이 취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7 운영체제에서 IE11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864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서 입력된 한글을 선택하고 한자 버튼 입력 시 한자 변환 대화상자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기능을 지원하도록 수정했습니다. WRE에서는 브라우저

제조사, 버전에 따라 다르게 동작합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91361 System.notificationtoken 값이 null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

생한 오류입니다. 17.1.2.5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261 system.setClipboard 메소드 실행 시 앱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Android 운영체제 NRE 실

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250 Menu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Button 컴포넌트에 설정한 hotkey를 사용해 스크립트에서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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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의 iconcolumn 속성값을 수정하면 다른 hotkey가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2.30

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242 showModal 메소드로 실행한 창에 있는 Grid 컴포넌트의 oncelldblclick 이벤트 핸들러 함수에서 창을 닫고 다

시 팝업창을 열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231 Service Type이 "bs"인 서비스에서 input, output에 같은 이름의 Dataset 오브젝트를 설정한 경우 output에

서 데이터를 받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990 Div 컴포넌트 내 포함된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이 Dataset 오브젝트와 바인딩되어 있는 경우 Dataset 오브젝

트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 Div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변경했다가 true로 변경하면 컴포넌트의 val

ue를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ataset 오브젝트의 데이터가 없는 경우 바인딩된

컴포넌트는 disabled 상태로 표시됩니다).

90953 ColumnInfo 오브젝트의 type 속성값이 "BIGDECIMAL"인 경우 특정값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90876 system.print 메소드 실행 시 배경이 검은색으로 출력되거나 컴포넌트 일부만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850 속성창에서 Environment httptimeout 속성값이 없거나 입력한 속성값을 삭제했을 때 default 값이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22.4.2 DeviceAPI

RP 설명

90900 Geolocation 오브젝트 onrecvsuccess 이벤트 발생 시 GeolocationEventInfo 오브젝트의 sourcetype 속성

값이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22.4.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91302 Resource Service Generate 시도 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266 Service Type이 "bs" 또는 "metadata"인 경우 통신 시 ErrorCode, ErrorMsg 데이터를 output 창에 표시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244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설정 후 항목 크기 배율을 권장값보다 작게 설정하는 경우 넥사크로 스튜디오 내 표시되는

위자드 화면 크기를 잘못 계산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236 모듈 설치 시 UpdateType이 "Update"로 변경 된 경우 Module/Source 기본값이 설정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91217 넥사크로 스튜디오 속성창에서 Combo, ListBox, PopupMenu 컴포넌트의 itemheight 속성값을 변경한 후 삭

제했을때 default 값이 잘못 반영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80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Git 설정을 해제하는 경우 Git output 창이 사라지면서 화면 색상이 잘못 표현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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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 Easy UI

RP 설명

91310 fn_GetFieldUserAttributeList 함수에서 반환되는 edittype 속성값이 "Enum"인 경우 User Attribute에 추가

했을때 enumlist가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22.4.5 기타

RP 설명

91382 앱 로딩 시 비정상 종료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Andr

oidX 라이브러리로 빌드한 앱에 Notification Service가 포함된 경우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330 앱 로딩 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Android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특정 산

업용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035 앱 실행 시 -NC 옵션을 추가한 경우 로그 파일이 생기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

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983 font-family 스타일 속성에 설정한 폰트 목록 중 사용자 PC에 설치되지 않은 폰트가 있는 경우 다음 순서의 폰트

를 적용하지 못하고 대체 폰트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

니다).

22.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91357 도움말 항목 중 XPush 오브젝트의 subscribe 메소드 설명 중 strType 파라미터 항목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91333 도움말 항목 중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의 importData, importDataEx 메소드 항목에서 strRange 파라

미터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91260 도움말 항목 중 system getClipboard, setClipboard, clearClipboard 메소드 지원 범위가 잘못 표시된 것을 수

정했습니다.

90900 도움말 항목 중GeolocationEventInfo 오브젝트의 sourcetype 속성 지원 범위가 잘못 표기된 것을 수정했습니

다.

90860 도움말 항목 중 Environment httptimeout 속성 설명을 실제 동작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90699 도움말 항목 중 loadstyle 메소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90112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onrbuttondown 이벤트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87935 도움말 항목 중 GraphicsLine 오브젝트에서 사용하지 않는 hasSegments 를 미공개 처리하고 도움말에 노출되

지 않도록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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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34 도움말 항목 중 isPointInPath 메소드 설명에 포함된 문법 예제 표기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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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1.2.600

File Version 2020.12.29.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23.2 신규기능

1. DataObject 통신 성공, 실패 시 필요한 속성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RP. 90174)

설명

• DataObject onerror Event

>> errordata : request 메소드 실행 시 설정한 서비스 ID 값을 반환합니다.

• DataObject onerror 발생시 Environment onerror 에도 serviceid 값을 errordata 로 출력합니다.

>> onerror 발생 순서 : Environment onerror -> DataObject onerror

• DataObject onsuccess Event

>> statuscode : 통신이 성공한 경우 HTTP Status code 정보를 반환합니다.

>> method : request 메소드 실행 시 설정한 method 파라미터 값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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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변경기능

1. 웹 접근성 평가도구를 지원하도록 태그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RP. 90922)

설명

• 웹접근성 설정 시 img 태그에 alt 속성이 기본으로 추가되고 input 태그 앞에 label 태그를 삽입하도록 변경했습니다.

• nexacro 에서 접근성은 WAI-ARIA(ARIA) 지원 스펙을 따릅니다.

• WAVE Web Accessibility Evaluation Tool(https://wave.webaim.org/), openwax 검사 처리를 위해 변경했습니다.

변경 전

• <img class="nexaiconitem" src=..>

• <input id="Edit00:input" class="nexainput" value="" aria-labelledby="mainframe.WorkFr

ame.form.Edit00" autocomplete="off" type="text" maxlength="65535">

변경 후

• <img alt class="nexaiconitem" src=..>

• <label for="Edit00:input" style="overflow:hidden;" aria-hidden="true">null</label> <inp

ut id="Edit00:input" class="nexainput" value="" aria-labelledby="mainframe.WorkFrame.fo

rm.Edit00" autocomplete="off" type="text" maxlength="65535">

2. generate 대상 HTML 파일 스펙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RP. 90903)

설명

변경 전

• meta tag content 속성값

>> content="text/html;

• script tag 내 type 속성값

>> <script

변경 후

• meta tag content 속성값

>> content="application/xhtml+xml;

• script tag 내 type 속성값

>> <script type="text/javascript"

23.4 오류수정

23.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https://wave.webaim.org/
http://127.0.0.1:4098/_resource_/_theme_/default/images/rdo_WF_Radio.png
http://127.0.0.1:4098/_resource_/_theme_/default/images/rdo_WF_Radio.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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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tion

RP 설명

90652 Animation 오브젝트의 direction 속성값을 "reverse"로 설정한 경우 play 메소드 실행 시 동작하지 못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Calendar

RP 설명

90333 Calendar 컴포넌트의 dateformat, editformat 속성값을 "mm:ss"로 설정한 경우 "mm" 위치에 23까지만 입

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91079 Edit 컴포넌트의 autoselect 속성값은 true로 설정한 경우 usecontextmenu 속성값을 false로 설정해도 컨텍

스트 메뉴가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0.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Upload

RP 설명

90772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deleteItem 메소드를 실행해 아이템을 모두 삭제하고 appendItem 메소드 실행 시 t

ext 속성값에 삭제한 아이템 정보가 남아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orm

RP 설명

90970 Form 오브젝트의 go 메소드 실행 후 스크롤 동작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

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2.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814 Form 오브젝트의 stepitemsize 속성값을 0으로 설정해도 stepitem의 border 속성값을 지정하면 화면에 stepi

tem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Grid

RP 설명

90993 Grid 컴포넌트의 autofittype 속성값이 "col"인 경우 mergeCell 메소드를 실행하고 Grid 컴포넌트의 크키가 변

경되는 경우 autofittype 속성이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987 Tree로 설정된 Grid 컴포넌트에서 자식이 없는 treeitem 클릭 시 celltreeline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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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17.1.2.2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965 Grid 컴포넌트의 suppress를 적용한 셀 영역에서 텍스트가 보이지 않는 셀을 편집 상태로 전환했다가 닫는 경우

텍스트가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897 Grid 컴포넌트의 setRealRowSize 메소드 실행 후 스크롤 영역을 다시 계산하여 처리하지 못해 빈 영역이 표시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047 Grid 컴포넌트 Cell 컨트롤의 locale 속성값으로 설정한 값이 셀 편집 시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724 GridCellControl, ListViewCellControl 오브젝트의 calendartype 속성값을 "monthonly"로 설정한 경우 prev

button, nextbutton 클릭 시 잘못된 값이 선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ImageViewer

RP 설명

90918 ImageViewer 컴포넌트에서 stretch 속성값을 "fit" 또는 "fixaspectratio"으로 설정한 경우 이미지가 손상된 상

태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Android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2.100 이후 버

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219 ImageViewer 컴포넌트의 onrbuttondown 이벤트 발생 후 onsetfocus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ListBox

RP 설명

89923 ListBox 컴포넌트의 enableevent 속성값을 false로 설정하고 방향키 입력 시 아이템 선택 이동 동작을 하지 못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458 LIstBox 컴포넌트의 setSelect, clearSelect 메소드 실행 시 onitem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MaskEdit

RP 설명

90639 MaskEdit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string"이고 format 속성값을 일본어 반각문자가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

한 상태에서 일본어 반각문자를 붙여넣기 하면 캐럿 위치가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enu

RP 설명

90808 Menu 컴포넌트의 visible 속성값을 false로 설정한 상태에서 trackPopup 메소드 실행 후 표시된 popupmenu

item 클릭 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788 Menu 컴포넌트의 enableevent 속성값이 true인 상태에서 popupmenuitem을 클릭한 후 enableevent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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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false로 변경하고 popupmenuitem을 클릭하면 다른 컴포넌트에 설정한 hotkey가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90624 Menu 컴포넌트의 border 속성 설정 시 menuitem의 위치가 밀려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border

속성에 따라 위치와 크기를 변경해 표시합니다.

90070 Menu 컴포넌트의 trackpopup 메소드 실행 시 팝업 메뉴가 잘못된 위치에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Radio

RP 설명

89817 Radio 컴포넌트의 enableevent 속성값을 false로 설정하고 방향키 입력 시 아이템 선택 이동 동작을 하지 못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ab

RP 설명

90507 Tab 컴포넌트의 onchanged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tabpage 내 컴포넌트의 setFocus 메소드 실행 시 포

커스가 이동해서 유지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ebBrowser

RP 설명

91201 WebBrowser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앱 실행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

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2.5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855 WebBrowser 컴포넌트의 callMethod 메소드 실행 시 String 오브젝트로 파라미터 전달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RP 설명

91209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진 컴포넌트에서 붙여넣기 동작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N

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2.5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1189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진 컴포넌트에서 Insert 키 입력 후 한글 입력 시 텍스트가 입력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0.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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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91019 ChildFrame 오브젝트의 openalign 속성값을 "center middle"로 설정하고 showModal 메소드 실행 시 모달

창 크기가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WRE에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90994,

90867

Plugin 컴포넌트 또는 Install Module 기능을 사용해 설치한 ActiveX 모듈에서 실수형 인자값 처리 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885 FileDownload, FileDownTransfer, FileUpload, FileUpTransfer 컴포넌트에서 2기가 이상 파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879 Environment ssvunitseparator, ssvrecordseparator 속성 처리 시 사용할 수 없는 문자 코드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90737 Plugin 컴포넌트 또는 Install Module 기능을 사용해 설치한 ActiveX 모듈에서 IDispatch 타입 속성 처리 시 비

정상 종료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672 컴포넌트에 동시에 여러 개 키 입력 후 순서대로 키를 떼는 경우 onkeyup 이벤트가 처음 키를 떼는 경우에만 발

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654 ImagesResource 이미지를 Menu, PopupMenu 컴포넌트의 iconcolumn 속성으로 설정 시 아이콘이 표시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138 Static, PopupMenu 컴포넌트의 onrbuttondown, onrbuttonup 이벤트가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89970 Menu, PopupMenu 컴포넌트의 checkboxcolumn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텍스트가 짤려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제공되는 iOS 테마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832 nexacro.Date 오브젝트 생성 시 년월일만 지정한 후 setHours, setMinutes 등의 메소드를 사용해 시분초 값을

설정한 경우 toString 메소드 실행 시 시분초 값이 누락되어 반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346 Environment checkversion 속성값을 true, loadingimage 속성값을 undefined로 설정하고 version 속성값

을 설정한 경우 loadingimage 로딩 시 Query String에 version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23.4.2 DeviceAPI

RP 설명

90802 BluetoothLE 오브젝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BLUETOOTH 권한 설정을 하지 않으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빌

드 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23.4.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9070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ImageViewer 컴포넌트의 stretch 속성값을 설정하고 해당 Form이 열린 상태에서 테

마 파일을 수정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648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제공되는 테마에 설정된 폰트명에 공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따옴표로 묶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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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이 포함된 폰트명을 따옴표로 묶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실행 환경에 따라 폰트명을 잘못 인식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RP 설명

23.4.4 기타

RP 설명

91138 Bootstrap URL, Project URL 설정 시 포트 번호를 붙이지 않으면 라이선스 체크가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801 앱빌더에서 내보낸 프로젝트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빌드 시 리소스 관련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90731 모바일 기기 브라우저에서 "Request Desktop Website" 옵션 실행 시 모바일 스크린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iPadOS 운영체제에서 Safari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348 폰트 로딩 오류 발생 시 표시되는 메시지가 특정 언어로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23.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91043 도움말 항목 중 AnimationItem 오브젝트의 props 속성 syntax 예제 코드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1080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onclick 이벤트 설명에 컴포넌트 별 동작 차이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90938 도움말 항목 중 VirtualFile 오브젝트의 read, write 메소드 설명에 파일 크기 제약 관련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90879 도움말 항목 중 Environment ssvunitseparator, ssvrecordseparator 속성값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값에 대한 설

명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785 도움말 항목 중 XPush 오브젝트의 모바일 환경에서 동작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90138 도움말 항목 중 Static, PopupMenu 컴포넌트의 onrbuttondown, onrbuttonup 이벤트 항목이 노출되지 않

았던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070 도움말 항목 중 Menu 컴포넌트의 trackPopup 메소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90061 도움말 항목 중 DataObject 오브젝트의 data 속성 설명에 validation 관련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89974 도움말 항목 중 GraphicsObject 오브젝트 하위 오브젝트의 setTransform 메소드의 초기화 관련 설명을 보완

했습니다.

89458 도움말 항목 중 ListBox 컴포넌트의 clearSelect 메소드 지원 환경 범위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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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1.2.500

File Version 2020.11.24.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24.2 신규기능

1. Action 오브젝트 추가 후 트리거 아이템만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90810, 907

74)

설명

• Trigger Item을 관리할 수 있는 편집기를 제공합니다. [Easy UI > Design > Trigger Editor]

>> Form에 설정되어 있는 Trigger Item 목록 및 속성을 편집합니다.

>> Trigger 삭제 및 추가합니다.

>> Trigger Item의 순서를 변경합니다.

• 하나의 Action에 여러 개의 Trigger 지정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개발도구 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asy UI 코어 > Action에 트리거만 추가하기

2. Monolithic Content View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RP. 90595, 90594, 90600, 90887)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26fc8e324c28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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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WRE, Android NRE 환경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Form 화면을 로딩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Application 의 licenseurl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에는 quickview.js 파일 생성 시에도 licenseurl 속성값을 반영하도록 기능

을 추가했습니다.

• WRE 환경에서 HTML 내부 iframe 에 quickview.html?screenid={screen_id}&formname={form_url}) 형식의 URL을 설

정하여 단독 form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Android NRE 환경에서 하나 이상의 NexacroActivity 를 사용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앱 배포 가이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록 E.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인터페이스

- 부록 F.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하나 이상의 NexacroActivity 사용하기

3. Nexacro Studio의 New Form Wizard 화면에서 Template 부분 상단에 메뉴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RP. 907

98)

설명

• 메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Delete

>> Refresh

>> Import

>> Export

>> Open Containing Folder

4. Plugin 컴포넌트 또는 Install Module 기능을 사용해 설치한 ActiveX 모듈에서 persistdata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90350, 90250)

설명

• Tool에 Plugin 컴포넌트의 contents 속성 편집창에 persistdata를 생성하는 '_P' 버튼이 추가 되었습니다.

>> Plugin 컴포넌트의 usepersistdata 속성이 true인 경우만 동작합니다.

• 생성된 persistdata를 Plugin 컴포넌트에 연결된 ActiveX에 전달되도록 기능이 구현 되었습니다.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d72295ae592f1989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08a85a4f3b70ad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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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NRE 환경에서 지원합니다.

설명

24.3 변경기능

1. View Information에 보여지는 정보를 변경했습니다. (RP. 90738)

설명

변경 전

• View Component ID

• Model ID

• Target Object

• Trigger Type

• Target Action

• Dataset List in View Component

변경 후

• View Component ID

• Model Service Prefix ID

• Model ID

• View Template File

• Target Object

• Trigger Type

• Target Action

2. Model 생성 시 User Attribute를 설정하는 기능을 개선하고 Predefined User Attribute를 지원하도록 변경했

습니다. (RP. 90706)

설명

변경 전
• Add, Add form View Template을 분리 제공했습니다.

• Add 시 콤보 선택 및 입력으로 제공했습니다.

변경 후
• Add, Add form View Template을 통합 제공으로 변경했습니다.

• Add 시 Attribute item 목록 및 수정 화면 제공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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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오류수정

24.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ombo

RP 설명

90825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을 "filterlike"로 설정한 경우 텍스트 입력창에 텍스트 입력 후 combolist가 표

시됐을때 마우스 휠 동작으로 스크롤 이동 후 항목을 선택하면 다른 항목이 선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leUpload / FileDownload

RP 설명

90647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fileuploaditembutton을 클릭해 파일을 선택한 후 changeitem 메소드를 사용해 파

일정보를 재설정하는 경우 파일 전송 시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622 FileDownload 컴포넌트의 download 메소드를 사용해 받은 이미지 파일이 열리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10 이상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UpTransfer

RP 설명

89883 FileUpTransfer 컴포넌트의 onerror 이벤트 발생 시 FileUpTransferErrorEventInfo 오브젝트의 errormsg 속

성값이 빈 값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orm

RP 설명

90536 Form 오브젝트의 onload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go 메소드 실행 시 로딩된 Form의 onload 이벤트가 발

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0.0.263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Grid

RP 설명

90913 open 메소드로 띄운 Form에 포함된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인 경우 셀 편집 중 TAB 키

를 입력해서 다음 셀로 이동했을때 편집모드가 활성화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2.200 이후 버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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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730 Grid 컴포넌트의 mergeCell 메소드로 셀을 병합한 후 데이터를 다시 조회했을때 설정한 스타일 속성이 적용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705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이 "row" Cell 컨트롤의 expandshow 속성값이 "show"인 경우 wor

dWrap 속성값을 "char"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일부 텍스트 영역이 잘려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Sketch

RP 설명

90841 Sketch 컴포넌트에서 터치 동작으로 화면에 그리기를 시도할 때 Form 스크롤이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2.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TextArea

RP 설명

90744 TextArea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설정한 상태에서 바인딩된 데이터가 변경되어 스크롤이 생기는

경우 enable 속성값을 true로 변경해도 스크롤 영역은 enable 상태가 변경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519 TextArea 컴포넌트에 한글 입력 시 CTRL+Z 단축키로 되돌리기 동작 시 캐럿 위치가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VirtualFile

RP 설명

90658 VirtualFile 오브젝트 getFileSize 메소드 실행 시 반환값이 음수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

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90862 ChildFrame 오브젝트의 showModal 메소드 실행 시 formurl 속성으로 설정한 Form과 통신 오류가 발생하거

나 잘못된 URL인 경우 반투명 배경만 올라오고 다른 조작을 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779

90769

Menu, PopupMenu 컴포넌트의 세 번째 레벨 메뉴가 펼쳐질때 표시되는 메뉴 크기가 화면보다 큰 경우 메뉴

크기를 잘못 계산해 표시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747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서버가 IIS 인 경우 400 응답 상태 코드가 반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RE 실

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742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한글이 포함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encoding 오류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ncoding 속성이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 처리 시 발생한 오

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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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13 border 속성 설정 시 line-style 속성값을 "dotted"로 설정한 경우 어긋나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

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478 nexacroAPI 메소드 중 trimLeft, trimRight 메소드 실행 시 strChar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경우 잘못된 값을 반

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477 컴포넌트의 line-style 속성값이 "dashed" 또는 "dotted"이고 border-radius 속성값을 2px이하로설정한경우

border-radius가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458 ChildFrame 오브젝트의 formurl 속성 또는 Div 컴포넌트의 url 속성으로 설정한 Form에 include 문이 선언된

경우 onload 이벤트 핸들러 함수에서 부모(ChildFrame 또는 Div)의 formurl(url) 속성값을 변경할때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376 nexacroAPI 메소드 중 removeCookieVariable 메소드 실행해서 쿠키변수를 모두 삭제하거나 쿠키변수가 없

는 상태에서 removeCookieVariable 메소드를 실행한 후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POST 방식으로 동작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24.4.2 DeviceAPI

RP 설명

90843 Camera 컴포넌트의 takePicture 메소드를 실행해 찍은 사진 이미지 파일을 FileUpTransfer 컴포넌트의 uploa

d 메소드를 실행해서 업로드 시 업로드가 실패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

류입니다).

24.4.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90777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Install Module 기능을 사용해 ActiveX 모듈 설치 시 idispatch 타입 속성이 있는 경우

설치가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70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ImageViewer 컴포넌트의 stretch 속성값을 설정하고 해당 Form이 열린 상태에서 테

마 파일을 수정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24.4.4 Easy UI

RP 설명

90589 넥사크로 스튜디오 EasyUI Tutorial Wizard로 설치된 샘플(TutorialQueryAction)에서 serviceid선택 시 servi

ceurl이 입력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샘플 파일을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EasyUI Tutorial Wizard를 다시 실행해 변경된 샘플 파일을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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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합니다.

RP 설명

24.4.5 기타

RP 설명

90782 앱 실행 시 아카이브 파일을 내려받으면서 특정 service 경로 처리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

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24.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90218 유효하지 않은 Static 컴포넌트의 onsetfocus, onkillfocus 이벤트를 삭제합니다.

도움말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하며 넥사크로 스튜디오 속성창에도 표시되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90705 도움말 항목 중 CellControl 오브젝트의 expandshow 속성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89458 도움말 항목 중 ListBox 컴포넌트의 clearSelect 메소드 지원 범위 표기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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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1.2.400

File Version 2020.10.27.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25.2 신규기능

1. Easy UI Import/Export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RP. 90032)

설명

● Easy UI 각 Template들을 Import/Export 하는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 Form Template

- Viewset Template

- View Template

- Model

- Theme

● .xpackage 확장자로 제공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개발도구 가이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asy UI Tutorial Wizard

2. Easy UI 샘플 Template을 삭제하는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RP. 90031)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96a30656ee7f96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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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Easy UI Viewset Template, View Template을 삭제하는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 Context Menu에 Delete 메뉴를 제공합니다.

- Viewset Template -> New Form Wizard

- View Template -> Easy UI창의 View Template

25.3 변경기능

1. Easy UI docking pane의 Model Item 편집 기능과 Model Editor 편집 기능이 변경 했습니다. (RP. 90548)

설명

변경 전
• Model Item의 메뉴 Add, Delete, Edit 세가지

• Model Editor에서 Field 추가 시 FieldType 선택하면 생성

변경 후

• Model Item의 메뉴 Cut, Copy, Paste 추가

• Model Editor에서 Field 추가 시 바로 생성

>> 기본 FieldType=FreeText

2. installModule로 등록한 ActiveX의 이벤트 발생 시 첫번째 Argument를 Plugin Element에서 Plugin Compo

nent로 변경 했습니다. (RP. 90471)

설명

변경 전 • Plugin Element 값 리턴

변경 후 • Plugin Component 값 리턴

3. alert, confirm 팝업 후 닫을 경우 MainFrame이 active 상태가 되도록 변경 했습니다. (RP. 90310)

설명

변경 전 • MainFrame이 deactive 상태

변경 후 • MainFrmae이 active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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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오류수정

25.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nimation

RP 설명

90634 AnimationTimeline 오브젝트의 addTarget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2.3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180 Animation 오브젝트의 addTarget 메소드 실행 시 컨테이터 컴포넌트에 배치된 컴포넌트의 이름이 중복되는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alendar

RP 설명

90573 Calendar 컴포넌트의 datepicker 창이 펼쳐진 상태에서 ENTER 키 입력 시 창이 닫히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17.1.2.2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778 Calendar 컴포넌트의 popuptype 속성값이 "system"인 경우 datepicker가 펼쳐졌다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iOS 14 이상, iPadOS 13 이상 운영체제 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Combo

RP 설명

90693 Combo 컴포넌트의 combolist가 펼쳐진 상태에서 스크롤 시도 시 listboxitem이 선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Android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Div

RP 설명

90271 Div 컴포넌트의 oncontextmenu 이벤트가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celImportObject / ExcelExportObject

RP 설명

90751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의 onerror 이벤트 처리 시 ExcelImportErrorEventInfo 오브젝트의 statuscode

속성값에서 서버에서 전달된 일부 코드가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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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17 Grid 컴포넌트에 병합된 셀이 있는 경우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해당 셀의 border 스타일 속성을 처

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2.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213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Export 처리 시 Grid 컴포넌트의 border 속성이 right, left 중 하나만 설정

했으나 양쪽 다 처리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FileUpTransfer

RP 설명

90644 FileUpTransfer 컴포넌트의 onsuccess 이벤트 함수 내에서 Dataset 오브젝트의 데이터 변경 시 화면에 반영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Android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orm

RP 설명

90386 Form 오브젝트의 stepcount 속성값을 2 이상의 값으로 설정하고 화면 스크롤 시 화면이 하얗게 표시되거나 여

백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Grid

RP 설명

90616 Grid 컴포넌트의 가로 스크롤바를 반복적으로 움직였을때 GridCellControl 오브젝트의 textAlign 속성값이 반

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2.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510 Grid 컴포넌트의 insertContentsRow 메소드 실행 시 병합된 셀이 있는 경우 추가한 Row가 공백으로 표시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500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edittype 속성값이 "combo", "date"인 경우 controlautosizingtype 속성값을

기본값 외 다른 값으로 설정하면 팝업 형태로 펼쳐지는 컨트롤과 셀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17.1.0.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261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이 "row"인 경우 셀에 데이터 입력 시 여백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iOS, iPadOS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PopupMenu

RP 설명

90096 PopupMenu 컴포넌트를 띄운 상태에서 방향키 입력 시 아이템을 이동하지 않거나 마우스로 하위 메뉴를 펼친

후 ESC 키 입력 시 펼친 하위 메뉴가 닫히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041 Menu 컴포넌트의 menupopupmenu가 펼쳐진 상태 또는 PopupMenu 컴포넌트를 표시한 상태에서 iconcol

umn 속성값을 스크립트에서 변경한 경우 메뉴 아이템이 공백으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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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

RP 설명

90050 같은 Dataset 오브젝트를 DataObject 오브젝트의 data 속성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Radio 컴포넌트의 innerda

taset 속성값으로 설정한 경우 Radio 컴포넌트의 데이터가 화면에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ab

RP 설명

90365 TabpageControl 오브젝트의 hotkey 속성값을 설정하고 해당키 입력 시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90349 TabpageControl 오브젝트의 oncontextmenu 이벤트가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90618 Div 컴포넌트내WebBrowser 컴포넌트와 Edit 컴포넌트가배치된경우 Edit 컴포넌트에포커스를이동했을때

Form 크기가 변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Android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25.4.2 DeviceAPI

RP 설명

90688 LiteDBStatement 오브젝트에서 쿼리문 키워드에 대문자가 포함된 경우 정상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25.4.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90542 넥사크로 스튜디오 디자인 창에서 화면 배율 기능 선택 시 잘못된 컨텍스트 메뉴가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넥사크로 스튜디오 메뉴 [Tools > Options]에서 [Source Control > Git] 사용을 설정한 경우 발생한 오류입

니다).

90398 넥사크로 스튜디오 Project Explorer에서 Form 서비스가 하위 디렉토리를 가지는 경우 옵션에서 [Environmen

t > Show Information > Show Title > at Project Explorer] 설정을 체크해도 하위 디렉토리에서 타이틀이 보

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338 넥사크로 스튜디오가 설치된 PC에 설치되지 않은 userfont를 적용한 앱 실행 시 텍스트 일부가 잘려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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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96 Packing 시 Update Type을 "Update"로 설정한 경우 Module, Source, Resource 탭 체크를 안내하는 문구와

경고창을 추가했습니다.

90290 윈도우 디스플레이 속성에서 화면 비율 변경 시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Find, Replace 창 등 일부 팝업창이 화면

비율에 따라 처리되지 못하고 잘려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220 넥사크로 스튜디오 Component Preset 패널에서 스크롤 이동 시 윈도우 설정만큼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84595 넥사크로 스튜디오 Resource Explorer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마의 xcss 파일을 선택후 DELETE 키 입력 시 삭제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602 넥사크로 스튜디오 XCSS 코드 편집 시 코드 블록 접기/펼치기가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15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ImageViewer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속성창에서 image 속성값을 파일 대화 상자에서

선택한 경우 이미지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996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도움말을 포함한 모듈 설치 후 메뉴 [Hel > Help > nexacro 17 Reference Guide] 항

목 선택 시 모듈 도움말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726 넥사크로 스튜디오 디자인 창에서 화면 배율 기능 선택 시 Custom 항목을 선택하고 Rate 항목에 숫자가 아닌

다른 값이 입력되는 오류와 숫자가 아닌 다른 값 입력 시 표시되는 툴팁 UI를 다른 메시지 UI와 일관성을 유지하

도록 수정했습니다.

77581 넥사크로 스튜디오 Project Explorer에서 Environment에 Variable, Cookie, HTTP Header 추가 또는 편집 시

속성창에 Screen 정보가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539 넥사크로 스튜디오 속성창에서 innerdataset 속성을 가진 컴포넌트의 innerdataset 속성값 변경 시 codecolu

mn, datacolumn 속성값이 갱신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25.4.4 Easy UI

RP 설명

90550 Action(Invisible Object) 모듈 Deploy 시 XCSS 파일은 생성하지 않도록 변경했습니다.

25.4.5 기타

RP 설명

90667 마우스 이벤트가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PadOS 14 이상 버전에서 마우스 연결 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iPadOS 14 버전부터 변경된 이벤트 스펙 영향으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577 Packing 시 Update Type을 "Server"로 설정한 경우 앱 실행 시 Extension Module을 내려받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8, 8.1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559 system.showModalWindow 메소드 실행 시 앱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N

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특정 장비에서 간헐적인 참조 오류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443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Install Module 기능을 사용해 등록한 ActiveX 모듈에서 이벤트 발생 시 처리되는 파라

미터값이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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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27 Packing 시 Update Type을 "Server"로 설정한 경우 앱 실행 시 background 속성으로 설정한 이미지를 처리

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Android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426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Install Module 기능을 사용해 등록한 ActiveX 모듈에서 onload 이벤트 함수 내 작성

된 코드가 없는 경우 이벤트가 처리되면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RE 실행 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90301 크롬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설치 시 넥사크로플랫폼 앱에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롭 브라우저 사용 시 확장 프로그램에서 postmessage 메소드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한 충돌 오류입니다).

RP 설명

25.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90637 도움말 항목 중 WebBrowser 컴포넌트의 onusernotify 이벤트 설명에 WIndows 운영체제 NRE 실행 시 제약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90601 도움말 항목 중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addExportItem 메소드 설명에 2개 이상 폰트를 설정한 경우

제약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90210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hotkey 속성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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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1.2.300

File Version 2020.09.22.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26.2 신규기능

1. Nexacro Studio에 EasyUI 튜토리얼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90034)

설명

● New-Project 선택 후 Project Wizard에 옵션으로 추가했습니다.

Use 'Easy UI'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활성화되는 목록에 Start Tutorial를 추가했습니다.

Easy UI 메뉴에서 'Let's try Easy UI' 메뉴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개발도구 가이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asy UI Tutorial Wizard

2. Nexacro Moduledeveloper(베타버전)의 Invisible object wizard에 Contents속성을 바로 설정 할 수 있도록

설정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90316)

설명

http://docs.tobesoft.com/r/document/view//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8733b43710a63c1b


2020년 9월 (17.1.2.300) | 248

● Invisible object wizard 화면에 Contents 속성 설정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File - New - Invisible Object 메뉴에 있습니다.

설명

3. Nexacro Studio의 New Model Wizard, Model Editor 화면에 몇몇 기능들을 추가했습니다. (RP. 90033)

● New Model Wizard 화면

설명

• Infomation 단계에서 model service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Field Attribute 단계에서 Default, User Attribute 추가 및 편집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View template 파일로부터 Attribute 목록을 얻어와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 Model Editor 화면

설명

• Model 속성 값을 Properties로 수정하도록 편집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User Property 속성의 추가, 삭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26.3 오류수정

26.3.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ombo

RP 설명

90575 Combo 컴포넌트의 combolist 크기가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윈도우 10 운영체제 서피스 장비에

서 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2.2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313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을 "dropdown" 이외의 값으로 설정한 경우 comboedit 영역에 문자열을 빠

르게 입력하면 입력한 문자열이 삭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iPad 운영체제 Safari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0.4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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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Object

RP 설명

90354 DataObject 오브젝트의 request 메소드 실행 시 strMethod 파라미터값을 "GET", "HEAD"로 설정하면 objPa

ram 파라미터에 설정한 postdata를 무시하도록 수정했습니다.

Dataset

RP 설명

90317 다른 컴포넌트와 바인딩되지 않은 Dataset 오브젝트의 loadFromDataObject 메소드 실행 후 onload 이벤트

에서 copyData 메소드를 실행해서 데이터를 복사한 Dataset 오브젝트에 데이터가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ExcelExportObject

RP 설명

90146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ortuitype 속성값을 "exportprogress"로 설정하고 export 관련 메소드 실

행 시 데이터 처리 중 포커스를 다른 윈도우 창으로 이동했다가 돌아오면 ProgressBar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85582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addExportItem 메소드실행시Grid 컴포넌트의색상값을 Alpha 값을가지는

RGBA, HSLA 형태로 설정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leDialog

RP 설명

90298 FileDialog 컴포넌트에서 open 메소드 실행 후 [취소]버튼 또는 [x] 버튼을 클릭해 실행을 취소하는 경우 onclo

se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cOS, iOS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UpTransfer

RP 설명

89966 FileUpTransfer 오브젝트의 onprogerss 이벤트 발생 시 FileUpTransferProgressEventInfo 오브젝트의 loade

d 속성값이 누적되지 않고 중간에 줄어드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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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RP 설명

90479 Grid 컴포넌트를 트리 형태로 설정하고 enable 속성값을 true에서 false로 설정했다가 true로 설정하면 oncell

click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0.4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297 Grid 컴포넌트에서 마우스로 Column 위치를 변경하거나 Row, Column 크기를 변경하려 할때 ondrag 이벤트

에서 true를 반환하더라도 변경 동작을 취소하지 않도록 변경했습니다.

90257 Grid 컴포넌트의 selectchangetype 속성값이 "up"이고 selecttype 속성값이 "area"인 경우 셀 선택 후 드래그

동작 시 select 관련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0.0.27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

니다).

90209 Grid 컴포넌트의 combodataset 속성값에 연결된 Dataset 오브젝트를 removeChild 메소드로 Form에서 제

거했다가 다시 addChild 메소드로 추가하는 경우 Combo 컨트롤에 데이터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90204 Grid 컴포넌트 영역 내에서 오른쪽 빈 영역을 클릭했을 때 onnodataareaclick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183 Grid 컴포넌트의 formats 속성값이 없는 경우 nodataimage 속성값으로 설정한 이미지가 반복해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141 Grid 컴포넌트의 selecttype 속성값을 "area" 또는 "multiarea"로 설정하고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a

ddExportItem 메소드 실행 시 strExportHead 파라미터값을 "allband"로 설정했을 때 헤더와 서머리 영역이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skEdit

RP 설명

89916 MaskEdit 컴포넌트의 displayInvalidtext 속성값 설정 시 문자열 입력을 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An

droid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Menu

RP 설명

90018 Menu 컴포넌트의 fittocontents 속성값을 "height"로 설정해 높이가 변경될 때 menuitem의 높이는 변경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013 Menu 컴포넌트로 포커스 이동 시 첫 번째 아이템이 선택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980 Menu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변경했다가 true로 변경하면 마우스, 키보드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946 Environment enabletouchevent 속성값을 false로 설정한 경우 Menu 컴포넌트의 아이템 선택 시 하위 메뉴

가 없으면 focused Status가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iPadOS 운영체제 WRE 실행 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89935 Environment enabletouchevent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경우 Menu 컴포넌트의 focused Status가 적용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iPadOS 운영체제 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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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pMenu

RP 설명

90161 PopupMenu 컴포넌트가 표시된 상태에서 iconcolumn 속성값을 스크립트에서 변경하면 데이터가 모두 표시

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124 PopupMenu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변경했다가 true로 변경하면 아이템 클릭 시 이벤트가 발생

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XPush

RP 설명

90283 XPush 오브젝트의 registerTopic 메소드를 중복 실행했을때 onerror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229 XPush 오브젝트의 subscribe 메소드 실행 후 콜백함수에서 strActionType, strMsgID 파라미터값이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RP 설명

90511 Edit, TextArea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값을 "digit"로 설정한 상태일 때 한글 IME 모드에서 한글 입력 시도

후 영문 입력 시 영문이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0.100 이후 버

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258 Edit, TextArea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값을 "digit", maxlength 속성값을 0보다큰값으로설정한후한글

IME 모드에서 한글 입력 시도 후 숫자 입력 시 maxlength 보다 긴 텍스트 값이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0.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128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 문자열 입력 후 포커스를 다른 윈도우 창으로 이동했다가 돌아오면

캐럿이 맨 앞으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90514 HFrameSet 오브젝트 아래에 배치한 ChildFrame 오브젝트의 showtitlebar 속성값이 false일 때 연결된 Form

오브젝트에 있는 Div 컴포넌트의 onclick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2.200 이후 버

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334 screenid 속성을 지정하고 앱 실행 시 showModal 메소드를 실행했을때 표시되는 ChildFrame 오브젝트의 크

기가 screenid에 해당하는 Layout이 아닌 default Layout에 설정된 Form 크기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90259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strURL 파라미터 전달되는 URL 값에 기본 port 정보가 붙어서 처리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193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strOutDatasets 파라미터로 같은 Dataset에 2개 이상의 Output Dataset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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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182 showModal 메소드를 반복해서 실행 시 ChildFrame에 연결된 Form이 2개 이상의 레이아웃을 가지는 경우 F

orm onload 이벤트 함수 내에서 변경한 속성값이 레이아웃에 설정한 값으로 재설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RE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163 컴포넌트의 border-radius 속성값이 특정한 값인 경우 하단 모서리 모양에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NRE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2.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147 컴포넌트의 tooltiptext 속성값으로 설정한 문자열이 잘려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 실행 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17.1.2.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144 컴포넌트의 -nexa-word-wrap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fittocontents 속성 설정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2.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085 Menu, PopupMenu 컴포넌트의 서브메뉴를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해 조작하는 경우 마우스 커서 위치에 따

라 잘못된 아이템이 선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904 컴포넌트에 표시되는 문자열에 \r(Carriage Return) 코드가 포함된 경우 개행이 중복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윈도우, Android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26.3.2 접근성(Accessibility)

RP 설명

89987 Menu 컴포넌트의 하위메뉴 클릭 시 onmenuclick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0.1

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26.3.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90371 넥사크로 스튜디오 속성창에서 default 값이 undefined인 속성의 속성값을 설정했다가 삭제한 경우 디자인 화

면에서 잘못된 속성값이 설정된 결과가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325 넥사크로 스튜디오 속성창에서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의 importfilemode 속성값을 설정하지 못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90305 Resource Explorer에서 User Font를 선택하고 컨텍스트 메뉴에서 [Import UserFont] 선택 시 파일 대화 상자

에서 xfont 파일이 아닌 폰트 파일을 선택하게 하는 오류와 User Font 하위에 Resource 항목을 선택하고 컨텍

스트 메뉴에서 [Import UserFont Resource] 선택 시 파일 대화 상자에서 폰트 파일이 아닌 xfont 파일을 선택

하게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0.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194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Static 컴포넌트의 usedecorate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하고 text 속성값을 ff 타입으로

설정하면서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ff v=''>TEST</ff>)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247 넥사크로 스튜디오 메뉴 [Deploy >Build App] 항목 선택 시 실행 환경 목록 아래 쪽에 Option 창을 띄울 수 있

는 링크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메뉴 [Deploy > Settings]와 같은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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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 Easy UI

RP 설명

90463 Model Editor에서 Field 정보를 수정한 후 View Generation Wizard 실행 시 변경된 Field 정보가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462 Easy UI 패널에서 Model Wizard를 실행하고 새로운 Model 생성 시 넥사크로 스튜디오가 비정상 종료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90412 - View Generation 처리 시 View Template에서 설정한 View 컴포넌트의 속성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 Option에서 Viewset Templates 경로를 Form Templates 경로의 하위 경로로 설정한 경우 생성한 Viewset

Template 파일 내 컨텐츠가 삭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Invisible Object 창에서 Action 오브젝트를 더블클릭 시 Controller Wizard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26.3.5 기타

RP 설명

90491 TypeDefinition에 ListView 오브젝트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화면 터치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17.1.2.2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324 특정 폰트가 화면에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2.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312 특정 폰트로 UserFont 적용 시 화면에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2.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246 키패드를 올렸다 내리는 경우 화면에 디바이스 스크롤바가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Android 운영체제

6 미만 버전을 사용하는 특정 기기에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039 nexacro._unloadExtensionLibrary 호출 시 반환값이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26.4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90328 도움말 항목 중 DataObject 오브젝트의 request 메소드 설명 중 strMethod 파라미터에 따른 데이터 처리 관련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90321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Basic Key Action, Accessibility Key Action 설명에서 포커스 이동 Action(Tab Ke

y) 관련 항목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2020년 9월 (17.1.2.300) | 254

90297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cellmovingtype, cellsizingtype 속성 설명에서 ondrage 이벤트 관련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90257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selectchangetype 속성 설명에 selecttype 속성값에 따른 설명을 추가했습니

다.

90206 도움말 항목 중 WebBrowser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90040 도움말 항목 중 WebBrowser 컴포넌트의 callMethod 사용 시 iOS/iPadOS 에서의 제약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89913 도움말 항목 중 Radio 컴포넌트의 direction, columncount, rowcount 속성 설명 중 잘못된 내용을 수정했습

니다.

85582 도움말 항목 중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addExportItem 메소드 파라미터 설명에 반투명 색상 관련 설

명을 추가했습니다.

90155 도움말 항목 중 특정 컴포넌트의 fittocontents 속성 사용 시 제약사항을 추가했습니다.

17.1.2.200 버전 릴리스 노트에 오류 수정으로 작성된 내용은 실제 배포된 버전과 다른 정보이며 해당 릴리스

노트에서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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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1.2.200

File Version 2020.08.27.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27.2 신규기능

1. Android NRE 환경에서 Menu, Cancel 동작을 확인 할 수 있도록 Event를 추가 했습니다. (RP. 89737)

설명

• 추가된 Method는 ondevicebuttonup 입니다.

>> Android NRE 환경에서 Menu, Cancel키를 누르면 ondevicebuttonup이 발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Form > Event > ondevicebuttonup

2. EasyUI의 Action Object를 제작 가능하도록 ModuleDeveloper(베타버전)에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876

59, 89110, 88533, 88534, 90266, 90285)

설명

• ModuleDeveloper(베타버전)에 Deploy Wizard를 추가하였습니다.

• ModuleDeveloper(베타버전)에 Contents Editor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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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uleDeveloper(베타버전)에 Inheritance Object / Project Wizard를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도구 가이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8ca7d40af50cdb35

설명

27.3 변경기능

1. Windows NRE 환경에서 외부 dll 모듈 로드 시 디지털 서명을 확인하도록 변경했습니다. (RP. 88964)

설명

변경 전 • 조건 없이 로드

변경 후

• 디지털 서명이 있는 경우 즉시 로드

• 디지털 서명이 없는 경우 로드 유/무 Confirm을 발생

>> yes 선택 시 로드

>> no 선택 시 로드하지 않음

2. View Template의 fn_GetViewGenerationResult() 함수에서 'contents' parameter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

RP. 90035)

설명

변경 전
• realwidth, realheight

>> view 콤포넌트의 border값을 포함

변경 후
• realwidth, realheight

>> view 콤포넌트의 border값을 제외

3. nexacro studio의 Easy UI 패널 및 Action 적용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RP. 90030)

● Easy UI 패널

설명

변경 전 • Model, View Template, Action 각각 다른 UI

변경 후 • Model, View Template, Action UI를 통일

*자세한 내용은 "개발도구 가이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248757848ce319af

● Action 적용 방식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8ca7d40af50cdb35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248757848ce319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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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변경 전 • Action 선택 후 View에 연결된 콤포넌트를 클릭

변경 후 • Action 선택 후 Drag하고 View에 연결된 콤포넌트에 Drop

*자세한 내용은 "개발도구 가이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248757848ce319af

4. Windows NRE 환경에서 Plugin 콤포넌트의 callmethod 실행 시 classid 객체가 안전하지 않은 경우 대화 상

자를 표시해 알리고, 동의한 경우에만 동작하도록 변경했습니다. (RP. 89747)

설명

변경 전 • 조건 없이 로드

변경 후

• 사용자 동의 유/무 Confirm을 발생

>> yes 선택 시 로드

>> no 선택 시 로드하지 않음

5. TypeDefinition에서 nexacro.Geolocation 오브젝트 추가 시 ID 값을 "NexaGeolocation"으로 변경했습니다.

(RP. 90082)

설명

변경 전 • Geolocation

변경 후 • NexaGeolocation

27.4 오류수정

27.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alendar

RP 설명

89667 Calendar 컴포넌트에서 value 속성값에서 연도 초기값이 "0000"인 경우 yearspin 버튼 클릭으로 연도값 변경

시 숫자 일부가 잘려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248757848ce319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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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Box

RP 설명

89899 CheckBox 컴포넌트에서 expr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fittocontents 속성값 변경 시 화면에 표시된 텍스트 크기

에 맞게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845 CheckBox 컴포넌트의 enableevent 속성값이 false인 경우 마우스 클릭으로 체크값 변경을 하지 못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Combo

RP 설명

89629 Combo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을 스크립트에서 설정한 후 dropbutton을 클릭해 combolist를 펼친 후 ESC

키 입력으로 combolist를 닫은 경우 value 속성값이 설정한 값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ataset

RP 설명

85279 Dataset 오브젝트의 getCount, getCountNF 메소드 실행 시 strColID 파라미터값을 "0"으로 설정하면 잘못된

값을 반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216 ColumnInfo 오브젝트의 type 속성값을 잘못된 값으로 설정한 경우 기존값을 유지하지 않고 잘못된 값으로 처

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celExportObject

RP 설명

89455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ortData 메소드 실행 시 브라우저에서 받은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Chrom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Upload

RP 설명

89874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파일 대화상자를 실행하고 이미지 파일 선택 시 onerror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Android 6.0 운영체제에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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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RP 설명

90268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이 "row" 또는 "both"인 경우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에 데이터가

추가될 때 Row가 겹쳐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2.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237 Grid 컴포넌트를 트리 형태로 표시할 때 펼쳐진 항목을 접어서 스크롤 위치가 맨 아래에 있을 때 마우스 휠 동작

으로 아래로 스크롤한 후 항목을 다시 펼치면 Row가 겹쳐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2.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211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인 경우 transaction 실행 후 다른 프레임으로 포커스를 옮겨도

Grid 컴포넌트가 있는 프레임으로 포커스가 이동해버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0.400 이후 버전에서 발

생한 오류입니다).

90132 Grid 컴포넌트의 fastvscrolltype 속성값 설정 시 팝업으로 Row 위치를 표시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2.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106 Grid 컴포넌트의 treeinitstatus 속성값을 "collapse,null"이나 "expand,null"로 설정하는 경우 treestate 속성

으로 바인딩된 값이 없거나 Null 인 경우 상태 표시가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889 Grid 컴포넌트에서 edittype 속성값이 "text"인 셀 클릭 시 trackPopupByComponent 메소드를 실행하는 경

우 팝업창의 위치가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797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인 경우 onkeyup 이벤트 함수 내에서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지정해도 Grid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유지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0.4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

니다).

89791 Grid 컴포넌트에서 Merge Cells(Having child cells)기능을 사용한 경우 enable 속성값 변경 시 반영되지 못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728 Grid 컴포넌트의 autoSizeRow 메소드 실행 시 글자가 잘려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Android, iOS

운영체제 WRE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712 Environment enabletouchevent 속성값이 true이고 Grid 컴포넌트의 selectchangetype 속성값이 "up"인

경우 셀 터치 동작으로 셀이 이동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PadOS 운영체제 Safari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699 Grid 컴포넌트 Cell 컨트롤의 edittype 속성값이 "combo"인 경우 dropbutton을 클릭해 combolist가 펼쳐질

때 ENTER키를 입력하면 combolist 팝업 위치가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PadOS 운영체제 Safari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697 Grid 컴포넌트 Cell 컨트롤의 edittype 속성값이 "combo"인 경우 dropbutton을 클릭해 combolist가 펼친 후

아이템을 선택하고 ENTER키를 입력하면 combo가 비활성화 상태가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PadOS 운영

체제 Safari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695 Grid 컴포넌트에서 Space 키 입력으로 oncellclick 이벤트가 발생했을때 GridClickEventInfo 오브젝트의 oldc

ell, oldcol, oldrow 속성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626 Grid 컴포넌트 셀 병합 시 자식 셀을 유지하도록 병합한 경우 onexpanddown, onexpandup 이벤트 함수 내

에서 GridMouseEventInfo 오브젝트의 mergecell 속성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579 Grid 컴포넌트 Cell 컨트롤의 displaytype 속성값이 "date", calendardateformat 속성값의 연도값을 "yy"로

설정한 경우 컬럼값이 2009와 같은 경우 한자리(9)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559 Grid 컴포넌트에서 아래 방향키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입력하는 경우 oncellclick 이벤트 발생 시 GridClickE

ventInfo 오브젝트의 oldrow 속성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PadOS 운영체제 NRE에서 실행

시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했을 때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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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20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이 "col", enableredraw 속성값은 false이고 Cell 컨트롤의 displayty

pe 속성값이 "editcontrol"인 경우 셀 편집 시 값이 입력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479 Grid 컴포넌트의 selecttype 속성값이 "area"인 경우 셀 선택 시 expr 속성으로 설정한 값 중에서 currow 값이

바로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124 Grid 컴포넌트 Cell 컨트롤의 calendarpopuptype 속성값이 "normal"인 경우와 "system"인 경우 컬럼 타입이

"DATETIME"인 데이터를 다르게 처리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255 Grid 컴포넌트의 autoSizeCol 메소드 실행 시 bBandIndex 파라미터값을 true로 설정한 경우 글자가 잘려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GroupBox

RP 설명

90190 지원하지 않는 GroupBox 컴포넌트의 onkeydown, onkeyup 이벤트 항목이 속성창에 표시되지 않도록 수정했

습니다.

MaskEdit

RP 설명

90311 Environment datatyperule 속성값이 "1.0"으로 설정된 경우 MaskEdit 컴포넌트의 format 속성값에 "%" 문

자가 포함됐을때 텍스트가 표시되지 못하고 포커스 이동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

.1.2.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Menu

RP 설명

89931 Menu 컴포넌트의 prevbutton, nextbutton이 활성화된 경우 방향키를 사용해 보이지 않는 menuitem으로 이

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917 Menu 컴포넌트의 menuitem 클릭 시 onmenuclick 이벤트가 발생할 때 userdatacolumn 컬럼값이 없는 경

우 levelcolumn 컬럼값에 따라 MenuClickEventInfo 오브젝트의 userdata 속성값이 다르게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17.1.0.1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705 Menu 컴포넌트의 popupnavigationbuttonsize 속성값을 수정한 경우 menupopupmenu를 펼쳤을 때 pop

upmenuitem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703 Menu 컴포넌트의 trackPopup 메소드 실행 시 nIndex 파라미터에 잘못된 값을 설정한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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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Box

RP 설명

89454 ListBox 컴포넌트의 index 속성값이 -1인 경우 컴포넌트로 포커스 이동 후 아래 방향키 입력 시 두 번째 아이템

이 선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Listview

RP 설명

89735 Environment enabletouchevent 속성값이 true인 경우 ListView 컴포넌트의 cell에 배치한 TextArea의 maxl

ength 속성값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PadOS 운영체제 Safari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일본어 IME에서 입력한 텍스트를 확정하지 않고 다른 cell을 터치하는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89727 ListView 컴포넌트의 ListViewDetailBandControl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726 ListView 컴포넌트 ListViewBandControl 오브젝트의 cssclass 속성값을 expr로 설정한 경우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601 ListView 컴포넌트의 detail band width 값을 가져오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310 ListView 컴포넌트에서 마우스 클릭 이후 방향키로 선택항목 변경 시 onselectchanged 이벤트가 2번 발생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lugin

RP 설명

89633 스크립트에서 Plugin 컴포넌트의 contents 속성값 설정 시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브라우저

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PopupMenu

RP 설명

89790 PopupMenu 컴포넌트의 trackPopupByComponent 메소드 실행 시 PopupMenu 컴포넌트가 화면 하단에

표시되는 경우 2레벨 메뉴 출력 시 prevbutton이 popupmenuitem을 가려서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85759 PopupMenu 컴포넌트의 itemheight 속성값을 설정해 Form 오브젝트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nextbutton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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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

RP 설명

89827 Radio 컴포넌트의 index 속성값이 -1인 경우 text 속성값이 undefined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Sketch

RP 설명

85712 Sketch 컴포넌트의 text 속성값을 스크립트에서 설정하는 경우 변경된 값이 화면에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Static

RP 설명

90188 Static 컴포넌트의 fittocontents 속성값을 "both"로 설정한 경우 글자가 잘려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refox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Tab

RP 설명

85665 Tab 컴포넌트의 setContents 메소드 실행 시 Tab 컴포넌트가 화면에서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extarea

RP 설명

89873 TextArea 컴포넌트에서 Page Up/Page Down 키 입력 시 스크롤 위치가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hrome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VirtualFile

RP 설명

89483 VirtualFile 오브젝트의 createDirectory 메소드 실행 시 bAllCreate 파라미터값은 false이고 strPath 파라미터

값으로 설정한 경로값에 중간 경로가 모두 있지 않았으면 onerror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VirtualFileErrorEventI

nfo 오브젝트의 errormsg 속성값이 실행하는 환경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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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Browser

RP 설명

89929 WebBrowser 컴포넌트의 callMethod 메소드 실행 시 넘겨지는 값에 개행처리문자(&#13)가 있는 경우 에러

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Android 운영체제 NRE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714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로딩한 HTML 콘텐츠 중 INPUT 태그의 type을 "file"로 설정한 경우 버튼 클릭 시

파일 대화상자를 표시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Android 운영체제 NRE에서 실행 시 기능입니다).

XPush

RP 설명

90197 XPush 서버에 연결된 상태에서 서버 재시작 후 XPush 오브젝트의 connect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

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RE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166 XPush 오브젝트의 layouturl 속성값을 absolute URL로 설정 시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기타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RP 설명

90014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 영문 입력 시 oninput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Android 운영체제 WRE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디바이스 키보드 자동완성 기능이 켜져 있는 경

우에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0.1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799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 한글 입력 후 마지막에 입력한 글자를 지우고 setSelect 메소드 실

행 시 지정된 영역을 선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NRE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

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90230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strOutDatasets 파라미터값으로 설정한 Dataset 오브젝트의 id 속성값에 "."이 포

함된 경우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207 showModal 메소드를 실행해 띄운 ChildFrame 오브젝트의 dragmovetype 속성값이 "all"이고 showtitlebar

속성값은 false인 경우 창을 잡고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2.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

류입니다).

89979 open 메소드로 띄운 팝업창에서 open 메소드로 새로운 팝업창을 띄운 경우 여러 팝업창을 띄울 때 MainFram

e 오브젝트의 팝업리스트 처리에서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968 Div 컴포넌트 내 포함된 VideoPlayer 컴포넌트가 Div 컴포넌트보다 큰 경우 Div 영역 밖으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Android 운영체제 NRE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907 Environment enabletouchevent 속성값이 true인 경우 화면 터치 시 Menu, PopupMenu 컴포넌트의 onme

nuclick 이벤트가 2번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863 nexacro.Date 오브젝트의 parse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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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20 디바이스의 방향을 변경할 때 화면 확대 기능이 잘못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Android 운영체제에서 삼

성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707 showmodalwindow 메소드 실행 시 ChildFrame의 autosize 속성값을 false로 설정하고 left, top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left, top 속성이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NRE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

류입니다).

89702 activate 상태가 아닌 프레임을 close하고 다른 프레임의 setFocus 메소드를 실행한 경우 포커스가 이동하지 못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662 버블링된 ondrag 이벤트 발생 시 전달되는 오브젝트 정보가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팝업창으로 띄운 컴포넌트가 있는 경우 ondragenter, ondragleave 이벤트가 다른 오브젝트에서 처리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27.4.2 접근성(Accessibility)

RP 설명

89877 Grid 컴포넌트 Cell 컨트롤의 edittype 속성값이 "textarea" 또는 "mask"인 경우 셀 편집 모드 진입 시 value

값을 두 번 읽어주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27.4.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90224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SVN 옵션 설정 후 Repository Browser에서 Checkout이나 Export 작업 시 에러 메시

지가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2.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162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Install Module Wizard로 설치한 ActiveX 모듈에서 설정한 이벤트가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13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17.1.1.200 이전 버전 프로젝트를 로딩한 후 Bootstrap Customize 기능 사용 시 변경

한 내용이 Generate 시 부트스트랩 파일에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123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생성 시 Frameset Template에서 separatesize 속성을 가진 프레임

선택 시 separatesize 기본 속성값이 잘못 표시되고 빈값으로 설정 시 잘못된 값으로 처리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90108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CSS 편집 시 hscrollindicator, vscrollindicator 컨트롤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대상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Form, Grid, ListBox, TextArea, ListView, FileUpload

(ListView, FileUpload 컴포넌트는 vscrollindicator 컨트롤만 해당)

90094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Find, Replace, Find In Find in Files, Properties Help 창을 열었다가 닫은 후 윈도우

작업표시줄 미리보기 창을 선택하면 닫은 창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10 운영체제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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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7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의 importfilemode 속성이 속성창에 표시되지 않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90078 넥사크로 스튜디오 화면 디자인 창에서 ImageViewer 컴포넌트에 용량이 큰 gif 이미지 파일을 로딩하는 경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074 넥사크로 스튜디오 속성창에서 MainFrame 오브젝트의 openalign 속성값을 목록에서 선택하도록 수정했습니

다.

90065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Position Editor를 실행하고 [Use anchor position]을 체크한 상태에서 선택한 항목값

삭제를 시도할 경우 단위가 %인 항목은 이전값이 복원되면서 "%" 문자가 붙어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9006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Packing 작업 시 대상을 Web Browser로 선택한 후 Source 파일 목록에서 선택한 항

목이 Packing 대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9001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Debug > Start Debugging] 실행 시 툴바 영역이 일시적으로 겹쳐 보이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89957 XCSS 편집 시 Form 오브젝트의 -nexa-edge 속성값을 설정하면 Form에 배치한 컴포넌트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WRE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0.41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83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Grid 컴포넌트 GridCellControl 오브젝트의 subsumtext 속성값을 nexacro.floor처럼

숫자값을 반환하는 메소드로 설정한 후 autosizingtype 속성값을 "col"로 변경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774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Grid 컴포넌트의 format이 1개인 경우 Grid Contents Editor에서 format 삭제를 시

도하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74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Form에 배치한 컴포넌트의 위치를 PositionBase 트래커를 사용해 설정한 경우 ListVie

w 컴포넌트의 Body 영역에 배치한 2개의 셀을 PositionBase 트래커로 편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663 넥사크로 스튜디오 속성창에서 Plugin 컴포넌트의 contents 속성 항목 선택 후 [Open contents editor] 버튼

클릭 시 Xml Contents Editor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0.0.20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395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Packing 작업 시 Update Type을 "Update (Local+Server)"로 설정하고 Resource 탭

체크를 해제한 경우 start.json 파일 내 Resource 항목이 포함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705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InitValueDefinition 설정창을 열고 Items 항목에서 Menu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컨텍

스트 메뉴에서 [Add InitValueDefinition] 항목을 선택할 때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070 넥사크로 스튜디오 Computed Style 창에서 일부 속성값을 수정할 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865 넥사크로 스튜디오 속성창에서 Style 속성을 선택한 후 스크롤바를 움직여 Style 속성이 아닌 다른 속성을 선택

하면 속성값 편집 상태로 바로 전환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612 넥사크로 스튜디오 디자인창에서 중첩된 컴포넌트 위에 마우스 오버 시 펼쳐져 표시되는 컴포넌트를 더블클릭

했을 때 컴포넌트 기본 동작(이벤트 함수 생성)이 실행되지 않고 Form 오브젝트가 선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7579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ReadOnly 상태의 xfdl 파일을 열어서 속성창에서 컴포넌트의 속성값을 수정할 수 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num 타입으로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방향키로 선택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75595 넥사크로 스튜디오 디자인창에서 추가한 레이아웃 탭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하고 컨텍스트 메뉴가 표

시될때 컴포넌트 툴바가 비활성화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500 Grid 컴포넌트의 binddataset 속성값을 레이아웃에 따라 다르게 설정한 경우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Grid 컴

포넌트를 선택하고 컨텍스트 메뉴에서 [State View > Bind]를 체크해 바인딩된 컴포넌트를 확인할때 추가한 레

이아웃의 binddataset 정보가 아니라 Default Layout의 binddataset 정보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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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50 넥사크로 스튜디오 메뉴 [Deploy > Packing (Archive&Update)] 항목 선택 시 실행 환경 목록 아래 쪽에 Opti

on 창을 띄울 수 있는 링크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메뉴 [Deploy > Settings]와 같은 기능입니다.

89954 넥사크로 스튜디오 속성창에서 기본값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의 속성값 변경 후 기본값으로 변경한 경우 소스

코드 내에서 해당 속성항목을 유지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 Button 컴포넌트의 visible 속성값을 false로 변경한 후 다시 true로 변경한 경우 Source 탭에서 visib

le="true" 코드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0140 넥사크로 스튜디오 CSS 편집기 Intellisense 기능 동작 시 자식 선택자 추가를 위해 점(.)을 입력하거나 Status

추가를 위해 대괄호([)를 입력할 때 Code Snippet 목록은 제외하도록 기능을 변경했습니다.

RP 설명

27.4.4 Easy UI

RP 설명

90079 넥사크로 스튜디오 Project Explorer에서 프로젝트 선택 후 컨텍스트 메뉴에서 [New > View Template] 또는

[New > Model] 선택 시 관련 위자드가 실행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스튜디오 Easy UI 창에서 View Template 속성 편집 후 컨텍스트 메뉴에서 [Refresh All] 항목 선택

시 저장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는 경고창을 표시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넥사크로 스튜디오 Easy UI 창에서 View Template 속성 편집 시 저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집중 표시(*)가 사

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스튜디오 Easy UI 창에서 View Template 속성값을 수정하고 단축키(Ctrl+S)로 저장하지 못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90042 View Template 코드 내에서 필드값 1개와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연결한 경우 Generate 되는 XML Compone

nts 태그 내 fields 항목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27.4.5 기타

RP 설명

90186 NRE 라이선스 activation 날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표시되는 문구를 명확한 설명으로 수정했습니다.

90142 실행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0 이하 버전 브라우

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116 WebBrowser 컴포넌트 내 콘텐츠를 확대한 후 디바이스의 뒤로가기 버튼 동작 시 앱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Android 운영체제 NRE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059 WheelZoom 기능 사용 시 마우스 이벤트에서 처리되는 좌표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NRE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90015 xmodule 파일 내 추가 DLL 로딩이 필요한 경우 해당 모듈을 찾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973 앱 실행 시 splash window가 종료되기 전에 다른 프로그램을 조작하려는 경우 화면 클릭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NRE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956 Environment enableinspector 속성값이 false이고 nexacro.exe 실행 옵션에 -RPP -brk 옵션을 설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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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로딩 중 멈추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macOS 운영체제 NRE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934 원격 디버깅 작업 시 연결이 종료되거나 앱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macOS 운영체제

NRE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스크립트 소스 코드 양이 많을 때 발생한 오류입니다).

89875 바탕화면 바로가기로 앱 실행 시 스플래시 윈도우 이미지 표시 후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스플래시 이미지가 GIF 파일일 때 실행 환경에 따라 간헐적으로 발생

한 오류입니다).

89834 nexacro.exe 실행 옵션에 -brk "true" 옵션을 설정한 경우 크롬 브라우저와 연결된 이후 앱 실행이 멈추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macOS 운영체제 NRE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682 앱 실행 시 stepcount 속성을 설정된 레이아웃에서 화면 이동 후 화면 크기를 변경해 stepcount 속성을 설정하

지 않은 레이아웃으로 전환한 경우 컴포넌트 클릭 동작을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447 화면 내 배치된 컴포넌트 더블탭 동작 시 화면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13버전 이상

운영체제 Safari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357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한 경우 system.screenToClientX, system.screenToClientY, system.clientToScreen

X, system.clientToScreenY 메소드를 사용한 좌표 변환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한 경우 마우스, 터치 동작 시 EventInfo 오브젝트 내 canvasx, canvasy, clientx, client

y 속성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806 Environment checkversion 속성값을 true로 설정했을 때 version 정보가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48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Environment checkversion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하고 NRE Launch 실행 후 Div 컴포

넌트 영역에서 컨텍스트 메뉴를 띄우고 [View Source]를 선택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RP 설명

27.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90221 도움말 항목 중 ProgressBar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값에 대한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90190 도움말 항목 중 지원하지 않는 GroupBox 컴포넌트의 onkeydown, onkeyup 이벤트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90166 도움말 항목 중 XPush 오브젝트의 layouturl 속성값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90131 도움말 항목 중 loadStyle 메소드 설명 중 이전 버전(17.0.0.500)에서 수정된 기능 설명이 누락된 항목을 수정

했습니다.

90125 도움말 항목 중 DataObject 오브젝트의 onsuccess 이벤트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90108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hscrollbar, vscrollbar 속성 설명에 반환되는 오브젝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90106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treeinitstatus 속성 설명 중 "collapse,null"이나 "expand,null"인 경우 잎(lea

f) 노드의 상태 처리에 대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도움말 항목 중 CellControl 오브젝트의 treestate 속성 설명 중 속성명이 잘못 표기된 것을 수정했습니다.

90087 도움말 항목 중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의 importfilemode 속성 설명 중 속성값을 "local"로 설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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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설명이 잘못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90072 도움말 항목 중 TouchEventInfo 오브젝트의 touchinputinfos 속성 Syntax 표기 오타를 수정했습니다.

90016 도움말 항목 중 Frames 오브젝트들의 속성 Syntax 표기가 잘못된 항목을 수정했습니다.

89979 도움말 항목 중 open 메소드의 objParentFrame 파라미터를 null로 설정했을 때 동작이 잘못 설명된 내용을 수

정했습니다.

89939 도움말 항목 중 hotkey 속성 설명에 입력 장치에 대한 제약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89863 도움말 항목 중 nexacro.Date 오브젝트의 parse 메소드 샘플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841 도움말 항목 중 onclick 이벤트 설명에서 키보드 입력 시 이벤트 발생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내용을 수정했습니

다.

도움말 항목 중 ImageViewer 컴포넌트의 Basic Key Action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89827 도움말 항목에 Radio 컴포넌트의 text 속성 기본값에 대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89727 도움말 항목 중 ListView 컴포넌트의 detail 컨트롤 TypeName이 잘못 표기된 항목을 수정했습니다.

89722 도움말 항목 중 calendardisplaynulltype 속성값이 "default"인 경우 설명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663 도움말 항목 중 Plugin 오브젝트의 usepersistdata 속성 설명에 포함된 코드 일부가 잘려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85800 도움말 항목 중 inputtype 속성값 설정에 대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85717 도움말 항목 중 PopupMenu 컴포넌트의 itemheight 속성 설명 중 기본값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85219 도움말 항목 중 Dataset 오브젝트의 applyChange 메소드 설명 중 ROWTYPE 변경 관련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85218 도움말 항목 중 Dataset 오브젝트의 applyChange 메소드 설명 중 이벤트 처리에 대해 잘못 설명된 내용을 수

정했습니다.

84758 도움말 항목 중 Environment 오브젝트의 설명에 WRE 실행 시 제약을 추가했습니다.

도움말 항목 중 Environment 오브젝트의 enableaccessibility, icon 속성 Syntax 설명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했

습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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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1.2.100

File Version 2020.07.14.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28.2 신규기능

1. Android, iOS의 NRE 환경에서 기능 권한을 요청하거나, 승인된 권한을 확인 할 수 있도록 Method와 Event가

추가 했습니다. (RP. 88230)

설명

• 추가된 Method는 requestDevicePermission, checkDevicePermission 입니다.

• 추가된 Event는 ondevicepermission 입니다.

>> 각각의 Method는 사용하면 ondevicepermission이 발생 합니다.

• Android 프로젝트에서는 별도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iOS 프로젝트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3개의 프레임워크를 추가해야 합니다.

>> Photo.framework, Contacts.framework, EventKit.framework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isc. Objects > System > Method > checkDevicePermission

- Misc. Objects > System > Method > requestDevice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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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 > Event > ondevicepermission

설명

2. NRE 환경에서 기본 앱으로 설정한 브라우저가 실행 할 수 있도록 Method를 추가 했습니다. (RP. 88146)

설명

• 추가된 Method는 execDefaultBrowser 입니다.

• NRE 환경에서 이 Method를 수행 하면 기본 앱으로 설정한 브라우저를 실행 합니다.

• WRE 환경에서 이 Method를 수행 하면 브라우저의 새 탭, 새 창으로 실행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isc. Objects > System > Method > execDefaultBrowser

3. Grid, Listview에서 Format id 리스트를 확인 할 수 있도록 Method를 추가 했습니다. (RP. 87041)

설명

• 추가된 Method는 getFormatIdList 입니다.

• Method를 사용 하면 Object 형태로 Format id 리스트를 출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Method > getFormatIdList

- Components > Component > ListView > Method > getFormatIdList

4. Dataset Editor 의 Const Columns, Columns 에 복수행의 Text 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시 자동으로 Column

이 추가되며 붙여넣기가 되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87607)

설명

• Dataset Editor 의 Const Columns, Columns 에 복수행의 Text 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시 자동으로 Column 이 추가되며

붙여넣기가 되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Dataset Editor 의 Const Columns, Columns 에 1개의 Column 은 생성 후 붙여넣기 동작을 수행해야 합니다.



271 | 제품 정보

5. 여러개의 FrameSet구조에서 Tab 키로 포커스 이동 시 포커스를 순환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84961)

설명

• 추가된 Property는 tabkeycirculation 입니다.

• FrameSet 구조만 지원 합니다.

>> VFrameSet, HFrameSet, TitleFrameSet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Tab 키는 정방향 순환, Shift+Tab 키는 역방향 순환을 합니다.

• arrange의 'cascade' 설정으로 순환 동작에 영향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nvironment > Property > tabkeycirculation

- Frames > FrameSet > Property > tabkeycirculation

- Frames > FrameSet > Method > arrange

6. Maskedit 계열에서 꾸밈 문자열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RP. 84345)

설명

• 추가된 Property는 postfixtext, maskeditpostfixtext 입니다.

• text 출력 시 postfixtext에 설정한 문자가 text문자열 마지막에 붙어서 출력합니다.

>> value 출력 시 value값만 출력 합니다.

• type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askEdit > Property > postfixtext

- Grid > Objects > GridCellControl > Property > maskeditpostfixtext

- Grid > Objects > GridCellControl > Objects > CellSubCellControl > Property > maskeditpostfixtext

- ListView > Objects > ListViewCellControl > Property > maskeditpostfixtext

7. 실행 중인 NRE 환경에서 로그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경로를 반환하는 Method를 추가 했습니다. (RP. 89386)

설명

• 추가된 Method는 getLogFilePath입니다.

• 지원 하는 NRE 환경은 Windows, macOS, Android 입니다.

>> 로그를 저장하고 있는 경로를 반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 "앱 배포 가이드"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nexacroAPI > Method > getLogFilePath

- http://docs.tobesoft.com/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9fac5b545f18088b

8. NRE 환경에서 로그 파일을 일별로 저장 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88706)

설명

• 추가된 Property는 traceduration입니다.

• Environment로 통합 설정이 가능 합니다.

http://docs.tobesoft.com/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9fac5b545f18088b


2020년 6월 (17.1.2.100) | 272

>> Screen으로 개별 설정도 가능 합니다.

• NRE 실행 시 traceduration에 설정한 값만큼 일자를 체크하여, 오래된 log파일을 삭제합니다.

• NRE 환경이 실행 중인 상태에서는 일자 변경 시 traceduration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 "앱 배포 가이드"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nvironment > Property > traceduration

- http://docs.tobesoft.com/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9fac5b545f18088b

설명

9. Locale Code List 에 미얀마 코드(my_MM)를 추가 했습니다. (RP. 89433)

설명

• Locale Code List 에 미얀마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 my_MM : Myanmar [Burma]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ppendix > Locale Code List

10. NRE 환경에서 Chrome, Edge 브라우저의 Devices inspect 기능을 사용하여 실행중인 앱을 원격 디버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RP. 89415, 89400, 89654)

설명

• 추가된 Property는 enableinspector 입니다.

• 지원하는 NRE 환경은 Windows, macOS, Android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 "앱 배포 가이드"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nvironment > Property > enableinspector

- http://docs.tobesoft.com/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a455d058deae4676

11. REST API 호출을 위한 XMLHttpRequest 오브젝트에 HEAD, PATCH 메소드를 추가 하였습니다. (RP. 89086

)

설명

• HEAD : GET 메소드의 요청과 동일한 응답을 요구하지만, 응답 본문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웹서버 정보 등을 얻기 위해 쓰입니다.

• PATCH : 리소스의 부분만을 수정하는 데 쓰입니다.

12. Data 처리를 위한 DataObject 오브젝트와 nexacro studio에서 DataObject의 data 속성 지정을 위한 JSON

폅집기를 추가 하였습니다. (RP. 88918, 88926)

설명

• Data 처리를 위한 신규 DataObject 오브젝트 제공

>> transaction 메소드를 통해 주고 받는 데이타 통신 포맷과 다른 형식의 데이터 지원 가능

>> 통신 포맷이나 데이타 포맷에 대한 제약이 없음

http://docs.tobesoft.com/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9fac5b545f18088b
http://docs.tobesoft.com/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a455d058deae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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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JSON만 가능함

• DataObject Editor 제공

>> DataObject의 data 속성 지정을 위한 Json Contents Editor를 제공

• DataObject 주요기능

>> Dataset 바인딩 지원 : 로딩된 Data 를 Dataset 으로 단방향 바인딩

>> REST API 호출을 위한 request 메소드 제공 (GET, POST, PUT, DELETE, HEAD, PATCH)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ece Guide" / "컴포넌트 활용 워크북"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Data Objects > DataObject

- http://docs.tobesoft.com/developer_guide_nexacro_17_ko#124526e754a76021

설명

13. Dataset에 DataObject를 바인딩 하기 위한 Property, Method와 nexacro studio에 dataobjectpath 속성 지

정을 위한 Data Path Editor를 추가 하였습니다. (RP. 88918, 88926)

설명

• 추가된 Property는 binddataobject, dataobjectpath 입니다.

• 추가된 Method는 loadFromDataObject 입니다.

• Data Path Editor 제공

>> Dataset의 dataobjectpath 속성 지정을 위한 Data Path Editor를 제공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 "컴포넌트 활용 워크북"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Data Objects > Dataset > Property > binddataobject

- Data Objects > Dataset > Property > dataobjectpath

- Data Objects > Dataset > Method > loadFromDataObject

- http://docs.tobesoft.com/developer_guide_nexacro_17_ko#124526e754a76021

14. ColumnInfo에 DataObject의 컬럼에서 가져올 데이터 지정을 위한 Property를 추가 하였습니다. (RP. 88918,

88926)

설명

• 추가된 Property는 datapath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Data Objects > ColumnInfo> Property > datapath

15. Grid, Listview에서 cell이 Calendar 형식일 때 특정날짜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RP. 88257)

설명

• 추가된 Property는 calendardataset, calendardatecol, calendartextcolorcol, calendarbordercol, calendarbackgroun

dcol 입니다.

• calendardataset 속성에 설정된 Dataset 오브젝트의 Column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docs.tobesoft.com/developer_guide_nexacro_17_ko#124526e754a76021
http://docs.tobesoft.com/developer_guide_nexacro_17_ko#124526e754a7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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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Objects > GridCellControl > Property > calendardataset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Objects > GridCellControl > Objects > CellSubCellControl > Property > calenda

rdataset

- Components > Component > ListView > Objects > ListViewCellControl > Property > calendardataset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Objects > GridCellControl > Property > calendarbackgroundcol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Objects > GridCellControl > Property > calendarbordercol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Objects > GridCellControl > Property > calendardatecol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Objects > GridCellControl > Property > calendartextcolorcol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Objects > GridCellControl > Objects > CellSubCellControl > Property > calenda

rbackgroundcol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Objects > GridCellControl > Objects > CellSubCellControl > Property > calenda

rbordercol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Objects > GridCellControl > Objects > CellSubCellControl > Property > calenda

rdatecol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Objects > GridCellControl > Objects > CellSubCellControl > Property > calenda

rtextcolorcol

- Components > Component > ListView > Objects > ListViewCellControl > Property > calendarbackgroundcol

- Components > Component > ListView > Objects > ListViewCellControl > Property > calendarbordercol

- Components > Component > ListView > Objects > ListViewCellControl > Property > calendardatecol

- Components > Component > ListView > Objects > ListViewCellControl > Property > calendartextcolorcol

설명

16. nexacro studio에 Bootstrap 파일 편집을 위한 Bootstrap Customized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RP. 71129)

설명

• nexacro studio 메뉴 바에 Generate-Bootstrap Customized 메뉴가 추가 되었습니다.

>> Bootstrap (index.html, launch.html, popup.html, quickview.html, run.html) 파일들을 편집 및 관리 할 수 있습니다.

• WRE만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도구 가이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88b4c3d7b34585f8

17. nexacrodeploy17.exe 실행 옵션에 Generate 할 서비스를 지정하는 -SERVICE 옵션을 추가 했습니다. (RP. 8

8342)

설명

• -SERVICE [ARGS...] 옵션이 추가 되었습니다.

>> ex) -SERVICE "FrameBase,Base

>> -MODULE, -FILE, -BOOTSTRAP 옵션과 혼용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도구 가이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1620ba619b88b741

18. nexacro studio에서 BuildApp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설정 할 수있는 메뉴를 추가 했습니다.(RP. 88643)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88b4c3d7b34585f8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1620ba619b88b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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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nexacro studio에서 Deploy-Settings의 메뉴를 추가 했습니다.

>> 엔진 exe, 리소스, Bootstrap, Output 경로 등 기본 정보 값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품 정보"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product_information_nexacro_17_ko#e6e21b6ff64c5c74

19. Easy Ui Core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설명

• Lib-Component-ComComp에 Action.js, View.js 파일을 추가했습니다.

• nexacro studio에서 Easy Ui 템플릿을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nexacro studio에서 Easy Ui 템플릿으로 폼 제작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품 정보"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product_information_nexacro_17_ko#a318d7f65413d92b

28.3 변경기능

1. NRE 환경의 TLS 1.0, 1.1에 대한 지원이 종료됩니다. (RP. 89159)

설명

• 주요 웹브라우저에서 TLS(Transport Layer Security) 1.0, 1.1 지원을 중지함에 따라 넥사크로플랫폼에서도 TLF 1.0, 1.1

지원을 종료합니다.

변경 전
• TLS 지원 버전 : 1.0, 1.1, 1.2

• TLS 종료 버전 : 없음

변경 후
• TLS 지원 버전 : 1.2

• TLS 종료 버전 : 1.0, 1.1

http://docs.tobesoft.com/product_information_nexacro_17_ko#e6e21b6ff64c5c74
http://docs.tobesoft.com/product_information_nexacro_17_ko#a318d7f65413d9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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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주요 변경 사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product_information_nexacro_17_ko#1886610d64020bb1

설명

2. NRE 환경의 font shaping engine을 변경 했습니다. (RP. 89606)

설명

• Text Rendering을 개선 했습니다.

>> 외곽선 글꼴(Outline font)이 좀 더 자연스럽게 표시되고 가독성이 높아지도록 개선 했습니다.

• 외곽선 글꼴 표현시 글자 높이를 처리하는 기준이 달라져 valign 적용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글자 너비 표현이 달라져 워드랩 등 관련 기능 사용 시 기존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변경 전 • VG-FittedTextFonts

변경 후 • Skia-HarfBuzz

3. nexacro studio에서 snippet, Component Preset기능을 프로젝트 단위로 처리하도록 관리 방식을 변경 했습

니다. (RP. 87912)

● snippet 관리 방식

설명

변경 전 • 고정된 위치에 저장하여 관리하며, 모든 프로젝트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변경 후
•프로젝트종속으로관리되며프로젝트로딩시점에 Project Configure에 저장된경로의 xsnippet

파일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도구 가이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b12a5438d00ab981

● Component Preset 관리 방식

설명

변경 전 • Project Configure와 동일 고정경로의 파일을 Project Load 시점에 Load 해서 사용합니다.

변경 후

• Project 단위로 사용자 지정한 파일 사용합니다.

>> C:\Users\{User ID}\Documents\nexacro\17.1\settings\ProjectConfigure\{Projec

t Name}\component_preset.xpreset

*자세한 내용은 "개발도구 가이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b12a5438d00ab981

4. Generate 시 줄바꿈 문자를 CR+LF 형식만 사용하도록 변경했습니다. (RP 89179)

설명

nexacrodeploy17.exe 실행 후 생성되는 파일의 줄바꿈 문자를 혼용해서 처리하던 것을 CR+LF 형식으로만 처리하도록 변경했

습니다.

http://docs.tobesoft.com/product_information_nexacro_17_ko#1886610d64020bb1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b12a5438d00ab981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b12a5438d00ab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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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생성된 파일을 다른 운영체제로 옮기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변경 전 • 줄바꿈 문자 사용 시 조건에 따라 LF(\n), CRLF(\r\n)를 사용함

변경 후 • 줄바꿈 문자는 CRLF(\r\n)만 사용함

설명

28.4 오류수정

28.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alendar

RP 설명

89716 Calendar 컴포넌트에서 입력 텍스트 편집 시 숫자로만 구성된 값을 붙여넣기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크롬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0.0.16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678 Calendar 컴포넌트의 popuptype 속성값이 "system"인 경우 value 속성값 변경 시 바인딩 된 Dataset 오브젝

트의 값이 변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392 Calendar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normal"이고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 컬럼 타입이 "DATETIME"인

경우 datepicker에서 날짜 선택 시 팝업창이 닫히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299 Calendar 컴포넌트의 텍스트 편집 영역에 일본어 IME로 입력 시 값이 입력되지 않거나 중복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Chrome, Edge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Combo

RP 설명

89263 Combo 컴포넌트의 combolist가 펼쳐진 상태에서 방향키로 아이템을 이동하는 경우 canitemchange, onite

mchange, oncloseup 이벤트 함수 내에서 EventInfo 오브젝트의 preindex, pretext 값을 잘못 처리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85881 Combo 컴포넌트의 popupsize 속성값 설정 시 높이값이 설정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708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dropdown"인 경우 setSelectedText 메소드 실행 시 값이 변경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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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RP 설명

85211 ColumnInfo 오브젝트의 name 속성값이 스크립트에서 수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89584 Edit 컴포넌트의 password 속성값이 true이고 displaynulltext 속성값을설정한경우화면내첫번째포커스가

Edit 컴포넌트로 처리되면 입력값이 설정한 특수문자가 아니라 입력하는 문자 그대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17.1.0.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celExportObject

RP 설명

89593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export 대상 Grid 컴포넌트의 border 값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을 때 export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380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폰트 이름에 공백문자나 숫자가 있는 경우 폰트 이름을 잘못 처리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leDownTransfer

RP 설명

88589 FileDownTransfer 컴포넌트의 setPostData 메소드를 실행 시 권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An

droid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Upload

RP 설명

89632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SDCARD에 있는 파일을 선택하고 업로드 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Android 7 이상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GoogleMap

RP 설명

89052 단말기 GPS, 무선 네트워크를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GoogleMap 컴포넌트의 load 메소드 실행 시 bUseSenso

r 파라미터값을 true로 설정하면 onload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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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RP 설명

89852 Grid 컴포넌트의 Cell wordWrap 속성값을 설정하고 autosizingtype 속성값을 "row"로 변경하는 경우 row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1.2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560 Grid 컴포넌트의 treeinitstatus 속성값이 "collapse,null" 또는 "expand,null"이고 GridCellControl 오브젝트

의 treestate 속성값이 Dataset 오브젝트에 바인딩된 경우 바인딩된 컬럼값이 변경되거나 Row가 추가되면서 t

reestate 속성값과 Dataset 오브젝트의 컬럼값이 다르게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385 Grid 컴포넌트의 cellcalendar 같은 컨트롤에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Grid 컴포넌트의 스크롤 이동 시 컨트롤

의 Status가 selected가 아닌 focused로 유지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373 Grid 컴포넌트의 autoSizeRow 메소드 실행 시 텍스트 크기를 잘못 계산해 처리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R

E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283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값이 "key"인 경우 숫자 입력 시 편집모드가 활성화되면서 입력값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refox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087 Grid 컴포넌트 내 병합된 셀이 있는 경우 스크립트에서 selecttype을 "area"로 변경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711 showModal 메소드 실행 후 팝업창에 있는 Grid 컴포넌트에서 부모창에 있는 Dataset 오브젝트에 접근하지 못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mageViewer

RP 설명

89761 ImageViewer 컴포넌트에서 ico 파일 로드 시 화면이 떨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461 ImageViewer 컴포넌트의 stretch 속성값을 "fit"으로 설정한 경우 대용량 이미지 파일을 여러 개 처리 시 앱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skEdit

RP 설명

89301 MaskEdit 컴포넌트에 일본어 IME로 입력 시 빠르게 입력하면 잘못된 값이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

도우 운영체제에서 Chrome, Edge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784 MaskEdit 컴포넌트에 일본어 IME로 입력 시 화면에 표시되지 않으나 미확정 문자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Chrome, Edge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Listview

RP 설명

89331 ListView 컴포넌트에서 expand 버튼 클릭 후 스크롤이 활성화되는 경우 status가 초기화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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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07 ListView 컴포넌트의 셀 displaytype 속성값이 "calendarcontrol", "combocontrol", "progressbarcontrol"

인 경우 셀 더블클릭 시 oncelldblclick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306 ListView 컴포넌트의 셀 displaytype 속성값이 "editcontrol", "maskeditcontrol", "textareacontrol"인 경우

셀 클릭 시 EventInfo 오브젝트의 clickitem 속성값이 빈 값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PopupDiv

RP 설명

87977 PopupDiv 컴포넌트의 스크롤바 위치가 시작 또는 끝일 경우 터치 동작으로 해당 방향 스크롤 동작 시 상위 For

m 오브젝트가 스크롤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adio

RP 설명

85714 스크립트에서 Radio 컴포넌트의 innerdataset 속성값을 변경하는 경우 이전 innerdataset 속성으로 설정했던

codecolumn 값이 value 속성값으로 남아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ab

RP 설명

89572 Tab 컴포넌트의 Tabpage에 url 속성도 설정하지 않고 컴포넌트도 배치하지 않았을 때 화면 내 첫 번째 포커스

가 Tab 컴포넌트로 처리된 상태에서 키보드 입력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extarea

RP 설명

89353 TextArea 컴포넌트의 value 속성을 Dataset 오브젝트와 바인딩한 경우 Dataset 오브젝트에 Row가 없으면 di

sable 스타일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VirtualFile

RP 설명

89739 VirtualFile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실행 시 SD 카드 경로 파일을 선택하면 onerror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Android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063 VirtualFile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실행 시 constOptions 파라미터값을 VirtualFile.openBinary로 설정한 경

우 onsuccess 이벤트에서 VirtualFileEventInfo 오브젝트의 binarydata 속성값이 빈 값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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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RP 설명

89568 Edit, TextArea 컴포넌트의 maxlength 속성값보다 긴 텍스트 붙여넣기를 한 후 Ctrl+Z 단축키를 입력한 경우

oninput, onchanged 이벤트 함수 내에서 text, value 관련 속성값에 maxlength 속성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일본어 윈도우 운영체제 크롬, Edg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324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진 컴포넌트에 일본어 IME로 입력 후 Enter키 입력으로 확정하고 포커스를 이동하면 값

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cOS 운영체에서 Safari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236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의 displaynulltext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마우스 클릭으로 포커스 이

동 시 캐럿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refox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89750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strOutDatasets 파라미터로 지정한 Dataset이 없는 경우 통신이 종료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1.1.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669 화면 레이아웃을 추가하고 추가한 레이아웃에서 Form 오브젝트의 screenid 속성값을 다르게 설정한 경우 앱 실

행 중 레이아웃을 변경하면 Div 컴포넌트에 연결된 Form 로딩 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662 윈도우 운영체제 파일 탐색기에서 앱으로 파일을 드래그&드롭 처리 시 ondrop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7 운영체제 IE11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17.0.0.2640 이후 버전에

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604 Environment 오브젝트의 enableaccessibility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하고 Grid 컴포넌트의 Cell edittype 속성

값이 "edit"인 경우 포커스 이동 시 value 값을 두 번 읽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533 Form 오브젝트의 stepitemsize 속성값을 0으로 설정하고 stepitem의 border 속성값을 설정하면 stepitem이

화면에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0.0.20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522 alert, confirm 메소드 실행 시 MainFrame 오브젝트의 ondeactivate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363 Grid 컴포넌트의 cellmovingtype 속성값이 "col"인 경우 Grid Header 영역을 드래그하거나 Grid, ListView, L

istBox 컴포넌트의 selectscrollmode 속성값이 "scroll"인 경우 컴포넌트의 화면 드래그 시 ondragmove 이벤

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319 open, showModal 등 메소드를 사용해 새 창을 띄운 후 CheckBox 컴포넌트의 onchanged 이벤트 함수 내에

서 창을 닫는 스크립트를 사용한 경우 창이 닫히면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083 Form 오브젝트의 go 메소드로 화면 이동 시 이전 Form 오브젝트의 scrolltype 속성값이 "none"이고 이동한 F

orm 오브젝트의 scrolltype 속성값이 "both"인 경우 이동한 Form 오브젝트의 스크롤바가 표시되지 않고 이전

Form 오브젝트의 배경색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019 Grid, ListView 컴포넌트의 cell 속성 중 displaytype 속성값이 "checkboxcontrol"이고 edittype 속성값이 "ch

eckbox"인 경우 컨트롤에 focused Status가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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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89655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Ignore compress files 항목 추가 시 같은 파일이 중복으로 추가되거나 삭제 후 재등록

이 안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618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Form 파일을 열었을 때 처음 선택하는 Dataset 오브젝트에 바인딩된 컴포넌트 목록이

Binding Component List 창에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583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Environment의 userfontid 속성값을 설정하고 해당하는 xfont 파일을 편집 후 저장했

을때 부트스트랩 Generate가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565 넥사크로 스튜디오 BuildApp 단계에서 Build 버튼을 더블클릭하면 BuildApp 실행창이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89481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Ignore compress files 항목으로 User Module 설치 경로 아래에 있는 js 파일을 등록

하는 경우 제외 항목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410 넥사크로 스튜디오 옵션 항목 중 Environment > Startup > Project Open 항목을 체크한 상태에서 테마 편집

화면을 연 다음 프로젝트를 리프레시하는 경우 테마 편집 화면을 열지 못하고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89403 넥사크로 스튜디오 디자인 창에서 컴포넌트의 visible 속성값을 false로 지정한 경우 padding 속성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181 nexacrodeploy17.exe 실행 시 -FILE 옵션을 사용한 경우 지정한 파일 외 다른 파일이 생성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89167 넥사크로 스튜디오 XCSS 편집기에서 Code Snippet으로 등록한 Shortcut 입력 시 캐럿 위치에 따라 표시되는 i

ntellisense정보가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780 넥사크로 스튜디오 option 메뉴에서 baselib, generate 경로 변경 후 Launch 실행 시 파일 변경 메시지 팝업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624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IncludeSub-Folder 속성값이 true인 서비스에 하위 폴더를 생성한 경우 하위 폴더 경로

가 '/'가 아닌 '\'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432 App Builder 콘솔에서 설정한 프로젝트를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Build 시 사용하는 경우 Program Name이

다르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974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App Builder 연결 후 통신 과정에서 App Builder 서버에서 전달하는 쿠키 정보를 누락

시키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JSESSIONID 쿠키값을 사용해 세션을 유지하는 등의 특정 WAS 설정에 따른 오류

입니다).

83380 넥사크로 스튜디오 속성창에서 Bindable 속성값 설정 시 Dataset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Column 선택 시 입력

창에 캐럿을 위치시키고 키보드 방향키로 이동 시 Column 목록이 아닌 Dataset 목록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83214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화면 레이아웃을 추가하고 추가한 레이아웃 디자인 창에서 CTRL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

래그&드롭 동작으로 컴포넌트를 움직였을때 컴포넌트가 복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컴포넌트 추가는 defa

ult 레이아웃 디자인 창에서만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추가한 레이아웃 디자인 창에서 컨텍스트 메뉴 항목 중 [Create Component & Bind Dataset]도 표시되지 않

도록 수정했습니다.

82841 넥사크로 스튜디오 XCSS 에디터 속성창에서 -nexa-icon 항목값을 "none"으로 설정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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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3 기타

RP 설명

89856 앱 실행 중 스크립트 에러 발생 시 exception message에 파일명이 undefined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크롬, Edge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781 Environment에서 tracemode 속성값을 "new"로 설정한 경우 "append"로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495 transaction 결과값을 Chunked 방식으로 수신하는 경우 같은 ID의 Dataset이 중복되어 설정됐거나 패킷이 잘

리는 위치에 따라 일부 데이터가 빠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28.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9816 도움말 항목 중 사용하지 않는 TitleBarButtonControl 오브젝트의 cssclass 속성을 보이지 않도록 수정했습니

다.

89772 도움말 항목 중 Environment loglevel, tracemode 속성에 설명된 윈도우 운영체제 경로 표기의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89560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 treeinitstatus 속성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89392 도움말 항목 중 Calendar 컴포넌트의 canchange 이벤트 항목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89363 도움말항목중 Grid 컴포넌트의 cellmovingtype 속성, Grid, ListView, ListBox 컴포넌트의 selectscrollmode

속성에 대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89120 도움말 항목 중 이미지 저장 관련 메소드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 설명을 수정하고 추가된 파라미터 설명을 보완

했습니다.

System 오브젝트 saveToImageBase64String 파라미터 추가 (strImageType, strOptions)

Sketch 컴포넌트 saveSketchToFile 파라미터 설명 수정(strFormat)

Sketch 컴포넌트 saveSketch 파라미터 추가(strFormat, nOption)

85223 도움말 항목 중 Dataset 메소드 설명 중 이벤트 발생 순서의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아래 4개 메소드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clear, clearData, deleteAll, delete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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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1.1.200

File Version 2020.05.26.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29.2 오류수정

29.2.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alendar

RP 설명

89389 datatyperule 속성값이 "1.0"으로 설정한 프로젝트에서 Calendar 컴포넌트의 value 속성값에 바인딩된 Datas

et 오브젝트의 Column Type이 "DATETIME"인 경우 Calendar 컴포넌트의 datepicker에서 날짜 선택 시 스크

립트 오류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0.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117 Calendar 컴포넌트의 popuptype 속성값이 "system"인 경우 날짜값 변경 시 dateformat 속성값이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108 Calendar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normal"인 경우 dropdown 버튼을 누르고 방향키로 이동하는 경우 날

짜 변경이 안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PadOS 운영체제 Safari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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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o

RP 설명

88995 Combo 컴포넌트에서 아이템 변경 없이 combolist 팝업을 닫을 때 oncloseup 이벤트 함수 내에서 pretext, p

osttext 속성값이 잘못된 값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895 Combo 컴포넌트에서 combolist 팝업을 닫을 때 oncloseup 이벤트 함수 내에서 isselect 속성값이 잘못된 값

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ataset

RP 설명

89208 Datset ColumnInfo 오브젝트의 type 속성값 변경 후 getMin 메소드 실행 시 변경된 type에 맞지 않게 처리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leDownload/FileDownTransfer

RP 설명

89316 FileDownTransfer 컴포넌트의 download 메소드 실행해 내려받을 때 setPostData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파

일명이 unknown 으로 설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파일을 처리하는 서버에서 Content-Disposition 헤더

정보가 누락된 경우 요청 경로에서 / 이후 텍스트를 파일명으로 처리합니다).

Grid

RP 설명

89478 Grid 컴포넌트 GridCellControl 오브젝트의 calendarpopuptype 속성값이 "system"인 경우 시스템 팝업달력

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0.0.27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Android, iOS 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473 Grid 컴포넌트의 cellcalendar 컨트롤에서 dropbutton 클릭 시 팝업창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Android, iOS W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456 Grid 컴포넌트의 셀 padding 스타일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Chrome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404 Grid 컴포넌트의 treeusebutton 속성값을 "no"로 autosizingtype 속성값을 "col"로 설정한 경우 셀 너비가 변

경되면서 텍스트 일부가 잘려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0.0.241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

다).

89204 Grid 컴포넌트의 setFixedRow 메소드로 설정한 Row 영역에 mergeCell 메소드로 병합한 셀이 포함되는 경우

스크롤 동작 시 고정된 셀 데이터가 움직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151 Grid 컴포넌트의 셀 padding 스타일이 실행환경 운영체제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140 Grid 컴포넌트의 treeinitstatus 속성값이 "expand,null"이고 GridCellControl 오브젝트의 treestate 속성값이

0일 때 Form 로드 시 "Expand" 상태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130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이 "row"이고 병합된 셀이 있는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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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정했습니다.

89113 Grid 컴포넌트에서 셀 클릭 시 clickitem 값이 전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PadOS 운영체제 Safari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111 Grid 컴포넌트에 일본어 입력 시 Band 영역을 클릭하면 입력값이 삭제되고 편집 상태가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iPadOS 운영체제 Safari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511 Grid 컴포넌트 GridCellContro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imagecontrol"인 경우 유효하지 않은 이

미지 url이 설정됐을때 이미지 깨짐 표시가 나오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0.300 이후 버전에서는 해당 오

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8239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edittype 속성값을 "textarea"로 설정한 후 편집을 위해 Enter 키를 입력하면 편집

모드가 되며 개행문자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

다).

RP 설명

PopupDiv

RP 설명

89093 다른 컴포넌트의 onsetfocus 이벤트 함수 내에서 PopupDiv 컴포넌트의 trackPopup(또는 trackPopupByCo

mponent) 메소드를 호출하는 경우 다시 팝업이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ab

RP 설명

89106 Tab 컴포넌트에서 탭 버튼을 클릭해 tabpage 전환 시 이전 tabpage에 해당하는 탭 버튼의 status 스타일이 해

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047 Environment.enabletouchevent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경우 Tab 컴포넌트에서 선택하지 않은 탭 버튼의 e

xtrabutton 터치 동작 시 onextrabuttonclick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extarea

RP 설명

88486 TextArea 컴포넌트에 텍스트 입력 후 deactivate 상태에서 다시 activate 상태가 됐을때 캐럿 위치가 마지막 입

력 문자 뒤에 유지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0.300 이후 버전에서는 해당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VirtualFile

RP 설명

89064 VirtualFile 컴포넌트의 getFileList 메소드 실행 시 constOption 파라미터 값을 "VirtualFile.findDirectoryOnl

y"로 설정했을때 폴더 개수가 아닌 파일 목록을 반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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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기타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RP 설명

88998 Edit, TextArea 컴포넌트의 maxlength 속성값보다 긴 텍스트를 붙여넣기 한 후 Ctrl+Z 단축키를 입력한 경우

oninput, onchanged 이벤트 함수 내에서 text, value 관련 속성값에 maxlength 속성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573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 일본어 입력 중 단축키(Ctrl+V)를 사용해 붙여넣기를 시도하면 조

합중인 텍스트가 삭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89143 컴포넌트의 background 속성값을 "no-repeat"로 지정한 경우 최초 Form 로드 시 "repeat"로 처리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17.1.0.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넥사크로 스튜디오 또는 윈도우 운영체제 NR

E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002 stepcount 속성값을 2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특정 positionstep에서 탭 키 입력 시 컴포넌트 간 포커스를 순서

대로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ositionstep 속성값이 다른 컴포넌트의 taborder 속성값이 더 낮

은 값으로 설정된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87517 Form 오브젝트의 getNextComponent 메소드 실행 시 enable 속성값이 false인 컴포넌트가 있는 경우 이동할

컴포넌트를 반환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853 autoskip 속성을 가지는 컴포넌트에서 autoskip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하고 자동으로 포커스가 이동했을때 포

커스가 이동한 컴포넌트의 캐럿이 맨 앞에 위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29.2.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8951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TabOrder 에디터로 컴포넌트 탭 순서를 변경하고 Arrange to Tab Order 기능 실행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nvisible object가 포함된 Form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424 넥사크로 스튜디오 Dataset 에디터에서 첫 번째 Row 항목을 선택하고 첫 번째 Column을 선택한 후 선택한 첫

번째 Column을 삭제하면 넥사크로 스튜디오가 비정상 종료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두 개 이상의 Column

을 설정한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89334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Form 오브젝트의 컴포넌트 font 속성에 여러 개의 폰트 페이스를 지정한 경우 일정 개

수 이상의 Form을 열었을때 "Cannot open the window more"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188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Deploy 옵션 중에서 "Merge JSON file"을 선택하고 "Compress JS file, Code Obfuscat

ion"을 선택한 경우 로컬 Function 내 변수로 사용하는 Function 이름에 대한 난독화를 잘못 처리하는 오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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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했습니다.

88730 넥사크로 스튜디오 Resource Explorer에서 테마를 더블클릭해 프로젝트로 import 하고 NexacroTheme 항목

을 Refresh 한 경우 import 한 테마가 NexacroTheme 목록에서 삭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646 넥사크로 스튜디오 도움말 창을 띄운 상태에서 넥사크로 스튜디오를 종료하고 다시 실행한 경우 에러가 발생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8 이상 운영체제에서 관리자 권한이 아닌 사용자 계정으로 실행한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29.2.3 기타

RP 설명

89509 UpdateType을 "Local"로 지정한 경우 ProjectURL을 입력하지 않으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빌드 시 에러

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312 minbutton을 클릭해서 화면을 최소화 상태로 내린 후 normalbutton을 클릭해서 원래 화면 크기로 돌아오면

컴포넌트의 스크롤바 위치가 초기화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112 Environment.checkversion 속성값이 true인 경우 nexacro.loadStyle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044 Packing 실행 시 Source 탭에서 ChildFrame 오브젝트의 formurl 속성값으로 설정한 Form 오브젝트를 목록에

서 제외하더라도 Deploy 경로에 해당 xfdl.js 파일이 있는 경우 start_android.json 파일 내 form 목록으로 등

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710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후 Cookie가 추가되는 경우 Cookie의 value 또는 expires 값이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17.1.1.100 이후 버전에서는 해당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9.3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9450 도움말 항목 중 ListViewBandExpandbarControl 설명에 Deprecated features 관련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89443 도움말 항목 중 confirm 메소드 설명에 지원하지 않는 파라미터 제약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WRE 실행 시에는 s

trCaption, strType 파라미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89370 도움말 항목 중 showstatusbar 항목 설명에 지원하지 않는 ProgressBar 관련 설명을 삭제했습니다.

89280 도움말 항목 중 Environment.checkversion 속성 설명에 기본값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89268 도움말 항목 중 system.print 항목 설명에 Grid, ListView 컴포넌트 관련 제약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89208 도움말 항목 중 Dataset 오브젝트의 메소드 중 컬럼 계산을 처리하는 메소드 설명에 파라미터 사용에 따른 주의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대상 메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getMin, getMinNF, getCaseMin, getCaseMinNF, g

etRowsMin, getRowsMinNF, getMax, getMaxNF, getCaseMax, getCaseMaxNF, getRowsMax, ge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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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MaxNF)

89093 도움말 항목 중 PopupDiv 컴포넌트의 trackPopup, trackPopupByComponent 메소드 설명에 특정 상황에서

메소드 실행 제약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89105 도움말 항목 중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addExportItem 메소드 파라미터 중 strRange 파라미터 사용

에 따른 주의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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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1.1.100

File Version 2020.05.07.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30.2 신규기능

1. ListView 컴포넌트의 expandbar 속성에 collapse, expand userstatus를 추가했습니다. (RP. 88251, 89281

)

설명

• ListView 컴포넌트의 expandbar 속성에 collapse, expand userstatus를 추가했습니다.

2. nexacro studio 의 Properties 에서 Initialize Value 를 설정한 경우 Design 영역에 표시하는 기능을 추가했습

니다. (RP. 88300)

설명

• nexacro studio 의 Properties 에서 Initialize Value 를 설정한 경우 Design 영역에 Initialize Value를 표시하는 기능을 추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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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변경기능

1. nexacro studio의 "New Project Wizard/New Application Wizard"에서 Screen 선택 단계의 Screen별 설

명에 특정 모델군에 대한 명칭을 삭제했습니다. (RP. 88543)

설명

변경 전

• Screen suitable for tablet environment.

>>Apple iPad series

• Samsung Galaxy Tab series

>> LG G Pad series"

변경 후 • Screen suitable for tablet environment.

2. Mobile NRE 환경에서 Geolocation의 getCurrentPosition() 실행시 onrecvsuccess이벤트의 e.coords.spee

d 값(유효하지 않은 속도값)을 변경했습니다. (RP. 88753)

설명

변경 전
• Android NRE : 0

• iOS NRE : -1

변경 후
• Android NRE : undefined

• iOS NRE : undefined

3. Application, Form의 transaction 메소드 파라미터 중 strOutDatasets 동작을 변경했습니다. (RP. 88679)

설명

• 하나의 Ouput Dataset(출력ID)을 여러 개의 Dataset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동작을 변경했습니다.

변경 전
• Dataset00=outds00 Dataset01=outds01 (동작)

• Dataset00=outds00 Dataset01=outds00 (미동작)

변경 후
• Dataset00=outds00 Dataset01=outds01 (동작)

• Dataset00=outds00 Dataset01=outds00 (동작)

4. NRE 환경에서 보안 취약점 개선을 위한 오픈소스 패치 작업을 했습니다. (RP. 88969)

설명

• NRE 환경에서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 개선을 위해 오픈소스 버전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변경 전

• libxml2 - 2.8.0

• pcre - 8.1.2

• zlib- 1.2.5

• Jansson - 2.7.0

변경 후

• libxml2 - 2.9.9

• pcre -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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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lib- 1.2.9

• Jansson - 2.11.0

설명

5. nexacrostudio BuildApp Wizard에서 iOS/iPadOS 어플리케이션 빌드 시 "Plist URL"에 사용 가능한 문자열

형식을 변경했습니다. (RP. 88968)

설명

변경 전

• 빈값

• "https://" 로 시작하는 문자열만 허용

• Plist URL에 유효하지 않은 값을 사용할 경우 Build 진행 불가

변경 후

• 빈값

• "http://" 로 시작하는 문자열

• "itms-services://?action=download-manifest&url=" 로 시작하는 문자열

• "itms-apps://" 로 시작하는 문자열

• 다른 필수 입력 항목은 모두 정상 입력되고 Plist URL에 허용 하지 않는 문자열이 입력된 경우 War

ring 메시지 표시 후 Build 진행 여부 결정

30.4 오류수정

30.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Button

RP 설명

89145 Button 컴포넌트의 onkeydown 이벤트 함수 내에서 getNextComponent 메소드로 포커스 이동 시 Button

컴포넌트에 pushed Status가 남아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0.4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Calendar

RP 설명

89117 Calendar 컴포넌트의 popuptype 속성값이 "system"인 경우 날짜값 변경 시 dateformat 속성값이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0.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842 Environment 오브젝트의 enableaccessibility 속성값이 true이고 Calendar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mont

honly"인 경우 방향키로 값 변경 시 스크립트 에러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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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o

RP 설명

89201 Combo 컴포넌트의 comboedit 영역에 터치 시 combolist가 펼쳐지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0.20

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모바일 WRE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398 Combo 컴포넌트의 autoskip 속성값이 true인 경우 다음 컴포넌트의 autoselect 속성값이 반영되지 않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Dataset

RP 설명

89169 Dataset 오브젝트의 insertRow 메소드 실행 시 onrowpos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89109 Dataset 오브젝트의 loadkeymode 속성값이 "reset"인 경우 keystring 속성의 초기값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0.0.1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851 Dataset 오브젝트의 컬럼 type이 "DATE"인 경우 값을 수정했다가 다시 원래 값으로 수정했을때 Row Type 값

이 1로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847 Grid 컴포넌트의 특정 컨트롤을 삭제하는 시점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enableevent 속성값 변경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281 Dataset 오브젝트의 getRowType, getRowTypeNF 메소드의 nRow 파라미터로 NaN 값을 넘기는 경우 row

인덱스값이 0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88880 Edit 컴포넌트의 autoselect 속성값이 true이고 taborder가 0인 경우 일본어 입력 시 값이 입력되지 않고 캐럿

이 마지막으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795 Edit 컴포넌트의 텍스트 너비가 컴포넌트 너비보다 큰 경우 텍스트 끝으로 캐럿 이동 후 TAB키를 입력해 포커스

를 이동했을때 Edit 컴포넌트의 텍스트가 앞에서부터 보여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celExportObject

RP 설명

88945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onsuccess, onerror 이벤트 발생 시 obj 파라미터값을 ExcelExportObject 오

브젝트로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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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RP 설명

89308 Grid 컴포넌트 GridCellContro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date"인 경우 calendardateformat 속성

값을 "SHORTDATE"로 변경하면 결과값이 잘못된 날짜 형식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0.4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142 Grid 컴포넌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treeitemcontrol"이고 "autofittype 속성값이 "col"인 경우 너비값 변

경 시 textelemant의 width가 변경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927 Grid 컴포넌트의 body 밴드 ROW가 2개 이상인 경우 selectArea 메소드 실행 시 인덱스 계산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88838 Grid 컴포넌트의 autosizebandtype 속성값이 "allbandtype", cellmovingtype 속성값이 "col"인 경우 셀 이동

후 autosizebandtype 속성값을 "none"으로 수정하면 이동한 셀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ListView

RP 설명

88773 ListView 컴포넌트의 ListViewCellControl displaytype 속성값이 "textareacontrol"일 경우 Detail 밴드 영역

클릭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밸상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adio

RP 설명

89054 Radio 컴포넌트의 updateToDataset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Spin

RP 설명

88848 Spin 컴포넌트에서 소수점 입력 시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입력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extarea

RP 설명

89264 TextArea 컴포넌트에서 스크롤바가 활성화된 경우 클릭한 편집 영역의 Caret 위치가 잘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17.0.0.261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NRE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776 TextArea 컴포넌트에 스크롤바와 인디케이터가 동시에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서피스 10 장비에서 Fir

efox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731 value 값을 가지고 있는 TextArea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이동하는 경우 캐럿이 텍스트 마지막에 위치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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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Browser

RP 설명

88834 WebBrowser 컴포넌트를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로 변경하거나 setWheelZoom 메소드 실행 시

WebBrowser 컴포넌트 내 표시된 잔상이 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NRE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

입니다).

기타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RP 설명

89294 Edit, TextArea 컴포넌트의 편집 영역을 넘어가는 텍스트 입력 후 특정 텍스트 구간을 마우스로 선택하고 클립

보드에 복사하는 경우 일부 텍스트가 누락되어 복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0.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

한 오류입니다. 윈도우 NRE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128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텍스트 입력 후 삭제하고 영문 대문자 입력 시 중복해서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AOSP 키보드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971 Edit, MaskEdit 컴포넌트의 autoskip 속성값이 true인 경우 포커스가 자동으로 이동하면서 이전 캐럿 위치로

이동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611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텍스트 입력 시 onkeydown 이벤트 함수 내에서 포커스를 다른

컴포넌트로 옮기는 경우 포커스가 옮겨진 컴포넌트에 텍스트가 입력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NR

E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89314 System.clientToScreenY 메소드 실행 시 objComp 파라미터로 MainFrame 오브젝트를 설정한 경우 잘못된

값을 반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0.4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195 Div 컴포넌트 내 Tab 컴포넌트를 배치하고 연결된 Form에 Grid 컴포넌트가 배치된 경우 Grid 컴포넌트 스크롤

후 tabpage 변경 시 Grid 컴포넌트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7 운영체제에서 IE11 브라

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024 Div 컴포넌트가 중첩된 구조에서 bringToFront 메소드 실행 시 Div 컴포넌트 안에 배치된 Grid, ListBox 등의

컴포넌트 스크롤바 위치가 초기화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954 open 메소드로 팝업창을 띄운 후 화면 로딩이 되기 전에 창을 닫고 다시 팝업창을 열면 id 중복으로 열리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947 이미지 경로 지정 시 역슬래시를 사용한 경우 이미지를 표시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RE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891 특정 프레임 구조에서 ChildFrame 최대화 시 다른 프레임 오브젝트가 화면에서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884 특정 프레임 구조에서 ChildFrame 최소화 시 원래 크기로 돌아가는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은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88868 showModal 메소드로 ListView 컴포넌트가 포함된 창을 열었다가 닫고 다시 열면 편집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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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54 System.print 메소드로 컨테이너 컴포넌트(Div, TabPage, PopupDiv)를 출력하는 경우 Form 오브젝트와 다르

게 스크롤 아래에 있는 컴포넌트가 모두 출력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30.4.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89126 넥사크로 플랫폼 14 코드 마이그레이션 시 스크립트 코드와 주석 사이에 세미콜론이 빠져 있는 경우 마이그레이

션이 실패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984 화면 내 프레임 width 또는 height 속성값이 0으로 처리되는 경우 넥사크로 스튜디오가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88882 Environment의 onerror 함수를 등록한 경우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에 새로운 Form 추가 시 로딩 에

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30.4.3 기타

RP 설명

89303 모바일 기기 orientation 변경 시 크기가 브라우저보다 작게 설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0.4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SamsungBrowser 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257 Screen type 속성값이 "desktop", userzoom 속성값을 true로 지정하고 Form 화면 크기를 작게 조정 시 onsi

ze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0.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WRE 환경

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183 iOS 13.4 운영체제에서 앱 구동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9121 넥사크로 플랫폼 앱이 아닌 다른 실행 프로그램으로 포커스를 옮겼다가 앱으로 포커스를 옮긴 경우 컴포넌트의 t

ooltiptext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7.1.0.1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469 화면 회전 시 화면 크기가 정상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

다).

89182 Div 컴포넌트의 url 속성값을 스크립트에서 변경하는 경우 스크롤바가 컴포넌트 뒤에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WRE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177 Form 오브젝트의 scrollbartype 속성값이 "autoindicator"인 경우 터치 스크롤 동작 후 손가락을 떼어도 스크

롤 UI가 사라지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393 윈도우 NRE 앱 실행 시 라이선스 파일이 없는 경우 에러 메시지 팝업창을 닫아도 앱이 종료되지 않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NRE 실행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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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9238 도움말 Combo 컴포넌트 오브젝트 설명 중 지원하지 않는 콘트롤 정보를 포함한 이미지를 수정했습니다.

89136 도움말 항목 중 setHTTPHeaderVariable 메소드 설명에 WRE 환경에서 제약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88987 도움말 항목 중 TabButtonItemControl, TabpageControl 오브젝트에 포커스 관련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83669 도움말항목중 Dataset 오브젝트에서사용하지않고잘못표기된이벤트(OnLoadCompleted) 설명을 onload

문구로 수정했습니다.



2020년 3월 (17.1.0.400)

31.

31.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1.0.400

File Version 2020.03.24.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31.2 변경기능

1. Microsoft의 Chromium Edge를 지원하도록 Browser 리스트를 추가 했습니다. (RP. 88720)

설명

• nexacro studio에서 Launch/QuickView 실행 시 Browser에서 "Microsoft Edge"로 실행 할 수 있습니다.

• Chromium Edge는 Chrome CSS를 사용 합니다.

• System 명령어 navigatorname, navigatorversion 이 Chromium Edge의 이름과 Major 버전을 가져옵니다.

2. nexacro studio의 script 탭에서 system. 을 입력 했을 때 보여지는 inspector가 system 매뉴얼에 맞게 보여지

도록 변경 했습니다. (RP. 88460)

설명

변경 전 system. 입력 시 Javascript 명령어 inspector가 팝업됩니다.

변경 후 system. 입력 시 system 매뉴얼의 Property, Method의 inspector가 팝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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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오류수정

31.3.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Button

RP 설명

88980 Button 컴포넌트의 onclick 이벤트 함수에서 set_formurl 메소드 수행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 17.1.0.3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Calendar

RP 설명

88760 Environment의 enabletouchevent 속성값이 false 일 때, Calendar 컴포넌트의 드롭 버튼을 터치하여 팝업

달력을 오픈했다가 다시 드롭 버튼을 터치했을 때 팝업 달력이 닫히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S Surface

장치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898 앱 실행 직후 Calendar 컴포넌트의 드롭 버튼을 터치해도 팝업 캘린더가 열리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

S 환경에서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Combo

RP 설명

87854 Combo 컴포넌트에서 type 속성값이 "filterlike" 일 때 콤보 아이템을 클릭하면 캐럿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IE10, IE11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416 데이터셋이 바인딩된 Combo 컴포넌트의 codecolumn 속성에 데이터셋에 존재하지 않는 컬럼이 설정되어 있

을 때 콤보의 드롭 버튼을 클릭 후 아이템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ESC 키를 입력하여 닫는 경우 oncloseup 이

벤트에서 아이템 인덱스값이 첫 번째 아이템(0)으로 나오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895 Combo 컴포넌트에서 comboedit에 포커스를 주어 가상 키보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드롭 버튼을 터치해 콤

보 리스트를 열면 콤보 리스트가 잘못된 위치에 출려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Div

RP 설명

88595 Div 컴포넌트에서 go 메소드를 호출하여 폼 로딩 후 reload 메소드를 수행하면 Div에 로딩된 폼이 사라지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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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RP 설명

88476 Edit 컴포넌트에서 가상 키보드인 GO키보드를 사용하여 입력시 영문 입력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키를 터치해도

문자가 삭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901 Edit 컴포넌트에서 한글을 입력시 폼의 다른 곳을 터치하면 입력 조합중이던 마지막 글자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의 muPAD T10 장치에서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991 Edit 컴포넌트에서 IME로 일본어를 입력하여 한자 변환 박스가 나온 뒤 다른 Edit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이동하

면 비정상 종료가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1.0.2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윈도우 환경에서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Download/FileDownTransfer

RP 설명

88853 FileDownTransfer 컴포넌트에서 download 메소드를 수행하여 파일을 내려받기 했을 때 파일명에 "size=" 정

보가 들어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ImageViewer

RP 설명

88921 showModal 메소드로 오픈한 모달 윈도우에서 ImageViewer 컴포넌트의 image 속성값을 스크립트로 변경 후

윈도우를 닫으면 메모리가 해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Grid

RP 설명

88413 Tree로 설정된 Grid 컴포넌트에서 트리를 접거나 펼칠 때 설정되어 있던 Suppress가 해제된 것처럼 보이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88446 Grid 컴포넌트에서 showselection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하고 Dataset 오브젝트의 filter 메소드로 필터링을 설

정 할 때 컬럼값을 빈값으로(예, USAGE == '') 설정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485 Grid 컴포넌트에서 edittype 속성값이 "text", "mask", textarea" 중 하나 일 때, 문자 입력 후 엔터키를 입력해

도 편집 모드가 끝나지 않고 캐럿만 이동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700 Ctrl + 마우스 휠 조작으로 줌 조절 후 Grid 컴포넌트에서 마우스 드래그로 영역 선택시 잘못된 영역이 선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893 Grid 컴포넌트에서 CheckBox로 설정된 Cell을 터치했을 때 선택 상태가 전환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10 환경의 MS Surface 장치에서 IE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919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displaytype 속성값이 ""date"", calendardateformat 속성값이 ""yyyy-MM-dd H

H:mm:ss""이고 calendareditformat 속성값이 ""yyyy-MM-dd""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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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분, 초를 포함한 dateformat 형식의 문자열(예, 2020-02-27 16:01:02)로 날짜값 입력시 calendareditfor

mat 형식과 관계없이 시, 분, 초 값까지 모두 입력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942 alert 메소드 수행 후 Grid 컴포넌트의 showEditor 메소드를 수행하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1.0.2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MaskEdit

RP 설명

88487 MaskEdit 컴포넌트에서 type 속성값이 "number"이고 format 속성값에 부호 마스크 문자 "+"가 설정되어 있

을 때, 부호와 숫자를 입력(예, +123)하고 포커스를 이동시키면 text 속성값에 부호 마스크 문자가 출력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88931 enable 속성값이 false인 MaskEdit 컴포넌트에서 cssclass 속성 설정 후 MaskEdit 컴포넌트를 선택하면 enabl

e 속성값이 true로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Menu

RP 설명

88904 default 테마를 적용한 Menu 컴포넌트에서 Menu의 첫 번째 하위 메뉴(PopupMenu)를 키보드로 이동 시 메

뉴 이동이 안되는 것처럼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opupDiv

RP 설명

88911 Environment의 enabletouchevent 속성값이 false 일 때, PopupDiv 컴포넌트나 Calendar 컴포넌트의 팝업

달력에서 다른 컴포넌트 혹은 폼을 터치해서 포커스를 잃어도 팝업 윈도우가 닫히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10 환경의 MS Surface, 갤럭시 탭 프로 장치에서 IE11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PopupMenu

RP 설명

88559 하위 메뉴가 없는 PopupMenu 컴포넌트에서 Enter 키를 입력해도 onmenuclick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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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RP 설명

87767 Static 컴포넌트에서 fittocontents 속성값이 "both" 일 때 text 속성값에 개행 문자가 연속으로 포함되어 있으

면 height이 콘텐츠에 맞게 조정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

다).

WebBrowser

RP 설명

88835 WebBrowser 컴포넌트가 존재하는 모달 윈도우 폼에서 FileDialog 컴포넌트의 open 메소드 호출시 파일 다이

얼로그가 모달 윈도우 아래에 가려져 열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

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88529 System 오브젝트의 saveToImageFile 메소드를 수행하여 Static 컴포넌트를 JPG 형식으로 저장하면 배경 영역

이 검은색으로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537 Form의 stepcount 속성값을 설정하여 step 기능(화면 분할)을 사용하는 경우 슬라이딩 제스처로 화면 전환시

화면의 경계 부근에서 터치를 떼면 잔상이 표시되며 화면이 떨리듯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

경에서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620 애플리케이션의 닫기(X) 버튼을 클릭했을 때 onclose 이벤트가 2회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663 Form에 letter-spacing 속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Menu 컴포넌트에 마우스 오버시 fittocontents 속성값을 "wi

dth"로 설정하면 메뉴 아이템 항목의 일부가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엣지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810 alert 메소드를 호출하여 열린 경고 대화상자에서 닫기 버튼이나 확인 버튼을 터치해도 대화상자가 닫히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10 환경의 MS Surface 장치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879 showModal 메소드로 오픈한 모달 윈도우에서 alert 메소드 호출 후 close 메소드를 수행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1.0.300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NRE, IE11, Edge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920 XPush 컴포넌트에서 protocolversion 속성값을 3으로 설정하여 connect 메소드를 했을 때 간헐적으로 에러가

발생하거나 혹은 onsuccess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303 | 제품 정보

31.3.2 접근성(Accessibility)

RP 설명

88652 Environment 오브젝트의 enableaccessibility 속성값을 true로 설정했을 때, 컴포넌트의 accessibilitylabel 속

성값을 set_accessibilitylabel 메소드로 설정하는 경우 설정값에 대괄호([, ])가 포함되어 있으면 스크린 리더가

대괄호 안의 문자만 읽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속성값이 "안녕하세[요]"일 경우 "요"만 읽습니다.

88837 Environment 오브젝트의 enabletouchevent 속성값이 true 일 때, Combo 컴포넌트의 onitemchanged 이

벤트 함수에서 setFocus 메소드를 사용하여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 이동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

S Surface Pro 3에서 NRE, IE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31.3.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88977 윈도우의 명령 프롬프트에서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nexacrodeploy17.exe" 실행시 출력되는 사용법 메시지에

사용되지 않는 옵션(-DEPLOY)이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979 4K 모니터에서 화면 배율을 확대한 상태에서 넥사크로 스튜디오 사용시 각 메뉴를 실행 할 때 열리는 마법사 윈

도우의 크기가 원래 크기보다 작게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31.3.4 기타

RP 설명

88829 해상도가 다른 모니터 2대를 다중 디스플레이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화->최소화->작업표시줄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이전 최대화 사이즈로 창이 열리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

니다).

88519 Application 오브젝트의 licenseurl 속성값을 Service 경로(PrefixID)로 설정한 후 패킹(라이선스 파일이 Archi

ve.xzip에 포함)했을 때 앱을 실행하면 에러 메시지만 출력되고 앱이 실행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환

경에서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9066 Application 오브젝트의 licenseurl 속성값을 설정하지 않고 Update(Local+Server) 타입으로 패킹하면 라이선

스가 없어도 앱이 실행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667 UpdateType을 "server"로 설정하여 패킹한 앱을 실행 할 때 앱 로딩중에 네트워크 연결을 해제하면 하얀 화면

이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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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5950 도움말 항목 중 Environment 오브젝트의 tracemode, loglevel 속성 설명에 nexacro config 파일에 관한 설명

이 추가되었고, System 오브젝트의 execNexacro 메소드 설명에 "-NC" 옵션에 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88046 도움말 항목 중 GridCellControl, CellSubCellControl, ListViewCellControl 오브젝트 -nexa-text-align 속성

의 Remark 설명에서 기본값에 관한 설명이 수정되었습니다. TileFrameSet, VFrameSet 오브젝트에서 지원하

지 않는 -nexa-text-align 속성 항목은 삭제되었습니다.

88507 도움말 항목 중 ListBox 컴포넌트 설명에서 Description의 MultiSelect(개별), Basic Key Action의 아이템 결정

에 설명된 키 입력 동작에 관한 설명이 현재는 사용되지 않아 삭제되었습니다.

88539 도움말 항목 중 ChildFrame 오브젝트의 topmost 속성 설명에서 Description, setting syntax 설명이 수정되

었습니다.

88629 도움말 항목 중 CheckBox 컴포넌트의 value, truevalue, falsevalue 속성 설명에 관련 속성 정보를 볼 수 있도

록 'See Also'가 추가되었습니다.

88759 도움말 항목 중 Form 오브젝트의 resetScroll 메소드 설명에서 See Also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88809 도움말 항목 중 Combo 컴포넌트의 Structure 이미지에서 hscrollbar 요소가 삭제되었습니다.

89056 도움말 항목중 ImagePicker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설명에서 Parameters의 enumEncodingtype 오타와 R

emark의 Android NRE 제약사항에 있는 설명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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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1.0.300

File Version 2020.02.26.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32.2 릴리스 이후 수정 사항

32.2.1 17.1.0.301

RP 설명

88879 showModal 메소드로 오픈한 모달 윈도우에서 alert 메소드 호출 후 close 메소드를 수행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1.0.300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NRE, IE11, Edge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898 앱 실행 직후 Calendar 컴포넌트의 드롭 버튼을 터치해도 팝업 캘린더가 열리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

S 환경에서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2020년 2월 (17.1.0.300) | 306

32.3 신규기능

1. MacOS NRE환경에서 애플리캐이션 실행 시 SplashMessage 출력 유무를 제어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

88005, 88569)

설명

• MacOS NRE에서 SplashMessage 출력 유무를 제어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XCode 프로젝트 main.m 파일의 main 함수에서 startManager 속성인 splashMessage를 none으로 설정 시 SplashMes

sage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startManager.splashMessage = @"none")

>> splashMessage 속성값 생략 시 splashMessage 출력합니다.

• SplashMessage가 none인 경우 에러 메시지는 alert 형태로 출력됩니다.

32.4 변경기능

1. nexacro platform17.1 License 파일의 저장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RP. 88651, 88650, 88649)

설명

• nexacro platform17.1 License 파일의 저장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 (nexacro studio 17.1 설치 경로)/license 경로에 정책 관련 파일이 저장됩니다.

2. NRE 실행 시 Update 타입의 실행 방식을 변경했습니다.(RP. 88527)

설명

• NRE 실행 시 Update 타입의 실행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변경 전
최초 설치 시 아카이브 파일을 로컬 경로로 내려받아 이후에는 네트워크 연결 유무와 상관없이 로컬

에서 필요한 파일을 받아와 앱을 실행합니다.

변경 후 최초 설치 이후에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있지 않으면 앱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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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오류수정

32.5.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nimation

RP 설명

88043 Animation 오브젝트에서 play 메소드를 호출하여 애니메이션 효과 진행 중 다시 play 메소드를 호출하면 애니

메이션 효과가 처음부터 진행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684 Animation 오브젝트에서 play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undefined 값이 반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Button

RP 설명

88031 Button 컴포넌트의 onclick 이벤트에서 자신의 visible 속성값을 false로 변경했다 true로 변경했을 때 Button

의 mouseover 상태가 유지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106 키를 입력하여 발생한 Button 컴포넌트의 onkeydown 이벤트 함수에서 setFocus 메소드를 수행하여 다른 컴

포넌트로 포커스를 이동해도 Button의 pushed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alendar

RP 설명

88393 Environment의 enabletouchevent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상태에서 Calendar 컴포넌트의 prev, next 버튼

을 터치하면 월이 두 달씩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S 서피스의 윈도우 환경에서 NRE, IE 웹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641 Calendar 컴포넌트에서 popuptype 속성값을 "system"으로 설정했을 때 날짜를 변경하면 날짜 값이 "000001

01"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27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Combo

RP 설명

88321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 후 Tab 키를 이용해 Combo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이동했을 때 방향키로 아이템 변경

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435 Combo 컴포넌트에서 콤보 리스트를 펼친 다음 스크롤바를 클릭 후 드래그하면 간헐적으로 비정상 종료가 발생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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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67 Combo 컴포넌트에서 innerdataset에 바인딩한 Dataset에 filter 메소드로 필터링을 적용하면 콤보 리스트의

일부 아이템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202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Div

RP 설명

88695 Div 컴포넌트에서 onmouseenter나 onmousemove 이벤트를 가진 Div 내부의 Button 컴포넌트를 클릭하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1.0.200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NRE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dit

RP 설명

87709 Edit 컴포넌트와 PopupMenu 컴포넌트 그리고 모달 윈도우 사이에 포커스 이동이 발생되는 복합 상황에서 Po

pupMenu 컴포넌트의 oncloseup 이벤트가 onpopup 이벤트보다 먼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232 한 번도 포커스를 받은적 없는 Edit 컴포넌트에서 set_value 메소드로 속성값을 설정하면 이후에 포커스가 갔을

때 캐럿이 문자열의 뒤가 아닌 맨 앞에 위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616 Edit 컴포넌트에서 PDA의 하드웨어 키패드(버튼당 3~4개의 문자 할당)를 사용해 알파벳을 입력 할 때 버튼을

눌러도 문자 전환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M66 PDA에서 안드로이드 NRE 실행 시 발

생한 오류입니다).

Grid

RP 설명

88100 Grid 컴포넌트에서 selectscrollmode 속성값을 "scroll"로 설정했을 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도 스크롤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182 Grid 컴포넌트의 onlbuttonup 이벤트 함수에서 showEditor 메소드를 수행하여 Cell을 편집 모드로 변경했을

때 입력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191 Grid 컴포넌트에서 mergeCell 메소드를 수행하여 Cell을 병합한 상태에서 setFormat 메소드를 수행하면 에러

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202 Grid 컴포넌트에서 IME로 입력중 헤드 밴드를 클릭하거나 Grid의 여백 부분을 클릭하면 입력중이던 값이 사라

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9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239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edittype 속성값을 "textarea"로 설정한 후 편집을 위해 Enter 키를 입력하면 편집

모드가 되며 개행문자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

다).

88396 Grid 컴포넌트에서 Row 부분 터치시 잔상이 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터치 스크린을 가진 단말기 환경에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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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99 Grid 컴포넌트를 System 오브젝트의 print 메소드를 사용하여 인쇄할 때 마지막 Row(합계와 같은 논리 Row)

가 인쇄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400 Grid 컴포넌트의 onkeyup 이벤트 함수에서 updateToDataset 메소드를 사용하여 입력 내용을 Dataset에 반

영 할 때 Cell에 일본어 입력중인 확정 전 상태의 값이 Dataset에 반영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502 Grid 컴포넌트에서 rowposition 속성값을 변경하여 스크롤이 이동된 상태로 system 오브젝트의 print 메소드

를 호출하여 Grid를 인쇄했을 때 현재 보이는 화면과 다르게 인쇄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521 Grid 컴포넌트 Cell의 text 속성값을 setcellproperty 메소드로 String 이외 타입의 값으로 변경한 후 Grid를 Ex

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ortData 메소드로 익스포트 수행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522 Grid 컴포넌트에서 edittype 속성값이 "mask, maskedittrimtype 속성값이 "right" 일 때 오른쪽에 입력하지

않은 마스크가 잘려서 출력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ImageViewer

RP 설명

88669 ImageViewer 컴포넌트에서 image 속성값에 '?'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 CacheLevel이 "none"으로 설정되어

있어도 이미지 로딩시마다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ListBox

RP 설명

87248 ListBox 컴포넌트에서 선택된 아이템을 재선택하면 선택 상태(CSS의 Selected status)가 해제되어 아이템이 선

택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364 ListBox 컴포넌트에서 아이템 선택 후 선택했던 아이템을 다시 선택했을 때 선택 상태가 해제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ListView

RP 설명

88198 ListView 컴포넌트 Cell에서 edittype 속성값이 "text", displaytype 속성값이 "editcontrol", inputmode 속성

값이 "lower" 일 때 입력한 영문자가 소문자로 변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ge 웹 브라우저에서 실

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205 ListView 컴포넌트에서 Cell의 edittype 속성값을 "textarea"로 설정하고 textareaacceptsenter 속성값을 tru

e로 설정했을 때 Cell에 입력 중 Enter키 입력만으로 입력 확정되는 오류와 Body 밴드없이 Detail 밴드만 정의

되어 있을 때 시스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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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Edit

RP 설명

87799 MaskEdit 컴포넌트에서 type 속성값이 "string" 일 때 일본어와 같은 전각문자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Edge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982 MaskEdit 컴포넌트에서 displaynulltext 속성값을 undefined로 설정하면 format에 맞게 maskchar 속성에

설정한 문자가 표시되지 않고 공백으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

니다).

88079 MaskEdit 컴포넌트에서 type 속성값이 "number"이고 value 속성값에 숫자 이외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g

etLength 메소드를 수행하면 숫자와 문자를 모두 포함한 길이를 반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084 MaskEdit 컴포넌트에서 format 속성값의 맨 앞에 콤마(,)가 있으면(,####.##와 같이) 콤마가 표시되지 않고

소수부의 자릿수 제한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enu

RP 설명

88557 default 테마를 적용한 Menu 컴포넌트에서 Menu의 첫 번째 하위 메뉴(PopupMenu)를 키보드로 이동 시 메

뉴 이동이 안되는 것처럼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opupMenu

RP 설명

88671 PopupMenu 컴포넌트에서 trackPopup, trackPopupByComponent 메소드를 호출하면 비정상 종료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 17.1.0.200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NRE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Sketch

RP 설명

88442 테마(XCSS)의 Sketch에 폰트를 적용한 상태에서 Sketch 컴포넌트의 set_font 메소드를 수행하여 폰트 설정시

폰트가 변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Tab

RP 설명

88549 Tab 컴포넌트에서 탭 버튼의 오른쪽 빈 영역을 클릭했을 때 canchange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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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File

RP 설명

88550 VirtualFile 오브젝트에서 VirtualFile.openAppend 옵션으로 open 메소드를 호출하여 없는 파일을 오픈하면 "

Dose not exist"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756 VirtualFile 오브젝트에서 getFileList 메소드를 호출할 때 constOption에 잘못된 값을 설정해도 true 값을 반환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758 VirtualFile 오브젝트에서 getFileList 메소드를 호출할 때 검색 옵션을 VirtualFile.findCaseless로 하면 검색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WebBrowser

RP 설명

88468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callMethod 메소드를 호출하여 document 객체의 write 메소드로 직접 HTML 코

드를 넣었을 때 WebBrowser 컴포넌트에 HTML 페이지가 출력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cOS 환

경에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525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callMethod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반환값을 받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

드로이드 환경에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622 WebBrowser 컴포넌트에 로딩된 페이지에서 링크를 클릭해 파일을 다운로드 할 때 두 번째 클릭부터 다운로드

가 수행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cOS 환경에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626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UbiReport가 열리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cOS 환경에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657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로딩한 웹 페이지에서 window.open 메소드로 팝업 윈도우를 오픈했을 때 넥사크

로 화면에서 한/영키 전환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723 WebBrowser 컴포넌트에 UbiReport 페이지를 로딩한 상태에서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를 하면 파일 저장이 되

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cOS 환경에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724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getProperty 메소드를 호출하여 웹 페이지로부터 값을 가져올 수 없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macOS 환경에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725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웹 페이지를 로딩한 후 웹 페이지에서 넥사크로 쪽으로 정보 전달시 onusernotify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cOS 환경에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821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getProperty 메소드를 호출하여 웹 페이지 document 객체의 all 객체 값을 가져

올 수 없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86382 Form 로딩 시 윗부분을 오버 스크롤했을 때 바운스(pull-down-to-refresh)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

영체제 환경에서 크롬 웹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596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border 설정이 없는 Grid(테마의 Grid Cell에 -nexa-border 설정도 없고 G

rid 컴포넌트의 Cell에도 border 설정을 하지 않은)를 exportData 메소드를 호출하여 내보내기 할 때 에러가 발

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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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17 웹 브라우저가 데스크탑 모드일 때 캐시를 지우고 다시 로딩하면 간헐적으로 Form 혹은 Mainframe의 크기가

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PadOS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440 Combo, Grid와 같은 복합 컴포넌트에서 border-radius 속성을 설정했을 때 컴포넌트 하위 컨트롤의 모서리

부분 border를 정상적으로 표시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455 open 메소드를 수행하여 연 모덜리스 윈도우(A)에서 open 메소드의 objParentFrame 매개변수를 null로 설정

하여 윈도우(B)를 열었을 때 A 윈도우를 닫으면 B 윈도우도 같이 닫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477 open 메소드를 호출하여 모덜리스 윈도우를 오픈 할 때 매개변수 objParentFrame를 null로 설정하면 매개변

수 objArguList에 설정한 변수가 오픈된 윈도우로 전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

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515 MDI 구조의 화면에서 Form을 로딩하고 크기가 0인 Frame을 화면에 맞게 늘렸을 경우 최초 로딩시에는 정상적

으로 보이나 두 번째부터는 Form의 위치가 포커스를 가진 컴포넌트 위치까지 스크롤 되어 보이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크롬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587 Form 오브젝트에서 reload 메소드를 수행하면 Services에 설정했던 CacheLevel 옵션과 관계없이 항상 "sessio

n"으로만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32.5.2 접근성(Accessibility)

RP 설명

88112 접근성을 설정한 상태에서 Grid 컴포넌트 Cell의 displaytype 속성값이 "imagecontrol" 일 때 스크린 리더가 a

ccessibilitylabel 값을 읽어주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745 접근성을 설정한 상태에서 Edit 컴포넌트의 password 속성값을 true로 설정했을 때 포커스를 받으면 스크린 리

더가 비밀번호라는 알림 없이 "수정창"이라고만 읽어주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NRE 실

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32.5.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945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Form의 Dataset을 컴포넌트의 InnerDataset으로 설정한 후 Dataset의 데이터를 Data

set Source 편집기에서 직접 수정했을 때 수정한 내용이 컴포넌트에 즉시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037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14 프로젝트를 열어 마이그레이션 할 경우 Grid 컴포넌트 Cell의 expr 속성에 설정된 값

이 삭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518 넥사크로 스튜디오 Packing(Archive&Update) 마법사에서 패킹 수행 시 Module, Source, Resource 등의 속

성에 버전 값이 없어도 패킹이 수행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776 넥사크로 스튜디오 테마 편집기에서 selector 선택 후 -nexa-edge 속성의 서브 속성 중 fixedwidth, fixedheig

ht 값을 삭제했을 때 변경 결과가 Component Preview 창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778 넥사크로 스튜디오 테마 편집기에서 이미지 관련 속성(-nexa-edge, -nexa-icon, imageurl)에 이미지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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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해도 Component Preview 창에 변경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782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2개 이상의 테마 편집기를 오픈한 후 각 편집기에서 동일한 Selector를 선택하고 편집기

를 번갈아가며 작업할 때 현재 Selector가 Component Preview에 반영되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84789 넥사크로 스튜디오 테마 편집기에서 Plugin 컴포넌트의 -nexa-border 속성값을 설정해도 변경된 내용이 Form

디자인 화면과 테마 편집기의 Component Preview 창에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897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새로 Application을 추가했을 때 툴바의 Application 리스트에 추가한 Application과

Screen 정보가 반영되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848 넥사크로 스튜디오 LiteDB 편집기에서 창의 크기를 조절하여 스크롤바가 생겼을 때 수직 스크롤 바의 하단 버튼

이 잘려 보이는 오류와 수평 스크롤 바가 생성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863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TypeDefinition > Services 에서 Include Sub-directory 속성을 true로 설정하여 file 타

입의 서비스를 추가 후 서브 디렉터리에 xfdl 파일을 생성하고 QuickView 실행 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86356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Project Explorer 창에서 adl, xfdl 등의 파일을 선택 후 Properties 창의 lastmodified 정

보를 확인시 실제 날짜보다 한 달 뒤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412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14 프로젝트를 오픈하여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했을 때 파일명에 '&' 문자가 포함되어 있

으면 마이그레이션 완료 후 프로젝트를 마이그레이션 모드로 오픈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575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패킹시 Update Type을 Update (Local+Server)로 했을 때 앱을 실행하면 Gr

id 컴포넌트가 갱신되면서 깜빡거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NRE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775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TypeDefinition에 등록되지 않은 오브젝트가 InitValueDefinition(*.xiv)의 항목으로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오픈하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688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Tab 컴포넌트의 TabPage에서 tabbuttoncssclass 속성이 누락된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32.6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3914 다음 도움말 항목에서 실제 기능과 맞지 않는 설명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orttype, exportfilename, filefilter 속성

-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의 importtype 속성

- ExcelExportProgressEventInfo 오브젝트의 itemtype 속성

86163 도움말 항목 중 ExportItem 오브젝트의 exportmerge 속성 설명과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 addExportIt

em 메소드의 strExportMerge 파라미터 설명에 병합된 Cell을 익스포트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86599 도움말항목중MenuItemContorl, PopupMenuItemControl, FileUploadItemControl, ListBoxItemControl,

RadioItemControl, TabButtonItemControl 오브젝트에서 필요하지 않은 속성(text, enable 등과 같이 CSS와

관련없는 속성)과 설명을 삭제했습니다.

86725 도움말 항목 중 scrollbarbarminsize, formscrollbarbarminsize 속성을 가진 컴포넌트의 Remark 설명에서 트

랙바 최소 크기에 관한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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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29 도움말 항목 중 Dataset 오브젝트의 다음 메소드 설명에서 nEndIdx 인수에 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 createDataset, createDatasetNF, extractRows, extractRowsNF, findMaxLengthRow, findMaxLength

RowNF, findRow, findRowAs, findRowAsNF, findRowExpr, findRowExprNF, findRowNF, getAvg, get

AvgNF, getCaseAvg, getCaseAvgNF, getCaseCount, getCaseCountNF, getCaseMax, getCaseMaxNF,

getCaseMin, getCaseMinNF, getCaseSum, getCaseSumNF, getCount, getCountNF, getMax, getMax

NF, getMin, getMinNF, getSum, getSumNF

87468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Properties 창에서 하위 속성을 가진 속성(background, border, font 등)을 펼친 상태(e

xpand)에서 속성 설정 후 저장하면 다시 닫힌 상태(collapse)로 돌아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036 도움말에 Animation, AnimationTimeline 오브젝트의 parent 속성과

Animation, AnimationItem, AnimationTimeline, AnimationTimelineItem 오브젝트의 destroy 메소드 항

목을 추가했습니다.

88042 도움말 항목 중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transferrowcount 속성, exportData, exportDataEx 메소드

의 Remark 설명에 분할 전송 시 제약사항을 추가했습니다.

88094 도움말 항목 중 font, -nexa-text-align 속성의 Remark에 "italic" 설정시의 제약사항에 관한 설명을 추가했습

니다.

88248 도움말항목중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addExportItem 메소드, ExportItem 오브젝트의 exporthead,

exportselect 속성의 Remark에 Grid의 selecttype 속성에 따른 Head와 Summary 밴드의 익스포트 여부에 관

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88270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 Cell에서 combocodecol, combodatacol 속성의 Remark에 코드 값이 중복될

때 아이템 선택 기준에 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88406 도움말 항목 중 Div, PopupDiv 컴포넌트와 TabpageControl 오브젝트에 reload 메소드와 설명을 추가했습니

다.

88579 도움말 항목 중 Radio 컴포넌트에서 오류가 있는 Structure 이미지를 수정했습니다.

88755 도움말 항목 중 VirtualFile 오브젝트의 getFileList 메소드 설명에서 constOption의 "VirtualFile.findDirectory

Only" 값을 4로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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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1.0.200

File Version 2020.01.28.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33.2 신규기능

1. GoogleMap 컴포넌트의 language, region 속성을 추가했습니다.(RP.86910)

설명

• GoogleMap 컴포넌트의 language, region 속성을 웹 환경에서 지원하도록 추가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GoogleMap > Property > language

- Components > Component > GoogleMap > Property > region

2. Nexacro Studio에서 제공하는 테마에 nulltext, invalidtext에 대한 color값을 추가했습니다.(RP.87507)

설명

• Nexacro Studio에서 제공하는 테마에 nulltext, invalidtext에 대한 color값을 추가했습니다.

- invalid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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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컴포넌트 : .Calendar, .CalendarControl, .MaskEdit, .MaskEditControl, .Spin, .SpinControl

- nulltext

대상 컴포넌트 : .Edit, .EditControl, .MaskEdit, .MaskEditControl, .TextArea, .TextAreaControl

• 적용된 테마

- default.xtheme, default_RTL.xtheme, windows.xtheme : #999999

- android.xtheme : #9a9a9a

- ios.xtheme : #aeaeae

- macos.xtheme : #bcbcbc

설명

3. 음성 인식이 동작하도록 관련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87214, 87213, 87063, 87062 87061, 87059, 868

00)

설명

• 음성 인식이 동작하도록 관련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해당 기능은 별도 xmodule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응용 개발 가이드 > 음성인식 모듈 사용하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advanced_development_guide_nexacro_17_ko#cf47cea480947960

4. Nexacro Studio에서 제공하는 ios.xtheme에 ScrollIndicatorControl의 스타일을 추가했습니다.(RP.88318)

설명

•다른기본테마와다르게 ios 테마에서 scrollbartype이 'indicator', 'autoindicator'로 설정하면스크롤이표시되지않아 ios

테마에 ScrollIndicatorControl의 스타일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5. 다른 PC에서 가져온 프로젝트를 Nexacro Studio로 Open 했을 때 프로젝트에 설정된 BaseLib 경로가 Nexacr

o Studio의 BaseLib 경로와 다른 경우 새로 설정해서 Open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81578)

설명

• 2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BaseLib를 설정할 수 있게 Nexacro Studio에서 BaseLib 설정 팝업창을 오픈합니다.

1. 디폴드 BaseLib 경로에 BaseLib가 없을 경우

2. 프로젝트에 설정된 BaseLib 경로에 BaseLib가 없을 경우

http://docs.tobesoft.com/advanced_development_guide_nexacro_17_ko#cf47cea48094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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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변경기능

1. 일본어 IME로 입력 중 붙여넣기가 되지 않도록 변경했습니다. (RP.87787)

설명

• 일본어 IME로 입력 중 Ctrl+V로 붙여넣기가 되지 않도록 변경했습니다.

• Edit, TextArea, Combo, Grid, ListView 의 모듈 설명 부분과 oninput 이벤트에 제약사항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변경 전 일본어 IME로 입력 중 Ctrl+V로 붙여넣기가 가능

변경 후 일본어 IME로 입력 중 Ctrl+V로 붙여넣기가 불가능

2. Nexacro Studio에서 Replace All 기능으로 일괄 변경 후 Redo, Undo시 일괄적으로 Redo, Undo 하도록 기

능을 변경했습니다.(RP.87697)

설명

• Nexacro Studio에서 Replace All 기능으로 일괄 변경 후 Redo, Undo시 일괄적으로 Redo, Undo 하도록 기능을 변경했습

니다.

변경 전 Replace All 후 Redo, Undo 시 변경된 텍스트 한개씩 Redo, Undo

변경 후 Replace All 후 Redo, Undo 시 변경된 텍스트 전부 Redo, Undo

3. Nexacro Studio에서 제공하는 ios.xtheme, android.xtheme, macos.xtheme에 MaskEdit의 -nexa-text-ali

gn 내용을 제거했습니다. (RP.88318)

설명

• 다른 기본 테마와 다르게 표시되어 ios, android, macos 테마의 MaskEdit 항목에서 -nexa-text-align : right 문구를 삭제

했습니다.

33.4 오류수정

33.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Animation

RP 설명

88016 Animation 오브젝트에서 removeTarget 메소드 수행시 AnimationItem 오브젝트가 아닌 인덱스가 반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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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ndar

RP 설명

87844 Theme에 dropbutton의 mouseover status를 설정하고 Calendar 컴포넌트의 readonly 속성값을 true로 설

정한 후 드롭 버튼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mouseover 상태로 전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978 Dataset이 바인딩된 Calendar 컴포넌트에서 value 속성에 날짜가 아닌 값을 설정시 드롭 다운 버튼을 연속 클

릭하면 DatePicker에 현재 날짜가 아닌 잘못된 날짜가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428 Calendar 컴포넌트에서 calendaredit 영역의 월이 10~12월 중 하나이고 해당 월이 선택 상태일 때 0 입력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2300 이상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Combo

RP 설명

88355 Combo 컴포넌트에서 autoselect 속성값이 true이고 type 속성값이 "dropdown" 일 때 comboedit 영역을

터치해도 문자열이 전체 선택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

니다).

Dataset

RP 설명

87847 Dataset 오브젝트에서 keystring 속성값을 설정하여 그룹핑 한 후 Row를 모두 삭제하고 updateSortGroup 메

소드를 실행해도 keystring에 의해 생성된 소계 등의 논리 레코드가 남아 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942 Environment의 datasetloadtype 속성값을 "errorallow"로 설정했을 때 Dataset 오브젝트의 url 속성으로 서

비스 연결하여 데이터 로딩시 서버에서 에러 코드를 보내도 onload 이벤트에서 DSLoadEventInfo 오브젝트의

errorcode, errormsg 속성으로 에러 코드를 받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87894 Edit 컴포넌트에서 일본어 IME 사용하여 입력 중에 입력 확정 전에 다른 Edit에서 슬라이드 동작 수행시 입력 중

이던 값이 이동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039 Dataset이 바인딩된 Edit 컴포넌트에서 maxlength 속성 설정 후 최초로 문자 입력시 입력한 마지막 문자가 사

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461 Edit 컴포넌트에서 canchange 이벤트 함수의 반환값이 false 일 때 문자 입력, 포커스 이동 후 다시 선택, 문자

입력시 첫 문자가 입력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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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ialog

RP 설명

86365 FileDialog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Excel export한 파일을 저장시 파일명에 "." 들어가 있으면 확장자가 붙지 않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Grid

RP 설명

86253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edittype 속성값을 combocontrol, displaytype 속성값을 combo로 설정한 후 해당

Cell을 더블 클릭했을 때 oncelldblclick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NRE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829 Grid 컴포넌트에서 바인딩된 Dataset의 rowposition 값이 -1 일 때 선택 처리중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87887 화면을MDI로 구성한상태에서 autoenter 속성값을 "select"로 설정한 Grid 컴포넌트가있는 Frame에서 Grid

선택 후 다른 Frame으로 포커스를 이동시켰을 때 이전 Frame에서 transaction 메소드가 수행되면 포커스가 이

전 Frame으로 되돌아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924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edittype 속성값이 "combo" 일 때 getCellProperty 메소드로 edittype 속성의 값을

확인시 String 값이 아닌 Object 형태로 나오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196 Grid 컴포넌트에서 displaytype 속성값을 EXPR로 동적 설정하도록 했을 때 새로 추가한 Row에 입력한 문자열

이 스크롤 후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279 Grid 컴포넌트에서 transaction 메소드를 수행하여 서버로부터 데이터 조회시 컬럼이 약 300개 이상의 다수인

경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323 Grid 컴포넌트의 Tree 구조에서 마우스로 스크롤바를 상하로 스크롤 할 경우 트리 아이템에 마우스 오버 스타일

이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471 Grid 컴포넌트에서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 일 때 탭 키를 사용해 셀 선택시 입력 상태로 활성화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mageViewer

RP 설명

87764 ImageViewer 컴포넌트에서 stretch 속성 값을 "fit" 혹은 "fixaspectratio"로 설정 후 TIFF 이미지를 로딩했을

때 setImageIndex 메소드를 호출해도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

다).

MaskEdit

RP 설명

87878 MaskEdit 컴포넌트에서 trimtype 속성값을 "left"로 설정하고 캐럿 위치를 문자열의 맨 앞이 아닌 위치로 이동

하여 문자를 입력하다 포커스를 다른 컴포넌트로 이동시킨 후 canchange 이벤트와 onchanged 이벤트에서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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럿 위치 확인시 서로 다르게 나오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883 MaskEdit 컴포넌트에서 type 속성값을 "number", format 속성값을 "+"로 설정한 후 "+123"과 같이 입력 후

Enter 혹은 Tab을 입력하여 포커스를 이동하면 onchanged 이벤트에 전달되는 ChangeEventInfo의 값이 Ent

er 키 입력으로 발생했을 때와 Tab 키 입력으로 발생했을 때가 서로 다른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314 iOS(ios.xtheme) 혹은 안드로이드(android.xtheme) 테마 사용시 MaskEdit 컴포넌트에서 -nexa-text-align

속성의 기본값이 "right"로 설정되어 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Menu

RP 설명

86286 Menu 컴포넌트에서 인수를 0, 100, 100으로 설정하여 trackPopup 메소드 호출시 팝업 메뉴의 y 좌표가 적용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Plugin

RP 설명

86333 특정 ActiveX를 Plugin 컴포넌트에 로딩후 setProperty 메소드 호출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Textarea

RP 설명

87703 TextArea 컴포넌트에서 print 메소드 수행시 TextArea 내용이 중복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

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177 TextArea 컴포넌트에서 scrollbartype 속성값을 "auto"로 설정했을 때 영역을 넘어가는 문자열이 있어도 스크

롤바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274 일본어 IME 사용중 TextArea 컴포넌트의 canchange 이벤트 함수에서 false 반환 후 다시 포커스를 받으면 캐

럿 위치가 문자열 끝으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489 TextArea 컴포넌트에서 소프트 키보드가 표시됐을 때 TextArea를 터치한 후 스크롤 하면 폼이 스크롤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899 TextArea 컴포넌트에서 canchange 이벤트 함수에서 false 값을 반환했을 경우 일본어 입력시 포커스를 이동

했다가 되돌아오면 캐럿 위치가 문자열의 맨 앞으로 이동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ebBrowser

RP 설명

88201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로딩한 페이지에서 video 태그 사용시 WebBrowser 영역을 한번 터치해야 play가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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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85447 앱 실행시 화면 상단에 빈 영역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의 일부 iPad에서 NRE 실행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86887 Screen 오브젝트의 specifiedlocale 속성에 "ja_JP"와 같이 로케일 설정시 스크린이 로케일에 맞게 로딩되지 못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078 컴포넌트의 -nexa-edge 속성을 설정 후 브라우저 크기 변경시 설정된 edge 이미지가 선명하게 표시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NRE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414 Form 로딩 후 크기와 가로 혹은 세로로 화면을 회전 시킨 후의 Form 사이즈가 다르게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iOS11.2 환경에서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634 애플리케이션을 http로 실행 후 https로 transaction 메소드를 수행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923 컴포넌트의 fittocontents 속성값을 "width"로 설정했을 때 문자열에 공백 문자(스페이스)가 있으면 width 계

산이 잘못되어 줄바꿈이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959 open 메소드를 호출하여 팝업 윈도우 오픈 후 MainFrame의 visible 속성값을 false로 설정하면 팝업 윈도우에

서 Tab키로 포커스 이동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128 폰트를설정한컴포넌트에서볼드(font-weight) 설정이적용되지않는오류를수정했습니다 (macOS 환경에서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134 -nexa-border 속성값을 "dotted"로 설정시 Dot와 Dash 라인이 연결되어 이상하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318 iOS 테마(ios.xtheme)를 사용할 때 컴포넌트의 scrollbartype 속성 값을 ""indicator"" 혹은 ""autoindicator

""로 설정하면 스크롤바가 비정상적으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479 더블 클릭 이벤트를 가진 컴포넌트에서 버튼을 더블 클릭했을 때 ondblclick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macOS 환경에서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303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suppress 속성값을 1로 설정한 후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 addExportItem 메

소드의 strExportMerge 인수를 "merge"로 설정해서 Export를 수행했을 때 엑셀에서 Suppress된 Cell이 여러

줄로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33.4.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85494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14 프로젝트를 오픈하여 마이그레이션이 수행됐을 때 폰트가 브라우저 별로 상이하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074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14 프로젝트를 오픈하여 마이그레이션이 수행된 후 Form에 새로운 Layout 추가했을

때 default 레이아웃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030 넥사크로 스튜디오 Environment 편집 화면에서 'Specified environment by screen'의 속성을 선택하고 스크

롤 한 후 다른 속성이 선택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053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nexacrodeploy17.exe를 실행할 때 -BROWSER 옵션 값에 세미콜론(;)을 사용하면 옵

션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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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58 넥사크로 모듈 디벨로퍼에서 프로젝트 오픈시 진행 표시줄의 진행이 끝까지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젝트

의 오픈이 완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063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테마가 등록된 프로젝트를 오픈시 진행 표시줄의 진행이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 표시줄

이 등록된 테마 개수만큼 깜빡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33.4.3 기타

RP 설명

86240 서버가 TLS 1.1을 사용하는 경우 트랜잭션 등의 HTTP 통신을 사용하면 통신 오류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윈도우7 환경에서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849 블루투스 키보드 사용시 키를 입력해도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의 일부 iPad에

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174 윈도우에서 시작 메뉴의 최근 사용 목록에 XFDL 파일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7, 10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33.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3764 도움말 항목 중 Div, PopupDiv 컴포넌트와 Tabpage 컨트롤의 url 속성에서 Remark 설명에 Form 로딩에 관

한 제약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87149 도움말 항목 중 Button, CheckBox 컴포넌트와 IconTextControl 오브젝트 textwidth 속성의 Remark 설명에

속성 적용에 관한 제약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87155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displaynulltext 속성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88195 도움말 항목 중 VirtualFile 오브젝트 getFileList 메소드 설명에서 검색 옵션에 관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88244 도움말 항목 중 System 오브젝트 navigatorfullname 속성의 설명에서 윈도우 XP 관련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88343 도움말 항목 중 ExtendedCommandEventInfo 오브젝트의 eventtype, data 속성의 설명에서 불필요한 설명

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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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0.0.2700

File Version 2020.01.14.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34.2 신규기능

1. GoogleMap 컴포넌트의 language, region 속성을 추가했습니다.(RP.86910)

설명

• GoogleMap 컴포넌트의 language, region 속성을 웹 환경에서 지원하도록 추가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GoogleMap > Property > language

- Components > Component > GoogleMap > Property > region

2. nexacrostudio에서 프로젝트 최초 Open시 설정된 Base Library의 경로가 올바르지 않을경우 Base Library 경

로를 설정할수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81578)

설명

• nexacrostudio에서 프로젝트 최초 Open시 설정된 Base Library의 경로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팝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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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Library 경로를 설정할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nexacrostudio에 설정된 Base Library의 경로가 올바를 경우 해당 팝업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설명

34.3 오류수정

34.3.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alendar

RP 설명

88268 키패드가 올라온 상태에서 Calendar 컴포넌트 선택 시 키패드가 내려가지 않고 시스템 팝업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057 Calendar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spin"인 경우 editformat 또는 dateformat 속성값에 따라("MM"처럼

일부 포맷만 지정한 경우) 스핀 버튼 클릭 시 잘못된 날짜값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ombo

RP 설명

88383 Combo 컴포넌트에서 필터 설정을 하고 combolist를 펼친 상태에서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rowpositi

on 변경 시 동작이 느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266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025 Combo 컴포넌트의 ondropdown, oncloseup 이벤트 함수 내에서 datacolumn 속성값을 변경하는 경우 컴포

넌트 너비보다 긴 문자열이 뒤부터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91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Dataset

RP 설명

86135 Dataset 오브젝트를 스크립트에서 생성하고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한 후 Dataset 오브젝트의 destroy 메소드

실행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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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RP 설명

87126 Div 컴포넌트의 async 속성값이 false인 경우 로딩 중 연결된 Form에 있는 컴포넌트에 접근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88344 Edit 컴포넌트 편집 상태에서 키패드가 올라온 후 일부 영역으로 화면 스크롤이 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234 Edit 컴포넌트 편집 상태에서 다른 Edit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옮겼을 때 키보드가 유지되지 않고 내려가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 17.0.0.265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095 Edit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이동하고 키패드가 올라온 상태에서 Form 스크롤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

드로이드 운영체제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927 Edit 컴포넌트의 autoskip 속성값이 true이고 maxlength 속성값이 0인 경우 ENTER 키 입력 시 다음 컴포넌트

로 넘어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25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839 Edit 컴포넌트에 padding 속성값 설정 시 문자열 입력 후 캐럿 위치가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

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631 Edit 컴포넌트에 텍스트 입력 중에 TAB 키를 누르는 경우 마지막 입력한 글자가 지워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8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173 Edit 컴포넌트에서 autoselect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하고 maxlength 속성값보다 긴 텍스트를 입력하려 시도할

때 입력된 문자열이 전체 선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639 Edit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스크립트로 enable 속성값을 false로 변경했을 때 onkillfocus 이벤트

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celImportObject

RP 설명

87810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의 importData 메소드 실생 시 파일 대화상자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macOS 운영체제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Upload

RP 설명

88260 FileUpload 컴포넌트의 multiselect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하고 파일 대화상자를 실행한 경우 2개 이상의 파일

선택이 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cOS 운영체제에서 넥사크로 브라

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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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73

87939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여러 개 파일을 선택한 경우 하나의 파일만 업로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

이드 운영체제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950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여러 개의 파일을 업로드 시 onsuccess 이벤트가 파일 개수만큼 발생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Grid

RP 설명

88351 Grid 컴포넌트에서 셀 편집 시 텍스트 길이가 셀 너비보다 큰 경우 캐럿 위치가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 17.0.0.15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315 GridCellContro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combocontrol", edittype 속성값이 "combo"인 경우 마

우스 휠로 combolist 스크롤 이동을 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865 Grid 컴포넌트에서 mergeCell 메소드로 합쳐진 셀에 CSS 스타일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624 Grid 컴포넌트에서 CTRL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조작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890 Grid 컴포넌트의 selecttype 속성값이 "multiarea"인 경우 onlbuttonup 이벤트 발생 시 Grid 컴포넌트의 sele

ctstartcol, selectendcol 속성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782 Grid 컴포넌트의 onexpanddown 이벤트 함수 내에서 expand 버튼이 있는 셀에 바인딩된 칼럼을 변경하는 경

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739 Dataset 오브젝트와 바인딩 되지 않은 Grid 컴포넌트에 TAB 키를 이용해 포커스를 이동했을 때 스크립트 에러

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068 Grid 컴포넌트의 셀 클릭 함수 내에서 모달창을 띄운 상태에서 timer를 이용해 부모 Form의 Grid 컴포넌트에

포커스 동작이 발생하는 경우 모달창의 컴포넌트 포커스를 잃어버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ListView

RP 설명

88009 ListView 컴포넌트에서 detail 영역을 펼친 상태에서 스크롤 이동 시 일부 데이터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87962 ListView 컴포넌트에서 생성되지 않는 band 영역에 접근하려 할 때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87553 ListView 컴포넌트 ListViewCellControl 오브젝트 편집 상태에서 스크롤 이동 시 값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87044 ListBox 컴포넌트의 스크롤바가 활성화된 경우 getSelectedItems 메소드 실행 시 아이템 정보가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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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

RP 설명

85709 Menu 컴포넌트의 hotkey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MenuClickEventInfo 오브젝트에서 id 속성값이 처리되지 못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opupDiv

RP 설명

86710 popupDiv 컴포넌트의 Button 컴포넌트 클릭 이벤트 함수 내에서 popupDiv 컴포넌트를 띄우고 Button 컴포

넌트를 다시 클릭하면 popupDiv 컴포넌트가 닫히지 않고 다시 열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opupMenu

RP 설명

87477 popupMenu 컴포넌트의 autohotkey 속성값을 설정하고 해당 단축키 입력 시 onmenuclick 이벤트가 발생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Spin

RP 설명

88153 Spin 컴포넌트에서 spinupbutton으로 value 값을 변경하는 경우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에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26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Tab

RP 설명

87873 Tab 컴포넌트의 onextrabuttonclick 이벤트 함수 내에서 모달창을 반복해서 띄우는 경우 모달창이 아닌 extra

button에 포커스가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Textarea

RP 설명

85314 TextArea 컴포넌트의 readonly 속성값이 true인 경우 insertText 메소드를 반복해서 실행하면 이전 입력한 문

자열을 덮어쓰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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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y

RP 설명

87963 Tray 오브젝트의 innerdataset 속성값으로 Global Dataset 오브젝트 설정 시 데이터 변경이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638 TrayPopupMenu 오브젝트의 levelcolumn 속성값에 설정된 서브메뉴가 표현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WebBrowser

RP 설명

88429 WebBrowser 컴포넌트의 웹페이지 로딩이 완료된 후에 onloadcompleted 이벤트가 발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cOS 운영체제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334 MDI 프레임 구성에서 Form에 WebBrowser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경우 폼 이동 시 WebBrowser 컴포넌트 잔

상이 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221 모달창을 띄우고 화면에 포함된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로딩한 HTML 화면의 터치 이벤트가 처리되지 못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기본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188 WebBrowser 컴포넌트의 callMethod 실행 시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cOS 운영체제 넥사

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542 WebBrowser 컴포넌트 내 로딩된 페이지에서 video 태그 사용 시 바로 재생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88297 컴포넌트의 autoskip 속성값이 true인 경우 다음 컴포넌트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 컴포넌트로 포커

스가 이동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8101 윈도우 탐색기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드래그 동작으로 컴포넌트를 지나가 드래그를 취소한 경우 컴포넌트의 ond

ragenter, ondragleave 동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925 Environment의 enabletouchevent 속성값이 true인 경우 Grid 컴포넌트의 tree를 펼치거나 접을 때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882 nexacroAPI 의 open 메소드를 사용해 팝업창을 띄운 후 작업표시줄에서 창을 닫고 다시 팝업창을 띄우려 시도

하는 경우 해당 ID를 갖는 오브젝트가 존재한다는 메시지가 출력되고 팝업창을 띄우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한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87722 팝업창으로 띄운 Form 오브젝트에 Div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 this.close 메소드 실행 시 처리가 늦어지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623 테마에서 MainFrame 오브젝트의 border 속성을 설정한 경우 transaction 메소드를 반복해서 실행하는 경우 b

order 값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563 모달창에서 XPush 오브젝트 연결을 시도하는 중에 모달창을 닫으면 모달창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305 Form 오브젝트의 stepcount 속성값을 설정한 경우 TAB 키를 사용해 포커스를 이동한 경우 현재 Step 레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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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의 마지막 컴포넌트에서 다음 Step 레이아웃의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현재 St

ep 레이아웃 내에서 포커스가 순환합니다).

87150 Div 컴포넌트 내 배치된 ImageViewer 컴포넌트를 드래그해서 이동하는 경우 좌표값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34.3.2 DeviceAPI

RP 설명

88021 바코드 스캐너를 위한 외부 카메라 모듈(CortexScan)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스캔 작업 시 앱이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891 DeviceAPI 콜백 함수에서 컴포넌트 변경 시 화면에 바로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

영체제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716 Device API 호출 시 내부 로그가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34.3.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88022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Bootstrap URL 설정값이 잘못된 경우 설치 경로를 잘못 처리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852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Envrionment 의 networksecurelevel, filesecurelevel 속성값이 generate 과정에서

잘못 변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408 사용자가 텍스트 편집기로 모듈 JSON 파일을 수정한 경우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로딩이 실패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87307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Form의 Source 탭이 열린 상태에서 Ctrl+Tab 단축키 입력 시 열린 다른 파일이 아닌 F

orm의 Design, Source, Script 탭이 전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028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 동작으로 열 단위 선택하기 기능을 사용하는 경

우 "Replace in selection only" 옵션을 활성화하고 Replace All 기능 처리 시 선택되지 않은 영역까지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Replace All 기능 처리 후 Undo 기능 호출 시 변경된 문자열이 한 번에 복원되지 못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083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XFDL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려 시도할 때 임시 파일이 남아있어 저장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054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트래커 기능을 활성화하고 디자인 화면을 확대했을 때 트래커 위치가 어긋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597 넥사크로 스튜디오 옵션에서 baselib 경로 변경 후 프로젝트 로딩 시 부트스트랩 파일이 regenerate 되지 못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2020년 1월 (17.0.0.2700) | 330

34.3.4 기타

RP 설명

88132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서 Splash Image Resource가 삭제된 경우 앱 실행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AndroidX 패키지를 사용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078 WaitCursor가 표시되는 화면에서 화면 스크롤 동작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

이드 운영체제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060 WebBrowser 컴포넌트가 배치된 Form에서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시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macOS 운영체제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059 transaction 요청 시 Set-Cookie JSESSIONID 정보가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cOS, 안드로이드 운

영체제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024 외부 키보드를 연결한 경우 특정 문자(c, v, x, a)가 입력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넥사크로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987 transaction 메소드 실행 중 ESC 키를 눌러 취소하는 경우 바로 콜백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

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958 키패드 Delete 키(forward delete) 키 사용 시 삭제가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832 cachelevel이 "session"인 경우 화면 로딩 후 팝업창을 띄운 상태로 네트워크 연결을 끊고 다시 팝업창을 띄우

면 화면을 표시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781 폰트 설정 시 한글 bold 설정이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넥사크로 브라우저

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848 nexacro UIA에서 get_CurrentAutomationID 요청 시 값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660 trace 메소드에서 undefined 값만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 넥사크로 스튜디오 Output 창에 출력되지 못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090 키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Form 화면이 전환되는 경우 키패드가 내려가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

이드 운영체제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34.4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8390 도움말 항목 중 Dataset 오브젝트의 appendData, mergeData 메소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88325 도움말 항목 중 Calendar 컴포넌트의 popupsize 설명 중 너비와 높이 설명이 바뀌어 표기된 것을 수정했습니

다.

87955 도움말 항목 중 Environment > services 항목에 prefixid 설정 관련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87793 도움말 항목 중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의 importtype 속성과 ImportData, ImportDataEx 메소드 설명

에 strRange 파라미터와 관련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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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25 도움말항목중 LiteDBConnection 오브젝트의openflag 속성, LiteDBStatement 오브젝트의 ldbconnection,

parameters 속성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87136 도움말 항목 중 ColumnInfo 오브젝트의 type 속성 항목의 Remark 설명 중 Column 에 데이터가 없을 때 대한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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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V.

해당 장 콘텐츠는 제품 정식 출시 시점 이후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2019년 12월 (17.1.0.100)

35.

35.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1.0.100

File Version 2019.12.17.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35.2 릴리스 이후 수정 사항

35.2.1 17.1.0.101

RP 설명

88288 Div 컴포넌트를 중첩하여 사용할 때 async 속성값이 false(동기)인 Div 내에 async 속성값이 true(비동기)인 Di

v가 있으면 동기적으로 Form을 로딩하지 못해 onload 이벤트의 발생 순서가 꼬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1.0.100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290 Edit 컴포넌트에서 문자열 입력 후 팝업 윈도우를 오픈했다 닫으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1.0.100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크롬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8303 Dataset 컴포넌트에서 데이터 로딩시 성능이 저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1.0.100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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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신규기능

1.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클라이언트 스크립트 오브젝트인 XMLHttpRequest 기능을 추가했

습니다. (RP.86316, 86306, 85972, 75248)

설명

• XMLHttpRequest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간에 데이터 전송을 위한 클라이언트용 스크립트 오브젝트입니다.

• W3C 표준인 XMLHttpRequest의 스펙 기준으로, V8에 내장된 XMLHttpRequest 구현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기능을 제공

합니다.

2. Environmonet에 Data Value 및 type 처리 규칙을 지정하기 위한 datatyperule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RP.87

981)

설명

• datatyperule는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될 Data 처리 규칙을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 datatyperule이 "2.0" 일 경우

>> Dataset 에 유효하지 않은 값 설정 시 보정하지 않고 "Invalid value" 로 처리합니다.

>> Dataset 의 데이터 정렬 시 undefined, NaN, null 값을 최대값으로 처리합니다.

>> 컴포넌트의 value 속성이 Dataset 에 바인드 되어도 value 속성의 타입이 Column 타입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datatyperule이 "1.0" 일 경우

>> 이전 버전의 nexacro 제품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합니다.

• nexacrostudio에서만 값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실행중에는 수정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 응용개발가이드>Dataset Validation"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nvironment > Property > datatyperule

- http://docs.tobesoft.com/advanced_development_guide_nexacro_17_ko#a2db3b9fa2618f52

3.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표시 위한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RP.87706, 87695, 87694, 87692, 87382, 8643

2, 86350, 85597, 83501, 82376)

설명

• dispalyinvalidtext

>> 대상 오브젝트: Calender, MaskEdit, Spin

>> value 속성값이 유효하지 않은 값일 때 표시될 대체 문자열을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 calendardisplayinvalidtype

>> 대상 오브젝트: GridCellControl, ListViewCellControll

>> Cell이 Calendar 형식일 때 바인드 된 데이터값이 유효하지 않으면 대체되어 표시할 형식을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 calendardisplayinvalidtext

>> 대상 오브젝트: GridCellControl, ListViewCellControll

>> Cell이 Calendar 형식일 때 바인드 된 데이터값이 유효하지 않으면 대체되어 표시할 문자열을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http://docs.tobesoft.com/advanced_development_guide_nexacro_17_ko#a2db3b9fa2618f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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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 / 응용개발가이드>Dataset Validation"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Calendar > Property > displayinvalidtext

- Components > Component > MaskEdit > Property > displayinvalidtext

- Components > Component > Spin > Property > displayinvalidtext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Objects > GridCellControl >

Property > calendardisplayinvalidtype

- Components > Component > ListView > Objects > ListViewCellControl

> Property > calendardisplayinvalidtext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Objects > GridCellControl >

Property > calendardisplayinvalidtext

- Components > Component > ListView > Objects > ListViewCellControl

> Property > calendardisplayinvalidtext

- http://docs.tobesoft.com/advanced_development_guide_nexacro_17_ko#a2db3b9fa2618f52

설명

4. displayinvalidtext가 표시될때의 userstatus 값으로 "invalidtext"를 추가했습니다. (RP.87706, 87695, 876

94, 87692, 87382, 86432, 86350, 85597, 83501, 82376)

설명

• dispalyinvalidtext가 표시될때의 userstatus 값으로 "invalidtext"를 추가했습니다.

• 대상 오브젝트: Calendar, MaskEdit, Spin, GridCellControll, ListViewCellControl

*자세한 내용은 "응용개발가이드>Dataset Validation"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advanced_development_guide_nexacro_17_ko#a2db3b9fa2618f52

5. 도형, 선, 이미지, 경로, 텍스트 등의 그래픽 오브젝트를 사용하기 위한 Graphics 컴퍼넌트를 추가했습니다. (RP

.85697)

설명

• Graphics 컴포넌트에 하위 오브젝트로 GraphicsGroup, GraphicsRect, GraphicsEllipse, GraphicsImage, GraphicsPath

s, GraphicsPath, GraphicsLine, GraphicsText 오브젝트를 한 개 이상 추가할 수 있습니다.

• Graphics 컴포넌트는 기존 제공 중인 Chart 모듈 내부에서 사용한 그래픽 오브젝트를 노출시킨 컴퍼넌트로, Chart 내부 소

스도 추가된 그래픽 오브젝트를 이용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Graphics

6. XPush Protocol V3.0을 추가했습니다. (RP.86143, 84664, 84221)

설명

• protocolversion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http://docs.tobesoft.com/advanced_development_guide_nexacro_17_ko#a2db3b9fa2618f52
http://docs.tobesoft.com/advanced_development_guide_nexacro_17_ko#a2db3b9fa2618f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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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신뢰성 서비르 사용을 위한 Protocol (XPush v2.5x)

>> "3" : 다중 Push 사용을 위한 Protocol

• projectid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 registerTopicWithUserID()/requestMessageCountWithUserID()/unregisterTopicWithUserID() 메소드에 "strProjectI

D" 파라미터를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munication Objects > XPush > Property > protocolversion

- Communication Objects > XPush > Property > projectid

- Communication Objects > XPush > Method > registerTopicWithUserID

- Communication Objects > XPush > Method > requestMessageCountWithUserID

- Communication Objects > XPush > Method > unregisterTopicWithUserID

설명

7. 다국어(일본어) 지원을 위한 텍스트 편집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설명

• IME를 통한 일본어 텍스트 편집 기능을 제공합니다.

•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을 고려한 다국어 처리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 키보드로 값을 입력하는 시점에 system locale 정보를 통해 locale을 판단합니다.

>> locale에 맞는 IME 인터페이스를 수행합니다.

>> 현재 "한글/영문/일본어" 세가지 로케일을 지원합니다.

8. Nexacro Runtime Environment(NRE) 로그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87022, 87021, 87020, 86840)

설명

• Nexacro Runtime Environment(NRE)에서 발생하는 에러 등의 정보를 로그 파일로 남기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현재는 어플리케이션 로딩 이후 남기는 로그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 nexacro.exe 실행 옵션에 "-NC"를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앱 배포 가이드 > NRE 로그 확인하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3f069035d6fc1254

9. background 속성에 "background-origin/background-clip" 파라미터를 추가했습니다. (RP.86315, 86314,

83979, 83169, 79295)

설명

• background-origin 파라미터는 배경으로 처리될 기준 영역을 설정합니다.

>> border-box : Border를 포함한 영역이 배경 영역으로 처리됩니다.

>> padding-box : Border의 안쪽 영역이 배경 영역으로 처리됩니다.

• background-clip 파라미터는 배경이 실제로 표시될 영역을 설정합니다.

>> border-box : Border를 포함한 영역에 배경이 표시됩니다.

>> padding-box : Border의 안쪽 영역에 배경이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docs.tobesoft.com/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3f069035d6fc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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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nents > Component > Button > Property > background

설명

10. 시스템의 클립보드 사용을 위한 기존 ClipBoardAPI 메소드에 지원 브라우저 및 파라미터를 추가했습니다.(RP.

86873, 86495)

설명

• 웹브라우저마다 동작하는 방식이 다르고 표준 역시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존 제공 함수에 파라미터를 추가하는 방

향으로 기능을 확장했습니다.

• "system.clearClipboard() / system.setClipboard(strFormat, varData)" 메소드의 지원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 지원 브라우저에 "Chrome/FireFox/Opera"를 추가했습니다.(단, https, localhost 환경에서만 지원)

• system.getClipboard() 메소드에 파라미터를 추가 했습니다.

>> 파라미터 추가 전: system.getClipboard(strFormat)

>> 파라미터 추가 후: system.getClipborad(strFormat[, objFunc, objTarget])

>> 지원 브라우저에 "Chrome/Opera"를 추가 했습니다.(단, https, localhost 환경에서만 지원)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isc. Objects > System > Method > clearClipboard

- Misc. Objects > System > Method > setClipboard

- Misc. Objects > System > Method > getClipboard

11. SSV 통신 포맷의 구분자로 사용할 문자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87273, 87275, 87277)

설명

• Environment에 SSV 포맷을 처리할때 구분자로 사용할 문자를 지정할 수 있는 ssvunitseparator/ssvrecodeseparator 속성

을 추가했습니다.

>> 클라이언트는 Environment 속성으로, 서버는 x-api.properties를 제공합니다.

>> 통신별로 다르게 설정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으며, 모든 통신 포맷에 일괄 적용됩니다. (transaction, filedownload/fileup

load, excel import/export)

>> 서버는 x-api 단위로 설정되며, 여러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바이트 단위 문자를 다중 바이트로 최대 5바이트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 클라이언트 (Environment.ssununitseparator)

>> 레코드 내 유닛을 구분하는 구분자를 설정합니다.

>> default일 경우 "0x1f(31)"로 처리됩니다. (default = "")

>> ssununitseparator 속성에 값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구분자인 "0x1f(31)"로 처리됩니다.

>> "0x11,0x22"의 형태로 ","로 구분되는 연속된 문자열 형태로 입력하며 5바이트로 제한합니다.(아스키코드를 입력할 수 있

으며 16진수도 가능합니다.)

>> 넥사크로스튜디오 디자인 타임에서 설정한 값만으로 동작하며, 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클라이언트 (Environment.ssvrecodeseparator)

>> 레코드를 구분하는 구분자, Recode Separator(RS)를 설정합니다.

>> default일 경우 "0x1e(30)"으로 처리됩니다. (default = "")

>> ssvrecodeseparator 속성에 값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구분자인 "0x1e(30)"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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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x11,0x22"의 형태로 ","로 구분되는 연속된 문자열 형태로 입력하며 5바이트로 제한합니다.(아스키코드를 입력할 수 있

으며 16진수도 가능합니다.)

>> 넥사크로스튜디오 디자인 타임에서 설정한 값만으로 동작하며, 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서버

>> xapi jar 위치의 x-api.properties 파일에 아래와 같이 내용을 기록합니다.

>> platform.tx.platformssv.unitseperator=0x18,22,30

>> platform.tx.platformssv.recordseperator=22,24,30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nvironment > Property > ssvunitseparator

- Environment > Property > ssvrecordseparator

설명

12. autoenter의 속성값 중 "key"의 지원 브라우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RP.86496)

설명

• autoenter = "key"의 지원 범위를 Nexacro Runtime Environment(NRE)와 WebBrowser Runtime Environment(WRE)

일부 지원으로 확대했습니다.

>> WebBrowser Runtime Environment(WRE) 환경에서는 number와 alpha만 지원합니다.

>> Nexacro Runtime Environment(NRE)의 경우 한글 입력시 정상적으로 입력됩니다.(ex. ㅁㅁㅁ)

>> WebBrowser Runtime Environment(WRE)의 경우 한글 입력시 입력값과 다른값이 입력될 수 있습습니다.(ex. aㅁㅁㅁ)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Property > autoenter

13. 통신시 에러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Transaction strSvcID 값을 제공하기 위해 ErrorEventInfo에 errordata 속

성을 추가했습니다. (RP.85628)

설명

• CommunicationError type에서 transaction 처리 오류인 경우 Transaction strSvcID 값을 제공합니다.

• errordata의 default값은 "undefined" 입니다.

• Environment.onerror/Application.onerror/Form.onerror 모두 ErrorEventInfo를 사용합니다.

14. 통신으로 받은 데이터가 nexacro에서 지원하지 않는 포멧일 때 onerror 이벤트를 발생시는 기능을 추가했습니

다. (RP.84931)

설명

• 통신으로 받은 데이터가 nexacro에서 지원하는 포멧일 경우 onerror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 통신으로 받은 데이터 포맷이 nexacro에서 지원하지 않아 onerror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ErrorEventInfo.statuscode에 "1

0599"가 전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ventInfo Objects > ErrorEventInfo > Property > status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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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넥사크로스튜디오에 LiteDB 처리를 위한 sqlite DB 파일 뷰어 및 쿼리 편집기를 추가했습니다. (RP. 87911, 87

833, 87725, 83525)

설명

• 넥사크로스튜디오에서 LiteDBConnection의 datasource 속성값이 지정된 DB 파일 오픈이 가능합니다.

• 넥사크로스튜디오에서 LiteDBStatement.ldbconnection 속성값에 지정한 ListeDBConnection 오브젝트에 연결된 DB에

대한 퀴리 에디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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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개발 도구 가이드 > LiteDB 데이터베이스 파일 정보 조회 및 쿼리 편집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e5847e4155221dff

설명

16. 넥사크로스튜디오 프로젝트 내에서 사용하는 표준 서식을 지정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화면 유형을 등록해서 사

용할 수 있는 "폼 템플릿"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87013)

설명

• 넥사크로스튜디오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표준 서식 또는 자주 사용하는 화면 유형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폼 템플릿 기

능을 추가했습니다.

• 넥사크로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폼 생성시 "Form Wizard"창에서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 도구 가이드 > 폼 템플릿 등록하고 사용하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8f7ffff422d9b01c

17. 넥사크로스튜디오에서 반복적으로 지정해주어야 하는 컴포넌트의 속성, 이벤트 등의 정보를 별도의 프리셋 형

태로 관리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 프리셋"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86156)

설명

• 자주 사용하는 컴포넌트는 프리셋 형태로 등록하여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 도구 가이드 > 컴포넌트 프리셋 등록하고 사용하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9c434edf384a537e

18. 넥사크로스튜디오의 "Project Wizard"에서 미리 설정된 템플릿의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 템플

릿"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87013)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e5847e4155221dff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8f7ffff422d9b01c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9c434edf384a53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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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Project Wizard"에서 선택 가능한 "프로젝트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 "프로젝트 템플릿"은 넥사크로스튜디오에 포함하여 배포합니다.

>> "프로젝트 템플릿"은 넥사크로스튜디오 설치 시점에 "내문서\nexacro17.1\templetes\ProjectTemplete" 경로에 over

write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 도구 가이드 > 프로젝트 템플릿"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1f42a6e8a608151a

19. 넥사크로스튜디오의 Project Explorer에서 관리하는 폼에 대한 섬네일 이미지를 표시해주는 기능을 추가했습니

다. (RP.84995, 84439)

설명

• "Project Explorer/Resource Explorer"에서 관리하는 폼 또는 이미지에 대한 섬네일 이미지를 표시해주는 기능을 추가했습

니다.

• "Project Explorer/Resource Explorer" 트리의 폼 또는 이미지 선택 후 [우클릭] - [Show Thumbnail] 클릭 시 섬네일 이미

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1f42a6e8a60815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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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 넥사크로스튜디오 TypeDefinition에서 Service의 Sub Folder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84

027)

설명

• TypeDefinition 서비스 관리창에 "IncludeSub-directiory"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 type이 "Form/File/js"인 경우만 "IncludeSub-directiory" 옵션값을 true 또는 false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type이 "resource"인 경우 "theme/imagerc"만 "IncludeSub-directiory" 옵션값이 true로 자동 설정됩니다.

>> "Form/File/js/resource"를 제외한 나머지 type의 경우 "IncludeSub-directiory" 옵션값은 false로 자동 설정되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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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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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1. 넥사크로스튜디오에서 서버 경로로 Nexacro Runtime Environment(NRE)을 QuickView/Launch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83623)

설명

• 서버 경로로 Nexacro Runtime Environment(NRE)를 QuickView/Launch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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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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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35.4 변경기능

1. Nexacro Runtime Environment(NRE)에서의 통신 처리 재시도를 위한 HTTP retry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RP.

86278, 86277,86276)

설명

변경 전(17.0)
• Nexacro Runtime Environmeint(NRE)에서는 재시도 처리를 모듈 내부에서 수행합니다.

• 프레임워크 및 어플리케이션 모딩 시 Environment.httpretry 속성값을 참조하지 않습니다.

변경 후(17.1)
• 프레임워크 로딩 전까지 부트스트랩의 정보를 참조하여 내부 모듈에서 재지도 처리합니다.

• 프레임워크 로딩 완료 후 프레임워크에서 지정한 횟수만큼 재처리 시도합니다.

2. 넥사크로스튜디오에서 모듈 프로젝트 관리 기능을 제거했습니다. (RP.86257)

설명

변경 전(17.0) • 넥사크로스튜디오에서 모듈 프로젝트 생성 및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변경 후(17.1)

• 17.1 이후 버전부터는 모듈디벨로퍼를 통해 확장 모듈을 생성합니다.

• 모듈디벨로퍼 기능 확장으로 17.0에서 생성하여 사용했던 모듈을 편집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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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반의 컴포넌트 확장 기능은 17.1 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넥사크로 모듈 디벨로퍼 가이드 beta"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nexacro_module_developer_guide_beta_ko

설명

3. 넥사크로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생성시 "Project Wizard"의 프레임 기본값을 변경했습니다. (RP.82613)

설명

변경 전(17.0) • 프레임 기본값이 "None" 이었습니다.

변경 후(17.1)

• 프레임 기본값을 "Full"로 변경했습니다.(빈 폼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4. VritualFile.getFileList(strPath, strSearchExpr [, constOption]) 메소드 "constOption" 파라미터값의 일부

기능을 변경했습니다. (RP.87805, 87436, 86534, 86533, 86532, 86137)

설명

변경 전(17.0)

• constOption: Contstant

>> 0x01 : 1 : findAll : 재귀검색

>> 0x02 : 2 : findFileOnly : 재귀검색 미제공

>> 0x03 : 3 : findDirectoryOnly : 재귀검색

>> 0x10 : 16 : findClassless : 대소문자 구분안하는 추가 옵션

변경 후(17.1)

• constOption: Constant

>> 0x01 : 1 : findAll : 재귀검색 미제공 [변경]

>> 0x02 : 2 : findFileOnly : 재귀검색 미제공 [유지]

>> 0x04 : 4 : findDirectoryOnly : 재귀검색 미제공 [변경]

>> 0x10 : 16 : findClassless [유지]

>> 0x8 : 8 : findRecursive [신규 및 변경]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1 Reference Guide"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VirtualFile > Method > getFileList

5. 이미지의 상대경로 처리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RP.86874)

http://docs.tobesoft.com/nexacro_module_developer_guide_beta_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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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변경 전(17.0) • 이미지의 상대경로 처리시 "프로젝트 경로" 기준으로 동작했습니다.

변경 후(17.1)

• 이미지의 상대경로 처리시 "이미지가 로드된 XFDL" 기준으로 동작합니다.

>> ImageViewer의 경우 컴포넌트가 로드된 XFDL 기준 상대경로로 변환하여 처리합니다.

>> XFDL에서 "background/edge/icon" 속성의 이미지가 상대경로일 경우 XFDL 기준 상대경

로로 변환하여 처리합니다.

>> 단, XCSS, Theme 편집 시 "background/edge/icon" 속성에 이미지 지정시 상대경로 입력

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XFDL File이 버전업(2.0 -> 2.1) 될 경우 이미지의 상대경로 처리시 "이미지가 로드된 XFDL

" 기준으로 동작하도록 마이그레이션됩니다.

6. 넥사크로스튜디오 테마(스킨) 컬러 및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RP.87171, 87135)

설명

변경 전(17.0)

• black / White 테마

변경 후(17.1)

• 톤 변경된 black / default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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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7. 넥사크로스튜디오 "TypeDefinition > Object"의 Image 변경 기능을 제거했습니다. (RP.86995)

설명

변경 전(17.0) • "TypeDefinition > Object"의 Image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변경 후(17.1)

• 각 모듈이 제공하는 기본 이미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 "TypeDefinition > Object"의 Image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TypeDefinition > Objects > Image"의 "..." 버튼을 통해 UserIcon 추가 및 설정 기능을

삭제했습니다.

>> 넥사크로스튜디오 "Options > Environment > User Icon" 페이지를 삭제했습니다.

8. Calendar의 value 속성값에 대한 유효성 체크 로직을 변경했습니다. (RP.87706, 87695, 87694, 87692, 87

382, 86432, 86350, 85597, 83501, 82376)

설명

변경 전(17.0)

• editformat 속성에 따라 "날짜/시간/시간포함날짜" 셋 중 하나의 날짜 형식으로 무조건 보정

합니다.

• value type은 string으로 처리됩니다.

• 유효하지 않은 모든 값이 보정처리됩니다.

ex) editformat = "yyyy-MM-dd" 일 경우

>> this.Calendar00.set_value("2018") 수행시 value 속성값은 "20180101"로 보정됩니다.

>> this.Calendar00.set_value("201801011310") 수행시 value 속성값은 "20180101"로

보정됩니다.

• 유효하지 않는 날짜 입력 후 set_value 할 경우 "Invalid Date"로 처리됩니다.

• eidtformat 속성에 따라 "Packed date format"으로 입력된 경우만 허용합니다.

• "Packed date format"인 경우 기존 동작과 동일하게 범위를 넘는 날짜는 보정됩니다.

• "Packed date format"이 아닌 경우 자바스크립트 date 객체 규칙을 따르며 보정되거 Inv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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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17.1) d Date" 처리됩니다. (브라우저마다 다르 수 있음)

• 자바스크립트 date 객체 규칙 처리 결과가 "Invalid Date"인 경우 set_value 시

>> value는 입력값 그대로 설정되며 Dataset에도 입력값을 반영합니다.

>> 단, bind되어 있을 경우 Dataset column type에 따라 setColumn 결과가 false일 경우 기

존값으로 원복됩니다. (타입이 string인지, date인지에 따라 동작이 달라집니다.)

• 자바스크립트 date 객체 규칙 처리 결과가 "Invalid Date"인 경우 setColumn 시 value에는

invalid value가 설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응용개발가이드>Dataset Validation"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advanced_development_guide_nexacro_17_ko#a2db3b9fa2618f52

설명

9. Calendar의 value 속성의 data type 처리 규칙을 변경했습니다.(RP.87706, 87695, 87694, 87692, 87382,

86432, 86350, 85597, 83501, 82376)

설명

변경 전(17.0) • set_value 또는 value bind로 변경하는 경우 string 처리합니다.

변경 후(17.1)

• set_value 또는 value bind로 변경하는 경우

>> 타입이 "DATE/DATETIME/TIME"인 경우는 타입을 유지합니다.

>> "DATE/DATETIME/TIME" 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타입은 string 처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응용개발가이드>Dataset Validation"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advanced_development_guide_nexacro_17_ko#a2db3b9fa2618f52

35.5 오류수정

35.5.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alendar

RP 설명

85179 Calendar 컴포넌트에서 type 속성값을 "monthonly"으로 설정했을 때 년, 월을 버튼으로 변경 후 Enter 키 입

력시 일(day)이 선택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344 Calendar 컴포넌트에서 expr 속성에 수식을 설정해도 날짜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ttp://docs.tobesoft.com/advanced_development_guide_nexacro_17_ko#a2db3b9fa2618f52
http://docs.tobesoft.com/advanced_development_guide_nexacro_17_ko#a2db3b9fa2618f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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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o

RP 설명

83786 Combo 컴포넌트에서 type 속성값을 "filterlike"로 설정했을 때 역슬래시(\)나 싱글따옴표(') 등의 특수문자를

입력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043 Combo 컴포넌트에서 type 속성값을 "filter"로 설정했을 때 그리스 문자(α, β 등), 일본어 전각 하이픈 그리고

일본어 IME로 문자를 입력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ataset

RP 설명

83832 Dataset 오브젝트에서 DATE, DATETIME, TIME 타입인 컬럼에 setColumn 메소드를 사용하여 유효하지 않은

값을 설정했을 때 보정된 값으로 변경되고 true를 반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83808 Edit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있을 때 돋보기 기능을 활성화 후 드래그시 돋보기 창이 이동되지 않고 화면이 이동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사파리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143 Edit 컴포넌트에서 inputtype 속성값을 "number", "digit", "space" 중 하나로 설정했을 때 화면을 길게 터치

해도 전체 선택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사파리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

류입니다).

86963 Screen 정보가 2개이고 Environment의 enabletouchevent 속성값을 true로 설정 후 애플리케이션 실행시 Ed

it 컴포넌트에 문자가 입력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12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858 Edit 컴포넌트에서 hotkey 속성을 SHIFT 키와 알파벳 혹은 숫자 조합으로 설정했을 때 핫키를 입력하면 포커스

가 이동하면서 Edit 컴포넌트에 hotkey에 설정한 키 값이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Upload/FileUpTransfer

RP 설명

85367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upload 메소드 수행시 서버와 통신이 실패해도 onerror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사파리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188 FileUpTransfer 컴포넌트에서 upload 메소드를 호출하여 서버로 파일을 업로딩 했을 때 파일명이 "undefined

"가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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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RP 설명

85182 Global Dataset이 바인딩된 Grid 컴포넌트에서 Form 로딩 후 최초 선택되어 있는 Row의 선택 상태(selected

status)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220 Tree로 설정한 Grid 컴포넌트에서 treestate 속성에 바인딩된 Dataset의 컬럼 타입이 "INT" 일 때 최하위(단말)

노드에 확장 버튼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229 로우 밴드(Head, Body, Summary)가 전혀 없는 Grid 컴포넌트에서 appendContentsCol나 insertContentsC

ol 메소드 수행시 0을 반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258 Grid 컴포넌트에서 appendContentsRow 메소드를 호출하여 컬럼과 로우를 1개씩 생성한 후 deleteContent

sCol 메소드를 수행하여 컬럼을 삭제했을 때 getFormatRowCount 메소드를 수행하면 1이 반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271 autosizingtype 속성값이 "row"인 Grid 컴포넌트에서 wordWrap 속성값이 "char", 컬럼 크기가 0인 Cell이

존재할 때 wordWrap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

85444 Grid 컴포넌트에서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 일 때 setFocus 메소드와 selectCell 메소드를 수행하면 Cell

이 선택만 되고 편집 상태로 진입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449 Grid 컴포넌트에서 edittype 속성값이 "buttoncontrol"인 Cell 클릭시 GridClickEventInfo의 clickitem 값이

빈 값으로 출력되고, 키보드 방향키로 Cell 이동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629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editinputtype 속성값을 일본어를 입력할 수 없는 "alpha", "integer", "digit", "nu

mber" 등으로 설정해도 일본어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ge,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231 Grid 컴포넌트에서 Row의 높이가 Grid의 높이보다 클 때 Combo 및 Calendar로 설정한 컬럼의 팝업 윈도우

가 Grid 영역 밖에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600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displaytype 속성값이 "buttoncontrol" 일 때 Button을 더블 클릭 후 다른 Cell을 클

릭해도 Button의 mouseover 상태가 유지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704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displaytype 속성값을 "maskeditcontrol", edittype 속성값이 "mask", maskeditty

pe 속성값이 "number"로 설정하고 잘못된 값이 바인딩되어 "invalid value"가 출력된 상태에서 해당 Cell을 클

릭 후 다른 Cell을 클릭하면 "invalid value" 표시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708 Grid 컴포넌트에서 createFormat 메소드를 호출해 포맷을 동적으로 생성한 뒤 formats 속성을 설정하여 포맷

을 삭제시 Grid에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ListBox

RP 설명

84933 스크롤바가 표시된 ListBox 컴포넌트에서 multiselect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하고 Form의 onload 이벤트 함수

에서 setSelect 메소드를 수행해도 아이템 선택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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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Edit

RP 설명

87779 trimtype 속성이 설정된 MaskEdit 컴포넌트에서 공백 문자를 포함한 문자열을 입력했을 때 onchanged 이벤

트 함수에서 text 속성값과 입력값이 다른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890 MaskEdit 컴포넌트에서 readonly 속성값이 true 일 때 포커스를 다른 컴포넌트로 이동하면 onchanged 이벤

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enu

RP 설명

85188 Menu 컴포넌트에서 팝업 메뉴가 표시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버 및 키보드 조작으로 하위 메뉴가 없는 메뉴로 이

동했다 다시 하위 메뉴가 있는 메뉴로 이동시 팝업 메뉴가 열리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701 Menu 컴포넌트에서 메뉴를 클릭하여 팝업이 표시된 상태에서 방향키 입력시 다음 메뉴로 이동되지 않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87862 Menu 컴포넌트에서 서브 메뉴가 없는 메뉴 아이템을 클릭 후 방향키 및 마우스 오버로 메뉴 아이템 이동시 선

택 상태가 잘못 표시되거나 메뉴 아이템을 건너 뛰어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opupMenu

RP 설명

84860 PopupMenu 컴포넌트에서 메뉴 아이템을 팝업 영역에 모두 표시하지 못할 경우에도 이전, 다음 버튼이 표시되

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380 PopupMenu 혹은 PopupDiv 컴포넌트가 출력된 상태에서 해당 컴포넌트에서 showModal 메소드를 수행하

여 모달 윈도우를 오픈했을 때 부모 윈도우의 컴포넌트를 조작할 수 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863 PopupMenu 컴포넌트에서 방향키를 입력하여 서브 메뉴 이동시 →키로 서브 메뉴가 열리지 않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Sketch

RP 설명

87683 Sketch 컴포넌트에서 text 속성값을 삭제해도 id 속성값이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

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Tab

RP 설명

85169 Tab 컴포넌트에서 선택된 탭 페이지를 removeTabpage 메소드를 수행하여 삭제시 탭 페이지가 변경되며 onc

hanged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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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95 Tab 컴포넌트에서 insertTabpage 메소드를 호출하여 TabPage를 추가 할 때 추가된 TabPage로 포커스가 이

동해도 onchaged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239 Tab 컴포넌트, TabPage에서 탭 키를 입력하여 포커스 이동시 onkeydown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RP 설명

Textarea

RP 설명

86401 TextArea 컴포넌트에서 set_value 메소드로 속성값 설정시 &auot;가 "로 치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기타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RP 설명

83806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서 값 입력 후 콘텍스트 메뉴에서 "실행취소" 수행시 입력값은 취소되지만 컴포넌트

에 바인딩 되어 있던 Dataset에는 값이 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826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진 컴포넌트에서 일본어 IME로 "￥" 문자 입력시 "\"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337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intputtype 속성값을 설정 후 일본어 입력시 입력이 허용되지 않

는 문자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사파리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359 maxlength 속성값이 설정된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의 onchanged 이벤트 함수에서 value

속성 설정시 maxlength 값 만큼만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

87297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서 inputfilter 속성을 설정한 후 일본어 IME로 입력시 입력 금지된 문자를 입력중에

다른 컴포넌트를 클릭하면 입력 금지된 문자가 그대로 입력 확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9 웹 브라우저에

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83774 Environment에 Coockies 변수가 없고 addcookietovariable 속성값이 false 일 때 strArgument, strInDatas

ets 인수값을 ""로 설정하여 transaction 메소드를 호출하면 POST 방식으로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003 화면이 분할되어 있는 Form 오브젝트에서 stepselector의 라디오 버튼을 클릭한 후 슬라이드로 화면을 전환해

도 라디오 버튼이 활성화 상태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환경에서 NRE,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762 Form에 선언한 전역 변수를 null로 초기화했을 때 transaction 메소드를 수행하여 서버로부터 전달 받은 파라

미터값이 해당 변수로 저장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370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값이 false 인데도 드래그 동작을 수행하면 ondrag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85505 transaction 메소드 사용시 Service의 cachelevel을 "session" 혹은 "static"으로 설정하고 동일 Service로 t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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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tion 메소드 호출시 두 번째부터는 데이터 수신을 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415 System 오브젝트의 execShell 메소드 호출시 IP 주소를 포함한 URL 설정시 해당 파일이 열리지 않고 연결 프로

그램을 선택하는 다이얼로그 창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NRE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247 showModal 메소드로 호출한 모달 윈도우에서 애니메이션 효과가 완료되기 전에 윈도우를 닫으면 에러가 발생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418 유효하지 않은 날짜 형식의 값을 인수로 설정해서 parseDate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NaN 값이 반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35.5.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7725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Resource Explorer에서 InitValueDefinition을 생성하고 InitValueDefinition 다이얼로

그를 오픈한 후 Source 탭의 콘텍스트 메뉴를 열어 Line Cut, Line Copy, Line Delete, Delete 메뉴를 클릭시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461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Project Explorer에서 TypeDefinition의 Services 다이얼로그 창에서 PrefixID를 변경하

면 해당 서비스의 PrefixID를 포함하는 다른 서비스의 PrefixID가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207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Project Explorer에서 Filter를 설정한 상태에서 파일 추가, 삭제, 이름 변경 그리고 폼 오

픈 후 컴포넌트 추가, 삭제를 하면 Project Explorere에 펼쳐져 있던 항목들이 모두 닫힌 상태로 표시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83594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xadl 편집 화면에서 VFrameSet, HFrameSet의 separatesize 속성을 설정하여 나눈 Chil

dFrame 영역이 VFrameSet의 높이나 HFrameSet의 너비보다 클 때 편집기의 미리보기에서 ChildFrame이 잘

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718 윈도우 디스플레이 속성에서 배율을 확대했을 경우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다이얼로그 창의 하단이 잘려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372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ADL에 추가한 XCSS 파일을 Resource Explorer의 XCSSResource에서 오픈하여 편집,

저장해도 변경 내용이 폼 디자인 화면에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373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현재 사용중인 Theme가 편집 상태일 때 Resource Explorer의 XCSSResource에 추가

한 XCSS 파일 편집시 Selector의 Properties 창에서 이미지 관련 속성 항목에 Theme의 이미지 목록이 표시되

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374 넥사크로 스튜디오 Resource Explorer의 XCSSResource에 추가한 XCSS 파일 편집시 Selector의 -nexa-icon

속성에 Theme의 이미지를 설정해도 Component Preview에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416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퀵뷰로 실행한 Form의 콘텍스트 메뉴중 "Always on top"을 설정하면 툴팁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438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Properties 창에서 background 속성에 설정된 값을 삭제 후 background-color 속성값

설정시 설정하지 않은 repeat-style 또는 linear-gradient 속성값도 함께 설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262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GoogleMap 컴포넌트의 apikey 속성값 설정시 포커스를 이동하면 설정값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833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LiteDBConnection 오브젝트의 openflag 속성값을 "openReadWrite" 혹은 "openRe



2019년 12월 (17.1.0.100) | 356

adWriteCreate"로 설정시 0 혹은 1로 변환되어 저장되는 오류와 LiteDBStatement 오브젝트의 Parameters

속성에 파라미터 추가시 Source 탭에서 태그 명이 "AsyncLiteDBParameters"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RP 설명

35.6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0581 도움말항목중 Dataset 오브젝트의 addConstColumn 메소드설명에서 Parameters에 strColType, nColSize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85214 도움말 항목 중 Dataset 오브젝트 load 메소드의 Remark 설명에서 onload 이벤트에 관한 내용을 수정했습니

다.

85231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 insertContentsCol 메소드의 Remark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87260 도움말 항목 중 Date 오브젝트와 메소드에 관한 설명, 예제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87503 도움말 항목 중 Appendix > OpenSource License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87784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 Cell의 displaytype 속성 설명에서 decoratetext에 관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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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0.0.2600

File Version 2019.11.19.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36.2 신규기능

1. Android 환경에서 splashimage 설정 시 Android Studio 의 drawable에 xml 파일을 추가하여 애니메이션 효

과를 적용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86518)

설명

• xml 파일에 여러개의 이미지 파일을 설정하여 splashimage 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단 이미지와 같이 xml 파일에 사용 할 이미지를 설정 후 drawable 폴더에 아래 파일명으로 추가합니다.

>> splashimage_phone_landscape.xml

>> splashimage_phone_portrait.xml

- drawable-hdpi,drawable-mdpi,drawable-xhdpi,drawable-xxhdpi,drawable-xxxhdpi 폴더에 xml 에 설정 한 이미지 파

일을 각각 추가합니다.

• xml 파일명과 동일한 png 파일이 있다면 xml 목록에 있는 이미지파일 보다 먼저 실행하기 때문에 유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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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 WebBrowser 컴포넌트의 useurlhistory 속성을 지원하는 환경을 추가했습니다.(RP.87201)

설명

• WebBrowser 컴포넌트의 useurlhistory 속성을 Runtime 환경과 Android Runtime 환경에서 지원하도록 추가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WebBrowser > Property > useurlhistory

3. nexacrodeploy17.exe 의 command 명령으로 Generate를 실행하여 에러가 발생 한 경우 에러코드를 출력하

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87669,87486)

설명

• nexacrodeploy17.exe 의 command 명령으로 Generate를 실행하여 에러가 발생 한 경우 Windows command 에서 제

공하는 echo %errorlevel% 을 실행하여 에러코드를 출력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echo %errorlevel% 실행 시 Generate 가 성공한 경우 0 출력, 실패한 경우 1 을 출력합니다.

36.3 변경기능

1. iOS Runtime 환경에서 AppStore 의 지침에 따라 FakeXMLHttpRequest 를 XMLHttpRequest 로 사용하도

록 변경했습니다. (RP. 87585)

설명

변경 전 • iOS Runtime 환경에서 FakeXMLHttpRequest 를 사용했습니다.

변경 후 • iOS Runtime 환경에서 XMLHttpRequest 로 사용하도록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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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OS Runtime 환경에서 AppStore 의 지침에 따라 iOS8 이하 지원을 위해 사용한 UIWebview 관련 소스를 제

거했습니다. (RP. 87139)

설명

변경 전 • iOS Runtime 환경에서 iOS8 이하 지원을 위해 UIWebview 소스를 사용했습니다.

변경 후

• iOS Runtime 환경에서 iOS8 이하 지원을 위해 사용한 UIWebview 관련 소스를 제거했습

니다.

• 해당 변경으로 iOS8 이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iOS Runtime 환경에서 In-House 업데이트를 위해 사용하던 plist경로 입력 방식을 itms-services URL schem

e까지 포함하여 입력하도록 변경 했습니다. (RP. 87239)

설명

변경 전

• In-House 업데이트를 위해 plist 경로를 입력 시 itms-services URL scheme 를 포함하지 않

았습니다.

변경 후

• In-House 업데이트를 위해 plist 경로를 입력 시 itms-services URL scheme 까지 포함하여

입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어플리케이션이 앱스토어에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 엔진 업데이트 기능은 앱스토어 지침에

의해 사용불가합니다.

36.4 오류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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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alendar

RP 설명

83668 Calendar 컴포넌트에서 value 속성값의 연도가 "0000" 일 때 현재 일(오늘)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Combo

RP 설명

86069 open 메소드 호출시 objParentFrame 인수를 null로 설정하여 오픈한 모달리스 윈도우에서 Combo 컴포넌트

클릭시 콤보 리스트가 열리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ataset

RP 설명

87340 keystring 속성이 설정된 Dataset 오브젝트에서 insertRow 메소드 수행 후 keystring 속성을 초기화시키면 추

가한 Row가 뒤로 밀리며 index가 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iv

RP 설명

87433 Div 컴포넌트에서 formscrollbarsize, formscrollbartype, formscrolltype 속성값을 변경 후 url 속성을 변경하

여 다른 폼으로 이동시 변경했던 폼 스크롤 속성값이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410 이상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dit

RP 설명

86964 Edit 컴포넌트에서 inputmode 속성값이 "upper" 일 때 입력 위치를 선택 후 입력시 캐럿 위치가 잘못 표시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492 Edit 컴포넌트에서 inputmode 속성과 inputtype 속성을 설정 후 문자 입력시 설정상 허용되지 않은 문자가 입

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700 이상 버전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 윈도우10 환경에서 크롬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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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ownload/FileDownTransfer

RP 설명

87132 FileDownload 컴포넌트에서 encodeURI 함수로 인코딩한 URL을 사용해 파일을 내려 받을 경우 파일 이름이

인코딩된 상태로 내려 받아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Upload/FileUpTransfer

RP 설명

86748 FileUpTransfer 컴포넌트에서 upload 메소드 수행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웹 브라우저

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805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Find 버튼으로 업로딩할 파일을 추가할 경우 Request Header(Content-Dispositio

n)의 name 값이 undefined로 설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2101 이상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Grid

RP 설명

85838 Grid 컴포넌트에서 edittype 속성값이 "combo"이고 combopopuptype 속성을 설정하지 않았을 때 cellcomb

opopuptype 속성값을 설정해도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868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이 편집 상태가 아닐 때 getEditCaret 메소드 호출시 반환값이 없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86744 Tree로 설정한 Grid 컴포넌트에서 그룹핑한 Row만 Tree의 루트에 존재할 때 Dataset 컬럼값 변경이 바로 반영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925 Tree로 설정한 Grid 컴포넌트의 Cell에서 displaytype 속성에 expr을 설정해 "text" 혹은 "treeitemcontol"로

선택적으로 표시하려 할 때 expr 적용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979 Grid 컴포넌트에서 summarytype 속성값을 "top"으로 설정한 후 exportData 메소드를 수행했을 때 엑셀 문서

에서 summary 하단의 border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036 Tree로 설정한 Grid 컴포넌트에서 뒤의 트리 아이템의 레벨이 앞의 트리 아이템의 레벨보다 큰 경우 트리 아이

템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240 Div 컴포넌트 내에 Grid 컴포넌트가 있을 때 터치로 화면을 스크롤 하는중 마지막 Cell을 클릭하면 스크롤이 상

단으로 이동되고 oncellclick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600 이상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크롬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378 Grid 컴포넌트에서 mergeCell 메소드를 호출하여 Cell 병합 후 해당 Cell에 문자를 입력하고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이동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600 이상 버전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466 Grid 컴포넌트에서 moveToNextCell 메소드 호출시 undefined 값이 반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2100 이상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2019년 11월 (17.0.0.2600) | 362

ListView

RP 설명

85934 ListView 컴포넌트에서 Cell의 edittype 속성값이 "mask" 일 때 키보드의 방향키를 입력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120 showModal 메소드로오픈한팝업윈도우에서 ListView 컴포넌트를출력시팝업윈도우를닫았다가다시열면

ListView의 Row가 잘못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134 ListView 컴포넌트에서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로 설정되어 있을 때 Cell을 클릭해도 onclick 이벤트가 발

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Plugin

RP 설명

86282 Plugin 컴포넌트에서 연결된 NBBUploader Control ActiveX의 OnControlInit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Static

RP 설명

87429 Static 컴포넌트에서 usedecorate 속성을 true로 설정하고 text 속성에 링크를 설정했을 때 컴포넌트를 클릭해

도 링크가 열리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Tab

RP 설명

87034 Tab 컴포넌트의 onextrabuttonclick 이벤트 함수에서 모달 윈도우 오픈시 이미 생성했던 모달 윈도우를 다시

오픈하는 경우 포커스가 Tab 컴포넌트로 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

다).

VideoPlayer

RP 설명

86889 VideoPlayer 컴포넌트에서 resize 메소드 수행시 영상이 재생되는 영역의 크기가 조절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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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Browser

RP 설명

87123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웹 페이지 출력시 input 태그로 포커스가 이동한 상태에서 모바일 장치의 Back 키

를 터치 혹은 연속으로 두번 터치할 경우 ondevicebuttonup 이벤트가 발생되지 않거나 앱이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안드로이드X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빌드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87156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JSP 페이지를 로딩한 후 로딩된 웹 페이지를 탭하여 페이지 전환을 수행하면 터치

가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사파리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

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85270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대량 생성하면 정상적으로 이벤트 처리가 되지 않아 화면이 멈추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977 Button 컴포넌트의 icon 속성을 설정하거나 Grid 컴포넌트의 expandimage 속성을 설정한 후 padding 속성

값을 설정시 웹 브라우저에서의 결과와 다르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86121 컴포넌트의 background 속성에서 bg-image의 horizontal, vertical position 속성값을 둘 다 설정하지 않으

면 linear-gradient, background-color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839 컴포넌트를 대량으로 생성하고 로딩시킬 때 화면이 멈추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64비트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975 윈도우에 스크롤이 있을 때 스크롤을 움직이면 경고 메시지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특정 버전의 크롬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194 애플리케이션 실행 중 Ctrl + F5 키 입력시 새로고침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315 nDataType 인수를 2로 설정(SSV)하여 transaction 메소드 수행시 데이터에 0x0가 포함되어 있으면 데이터를

전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368 showModal 메소드로 모달 윈도우를 오픈한 상태에서 뒷편의 MainFrame을 [Alt + Space + X]키로 최대화

했을 때 오버레이 영역도 같이 최대화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

류입니다).

87439 서버를 IIS로 구성하고 앱의 Update Type을 "Server"로 설정하여 빌드 후 실행했을 때 폼 화면이 출력되지 못하

고 하얀 화면만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762 nDataType 인수를 "1"로 설정(Binary)하여 transaction 메소드 호출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2200 이상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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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 접근성(Accessibility)

RP 설명

87435 접근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Grid 컴포넌트 Cell의 displaytype, edittype 속성이 설정되어 서브 컨트롤을 사용중

일 때 해당 Cell에 포커스를 주면 스크린 리더가 "널"이라고 읽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483 접근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Combo 컴포넌트가 Tab 컴포넌트 내에 위치해 있을 때 탭 키로 Combo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준 후 키보드 방향키로 아이템 선택시 오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36.4.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86340 넥사크로 스튜디오 폼 디자인 화면에서 Grid 컴포넌트의 useselcolor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해도 Cell이 selecte

d 상태로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472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테마 편집기에서 클래스 Selector를 선택한 후 Child Selector 생성시 선택한 클래스 이름

이 적용되지 않고 생성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208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Build App 수행시 Install Mode를 "Silent", Shortcut의 Type을 "No Use"로 옵션 선

택 후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했을 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단축아이콘 추가를 묻는 팝업이 열리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36.4.4 기타

RP 설명

87164 앱을 설치했다 종료 후 재실행하면 화면 크기가 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13 환경 iPad Pro에서 넥사크

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605 서버가 IIS로 구성되어 있고 nDataType 인수를 2로 설정(SSV)하여 transaction 메소드를 호출하면 Dataset의

데이터에 포함된 " 문자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271 앱 실행 중 네트워크(예를 들면, WIFI에서 LTE로)를 변경하면 에러가 발생하며 앱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377 네트워크(WIFI, LTE) 연결을 해제 후 앱을 실행하면 로딩중 앱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

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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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5998 도움말 항목 중 getClipboard, setClipboard 메소드의 Remark 설명에 웹 브라우저 제약사항에 관한 설명이 추

가되었습니다.

86324 도움말 항목 중 Spin 컴포넌트 oninput 이벤트의 Remark 설명에 입력중인 값 확인에 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

니다.

86813 도움말 항목 중 FileDownTransfer 컴포넌트의 url 속성과 download 메소드의 Remark에 웹 브라우저 제약에

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87356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에서 다음 항목들이 추가 및 수정되었습니다.

- usecontextmenu 속성의 Remark에 iOS 제약에 관한 설명이 추가

- oncontextmenu 이벤트의 지원 환경에 iOS 추가, Remark에 iOS 제약에 관한 설명 추가

- onrbuttonup, onrbuttondown 이벤트에 Default Action 내용 수정

87493 도움말 항목중 Form 오브젝트의 id 속성에 관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87702 도움말 항목 중 FileUpTransfer, FileDownTransfer 컴포넌트의 Constructor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87776 도움말 항목 중 접근성 관련 속성, 메소드, 이벤트의 지원환경이 수정되었습니다.

● 컴포넌트 공통: accessibilityaction, accessibilitydesclevel, accessibilitydescription, accessibilityenabl

e, accessibilitylabel, accessibilityrole

● WebBrowser: accessibilityleavemessage

● Radio: itemaccessibilityenable

● Environment: accessibilitybackwardkey, accessibilitydescreadtype, accessibilityfirstovermessage,

accessibilityforwardkey, accessibilityheadingnexthotkey, accessibilityheadingprevhotkey, accessib

ilityhistorycount, accessibilitylastovermessage, accessibilityreplayhotkey, accessibilitytype, accessi

bilitywholereadhotkey, accessibilitywholereadtype, enableaccessibility, findAccessibility, playAcc

essibility, onacc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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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0.0.2500

File Version 2019.10.24.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37.2 보안 조치

1. 런처 서비스에 존재하는 원격 명령어 실행 취약점을 제거 했습니다.(RP.87298)

설명

• key, bjson 속성값에 세미콜론(;), 콤마(,), 개행(\n,\r), TAB 문자(\t), '.Run' 문자열, '. Run' 처럼 점(.) 과 'Run' 문자열

사이의 공백문자가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열을 삭제하여 처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배포 가이드 (URL : http://docs.tobesoft.com/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e10811a2bea19a9

9)를 참고하세요.

2. 런처 서비스에서 splashimage 속성에 지정할 수 없는 파일의 확장자를 추가했습니다.(RP.87099)

설명

변경 전
• 다음 확장자를 가진 파일은 지정 할 수 없습니다.

- bat,com,exe,cmd,dll

• '변경 전' 5개의 확장자에 목록을 추가했습니다.

http://docs.tobesoft.com/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e10811a2bea19a99
http://docs.tobesoft.com/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e10811a2bea19a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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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다음 확장자를 가진 파일은 지정 할 수 없습니다.

- bat, bin, cmd, com, cpl, exe, gadget, inf1, ins, inx, isu, job, jse, lnk, msc, msi, msp,

mst, paf, pif, ps1, reg, rgs, scr, sct, shb, shs, u3p, vb, vbe, vbs, vbscript, js, ws, wsf, ws

h, dll, hta

설명

37.3 변경기능

1. 컴포넌트에서 컨텍스트 메뉴를 표시하는 이벤트 규칙을 변경했습니다. (RP.86238)

설명

변경 전

• onrbuttonup 이벤트의 Default Action 에서 컨텍스트 메뉴를 표시합니다.

• Safari 브라우저에서는 예외적으로 onrbuttondown 이벤트 발생 시 컨텍스트 메뉴를 표시

합니다.

변경 후

• oncontextmenu 이벤트의 Default Action 에서 컨텍스트 메뉴를 표시합니다.

• onrbuttonup 이벤트의 Default Aciton 에서 oncontextmenu 이벤트를 발생합니다.

• macOS 환경의 웹브라우저, Android 전체 환경에서는 예외적으로 onrbuttondown 이벤

트 발생 시 oncontextmenu 이벤트를 발생합니다.

• oncontextmenu, onrbuttonup, onrbuttondown 이벤트에서 preventDefault 메소드로

현재 이벤트의 Default Action 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아래 환경에서는 제약 사항으로 참고바랍니다.

- iOS 전체 환경에서 oncontextmenu 이벤트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Android 삼성브라우저에서 문자열이 Select 된 경우엔 preventDefault 메소드로 Default A

ction 을 취소하여도 컨텍스트 메뉴가 발생됩니다.

37.4 오류수정

37.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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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ndar

RP 설명

86326 포커스 이동시 Calendar 컴포넌트의 onsetfocus 이벤트 함수에서 setCaretPos 메소드를 수행해도 설정한 위

치로 캐럿이 이동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349 Calendar 컴포넌트에서 popuptype 속성 값을 "system"으로 설정시 달력이 출력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iOS 환경에서 크롬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Combo

RP 설명

86447 Combo 컴포넌트의 autoskip 속성값이 true이고 포커스를 이동할 다음 컴포넌트의 autoskip 속성값도 true 일

때, Combo 아이템을 Enter 키를 입력하여 선택하면 포커스가 다음 컴포넌트를 건너뛰어 그 다음 컴포넌트로

이동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559 Combo 컴포넌트에서 아이템을 선택한 후 다시 combolist에서 아이템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여 combolist

의 스크롤바 영역으로 이동 후 드롭하면 전에 선택했던 아이템이 comboedit에서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86702 Combo 컴포넌트에서 innerdataset 속성으로 Dataset을 바인딩하고 value 속성에 별도로 다른 Dataset을 바

인딩 한 후 index 속성값을 변경시 변경이 안되는 것처럼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ataset

RP 설명

87007 Dataset 오브젝트의 keystring 속성값이 "G"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S"로 변경해도 소계가 표시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86521 Edit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WaitCursor가 활성화됐을 때 오버레이 영역을 클릭하면 포커스가 W

aitCursor 영역으로 이동하거나 Edit 컴포넌트에 키 입력이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leUpload/FileUpTransfer

RP 설명

86402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파일 다이얼로그로 확장자가 없는 파일을 선택시 filefilter 속성에 설정했던 확장자중

마지막 확장자가 파일명 뒤에 붙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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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Map

RP 설명

87229 Form 오브젝트의 stepcount 속성값을 설정하여 step 기능(화면 분할)을 사용하는 경우 분할한 화면중 한 곳에

GoogleMap 컴포넌트를 로딩한 후 positionstep 속성값 변경시 GoogleMap이 변경된 step 화면에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2400 이상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Grid

RP 설명

86985 showModalWindow 메소드를 호출하여 오픈한 모달 팝업 윈도우에서 Grid 컴포넌트의 Cell을 클릭하여 편집

모드 상태가 됐을 때 팝업 윈도우를 닫으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2210 이상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754 showModalWindow 메소드로 오픈한 모달 윈도우에서 edittype 속성값이 "readonly"로 설정된 Grid 컴포넌

트의 Cell을 더블 클릭시 oncelldblclick 이벤트에서 close 메소드를 호출해도 에러가 발생하며 윈도우가 닫히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587 로컬 디스크의 파일을 Grid 컴포넌트로 드래그&드롭 수행시 GridDragEventInfo 오브젝트 filelist 속성의 파일

경로 정보에서 파일의 경로 구분자가 슬래시('/')로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697 Grid 컴포넌트에서 autoenter 속성값이 "none" 일 때 Cell을 더블 클릭하여 편집 모드로 진입 후 다른 Cell을

클릭시 oncelldblclick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841 Tree로 설정된 Grid 컴포넌트에서 treelevel 속성값이 0인 아이템의 시작 위치가 하위 아이템의 유무에 따라 달

리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545 Grid 컴포넌트에서 displaytype 속성값이 "decoratetext" 혹은 Static 컴포넌트에서 usedecorate 속성값이 tr

ue 일 때, 텍스트에 캐리지리턴("\r" 혹은 "") 문자가 포함되어 있을시 개행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

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545 Grid 컴포넌트에서 displaytype 속성값이 "decoratetext" 혹은 Static 컴포넌트에서 usedecorate 속성값이 tr

ue 일 때, 텍스트에 캐리지리턴("\r" 혹은 "") 문자가 포함되어 있을시 개행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

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ImageViewer

RP 설명

87206 이미지가 로딩된 ImageViewer 컴포넌트에서 stretch 속성값을 "fit"으로 설정 후 image 속성값을 변경시 새로

운 이미지가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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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

RP 설명

86728 Radio 컴포넌트에서 이미 선택되어 있는 아이템을 클릭시 onitemclick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VirtualFile

RP 설명

87205 VirtualFile 컴포넌트에서 read 메소드 수행시 nLength 인수값이 숫자가 아닌 경우에도 true를 반환하고, onsu

ccess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900 이상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WebBrowser

RP 설명

85475 open 메소드로 오픈한 모달리스 윈도우에서 WebBrowser 컴포넌트가 있을 때 showModal 메소드로 모달 윈

도우를 오픈하면 비활성 상태에 있는 WebBrowser 컴포넌트의 스크롤이 이동되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RP 설명

86525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setFocus 메소드 수행하여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 이동시 캐럿이 이동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86609 Edit, MaskEdit, TextArea 컴포넌트에서 값을 입력하고 updateToDataset 메소드를 수행한 후 다시 값을 수정

한 다음 포커스를 이동하면 값이 이전 값으로 되돌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85719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 exceptstyle 속성의 기본값이 ""(빈 값)으로 설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423 System 오브젝트의 getScreenRect 메소드를 사용하여 듀얼 모니터 중 2번 모니터의 크기를 구할 때 잘못된 wi

dth 값을 반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538 HTTP URL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으면 502 Bad Gateway 에러가 발생하며 HTTP 요청이 수행되지 못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750 showModalWindow 메소드를 호출하여 모달 윈도우를 오픈 후 트랜잭션 등의 작업으로 WaitCursor가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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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달 윈도우 영역을 클릭하면 간헐적으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

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837 open 메소드를 호출하여 모덜리스 윈도우를 오픈 후 트랜잭션 등의 작업으로 WaitCursor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면을 계속 클릭하면 간헐적으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864 Form 오브젝트의 stepcount 속성값을 설정하여 분할 화면을 구성했을 때 stepitem 버튼을 클릭해도 분할한 다

른 화면으로 이동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310 이상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IE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967 MDI 구조의 화면에서 탭 전환을 반복 수행하면 일부 컴포넌트가 원래 위치보다 위로 밀려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 17.0.0.2000 이상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IE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281 System 오브젝트에서 navigatorname 속성값 조회시 "Safari"를 반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13 환경

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7376 모든 컴포넌트를 길게 터치하면 oncontextmenu 이벤트가 두 번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37.4.2 접근성(Accessibility)

RP 설명

86819 접근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WebBrowser 컴포넌트에 출력된 웹 페이지에 진입했다가 방향키를 사용해 빠져나

올 때 accessibilityleavemessage 속성에 설정한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웹 브라우저

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37.4.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85889 넥사크로 스튜디오 Project Explorer의 [TypeDefinition - Services] 편집 화면에서 FileExtension 항목 수정시

자동으로 수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033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기존에 설치했던 모듈을 아이콘만 변경하여 재설치 할 때

오브젝트(컴포넌트)의 icon index 값이 변경되어 Install Module Wizard에서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036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기존에 설치했던 모듈의 아이콘 파일을 삭제 후 모듈을 재설치 했을 때 툴바에서 아이콘

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433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트리로 설정한 Grid 컴포넌트의 fillareatype 속성값이 "linerow" 일 때 Form을 오픈하

면 간헐적으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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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1600 이상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452 Git을 사용중인 프로젝트의 xprj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넥사크로 스튜디오로 프로젝트 오픈시 Project Explorer

에서 Git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453 넥사크로스튜디오에서Git을사용중인프로젝트의 [TypeDefinition - Services]에실제로존재하지경로를 JSP,

ASP, SAP, BS, Metadata 타입의 서비스로 추가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7310 일부 PC에서 Git 설치 후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Tools > Options > Source Control] 옵션에서 Git을 선택하고

Executable file path 옵션을 설정하면 에러가 발생하고 설정이 완료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37.4.4 기타

RP 설명

86894 일부 안드로이드 장치에서 설치했던 앱을 삭제하고 ADB를 사용해 재설치시 allowBackup(androidmanifest에

서 true로 설정, 기본값은 true) 설정에 의해 백업되었던 기존의 앱 데이터가 자동으로 복원되어 설치중 에러가

발생하는오류를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6.0 이상의환경에서넥사크로브라우저실행시발생한오류입니다)

.

37.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7133 도움말 항목 중 Environment 오브젝트의 usewaitcursor 속성 설명에 기본값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87109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cellmovingtype 속성 설명에 "col,band" 설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86961 도움말 항목 중 [Components > System Component]의 ScrollBarControl, ScrollIndicatorControl 설명에

컨트롤 구조 이미지를 추가했습니다.

85565 도움말 항목 중 formscrollbartrackbarsize, scrollbartrackbarsize, formscrollbarbaroutsize, scrollbarbaro

utsize, formscrollbarbarminsize, scrollbarbarminsize 속성의 설명에서 음수값은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86290 도움말 항목 중 Environment 오브젝트의 datasetloadtype 속성에서 errorallow 값에 관한 잘못된 설명을 수

정했습니다.

86611 도움말 항목 중 CheckBox, Grid, ListBox, ListView, Radio, Sketch 컴포넌트의 readonly 속성 설명에서 안드

로이드 웹 브라우저 제약에 관한 설명에 오류가 있어 삭제되었습니다.

86681 도움말 항목 중 Calendar, Combo, Edit, FileUpload, ListBox, MaskEdit, Radio, Sketch, Spin, TextArea 컴

포넌트의 value 속성 설명에서 기본값에 관한 설명을 추가 및 수정했습니다.

86760 도움말 항목중 Application 오브젝트의 licenseurl 속성에서 초기 설정만 가능하고 실행중에는 속성을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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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03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blinkCell, blinkCellByInterval 메소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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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0.0.2400

File Version 2019.09.19.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38.2 변경기능

1. 런처서비스의 OnlyOne 옵션을 적용하여 실행한 nexacro 를 종료 시 GlobalVariable 임시파일의 관리규칙을

변경했습니다. (RP.86425)

설명

변경 전
nexacro 를 반복 실행하여 GlobalVariable 임시파일이 재생성된 경우 nexacro 를 종료 시 Gl

obalVariable 임시파일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변경 후
nexacro 를 반복 실행하여 GlobalVariable 임시파일이 재생성된 경우 nexacro 를 종료 시 Gl

obalVariable 임시파일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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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오류수정

38.3.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alendar

RP 설명

83653 Calendar 컴포넌트에서 dropdown 메소드를 연속해서 수행하면 이후부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83841 Calendar 컴포넌트에서 날짜를 선택한 후 편집기에 표시된 날짜를 지운 다음 다시 동일한 날짜를 선택 시 날짜

선택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224 Calendar 컴포넌트에서 type 속성값이 "monthonly"인 경우 DatePicker의 월이 현재의 월이 아닐 때 오늘 날

짜로 스크립트에서 value 속성값 변경을 수행하면 현재 월로 이동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iv

RP 설명

85763 Div, PopupDiv 컴포넌트 영역에서 마우스의 휠을 회전시켜 onmousewheel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Mouse

WheelEventInfo 오브젝트의 button 속성값이 "none"으로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

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dit

RP 설명

86123 Edit 컴포넌트에서 inputtype 속성값을 "alpha, digit, number"로 설정시 키패드로 입력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149 Edit 컴포넌트에서 문자를 입력하고 블럭 지정을 한 후 다른 Edit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이동했을 때 기존 Edit 컴

포넌트의 문자가 선택된 상태로 유지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561 Edit 컴포넌트에서 inputmode 속성값을 "upper"로 설정하고 웹 브라우저의 자동완성 기능을 켠 상태로 문자

입력시 포커스가 이동되면 입력했던 문자가 사라지거나 입력 확정시 문자가 복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

드로이드 환경에서 크롬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Download/FileDownTransfer

RP 설명

86494 FileDownload 컴포넌트에서 download 메소드를 수행할 때 HTTP 헤더의 Content-Disposition 속성에 지정

한 파일명으로 내려받기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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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FileUpload/FileUpTransfer

RP 설명

86323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Find(파일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 파일 이외의 파일 선택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Grid

RP 설명

85762 Grid 컴포넌트에서 displaytype 속성값이 "treeitemcontrol"이고 스크롤바가 없을 때 addRow 메소드 수행시

추가 항목이 트리에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963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displaytype 속성값을 combocontrol, edittype 속성값을 combo, combotype 속

성값을 caseifilterlike로 설정했을 때 편집창에 스페이스를 포함한 문자열을 입력하면 필터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여 아이템 리스트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026 Grid 컴포넌트에서 최하단의 row를 선택 후 플링(fling) 동작으로 스크롤 이동한 다음에 row를 선택하면 스크

롤이 이동되며 엉뚱한 row가 선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

니다).

86075 transaction 메소드를 수행하여 WaitCursor가 Grid 위에 표시되면 수행이 완료된 후 간헐적으로 WaitCursor

가 표시됐던 부분의 Grid만 갱신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

생한 오류입니다).

86101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displaytype 속성값이 "date" 일 때 calendardateformat 속성값에 "MMMM"이 포

함되어 있으면 날짜 출력시 월 값이 잘못 표현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343 Grid 컴포넌트에서 autosizingtype 속성값을 "both" 혹은 "row"로 설정시 Grid의 반응속도가 느려지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449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displaytype 속성값을 "combocontrol", edittype 속성값을 "combo"로 설정했을

때 Cell 더블 클릭시 oncelldblclick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와 더블 클릭 후 다른 Cell 클릭시 oncelldblcli

ck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457 CheckBox의 CSS 설정이 테마에는 없고 XCSSResource에만 있는 경우 폼 최초 로딩시 Grid 컴포넌트의 Chec

kbox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512 Grid 컴포넌트 Cell에서 displaytype 속성값이 "decoratetext", wordwrap 속성값이 "char" 일 때 텍스트 입력

시 줄이 겹쳐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767 Grid 컴포넌트에서 autosizingtype 속성값이 "col"일 때 transaction 메소드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조회하면 a

utosizing 기능이 보디 밴드에만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2102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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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View

RP 설명

86260 ListView 컴포넌트의 onbandstatuschanged 이벤트에서 ListView의 height 속성값을 변경시 expandbar 버

튼을 클릭해도 detail 밴드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skEdit

RP 설명

86309 MaskEdit 컴포넌트에서 캐럿이 문자 입력 후에도 다음 maskchar 위치로 이동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lugin

RP 설명

86749 Plugin 컴포넌트에서 callMethod 메소드 수행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22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IE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Static

RP 설명

80650 Static 컴포넌트에서 usedecorate 속성값을 true로 설정했을때 텍스트에 개행문자 ""("\r")가 포함되어 있으

면 웹 브라우저에서와 다르게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499 Static 컴포넌트에서 usedecorate 속성값을 true, wordwrap 속성값을 "char"로 설정 후 스크립트에서 text

속성값 변경을 수행하여 문자열 입력시 문자열에 개행문자("\n")가 포함되어 있으면 문자열이 겹쳐서 표시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Tab

RP 설명

85996 Tab 컴포넌트에서 tabbuttonwidth 속성값을 0으로 설정하면 자동으로 기본값으로 설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86493 Tab 컴포넌트 TabPage의 enable 속성값이 false 일 때 속성값을 true로 변경해도 tabbuttonitemtext의 stat

us가 disabled 상태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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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area

RP 설명

86530 TextArea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updateToDataset 메소드를 여러번 수행했을 때 포커스를 이동

하면 이전 값으로 돌아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ebBrowser

RP 설명

86165 nexacro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를 수행하여 오픈한 모덜리스 윈도우에 있는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Ctr

l+c, Ctrl+v 동작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628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로딩된 HTML의 파일 링크 터치시 앱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

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RP 설명

86151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updateToDataset 메소드를 수행한 다음 문자를 다시 입력하고

updateToDataset 메소드를 수행하면 입력한 문자가 취소되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85236 nexacro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를 수행하여 열려진 윈도우로 포커스가 설정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iOS환경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332 nexacro 오브젝트에서 open 메소드로 오픈한 모덜리스 팝업 윈도우의 타이틀바에 CSS 적용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908 nexacro 오브젝트에서 flashWindow 메소드 호출시 작업표시줄의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이 깜빡이지 않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939 System 오브젝트에서 URL을 인수로 입력하여 execShell 메소드 수행시 정보에 맞는 프로그램이 열리지 않고

연결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다이얼로그 박스가 열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087 XPush 컴포넌트에서 폼을 열어 subscribe 메소드를 수행하여 토픽 등록 후 닫았다가 다시 폼을 열어 subscribe

메소드를 수행하여 토픽 등록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129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exportData 메소드를 수행하여 익스포트한 파일을 FileDialog로 저장 할 때 파

일명에 "."이 들어가면 파일이 확장자없이 저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

류입니다).

86214 ExcelImportObject에서 importData 메소드 수행시 파일명에 "+" 문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279 앱 실행 후 스마트폰의 홈키를 눌러 앱이 백그라운드로 전환됐을 때 XPush로 전달되는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



379 | 제품 정보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285 앱에서 Notification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onnotification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345 특정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execBrowser 메소드 수행시 앱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

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812 폼에서 컴포넌트가 배치된 폼을 다수 생성 후 나중에 생성된 폼부터 순차적으로 닫는 경우 간헐적으로 비정상 종

료가 발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38.3.2 DeviceAPI

RP 설명

86603 Update Type을 "Server"로 설정한 앱에서 Camera 오브젝트의 takePicture 메소드 수행시 에러가 발생하며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38.3.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83950 넥사크로 스튜디오 패킹 위저드에서 Windows로 패킹 수행시 Source 탭의 Archives에서 Rearchive 체크박스

를 번갈아가며 클릭하면 Project Files의 체크 항목이 선택했던 항목에 맞게 변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937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QuickView로 실행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콘텍스트 메뉴를 열어 Always on top 옵

션을 설정하면 툴팁이 출력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057 넥사크로 스튜디오 Project Explorer에서 서비스가 2개 이상일 때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로 마우스로 드래그오

버시키면 에러가 발생하며 에러창이 닫히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683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테마 폴더에 확장자가 없는 파일이 숨김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프로젝트 오픈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762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Project Explorer에서 file 타입 서비스 생성 후 다른 타입의 서비스를 file 타입 서비스로

드래그&드롭을 수행하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38.3.4 기타

RP 설명

86708 서버에서 보낸 Cookie 수신 시 값 뒤에 "=" 문자가 있는 경우 "=" 문자가 잘려서 수신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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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5846 도움말 항목 중 Div, PopupDiv, TabPage 컴포넌트 onmousewheel 이벤트의 Return 설명에서 true 반환시

휠 버튼 회전값을 무시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어 삭제되었습니다.

85970 도움말 항목 중 FileDownload 컴포넌트의 downloadfilename 속성에 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86017 도움말 항목 중 Menu, PopupMenu, TrayPopupMenu 컴포넌트 enablecolumn 속성의 Remark 설명에서

데이터 값이 "-"일 경우에 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86336 도움말 항목 중 WebBrowser 컴포넌트 callMethod 메소드 설명에서 지원환경과 제약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86462 도움말 항목 중 textareaautoselect, maskeditautoselect, editautoselect, comboautoselect, calendaraut

oselect 속성의 Remark 설명에 제약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86550 도움말 항목 중 GoogleMapMarker 오브젝트 text 속성의 Setting Syntax 설명에서 줄바꿈에 관한 설명이 추

가되었습니다.

86601 도움말 항목 중 Form의 close 메소드 Remark 설명에서 스크립트 수행에 관한 설명이 수정되었습니다.

86613 도움말 항목 중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 addexportitem 메소드의 Parameters 설명에서 strExceptStyle

설명이 수정되었고, exportvalue 속성과 exportData, exportDataEx 메소드의 Remark 설명에 제약사항이 추

가되었습니다.

86640 도움말 항목 중 Calendar 컴포넌트 popuptype, popupsize 속성의 설명에서 type 속성값이 normal인 경우에

관한 설명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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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0.0.2300

File Version 2019.08.13.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39.2 릴리스 이후 수정 사항

39.2.1 17.0.0.2301

RP 설명

86584 트리로 설정한 Grid 컴포넌트에서 하위 노드가 있을 때 트리를 접었다 펴는 동작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 17.0.0.2300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616 showModal 메소드로 오픈한 모달 윈도우에서 importData 메소드 수행시 에러가 발생하며 임포트가 수행되

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22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IE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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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신규기능

1. FileDialog의 창 크기 조절을 위해 FileDialog.open() 메소드에 "nWidth/nHeight" 파라미터를 추가했습니다.

(RP.85885)

설명

• FileDialog의 너비와 높이를 설정할 수 있는 "nWidth/nHeight" 파라미터를 추가했습니다.

• "nWidth/nHeight" 파라미터는 Windows nexacro Browser 환경에서만 설정값이 적용됩니다

• "nWidth/nHeight"에 값을 설정하지 않고 최초 open() 실행 시 OS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이즈로 FileDialog를 표시합니다.

• "nWidth/nHeight"에 값을 설정하지 않고 두 번째 open() 실행 시 마지막으로 표시된 FileDialog의 크기와 위치로 FileDialo

g를 표시합니다.

• "nWidth/nHeight"에 값을 설정할 경우 FileDialog를 지정한 크기로 표시합니다.

>> "nWidth/nHeight"에 값을 설정할 경우에는 FileDialog를 무조건 화면 중간에 표시합니다.

• FileDialog 종류 중 "LOAD/SAVE/MULTILOAD"는 다이얼로그 창의 위치와 크기를 공유합니다.

>> FileDialog를 "LOAD"로 크기를 지정하여 최초 open() 실행 후 두 번째 "MULTILOAD or SAVE"로 크기를 지정하지 않고 o

pen()을 실행할 경우 "LOAD"가 표시된 위치와 크기로 FileDialog를 표시합니다.

>> 단, "SELFOLDER"는 "LOAD/SAVE/MULTILOAD"와 파일 다이얼로그 창의 위치와 크기를 공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동작

합니다.

• FileDialog.open() 실행 후 화면에 표시된 FileDialog의 크기를 마우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LOAD/SAVE/MULTILOAD/SELFOLDER" 모두 마우스로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FileDialog > Method > open

39.4 변경기능

1. Theme Generate시 ContainerComponent의 하위 컨트롤에 cssclass를 사용할 경우 Generate Rule을 변경

했습니다. (RP.86209)

설명

• .selectorname+ParentTypeName+ParentSssClassName

>> selectorname+ParentTypeName.selectorname+ParentTypeName+ParentCssClassName

변경 전
• Theme에서 ".Tab.tab_MF_tab .tabbuttonitem"을 Generate할 경우

>> .Tab.tab_MF_tab .tabbuttonitemTabtab_MF_tab

변경 후
• Theme에서 ".Tab.tab_MF_tab .tabbuttonitem"을 Generate할 경우

>> .Tab.tab_MF_tab .tabbuttonitemTab.tabbuttonitemTabtab_MF_tab

2. 웹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HTML 파일로 생성되는 부트스트랩의 DOCTYPE을 변경했습니다. (RP.85699,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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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 변경된 항목

- index.html

- launch.html

- quickview.html

- popup.html

- run.html

변경 전

<!--[if gt IE 8]><!DOCTYPE html><!--<![endif]-->

<html xmlns:v='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s:o='urn:schemas-microsoft-co

m:office:office'>

변경 후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1 Transitional//EN">

<html>

3. 크롬 브라우저에서 엑셀 파일 다운로드 시 파일이 다운로드되는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RP.86263)

설명

변경 전 • 엑셀 파일 다운로드 시 새 창이 뜨면서 다운로드되었습니다.

변경 후 • 엑셀 파일 다운로드 시 새 창이 뜨지 않고 다운로드합니다.

4. Nexacro studio에서 컴포넌트의 ID 생성 규칙을 변경했습니다. (RP.84958)

설명

• Object의 PrefixID 값의 마지막 문자가 영문자일 경우의 복사규칙을 변경했습니다.

• Object의 PrefixID 값의 마지막 문자가 숫자일 경우의 생성 및 복사규칙을 변경했습니다.

변경 전

ex1) PrefixID의 마지막 문자가 영문자일 경우

- PrefixID가 'Button'일때 컴포넌트 생성 및 복사 시 'Button00'. 'Button01',..와 같이

지정됩니다.

ex2) PrefixID의 마지막 문자가 숫자일 경우

- PrefixID가 'ButtonV2'일때 컴포넌트 생성시 ID값이 'ButtonV00'. 'ButtonV01',...와

같이 설정됩니다.

- ID값이 'ButtonV00'인 컴포넌트를 복사하면 'ButtonV01', 'ButtonV02' 과 같이 순차

적으로 지정됩니다.

변경 후

ex1) PrefixID의 마지막 문자가 영문자일 경우

- PrefixID가 'Button'일때 컴포넌트 생성시 ID값이 'Button00', 'Button01',...와 같이 설

정됩니다. (기존과 동일)

- ID값이 'Button00'인 컴포넌트를 복사하면 'Button00_00', 'Button00_01',... 와 같이

설정됩니다.

ex2) PrefixID의 마지막 문자가 숫자일 경우

- PrefixID가 'ButtonV2'일때 컴포넌트 생성시 ID값이 'ButtonV2_00', ButtonV2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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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설정됩니다.

- ID값이 'ButtonV2_00'인 컴포넌트를 복사하면 'ButtonV2_00_00', 'ButtonV2_00_0

1',...와 같이 설정됩니다.

설명

39.5 참고사항

39.5.1 Android 8.0/9.0에서 애플리케이션 엔진 업데이트시 설정

사항

1 AndroidMenifest에 "REQUEST_INSTALL_PACKAGES" 권한을 추가 합니다.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REQUEST_INSTALL_PACKAGES" />

[ Android 8.0에서 앱 설치에 대한 보안 변경 내용 참고 ]

https://developers-kr.googleblog.com/2017/09/making-it-safer-to-get-apps-on-android

-o.html

2 AndroidMenifest에 "FileProvider"를 추가합니다.

<provider

android:name="android.support.v4.content.FileProvider"

android:authorities="$(applicationId).fileprovider" <!--Application ID 사용-->

android:exported="false"

android:grantUriPermissions="true">

<meta-data

android:name="android.support.FILE_PROVIDER_PATHS"

android:resource="@xml/file_paths"/>

</provider>

[ FileProvider 내용 참고 ]

https://developer.android.com/reference/android/support/v4/content/File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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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ML 리소스에 "file_paths.xml" 파일을 생성하고 아래의 내용을 추가합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paths xmlns:android="http://schemas.android.com/apk/res/android">

<external-cache-path name="cache" path="."/>

</paths>

4 SnackBar 사용을 위해 build.gradle의 dependencies에 라이브러리를 추가합니다.

dependencies {

implementation 'com.android.support:design:23.4.0'

}

[ SnackBar 내용 참고 ]

https://developer.android.com/reference/android/support/design/widget/Snackbar

5 SnackBar 사용을 위해 AndroidMenifest의 nexacroUpdatorActivity에 테마를 추가합니다.

android:theme="@style/Theme.AppCompat.NoActionBar"

[ SnackBar 내용 참고 ]

https://developer.android.com/reference/android/support/design/widget/Snackbar

39.6 오류수정

39.6.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Button

RP 설명

85983 Button 컴포넌트에서 fittocontents 속성값이 "width" 일 때 minwidth 속성값을 설정하면 스크롤바가 생기며

버튼 위치가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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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41 Button 컴포넌트에서 fittocontents 속성을 "width", "height", "both" 중의 한 값으로 설정하고 icon 속성에 I

mageResource의 이미지(imagerc::)를 설정하여 이미지 버튼으로 만들었을 경우 애플리케이션 실행중 멈추는

증상이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Calendar

RP 설명

85597 Calendar 컴포넌트에서 날짜 입력시 0000-00-00 값이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ombo

RP 설명

86319 Combo 컴포넌트에서 displayrowcount 속성값을 설정하고 콤보 리스트에 스크롤바가 있을 때 스크롤해도 아

래쪽의 아이템 일부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ataset

RP 설명

85545 Dataset 오브젝트의 createDataset 메소드 수행시 첫 번째 컬럼의 데이터만 복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181 Dataset 오브젝트에서 copyRow 메소드 수행 후 OrgRow의 컬럼 ID 값이 잘못 설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Download/FileDownTransfer

RP 설명

86037 FileDownTransfer 컴포넌트에서 다른 URL, 같은 postdata 이름을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download 메소드 호

출하여 다운로딩 수행시 일부 postdata가 전송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Grid

RP 설명

85643 Grid 컴포넌트에서 displaytype 속성값을 "combo", readonly 속성값을 true로 설정했을 경우 CSS에 설정한 c

omboedit의 readonly 스타일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85698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displaytype 속성값이 "calendarcontrol" 혹은 "date", edittype 속성값이 "date"이

고 데이터가 시간값일 때 exportData 메소드로 엑셀 익스포트를 수행하면 시간값이 "00:00"으로 표시되는 오



387 | 제품 정보

류를 수정했습니다.

85793 Grid 컴포넌트에서 suppress가 적용된 Cell의 edittype 속성값이 "checkbox"이고 displaytype 속성값이 "che

ckboxcontrol" 일 때 체크박스 value 속성값 변경시 expr에 사용된 dataset에 RowType이 반영되지 못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858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cssclass 속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정렬 후 exportData 메소드 수행시 Grid와 익스포

트한 엑셀에서의 background 색값이 다른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

니다).

85870 Grid 컴포넌트 Cell의 edittype 속성값이 "mask", maskedittype 속성값이" number", maskeditformat 속성

값이 "#,##0.0#"이고 데이터가 문자열로 "0.00" 일 때 로딩, format 변경 혹은 value 값 변경시 "0.00"로 표시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894 Grid 컴포넌트에서 displaytype 속성값이 "combocontrol" 일 때 콤보 리스트가 크기가 작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962 Grid 컴포넌트에서 cssclass 속성에 expr을 설정하고,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transferrowcount 속성

값을 설정한 후 exportData 메소드 수행시 스타일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982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displaytype 속성값이 ""calendarcontrol"" 일 때 Dataset의 keystring 속성을 사용

하여 정렬 수행시 Calendar 버튼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8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041 Grid 컴포넌트에서 head를 동적으로 생성하고 suppress를 설정한 상태에서 exportData 메소드 수행시 엑셀

파일에서 suppress 설정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098 Grid 컴포넌트에서 mergeCell 메소드 수행 후 머지한 Cell을 클릭하여 활성상태가 됐을 때 폼을 닫으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132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displaytype 속성값이 "combocontrol", edittype 속성값이 "combo" 일 때 Cell을

더블 클릭해도 oncelldblclick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258 Grid 컴포넌트에서 수직 스크롤바가 있는 경우 onvscroll 이벤트에서 transaction 메소드 수행시 onvscroll 이

벤트가 반복 호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MaskEdit

RP 설명

85981 MaskEdit 컴포넌트에서 format 속성값이 "##-##-##"로 설정되어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콘

텍스트 메뉴의 붙여 넣기를 실행하면 데이터가 format에 맞게 설정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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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gin

RP 설명

85986 Plugin 컴포넌트에서 ActiveX의 인수가 VT_DATE 타입인 경우 정상 동작하지 않거나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Sketch

RP 설명

85645 Sketch 컴포넌트에서 loadSketch 메소드 수행시 tif, bmp, mono 형식의 파일 로딩이 실패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Spin

RP 설명

85510 Spin 컴포넌트의 canchange, onchanged 이벤트 함수에서 ChangeEventInfo 오브젝트의 pretext 속성값이

잘못된 값을 갖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529 Spin 컴포넌트에서 type 속성값을 noneditable로 설정시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ebBrowser

RP 설명

86050 WebBrowser 컴포넌트의 이벤트 함수에서 close 메소드 호출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7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RP 설명

85861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입력된 텍스트를 드래그 후 마우스 커서가 컴포넌트 영역을 벗어

났을 때 마우스 오버 상태가 남아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923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가 키패드가 표시될 위치에 있을 때 컴포넌트를 터치하면 키패드가 표

시됐다 그냥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크롬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85721 Form에서 go 메소드를 호출하여 다른 Form을 로딩한 후 reload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전 Form으로 되돌아가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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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58 open 메소드를 수행하여 오픈한 윈도우의 Form에 있는 Div 컴포넌트의 onload 이벤트 함수에서 부모 Form의

함수를 호출하여 showModal 메소드를 수행하는 경우 모달 윈도우를 한번 오픈했다가 닫으면 중복 ID 에러가

발생하며 다시 오픈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39.6.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81710 넥사크로 스튜디오 ListView Contents 편집기에서 ListView 컴포넌트의 expandbar가 표시될 때 Cell의 left, t

op, width, height 속성값을 "%" 단위로 설정시 Cell 영역이 겹쳐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396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폼 디자인 화면에서 컴포넌트에 arrangement 설정이 적용되어 있을 때 기준이 되는 컴포

넌트의 id를 변경하면 컴포넌트의 위치가 잘못 그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738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Properties pane에 포커스를 두지 않은 상태로 마우스 커서만 위치시키고 휠 스크롤시

스크롤 동작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773 넥사크로 스튜디오가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탐색기 등을 통해 테마의 폴더명을 변경한 후 넥사크로 스튜디오

에서 폴더명을 변경한 테마를 삭제하지 않았을 때 마우스 동작을 수행하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85696 넥사크로 스튜디오 폼 디자인 화면에서 화면 비율이 축소되어 있을 때 컴포넌트를 Ctrl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

스 드래그앤드롭으로 복사할 경우 컴포넌트의 width와 height 값이 변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222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폼 디자인 화면에서 Spin 컴포넌트의 type 속성이 "noneditable"로 설정이 안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86249 넥사크로 스튜디오 폼 디자인 화면에서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을 "row"로 설정하고 Cell의 di

splaytype 속성에 설정한 expr에서 데이터셋에 없는 컬럼을 사용했을 경우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 17.0.0.18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6256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Tab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Bring to Front 등으로 Arrange[툴바 Design > Arrange]

변경 후 TagPage 클릭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39.6.3 기타

RP 설명

86052 WinAppDriver 사용하여 단위 테스트를 수행할 때 c# 테스트 코드에서 FindElementByAccessibilityId 메소드

를 수행하면 애플리케이션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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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5325 도움말 항목 중 Dataset 오브젝트의 saveCSV 메소드에서 Remark 설명에 constColumn 관련 설명이 추가되

었습니다.

85503 도움말 항목 중 background, -nexa-border, box-shadow, color 속성 설명에 rgba, hsl, hsla에 관한 설명과

제약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85716 도움말 항목 중 FileUpload 컴포넌트 buttonsize 속성의 Setting Syntax 설명에서 undefined 값 설정에 관한

설명이 수정되었습니다.

85776 도움말 항목 중 ProgressBar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수 없는 progressstartcap, progressendcap 속성의 설명이

삭제되었습니다.

85827 도움말 항목 중 VirtualFile 컴포넌트의 open 메소드 Parameters 설명에서 constOptions 매개변수의 openCr

eate 설정에 관한 설명이 수정되었습니다.

85828 도움말 항목 중 VirtualFile 컴포넌트 readLine 메소드의 Remark 설명에서 바이너리로 오픈된 파일에 관한 제

약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85840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 CellSubCellControl 오브젝트 displaytype 속성의 Remark 설명에서 서브 셀 설

정시의 제약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85952 도움말 항목 중 VideoPlayer 컴포넌트의 initvalueid 속성 설명이 사용 불가하여 삭제되었습니다.

86167 도움말 항목 중 WebBrowser 컴포넌트 onusernotify 이벤트의 Remark 설명에서 userdata 제약사항에 관한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86450 도움말 항목 중 VirtualFile 컴포넌트 getFileSize 메소드의 Return 설명에서 반환값에 관한 설명이 수정되었습

니다.



2019년 7월 (17.0.0.2200)

40.

40.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0.0.2200

File Version 2019.07.16.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40.2 릴리스 이후 수정 사항

40.2.1 17.0.0.2201

RP 설명

86194 ChildFrame 오브젝트의 showModal 메소드를 실행하고 띄운 창에서 윈도우 크기 조절이나 윈도우 위치 이동

시 마우스 포인터가 윈도우 영역을 벗어나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2200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I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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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신규기능

1. nexacroAPI에 DOM 관련 오브젝트(nexacro.DomParser, nexacro.XmlSerializer)를 추가했습니다. (RP.859

25,85874,84339,84106)

설명

• nexacroAPI에 DOM 처리 관련 오브젝트(nexacro.DomParser, nexacro.XmlSerializer)를 추가했습니다.

- XML 문자열을 DOMDocument 오브젝트로 반환하는 nexacro.DomParser 오브젝트를 추가했습니다.

- XMLDocumnet 오브젝트에서 XML 데이터를 반환하는 nexacro.XmlSerializer 오브젝트를 추가했습니다.

• Runtime환경에서 DOM 관련 기능을 검토했습니다.(HTML환경은 Web Browser의 스펙을 따릅니다.)

- “text/xml” 타입의 XML DOM Parser 만 지원합니다.

- 기타 ( "text/html“, "application/xml“, "application/xhtml+xml“, "image/svg+xml“ ) 타입은 미지원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Script > nexacro Objects > DomParser

- Script > nexacro Objects > XmlSerializer

2. Android 앱스토어 정책 변경으로 Android Runtime 64bit 를 위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85795,85305

,84953)

설명

• Nexacro Studio 에서 AppBuild 시 Android 의 CPU 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 AppBuilder 설정 창에서 Built-in Library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 배포파일 내에 CPU 에 맞게 “libnexacro17.so” 파일을 구분하였습니다.

- “armeabi-v7a/libnexacro17.so” 와 “arm64-v8a/libnexacro17.so” 로 구분합니다.

- 32bit 에서 64bit 에 해당하는 “arm64_v8a\libnexacro17.so” 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 32bit 와 64bit libnexacro17.so 가 둘 다 존재 할 경우 64bit 를 우선 로딩합니다.

•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정책이 변경됩니다.

(https://developers-kr.googleblog.com/2019/01/get-your-apps-ready-for-64-bit.html)

2019년 8월 1일부터 네이티브 코드를 포함하는 모든 새 앱과 앱 업데이트는 Google Play에 게시할 때 32비트 버전 외에 64비

트 버전도 함께 제공해야합니다.

● 배포관련 부분은 다음 배포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3f0aee204cf0205b

3. Locale 속성에 자메이카에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RP.84463)

설명

• “en_JM”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nvironment > Property > locale

https://developers-kr.googleblog.com/2019/01/get-your-apps-ready-for-64-bit.html
http://docs.tobesoft.com/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3f0aee204cf02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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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변경기능

1. Combo 컴포넌트의 type 속성이 “dropdown” 일 때 접근성 출력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RP.85905)

설명

변경 전
• type 속성이 “dropdown” 일 때 comboedit 는 읽기전용 상태이므로 Combo 에 포커스 시

“읽기전용” 을 접근성 출력 내용에 포함합니다.

변경 후
• comboedit 는 읽기전용 상태이지만 Combo 는 읽기전용 상태가 아니므로 접근성 출력 시

“읽기전용” 을 출력에서 제외합니다.

2. Runtime 환경에서 HTTPS 통신에 사설인증서 사용 시 표시되는 경고메시지 Confirm 창을 Window 최상위(T

opmost )로 처리합니다. (RP.85485)

설명

변경 전 • Window 최상위(Topmost )가 아니므로 다른 창에 가려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변경 후 • Window 최상위(Topmost )에 표시합니다.

3. Nexacro Studio 에서 Theme Generate 시 Theme 폴더에 사용 가능한 확장자가 제한됩니다. (RP.85572)

설명

변경 전 • Theme 폴더 하위에 모든 확장자를 허용합니다.

변경 후

• Image/Icon 관련 파일만 Generate 경로로 복사합니다.

• 허용하는 확장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bmp, jpg, jpeg, jpe, jfif, gif, tif, tiff, png, ico, xcss, css

• 해당 확장자가 아닌 경우 Nexacro Studio에서 표시되는 서비스 트리 에서도 표시되지 않습

니다.

• 테마 외의 기존 서비스도 허용하는 확장자가 존재합니다.

- Form : xfdl, xjs, js

- JS : xjs, js

- XCSSResource : xcss



2019년 7월 (17.0.0.2200) | 394

40.5 오류수정

40.5.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ombo

RP 설명

85251 Combo 컴포넌트에서 type 속성값을 "filter" 혹은 "filterlike"로 설정 후 comboedit에서 문자열을 입력했다 삭

제하면 combolist에 모든 아이템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365 Environment 오브젝트의 scrollbartype 속성을 설정한 경우 Combo 컴포넌트의 combolist에 표시되는 스크

롤바에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873 Combo 컴포넌트에서 popupsize 속성이 설정된 상태로 combolist 오픈시 세로 스크롤바가 생기며 popupsiz

e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920 Combo 컴포넌트에서 index 속성값을 "0"으로 설정시 아이템 값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921 Combo 컴포넌트에서 type 속성값을 "dropdown" 이외의 값으로 설정했을 때 Undo(Ctrl+z), Redo(Ctrl+y)

동작시 search, filter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iv

RP 설명

85095 Div 컴포넌트에서 async 속성값이 false 일 때 set_url 메소드로 폼을 로딩하면 onactivate 이벤트가 두번 발생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85671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의 oneditclick 이벤트 함수에서 오픈한 팝업 윈도우의 Edit 컴포넌트

로 포커스를 이동후 문자를 입력할 때 onkeydown, onkeyup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723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텍스트가 입력되어 있을 때 마우스로 텍스트를 드래그하여 컴포

넌트 영역을 벗어나도 mouseover 상태가 유지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IE 웹 브라우저에

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902 HTML 프레임에 넥사크로 화면을 로딩해 사용시 Edit와 Grid 컴포넌트에서 포커스가 이동되어 비활성화된 상태

에서도 캐럿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395 | 제품 정보

FileUpload

RP 설명

85454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upload 메소드 호출시 업로드가 수행되지 않고 이벤트도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 17.0.0.1902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605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upload 메소드 수행시 onsuccess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

S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750 FileDownload 컴포넌트에서 download 메소드 수행시 파일을 내려받을 경로에 "/"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샌드박스 메시지가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GoogleMap

RP 설명

83095 GoogleMap 컴포넌트가 화면에 로딩된 후 positionstep 속성값 변경시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Grid

RP 설명

84812 Grid 컴포넌트에서 setFixedRow 메소드 수행으로 행을 고정시킨 후 transaction 메소드 수행시 고정 행 영역

의 데이터가 출력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201 Grid 컴포넌트에서 getBindCellIndex 메소드를 수행하여 summary 밴드의 Cell 인덱스를 조회하지 못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85317 Grid 컴포넌트에서 displaytype 속성값을 "buttoncontrol", edittype 속성값을 "button"으로 설정하고 expr

속성을 설정한 Cell을 클릭하면 텍스트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320 Grid 컴포넌트에서 cellsizebandtype 속성값을 "allband"로 설정시 summary 밴드의 Row 사이즈가 변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334 Tree로 설정한 Grid 컴포넌트 Cell에서 treelevel 값을 변경시 Tree 아이템 이미지가 treelevel에 맞게 갱신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574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edittype 속성값이 "normal", suppress 속성값이 "1"일 때 setColumn 메소드를 사

용하여 데이터를 동적 설정시 편집중인 Cell에 값 설정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711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displaytype 속성값이 "maskeditcontrol" 혹은 "editcontrol"이고 textAlign 속성

을 설정한 후 exportData 메소드 수행시 textAlign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

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811 Grid 컴포넌트에서 바인딩된 Dataset에 filter가 설정되어 있고 Cell의 displaytype 속성값이 "combocontrol

"인 경우 수평으로 스크롤을 이동하면 데이터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961 Form과 윈도우 탐색기가 겹쳐진 상황에서 다른 컴포넌트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파일 탐색기에서 Grid로 드래그

앤드롭하여 파일 추가시 Grid 컴포넌트에서 ondrop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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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987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border를 설정하고 suppress 속성을 "1" 이상으로 설정 후 exportData 메소드를 수

행하면 border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6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ListView

RP 설명

85561 ListView 컴포넌트에서 Cell이 아닌 Band 영역을 더블 클릭시 onbanddblclick 이벤트에서 cellid 속성값 조회

시 bandid 값이 반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skEdit

RP 설명

85822 MaskEdit 컴포넌트에서 type 속성값이 "string", format 속성값이 "@" 및 "#" 문자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일부

키패드에서 영어를 입력시 글자가 두번 입력되거나 캐럿만 이동 혹은 #에서 영어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PopupMenu

RP 설명

85710 PopupMenu 컴포넌트에서 서브 팝업 메뉴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가 PopupMenu 영역 밖으로 나

갈 때 발생하는 onmouseleave 이벤트 함수에서 closePopup 메소드 호출시 PopupMenu가 닫히지 않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Sketch

RP 설명

85663 Sketch 컴포넌트에서 클릭이나 더블 클릭시 onclick 혹은 ondblclick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Static

RP 설명

84667 Static 컴포넌트에서 usedecorate 속성을 적용한 텍스트에 letter-spacing 속성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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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

RP 설명

85394 Tab 컴포넌트에서 CSS에 tabbuttonitem의 border-radius 속성값 설정시 텍스트가 잘려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003 Tab 컴포넌트에서 탭 변경시 수평 스크롤이 있는 TabPage의 Grid 헤더 디자인이 깨져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 17.0.0.16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IE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Textarea

RP 설명

85851 TextArea 컴포넌트에서 readonly 속성값이 true, enableaccessibility 속성값이 false 일 때 TAB 키로 포커스

이동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2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80941 스크롤이 있는 컴포넌트에서 수평 혹은 수직 스크롤 동작을 수행하면 수평(onhscroll)과 수직(onvscroll) 스크

롤 이벤트가 모두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958 ChildFrame 오브젝트의 dragmovetype 속성값을 "all"로 설정한 후 오픈한 모덜리스 팝업 윈도우에서 Div 컴

포넌트를 클릭하여 팝업 윈도우를 드래그시 끊기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

류입니다).

84014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importData 메소드 수행 후 onsuccess 이벤트 함수에서 close 메소드를 수

행하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574 Date 오브젝트에서 addYear, addMonth, addDate, addHours, addMinutes, addSeconds, addMillisecon

ds 메소드 수행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905 enable 속성값이 false인 컴포넌트 터치시 "focused"나 "pushed" status가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106 showModal 메소드로 오픈한 모달 윈도우에서 importData 메소드 수행 후 윈도우를 닫았다가 다시 오픈해서 i

mportData 수행시 에러가 발생하며 임포트가 수행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299 ChildFrame의 openstatus 속성값을 "maximize", autosize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하여 open 메소드로 오픈한

윈도우의 타이틀바를 클릭하여 마우스로 드래그시 윈도우의 사이즈가 0, 0으로 줄어드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300 reload 메소드를 수행하여 Form을 리로딩 후 getActiveFrame 메소드 수행시 null 값이 반환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85533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exportfilepath 속성을 설정한 후 exportData 메소드를 수행할 때 저장할

엑셀 파일이 이미 오픈되어 있어도 에러 처리가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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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25 컴포넌트의 verticalAlign 속성값을 "middle"로 설정할 경우 텍스트가 중앙에서 약간 밑에쪽 위치에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626 컴포넌트의 positionstep 속성값을 변경시 설정 내용이 화면에 즉시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

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654 스크롤바가 존재하는 Form이나 컴포넌트를 터치하여 최상단에서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시 화면이 새로고침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크롬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791 open 메소드를 호출하여 모덜리스 팝업 윈도우 오픈시 팝업 윈도우가 완전히 열리기 전에 닫은 후 동일한 ID로

다시 open 메소드 수행시 에러가 발생하며 팝업 윈도우를 오픈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819 Environment 오브젝트의 rtl 속성값이 false이고 locale 속성값이 "de_DE"일 때 RTL 기능이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847 MLM 사용시 스크린 사이즈(type 속성값이 "mobile_large")보다 장치의 사이즈가 작을 경우 축소 처리(스케일

계산)가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갤럭시 노트2 사용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40.5.2 접근성(Accessibility)

RP 설명

84467 접근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Grid 컴포넌트 Cell의 edittype 속성이 편집 가능 타입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방향키

로 포커스를 이동하면 스크린 리더가 헤드 내용을 출력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042 접근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Grid 컴포넌트에 출력할 데이터가 없고 nodatatext 속성값이 설정되어 있어 스크린

리더가 nodatatext 값을 읽는 경우 데이터가 추가되도 계속 nodatatext 값을 읽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0.5.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8094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모듈 프로젝트 작업시 Metainfo 편집기로 EnumInfo, UnitInfo, RefreshInfo를 추가한

후 Project Explorer에서 info 파일을 선택, 콘텍스트 메뉴에서 [Add > Property]를 클릭하여 User Object Wi

zard에서 새로운 속성 추가시 사용자가 추가했던 EnumInfo, UnitInfo, RefreshInfo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81293 넥사크로 스튜디오 ListView Contents 편집기에서 Body 밴드 Cell의 backgourn-color 속성값 설정이 적용되

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952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모듈 설치(Install Module) 후 [Options > Project > Deploy > General]에서 "Merge

JSON file" 옵션을 체크하고 Deploy 메뉴에서 Packing(Archive&Update)을 수행하면 불필요한 파일이 생성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086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ImageResource에 서브 폴더가 있는 경우 Packing(Archive&Update) 수행시 Resour

ce.zip 파일에 서브 폴더가 포함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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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12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nexacrodeploy17.exe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Deploy 할 때 "-COMPILE" 옵션을 지

정하면 nexacro17lib 폴더의 파일들에는 옵션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455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Binding Components List에서 Dataset이 바인딩된 컴포넌트 개수가 많으면 앞쪽 목록

이 잘려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676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모듈 프로젝트 사용시 ContentsInfo의 contentseditor 속성값이 "external"로 설정되

어 있을 때, Metainfo 편집기에서 ContentsInfo의 contentsformat 속성이 비활성화 상태로 되어 있어 편집할

수 없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6074 모니터를 상(서브 모니터), 하(메인 모니터)로 배치하여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 넥사크로 스튜디오를 서브 모니

터에서 실행 후 폼을 오픈하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40.5.4 기타

RP 설명

85237 넥사크로 애플리케이션을 64비트로 실행 후 트레이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비정상 종료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10 64비트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427 넥사크로 애플리케이션 배포시 Code Signing을 유지하여 윈도우 설치 파일을 생성한 경우 Update Browser

옵션을 설정해도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85646 앱 초기 실행시 업데이트 파일을 chunked 모드(HTTP Transfer-Encoding 설정)로 내려받을 경우 업데이트가

실패하며 앱이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

니다).

40.6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3707 도움말 항목 중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addExportItem 메소드와 ExportItem 오브젝트의 exportmer

ge 속성의 설명에 "merge" 옵션에 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84398 도움말 항목 중 Script 하위 항목중 nexacro Objects를 제외한 모든 오브젝트와 설명이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항목은 넥사크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가 아닌 V8 자바스크립트 엔진(v6.1.534.41)에서 제공하는 St

andard Built-in ECMAScript 오브젝트로 관련 설명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v8.dev/blog/tags/ecmascript

● https://www.ecma-international.org/publications/standards/Ecma-262.htm

85552 도움말 항목중 FileUpload 컴포넌트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Image에서 잘못 표시된 hscrollbar 요소가 삭제되

었습니다. 또한 속성 항목에 vscrollbar 속성과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85554 도움말 항목 중 scrollbartype, formscrollbartype, textareascrollbartype 속성의 Setting Syntax 설명에서 "n

https://v8.dev/blog/tags/ecmascript
https://www.ecma-international.org/publications/standards/Ecma-26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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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indicator" 타입에 관한 설명이 수정되었습니다.

85560 도움말 항목중 scrollbarincbuttonsize, scrollbardecbuttonsize 속성의 설명에서 설정값과 기본값에 관한 설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85562 도움말 항목 중 ScrollEventInfo 오브젝트 type 속성의 Setting Syntax 설명에서 "none" 타입에 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85622 도움말 항목 중 Plugin 컴포넌트의 Supported Environments 설명에서 모바일 환경이 미지원으로 수정되었습

니다. 또한 불필요한 기능인 -nexa-rtl-background-image, -nexa-rtl-edge-image 속성이 삭제되었습니다.

85673 도움말 항목 중 PopupDiv, PopupMenu 컴포넌트의 positionstep 속성은 불필요한 기능이므로 삭제되었습니

다.

85681 도움말 항목 중 ExportItem 오브젝트의 exportmerge 속성의 Setting Syntax 설명에서 잘못된 인수가 표시된

예제 코드가 수정되었습니다.

85704 도움말 항목 중 Application 오브젝트의 trace 메소드 설명에서 연관 설명을 위해 See Also 항목에 tracemode

속성으로의 링크가 추가되었습니다.

85783 도움말 항목 중 Application 오브젝트의 onexit, onbeforeexit 이벤트 설명에서 alert, confirm 메소드 사용시

의 웹 브라우저 제약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MainFrame 오브젝트의 onclose 이벤트 설명에서 웹 브라우저 제

약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86046 도움말 항목중 Radio 컴포넌트 columncount, rowcount 속성의 Remark 설명에서 속성값에 따른 기능 동작

에 관한 설명이 수정되었습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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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1.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0.0.2100

File Version 2019.06.18.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41.2 릴리스 이후 수정 사항

41.2.1 17.0.0.2101

RP 설명

85807 Screen 오브젝트의 userzoom 속성값이 "true"일 때 ImageViewer 컴포넌트의 image 속성에 imagerc(./_res

ource_/_images_/) 경로의 이미지를 설정하면 폼 로딩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2100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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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17.0.0.2102

RP 설명

86021 17.0.0.2100 버전에서 Radio 컴포넌트 스펙 변경건(RP 73059)으로 인해 하위호환성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변경건을 롤백했습니다.

41.3 신규기능

1. Excel Import 시 '날짜', '시간' 형식인 셀의 원본값을 Import 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85242)

설명

• 엑셀의 셀값이 날짜 또는 시간 계열일 때 원본값 그대로 Import 할지 여부를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 true 설정 시 셀에 설정한 원본 데이터값을 Import 합니다.

- false 설정 시 기존과 같이 셀에 표시된 값을 Import 합니다.

• userawdatevalue 속성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false 로 적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isc. Objects > ExcelImportObject > Property > userawdatevalue

2. 이벤트 핸들러를 중간에 삽입할 수 있도록 insertEventHandler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RP.82468)

설명

• Frame, Component, Object 에 insertEventHandler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 컴포넌트에 핸들러 함수를 삽입하는 메소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Method > insertEventHandler

3. Runtime 엔진의 업데이트를 제어할 수 있는 실행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RP.85353,82071)

설명

• NexacroStudio 에서 Runtime 엔진 빌드 시 Option 항목에 'Auto Update' 를 추가했습니다.

- Deploy > Build App > Windows Runtime Build 팝업창에 추가했습니다.

- 'Auto' 설정 시 엔진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default)

- 'Manual' 설정 시 엔진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 Runtime 실행 시 '-AU'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 'Auto' 설정 시 엔진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default)

- 'Manual' 설정 시 엔진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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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AU 'Manual'

• Runtime 실행 시 '-AU' 옵션을 설정하면 NexacroStudio Packing 에서 설정한 'Auto Update' 옵션은 무시됩니다.

- '-AU'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Auto' 로 동작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개발도구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f3745fa8870c6faf

설명

4. Android Runtime 에서 ScreenID 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85168)

설명

• LayoutManager 에서 사용하기 위한 ScreenID 를 설정합니다.

• NexacroResourceManager 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지원합니다.

ex)MainActivity.java

public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

NexacroResourceManager.createInstance(this);

NexacroResourceManager.getInstance().setScreenid("Tablet_screen"); // screenid 지정

}

• NexacroResourceManager.createInstance(context) 생성을 위해서는 applicationcontext가 필요하므로 onCreate 이후

에 생성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5. FileUpTransfer 를 통한 파일 전송 시 파일명(name 필드)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84976)

설명

• addFile( strID, objVFile ) 메소드의 첫번째 파라메터가 'strID' 로 변경되고, 기존 파라메터가 두번째 파라메터로 동작합니다.

- 기존에는 VirtualFile 오브젝트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 addFile( objVFile ) )

- strID 에 설정한 값이 파일 업로드 시 Content-Disposition 헤더의 name 으로 사용됩니다.

• removeFile( strID ) 메소드의 파라미터를 'strID' 로 변경했습니다.

- 기존에는 VirtualFile 오브젝트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 파일 추가 시 설정했던 strID 값을 설정해야 합니다.

• filelist 속성을 '{ ID : VirtualFile }' 형태의 Collection 으로 변경했습니다.

- 기존에는 VirtualFile 오브젝트 배열이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FileUpTransfer > Method > addFile

- Components > Component > FileUpTransfer > Method > removeFile

- Components > Component > FileUpTransfer > Property > filelist

http://docs.tobesoft.com/development_tools_guide_nexacro_17_ko#f3745fa8870c6f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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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변경기능

1.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Chunked 방식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받을 경우 이벤트 발생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data

set.progressload true 로 설정)(RP.84458)

설명

변경 전
• Chunked 된 데이터를 수신할 때마다 rowposition 속성값이 Reset 되고 onrowposchang

ed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변경 후

• Chunked 된 첫번째 데이터가 수신되면 rowposition 속성값이 Reset 되고 onrowposcha

nged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 Chunked 된 두 번째 데이터부터는 rowposition 속성값이 Reset 되지 않고 onrowposcha

nged 이벤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onload 이벤트에 전달되는 DSLoadEventInfo 오브젝트에 progressload 속성을 추가했으

며 Chunked 된 데이터인 경우 true 값이 전달됩니다.

2. Radio 에서 rowcount 와 columncount 속성값을 모두 0 이하로 설정했을 때 버튼의 표시 위치를 스펙에 맞게

정리하고 일부 오류를 수정했습니다.(RP.73059) 해당 변경건을 롤백했습니다.

41.5 오류수정

41.5.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alendar

RP 설명

85514 Calendar 컴포넌트에서 type 속성 값이 ""spin""일 때 스핀 버튼을 터치해도 값이 변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 17.0.0.19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일부 삼성 모바일 장치(안드로이드)에서 삼성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566 Calendar 컴포넌트에서 calendaredit 영역을 더블 터치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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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o

RP 설명

84513 Combo 컴포넌트에서 마지막 아이템을 선택 후 콤보 리스트를 활성화하여 하단에서 상단으로 스크롤 동작시 딜

레이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356 Combo 컴포넌트에서 innerdataset의 데이터를 Form의 onload 이벤트 함수에서 동적으로 구성했을 때 Com

bo의 초기 text 속성 값과 innerdataset의 datacolumn 값이 매칭이 안되는 오류와 바인딩된 Dataset에 Row

추가시 추가된 Row의 값에 맞게 text 속성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382 Combo 컴포넌트에서 index 속성값이 "-1" 일 때 Combo 아이템을 변경하면 onitemchanged 이벤트 함수에

서 ItemChangeEventInfo 오브젝트의 prevalue 속성값이 undefined로 나오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201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dit

RP 설명

84597 autoselect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한 Edit 컴포넌트에서 enable 속성 값을 "false"로 변경해도 텍스트의 선택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207 Edit 컴포넌트에서 usecontextmenu 속성값 변경시 설정값에 관계없이 항상 콘텍스트 메뉴가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Dialog

RP 설명

85225 FileDialog 컴포넌트에서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시 각 파일에 부여되는 ID가 중복으로 생성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FileUpload

RP 설명

85383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업로드할 파일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 filelist 속성, 선택된 파일의 filename, fullpath

속성값을 가져오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Grid

RP 설명

84491 showModalWindow 메소드로 오픈한 모달 윈도우의 Form onload 이벤트 함수에서 Grid 컴포넌트의 setFoc

us 메소드를 수행하여 포커스 이동 후 showEditor 메소드 수행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

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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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41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edittype 속성 값을 "text"로 설정하고 Cell을 선택하여편집모드로진입시입력창이

Cell 영역을 넘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954 Grid 컴포넌트에서 autoenter 속성값이 "select", Cell 오브젝트의 editautoselect 속성값이 "true"로 설정되어

있을 때, checkboxcontrol로 설정된 Cell에서 text로 설정된 Cell로 Enter 키를 입력하여 이동시 editautosele

ct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959 접근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Down(↓) 방향키를 사용하여 포커스를 이동하다 Up(↑) 방향키로 역순으로 이동시도

시 Grid 컴포넌트로포커스이동이되지않는오류를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실행시발생한오류입니다)

.

85015 Grid 컴포넌트에서 텍스트에 전각 스페이스 문자가 있을 때 텍스트가 잘려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345 엑셀 문서에서 셀 서식이 설정되어 있는 셀의 데이터가 문자열 타입의 숫자일 때 셀을 복사(Ctrl+c)하여 "mask

"로 설정된 Grid 컴포넌트의 Cell로 붙여넣기(Ctrl+v)를 수행하는 경우 붙여넣기가 실패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 17.0.0.151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348 Grid와 같은 복합 컴포넌트에서 XCSS에 선언한 userclass를 컴포넌트와 하위 컨트롤의 cssclass 속성에 각각

설정했을 때 CSS 우선 순위에 맞게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902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ListView

RP 설명

81282 ListView 컴포넌트에서 "textarea"로 설정된 Cell의 textareascrolltype 속성 값을 "none", "vertical", "horizo

ntal" 중 하나로 설정한 후 Cell을 선택하면 가로, 세로 스크롤 영역만큼 여백이 생기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skEdit

RP 설명

84755 MaskEdit 컴포넌트에서 autoselect 속성 값을 "true", format 속성 값을 "!99,999,999", limitbymask 속성

값을 "integer"로 설정시 "-" 문자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Plugin

RP 설명

84842 Plugin 컴포넌트에서 phGantX 액티브X 컨트롤 연결 후 callMethod 메소드로 액티브X 컨트롤의 메소드 호출

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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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pMenu

RP 설명

85099 PopupMenu 컴포넌트에서 trackPopup 메소드를 연속으로 수행하면 closePopup으로 팝업 메뉴를 닫은 후에

도 PopupMenu에서 이벤트가 발생하여 다른 컴포넌트의 이벤트가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Sketch

RP 설명

84898 Sketch 컴포넌트에서 move 메소드나 right 속성을 설정하여 크기 변경시 Sketch에 그렸던 내용이 사라지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85136 Sketch 컴포넌트의 좌표가 음수값일 때 스케치가 처음 터치한 곳보다 좌측에 그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

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240 Sketch 컴포넌트에서 빠르게 아래 방향으로 내려서 그리는 동작을 한 후 바로 그리는 동작을 수행시 안 그려지

거나 잘못 그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12 환경에서 사파리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577 Sketch 컴포넌트에서 잘못된 경로 값을 인수로 설정하여 loadSketch 메소드 수행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adio

RP 설명

81084 Radio 컴포넌트에서 direction 속성 값을 "vertical"로 설정하고, fittocontents 속성 값을 "both" 또는 "height

"로 설정시 columncount, rowcount 속성 설정에 따라 라디오 아이템이 겹쳐서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WebBrowser

RP 설명

85159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JSON 데이터를 오브젝트 형태로 인수 설정하여 callMethod 메소드 수행시 넥사

크로 브라우저와 웹 브라우저에서 결과가 다르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341 WebBrowser 컴포넌트로 유효하지 않은 인증서가 사용된 https 사이트 접속시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81651 컴포넌트에서 tooltiptext 속성값 설정시 다음과 같은 경우 툴팁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ListView 컴포넌트에 데이터가 바인딩되어 있을 때 ListView의 tooltiptext 속성값 설정시

● ListView 컴포넌트에 데이터가 바인딩되어 있을 때 ListView의 tooltiptext 속성값을 설정안하고 For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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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tiptext 속성값 설정시

● ListView 컴포넌트에서 ListViewCellControl의 tooltiptext 속성값을 설정하지 않고 ListViewBandCont

rol의 tooltiptext 속성값을 설정시

● Grid 컴포넌트에서 설정된 값이 undefined 이거나 null 일 때(부모의 tooltiptext가 표시되야 함)

● 자식 컨트롤에 접근 가능한 컴포넌트에서 자식 컨트롤에 tooltiptext 속성값 설정시

84408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exportfilepath 속성을 설정하지 않고 exportData 메소드로 익스포트 수행

시 파일 경로가 항상 "내 문서"로만 열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568 showModal 메소드를 수행하여 오픈한 모달 윈도우의 타이틀바를 더블 클릭시 최대화가 되지 않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84592 HTML의 프레임셋 구조에서 프레임에 넥사크로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출력시 Grid, Edit, MaskEdit, Calendar

등 편집 기능이 있는 컴포넌트를 편집모드 활성/비활성으로 전환하는 경우 비활성화된 상태에도 컴포넌트에 캐

럿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659 컴포넌트의 onsetfocus 이벤트 함수에서 다른 컴포넌트의 visible 속성 값을 "false"에서 "true"로 변경하면 포

커스도 해당 컴포넌트로 이동되어 버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757 폼에서 마우스로 스크롤바를 드래그하던 중 윈도우를 벗어난 영역에서 마우스 버튼을 놓은 후 다시 폼 영역으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면 마우스 커서를 따라 스크롤이 수행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892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멀티 터치시 터치 입력수에 관계없이 TouchEventInfo 오브젝트 touchinputinfos 속성

의 length 값이 "1"로만 나오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894 nexacro 오브젝트에서 isExistCookieVariable 메소드 호출시 bSecure 인수 값을 생략한채로 Secure 속성을

설정하지 않은 쿠키 변수를 조회하면 쿠키 변수가 존재해도 "false" 값을 반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056 ExcelExportObject에서 exportData 메소드를 사용하여 displaytype 속성이 "decoratetext"로 설정된 Grid C

ell을 익스포트시 decorate 설정 태그가 그대로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065 setWaitCursor 메소드를 수행하여 Wait Cursor를 설정한 상태에서 ExcelExportObject의 exportData 메소

드를 호출하여 익스포트 수행시 멈춤 현상이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902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347 nDataType 인수를 "1"로 설정(Binary 형식)하여 transaction 메소드 수행시 데이터 변환 과정에서 메모리 할

당 문제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41.5.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81844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중지점(Breakpoint)을 설정 후 디버깅시 Continue(F5)를 2회 수행하면 폼이 비정상 종

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816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Toos > Options > Deploy > Compress] 메뉴에서 Compress JS file"" 옵션을 체크하고

label을 사용한 for 문이 포함된 폼 파일을 Packing(Archive&Update)을 수행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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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35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ADL에 -nexa-edge 스타일 속성이 설정된(단, fixedwidth, fixedheight 값은 설정 안

함) Style(xcss)을 추가 후 웹 브라우저로 실행시 -nexa-edge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910 넥사크로 스튜디오 폼 편집 화면에서 컴포넌트에 데이터셋이 바인딩되어 있을 때 Properties 창의 Bindable pr

operty list에서 속성의 바인딩 정보를 선택 혹은 수정중에 다른 컴포넌트를 선택하면 잘못된 바인딩 정보가 표

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935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TypeDefinition > Services에 등록한 Service 하위 경로에 폴더가 있을 때 Packing (Arch

ive&Update)을 수행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012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Deploy 수행시 Update Type을 "Server"로 설정하여 Packing을 수행한 후 Output Pa

th와 Resource Path를 다르게 설정하여 Build App을 수행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342 넥사크로 스튜디오 Environment의 Screen 설정에서 loadingimage 속성값(JSON의 URL) 설정시 start.json

파일의 loadingimage URL에 "\" 문자가 붙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546 넥사크로 스튜디오 테마 편집기에서 Grid 컴포넌트 Cell의 컨트롤(cellcombo, cellcheckbox 등)의 CSS 값 변

경시 변경 결과가 Component Preview에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701 넥사크로 스튜디오 Build App 메뉴의 AppBuilder 설정 단계에서 앱 빌더 서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Android의 Permission 옵션을 설정 후 Build 수행시 앱 빌더 서버로 Permission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41.5.3 기타

RP 설명

84380 윈도우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으로 "창 닫기"를 수행하여 애플리케이션 종료를 시도할 때 onb

eforeexit 이벤트 함수에서 취소처리가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936 서버에서 IP 및 도메인에 대해 각각 다른 인증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초기 실행시 IP 접근으로 인

한 보안 접근 경고(""Try to Access Unsafe Cetificate.."")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070 실행중인 Process로 인해 업데이트가 실패했을 경우에 오픈되는 Update 팝업 윈도우에서 Cancel 버튼의 문구

에 오타가 있어 수정했습니다.

85333 앱을 실행하여 넥사크로 엔진 로딩중 location 변경등의 이유로 NexacroActivity를 종료하면 에러가 발생하며

앱이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539 애플리케이션의 사설인증서 사용에 관한 Confirm 팝업에서 ""Yes"" 버튼을 클릭하면 스플래시 윈도우가 무한

대기 상태가 되고 스플래시 윈도우 클릭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20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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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2835 도움말 항목 중 Calendar 컴포넌트 설명에서 모바일 환경에서의 스핀 버튼 제약사항에 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

니다.

84770 도움말 항목 중 nexacroAPI > open 메소드의 Parameter 설명에서 strOpenStyle 인수에 dragmovetype 속성

값을 "all"로 설정시의 제약 사항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84991 도움말 항목 중 Edit 컴포넌트 -nexa-text-decoration 속성의 Remark 설명에 속성값이 "none"일 경우의 제약

사항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85287 도움말 항목중 Dataset 오브젝트의 lookup, lookupAs, lookupAsNF, lookupNF 메소드의 Parameters 설명

에서 strColID 파라미터에 컬럼의 index 값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85355 도움말 항목 중 Plugin, WebBrowser 컴포넌트의 getProperty, callMethod 메소드 설명에서 Return 값의 타

입이 수정되었고, Remark 설명에 PluginObject 오브젝트에 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PluginObject 오브

젝트의 Description 설명에 Plugin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고, Remark에 메소드의 반환 값으로 PluginObject가

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85460 도움말 항목 중 FileUpload 컴포넌트의 multiselect 속성과 FileDialog 컴포넌트의 open 메소드 속성의 설명에

서 파일 다중 선택 기능에 관한 모바일 제약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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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2.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0.0.2000

File Version 2019.05.21.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42.2 릴리스 이후 수정 사항

42.2.1 17.0.0.2001

RP 설명

85364 듀얼 모니터 환경에서 보조 모니터를 주 모니터로 변경 후 넥사크로 브라우저를 최대화, 최소화, 최대화 수행시

윈도우 작업표시줄의 아이콘이 클릭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8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374 넥사크로 스튜디오 툴바의 [Tools > Options > Project > Generate]에서 Use RTL 옵션을 체크하지 않은 상태

에서 Theme, XCSS 제너레이트를수행하여생성된 CSS의 Selector앞에 pretext(넥사크로브라우저에서는 "*",

웹 브라우저에서는 "div")가 붙어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2000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381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사용자 모듈 컴포넌트(메타 인포 파일에서 MetaInfo > Object 태그 하위에 속성 설정

없는 빈 ContentsInfo 태그만 있을 경우)를 생성하고 제너레이트를 수행하는 경우 생생된 JS 파일에 "obj._set



2019년 5월 (17.0.0.2000) | 412

Contents("");" 코드가 추가되고 애플리케이션 수행시 error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2000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395 넥사크로 스튜디오를 실행한 상태에서 넥사크로플랫폼 엔진(SetupRuntime)을 생성, 설치 후 삭제를 수행하는

경우 불필요한 경고 팝업 윈도우가 열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2000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42.3 신규기능

1. 아랍권 같이 화면의 표시기준이 오른쪽인 환경을 지원하는 RTL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81629, 82312)

설명

• RTL 기능을 제어하는 속성으로 “rtl” 을 추가하였습니다.

> undefined, true, false 값 중 하나를 설정합니다.

> 프로젝트가 실행중일 때는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RTL 상태일 때 적용할 이미지를 설정하는 “-nexa-rtl-background-image” 속성등을 추가했습니다.

• RTL 관련 속성은 미설정 시 부모 설정값을 상속받습니다.

• RTL 적용 시 좌표기준이 오른쪽으로 변경되며 좌표값도 변경됩니다.

• RTL 적용 시 좌우구분이 있는 Style 관련 속성도 오른쪽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 RTL 기능이 적용된 코드를 Generate 하려면 NexacroStudio 의 옵션값을 설정하여야 합니다.(하단 이미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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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nvironment > Property > rtl

- 컴포넌트들의 rtl 속성(e.g., Components > Component > Button > Property > rtl)

설명

2. Grid 컴포넌트의 Cell 이 CheckBox 형태일 때 true/false 로 처리되는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속성을 추가했습니

다. (RP.81997)

설명

• Cell 에 checkboxtruevalue, checkboxfalsevalue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 CheckBox 컴포넌트의 truevlaue, falsevalue 속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Objects > GridCellControl > Property > checkboxtruevalue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Objects > GridCellControl > Property > checkboxfalsevalue

3. Edit 계열 컴포넌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시 표시되는 컨텍스트 메뉴에 한글과 일본어를 추가했습니다. (RP.8315

8)

설명

• 한글, 영어, 일본어 3개의 언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한글, 일본어가 아닌 언어 환경에서는 영어가 표시됩니다.

• OS 에 설정한 언어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언어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Windows nexacro Browser 환경의 기능이며 웹브라우저 환경에서는 웹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4. XPush 에서 메시지를 수신받는 방법에 대한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RP.84379)

설명

• subscribe() 메소드의 strType 파라미터에 “updateorappend” 값을 추가했습니다.

>기존값 중 “update” 와 “append” 기능이 합쳐진 기능입니다.

• 메시지 수신 시 “update” 로 먼저 동작하고 조건에 맞는 Update 항목이 없을 경우 마지막 Row 에 메시지를 추가하는 “appe

nd” 로 동작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munication Objects > XPush > Method > subscribe

5. Android Runtime 에서 AndroidX 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85024)

설명

• Android Runtime 에서 AndroidX 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AndroidX로 빌드한 jar파일(nexacro17.androidX.jar)을 배포 항목에 추가했습니다.



2019년 5월 (17.0.0.2000) | 414

6. NexacroStudio17에서 AppBuilder 통해 Android 빌드 시 FCM 지원을 위한 google-services.json 파일 등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84427)

설명

• Google의 GCM 서비스 중단으로 FCM 지원을 위한 google-services.json 파일 등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설정 위치는 다음 이미지를 참고바랍니다.

42.4 변경기능

1. Form에 Step 컨트롤 사용 시 Step별로 스크롤 위치를 관리하도록 기능을 통일했습니다. (RP.84334)

설명

변경 전

• nexacro Browser 환경은 Step변경 시 이전 Step의 스크롤 위치를 현재 Step의 스크롤 위

치에 적용하여 사용합니다.

• 웹브라우저 환경은 Step변경 시 이전 Step의 스크롤 위치와 관계없이 스크롤이 상단으로 이

동합니다.

변경 후
• nexacro Browser, 웹브라우저 모두 이전 Step의 스크롤 위치와 관계없이 Step별로 스크롤

위치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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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오류수정

42.5.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alendar

RP 설명

84734 Calendar 컴포넌트에서 popuptype 속성 값을 "system"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팝업 캘린더에서 날짜 값을 변경

후 닫았을 때 oninput, canchange, on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

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806

84925

Calendar 컴포넌트에서 locale 속성값을 말레이시아(ms_MY), 싱가포르(en_SG), 필리핀(en_PH)으로 설정했

을 때 날짜가 설정된 locale에 맞게 SHORTDATE로 출력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ombo

RP 설명

84191 Combo 컴포넌트에서 type 속성값을 "filterlike"로 설정한 후 한글을 입력하여 필터링 된 아이템 목록에서 마우

스 휠 스크롤로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 다른 아이템이 선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328 Combo 컴포넌트가 소프트 키보드가 오픈되는 위치에 있을 때 포커스를 받으면 소프트 키보드가 Combo 컴포

넌트를 가린 채로 텍스트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

류입니다).

84541 Combo 컴포넌트에서 아이템 변경 시 이전 아이템의 value 값과 변경되는 아이템의 value 값이 같으면 아이템

변경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ext(아이템의 data 값) 값은 다르지만, value(아이템의 code 값) 값이

같을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84660 Combo 컴포넌트에서 innerdataset 속성에 잘못된 값을 설정했을 경우 drop 버튼을 클릭하면 스크립트 에러

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ataset

RP 설명

84496 Dataset 오브젝트에서 insertRow 메소드 수행하고 reset 메소드를 수행한 다음 deleteRow 메소드를 수행하면

지정한 Row가 아닌 그 아래 Row가 삭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iv

RP 설명

84393 Arrangement가 설정된 Div 컴포넌트에서 url 속성을 설정하여 폼을 로딩하면 innerform 사이즈가 잘못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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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Div에 로딩된 폼의 사이즈가 이상하게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Edit

RP 설명

84220 visible 속성값이 "false"인 Edit 컴포넌트에서 value 속성 설정 후 visible 속성값을 "true"로 설정했을 때 nullte

xt(userstatus) 상태의 CSS가 그대로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372 Edit 컴포넌트에서 inputmode 속성 값을 "upper"로 설정하고 onkeyup 이벤트에서 value 속성값을 변경한 경

우 이후 입력하는 글자가 소문자로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

다).

84876 Edit 계열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있을 경우 마우스의 휠로 화면을 스크롤 하여 Edit 계열 컴포넌트가 화면에서 벗

어났을 때 텍스트를 입력하면 Edit 계열 컴포넌트로 화면은 이동하지만 스크롤의 트랙바는 갱신되지 않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064 Edit 컴포넌트에서 Enter 키를 입력하여 onkeydown 이벤트가 발생할 때 setFocus 메소드를 호출하여 Calend

ar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주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164 스크롤 되는 위치의 Edit 컴포넌트를 터치했다가 소프트 키보드를 닫으면 터치 좌표가 어긋나 컴포넌트를 선택

할 수 없거나 터치 시 엉뚱한 컴포넌트가 활성화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

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Dialog

RP 설명

83500 FileDialog 컴포넌트에서 MULTILOAD 모드로 open 메소드 호출 시 onclose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Download

RP 설명

84855 FileDownload 컴포넌트에서 download 메소드 수행시 strTargetPath 인수에 로컬 경로 설정을 "C:\Users\

test.zip"와 같이 "\" 문자를 하나만 입력하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UpTransfer

RP 설명

84978 FileUpTransfer 컴포넌트에서 setPostData 메소드 호출 시 strKey 인수 값만 설정하고 strVal 인수에는 빈 값을

설정하여 파일 업로딩을 수행하면 postdata의 Key, Value가 잘못 맵핑되어 전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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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Grid

RP 설명

84186 Grid 컴포넌트에서 cellcheckboxsize 속성값을 스크립트로 설정 시 설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84243 Tree로 설정된 Grid 컴포넌트에서 treelevel 값에 따라 expr로 checkboxsize 속성 값을 0으로 설정하는 경우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 Row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252 Tree로 설정된 Grid 컴포넌트에서 Dataset의 Row를 deleteRow 메소드로 삭제할 경우 Tree 상태를 표시하는

Tree 아이콘이 잘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490 Grid 컴포넌트에서 Head 밴드 Cell의 text 속성에 값이 설정되어 있을 때 getHeadValue 메소드를 수행해도 값

을 가져오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630 Tree로 설정된 Grid 컴포넌트에서 treelevel 값에 따라 padding 효과를 주기 위해 cssclass 속성에서 expr로 처

리 시 설정이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6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658 Tree로 설정된 Grid 컴포넌트에서 checkboxsize 속성을 expr로 처리하면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84868 Grid 컴포넌트에서 suppress가 설정된 컬럼의 값을 변경했을 경우 해당 컬럼의 suppress 값보다 낮은 값을 가

진 컬럼들이 갱신되지 않고 데이터 잔상이 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945 Grid, ListBox, ListView 등의 컴포넌트에서 position 값(아이템 개수*아이템 height)이 32bit signed int 최댓

값/100 보다 큰 경우 일부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는 백화 현상이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

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208 Grid 컴포넌트에서 autoenter 속성 값을 "select"로 설정하고 Dataset의 keystring 속성 값을 설정해 데이터를

정렬한 다음 셀을 클릭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8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ListView

RP 설명

81688 ListView 컴포넌트에서 Cell이 "Calendar"로 설정되어 있을 때 calendardateformat 속성값을 "yyyy-MM-dd

ddd"로 설정하면 요일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크롬 웹 브라우저, iOS 환

경에서 사파리 웹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921 ListView 컴포넌트에서 스크롤 했을 때 스크롤 된 영역의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902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IE, Edge 웹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110 ListView 컴포넌트 Cell에서 edittype 속성값이 "date"인 경우 편집이 되지 않고 팝업 캘린더가 열리지 않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85114 ListView 컴포넌트 Cell에서 displaytype 속성값이 "calendarcontrol" 일 때 캘린더의 drop 버튼을 클릭 시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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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캘린더가 열리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31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MaskEdit

RP 설명

84575 MaskEdit 컴포넌트에서 type 속성값을 "string", format 속성값을 "@"로 설정했을 때 알파벳을 입력하면 두

문자씩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갤럭시S4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Plugin

RP 설명

84797 Plugin 컴포넌트에 phGantX ActiveX를 등록 후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실행 시 비정상 종료되거나 폼을 리

사이즈하면 화면이 멈춰버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opupDiv

RP 설명

84966 동적으로 생성한 PopupDiv 컴포넌트에 Arrangement 설정을 적용한 후 Form의 onload 이벤트에서 PopupD

iv의 내부 콘텐츠의 width, height 속성값이 0이 나오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adio

RP 설명

84488 Radio 컴포넌트에서 방향키를 사용하여 아이템을 변경할 경우 canitemchange 이벤트에서 e.postindex 값 조

회 시 잘못된 인덱스 값이 조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Sketch

RP 설명

84174 Sketch 컴포넌트에서 left, top 속성값이 음수일 때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나 도형이 잘못된 위치에 그려지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973 Sketch 컴포넌트에서 loadSketch 메소드를 수행하여 이미지를 로딩하고 이미지 위에 선을 그린 다음 saveSket

ch 메소드를 수행하여 이미지를 저장한 후 다시 loadSketch 메소드를 수행하여 저장했던 이미지를 로딩시키면

이미지는 사라지고 선만 남아 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057 Sketch 컴포넌트에서 url 경로를 인수로 설정하고 loadSketch 메소드를 수행하여 이미지를 로딩한 후 saveS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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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h 메소드를 수행하면 "false" 값이 반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Tab

RP 설명

84810 Tab 컴포넌트에서 tabstop 속성 값이 "false"인 경우 TabPage 내의 컴포넌트에 포커스를 줬다가 다른 TabPag

e로 이동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extarea

RP 설명

84232 TextArea 컴포넌트가 포함된 화면에서 마우스 휠로 줌 인/아웃 동작 시 "too much recursion" 에러가 발생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웹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83673 Background 속성값 설정 시 background-color 값이 설정값의 가장 앞에 위치할 경우 background-color 설

정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982 System 오브젝트에서 bFitOnePage 옵션을 "true"로 설정하고 print 메소드 수행시 이미지가 용지 크기보다 작

을 경우 용지 크기에 맞게 확대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116 transaction 메소드 수행시 서비스 URL에 GET 방식으로 파라미터를 넘길 때 URL이 인코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242 autosize 속성과 showtitlebar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하고 open 메소드를 호출하여 팝업 윈도우 오픈 시 스크

롤 바가 생기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317 open 메소드로 오픈한 모덜리스 팝업 윈도우에서 부모가 될 프레임을(objParentFrame) mainframe으로 하여

다시 open 메소드로 팝업 윈도우 오픈 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419 System 오브젝트의 print 메소드 수행시 visible 속성값이 "false"로 설정된 컴포넌트의 영역까지 포함되어 인쇄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573 Form의 background 속성에 프레임이 깨진 GIF 이미지를 배경으로 설정할 경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Windows XP Service Pack3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591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export 수행 시 파일 다이얼로그로 현재 오픈되어 사용 중인 파일을 덮어쓰

려 할 때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788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exportData 수행시 Application의 onbeforeexit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 17.0.0.16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IE 9 이상 버전의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914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importurl 속성에 잘못된 경로를 설정했을 때 발생하는 onerror 이벤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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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msg가 잘못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915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exportData를 수행할 때 font 크기를 px 단위로 설정하면 엑셀 출력 시 fon

t 크기가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81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937 transaction 메소드 수행시 ESC 키로 트랜잭션을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Environment 오브젝트의 onerror 이

벤트에서 "return true;" 처리한 경우 WaitCursor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948 컴포넌트 CSS의 -nexa-border 속성에 잘못된 값(0px, 0px, 1px solid #5d5d5d, 0px, 0px와 같이 값이 다섯

개 들어 있는 경우)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로딩이 실패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 17.0.0.1902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038 transaction 메소드 수행시 공백 데이터값을 "%20" 값으로 가져오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

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044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importData 메소드 수행 시 파일 다이얼로그가 오픈된 상태에서 Form을 클

릭 시 Form으로 포커스가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9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5193 애플리케이션 실행중 윈도우 작업표시줄의 Tray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이벤트 발생 시 스

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9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42.5.2 DeviceAPI

RP 설명

83215 ImagePicker 오브젝트에서 gettype 속성값이 "imagedata" 일 때 open 메소드로 이미지를 선택한 후 onsucc

ess 이벤트에서 imagedata 값을 가져오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42.5.3 접근성(Accessibility)

RP 설명

85183 접근성이 설정된 Grid 컴포넌트에서 보디 셀을 선택하여 편집 모드로 진입했을 시 센스 리더가 해당 셀이 속한

컬럼의 헤드 셀 텍스트를 음성 출력해주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927 접근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Static 컴포넌트의 usedecorate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후 데코레이트 텍스트에

큰따옴표를 사용하면 센스 리더가 태그 정보까지 읽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064 접근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Grid 컴포넌트 Cell의 edittype 속성값이 "combo" 일 때 보디 셀에서 헤드 셀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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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를 이동하면 센스리더가 이전 셀의 label/action/description 정보를 음성 출력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

E11 웹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42.5.4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958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Emulator 수행시 툴바에서 Screen을 변경하거나 Reload 버튼을 클릭하여 애플리케이

션을 다시 실행하려는 경우 Emulator가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276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Grid Contents Editor에서 병합된 셀이 포함된 Column의 band를 left로 변경 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534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xjs 파일을 오픈 후 편집기에서 PageUp, PageDown 키 입력 시 커서 이동이 두 번 수

행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552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Grid Contents Editor에서 'Merge Cells(Having child cells)'로 병합한 셀 이 포함된 Gr

id 컴포넌트를 export 수행시 "undefined" 값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

생한 오류입니다).

84555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Grid Contents Editor에서 'Merge Cells(Having child cells)'로 병합한 셀 이 포함된 Gr

id 컴포넌트를 export 수행시 병합 처리된 셀을 표현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586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폼 디자인 화면에서 컴포넌트 선택 시 나타나는 트래커(Tracker)가 컴포넌트와 1px 간격

이 생기고, 그림자가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774 넥사크로 스튜디오 TypeDefinition 창의 모듈 json 미리 보기 창에서 Undo/Redo 메뉴가 활성화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779 XCSS 파일이 읽기 전용인 경우에도 넥사크로 스튜디오 XCSS 편집기에서 단축키로 선택자 추가, 삭제 기능이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787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Nexacro Emulator 수행시 콘텍스트 메뉴의 'Emulator'를 선택하면 툴 바가 사라지는 오

류가 발생하여 콘텍스트 메뉴의 'Emulator' 메뉴를 삭제했습니다.

84922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Position 툴바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독립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닫기 버튼이 없고, 아무

동작도 하지 않는 ▼ 버튼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030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Build App Wizard에서 Build Target을 Windows로 설정 후 Build를 수행하는 경우 Out

put Path와 Resource Path가 다르면 SetupResource.ini 파일의 Resource Path 값이 Output Path로 설정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5080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ScreenDefinition 편집기에서 Screen 추가 후 삭제 시 Delete 창이 2번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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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5 기타

RP 설명

84732 프로젝트의 Update Type을 'Server'로 설정, 배포하고 애플리케이션 실행하여 extcommon.dll과 같은 모듈을

로딩시킨 후 다시 프로젝트의 Update Type을 'Update(Local+Server)' 방식으로 변경하여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 업데이트 진행 중 멈추거나 잘못된 메시지 박스가 출력되는 등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907 앱 실행 시 업데이트가 끝나고 화면이 로드되면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9.0, API l

evel 28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42.6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3103 도움말 항목 중 GridCellControl 오브젝트와 CellSubCellControl 오브젝트의 -nexa-border 속성 설명에서 Gr

id 셀의 특성에 따른 border가 그려지는 방식에 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81688 도움말 항목 중 다음 컴포넌트의 속성들에서 실행 환경에 따른 제약사항에 관한 설명이 수정되었습니다.

- Calendar: dateformat, editformat, popuptype

- Grid: cellcalendarpopuptype

- ListView: cellcalendarpopuptype

- Cell(Grid, ListView): calendardateformat, calendareditformat, calendarpopuptype

- SubCell(Grid): calendardateformat, calendareditformat, calendarpopuptype

84725 도움말 항목 중 ColumnInfo 오브젝트 name 속성의 Description과 Remark 설명에서 잘못된 내용이 삭제 및

수정되었습니다.

84731 도움말 항목 중 DSRowPosChangeEventInfo 오브젝트의 reason 속성의 Setting Syntax 설명에서 "Row 데

이터"라는 표현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수정되었습니다.

84761 도움말 항목중 Grid 컴포넌트의 blinkCell, blinkCellByInterval 메소드에서 Parameters 설명에 인수 생략 시의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84764 도움말 항목 중 Environment 오브젝트의 accessibilitytype 속성에서 설정값이 "standard"인 경우에 대한 설명

과 스크린 리더기 인터페이스 관련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84790 도움말 항목 중 Plugin, VideoPlayer, WebBrowser 컴포넌트의 -nexa-border 속성에서 border-radius 관련

설명이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컴포넌트는 border-radius 속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84903 도움말 항목 중 FileDownload 컴포넌트 download 메소드의 Parameters 설명에서 Sample 코드의 파일 경로

가 잘못 표시되어 수정되었습니다.

85101 도움말 항목 중 Environment 오브젝트 onerror 이벤트의 Remark 설명에서 transaction 수행 중 onerror 이

벤트 발생에 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84118 도움말 항목 중 onkeydown, onkeyup 이벤트의 Remark 설명에 TAB 키 입력으로 포커스가 변경된 경우의 이

벤트 발생, 전파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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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92 도움말 항목 중 Button, Edit 컴포넌트의 -nexa-padding 속성 설명에서 Remark에 웹 브라우저 사용 시의 제

약사항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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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3.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0.0.1900

File Version 2019.04.19.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43.2 릴리스 이후 수정 사항

43.2.1 17.0.0.1901

RP 설명

84818 FileDownload 컴포넌트에서 download 메소드 수행시 파일 다이얼로그의 파일 형식이 '0'으로 표시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 17.0.0.1900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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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17.0.0.1902

RP 설명

84881 ExcelExportObject에서 Xeni 서버의 web.xml 파일 경로(<param-value>)를 default 경로가 아닌 사용자 임

의 경로로 변경 후 exportData 메소드 수행시 파일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아 파일 오픈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901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43.3 신규기능

1. Grid 컴포넌트의 Cell에 subsumtext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RP.82160)

설명

• keystring 속성으로 그룹핑하면 나타나는 논리적 레코드에 표시할 텍스트를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 Cell 의 Body 밴드 영역에만 적용하는 속성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Objects > GridCellControl > Property > subsumtext

2. TCPClientSocket 오브젝트의 read, readLine 메소드에 문자셋(character set, charset)을 지정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를 추가했습니다. (RP.83546)

설명

• 데이터를 수신할 때 적용할 문자셋을 설정합니다.

• 값 생략 시 시스템의 문자셋을 적용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munication Objects > TCPClientSocket > Method > read

- Communication Objects > TCPClientSocket > Method > readLine

3.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에 userawnumbervalue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RP.83929)

설명

• 엑셀의 Cell 값이 숫자 계열일 때 원본값 그대로 Import 할지 여부를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 userawnumbervalue 속성을 설정하지 않으면 true로 동작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isc. Objects > ExcelImportObject > Property > userawnumber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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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 exportDataEx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RP.83915,83903)

설명

• Cell 에 표시한 값을 기준으로 ExcelExportObject 에 설정한 Item 을 모두 Export 하는 메소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isc. Objects > ExcelExportObject > Method > exportDataEx

5. FileUpTransfer 와 FileDownTransfer 오브젝트를 추가했습니다. (RP.80611,82646,82644,82643,75903)

설명

• FileUpTransfer

- 서버로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한 Invisible 오브젝트입니다.

- HTTP/HTTPS 프로토콜의 POST 방식을 사용하여 파일을 서버로 업로드합니다.

• FileDownTransfer

- 서버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Invisible 오브젝트입니다.

- HTTP/HTTPS 프로토콜의 POST 방식을 사용하여 서버의 파일을 지정한 경로로 다운로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FileUpTransfer

- Components > Component > FileDownTransfer

6. Environment 에 userNotify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RP.84293,84259)

설명

• Android Runtime 환경에서 nexacro 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되어 있을 때 상위 애플리케이션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메

소드입니다.

• 상위 애플리케이션에 Notification을 수신하는 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nvironment > Method > userNotify

7. FileDialog 오브젝트에 accept 속성을 추가했습니다.(RP.82643)

설명

• accept

- 웹브라우저 환경일 때 FileDialog 에 적용할 파일 형식을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 FileDialog 에 적용할 파일 형식을 확장자 또는 MIME 형태로 설정합니다.

>> 모바일 웹브라우저일 때는 MIME 형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FileDialog > Property > dialogtype > accept

8. Runtime 환경에서 Splah 이미지에 움직이는 GIF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P.8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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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Runtime 환경에서 Splah 이미지에 움직이는 GIF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BuildApp 단계의 'Options/Splash/ImageFile' 속성에 이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43.4 변경기능

1. WebBrowser 컴포넌트에 연결한 페이지에서 우클릭 시 나타나는 컨텍스트 매뉴 처리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R

P.84333)

설명

변경 전
• Cross Domain 상태일 때는 컨텍스트 메뉴를 표시합니다.

• 동일 Domain 상태일 때는 Image, Edit 종류에서만 컨텍스트 메뉴를 표시합니다.

변경 후
• WebBrowser 에서 연결한 페이지에서 컨텍스트 메뉴 표시여부를 결정합니다.

• nexacro 에서는 컨텍스트 메뉴와 관련하여 별도로 처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2. Runtime 환경에서 HTTPS 통신 시 사설인증서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RP.84296)

설명

변경 전 • HTTPS 통신 시 사설인증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변경 후

• HTTPS 통신 시 사설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 사용자에게 경고 문구와 함

께 확인 받을 수 있는 팝업창을 표시합니다.

• 경고창 하단에 “이 인증서는 항상 허용 / It's alway permission the certificate.” 체크 박스

를 표시하고, 체크 후 “Yes” 버튼 클릭 시 선택한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묻지 않습니다.

3. GoogleMap 컴포넌트에 지도를 로드할 때 적용할 API Key를 설정하는 apikey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RP.836

93)

설명

• load() 메소드 실행 시 최초 한 번만 적용합니다.

• Android Runtime 은 “AndroidManifest.xml” 에 API Key를 직접 설정하여야 합니다.

<meta-data android:name="com.google.android.maps.v2.API_KEY" android:value="XXXX" />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GoogleMap > Property > api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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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오류수정

43.5.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alendar

RP 설명

79700 Calendar 컴포넌트에서 popuptype 속성 값을 'system'으로 설정했을 때 editformat, dateformat 속성 설정

이 모바일 장치의 locale 설정과 관계없이 항상 "yyyy-MM-dd" 형식으로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

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Chart

RP 설명

84041 Chart 컴포넌트에서 series를 삭제했다가 다시 생성했을 경우 마우스 오버가 발생하면 툴팁 텍스트가 Chart 뒤

로 가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ombo

RP 설명

83993 Combo 컴포넌트에서 dropbutton을 클릭하여 콤보 리스트가 표시된 후 마우스 커서를 Combo 영역 밖으로

이동시 mouseleave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055 Combo 컴포넌트에서 displayrowcount 속성에 설정한 값이 전체 아이템 개수보다 적을 경우 스크롤바가 콤보

리스트의 아이템 내용을 가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ataset

RP 설명

84114 transaction 메소드 수행 후 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셋이 없을 경우 트랜잭션 호출시 서버로 보낸 Dataset의 R

ow Type이 변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227 Dataset 오브젝트에서 loadCSV 메소드로 데이터를 로드할 때 데이터에 콤마(,)가 포함된 경우 데이터셋으로의

로딩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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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RP 설명

74652 화면에서 더블탭 동작 후 Edit 컴포넌트를 선택했을 때 한번에 소프트키보드가 나타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안드로이드, iOS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107 텍스트 편집 영역을 가진 컴포넌트에서 포커스를 받았을 때 onsetfocus 이벤트 함수에서 'setCaretPos(0)'을

수행하면 캐럿이 맨 뒤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환경에서 기본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GoogleMap

RP 설명

80789 GoogleMap 컴포넌트에서 줌 컨트롤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Grid

RP 설명

83406 Grid 컴포넌트에서 Cell 내부 서브 컨트롤의 status가 변경되지 않아 CSS 적용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83510 Grid 컴포넌트에서 checkbox로 설정된 Cell의 바인딩된 실제 값이 같은데도 suppress가 되지 않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83602 Grid 컴포넌트에서 displaytype 속성이 'treeitemcontrol' 일 때, enable 속성을 'false'로 설정하면 CSS의 dis

able 상태가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605 Grid 컴포넌트 Cell에 스타일 지정시 CSS에서 celledit[userstatus=nulltext] 설정이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nulltext는 edit 계열의 userstatus로 GridCellControl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83880 Grid 컴포넌트에서 displaytype 속성 값을 'treeitemcontrol'로 설정하고 autosizingtype 속성 값을 'col'로 설

정 후 트리를 확장시켰을 때 컬럼의 크기가 자동조절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110 팝업으로 생성된 모달 윈도우에서 Grid 컴포넌트의 Cell 클릭시 oncellclick 이벤트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clo

se 메소드로 폼 자신을 닫으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314 대용량 데이터 조회 후 웹 브라우저에서 줌 인( 글꼴 크기 +)설정하고 Grid 컴포넌트를 스크롤시 백화 현상이 발

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327 Grid 컴포넌트의 Cell에서 editinputtype 속성 값을 'digit'로 설정했을 경우 Cell의 텍스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한글(조합 문자) 입력시 선택했던 텍스트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

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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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View

RP 설명

83852 ListView 컴포넌트에서 vscrollbar를 set_pos 메소드로 조정했을 때 스크롤 바만 움직이고 화면은 이동하지 않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skEdit

RP 설명

84065 Div 영역에 taborder가 0이 아닌 MaskEdit 컴포넌트가 있을 때, 천 단위 이상의 숫자를 입력하면 입력한 값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PopupMenu

RP 설명

84176 PopupMenu 컴포넌트에서 바인딩된 데이터셋을 스크립트로 변경시 1 레벨의 메뉴 아이템이 갱신되지 않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Sketch

RP 설명

84054 Sketch 컴포넌트에서 loadSketch 메소드 수행시 인수를 Base64로 인코딩된 이미지로 설정하면 이미지를 로딩

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Static

RP 설명

84554 CSS에서 mouseover 상태에 보더 효과를 준 경우 Static 컴포넌트에서 마우스 오버시 적용된 보더가 마우스 리

브(mouseleave) 상태가 되도 여전히 남아 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

니다).

Textarea

RP 설명

84085 스크롤이 생기지 않고 특정 사이즈보다 작게 생성된 TextArea 컴포넌트를 로딩시 "too much recursion" 에러

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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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File

RP 설명

82657 VirtualFile 컴포넌트에서 set_async, isExit 메소드 호출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681 VirtualFile 컴포넌트에서 Delimeter 인수를 생략하고 readLine 메소드 호출시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WebBrowser

RP 설명

83833 WebBrowser 컴포넌트 영역에서 텍스트를 복사(Ctrl+c)한 후 다른 컴포넌트로 붙여넣기(Ctrl+v)가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857 WebBrowser 컴포넌트에 연결된 웹 페이지에 있는 Edit 영역(HTML의 input)으로 포커스 이동시 Edit가 소프

트키보드에 가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78773 테마나 XCSS에서 Edit, MaskEdit, TextArea 컴포넌트의 -nexa-text-decoration 속성을 line-through로 설정

시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696 ChildFrame을 동적으로 생성하고 showModal 수행 전에 titlebar 속성에 접근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274 XPush 컴포넌트에서 토픽 등록(subscribe) 후 재접속 시 토픽 등록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

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860 ExcelExportObject에서 exportfilepath 속성에 설정된 경로에 익스포트할 파일과 동일한 파일이 있거나 그 파

일이 오픈되어 있을 때 exportData 메소드를 수행하면 에러나 경고가 발생하지 않고 onsuccess 이벤트가 발생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001 showModalWindow 메소드를 사용하여 팝업 윈도우를 생성 후 reload 메소드를 수행하면 팝업 윈도우의 크

기가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104 showModal 메소드로 오픈한 팝업 윈도우의 Div 컴포넌트에 연결된 폼 화면 로딩시 멈추는 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사파리, 크롬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134 autosize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한 ChildFrame을 showModalWindow 메소드를 사용하여 팝업 윈도우로 오

픈시 Form 크기에 맞게 사이즈 조절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71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179 XPush 오브젝트에서 subscribe 메소드로 데이터셋 저장 방법을 update 타입으로 설정하여 토픽을 등록했을

때 서버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설정한 Key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Dataset의 첫 번째 Row에 업데이트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84194 ExcelExportObject에서 exportData 메소드 수행시 cssclass 속성에 설정된 클래스가 XCSS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성능이 저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320 showModal 메소드로 오픈한 팝업 윈도우에서 마우스를 사용해 트랙바로 스크롤 동작중 모달 윈도우 밖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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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마우스 클릭을 해제해도 계속 스크롤이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

류입니다).

84351 ExcelImportObject에서 importData 메소드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도 onerror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392 서버에 있는 nexacro-xeni의 web.xml 파일에서 export-path를 임의의 경로로 설정한 후 ExcelExportObject

로 exportData 메소드를 수행하면 한글 파일명이 깨져서 저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443 transaction 메소드 수행시 서버로부터 전달된 ErrorCode가 음수일 때 ErrorMsg가 서버에서 설정한 메시지가

아닌 "success"로 설정되어 전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81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448 ExcelExportObject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exportData 메소드 수행시 마우스나 키보드를 연속적으로 조작하면

'프로그램이 응답 대기' 창이 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756 ExcelExportObject에서 exportfilename 속성 설정 후 exportData 메소드 수행시 파일 이름에 공백 문자가 있

는 경우 공백 문자가 '+'로 치환되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43.5.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82557 넥사크로 스튜디오 XCSS 편집기의 Text 편집 화면에서 콘텍스트 메뉴의 Code Snippet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945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폼 편집기에서 사용자가 등록한 Code Snippet을 사용시 한글이 포함된 경우에는 캐럿이

"$end$"로 지정된 위치로 가지 않고 "$clipboard$"가 포함된 경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985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이미 Compress된 외부 모듈을 'Compress JS file' 옵션을 선택 후 Deploy를 수행하면

애플리케이션 수행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988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XCSS 파일을 제너레이트하여 CSS로 생성시 첫 번째 셀렉터가 마지막 위치로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00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Compress 옵션 설정시 Uncaught TypeError가 발생하는 오류, Merge 옵션과 Compr

ess 옵션을 함께 설정하여 Deploy 수행시 'Ignore compress files' 옵션이 무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250 블랙 테마가 설정된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Tools > Options > Project > Local Web Server] 옵션 설정에서 Ser

ver Host Url 옵션이 'Not Used'이면 Configure detailed settings 옵션의 텍스트의 색상이 이상하게 표현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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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3 기타

RP 설명

84256 WinAppDriver에서 CheckBox 컴포넌트의 Selected 상태 값을 확인시 항상 'false'가 반환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381 넥사크로 애플리케이션에서 닫기 버튼 클릭시 간헐적으로 에러가 발생하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506 스플래시 메시지의 길이가 스플래시 이미지의 너비보다 긴 경우 스플래시 메시지 표시 영역을 넘어 출력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43.6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2680 도움말 항목 중 VirtualFile > open 메소드의 Remark 설명에서 메소드 호출시의 strFileName 인수 설정에 관

한 설명이 수정되었습니다.

83053 도움말 항목 중 Calendar > popuptype 속성의 Setting Syntax 설명에서 system으로 설정시 날짜 표시 형식에

관한 제약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83813 도움말 항목 중 ErrorEventInfo 오브젝트 statuscode 속성의 Setting Syntax 설명에 에러 코드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84111 도움말 항목 중 cursor 속성의 Setting Syntax 설명에서 실제 동작과 파라미터 설명이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했

습니다.

84665 도움말 항목 중 GoogleMap 컴포넌트와 그 속성, 메소드, 이벤트의 Supported Environments에서 잘못 표기

되어 있던 IE9 지원이 삭제되었습니다. IE9은 구글맵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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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4.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0.0.1800

File Version 2019.03.19.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44.2 릴리스 이후 수정 사항

44.2.1 17.0.0.1801

RP 설명

83878 MLM이 적용된 화면에서 브라우저 크기를 키웠을 때 화면 크기에 맞게 레이아웃이 적용되지 않고 Grid 컴포넌

트에서 에러가 발생하며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433 Grid 컴포넌트에서 포맷을 동적으로 변경 후 autosizing 처리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 17.0.0.171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435 MDI 구조에서 ChildFrame에 연결된 Form의 Combo 컴포넌트로 포커스 이동 후 Combo 아이템을 선택할 때

최초 선택은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5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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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보안 조치

1. 런처 서비스에 존재하는 원격 명령어 실행 취약점을 제거 했습니다.(RP.84026)

설명

• key, bjson 속성값에 세미콜론(;) 또는 '.Run' 문자열이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열을 삭제하여 처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배포 가이드 (URL : http://docs.tobesoft.com/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e10811a2bea19a9

9)를 참고하세요.

2. execShell 메소드에 실행할 수 없는 파일의 확장자를 추가했습니다.(RP.84029)

설명

변경 전
• 다음 확장자를 가진 파일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 bat,com,exe,msi

변경 후

• '변경 전' 4개의 확장자에 목록을 추가했습니다.

• 다음 확장자를 가진 파일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 bat, bin, cmd, com, cpl, exe, gadget, inf1, ins, inx, isu, job, jse, lnk, msc, msi, msp,

mst, paf, pif, ps1, reg, rgs, scr, sct, shb, shs, u3p, vb, vbe, vbs, vbscript, js, ws, wsf, ws

h, dll, hta

44.4 신규기능

1. ListView 컴포넌트에 특정 아이템의 Detail 밴드 표시 여부를 반환하는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RP.81377, 83

709)

설명

• 특정 아이템의 Detail 밴드 표시 여부를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 특정 아이템의 Detail 밴드가 표시되어 있으면 true를 반환합니다.

• 특정 아이템의 Detail 밴드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 Detail 밴드가 존재하지 않거나 파라미터를 잘 못 설정한 경우 false를 반환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ListView > Method > getBandExpandStatus

2. nexacroAPI의 open메소드를 사용하여 팝업을 띄울 때 팝업창의 활성화/비활성화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추

가했습니다.(RP.83125,83999)

http://docs.tobesoft.com/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e10811a2bea19a99
http://docs.tobesoft.com/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e10811a2bea19a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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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팝업을 띄울 때 팝업창의 활성화/비활성화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strExtOpenStyle 파라미터에 추가한 'noactivate' 속성으로 제어합니다.

• true 설정 시 표시한 팝업창을 활성화하지 않습니다.

• false 설정 시 표시한 팝업창을 활성화하고 포커스를 갖습니다.

• 'noactivate' 속성은 표시한 팝업창에 포커스를 이동하지 않으려 할 때 사용합니다.

>> Runtime에서만 가능한 기능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nexacroAPI > Method > open

3. 어플리케이션에서 통신 시 DNS Query를 사용할지 여부를 설정하는 속성을 추가했습니다.(RP.84031,83997)

설명

• 어플리케이션에서 통신 시 DNS Query를 사용할지 여부를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 none 설정 시 Local에 Cache 된 DNS 정보를 먼저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OS 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맞게 동작합니다.

- request 설정 시 항상 DNS 서버로 DNS Query를 요청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Environment > Property > dnsquery

44.5 변경기능

1. Android 알림(notification)을 GCM에서 FCM 기반으로 변경했습니다.(RP.80640)

설명

> 자세한내용은배포가이드 (URL :http://docs.tobesoft.com/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d9a8fd62d5df49b4,

http://docs.tobesoft.com/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3f1a23f2e31fc50d)를 참고하세요

2. Nexacro Studio에서 두 개 이상의 컴포넌트 선택 후 이벤트 생성(속성창에서 더블클릭)할 때 이벤트명 생성 규

칙을 변경했습니다.(RP.83530)

설명

변경 전
• 종류와 관계없이 마지막에 선택한 컴포넌트의 ID를 사용하여 공통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ex) this.Button00_onclick()

변경 후

• 단일 컴포넌트 선택 시 [Component ID]_[Event Name] 형태로 생성합니다.

ex) this.Button00_onclick()

• 같은 종류의 컴포넌트 여러 개 선택 시 [Component Type]_[Event Name] 형태로 생성합

니다.

ex) this.Button_onclick()

http://docs.tobesoft.com/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d9a8fd62d5df49b4
http://docs.tobesoft.com/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3f1a23f2e31fc50d
http://docs.tobesoft.com/deployment_guide_nexacro_17_ko#3f1a23f2e31fc5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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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종류의 컴포넌트 여러 개 선택 시 Common_[Event Name] 형태로 생성합니다.

ex) this.Common_onclick()

설명

3. Nexacro Studio의 툴바에서 제공하는 런치&퀵뷰 대상 브라우저 중 Safari 브라우저를 목록에서 제거했습니다.

(RP.83344)

설명

• Nexacro Studio 의 툴바에서 제공하는 런치&퀵뷰 대상 브라우저 중 Safari 브라우저를 목록에서 제거했습니다

44.6 오류수정

44.6.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alendar

RP 설명

83809 접근성기능이설정된상태에서 Calendar 컴포넌트의 readonly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하고 accessibilitylabel

속성은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Calendar 선택시 음성 출력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파이어폭스, 오

페라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951 Calendar 컴포넌트에서 dateformat, editformat 속성 값을 'HH:mm:ss sss'로 설정 후 set_value로 잘못된

값을 설정시 잘못 보정된 값이 설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998 Calendar 컴포넌트에서 설정된 연도 값을 지운 후 재 입력시 혹은 입력 중간에 공백 문자가 있을시 값이 깨지거

나 입력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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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o

RP 설명

82801 접근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Ctrl키 + 방향키로 Combo 컴포넌트의 아이템 선택시 접근성 음성이 출력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811 접근성 기능이 설정된 상태에서 value 속성 값이 설정되지 않은 Combo 컴포넌트로 포커스가 이동하면 주소창

의 주소를 읽어주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815 접근성 기능이 설정된 상태에서 Combo 컴포넌트의 아이템을 Ctrl+방향키로 선택시 아이템의 텍스트를 음성

출력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823 접근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Combo 컴포넌트의 아이템을 Ctrl + Up/Down 키로 변경할 때 스크린리더가 값을

읽어주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7 Professional K 환경에서 IE10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

니다).

84038 접근성 기능이 설정된 상태에서 Combo 컴포넌트의 아이템을 [Ctrl + 방향키]로 변경시 아이템 값을 스크린리

더가 읽어주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Dataset

RP 설명

83307 Dataset 오브젝트에서 setColumn 메소드로 컬럼 값을 설정 후 setCellPos 메소드를 사용하여 Cell 이동시 set

Column으로 설정한 값이 원복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712 Dataset 오브젝트에서 Row의 타입을 ROWTYPE_DELETE로 변경한 후 deleteMultiRows 메소드 수행시 인

수로 전달한 Row뿐 아니라 Row 타입이 ROWTYPE_DELETE인 모든 Row가 삭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063 nexacro.open 메소드로 호출한 모덜리스 팝업에서 글로벌 Dataset 오브젝트를 transaction 메소드의 strInDa

tasets 인수로 설정시 글로벌 Dataset을 찾지 못해 데이터가 전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6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Div

RP 설명

83430 Div 컴포넌트에서 하위의 컴포넌트에 addEventHandler 메소드로 이벤트 함수 추가 후 removeEventHandler

Lookup 메소드 수행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566 Div 컴포넌트에서 스크롤이 있을 경우 onmousewheel 이벤트에서 preventDefault를 호출해도 스크롤이 동작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82748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서 inputtype 속성 값을 'english'로 설정했을 때 한영 전환이 되지 않고 영어만 입

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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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55 Edit 계열 컴포넌트에서 value 속성 값이 설정된 상태로 폼을 로딩했을 때 전체 선택 후 삭제하면 Undo(Ctrl +

z)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282 Edit 계열 컴포넌트를 터치했을 때 소프트 키보드가 올라왔다 내려가는 오류, 컴포넌트를 가리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657 Edit 컴포넌트 사용시 지원하지 않는 자동완성 기능이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실행시 발

생한 오류입니다).

83812 접근성 기능이 설정된 상태에서 Edit, MaskEdit 컴포넌트 선택시 음성 출력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816 접근성 기능이 설정된 상태에서 Edit, MaskEdit 컴포넌트 선택시 값을 두 번 읽어 주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891 Edit 계열 컴포넌트에서 readonly 설저된 Edit 컴포넌트나 Edit 계열 이외의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이동했

을 때 IME 상태가 변경되며 화면이 멈추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037 접근성 기능이 설정된 상태에서 Edit, MaskEdit, TextArea, Calendar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이동했을 때 acces

sibilitylabel, accessibilityaction, accessibilitydescription 및 accessibilityrole, value를 스크린리더가 읽어주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131 Edit 컴포넌트를 터치하여 입력 후 소프트키보드가 내려간 후 다른 컴포넌트를 터치시 포커스가 잘못 가고 스크

롤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11 이상의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146 Edit 컴포넌트에서 소프트키보드를 사용하여 입력한 후 화면상에서 소프트키보드 영역이었던 부분이 터치가 되

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163 접근성 기능이 설정된 상태에서 Edit 컴포넌트로 포커스 이동 후 더블 탭을 했을 때 소프트 키보드가 오픈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2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talkback 실행 상태로 크롬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Grid

RP 설명

82407 트리로 설정한 Grid 컴포넌트에서 autosizingtype 속성을 'col'로 설정 후 tree를 펼쳤을 때 데이터에 맞춰서 컬

럼 사이즈가 조정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701 Grid 컴포넌트에서 ondrag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

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953 접근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Grid 컴포넌트의 showEditor 메소드로 Cell을 편집 모드로 변경시 입력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236 Grid 컴포넌트 Cell이 Combo 타입 이고 disable 상태일 때 CSS에서 dropbutton의 -nexa-icon 속성 설정시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448 트리로 설정한 Grid 컴포넌트에서 treeusecheckbox 속성을 'true'로 설정했을 때 autosizingtype 설정이 동작

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514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displaytype 속성 값이 'number', edittype 속성 값이 'none', textAlign 속성 값이

'right'이고 Row에 값이 없을 때 엑셀로 익스포트를 수행하면 데이터가 좌측 정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655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을 mergeContentsCell 메소드로 병합했다가 splitContentsCell 메소드로 분할 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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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한 Cell 선택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722 Grid 컴포넌트를 CSV 타입으로 익스포트시 Head, Summary 밴드에 병합된 Cell이 있는 경우 비정상적으로 표

현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729 Grid 컴포넌트 onenterdown 이벤트에서 Grid 변경시 화면 갱신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

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736 Grid 컴포넌트에서 편집 상태로 있던 Cell에서 포커스가 이동되며 값이 변경될 때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83791 Grid 컴포넌트 Cell이 편집 모드 상태에서 문자열 전체 선택 후 Cell의 패딩 영역을 선택하여 편집 모드가 종료될

때 복사(Ctrl+c)를 하면 전체 선택했던 문자열이 클립보드로 복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828 Grid 컴포넌트에서 Tab 키를 이용하여 Grid 컴포넌트에서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 이동시 Grid의 formats에 B

ody Cell 정보가 없는 경우 TypeError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859 Grid 컴포넌트에서 showselection 속성 값을 'true'로 설정 후 Cell 선택시 Grid에 스크롤이 없으면 셀렉션 보

더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888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을 mergeContentsCell 메소드로 병합했다가 splitContentsCell 메소드로 분할하면 C

ell의 인덱스가 순서대로 나오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947 Grid 컴포넌트의 Cell이 편집 모드일 때 Cell 내부의 패딩 영역을 클릭시 편집 모드가 닫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957 Grid 컴포넌트에서 Summary 밴드가 있고 enableredraw 속성 값을 'false'로 설정 후 appendContentsRow

메소드 호출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021 접근성 기능이 설정된 상태에서 Grid 컴포넌트 Cell의 edittype 속성 값이 'button'인 경우 센스리더가 accessi

bilityaction, accessibilitydescription을 읽어주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

류입니다).

84108 Calendar로 설정된 Grid 컴포넌트 Cell에서 dropbutton 이미지를 변경하기 위해 CSS로 dropbutton의 -nexa

-icon 속성을 설정했을 때 아이콘 변경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ImageViewer

RP 설명

84236 ImageViewer 컴포넌트에서 JPEG 이미지가 깨져서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5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ListView

RP 설명

82406 ListView 컴포넌트에서 두 밴드(Body, Detail)의 height 속성 값의 합을 '100%'로 설정해도 높이가 100%가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698 ListView 컴포넌트에서 Cell이 Combo 컨트롤로 설정되어 있을 때 콤보의 아이템을 선택 후 포커스를 이동하면

값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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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2 ListView 컴포넌트에서 displaytype 속성 값이 'combotext' 혹은 'combocontrol' 일 때 콤보 아이템을 선택

후 포커스를 이동하면 선택 값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MaskEdit

RP 설명

84195 MaskEdit 컴포넌트에서 format 속성 값을 '@' 문자로 설정했을 때 알파벳 입력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 17.0.0.16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삼성 갤럭시 S4(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PopupDiv

RP 설명

84248 PopupDiv 컴포넌트에서 내부에 멀티 Combo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생성한 후 Combo를 클릭했을 때 하단 일

부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7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ProgressBar

RP 설명

83139 ProgressBar 컴포넌트에서 onclick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adio

RP 설명

83810 접근성 기능이 설정된 상태에서 Radio 컴포넌트의 아이템 선택시 "해제"라고 잘못된 음성이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Sketch

RP 설명

83927 Sketch 컴포넌트에서 saveSketchToFile 메소드 수행시 "Failed to save file"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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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RP 설명

84260 Static 컴포넌트에서 usedecorate 속성을 설정시 잘못된 위치에 문자가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7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Textarea

RP 설명

83257 TextArea 컴포넌트에서 텍스트를 마우스 드래그로 선택한 후 set_value로 value 값 설정시 선택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148 접근성 기능이 설정된 상태에서 TextArea 컴포넌트로 포커스 이동시 스크린리더가 아무것도 읽어주지 않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302 TextArea 컴포넌트에서 set_value를 수행하는 경우 스크롤이 생기면 스크롤이 이상하게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82679 StepControl 오브젝트 사용시 Step의 라디오 버튼(stepitem)을 클릭하여 화면 전환시 라디오 버튼이 계속 활

성화된 상태로 유지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377 showModalWindow 메소드를 호출하여 오픈한 팝업 윈도우에 Div 컴포넌트가 있을 때 Div의 onload 이벤트

보다 팝업 윈도우의 onload 이벤트가 먼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768 nexacro.open 메소드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팝업 윈도우를 오픈하는 경우 팝업 윈도우 오픈시 전달한 인수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772 모달 윈도우에서 topmost 속성을 'true'로 설정할 경우 부모 윈도우에 topsmost 속성이 적용되어 모달 윈도우

가닫힌후에도 topsmost 상태가지속되는오류를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브라우저실행시발생한오류입니다)

.

83795 모달 윈도우에서 부모 윈도우에 다른 화면(ChildFrame)을 오픈 후 모달 윈도우를 닫거나 오버레이 영역을 클릭

하면 부모 윈도우가 이전 화면으로 변경되는(새로 추가한 ChildFrame이 뒤로 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822 Environment 오브젝트의 enableclipboard 속성 값을 'false'로 설정한 넥사크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오픈된

엑셀 파일에서 복사(Ctrl+c), 잘라내기(Ctrl+x) 동작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935 Image 오브젝트에서 setBase64String 메소드 호출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975 폼 화면을 마우스 휠로 줌인/아웃 수행 뒤 open 메소드로 모덜리스 윈도우를 오픈한 후 거기서 다시 showMod

al 메소드 호출시 모달 윈도우가 오픈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84019 접근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컴포넌트간 포커스 이동시 센스리더가 일부 컴포넌트의 롤을 편집창으로 읽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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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83 Form 오브젝트의 setWaitCursor 메소드를 사용하여 Wait Cursor를 표시할 때 WebBrowser 컴포넌트에 가

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099 특수 문자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Dataset으로 임포트하면 문자가 깨져서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

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123 showModal 메소드로 모달 팝업 윈도우를 오픈한 후 작업표시줄에서 해당 프로세스를 클릭하여 최소화했다가

다시 클릭하여 복구했을 때 팝업 윈도우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67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44.6.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81215 넥사크로 스튜디오 에서 ListView 컴포넌트 Cell의 combodataset 속성을 설정 후 ListView 콘텐츠 편집기에서

바인딩된 Dataset의 컬럼이 조회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946 넥사크로 스튜디오 테마 편집기에서 스타일 변경 후 저장했을 때 자동으로 제너레이트가 수행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291 넥사크로 스튜디오 Script 편집기 탭에서 IntelliSense 리스트나 툴팁이 화면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잘려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35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컴포넌트에 Arrangement 기능을 설정하려는 경우 기준이 될 컴포넌트로 마우스로 드

래그 했을 때 보여지는 팝업에서 컴포넌트간의 간격 값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476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Application 제너레이트를 수행할 때 리소스의 ImageResource 하위 폴더가 제너레이

트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597 넥사크로 스튜디오 Tray 편집기에서 Tray 오브젝트의 콘텍스트 메뉴 선택시 메뉴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616 넥사크로 스튜디오 Form 편집기에서 Invisible Object 영역의 오브젝트를 선택 후 Form 디자인 영역의 컴포넌

트를 선택해도 포커스가 Invisible Object 영역에 남아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94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오픈시 간헐적으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075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Compress 옵션을 설정하고 Deploy 했을 때 inner function의 이름이 잘못 변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4081 넥사크로 스튜디오 ListView Contents Editor에서 Cell의 displaytype 속성 값이 'combotext' 혹은 'comboc

ontrol' 일 때 combodataset 속성을 설정하면 바인딩한 Dataset의 컬럼 리스트가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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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 기타

RP 설명

83781 스플래시 이미지가 'none'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부트스트랩 로딩중 오류 발생시 좀비 프로세스가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827 넥사크로 애플리케이션에서 트랜잭션 수행시 WaitCursor가 WebBrowser 컴포넌트에 가려지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948 넥사크로 화면 타이틀바의 최대화 버튼을 클릭하여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최대화하고 PC 윈도우의 바탕화면보

기 버튼을 클릭했다가 다시 넥사크로 화면을 활성화하면 타이틀바의 최대화 버튼의 이미지가 normal 상태 이미

지로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992 앱 빌더를 사용하여 안드로이드 앱 빌드 및 설치 후 실행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016 특정 PNG 이미지 로딩시 'xplatform : iCCP : known incorrect sRGB profile'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4067 넥사크로 애플리케이션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Cache 데이터가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4.7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1366 도움말 항목 중 Geolocation 오브젝트 getCurrentPosition 메소드의 Remark 설명에서 "Android 환경에서

기기가 Airplane 모드일 때 GPS 기능이 Off 되지만 getCurrentPosition() 메소드 수행 시 GPS 기능이 일시적

으로 On 상태가 됩니다."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GPS 기능을 강제로 On 시킬 수 없습니다.

82987 도움말 항목 중 onsetfocus, onactivate 이벤트의 Remark에 모덜리스 윈도우에서 setFocus 메소드 수행시 on

activate 이벤트 발생에 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83507 도움말 항목 중 아래 나열된 이벤트의 Remark 설명에서 이벤트 버블링에 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 onlbuttondown, onlbuttonup, onrbuttondown, onrbuttonup, onkeydown, onkeyup, onmoused

own, onmouseup, onmousewheel, onmouseenter, onmousemove, onmouseleave, ondrag, ond

ragenter, ondragmove, ondragleave, ondrop

84101 도움말 항목 중 FileDialog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설명에서 open 메소드가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동작하지

않아 웹 브라우저 지원 항목이 체크 해제되었습니다.

84121 도움말 항목 중 Form > StepControl 오브젝트의 하위 항목에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는 속성과 메소드가 삭제

되었습니다.

● 속성: enable, id, stepcount, stepindex, stepitemgap, stepitemsize, tooltiptext, tooltiptype, visible

● 메소드: step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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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5.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0.0.1700

File Version 2019.02.19.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45.2 릴리스 이후 수정 사항

45.2.1 17.0.0.1701

RP 설명

83869 showModalSync 메소드로 오픈한 팝업 윈도우에서 다시 showModalSync 메소드로 팝업 윈도우를 오픈했을

때 스크립트 수행 순서가 오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4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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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신규기능

1. Combo 컴포넌트의 검색/필터 기능 사용 시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83025)

설명

•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고 검색/필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type 속성에 'caseisearch', 'caseifilter', 'caseifilterlike' 를 추가했습니다.

>> Grid 컴포넌트의 Cell 속성 중 combotype, SubCell 의 combotype, ListView 컴포너트의 ListViewCell 에 combotype 속

성에도 같은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Combo > Property > type

2. 어플리케이션 중복 실행 시 발생하는 onduplicateexecution 이벤트에 전달되는 DuplicateExecutionEventInf

o 오브젝트에 공통변수를 구별하여 접근할 수 있는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RP.82865)

설명

• Cookies 와 Variables 영역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 cookiearguments

- 어플리케이션의 Cookies 영역 변수를 Collection 형태로 갖는 읽기전용 속성입니다.

• envarguments

- 어플리케이션의 Variables 영역 변수를 Collection 형태로 갖는 읽기전용 속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ventInfo Objects > DuplicateExecutionEventInfo

3. Window 단위로 Zoom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메소드를 nexacroAPI 로 추가했습니다. (RP.82736,81843)

설명

• Window 단위로 Zoom을 처리하는 메소드입니다.

• getEnableWheelZoom( objFrame )

- Zoom 기능 설정 여부를 Boolean으로 반환합니다.

• setEnableWheelZoom( objFrame, bZoom )

- Zoom 기능 사용을 Boolean으로 설정합니다.

• getWheelZoom( objFrame )

- 적용된 Zoom 배율을 '%' 단위로 반환합니다.

• setWheelZoom( objFrame, nScale )

- 특정 Window에 Zoom 배율을 '%' 단위로 설정합니다.

>> Zoom 은 50%~200% 범위에서 10% 단위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nexacroAPI > Method > getEnableWheelZoom

- nexacroAPI > Method > setEnableWheelZoom

- nexacroAPI > Method > getWheel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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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acroAPI > Method > setWheelZoom

설명

4. FileUpload, FileDownload, ExcelExport,ExcelImport 컴포넌트에 filefilter, filefilterindex 프로퍼티를 추가

했습니다.(RP.80023)

설명

• filefilter

- 파일 다운로드 시 표시되는 파일선택창에 적용될 파일형식을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 filefilterindex

- 파일선택창에 기본으로 표시될 파일형식을 인덱스값으로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FileDownload > Property > filefilter

- Components > Component > FileDownload > Property > filefilterindex

5. 모바일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로딩 시 Zoom을 적용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83671,8

3672)

설명

• Zoom 을 적용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 Screen 에 zoomfactortype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 portrait : 선택된 Screen 의 width/height 중 작은 쪽을 기준으로 Zoom 이 적용됩니다.

- landscape : 선택된 Screen 의 width/height 중 큰 쪽을 기준으로 Zoom 이 적용됩니다.

- auto : 어플리케이션 로딩 시점에 선택된 Screen 의 width 를 기준으로 Zoom 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Screen > Property > zoomfactortype

6. Grid 컴포넌트에 getEditingValue, getEditingText, setEditingValue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RP.82955)

설명

• Grid 컴포넌트의 Cell에 입력중인 값을 제어하는 속성들입니다.

• getEditingValue

- Cell 이 편집모드일 때 표시되는 컨트롤에 입력 중인 value 값을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 getEditingText

- Cell 이 편집모드일 때 표시되는 컨트롤에 입력 중인 text 값을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 setEditingValue

- Cell 이 편집모드일 때 표시되는 컨트롤 또는 서브컨트롤의 value 속성을 설정하는 메소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Method > getEditingValue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Method > getEditingText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Method > setEditing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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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Grid Cell 의 displaytype 속성값이 'control' 계열로 설정되어 있을 때도 Suppress 기능을 적용하도록 했습니

다. (RP.81875)

설명

• Grid Cell 의 displaytype 속성값이 'control' 계열로 설정되어 있을 때도 Suppress 기능을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 displaytype 속성값이 'treeitemcontrol' 인 경우만 Suppress 기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displaytype 속성값이 'checkboxcontrol' 인 경우 Suppress 기능이 적용되는 기준은 true/false 값이 아닌 Cell 에 표시되는

텍스트의 일치 여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Objects > GridCellControl > Property > suppress

45.4 변경기능

1. Application 에 추가된 XCSS 에서 Theme 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RP.83509,83106)

설명

변경 전 • Application 에 추가된 XCSS 에서 Theme 의 이미지를 로딩할 수 없습니다.

변경 후 • Application 에 추가된 XCSS 에서 Theme 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Nexacro Studio에서 인텔리전스를 이용하여 메소드를 자동완성시킬 때 캐럿위치 및 Syntax tooltip의 표시여

부를 변경했습니다. (RP.82676)

설명

변경 전

• 메소드에 파라미터 입력 여부와 관계없이 메소드 확정 시 괄호 내부에 캐럿이 위치하고 Synt

ax tooltip을 표시합니다.

ex) 캐럿위치

this.Dataset00.clearData( | )

변경 후

• 메소드에 파라미터의 입력이 필요하지 않은 메소드 확정 시에는 메소드 괄호 닫힌 후 캐럿이

위치하고 Syntax tooltip을 표시하지 않도록 수정했습니다.

ex) 캐럿위치

this.Dataset00.clearData( ) |

3. Grid 컴포넌트의 blinkCell, blinkCellByInterval 메소드에서 파라미터값에 따라 깜빡임 효과를 중단할 수 있도

록 했습니다. (RP. 82520 )

설명

변경 전

• blinkCell 메소드의 'nBlinkCnt', 'nKeepMSec' 파라미터 중 하나를 0 으로 설정 시 깜빡임

효과를 무한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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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inkCellByInterval 메소드의 'nInterMSec' 파라미터 값을 0 으로 설정 시 깜빡임 효과를

무한으로 적용합니다.

변경 후

• blinkCell 메소드의 'nBlinkCnt', 'nKeepMSec' 파라미터 중 하나를 0 으로 설정 시 깜빡임

효과를 중단합니다.

• blinkCellByInterval 메소드의 'nInterMSec' 파라미터 값을 0 으로 설정 시 깜빡임 효과를

중단합니다.

• 깜빡임 효과를 적용한 Cell 에 blinkCell, blinkCellByInterval 메소드 실행 시 기존 정보는 삭

제하고, 새로운 값으로 재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Method > blinkCell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Method > blinkCellByInterval

설명

45.5 오류수정

45.5.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Button

RP 설명

83246 Button 컴포넌트에서 borderRadius 속성 값을 '0px 2px 2px 0px'로 설정시 Button이 아래로 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Calendar

RP 설명

83043 Calendar 컴포넌트에서 요일이 폼 전환 혹은 새로 고침하는 경우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847 Calendar 컴포넌트에서 locale 속성 값을 'ja_JP'로 설정시 달력에 요일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Chart

RP 설명

83522 BasicChart 컴포넌트가 있는 Form에서 마우스 휠로 스크롤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715 GaugeChart 컴포넌트에서 highlight 효과를 사용하고 불투명일 경우 아이템 부분을 클릭하면 에러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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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Combo

RP 설명

83088 Combo 컴포넌트에서 값을 선택한 상태에서 Combo의 스크롤을 이동하면 값 선택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Dataset

RP 설명

83096 Dataset 오브젝트에서 updatecontrol 속성 값을 'false'로 설정하고 Row를 실제 삭제하지 않고 setRowType

메소드로 삭제 상태로 변경했을 때 findRowExpr, getCaseCount 메소드의 결과가 잘못 반환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83771 Dataset 오브젝트에서 소수점 이하 자리수가 0으로 끝나는 실수를 bigdecimal 타입의 컬럼에 넣고 Grid 컴포

넌트에 바인딩했을 때 해당 Cell을 선택해서 값을 수정하지 않았는데도 RowType이 ROWTYPE_UPDATE(수정

된 상태)로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51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dit

RP 설명

83908 Edit 컴포넌트에서 displaynulltext 속성과 maxlength 속성이 설정되어 있을 때 텍스트를 입력한 후 다른 컴포

넌트로 포커스 이동시 입력했던 텍스트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5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Grid

RP 설명

82521 Grid 컴포넌트에서 blinkCell 메소드 호출시 nKeepMSec, nBlinkCnt 값을 0으로 설정하면 무한으로 깜빡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076 Grid 컴포넌트에서 autosizebandtype 속성 값이 'body'이고 autosizingtype 속성 값이 'row' 일 때 엑셀로 익

스포트하면 설정된 textalign이 적용되지 않고 왼쪽 정렬로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110 Grid 컴포넌트 Cell에서 displaytype 속성 값을 'combocontrol'로 설정한 상태에서 innerdataset에 filter 설정

후 수직 스크롤바를 이동하면 Combo의 텍스트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115 Grid 컴포넌트에서 mergeCell 메소드를 사용하여 Cell을 병합 할 경우 textDecoration 속성의 효과가 반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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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130 Grid 컴포넌트 Cell의 border 속성 값을 'groove', 'ridge', 'inset', 'outset' 중 하나로 설정한 상태에서 엑셀

익스포트 수행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250 Grid 컴포넌트에서 데이터가 있을 경우 Cell Border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13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IE8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459 엑셀 임포트 수행 후 Gird 컴포넌트에 Combo 동적 생성시 ID 중복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

롬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513 특정 스캐너를 사용하여 Grid 컴포넌트의 데이터 값을 읽으려 할 때 setCellPos 메소드를 사용하여 Cell을 선택

하면 데이터 값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586 Grid 컴포넌트에서 autosizingtype 속성 값을 'row'로 설정한 상태로 mergeCell 메소드를 수행하여 Cell 병합

시 병합된 Cell의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83692 Grid 컴포넌트에서 autosizingtype 속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mergeCell 메소드 수행시 wordwrap이 설정된 C

ell의 높이가 정확히 맞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798 Tree로 설정한 Grid 컴포넌트에서 아이템 클릭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64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868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displaytype 속성 값을 'currency'로 설정했을 때 '￦' 문자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Menu

RP 설명

83901 Menu, PopupMenu 컴포넌트에서 아이템 선택시 팝업 윈도우가 닫히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opupMenu

RP 설명

83853 PopupMenu 컴포넌트에서 checkboxcolumn 설정시 CheckBox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Static

RP 설명

80285 Static 컴포넌트에서 usedecorate 속성 값을 true로 설정시 폰트 종류에 따라 글자가 아래로 내려가 보이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81323 Static 컴포넌트에서 usedecorate 속성 값이 true로 설정된 상태에서 valign 속성 설정시 글자 위치가 정상적으

로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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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96 Static 컴포넌트에서 userdecorate 속성을 true로 설정 후 폰트의 line-height 속성 설정시 적용되지 않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Textarea

RP 설명

83216 TextArea, Edit 컴포넌트에서 한글 입력 후 실행취소(Ctrl+z), 재실행(Ctrl+y)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217 TextArea 컴포넌트에서 maxlength 속성 설정 후 문자를 입력하여 maxlength 길이만큼 도달했는데도 엔터키

를 입력하면 개행이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277 TextArea 컴포넌트에서 maxlength 속성 설정 후 문자를 입력하여 maxlength 길이만큼 도달했을 때 TextAre

a를 클릭하면 마지막 문자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661 TextArea, Edit 컴포넌트에서 inputtype 속성 값이 'alpha, number' 일 때 한글과 영문을 같이 복사한 후 붙여

넣기 했을 때 붙여넣기가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733 TextArea 컴포넌트에서 엔터(줄바꿈)가 포함된 텍스트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했을 때 캐럿이 잘못된 위치에 나

타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735 TextArea, Edit 컴포넌트에서 inputmode 속성 값이 'upper'이고 maxlength 속성을 설정했을 때 텍스트 복사

하여 붙여넣기를 수행하면 붙여넣기가 안되거나 캐럿 위치가 잘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브라우

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835 TextArea 컴포넌트에서 insertText 메소드를 여러 차례 수행시 마지막 수행된 결과만 반영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WebBrowser

RP 설명

83330 WebBrowser 컴포넌트가 있는 모달 팝업 윈도우에서 리사이즈 시도시 마우스 커서가 WebBrowser 영역에 들

어가면 리사이즈가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392 WebBrowser 컴포넌트가 있는 모달 팝업 윈도우를 showModalWindow 메소드로 오픈한 후 onload 이벤트

에서 alert 메소드 호출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82438 System 오브젝트의 showModalWindow 메소드로 오픈한 팝업 윈도우에서 ChildFrame의 폼이 잘려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260 showModal 메소드로 팝업 윈도우 오픈시 팝업 Form의 컴포넌트들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509 loadStyle 메소드를 사용하여 넥사크로 애플리케이션의 스타일을 변경한 후 최초 로딩된 화면에서 Grid 컴포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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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체크박스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635 MDI 구조에서 Div에 연결된 Form의 onload 이벤트에서 parent의 close 메소드 호출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749 크로스 도메인 환경에서 엑셀 임포트 수행시 onerror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

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829 앱 실행시 mobile_small 스크린 타입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872 텍스트에 일본어와 한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873 텍스트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을 때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45.5.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81946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한번이라도 오픈된적이 있는 테마를 외부에서 수정한 후 재오픈시 Reload 질의에 yes를

선택하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506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Form 디자인 화면의 Source 탭에서 Dataset 태그를 모두 삭제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83352 넥사크로 스튜디오 Form 디자인 화면의 Script 편집기에서 텍스트 입력 후 방향키로 이동했을 때 인텔리젼스 윈

도우가 오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5.5.3 기타

RP 설명

83142 nexacro.exe를 사용하여 넥사크로 애플리케이션 실행시 네트워크 문제로 인한 설치 및 구동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특정 POS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607 넥사크로 애플리케이션 초기 로딩시 로딩 메시지 일부가 출력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

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674 Cache 디렉토리에 .tmp 파일이 많아질수록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미지 로딩이 느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848 SetupRuntime 설치시 nexacro.exe 파일이 잘못된 위치에 설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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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2520 도움말 항목 중 blinkCell, blinkCellByInterval 메소드에서 메소드 호출시의 인수 값에 따라 깜빡임 효과를 중단

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83654 도움말항목중 Grid 컴포넌트 setRealRowSize, getRealRowSize 메소드의 Parameter 설명에서 bBodyIdx가

bBody로 변경되었고 일부 설명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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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6.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0.0.1600

File Version 2019.1.22.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46.2 릴리스 이후 수정 사항

46.2.1 17.0.0.1601

RP 설명

83728 Grid 컴포넌트에서 Cell 병합 후 병합한 Cell에 cssclass 적용시 textalign 설정이 Row 별로 랜덤하게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600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742 트리로 설정한 Grid 컴포넌트에서 수직 스크롤바를 끝으로 이동 후 expand 상태의 Row를 collapse 시키면 Ro

w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600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759 XPush 오브젝트에서 토픽 등록시 onerror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5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761 WebBrowser 컴포넌트 위에 wait cursor가 나타날 때 WebBrowser의 콘텐츠 일부가 하얗게 표시되는 오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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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했습니다.

● 17.0.0.151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46.3 신규기능

1. IE 브라우저 환경에서 Grid 스크롤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scrolldisplaymode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RP. 8253

0, 82335 )

설명

• scrolldisplaymode는 IE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Grid 스크롤 시 화면이 갱신되는 방식을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 scrolldisplaymode의 속성값으로는 "normal/page/line"이 있습니다.

• scrolldisplaymode는 IE 웹브라우저 환경에서만 지원하는 속성입니다.

>> IE 웹브라우저가 아닌 경우에는 "normal"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Property > scrolldisplaymode

2. Grid에서 선택한 Cell에 border 효과를 주기 위한 showselection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RP. 79782, 71499)

설명

• showselection은 Grid body 밴드에서 선택한 Cell 영역에 border 표시 여부를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 showselection의 속성값으로는 "true"와 "false"가 있습니다.

• 선택한 Cell 영역에 표시되는 border는 xcss의 ".GridSelectionControl" 또는 "Grid .body .selection"으로 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Property > showselection

3. Excel Export를 완료한 후 파일을 즉시 다운로드 하기 위해 ExcelExportObject.exportData()에 bFileDown

파라미터를 추가했습니다. (RP. 83155)

설명

• ExcelExportObject.exportData() 메소드에 네번째 파라미터로 bFileDown을 추가했습니다.

>> bFileDown은 Export가 완료된 후 생성된 파일의 다운로드를 여부를 설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 bFileDown을 true로 설정 시 파일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 bFileDown을 false로 설정 시 파일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지 않습니다.

>> bFileDwon값 생략 시 true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isc. Objects > ExcelExportObject > Method > export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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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ell에 dateformat이 'yyyy-MM-dd ddd'일 때 Cell에 표시된 text 값을 xeni로 전송하기 위해 ExcelExportO

bject.exportData() 세번째 파라미터 nOrgValue의 타입을 변경하고 파리미터값을 추가했습니다. (RP. 80215,

81799)

설명

• Excel Export시 Cell이 Date 형식일때만 Cell에 표시된 text 값을 xeni로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ExcelExportObject.exportData()의 파리미터 중 nOrgValue에서 위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isc. Objects > ExcelExportObject > Method > exportData

5. Excel Import 시 ".xlsm" 확장자 파일도 import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83243)

설명

• Excel import시 매크로가 포함된 xlsm 확장자의 엑셀 파일을 import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6. DataSet의 데이터를 바인드하여 Bar, Circle 형태의 Gauge로 표현하기 위한 GaugeChart 컴퍼넌트를 추가했

습니다. (RP. 83005, 83007, 83009)

설명

• GaugeChart에는 ChartGaugeValueAxisControl과 ChartGaugeValueSeriesControl을 한개씩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GaugeChart는 Category 축 없이 Value 축만으로 구성됩니다.

• GaugeChart는 VerticalBar, HorizontalBar, Circle 형태의 차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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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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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hart > GaugeChart

설명

7. 컴퍼넌트 background 속성에 이미지 로드 시 이미지의 위치를 비율값(%)로 설정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RP. 79623, 79473)

설명

• background 속성에 이미지 설정시 이미지가 표시되는 위치를 비율값(%)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nexacrostudio Properties창 또는 script로 이미지 위치를 비율값(%)으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script 설정시 - set_background(“url(‘image경로') no-repeat 50% 50%”)

>> nexacrostudio Properties창 설정 시

8. system.print() 메소드 사용시 가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RP.81562)

설명

• system.print() 메소드 사용시 가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strOrientation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 용지가 출력되는 방향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 'portrait' 설정 시 용지에 세로 방향으로 출력됩니다.

- 'landscape' 설정 시 용지에 가로 방향으로 출력됩니다.

>> Windows nexacro Browser 일 때만 지원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isc. Objects > System > Method >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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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변경기능

1. IE 브라우저 환경에서 Excel export시 Excel 파일 다운로드를 위한 새 창 표시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RP. 8334

6)

설명

변경 전 • Excel Export 시 다운로드를 위한 새 창이 표시되었습니다.

변경 후 • Excel Export 시 새 창을 표시하지 않고 다운로드하도록 변경했습니다.

2. nexacro.open()으로 띄운 화면에서 Deactivate되어 있는 메인창에 setFocus()를 실행 할 경우 처리 철자를 변

경했습니다. (RP. 83189, 83124)

설명

변경 전
• 메인창에 setFocus() 실행 시 "onsetfocus/onkillfocus" 이벤트는 발생하지만 "Staus/Nod

e/Focus/Frame"의 Arrange는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변경 후

•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메인창에 setFocus() 실행 시 "onsetfocus/onkillfocus" 이벤트가 발

생하며, "Status/Node/Focus/Frame"의 Arrange도 처리합니다.

>> 메인창은 Activate 시키지 않습니다.

• 런타임 환경에서 메인창에 setFocus() 실행 시 메인창을 Activate 시킨 후 "onsetfocus/on

killfocus" 이벤트가 발생하며, "Status/Node/Focus/Frame"의 Arrange도 처리합니다.

3. HTML5에서 nexacro.open()으로 팝업된 창에서 system.getCursorX()를 실행할 경우 undefined가 리턴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팝업창이 메인창과 별도의 System 객체를 갖도록 변경했습니다. (RP. 83176)

설명

변경 전 • nexacro.open()으로 팝업된 창이 메인창과 System 객체를 공유했습니다.

변경 후 • nexacro.open()으로 팝업된 창이 메인창과 별도의 System 객체를 가집니다.

4. Calendar value validation을 Dataset value validation과 동일하게 변경했습니다. (RP. 83515, 83501)

설명

• "년/월/일" 중 개별 항목이 빈값인 경우 빈값을 01로 바꿔주도록 변경했습니다.
(1)

• "월/일" 중 개별 항목에 사용자가 "00 또는 0"을 입력할 경우 년도나 월이 -1 감소하도록 변경했습니다.
(2)

• "월/일"에 값을 초과하여 입력할 경우 "년도 또는 월"이 증가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단, 년도는 9999년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

다.
(3)

변경 전

• Calendar Value에 "201901"을 설정할 경우 -> 20190101
(1)

• Calendar Value에 "20190100"을 설정할 경우 -> 20190101
(2)

• Calendar Value에 "20190011"을 설정할 경우 -> 20190111
(2)

• Calendar Value에 "20190000"을 설정할 경우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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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Calendar Value에 "20191305"를 설정할 경우 -> 20190105
(3)

• Calendar Value에 "20190533"을 설정할 경우 -> 20190501
(3)

변경 후

• Calendar Value에 "201901"을 설정할 경우 -> 20190101
(1)

• Calendar Value에 "20190100"을 설정할 경우 -> 20181231
(2)

• Calendar Value에 "20190011"을 설정할 경우 -> 20181211
(2)

• Calendar Value에 "20190000"을 설정할 경우 -> 20181130
(2)

• Calendar Value에 "20191305"를 설정할 경우 -> 20200105
(3)

• Calendar Value에 "20190533"을 설정할 경우 -> 20190602
(3)

설명

5. windows의 화면 배율이 200% 이상일 때 nexacrostudio에 고해상도 아이콘이 적용되도록 변경했습니다. (R

P. 81332)

설명

변경 전 • 화면 배율이 200% 이상일 경우 아이콘이 깨져보였습니다.

변경 후 • 화면 배율이 200% 이상일 경우 고해상도 아이콘이 적용됩니다.

6. nexacrostudio 사용성 개선을 위해 툴바 및 메뉴바 아이콘 이미지를 변경했습니다.

설명

• nexacrostudio 사용성 개선을 위해 툴바 및 메뉴바 아이콘 이미지를 변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개발도구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5.1 Toolbar 기능

- 25.2 Menu Bar

46.5 오류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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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alendar

RP 설명

82706 Calendar 컴포넌트가 Spin 타입일 때 캐럿이 없으면 스핀 버튼을 클릭해도 값이 변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Edge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162 enableaccessibility 속성이 true 일 때 type 속성 값이 'normal'인 Calendar 컴포넌트의 헤드 영역에서 날짜를

탐색하다가 날짜를 선택하지 않고 닫았다 다시 열면 기본 날짜가 탐색한 날짜로 설정되어 있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안드로이드, iOS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163 Calendar 컴포넌트에서 type 속성 값이 'normal' 일 때 calendaredit에 입력한 날짜가 Calendar에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501 Calendar 컴포넌트에서 value 속성에 날짜 값에서 벗어나는 값 설정시 잘못된 날짜로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83515 Calendar 컴포넌트에서 set_value 메소드로 value 속성을 설정했을 때 설정한 월의 전 월로 설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hart

RP 설명

79343 BasicChart 컴포넌트에서 series 별로 valueaxis 속성을 다르게 설정했을 때 tickmax 속성 값이 잘못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361 BasicChart, BubbleChart 컴포넌트에서 ChartSelectionControl 오브젝트의 visible 속성 값이 true로 설정되

어 있고 사용하지 않는 axis가 첫 번째에 있는 경우 Board 영역을 선택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83464 Chart 컴포넌트에서 데이터없이 tickmin 속성만 설정한 경우 데이터셋을 바인딩하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ombo

RP 설명

82956 Combo 컴포넌트에서 value 속성 값을 null로 설정해도 displaynulltext가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078 type 속성 값을 'filter'로 설정한 Combo 컴포넌트에서 '#' 혹은 '@'와 같은 특수 문자가 포함된 데이터를 com

boedit에서 삭제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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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RP 설명

83286 Dataset 오브젝트에서 exchangeRow 메소드를 수행하여 두 row의 위치를 변경한 후 filter 메소드를 호출하면

변경된 row 위치가 원상복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iv

RP 설명

83184 Div 컴포넌트 혹은 Tab 컴포넌트 내에 PopupMenu 컴포넌트가 존재할 때 trackPopupByComponent 메소드

호출시 좌표가 잘못 나오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606 Div 컴포넌트에서 async 속성 값이 false 일 때 url 속성값을 변경한 후 바로 로딩한 폼의 함수를 호출하면 스크

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5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Edit

RP 설명

80588 Form의 mobileorientation 속성 값이 'landscape' 일 때 Edit 계열 컴포넌트를 터치하면 소프트키보드 위에

공백이 생기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363 Edit 계열 컴포넌트가 포커스를 받았을 때 캐럿이 표시되지 않거나 소프트키보드가 오픈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환경에서 런타임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443 Edit 계열 컴포넌트가 소프트키보드가 오픈되는 위치에 있을 경우 컴포넌트를 터치하면 소프트키보드에 가려지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794 Edit 컴포넌트가 소프트키보드가 오픈될 위치에 있을 때 Edit 컴포넌트를 터치하면 소프트키보드가 열렸다 다시

닫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삼성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913 Edit 컴포넌트가 소프트키보드가 오픈될 위치에 있고 mobileorientation이 landscape 일 때 Edit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이동하면 소프트키보드가 Edit 컴포넌트를 덮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삼성 브라

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495 Edit 컴포넌트가 소프트키보드가 오픈될 위치에 있을 때 Edit 컴포넌트로 포커스가 이동하면 소프트키보드가 오

픈됐다가 닫히거나 Edit 컴포넌트를 덮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크롬, 삼성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710 Edit 컴포넌트에 스페이스 혹은 탭 문자를 포함한 문자열을 복사했을 때 스페이스 혹은 탭 문자가 사라지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752 Edit 컴포넌트에서 updateToDatset 메소드 수행 후 값을 입력하고 포커스 이동시 입력한 값이 이전 값으로 돌

아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837 Edit 계열 컴포넌트에서 Tab 키로 포커스 이동시 바인딩된 Dataset의 oncolumnchanged 이벤트에서 alert 메

소드를 수행하면 포커스 이동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854 Edit 컴포넌트의 oninput 이벤트에서 setColumn 메소드로 입력중인 텍스트를 Dataset에 반영한 후 입력한 텍

스트를 블록 선택하여 삭제 후 포커스를 이동하면 Edit 입력 값이 이전 값으로 돌아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100 팝업 윈도우(PopupDiv)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인 폼의 Edit 컴포넌트 클릭시 캐럿은 표시되지만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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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동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506 Edit 컴포넌트에서 maxlength 속성이 설정되어 있고 autoskip 속성 값이 true 일 때 텍스트를 maxlength 길

이까지 입력해도 autoskip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오페라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556 enabletouchevent 속성 값이 true로 설정되어 있을 때 Edit 컴포넌트를 선택해도 소프트키보드가 오픈되지 않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크롬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Grid

RP 설명

81901 Grid 컴포넌트 Cell이 소프트키보드가 오픈될 위치에 있는 경우 Cell을 터치하면 소프트키보드가 Cell을 덮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076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의 onrowposchanged 이벤트에서 트랜잭션을 수행시킨 후 바로 마우스 드

래그를 했을 때 셀이 선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536 Grid를 Excel로 익스포트를 수행시 Cell의 CSS에 설정된 -nexa-text-decoration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957 Grid 컴포넌트에서 selecttype 속성을 'multirow', 'multiarea', 'area'로 설정 후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다중

선택 시도시 첫 번째 선택한 위치가 유지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989 Open 메소드로 오픈한 팝업 윈도우에서 selecttype 속성이 'multirow'로 설정된 Grid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영역 선택시 원치 않는 영역이 선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83014 Grid 컴포넌트에서 mergeCell 메소드로 병합한 Cell에 값 입력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040 Grid 컴포넌트에서 mergeCell 메소드를 사용하여 화면에 표시되지 않은 Cell을 병합할 때 에러가 발생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83071 Grid 컴포넌트에서 mergeCell 메소드로 병합한 Cell에 값 입력후 포커스를 이동해도 계속 입력 상태로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132 Grid 컴포넌트가 있는 화면을 print 메소드로 출력할 때 Grid 데이터가 밀려서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

E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208 Grid 컴포넌트 Cell의 editinputtype 속성 값이 'digit' 일 때 한글이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238 Cell이 병합된 Grid 컴포넌트에서 WaitCursor 사용시 Grid 데이터가 겹쳐서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288 Grid 컴포넌트에서 cellsizingtype 속성 값이 'col'일 때 마우스로 Cell 사이즈 변경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309 병합 수행된 Grid 컴포넌트를 Excel로 익스포트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 Excel 파일에서 병합된 Cell의 텍스트

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338 Grid 컴포넌트에서 autosizingtype 속성 값을 'row'로 설정 후 mergeCell 메소드 수행시 "format._getColSiz

eRange is not a function"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369 Grid 컴포넌트에서 스크롤 수행시 텍스트 잔상이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370 병합된 Cell이 있는 Grid 컴포넌트 밑으로 WebBrowser 컴포넌트가 중첩되어 있을 때 WaitCursor를 사용하면

텍스트가 깜빡거리는 오류, 스크롤하면 글자가 겹쳐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

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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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05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displaytype 속성 값이 'progressbarcontrol' 일 때 Cell의 앞 또는 뒤에 suppress 속

성 값을 1 이상으로 설정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520 Grid 컴포넌트에서 스크롤을 이동한 후 addConstColumn 메소드 수행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IE9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534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edittype 속성 값이 'mask'일 때 Cell을 터치해도 소프트키보드가 오픈되지 않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591 Grid 컴포넌트에서 autosizingtype 속성 값이 'row' 일 때 mergeCell 메소드를 수행하면 처리 속도가 느려지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603 Grid 컴포넌트 selecttype 속성 값이 'area' 일 때 영역 선택이 정상적으로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

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639 Grid 컴포넌트에서 Column이 스크롤 영역에 가려져 있을 때 hscrollbar로 스크롤시 마지막 Column이 잘려 보

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ge, IE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ListBox

RP 설명

83526 ListBox 컴포넌트 생성 후 스크롤을 하면 아이템이 사라져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skEdit

RP 설명

83265 MaskEdit 컴포넌트에서 입력받은 value 속성 값에 공백 문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Enter 키 입력이나 포커스

가 이동되는 동작으로 value 값이 확정되는 시점에 공백 문자가 제거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316 MaskEdit 컴포넌트에서 format 속성을 패스워드 형식으로 설정하면 이후부터 입력된 문자와 동일한 문자 입력

시 입력이 되지 않으며 oninput 이벤트도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opupDiv

RP 설명

82950 PopupDiv 컴포넌트를 trackPopupByComponent 메소드로 특정 위치에 출력할 때 MainFrame의 Border 사

이즈만큼 밀려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PopupMenu

RP 설명

82945 MDI 화면의 PopupMenu 컴포넌트에서 메뉴를 선택하여 오픈한 화면으로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2019년 1월 (17.0.0.1600) | 466

Sketch

RP 설명

82483 소프트키보드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Sketch 컴포넌트가 있는 PopupDiv 컴포넌트를 팝업으로 오픈했을 때

Sketch 컴포넌트가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크롬, 삼성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Textarea

RP 설명

82848 TextArea 컴포넌트에서 wordwrap 속성을 CSS에서 설정시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

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973 TextArea 혹은 Edit 컴포넌트에서 텍스트를 붙여넣기 했을 때 캐럿의 위치가 붙여넣기 한 텍스트의 끝이 아닌

전체 문자열의 끝으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372 TextArea 컴포넌트에서 한글 입력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470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649 TextArea 컴포넌트에서 inputtype 속성 값을 'alpha,number'로 설정했을 때 한글 텍스트를 붙여넣기하면 한

글이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5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크롬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WebBrowser

RP 설명

83620 WebBrowser 컴포넌트가 있는 Form에서 Wait Cursor가 동작시 WebBrowser 컴포넌트 뒤로 가려지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 17.0.0.151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넥사크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82577 ExcelImportObject에서 Excel 임포트 수행이 실패해도 onsuccess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687 FrameSet이 있는 화면을 종료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32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818 컴포넌트에 파일을 드롭 다운시 ondrop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4bit 넥사크로 브라우

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864 setFocus 메소드로 포커스를 받는 컴포넌트가 스크롤을 벗어나는 경계에 있을 경우 스크롤이 리셋되지 않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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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93 ChildFrame의 openalign 속성을 설정 후 showModalWindow 메소드 호출시 팝업 윈도우가 오픈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360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 넥사크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899 showModalWindow 메소드로 오픈한 모달 윈도우의 onload 이벤트에서 setFocus 메소드로 폼 영역 하단에

있는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줬을 때 컴포넌트가 있는 위치로 자동 스크롤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

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984 모달리스 팝업 윈도우에서 setFocus 메소드를 사용해 부모 프레임으로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121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Excel 익스포트 수행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

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124 넥사크로 애플리케이션 로딩중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됐을 때 setFocus 메소드가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133 Form에서 모달 윈도우를 오픈한 후 타이틀바를 드래그했을 때 모달 윈도우가 끊기면서 움직이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윈도우10 환경에서 IE11, Edge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137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Excel 익스포트시 error가 반환되면 애플리케이션 종료시 Crash Dump가

발생하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237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Excel 임포트시 xlsm 파일이 임포트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251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Excel 임포트시 TRUE 값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임포트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270 showModalWindow 메소드로 모달 윈도우 오픈시 onsize 이벤트가 oninit 이벤트보다 먼저 일어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290 showModalWindow 메소드를 호출하여 모달 윈도우 오픈시 onactivate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354 XPush 오브젝트에서 keepalivetime 속성값 설정시 설정된 주기로 onkeepalive 이벤트가 발생해야 하는데 간

헐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360 XPush 오브젝트에서 keepalivetime 속성값 설정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크롬 브라우

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381 MLM이 적용된 Form에서 go 메소드로 Form 화면을 로딩시 default 레이아웃이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안드로이드, iOS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414 showModal 메소드로 오픈한 모달 윈도우의 타이틀바를 드래그시 마우스 포인터가 overlay 영역으로 진입하면

모달 윈도우가 움직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0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421 컴포넌트의 ontouchend 이벤트에서 stopPropagation 메소드를 수행해도 이벤트가 전파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운영체제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553 Network 오브젝트에서 watchStart 메소드 호출시 애플리케이션이 멈추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

제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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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6661 넥사크로 스튜디오 Import Wizard에서 From Files 영역의 콘텍스트 메뉴에 'Select All' 메뉴가 누락된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664 넥사크로 스튜디오 폼 디자인 화면에서 TypeDefinition에 등록되지 않은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하여 Register T

ypedefinition Dialog 오픈했을 때 'ClassName' 항목으로 포커스가 가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915 넥사크로 스튜디오 설치 후 최초 실행시 사용자가 선택한 넥사크로 스튜디오 설정 정보(Perspective, Comman

d Type, Theme)가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069 넥사크로 스튜디오 툴바 메뉴[Generate > Service], Project Explorer 혹은 Resource Explorer의 콘텍스트 메

뉴에서 Service 제너레이트 수행시 동작 방식이 상이한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963 넥사크로 스튜디오 Chart Contents Editor에서 차트 영역과 Properties 영역 사이의 바로 차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크기를 줄였다가 되돌렸을 때 차트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776 넥사크로 스튜디오 Grid Contents Editor에서 Summary 밴드가 병합되어 있을 때 컬럼을 복사 붙여넣기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945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Dataset을 Dataset Editor로 오픈한 상태에서 Theme를 편집하고 저장하였을 때 Data

set Editor 윈도우의 내용이 사라지거나 Invisible Object 윈도우의 Dataset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457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Dataset이 선택된 상태에서 컴포넌트를 선택하거나 빈 영역을 클릭했을 때 Dataset의

선택 상태가 풀렸다 다시 선택으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551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Div에 연결된 Form에 include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을 때 폼 디자인 화면에서 Phon

e Screen 탭으로 전환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846 넥사크로스튜디오 Packing Wizard에서 Android, iOS, macOS의 Update Type을 local에서 server로 변경시

source, resource 탭의 체크박스가 비활성화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874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div와 같은 컨테이너 타입의 컴포넌트를 상속받은 사용자 컴포넌트 사용시 사용자 컴포

넌트에서 생성한 Child 항목이 선택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048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디버그 기능 사용중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056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font, wordwrap 속성 설정 후 삭제시 폼 디자인 화면에서 원상복구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123 넥사크로 스튜디오 폼 디자인 화면에서 컴포넌트간 PositionBase 설정을 위해 컴포넌트의 중앙 Tracker를 다른

컴포넌트로 드래그 앤 드롭 할 때 설정 팝업에 현재 값이 빈 값으로 나오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366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Compress 옵션을 설정한 상태로 Deploy 수행시 스크립트 코드에 'let' 변수를 사용한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며 Compress가 실패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482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background 속성의 bg-image 설정시 ' 문자가 &quot; 문자로 치환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8351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한글이 포함된 경로의 프로젝트를 디버깅 할 때 한글 파일이 열리지 않는 오류, 한글 값

를 variables 뷰, watch 뷰에서 정상적으로 표시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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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3 기타

RP 설명

82749 -nexa-edge 속성이 설정된 XCSS를 적용한 컴포넌트를 리사이징시 Edge 이미지가 사이즈별로 계속 캐쉬되며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755 MLM 환경에서 Layout 별로 UserProperty 값을 다르게 설정한 후 실행시 Layout이 변경되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771 애플리케이션 종료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838 넥사크로 엔진 업데이트시 "SetupResource.zip Return Script Msg=(404) "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83030 POS 장비에서 엔진 업데이트시 프로세스 종료 경고 메시지가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10 환경에

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120 POS 장비에서 엔진 업데이트시 기존 프로세스 사용으로 인한 exe 종료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는 팝업 윈도우가

화면 뒤에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10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136 애플리케이션이 장시간 사용시 SSO 유지 시간 만료되면 지속적으로 통신 에러가 발생하고 애플리케이션 종료

시 Crash Dump가 발생하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

니다).

83152 nexacro_config.xml 파일의 "updator quiet" 값을 true로 설정시 로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가 표시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426 넥사크로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로딩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5.0.2 버전의 갤럭시

탭S 10.5 SM-T800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496 앱 설치 후 첫 실행시 업데이트 경고 팝업이 오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넥사크로 브라우

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46.6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1562 도움말 항목 중 print 메소드의 Parameters에 출력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strOrientation 파라미터에 관한 설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81799 도움말 항목 중 exportData 메소드의 Parameters 설명에서 bOrgValueType에 관한 설명이 수정되었습니다.

82940 다음의 도움말 항목에 CSV 지원에 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 [Misc. Objects > ExcelImportObject > Property > importtype]

● [Misc. Objects > ExcelImportObject > Objects > ImportTypes]

● [Misc. Objects > ExcelExportObject > Property > exporttype]

● [Misc. Objects > ExcelExportObject > Objects > ExportTypes]

● [Appendix > Constant > Excel Object]

83050 도움말 항목 중 substr 메소드의 Description, Parameters, Return 항목에 관한 설명이 보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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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62 도움말 항목 중 BasicChart, BubbleChart 컴포넌트 설명에서 컴포넌트와 컨트롤 구조를 설명하는 이미지에 VR

angebar, Crosshair, Selection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83107 도움말 항목 중 [EventInfo Objects > ClickEventInfo > Property > button] 속성의 Setting Syntax 설명에 터

치에 의해 이벤트 발생시 값인 'touch'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83368 도움말 항목 중 AnimationEventInfo 오브젝트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83419 도움말 항목 중 hideIndicator 메소드의 Syntax 설명에서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491 도움말 항목 중 ListViewCellControl 오브젝트 edittype 속성의 Setting Syntax 문법 설명에서 'masknumber

'가 삭제되었습니다.

83611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 showselection 속성의 Remark 설명에서 디폴트 값에 관한 설명에 오류가 있어

"showselection 속성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false 로 적용됩니다."로 수정되었습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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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7.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0.0.1500

File Version 2018.12.18.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47.2 릴리스 이후 수정 사항

47.2.1 17.0.0.1501

RP 설명

83312 Radio 컴포넌트를 동적 생성 수 innerdataset 속성 설정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

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337 Grid 컴포넌트에서 editinputtype 속성 값이 'digit' 일 때 숫자, 특수기호를 입력할 수 있는 소프트키보드가 오

픈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349 넥사크로 스튜디오 속성을 설정하는 [Properties > Bindable]에서 속성에 dataset 설정 한 후 column 설정시

속성의 dataset 설정 값이 column 설정 값으로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4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342 Environment 오브젝트의 filesecurelevel 속성 값을 'all'로 설정한 후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파일 업로드시

파일 경로에 '//'를 사용한 상태에서 changeItem 메소드를 수행하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

사크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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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신규기능

1. nexacrostudio "Start Page" 화면의 "Recent Project" 항목을 고정시킬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8

2654, 79797)

설명

• 특정 프로젝트를 "Recent Projects" 목록에 항상 보이도록 고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Recent Project" 목록을 갱신해도 항상 상단에 표시합니다.

>> "Start Page의 "Recent Project" 목록 우측의 핀을 클릭하면 해당 프로젝트를 고정 할 수 있습니다.

>> "Start Page의 "Recent Project"의 팝업 메뉴를 통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

2. nexacrostudio 편집기 화면의 View를 "닫기/다시열기"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80183)

설명

• 현재 활성화 된 View의 우측 View를 모두 닫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해당 기능은 "nexacrostudio 메뉴의 [Windows] - [Close Tabs to the Right]", "nexacrostudio 리본 메뉴의 "[Close] > C

lose Tabs to the Right", "편집기 화면의 팝업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17.0.0.1500) | 474

• 최근에 닫은 창을 다시 열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해당 기능은 "nexacrostudio 메뉴의 [Windows] - [Close Tabs to the Right]", "nexacrostudio 리본 메뉴의 "[Close] > C

lose Tabs to the Right", "편집기 화면의 팝업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창을 닫은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메뉴가 비활성화됩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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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개발도구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6.2.13 Window

설명

3. nexacrostudio에서 BuildApp시 Build Target과 일치하지 않는 모듈(x86/x64/XP)을 사용할 경우 에러메세지

창을 띄워주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79284)

설명

• nexacrostudio에서 BuildApp시 "64비트/32비트/XP용" 엔진 오사용을 줄이기 위해 Build Target과 일치하지 않는 모듈(x

86/x64/XP)을 입력할 경우 에러메세지 창을 띄워주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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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4. nexacrostudio에서 Install Module시 현재 편집 중인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8287

1)

설명

• nexacrostudio에서 Install Module시 현재 편집 중인 파일을 저장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편집 중인 파일이 있을 경우 저장 후 진행하겠는지를 묻는 질의 프로세스를 추가했습니다.

>> YES를 선택할 경우 편집 중인 파일을 저장 및 genergate한 후 "Install Module Wizard"창을 실행합니다.

>> NO를 선택할 경우 "Install Module Wizard"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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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5. nexacrostudio에서 어플리케이션 로딩 성능 향상을 위해 여러개의 xcss 파일들을 하나의 xcss 파일로 통합하여

배포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82870)

설명

• nexacrostudio에서 packing시 ADL에서 사용 중인 복수개의 xcss를 하나의 xcss 파일로 통합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해당 기능은 "nexacrostudio 메뉴의 [Option] - [Proejct] - [Deploy] - [Merge] - [Merge XCSS file used by App]" 옵션

을 체크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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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개발도구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5.1.4 Deploy

설명

6. nexacrostudio의 Source Control에 Git 연동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80455)

설명

• Git 연동은 "nexacrostudio 메뉴의 [Option] - [Source Control]"의 "Source Control Management Type"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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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개발도구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4.2 깃(Git)

설명

7. nexacrostudio에서 SVN 연동 시 Project Explorer에서 파일을 삭제할 경우 삭제한 파일의 generate 산출물도

함께 삭제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82808)

설명

• SVN에 연동된 프로젝트의 "Project Explorer"에서 파일을 삭제할 경우 삭제한 파일의 genergate 산출물도 함께 삭제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8. nexacrostuido의 Command 명령을 사용하여 XModule을 deploy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78

056)

설명

• nexacrostuido를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Command 명령을 사용하여 XModule을 deploy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

다.

>> "nexacrodeploy17.exe -PACKAGE -P [xprj path] -O [output path] -NAME [modulename] -VERSION [json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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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 [json description]"의 형식으로 Command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

9. WinAppDriver 연동을 위한 nexacroLIb UIAutomation I/F를 추가했습니다. (RP. 80455)

설명

• WinAppDriver 연동을 위한 nexacroLib UIAutomation I/F를 추가했습니다.

10. macOS환경에서 마우스 포인터 설정을 위한 cursor 속성값을 추가했습니다. (RP. 82877)

설명

• macOS환경에서 마우스 포인터 설정을 위해 4개의 cursor 속성값을 추가했습니다.

>> ns-resize - 수직(ㅣ)으로 된 양쪽 화살표 모양의 포인터를 표시합니다.

>> ew-resize - 수평(ㅡ)으로 된 양쪽 화살표 모양의 포인터를 표시합니다.

>> nesw-resize - 사선(/)으로 된 양쪽 화살표 모양의 포인터를 표시합니다.

>> nwse-resize - 역사선(＼)으로 된 양쪽 화살표 모양의 포인터를 표시합니다.

>> Windows 환경에서는 "ns-resize, n-resize, s-resize"를 같은 모양으로 표시합니다.

>> Windows 환경에서는 "nesw-resize, ne-resize, sw-resize"를 같은 모양으로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컴퍼넌트의 cursor 속성 확인

47.4 변경기능

1. nexacrostudio에서 새로운 License 입력하는 "New License Information" 팝업창의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RP. 82580)

설명

변경 전

• "New License Infomation" 팝업창의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동일한 font를 사용하여 눈

에 띄지 않았습니다.

• 커서 위치 및 입력 편의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변경 후

• "New License Infomation" 팝업창의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동일한 font를 사용하여 눈

에 띄도록 변경했습니다.

• "New License Information" 창에서 필수 입력 정보가 누락된 상태로 OK 버튼을 누를 경우

입력하지 않은 정보의 입력창으로 포커스가 이동하도록 변경했습니다.

• 유효하지 않은 License Key 입력 후 "OK 버튼"을 누를 경우 "Invalid license key"라는 에러

메세지가 먼저 발생하도록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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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xacrostudio에서 xcss에 동일한 이름의 셀렉터가 있을 경우 warring 처리 후 generate 되도록 변경했습니

다. (RP. 79375)

설명

변경 전 • xcss에 동일한 이름의 셀럭터가 존재할 경우 generate되지 않았습니다.

변경 후
• xcss에 동일한 이름의 셀렉터가 존재할 경우 중복된 이름의 셀렉터는 warning 처리되고 정

상적으로 generate 하도록 변경했습니다.

3. nexacrostudio "Import Wizard"창에서 파일 Import 이후 동작을 변경했습니다. (RP. 76660)

설명

변경 전
• nexacrostudio "Import Wizard"창에서 파일 Import시 "Project Explorer/Resource Expl

orer" 창에서 Import된 파일로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았습니다.

변경 후
• nexacrostudio "Import Wizard"창에서 파일 Import시 "Project Explorer/Resource Expl

orer" 창에서 Import된 파일로 포커스가 이동하도록 변경했습니다.

47.5 오류수정

47.5.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alendar

RP 설명

83153 Calendar 컴포넌트에서 autoselect 속성 값이 'true'인 상태에서 이전 컴포넌트의 autoskip 기능에 의해 포커

스를 받으면 autoselect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Edge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83066 Calendar 컴포넌트에서 autoselect, autoskip 속성 값이 'true' 일 때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 이동 후에도 기

존 캘릭더 선택 상태가 해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820 Calendar 컴포넌트에서 autoskip 기능으로 포커스를 가질 때 autoselect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82729 Calendar 컴포넌트에서 type 속성 값이 'normal' 일 때 캘린더의 헤드 영역에서 날짜 탐색 후 닫았다 열면 잘못

된 달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376 Calendar 컴포넌트에서 value 속성을 잘못된 값으로 설정시 그대로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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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RP 설명

83038 BasicChart 컴포넌트에서 linestyle 속성 값을 'dotted'로 설정했을 때 라인의 일부 영역이 도트 형식이 아닌 것

처럼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754 Chart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의 데이터가 트랜잭션으로 재조회되었을 때 Chart에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337 Chart 컴포넌트의 highlightpointlinestyle 속성을 'dotted' 혹은 'dashed'로 설정시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Dataset

RP 설명

82727 Dataset 오브젝트에서 datasetloadtype 속성을 'errorallow'로 설정하고 트랜잭션을 수행시 데이터를 로딩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662 Dataset 오브젝트에서 keystring 속성이 설정되어 있을 때 moveRow 메소드를 실행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

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iv

RP 설명

83012 Div 컴포넌트에서 WebBrowser 컴포넌트를 로딩 후에 다른 폼 로딩시 ontimer 이벤트가 중지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82918 WebBrowser 컴포넌트가 포함된 Div를 print 메소드로 프린터 출력시 WebBrowser의 콘텐츠가 출력되지 않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638 Div 컴포넌트에서 url 속성을 설정하여 다른 폼을 연결시 기존 폼에 정의했던 변수(user property) 값이 새로 연

결한 폼 변수 값에 남아 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596 Div 컴포넌트 내부 폼에서 showModalWindow 메소드를 호출하여 윈도우를 열었다 닫을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24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815 Div 컴포넌트에 연결된 Form에 여러 개의 파일이 include되어 있을 때 Div의 async 속성을 'false'로 설정해도

onload 시에 Form내의 컴포넌트에 접근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490 Div 컴포넌트의 visible 속성이 'false'일 때 Div에 연결된 폼 내의 TextArea 값이 변경되어 스크롤에 변화가 있

을 시 스크롤이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585 Div 컴포넌트내의 컴포넌트에서 키보드의 Up 키를 눌렀을 때 Div로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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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RP 설명

83179 Edit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스크롤하여 Button 컴포넌트 클릭시 스크롤이 오동작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IE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 17.0.0.145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3041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서 한글 입력중 조합이 완료되기 전에 스페이스 키를 입력하면 조합중인 문자가 삭제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삼성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 17.0.0.145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968 Div 컴포넌트 내의 Edit 컴포넌트에서 cssclass 속성을 설정한 후 enable 속성 값을 'false'로 설정해도 입력이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766 Edit 컴포넌트가 포커스를 잃었을 때 alert 수행후 다시 Edit에 포커스를 줄 경우 오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415 Edit 컴포넌트에서 개행 문자(엔터)가 포함된 문자열을 복사/붙여넣기 했을 때 개행 문자가 공백 문자(스페이스)

로 치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leDownload

RP 설명

82902 FileDownload 컴포넌트에서 strTargetpath 인수를 설정하여 download 메소드 호출시 파일명에 '\' 문자가

붙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 17.0.0.140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Upload

RP 설명

83054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업로딩 수행 후 onsuccess 이벤트에서 errorcode, errormsg 속성 값이 'undefined

'로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17.0.0.110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295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파일 업로드시 결과에 대한 반환 값의 Content-Type이 ' application/xhtml+xml'일

경우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Grid

RP 설명

83036 Grid 컴포넌트에서 cellsizingtype 속성 설정 후 Row 크기 변경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024 Grid 컴포넌트에서 onkeyup 이벤트 발생시 setColumn 메소드를 수행하면 syntax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82881 Grid 컴포넌트에서 마우스 동작에 따른 Cursor 및 Status 변경시 성능이 저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브

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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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78 Grid 컴포넌트에서 maskeditformat 속성 값을 expr로 동적 설정했을 때 스크롤을 하면 일부 Cell에 잘못된 값

이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860 Grid 컴포넌트에서 숨겨진 컬럼이 많을 경우 성능이 저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842 Grid 컴포넌트에서 트리를 전체 펼치기 한 후 스크롤하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

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 17.0.0.132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779 Grid 컴포넌트에서 displaytype 속성 값을 'decoratetext'로 설정시 row 크기가 올바르게 맞춰지지 않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82767 팝업 윈도우의 Grid 컴포넌트에서 selecttype 속성이 'multirow' 일 때 마우스 드래그로 영역 선택시 다른 영역

이 선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740 Grid 컴포넌트에서 트리를 확장/축소시 treeitembutton, celltreeline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 17.0.0.132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575 Grid 컴포넌트에서 포맷을 빠르게 변경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

생한 오류입니다).

82535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calendardateformat 속성에 밀리초에 대한 마스크 설정시 밀리초가 정상적으로 표

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147 Grid 컴포넌트에서 selecttype 속성이 'multirow' 일 때 ondrag 이벤트에서 getSelectedRows 메소드 수행시

잘못된 Row 인덱스를 반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855 Grid 컴포넌트 Cell의 cssclass 속성을 동적으로 변경시 Cell의 하위 컨트롤의 스타일이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847 Grid 컴포넌트에서 displaytype 속성을 'editcontrol'로 설정한 Cell의 expandshow 속성 값 변경시 확장 버튼

과 editcontrol이 겹쳐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642 Grid 컴포넌트 Combo Cell에서 필터 검색 후 아이템 선택시 선택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10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ListView

RP 설명

83084 ListView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생성시 init 메소드를 호출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394 ListView 컴포넌트에서 Cell이 캘린더 형식일 때 드롭 버튼으로 팝업이 오픈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

드로이드, iOS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393 ListView 컴포넌트에서 Cell 선택시 편집 모드가 활성화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iOS 환경

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996 ListView 컴포넌트에서 height 크기를 동적으로 늘렸을 경우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80592 ListView 컴포넌트에서 ListViewCellControl 오브젝트의 calendarpopuptype 속성을 설정한 상태에서 cellcal

endarpopuptype 속성을 설정시 ListViewCellControl 오브젝트의 calendarpopuptype 속성이 우선 적용되

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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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

RP 설명

82763 Tab 컴포넌트에서 TagPabe 내에 Chart가 있을 때 화면을 다 표시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664 Tab 컴포넌트 TabPage 내의 TextArea 컴포넌트에서 포커스가 나가면 스크롤이 마지막으로 이동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397 Tab 컴포넌트에서 enabletouchevent 속성이 'true'로 설정되어 있을 때 엑스트라 버튼 클릭시 e.button 속성

값을 가져오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Textarea

RP 설명

82978 TextArea 컴포넌트에서 maxlength 속성 설정 후 한글 입력시 maxlenth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976 Dataset이 바인딩되어 있는 TextArea 혹은 Edit 컴포넌트에서 문자 입력중 ESC키를 입력하여 입력 취소했을

때 Dataset에는 입력 내용이 반영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

니다).

82293 TextArea 혹은 Edit 컴포넌트에서 maxlength 속성을 설정한 상태에서 텍스트 붙여넣기시 maxlength 속성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83008 Form 오브젝트의 reload 메소드 수행시 "SCRIPT5007: 정의되지 않음 또는 null 참조인 'data' 속성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 17.0.0.142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972 showModal 메소드와 showModalWindow 메소드를 연속으로 호출 후 종료시 부모 폼에 적용된 오버레이가

해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941 MainFrame을 부모 프레임으로 설정한 ChildFrame을 showModalWindow 메소드로 오픈시 에러가 발생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 17.0.0.122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927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엑셀로 익스포트시 exportfilepath 속성에 설정한 경로가 존재하지 않을 경

우에도 익스포트가 수행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917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엑셀로 익스포트 수행했을 때 엑셀 문서의 셀 간격이 Grid와 달라지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82905 showModal 메소드와 showModalWindow 메소드를 연속으로 호출 후 종료시 잘못된 콜백 함수가 호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869 showModalWindow 메소드로 생성한 윈도우의 onload 이벤트에서 setFocus 메소드를 사용해 Edit 컴포넌트

로 포커스를 줄 경우 화면이 밀려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843 MDI 윈도우를 열고 닫을 때 불규칙적으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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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68 ChildFrame 오브젝트에서 topmost 속성 설정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636 Form의 onlaod 이벤트에서 Combo 컴포넌트의 value 속성 설정시 이전 값(e.preindex, e.prevalue, e.prete

xt)이 비정상인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513 Tray 오브젝트에서 Tray를 삭제 후 재생성 하면 마우스 클릭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512 Tray의 TrayPopupMenu 오브젝트에서 innerdataset에 필터 적용시 팝업 메뉴에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503 Tray 오브젝트에서 icon 속성에 이미지를 설정해도 이미지가 적용되지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

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473 ChildFrame 오브젝트에서 showModal 메소드로 오픈한 윈도우의 크기를 변경할 수 없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395 nexacro.open 으로 오픈한 팝업 윈도우가 부모 윈도우의 뒤에 가려진 비활성화 상태일 때 툴팁이 설정된 팝업

윈도우의 버튼 위로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툴팁 텍스트가 출력되며 부모창 위로 올라오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347 폼에 세로 스크롤이 있을 때 아래 방향으로 스크롤하면 화면이 새로고침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

서 크롬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273 Owner Frame 정보가 null인 윈도우에서 open 메소드로 자식 윈도우를 열었다 닫는 경우 id가 중복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206 화면을 zoom으로 확대 후 showModal 메소드로 윈도우 오픈시 윈도우가 화면 하단에 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 17.0.0.122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072 System 오브젝트에서 showModalWindow 메소드로 윈도우를 오픈했다가 닫을 때 반환값이 전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 17.0.0.1170 이후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47.5.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83159 넥사크로 스튜디오 Project Explorer에서 filter 기능을 사용중에 파일 이름을 변경하면 이상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098 넥사크로 스튜디오 [Options > Source Control]에서 SVN 설정시 옵션 항목중 ▼ 버튼을 클릭시 비정상 종료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083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디버깅 모드로 폼 실행시 Continue(F5 키)를 2회 입력시 폼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070 넥사크로 스튜디오 Resource Explorer에서 파일 복사 후 해당 파일삭제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83069 넥사크로 스튜디오 Resource Explorer에서 XCSS 파일을 복사&붙여넣기 수행시 붙여넣기 동작이 되지 않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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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39 넥사크로 스튜디오 Build App에서 Build Target으로 Windows를 선택한 후 올바르지 않은 Setup Filename을

입력하여 에러가 발생하면 다시 올바른 값으로 수정해도 빌드가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034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라이선스 입력시 동의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OK 버튼을 클릭하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026 넥사크로 스튜디오 폼 디자인 화면에서 Form에 ListView 컴포넌트가 있을 경우 에러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8301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Start Page의 Recent Projects 목록 중 고정된 프로젝트가 목록에서 삭제되지 않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83018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Start Page의 Recent Projects 목록에 선택된 프로젝트가 없을 때 delete 키를 입력하

면 삭제 메시지가 나오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3013 넥사크로 스튜디오 편집 화면에서 2개 이상의 탭이 열려 있을 때 메뉴 타입(CommandBar, Ribbon)을 전환하

면 편집기의 탭 순서가 재정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971 넥사크로 스튜디오 Properties 창에서 속성값 변경 후 Properties의 툴바에서 속성 보기 타입을 변경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96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스크립트 편집시 구문의 ')'과 '}' 사이에 공백, 주석이 있을 경우 제너레이트 후에 주석

구문이 2번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873 넥사크로 스튜디오 폼 디자인 화면에서 Composite 컴포넌트를 생성 후 선택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82774 넥사크로 스튜디오 디버그 모드에서 WebBrowser 컴포넌트 생성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458 넥사크로 스튜디오 Dataset Editor에서 const column을 추가했을 때 기본 값이 undefined가 아닌 ""로 설정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341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제너레이트 수행시 Environment의 userfontid 속성에 설정한 폰트가 누락된 경우 잘

못된 에러메시지("Failed to parse file")가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277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마이그레이션 수행시 컴포넌트의 text 속성 값이 'URL(...)' 형태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967 넥사크로 스튜디오 Resource Explorer에서 ImageResource 서비스 하위 폴더의 이미지를 설정할 경우 폴더가

표시되지 않고 이미지 설정을 할 수 없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155 넥사크로 스튜디오 텍스트 편집기 화면에서 가장 긴 라인에 맞춰 가로 스크롤이 조절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81087 넥사크로 스튜디오 [Options > Source Control]에서 SVN 설정시 Project Repository URL이 빈값으로 설정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968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Options > Source Control]에서 형상 관리 툴을 설정하다 오류가 발생시 필수 입력 항목

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226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컴포넌트에 바인딩되어 있는 Dataset의 Column 명 변경시 변경 내용이 컴포넌트에 반

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997 넥사크로 스튜디오 Grid Contents Editor의 Design Source 화면에서 Replace(Ctrl + R) 동작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414 넥사크로 스튜디오 테마 편집기에서 동일한 이름의 테마를 임포트시 덮어쓰기가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77561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Grid에 바인딩되어 있는 Dataset을 삭제 후 다른 Dataset을 바인딩시켰을 때 화면이 갱

싱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410 넥사크로 스튜디오 Project Explorer에서 [TypeDefinition > Objects] 편집 창을 오픈하여 Modules에서 모듈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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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선택하고 편집 모드 진입시 텍스트가 깨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807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xadl(Application)을 새로 추가할 경우 추가된 screen이 툴바의 screen 콤보 목록에 표

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67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Launch 혹은 QuickView 수행시 Run Configuratino 팝업에서 Run 버튼에 포커스가

가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489 넥사크로 스튜디오 [Options > Generate > Generate Path] 설정시 아래의 Note 설명이 잘려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321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html 형식의 문서를 StartPage 영역으로 드래그 앤 드롭했을 때 html 파일이 오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794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ReadOnly 상태인 폼을 오픈했을 때 폼이 수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63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왼쪽 docking pane의 사이즈를 변경했을 때 오른쪽 docking pane의 사이즈가 조금씩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627 넥사크로 스튜디오 Project Explorer에서 오픈되어 있는 파일을 번갈아 선택햇을 때 Properties 창의 속성 값이

깜빡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585 넥사크로 스튜디오 script 편집기 화면에서 가장 긴 라인에 맞춰 가로 스크롤이 조절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7556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폼 편집기에서 xfdl 파일 편집중에 현재 적용된 테마를 변경하면 폼 편집기 화면이 깜빡

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503 넥사크로 스튜디오 Project Explorer 혹은 Resource Explorer에서 파일 속성이 읽기 전용으로 되어 있을 경우

이름 변경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486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positionbase로 컴포넌트 위치 설정시 이전에 설정한 positionbase 설정이 깨지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73171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min, max 속성이 있는 컴포넌트를 설정할 때 min 값보다 max 값이 작게 설정되거나

max 값보다 min 값이 크게 설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47.5.3 기타

RP 설명

82983 PM80 PDA 장비에서 바코드를 스캔하여 Edit 컴포넌트에 입력시 oninput 이벤트가 두 번 발생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특정 안드로이드 PDA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936 윈도우 XP 환경의 POS 장비에 넥사크로 엔진이 설치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906 보안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사이트 접근시 onduplicateexecution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

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769 ActiveX가 있는 Form을 종료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82732 단축 아이콘으로 엔진 업데이트 후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570 단축아이콘 실행으로 SetupRuntime 업데이트가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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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3195 도움말 항목 중 execShell 메소드의 Parameters와 Remark 설명이 보강되었습니다.

83046 도움말 항목 중 getPopupFrames 메소드 Remark에서 값 반환시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 수정되었습니다.

82990 도움말 항목 중 System 오브젝트의 print 메소드의 Remark 설명에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

과 제약사항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82892 도움말 항목 중 execBrowser 메소드의 지원 환경에서 'iOS nexacro Browser'가 추가되었습니다.

82877 도움말 항목 중 cursor 속성 설명에서 Setting Syntax에 ns-resize, ew-resize, nesw-resize, nwse-resize 항

목이 추가되었고 값에 대한 설명이 수정되었습니다.

82583 도움말 항목 중 Div, PopupDiv 컴포넌트와 TabPageControl 오브젝트의 async 속성의 Remark 설명에서 컴포

넌트 생성시 동기 방식 로딩에 대한 설명이 부연되었습니다.

82424 도움말 항목 중 ExternalAPI 오브젝트와 속성, 메소드, 이벤트의 설명이 보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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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8.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0.0.1401

File Version 2018.11.27.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48.2 하위 호환성

48.3 신규기능

1. macOS 런타임 환경에서 "Ctrl+MouseWheel" 동작으로 화면 확대/축소(zoom)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

니다. (RP. 81956)

설명

• 웹브라우저의 "Ctrl+MouseWheel"에 의한 zoom 기능과 동일합니다.

• zoom 배율은 "50/75/100/125/150/175/200" 범위로 적용됩니다.

• macOS 런타임 환경에서 별도 설정 없이 "Ctrl+MouseWheel" 기능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nexacrostudio BuildApp Wizard로 iOS/Android/macOS 런타임 빌드 중 에러가 발생할 경우 AppBui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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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의 에러 log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80953)

설명

• "BuildApp Wizard"창에서 iOS/Andorid/macOS 런타임 빌드 중 에러가 발생 할 경우 AppBuilder 서버의

에러 log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빌드 에러가 발생할 경우 "내문서 > nexacro > 17 > appbuilder" 경로에 log 파일이 생성됩니다.

>> 빌드가 성공할 경우에는 log 파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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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3. System 오브젝트에 이미지를 Base64로 인코딩 된 String 형식으로 반환하기 위한 "saveToImageBase64Stri

ng()"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RP. 80972)

설명

• saveToImageBase64String()은 지정한 컴포넌트의 이미지를 Base64 로 인코딩 된 String으로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 [Syntax]

>> system.saveToImageBase64String( objComponent [, bWholeForm] )

• [Parameter]

>> objComponent - 이미지로 출력할 컴포넌트를 오브젝트 형태로 설정합니다.

>> bWholeForm - 컴퍼넌트가 Form 형태인 경우만 설정한 값이 적용되며 true 또는 false로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isc. Objects > System > Method > saveToImageBase64String

4. Grid에 표시된 Cell 중 특정 영역의 Cell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Cell로 표시해주기 위한 mergeCell( )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RP. 81627)

설명

• mergeCell( )은 Grid 에 표시된 Cell 중 특정 영역의 Cell 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Cell 로 표시하는 메소드입니다.

• [Syntax]

>> Grid.mergeCell( nStartCol, nEndCol, nStartRow, nEndRow )

• [Parameter]

>> nStartCol - 병합하려는 cell 중 왼쪽에 위치한 Cell의 Column 인덱스를 숫자로 설정합니다.

>> nEndCol - 병합하려는 Cell 중 오른쪽에 위치한 Cell의 Column 인덱스를 숫자로 설정합니다.

>> nStartRow - 병합하려는 Cell 중 상단에 위치한 Cell이 속한 Row의 인덱스를 숫자로 설정합니다.

>> nEndRow - 병합하려는 Cell 중 하단에 위치한 Cell이 속한 Row의 인덱스를 숫자로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Method > merge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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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rid.mergeCell( ) 메소드로 병합한 Cell을 분할하기 위한 splitCell( )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RP. 81627)

설명

• splitCell( )은 mergeCell() 메소드로 병합된 Cell 을 분할하는 메소드입니다.

• [Syntax]

>> Grid.splitCell( nStartCol, nEndCol, nStartRow, nEndRow )

• [Parameter]

>> nStartCol - 병합된 cell 내에서 왼쪽에 위치한 Cell의 Column 인덱스를 숫자로 설정합니다.

>> nEndCol - 병합된 cell 내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Cell의 Column 인덱스를 숫자로 설정합니다.

>> nStartRow - 병합된 cell 내에서 상단에 위치한 Cell이 속한 Row의 인덱스를 숫자로 설정합니다.

>> nEndRow - 병합된 cell 내에서 하단에 위치한 Cell이 속한 Row의 인덱스를 숫자로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Method > splitCell

6. WebBrowser 컴퍼넌트의 callMethod( ) 메소드에 호출한 외부모듈 함수의 리턴값을 반환하기 위한 키워드 re

turn을 추가했습니다. (RP. 81613)

설명

• callMethod( ) 메소드에 호출한 외부모듈 함수의 리턴값을 반환하기 위한 키워드 return을 추가했습니다

• callMethod( ) 메소드 return값의 type은 Variant입니다.

• callMethod( ) 메소드는 호출한 메소드에서 리턴값이 있을 경우 해당 값을 반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WebBrowser > Method > callMethod

7. System 오브젝트의 saveToImageFile( ) 메소드에 bWholeForm 파라미터를 추가했습니다. (RP. 80878)

설명

• saveToImageFile( ) 메소드 실행시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영역을 포함한 전체 Form을 이미지로 출력할지 여부를 설정하기

위한 bWholeForm 파라미터를 추가했습니다.

• bWholeForm을 true로 설정할 경우 스크롤에 의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영역을 포함하여 전체 Form을 이미지로 출력합니

다.

• bWholeForm을 fasle로 설정할 경우 현재 화면에 표시된 Form 영역만 이미지로 출력합니다.

• bWholeForm에 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false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isc. Objects > System > Method > saveToImageFile

8. Locale 국가코드에 "가나(en_GH)"를 추가했습니다. (RP. 82385)

설명

• Locale 국가코드에 "가나(en_GH)"를 추가했습니다.

>> 국가코드, 통화기호, 소수점기호, 자릿수 구분 기호, 자릿수 구분 단위, 요일, 오전/오후 구분기호, 날짜 포맷, 시작 요일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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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 Locale Code String

설명

9. 메모리에서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를 즉시 삭제하기 위한 gc( )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RP. 82014)

설명

• gc( )는 메모리에서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를 즉시 삭제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 gc( ) 메소드는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Syntax]

>> nexacro.gc(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nexacroAPI > Method > gc

10. Excel Export 시 파일위치를 설정하기 위한 exportfilepath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RP. 81278)

설명

• exportfilepath 속성을 설정하면 경로선택 팝업창 없이 설정된 경로로 Export 합니다.

• Environment의 filesecurelevel 속성값에 따라 SandBox가 적용되고 접근이 허용된 경로가 아닐 경우 파일이 생성되지 않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isc. Objects > ExcelExportObject > Property > exportfilepath

11. Excel Import 시 구별가능한 ID를 설정하기 위한 importDataEx( ) 메소드와 Excel Import 완료 후 발생하는

이벤트에 ID 값을 갖는 importid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RP. 81895, 82571)

설명

• Excel Import 시 구별가능한 ID 를 설정하기 위한 importDataEx( ) 메소드를 ExcelImportObject에 추가했습니다.

• [Syntax]

>> ExcelImportObject.importDataEx( strImportID, strSource,strRange,strOutDatasets [,strArgument] )

• Excel Import 완료 후 이벤트 발생 시 전달되는 ExcelImportEventInfo 에 ID 값을 갖는 importid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 importid 속성은 importDataEx( ) 메소드 실행 시 설정한 ID 값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isc. Objects > ExcelImportObject > Method > importDataEx

- EventInfo Objects > ExcelImportEventInfo > Property > importid

12. nexacrostudio의 실행 환경에 MicroSoft Edge 브라우저를 추가했습니다. (RP. 81764, 81752)

설명

• nexacroStudio의 실행 환경에 MicroSoft Edge 브라우저를 추가했습니다.

• nexacro17 Reference Guide의 지원 환경에 MicroSoft Edge 브라우저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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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3. nexacro Chart 컴포넌트에 RadarChart를 추가했습니다. (RP. 81519, 81572, 81571, 81573)

설명

• nexacro에서 제공하는 Chart(BasicChart/BubbleChart/PieChart) 컴퍼넌트에 RadarChart를 추가했습니다.

• 별도로 제공되는 모듈을 nexacrostudio에서 Install Module을 이용해 설치해야 Chart 관련 컴퍼넌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공되는 Chart 모듈에 포함된 nexacro Chart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 > Chart > Radar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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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테마에서 -nexa-icon 속성을 "none"으로 설정 시 이미지를 적용하지 않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81722)

설명

• 테마에서 -nexa-icon 속성을 "none"으로 설정 시 이미지를 적용하지 않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테마에서 -nexa-icon 속성을 "none"으로 설정 시 상위 Selector 에 설정된 이미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nexacroStudio에서 Metadata 사용 시 Object의 ID를 [prefixID+metadata]의 형태로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81864)

설명

• nexacroStudio에서 Metadata 사용 시 Object의 ID를 [prefixID+metadata]의 형태로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했습니

다.

• Object의 ID를 [prefixID+metadata]의 형태로 생성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Tools > Options > Project > Advenc

ed > Metadata > use metadata with prefixID"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 "User metadata with prefixID"는 "Use user-defined metadata"가 선택 되었을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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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6. nexacrostudio "Packing Wizard"창의 Windows 환경에 기본 디지털서명이 있는 nexacro17_SetupRuntim

e을 사용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81927, 81528)

설명

• nexacrostudio "Packing Wizard"창의 Windows 환경에 "nexacro SetupRuntime" 탭을 추가했습니다.

• "nexacro SetupRuntime" 탭을 체크 한 경우 기본 디지털서명이 있는 nexacro17_SetupRuntime을 사용하고, 체크 하지

않은 경우 nexacro17_SetupRuntime을 새로 생성하여 사용합니다.

• "nexacro SetupRuntime" 탭을 체크 한 경우 사용할 Engine 종류를 "Use" 항목에서 체크해야만 "BuildApp Wizard" 에서

해당 Engine을 표시합니다.

• "BuildApp Wizard" 시 "Output Path" 생성되는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ProjectResource.zip (Bootstrap File, nexacro17lib.zip, Archive Files, Resource.zip, Module Files)

>> SetupResource.zip (Icon File, Splash Image File, SetupResource.ini)

>> SetupRuntime Files

• "Packing Wizard"에서 update type을 "Server"로 선택한 경우에는 ProjectResource.zip 파일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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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개발도구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9.1 Packing 단계에서 아카이브 파일 만들기

- 19.2 Build App 단계에서 설치 파일 만들기

설명

17. Windows/macOS 환경에서 런타임 실행속도 개선을 위한 V8 Code Cache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8162

8, 82546)

설명

• Windows 환경에서 nexacro 실행 시 "-CC" 옵션으로 Code Cache 기능을 설정합니다.

>> -CC "AL" 로 설정하거나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Code Cache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 -CC "NO" 로 설정 시 Code Cache 기능을 활성화 하지 않습니다.

• macOS 환경에서 프로젝트 빌드 시 "startManager.enableCodeCache" 로 Code Cache 기능을 설정합니다.

>> startManager.enableCodeCache = YES 로 설정 후 startManager.codeCacheType = @"A" 로 설정 시 Code Cache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 startManager.enableCodeCache = NO 로 설정 시 Code Cache 기능을 활성화 하지 않습니다.

18. nexacro Chart 컴포넌트에 Animation 효과 적용을 위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8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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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Animation 효과가 적용되는 대상은 SeriesControl 이며, 내부적으로 Data의 Value에 의해 사용자가 확인하는 GraphicsO

bject가 대상입니다.

• Animation 효과의 종류는 각 Chart의 type 별로 한가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 Animation 효과를 위해 "runAnimation( )" 메소드와 "enableanimation", "duration"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 "runAnimation( )"은 Series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시작하는 메소드입니다.

• "enableanimation"은 Series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 시킬지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 "enableanimation" 속성에는 "true" 또는 "false" 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true" 설정 시 Series 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합니다.

>> "false" 설정 시 Series 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duration"은 Series에 애니메이션 효과가 실행되는 시간을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 애니메이션 효과가 실행되는 시간을 밀리세컨드 단위로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공되는 Chart 모듈에 포함된 nexacro Chart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 > Chart > BasicChart > Method > runAnimation

- Component > Chart > BubbleChart > Method > runAnimation

- Component > Chart > PieChart > Method > runAnimation

- Component > Chart > RadarChart > Method > runAnimation

- Component > Chart > BasicChart > Property > enableanimation

- Component > Chart > BubbleChart > Property > enableanimation

- Component > Chart > PieChart > Property > enableanimation

- Component > Chart > RadarChart > Property > enableanimation

- Component > Chart > BasicChart > Property > duration

- Component > Chart > BubbleChart > Property > duration

- Component > Chart > PieChart > Property > duration

- Component > Chart > RadarChart > Property > duration

19. MDI 구조의 Frame 에서 화면 전환 속도 향상을 위해 FrameSet에 restorechildpositiontype 속성을 추가했습

니다. (RP. 82342)

설명

• FrameSet 의 하위 ChildFrame 중 하나가 최대화 될 때 나머지 ChildFrame 의 크기변경 기준을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 restorechildpositiontype 속성에서 "normal" 또는 "keepmaximizeposition" 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normal" 설정 시 하위 ChildFrame 중 하나가 최대화 될 때 최대화 되어 있던 ChildFrame 은 normal 크기로 변경됩니다.

>> "keepmaximizeposition" 설정 시 하위 ChildFrame 중 하나가 최대화 될 때 최대화 되어 있던 ChildFrame 은 크기를 유지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Frames > FrameSet > Property > restorechildposition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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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변경기능

1. 런타임상에서 Multi-size Icon이 표시되는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RP. 80626)

설명

변경 전

• 런타임상에서 Multi-Size Icon일 경우 크기에 상관없이 가장 첫번째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했

습니다.

>> Web Browser상에서는 이미지 중 가장 큰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합니다.

변경 후

• 런타임상에서 Multi-Size Icon일 경우 Web Browser와 동일하게 가장 큰 사이즈와 높은 co

lordepth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합니다.

>> Component의 "Background/Icon/Image"도 동일합니다.

>> MainFrame/FrameSet/ChildFrame"의 TitleBarIcon도 동일합니다.

2. Calendar 컴퍼넌트 datapicker 스핀 버튼의 마우스 액션을 변경했습니다. (RP. 81956)

설명

변경 전 • 스핀 버튼에 마우스 클릭이 완료되면 년/월 값을 변경했습니다.

변경 후
• 스핀 버튼에 마우스 다운 상태를 유지하면 년/월 값을 연속적으로 변경합니다.

• 터치 환경에서는 스핀 버튼을 longpress 할 경우 년/월 값을 연속적으로 변경합니다.

3. Runtime 환경에서 TooltipText의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RP. 79728)

설명

변경 전 • Runtime 환경의 기본 스타일로 표시했습니다.

변경 후
• Runtime 환경도 Chrome과 동일하게 표시하도록 변경했습니다.

>>WebBrowser 환경에서는 각각의 브라우저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4. Excel Export시 font 적용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RP. 81713)

설명

변경 전
• Excel Export시 font 속성값에 따옴표를 포함할 경우 export한 엑셀 파일에 font 속성이 적

용되지 않았습니다.

변경 후
• Excel Export시 font 속성값에 따옴표를 포함할 경우 export한 엑셀 파일에 font 속성을 적

용합니다.

5. Div의 url 속성에 지정된 Form과 부모 Form의 onload 이벤트와 onactivate 이벤트의 발생순서를 변경했습니

다. (RP. 82508)

설명

• onload 및 onactivate 이벤트 발생시 "Div.url에 설정한 Form의 onactivate -> Div.ur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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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설정한 Form의 onload -> 부모 Form의 onload -> 부모 Form의 onactivate" 순서로 이벤트

가 발생했습니다.

변경 후

• onload 및 onactivate 이벤트 발생시 "Div.url에 설정한 Form의 onload -> Div.url에 설정

한 Form의 onactivate -> 부모 Form의 onload -> 부모 Form의 onactivate" 순서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설명

6. nexacro.round() 메소드 실행시 특정 값 "nexacro.round(4.395, 2)"에 대한 결과값을 변경했습니다. (RP. 8

0956, 82492)

설명

변경 전 • "nexacro.round(4.395, 2)" 실행시 결과값으로 4.4가 아닌 4.39를 리턴했습니다.

변경 후 • "nexacro.round(4.395, 2)" 실행시 결과값으로 4.4를 리턴합니다.

7. nexacrostudio의 "Packing Wizard" 창 packing 단계의 미지원 기능인 "FailPass" UI를 삭제했습니다. (RP. 8

2348)

설명

변경 전

• "Packing Wizard" 창에서 packing 단계의 "Module/Source/Resource"에서 미지원 기능

인 FailPass 항목이 존재했습니다.

• "Packing Wizard" 창에서 packing 단계의 "Module/Source/Resource"에서 미지원 기능

인 FailPass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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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설명

48.5 오류수정

48.5.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Button

RP 설명

78004 접근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Button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있을 때 스와이프 동작을 해도 다음 컴포넌트로 포커스

가 이동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Calendar

RP 설명

77630 접근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Calendar 컴포넌트에서 좌/우 방향키로 이동시 텍스트를 한글자씩 읽어주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스크린리더 5.6, IE11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077 Calendar 컴포넌트에서 입력한 값 선택 후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 이동시 Calendar에 입력한 값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7.0 이상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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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68 Calendar 컴포넌트에서 팝업 Calendar를 모덜리스 팝업 윈도우로 오픈했을 경우 팝업 윈도우가 Calendar보다

작으면 Celendar가 정상적으로 표현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983 Calendar 컴포넌트에서 popuptype 속성을 'system'으로 설정하면 calendaredit 혹은 버튼을 눌러도 동작하

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220 Calendar 컴포넌트에서 날짜(월 혹은 일)를 블럭 지정 후 숫자 입력시 입력 값이 설정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82227 Calendar 컴포넌트에서 dateformat, editformat 속성에 시간 마스크('HH::mm::ss'와 같이)만 설정했을 경우

값 입력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257 Calendar 컴포넌트에서 editformat 속성에 'yyyy.MM.dd HH:mm:ss'로 설정시 시간이 잘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Chart

RP 설명

76620 Chart 컴포넌트에서 System 오브젝트의 print 메소드를 사용하여 출력시 Chart만 빠져서 출력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크롬, IE11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339 BasicChart에서 rotateaxis 속성을 true로 설정 시 series의 itemtext, crosshair의 tooltiptext 위치가 잘못 표

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531 BasicChart에서 hrangebar의 trackbar 선택시 trackbar가 hrangebar의 영역을 벗어나 표시되는 오류를수정

했습니다.

79539 BasicChart 컴포넌트에서 crosshair의 x,ylinetooltippadding 속성의 설정시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Combo

RP 설명

80760 Combo와 Edit 컴포넌트에서 Combo로 팝업을 오픈한 상태에서 Edit 클릭시 캐럿은 Edit로 이동하지만 포커스

는 Combo에 남아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263 Combo 컴포넌트에서 편집 영역을 클릭하여 오픈된 콤보 리스트의 아이템이 선택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IE Edge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668 Combo 컴포넌트의 onitemchanged 이벤트에서 preindex 속성 값이 잘못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874 Combo 컴포넌트에서 바인딩된 값이 'undefined'인 경우 index 속성 설정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976 Combo 컴포넌트에서 값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엔터키 입력시 index가 0인 아이템이 선택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82049 Combo 컴포넌트에서 콤보 리스트에 표시되는 아이템의 텍스트가 긴 경우 잘려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069 Combo 컴포넌트에서 코드 값이 없는 값을 value로 넣었을 때 index 속성 값이 'undefined'로 나오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136 Combo 컴포넌트의 css에서 -nexa-padding 속성을 px 단위로 설정 후 Combo의 width또는 height를 %로

설정시 text가 아래로 쏠려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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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RP 설명

81516 트랜잭션 수행으로 받은 데이터가 ConstColumn을 포함하고 있을 때 ConstColumn의 공백 문자가 코드 값으

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743 Dataset 오브젝트에서 Column의 type을 'String'에서 'INT'로 변경 후 keystring 메소드로 정렬시 발생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81819 트랜잭션을 수행하여 대량으로 XML 데이터를 받는 경우 데이터셋 로딩에 실패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

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299 Dataset 오브젝트에서 Const Column의 값이 없을 때 loadXML 메소드를 수행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420 트랜잭션(SSV로 설정) 수행 후 받은 Dataset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 reset 메소드 호출시 데이터가 리셋되지 않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459 Dataset 오브젝트에서 데이터를 SSV로 저장시 Const Column 값이 빈 값일 경우 저장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Div

RP 설명

81687 Div 컴포넌트에서 스크립트로 url 속성을 변경할 경우 링크된 폼에 설정된 cssclass의 스크롤바 스타일이 적용되

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172 Div 컴포넌트 onload 이벤트에서 형제(sibling) 컴포넌트의 속성을 설정하는 경우 폼 로딩시 Div 컴포넌트보다

늦게 생성되는 컴포넌트에는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82192 Form 화면에 Div 컴포넌트가 있을 경우 스크롤 동작시 스크롤바는 이동하지만 화면은 그대로 멈춰져 있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IE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290 Div 컴포넌트에서 setContents 메소드로 컴포넌트 생성시 right 값이 설정되어 있으면 컴포넌트을 정상적으로

출력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508 Div 컴포넌트에 연결된 폼에서 onactivate 이벤트가 onload 이벤트보다 먼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77600 Edit 컴포넌트에서 inputmode 속성을 'upper'로 설정한 후 키 입력시 소문자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703 접근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talkback을 켜고 Edit 컴포넌트에 소프트키보드가 올라와 있을 때 계속 더블 탭 동작

을 하면 소프트키보드가 내려가서 올라오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크롬 브라우저 실

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156 Edit 컴포넌트에서 inputtype 속성이 'number'이고 displaynulltext 속성이 설정되어 있을 때 Edit 컴포넌트간

포커스 이동시 어느 순간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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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16 Edit 컴포넌트에서 displaynulltext를 설정하고 inputtype 속성을 'number'로 설정했을 때 포커스를 잃으면 di

splaynulltext 값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246 접근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스크린 리더가 Edit 컴포넌트의 값을 두번 읽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

경에서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685 Edit 컴포넌트에 포커스를 줄 경우 소프트키보드가 Edit를 가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792 Edit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있을 때 다른 Edit 컴포넌트를 선택해도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iOS 환경에서 넥사크로, 사파리 브라우저 사용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FileUpload

RP 설명

77546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파일 업로드 후 서버로부터 '-1' 값(errorcode)을 받아도 onsuccess 이벤트가 발생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896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FileDialog를 사용하여 파일 선택시 존재하지 않는 파일이 선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222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1개 이상의 아이템을 deleteItem 메소드로 삭제하는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Grid

RP 설명

77547 Grid 컴포넌트 Cell에서 displaytype 속성을 'decoratetext'로 설정했을 때 스크린리더가 텍스트를 읽지 않고 d

ecoratetext에 설정한 문법을 읽어주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

생한 오류입니다).

77597 Grid 컴포넌트의 oncellclick 이벤트에서 팝업 윈도우를 오픈했다가 닫았을 때 포커스가 Head 밴드로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688 Grid 컴포넌트에서 키보드 방향키를 사용하여 Cell간 이동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802 Grid 컴포넌트에서 setCellProperty 메소드로 maskeditformat 속성을 설정 후 getCurFormatString 메소드

호출시 변경된 포맷이 반환되지 않거나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803 Grid 컴포넌트를 상속받은 사용자 컴포넌트를 생성 후 실행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955 Grid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생성할 때 nodatatext 메소드로 설정한 값이 중복되어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81320 Grid를 포함한 Div에서 애니메이션 사용시 에러 발생하며 멈추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341 Grid 컴포넌트에서 setFormatColProperty 메소드를 사용하여 머지된 컬럼의 밴드를 변경할 경우 Grid가 이상

하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475 Grid 컴포넌트에서 autosizingtype 속성을 'row'로 설정하고 cell의 displaytype 속성을 'imagecontrol'로 설

정시 스크롤이 초기화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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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14 Grid 컴포넌트에서 insertContentsCol 메소드로 컬럼을 추가한 후 autofit 속성을 변경하면 컬럼 크기가 정상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681 Grid 컴포넌트에서 selectCell 메소드 호출 후 onselectchanged 이벤트에서 잘못된 e.col 값을 가져오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720 Grid 컴포넌트에서 autoenter 속성을 'select'로 설정한 후 onenterdown 이벤트에서 팝업 윈도우 오픈시 포

커스가 다시 Grid로 돌아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721 Grid 컴포넌트 Cell에 background 속성을 설정 후 엑셀로 익스포트시 화면과 엑셀 파일에서 배경색이 다른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732 Grid 컴포넌트에서 setRealRowSize 메소드 수행 후 binddataset 속성 설정시 오토사이징 처리가 잘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771 Grid 컴포넌트에서 deleteContentsCol 메소드로 컬럼 삭제 후 addRow 메소드로 로우 추가시 에러가 발생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824 Grid 컴포넌트 Cell에서 값을 입력하고 트랜잭션 수행 후 alert을 호출하면 자동으로 마우스 드래그가 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866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displaytype 속성을 'date'로 설정하고 Cell에 date 타입이 아닌 값이 설정되어 있을

때 엑셀로 익스포트를 수행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887 Grid 컴포넌트에서 combo 혹은 calendar로 설정된 Cell의 값을 변경할 때 마우스 오버 스타일이 풀리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891 트리로 설정된 Cell이 여러 개 있는 Grid를 엑셀로 익스포트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81906 Grid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다수 생성한 후 마우스 동작시 스크롤 및 마우스 이벤트 발생 성능이 저하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IE 웹 브라우저 사용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932 Grid 컴포넌트 Cell의 maskeditformat 속성에 expr 적용 후 엑셀로 익스포트시 설정한 마스크 형식에 맞춰 나

오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989 Grid 컴포넌트의 Cell이 Calendar로 설정되어 있고 calendartype 속성이 'normal' 일 때 날짜 입력시 숫자가 2

개씩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992 Grid 컴포넌트에서 onkeydown 이벤트에서 enter 키 입력시 팝업 윈도우를 오픈하고 moveToNextCell 메소

드 호출시 편집 모드가 정상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001 Grid 컴포넌트의 Cell이 Calendar로 설정되어 있고 calendartype 속성이 'normal' 일 때 날짜 입력시 숫자 키

패드가 아닌 일반 키패드로 오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

생한 오류입니다).

82003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edittype 속성 변경시 이전 데이터가 잔상으로 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066 Grid 컴포넌트에서 소프트 키보드의 'enter'키로 데이터를 빠르게 갱신할 경우 간헐적으로 소프트 키보드가 올

라오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의 아이패드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068 Grid 컴포넌트에서 키 동작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indows XP 환경의 포스장비에서 넥사

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113 Grid 컴포넌트에서 setFormatColProperty 메소드로 컬럼의 사이즈를 동적으로 설정한 후 autosizingtype 속

성을 'col'에서 'none'으로 변경시 동적 생성된 컬럼이 깨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207 Grid 컴포넌트에서 onkeyup 이벤트시 트랜잭션을 수행 한 후 데이터 입력시 첫 입력 데이터가 지워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환경에서 크롬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242 Grid 컴포넌트의 oncloseup 이벤트에서 format 속성을 설정했을 때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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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44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displaytype 속성이 'mask'이고 maskeditformat 속성은 설정하지 않았을 때 autos

izingtype 속성을 설정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356 Grid 컴포넌트의 left 밴드에서 mergeCell 메소드로 머지를 수행하면 text가 출력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82361 Grid 컴포넌트에서 formatid 속성을 설정하여 현재 Format보다 설정된 컬럼 수가 적은 Format으로 변경했을

때 "Cannot read property 'left' of undefined"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363 Grid 컴포넌트의 head, summary 밴드에서 mergeCell 메소드로 머지를 수행하면 text가 출력되지 않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82369 Grid 컴포넌트에서 right 밴드가 있을 경우 right 밴드의 왼쪽 세로 line이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

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371 Grid 컴포넌트의 left, right 밴드에서 suppresshorzcell 속성을 설정한 경우에 mergeCell이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383 Grid 컴포넌트 Cell에 expr 속성이 설정된 경우 splitContentsCell 수행시 일부 데이터가사라지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82448 Grid 컴포넌트에서 autofittype 속성을 'col'로 설정하고 mergeCell 메소드를 수행한 후 autosizingtype 속성

을 'col'로 설정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463 Grid 컴포넌트에서 edittype 속성 변경시 이전 입력 값의 잔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

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487 Grid 컴포넌트 Cell에서 문자 선택시 선택된 영역이 작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9버전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554 Grid 컴포넌트 combocontrol로 설정된 Cell에서 아이템을 선택한 후 filter 메소드 수행시 선택했던 아이템의

선택 상태가 해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565 트리로 설정한 Grid 컴포넌트에서 setRealRowSize 메소드 수행 후 트리 조작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82578 Grid 컴포넌트에서 cellsizingtype 속성을 'col'로 설정시 크기 변경시 사용되는 마우스 커서가 계속 유지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82708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displaytype 속성이 'treecontrol'일 때 treelevel이 0인 아이템의 텍스트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GroupBox

RP 설명

72402 GroupBox 컴포넌트 타이틀 영역의 좌우 여백이 브라우저마다 다르게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058 GroupBox 컴포넌트에서 cssclass를 스크립트로 적용한 경우 텍스트가 잘려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mageViewer

RP 설명

82171 ImageViewer 컴포넌트에서 height 속성 값이 '1'인 이미지를 200%로 줌(Ctrl + 휠 스크롤)했을 경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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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93 Div 컴포넌트내에 ImageViewer 컴포넌트가 있을 때 이미지를 더블 혹은 트리플 탭하면 화면이 확대/축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11 이상의 아이패드 환경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244 ImageViewwer 컴포넌트에서 GIF 파일을 로딩시킨 후 다시 PNG 파일을 로딩할 경우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ListView

RP 설명

81242 ListView 컴포넌트에서 setFormat 메소드를 사용하여 스크롤이 있는 포맷으로 변경시 원래 좌표보다 아래에 표

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414 ListView 컴포넌트에서 밴드의 height 속성을 100%로 설정시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556 ListView 혹은 Grid 컴포넌트 Cell의 type 속성이 'textarea' 일 때 줄바꿈을 연속적으로 입력하면 캐럿이 보이

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696 ListView 컴포넌트 Cell의 edittype 속성 값이 'date'일 때 해당 Cell에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클릭시 편집 모

드로 변경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704 ListView 컴포넌트에서 Cell의 position(left, right, top, bottom, width, height) 값이 null로 출력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값 설정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797 ListView 컴포넌트에서 Cell의 edittype 속성 값이 'textarea'이고 textareaacceptsenter 속성 값이 'true'일

때 엔터키로 줄바꿈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skEdit

RP 설명

76031 MaskEdit 컴포넌트에서 type 속성을 'string'으로 설정하고 format 속성을 설정했을 때 문자 입력중 텍스트가

덮어 씌워지거나 공백이 생기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크롬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81998 MaskEdit 컴포넌트의 oninput 이벤트에서 format 속성을 설정하면 포맷이 변경되면서 캐럿이 맨 끝으로 이동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132 MaskEdit 컴포넌트에서 마스크 문자를 포함한 텍스트를 복사한 후 붙여넣기가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336 MaskEdit 컴포넌트 oninput 이벤트 함수 내에서 format 속성을 변경한 후 값 입력시 캐럿이 맨 끝으로 이동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Plugin

RP 설명

82013 Plugin 컴포넌트에서 callMethod 메소드를 사용하여 activeX의 메소드를 호출할 때 enum 타입의 인수를 전달

하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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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pDiv

RP 설명

77106 PopupDiv 컴포넌트 내에서 동적으로 컴포넌트 생성 후 resetScroll 메소드를 호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스크롤

이 생기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288 PopupDiv 컴포넌트 내에 WebBrowser 컴포넌트가 있을 경우 trackPopup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PopupMenu

RP 설명

81916 PopupMenu 컴포넌트에서 핫키 설정시 0 레벨 메뉴에 핫키가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Sketch

RP 설명

81211 Sketch 컴포넌트에서 세로 방향으로 그릴 때 터치 위치와 그려지는 위치가 다른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11.

2 이상 버전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Static

RP 설명

77378 Static 컴포넌트에서 e.clientx 값이 잘못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환경에서 웹 브라우

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591 접근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Form 또는 Div가 disabled 되어있을 때 Static 컴포넌트의 내용을 읽고 "다큐먼트 랜

드마크"라고 읽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VoiceOver, 사파리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102 Static 컴포넌트에서 tooltiptext 설정시 글자가 잘려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Tab

RP 설명

81666 Tab 컴포넌트의 TabPage 컨트롤 오브젝트에서 스크립트로 tooltiptext 속성 변경시 변경된 값이 적용되지 않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737 Tab 컴포넌트에서 TabButtonItemControl의 background 속성에 이미지를 설정했을 때 세로줄이 나타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039 Tab 컴포넌트에서 TabPage에 set_url로 폼을 로딩할 때 부모 폼에서 onbeforeclose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82404 Tab 컴포넌트의 TabPage 내에서 TAB 키로 컴포넌트간 이동시 폼 스크롤이 비정상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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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RP 설명

Textarea

RP 설명

81639 브라우저의 확대/축소 기능을 사용한 후 TextArea가 있는 모달 윈도우를 오픈할 경우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972 Div 혹은 Tab 컴포넌트 내에 taborder 속성이 0으로 설정된 TextArea 컴포넌트를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스크

롤이 끝으로 이동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IE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WebBrowser

RP 설명

77722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로딩한 html의 태그가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환경

에서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719 WebBrowser 컴포넌트가 표시된 위치에 showModal 메소드로 팝업 윈도우를 오픈한 경우 WebBrowser 컴

포넌트가 팝업 윈도우 위로 잠시 보였다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

생한 오류입니다).

82006 WebBrowser 컴포넌트가 화면의 스크롤 영역(스크롤 해야 보이는)에 있을 경우 saveToImageBase64String

메소드를 사용하여 이미지로 출력하면 WebBrowser 내용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084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getProperty 메소드를 사용해 document의 객체에 반복적으로 접근하다보면 간

헐적으로 DOM 객체가 잘못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203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오픈한 웹 페이지의 innerHTML에 문자열 추가시 웹 페이지 img 태그의 src 값이

변경되어 이미지가 화면에 출력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

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482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웹 페이지 로딩시 onloadcompleted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485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onusernotify 이벤트 발생시 비정상 적인 userdata 값이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579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로딩한 화면이 터치가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사파라 브라우

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582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웹 페이지 로딩 후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면 터치가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

OS 환경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77458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확대하여 이동한 후 터치했을 때 screenx, screeny 속성 값이 잘못나오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안드로이드, iOS에서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511 | 제품 정보

78005 System 오브젝트 print 메소드 수행시 화면에 보이지 않는 영역(스크롤 영역)은 출력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049 접근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팝업 윈도우를 오픈하여 팝업 영역 마지막 컴포넌트에서 스와이프로 다음 컴포넌트

로 이동시 스크린 리더가 이상한 내용을 읽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talkback 환경에서 크롬브라우

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338 위젯 생성을 위해 nexacro 오브젝트의 open 메소드 호출시 "topmost=true"가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513 System 오브젝트 print 메소드 수행시 프린트 할 대상의 스크롤이 초기화되어 최 상단으로 이동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80515 system 오브젝트의 print 메소드 수행시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626 백그라운드 혹은 아이콘과 같이 이미지를 가지는 컴포넌트에서 이미지 출력시 nexacro 브라우저와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달리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746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exportuitype 속성을 'exportprogress'로 설정한 후 익스포트를 수행하면

텍스트 하단이 잘려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065 showModal 메소드를 사용하여 모달 창을 오픈한 후 닫힘 버튼을 누르면 mouseup 이벤트가 오동작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 사용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547 팝업창(waitcursor 혹은 modal)의 오버레이 영역에서 마우스 우클릭시 브라우저의 콘텍스트 메뉴가 오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559 nexacroAPI의 open 메소드 사용시 strOpenStyle 인수에 'topmost=true' 설정시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612 nexacroAPI의 loadStyle 메소드를 사용하여 XCSS를 변경한 후 엑셀 익스포트를 수행하면 익스포트 결과에 변

경된 스타일이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643 MDI 화면에서 화면 확대/축소(Ctrl + 휠 스크롤) 후 ChildFrame의 타이틀바로 윈도우 이동 시 마우스 포인터

위치가 정상적이지 않은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649 모덜리스 윈도우를 여러개 오픈했을 때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

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693 MDI 화면에서 화면 확대/축소(Ctrl + 휠 스크롤) 후 ChildFrame 윈도우의 크기를 조절하면 마우스 포인터 위치

가 정상적이지 않은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713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엑셀로 익스포트 수행시 설정된 폰트가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723 MDI 화면에서 화면을 확대/축소한 후 showModal 메소드로 팝업 윈도우를 오픈하면 팝업 윈도우에는 확대/축

소가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741 showModalWindow 메소드로 생성한 팝업 윈도우에서 showModalWindow 메소드 호출시 비정상 종료되

는 오류, 닫기(X) 버튼이 잘못 눌려지거나 눌려지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

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809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엑셀 임포트시 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가 ssv 타입이고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849 MLM으로 구성된 화면에서 실제 장치의 방향과 디자인 레이아웃에 정의된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 에러가 발

생하며 폼 로딩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환경에서 넥사크로/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

생한 오류입니다).

81903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의 onsucess 이벤트에서 url 속성(ExcelImportEventInfo 오브젝트)이 설정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919 Screen 오브젝트의 userzoom 속성을 'false'로 설정한 후 Edit 계열 컴포넌트에서 핀치 줌 시도시 확대/축소가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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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920 스크롤이 존재하는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스크롤 동작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10 테블릿 환

경에서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933 줌 기능(Ctrl + 휠)으로 화면을 확대/축소한 경우 팝업 윈도우 내에 위치한 컴포넌트가 정상적으로 표현되지 못

하거나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949 부모 윈도우의 크기가 팝업 윈도우(위젯)보다 작을 때 드래그 동작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986 system 오브젝트의 showModalWindow 메소드로 오픈한 ChildFrame 오브젝트에 overlaycolor 속성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987 system 오브젝트의 showModalWindow 메소드로 오픈한 ChildFrame의 autosize 속성이 'false'일 때 open

align 속성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011 모달 팝업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Main 창에 팝업류 컴포넌트를 생성하면 생성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014 팝업 윈도우에서 입력했던 데이터가 팝업 윈도우를 닫은 후에도 메모리에 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027 디자인 페이지 로딩시 장치의 화면 크기에 맞게 로딩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052 데이터 조회시 비정기적으로 "invalid nexacro communication format" 메시지가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82058 ChildFrame 오브젝트에서 dragmovetype 속성이 'all' 일 때 autosize 속성을 'false'로 설정하고 showModal

Window 메소드로 팝업 윈도우를 오픈한 경우 팝업 윈도우의 Div 영역을 클릭하여 드래그시 팝업 윈도우가 모

니터 좌측 상단으로 이동되는 오류를 수1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059 showModalWindow 메소드로 오픈한 팝업 윈도우의 onkeydown 이벤트에서 close 메소드 수행시 비정상 종

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073 Transaction 수행을 여러 번 취소한 후 다시 transaction 호출시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106 ChildFrame 오브젝트에서 dragmovetype 속성 값이 'all'로 설정된 경우 부모창 밖에서 Div 드래그가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230 소프트 키보드가 활성화됐을 때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환경에서 웹 브라

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 CheckBox 컴포넌트가 동작하지 않는 오류(삼성 브라우저)

- CheckBox 컴포넌트 클릭시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가 이동되는 오류

- Edit 컴포넌트의 displaynulltext 속성 값이 복사되어 입력되는 오류

- Edit 컴포넌트의 password 속성을 'true'로 설정해도 동작하지 않는 오류

82239 Environment 오브젝트의 networksecurelevel 속성 값이 'all'일 때 XMLHttpRequest.withCredentials의 설

정 위치 문제로 화면이 출력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0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326 컴포넌트에서 tooltiptype 속성을 'inplace' 혹은 'inplace,mouseleave'로 설정했을 때 풍선도움말이 나타났다

바로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401 System 오브젝트에서 saveToImageFile 메소드 혹은 saveToImageBase64String 메소드 수행시 기능이 동작

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432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addExportItem 메소드 호출시 strExportMerge 인수를 'suppress'로 설정

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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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36 트랜잭션 수행중 에러가 발생했을 때 폼 onerror 이벤트의 ErrorEventInfo.errormsg 값 뒤에 'undefined'가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440 줌 기능(Ctrl + 휠 스크롤)으로 화면 배율을 변경한 후 showModal 메소드로 팝업 윈도우를 오픈하면 이상 동작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450 엑셀로 익스포트를 수행할 때 폰트의 underline 효과가 엑셀에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454 트랜잭션을 여러 차례(3~5회 이상) 수행/취소하면 "e.statuscode :10408" 에러가 발생하며 트랜잭션이 더 이

상 수행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64비트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

다).

82525 Environment 오브젝트의 usehttpkeepalive 속성을 'false'로 설정해도 keep-alive로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581 ChildFrame 오브젝트의 showModal 메소드 호출 후 callback 함수에서 showModal 메소드 호출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640 컴포넌트에 이미지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동일 이미지에 대해 서버로 다수의 요청이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669 System 오브젝트 print 메소드 사용시 항상 'undefined'를 반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48.5.2 DeviceAPI

RP 설명

81817 FileDialog 컴포넌트에서 open 메소드 호출시 파일 다이얼로그 일부가 잘려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48.5.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82798 넥사크로 스튜디오 Project Explorer에서 BS/metadata 사용하여 로딩할 경우 데이터 용량이 큰 경우 BS/meta

data 데이터를 받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789 넥사크로 스튜디오 Install Modele 마법사에서 모듈 설치 완료 후 설치된 리스트가 출력되면 그 리스트가 복사

할 수 없거나 삭제가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788 넥사크로 스튜디오 Install Module 마법사에서 모듈 설치 완료 후 마법사가 종료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785 넥사크로 스튜디오 Project Explorer에서 폼(xfdl) 파일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퀵뷰 실행시 화면이 작게 표시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234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Grid Contents Editor에서 Head/Body 밴드에 row 반복적으로 row 생성시 cell의 bord

er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35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InitValue에 설정된 스크롤바 사이즈대로 Div 컴포넌트의 스크롤바 사이즈가 변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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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05 넥사크로 스튜디오 폼 디자인 화면에서 PopupMenu 컴포넌트의 Properties 윈도우에 'Tray0 (Tray)'로 표시되

는 오류, Project Explorer 윈도우에서 추가한 Tray의 콘텍스트 메뉴에 PopupMenu를 추가할 메뉴가 없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79337 넥사크로스튜디오의 position editor에서 anchor position 설정시 설정값이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512 넥사크로 스튜디오 폼 디자인 화면에서 Grid 컴포넌트의 nodataimage 속성에 이미지를 설정하고 데이터셋에

로우를 추가할 경우 설정한 이미지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566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Grid를 상속받은 컴포넌트를 생성한 후 더블 클릭시 Contents Editor가 오픈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684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10,000라인 이상의 스크립트 파일을 편집할 때 글자 출력 속도가 느려지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옵션의 IntelliSense 기능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81835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읽기 전용(Read Only)으로 설정된 XCSS 파일이 편집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908 넥사크로 스튜디오 테마 편집기에서 xcss에 선택자와 스타일을 추가한 후 테마를 제너레이트했을 때 생성된 테

마 css 파일의 선택자 순서가 입력 순서가 아닌 알파뱃 순으로 정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93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ChildFrame의 formurl 속성이 설정되지 않거나 없는 파일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Laun

ch 혹은 Simulator 실행시 콘텍스트 메뉴에서 View Source를 수행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8198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디버그 기능 사용시 브레이크 포인트 위치를 잘못 잡거나 적중하지 못하는 오류와 한글

이 포함된 ansi 파일(*.js)을 오픈할 때 한글이 깨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022 넥사크로 스튜디오 Install Module 마법사에서 ActiveX Control 타입의 외부 OCX를 인스톨시 완료가 되지 않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023 넥사크로 스튜디오 폼 디자인 화면에서 컴포넌트간 어레인지먼트(arrangement)가 설정된 상태에서 한 컴포넌

트를 삭제 한 후 남아 있는 컴포넌트를 이동 혹은 크기 변경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030 typedefinitino의 <update>에 SetupRuntime 리소스 정보가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Packing 수행시 Packing 마법사의 [Windows > nexacro SetupRuntime] 탭을 체크

해제한 후 패킹을 수행해도 예전 엔진 리소스 정보가 삭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036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Options > Environment > Startup > Project Open > Reopen the file(s) that was

open when the project closed] 옵션을 설정한 후 사용한 테마 편집기가 프로젝트를 종료해도 자동으로 닫히

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097 넥사크로스튜디오폼디자인화면의 Source 탭에서 Dataset 소스를복사하여 Dataset을 추가하거나 Datset의

id 속성 값을 변경하여 저장할 경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10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120 넥사크로 스튜디오 폼 디자인 화면에서 서로 겹쳐져 있는 컴포넌트 중 가려져 있던 컴포넌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delete 키로 삭제하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163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오픈시 formurl 속성에 설정된 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로딩중 멈추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259 넥사크로 스튜디오 [Deploy > Build App]에서 Setup Version, Engine Setup Key 등을 변경 후 빌드 수행시 o

utput 경로의 start.json 과 ProjectResource.zip 파일내의 start.json 파일이 갱신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82261 넥사크로 스튜디오 [Deploy > Build App에서 Setup Version을 변경하고 빌드한 후 단축아이콘으로 애플리케

이션 실행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263 넥사크로 스튜디오 [Deploy > Packing(Archive&Update)]에서 Windows의 'nexacro SetupRuntime'을 체

크하여 빌드한 후 setupRuntime을 설치했을 시 nexacro.ini의 bjson 경로가 잘못 설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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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2270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Install Module 마법사에서 ActiveX Control로 OCX 모듈 인스톨시 수행 완료가 되지 않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30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Script, Source 편집시 텍스트를 블럭 선택 후 단축키로 소문자 변환(Ctrl+u), 대문자 변

환(Ctrl + Shift + u)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38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읽기전용 xcss 파일을 오픈했을 때 Component Preview가 보여지는 상태에서 view 관

련 조작을 하는 경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427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Options > Project > General > File Parsing(Project Open)] 옵션을 'Services'로 설

정하고 동일 프로젝트를 다시 오픈하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455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ImageViewer 컴포넌트의 이미지를 ico 파일로 설정 후 다른 이미지로 변경시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460 넥사크로 스튜디오 디자인 폼에서 Grid 컴포넌트에 데이터셋이 바인딩되어 있을 때 데이터셋을 삭제 혹은 삭제

후 복구(Ctrl+z)시 Grid에 표시되는 데이터가 갱신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528 넥사크로 스튜디오 BuildApp 마법사에서 Windows 32/64Bit Runtime을 선택 후 기본 SetupRuntime 엔진

으로 빌드하면 결과창의 Target OS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534 넥사크로 스튜디오 BuildApp 마법사에서 Project URL을 설정 후 빌드할 경우 앱 빌더 서버에 반영되지 않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82634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Tray에 TrayPopupMenu 추가시 Peroperties 창에 속성 및 이벤트가 표시되지 않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82663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MDI 구조의 프로젝트 오픈시 에러(Framebase.js)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76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Chart 설치시 _AxisChartBase, _ChartBase, _SeriesBase 오브젝트가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48.5.4 기타

RP 설명

81570 https 프로토콜 사용시 크로스도메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

니다).

81622 32bit 넥사크로엔진을설치하고업그레이드를진행한후언인스톨을수행하면일부파일(gdiplus.dll, nexacro.

exe)이 삭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674 런처 서비스를 통해 캐시에 저장된 설정된 글로벌 변수 값이 삭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

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000 특정 입력기를 사용하는 PDA 장치에서 Edit 컴포넌트로 PDA 키보드 입력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Hon

eywell Enhanced Virtual Keyboard 입력기를 사용하는 PDA 장치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150 32bit 넥사크로 애플리케이션 실행하여 엔진 업데이트시 64bit용 dll을 다운로딩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

도우7 64bit 환경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155 넥사크로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소프트키보드가 동작하지 않거나 비정상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에어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176 라이선스 파일과 실행 엔진의 도메인 정보가 다른 경우 alert 메시지 표시중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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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233 웹뷰에서 넥사크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로딩했을 때 화면이 확대/축소되어 나오거나 여백이 보이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웹뷰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2262 Splash Image를 설정한 setupRuntime이 설치된 상태에서 Splash Image를 변경하지 않은 상위버전 setupRu

ntime을 설치 후 shortcut으로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 이전의 Splash Image가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388 AppBuilder 서버에서 MacOS 빌드시 에러가 발생하며 빌드가 실패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2403 SetupRuntime 설치시 바탕화면에 단축 아이콘이 생성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48.6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76477 도움말 항목 중 Dataset 오브젝트의 load 메소드 설명에서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는 Binary 형식을 지원하지 않

는 다는 내용의 웹 브라우저 제약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78294 도움말 항목 중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addExportItem 메소드와 GridCellControl, GridBandContr

ol 오브젝트의 -nexa-border 속성의 Remark 설명에 ExcelExport시 테두리에 관한 제약사항이 추가되었습니

다.

80778 도움말 항목중 getCursorY, getCursorX 메소드와 ontimer 이벤트의 Remark에 ontimer 이벤트에서 getCur

sorY, getCursorX 메소드 사용 불가에 관한 제약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81384 도움말 항목 중 background, -nexa-edge, -nexa-icon 속성의 Remark 설명에 사용자 prefix 에 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81706 도움말 항목중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의 addExportItem 메소드 설명에서 Parameters의 strExportHea

d, strExportMerge, strExportSelect 항목과 Remark에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81714 도움말 항목 중 format, maskeditformat 속성에 소수점 표시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81745 도움말 항목중 Dataset 오브젝트의 updateSortGroup 메소드 설명에서 Parameters의 sample code가 수정

되었습니다.

81752 도움말 항목 중 지원 환경에 Edge 브라우저가 추가되었습니다.

81812 도움말 항목중 ErrorEventInfo 오브젝트의 errortype 속성 설명에서 영문으로된 설명을 한글로 수정했습니다.

81846 도움말 항목 중 initvalueid 속성의 Remark 설명에서 설정 방법에 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81900 도움말 항목 중 System 오브젝트의 saveToImageBase64String 메소드의 Remark 설명에 이미지 특성에 따른

주의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82179 도움말 항목 중 ontouchstart, ontouchmove, ontouchend 메소드의 Remark에서 잘못 표시되있던 설명("ap

plication~"가 "Environment~"로)이 수정되었습니다.

82223 도움말 항목 중 Screen 오브젝트, specifiedlocale, specifiedos, type 속성의 Remark 설명에서 아이패드 사용

시 screen type을 항상 'mobile_large'로 적용해야 한다는 제약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82264 도움말 항목 중 ChildFrame, FrameSet, HFrameSet, MainFrame, TileFrameSet, VFrameSet 오브젝트의 설

명이미지에서 titleicon의 Type이 TitleBarIconTextControl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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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69 도움말 항목 중 FileDownload, FileUpload 컴포넌트와 FileUploadItemControl 오브젝트와 그 하위 속성의 지

원 환경에서 모바일 웹 브라우저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82386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 mergeCell 메소드의 Remark 설명에서 조건에 따른 머지 영역에 대한 설명이 추

가되었습니다.

82515 도움말 항목중 각 컴포넌트의 ontouchmove 이벤트 설명에서 'Basic Action' 부분의 잘못된 설명 글을 삭제했

습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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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9.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0.0.1201

File Version 2018.09.20.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49.2 하위 호환성

49.3 신규기능

1. Windows 런타임 환경에서 "Ctrl+MouseWheel" 동작으로 화면 확대/축소(zoom)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

습니다. (RP. 80444)

설명

• 웹브라우저의 "Ctrl+MouseWheel"에 의한 zoom 기능과 동일합니다.

• zoom 배율은 "50/75/100/125/150/175/200" 범위로 적용됩니다.

• Windows 런타임 환경에서 별도 설정 없이 "Ctrl+MouseWheel" 기능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Transaction시 응답으로 음수의 에러코드를 수신했을 때 DataSet에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식을 설정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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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loadtype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RP. 81159, 81142)

설명

• datasetloadtype 프로퍼티이 속성값으로 "onsuccess/errorallow"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onsuccess: 음수 에러코드가 수신 될 경우 Dataset에 데이터를 로드하지 않습니다.

>> errorallow: 에러코드값과 관계없이 Dataset에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 datatsetloadtype 프로퍼티에 속성값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onsuccess"로 적용됩니다.

• Dataset의 load() 메소드를 실행한 후 응답을 받는 경우에도 datasetloadtype 속성값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nvironment > Property > datasetloadtype

3. Grid에 표시되는 Cell 중 특정 Cell 또는 SubCell에 적용된 속성값을 반환하기 위한 "getCellPropertyValue()

와 getSubCellPropertyValue()"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RP. 81111)

설명

• [Syntax]

>> Grid.getCellPropertyValue( nRowIdx, nCellIdx, strPropID )

>> Grid.getSubCellPropertyValue( nRowIdx, nCellIdx, nSubCellIdx, strPropID )

• Cell의 프로퍼티에 Bind 또는 Expr을 처리한 후 최종적으로 적용된 값을 확인하는 메소드입니다.

• Cell의 text 속성값을 확인하는 getCellValue() 메소드와 동일한 기능으로 일반 속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메소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Method > getCellPropertyValue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Method > getSubCellPropertyValue

4. Combo 컴퍼넌트에 onmousewheel 이벤트를 추가했습니다. (RP. 81356)

설명

• Combo 영역 내에서 마우스의 휠버튼을 회전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 onmousewheel 이벤트의 return값에 따라 상위 컴퍼넌트로 이벤트 전파 여부를 결정합니다.

>> return값이 true일 경우 휠 버튼 회전값은 무시되고, 상위 컴포넌트로 이벤트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 return값이 false일 경우 휠 버튼 회전값은 처리되고, 상위 컴포넌트로 이벤트를 전파합니다.

>> return값을 생략하면 false로 동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Combo > Event > onmousewheel

5. nexacro.open() 메소드 실행 시 웹브라우저의 window 객체 옵션을 설정하기 위한 "strExtOpenStyle" 파라미

터를 추가했습니다. (RP. 80638, 71390)

설명

• open() 메소드의 마지막 파라미터로 ChildFrame 이 표시될 때 웹브라우저에 적용될 속성을 "속성명1=속성값1 속성명2=속

성값2" 형식으로 설정합니다.

• "strExtOpenStyle" 파라미터는 IE11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location/menubar/toolbar" 속성을 true 또는 false 값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각각 주소창, 메뉴바, 툴바 표시 여부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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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 fullscreen은 nexacro.open() 파라미터의 strOpenStyle에 "openstatus=maximize"로 설정하면 "IE/런타임"에서 사용 가

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nexacroAPI > Method > open

설명

6. Grid 컴퍼넌트에 setCellPos()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nRowIdx"를 추가했습니다. (RP. 81758)

설명

• Grid 컴퍼넌트에 표시된 Cell 중 특정 Cell을 선택하는 setCellPos() 메소드에 nRowIdx 파라미터를 추가했습니다.

>> nRowIdx 파라미터에는 선택하려는 Cell 의 Cell 인덱스를 설정합니다

>> nRowIdx 파라미터에는 "0 ~ Row 갯수-1" 범위로 설정하며 Body 밴드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Method > setCellPos

7. Grid 컴퍼넌트에 oncellposchanged 이벤트를 추가했습니다. (RP. 81758)

설명

• oncellposchanged 이벤트는 Grid 컴퍼넌트의 Cell 선택 위치가 변경된 후 발생합니다.

• oncellposchanged 이벤트 발생 후 selecttpye 속성값에 따라 onselectchanged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Event > oncellposchanged

8. nexacroStudio의 Import Resources 창에서 추가할 수 있는 UserFont의 종류를 추가했습니다. (RP. 81683)

설명

• nexacrostudio "Packing Wizard"의 Import Resources 창에서 "woff2/eot/svg/svgz" 확장자를 가진 UserFont 도 사용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ppendix > SupportedUserFont

9. nexacrostudio "BuildApp Wizard"창의 SetupRuntime 단계에서 "Install Mode"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

가했습니다. (RP. 81329)

설명

• Install Mode에 설정할 수 있는 값은 "Defluat/Silent"입니다.

>> Install Mode를 Slient로 설정할 경우 엔진 업데이트 시 버전 확인창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Install Mode를 Slient로 설정할 경우 Shortcut Type 항목을 "Select at install time"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Install Mode를 Default로 설정할 경우 엔진 업데이트시 버전 확인창이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개발도구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9.2.1 Build App 위저드 실행하고 설치 파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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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nexacrostudio "Packing Wizard"창의 iOS에 대한 Plist Url 입력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RP. 81331)

설명

• Plist Url 입력창에는 In-house update를 위한 plist url 정보를 입력합니다.

• AppBuilder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공되는 기본값을 사용하고 사용자가 별도의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plist url 정보를 입력합니다.

• Plist Url에 입력된 값은 Typedefinition.xml 파일의 "<Resource> 태그에 저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개발도구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9.2.1 Build App 위저드 실행하고 설치 파일 만들기

11. Grid 컴퍼넌트의 edittype이 textarea인 Cell에 Enter키 입력에 대한 처리 방식을 결정하는 textareaacceptse

nter 프로퍼티를 추가했습니다. (RP. 80993)

설명

• textareaacceptsenter를 true로 설정할 경우 Enter키 입력시 줄바꿈을 수행합니다.

• textareaacceptsenter를 false로 설정할 경우 Enter키 입력시 편집 영역의 입력을 완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Objects > GridCellControl > Property > textareaacceptsenter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Objects > GridCellControl > Objects > CellSubCellControl > Property > text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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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cceptsenter

설명

12. nexacrostudio의 "Packing Wizard"창에서 SetupRuntime 엔진을 포함하여 packing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RP. 80520)

설명

• "nexacro SetupRuntime" 탭을 체크하고 packing 할 경우 deploy를 하지 않아도 start.json에 "SetupRuntime" 정보를 추

가할 수 있습니다.

>> "nexacro SetupRuntime" 탭에 체크를 하고 packing 할 경우 "BuildApp Wizard"창 "Build Target"에 Window 관련 항

목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개발도구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9.1 Packing 단계에서 아카이브 파일 만들기

13. LauncherService의 makeshortcut() 메소드에 바로가기 아이콘의 실제 다운로드 경로를 지정하기 위한 strIco

nTargetPath 파라미터를 추가했습니다. (RP. 80211)

설명

• mackshortcut() 메소의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 strShortCutName - 바로가기 아이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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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conPath - 바로가기 아이콘의 경로

>> strIconTargetPath - 바로가기 아이콘의 실제 다운로드 경로 (alias 허용)

>> strPosition - 바로가기 생성위치("startmenu"/ "startup" / "programs" / "desktop" 중 택일함)

>> bAllUser :전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생성할지에 대한 여부(default는 false)

[사용 예]

objNexacro.value = { "makeshortcut": { "param": [strShortCutName, strIconPath , strIconTargetPath, strPosition ,bAl

lUser ] } };

설명

14. LauncherService에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고자 하는 스크린 ID를 설정하기 위한 screenid 프로퍼티를 추가했

습니다. (RP. 81705)

설명

• LauncherService에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고자 하는 스크린 ID를 설정하기 위한 screenid 프로퍼티를 추가했습니다.

>> screenid - 사용하고자하는 스크린 ID

[사용 예]

objNexacro.value={"key" : "test_screenid", "bjson": "http://127.0.0.1:8080/test/start.json", "screenid" : "screen00"};

49.4 변경기능

1. nexacro Chart의 Series 영역에서 tooltiptext 프로퍼티 속성값에 따른 Tooltip 표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R

P. 80839)

설명

변경 전

• 속성값이 빈문자열(EmptyString) 또는 null 일 때 valuecolumn의 데이터 값을 표시했습니

다.

• 속성값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Default값은 빈문자열(EmptyString)로 설정되었습니다.

변경 후

• 속성값이 null 또는 undefiend일 때 valuecolumn의 데이터값을 표시합니다.

• 속성값의 빈문자열(EmptyString)일 때 Tooltip이 표시하지 않습니다.

• 속성값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Default값은 undefiend로 설정합니다.

2. 런타임 환경에서 dragmovetype 속성값이 "all" 일 때 Form 내의 Div 영역을 잡고 드래그 할 때의 동작을 변경

했습니다. (RP. 81501)

설명

변경 전 • Form 내의 Div 영역을 드래그할 경우 Form이 이동되지 않았습니다.

변경 후 • Form 내의 Div 영역을 드래그할 경우 Form이 이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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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mes > ChildFrame > Property > dragmovetype

설명

3. nexacrostudio의 "Packing Wizard" UI를 변경했습니다. (RP. 81497, 80521, 80519, 79818, 79446, 793

90)

설명

변경 전 UI

• Packing Wizard에서 생성되는 최종 산출물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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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UI

• Packing 할 OS 및 Update Type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개발도구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9.1 Packing 단계에서 아카이브 파일 만들기

설명

49.5 참고사항

1. Windows10환경에서 nexacrostudio 설치 시 "Windows Defender SmartScreen" 관련 "Windows의 PC

보호" 메시지 창이 뜰 경우 다음과 같이 설정해주세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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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10 환경에서 nexacrostudio 설치 시 위와 같은 "Windows의 PC 보호"창이 뜰 경우 "[설정] -[Windows Defend

er 보안 센터] - [앱 및 브라우저 컨트롤] - [앱 및 파일 검사]"를 "끄기" 설정하면 nexacrostudio를 정상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

다.

>> 위 현상은 smartscreen을 설정하고 인증되지 않은 사이트(ex. IP 주소로된 파일 서버 등)에서 다운로드 한 파일을 설치할 경

우 Window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막고 있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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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오류수정

49.6.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alendar

RP 설명

81313 Calendar 컴포넌트의 type이 'spin' 일 때 onspin 이벤트 함수에서 'false'를 반환시 값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81345 Calendar 컴포넌트에서 type 속성이 'normal' 일 때 특정일을 선택하고 Prev나 Next를 눌러 다른 달에서 같은

일을 선택한 후 드롭 버튼으로 다시 Calendar를 오픈했을 때 이전에 선택한 날짜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Chart

RP 설명

79413 Chart 컴포넌트에서 vrangebar에 trackbargripimage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trackbar 사이즈 변경이 비정상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422 Basic Chart 컴포넌트에서 linearea 영역 클릭시 onboardclick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533 Bubble Chart 컴포넌트에서 vrangebar가 컴포넌트 영역을 벗어나거나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351 Chart 컴포넌트에서 rangezoom 속성이 'x' 혹은 'xy' 일 때 deleteSelection 메소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ombo

RP 설명

80596 Combo 컴포넌트의 left 속성이 '0' 이하일 때 드롭 버튼을 클릭하면 error가 발생하며 콤보 리스트가 열리지 않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101 Combo 컴포넌트에서 type 속성을 'filterlike'로 설정했을 때 키워드에 '(' 문자가 있으면 검색하지 못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Dataset

RP 설명

81262 Dataset 오브젝트에서 setColumn 메소드 수행시 strColID 인수 값으로 "size"를 설정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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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RP 설명

80808 Edit 컴포넌트에서 -nexa-padding 설정시 bottom 값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260 데이터셋을 바인딩한 Edit 컴포넌트에서 조합중이던 한글을 삭제 후 포커스 이동시 삭제했던 한글이 데이터셋에

저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685 Edit 컴포넌트에 포커스를 줄 경우 소프트키보드가 Edit를 가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 환

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Upload

RP 설명

81195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deleteItem 메소드 실행시 filelist 속성 값에 실행 결과가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81292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multiselect 속성이 'true' 일 때 파일 한개만 선택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GoogleMap

RP 설명

80787 GoogleMap 컴포넌트에서 읽기 전용 속성인 zoomlevel에 값이 설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모바일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788 GoogleMap 컴포넌트에서 맵을 로딩 후 줌인, 줌아웃 동작을 수행했을 때 그에 따라 zoomlevel 속성 값이 변

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모바일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Grid

RP 설명

80486 Grid 컴포넌트 Cell의 displaytype이 'imagecontrol' 이고 align이 'center' 일 때 addrow를 수행하면 가운데

정렬이 틀어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570 PopupDiv 에 있는 Grid 컴포넌트의 right 속성을 설정했을 때 addrow를 수행하면 row가 정상적으로 보여지

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122 Grid 컴포넌트에서 Suppress된 Cell에 cssclass 적용시 border가 정상적으로 그려지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81145 스크롤이 있는 Grid 컴포넌트에서 마우스 오버 후 스크롤 동작시 마우스 오버 상태의 row가 잘못 표시되거나 여

러개 생기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212 데이터를 동적으로 생성한 Grid 컴포넌트 Cell에서 cssclass를 expr로 설정시 cssclass가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253 Grid 컴포넌트에서 fillareatype 속성이 'allow'일 때 화면이 멈추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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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71 Grid 컴포넌트에서 scrollto로 스크롤바 위치롤 변경하고 scrolltype을 설정한 후 마우스 스크롤 동작을하면 수

직 스크롤바가 이상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275 Grid 컴포넌트에서 autofittype 속성을 'col'에서 'none'으로 변경 후 컬럼 사이즈를 조정한 후 다시 'col'로 설

정했을 경우 컬럼 사이즈가 비율에 맞지 않게 설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312 Grid 컴포넌트 Cell에서 expandimage 속성에 이미지를 설정했을 때 확장 버튼의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368 Grid 컴포넌트에서 oncloseup 이벤트 발생시 잘못된 e.cell 값이 반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390 Grid 컴포넌트에서 행과 컬럼을 동적으로 추가시 병합된 Cell이 잘못된 인덱스 값을 갖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403 Grid 컴포넌트에서 nodataimage 속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데이터셋에 row를 추가해도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457 Grid 컴포넌트에서 setFormatColProperty 메소드로 사이즈를 변경 후 autofit을 'none'로 설정했을 때 컬럼

사이즈가 비정상적으로 설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503 Grid를 익스포트 수행시 displaytype을 'mask'로 설정한 Cell에 마스크가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81522 Combo로 설정된 Grid 컴포넌트에서 빈 값 선택시 이전에 선택했던 값으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603 Grid 컴포넌트 summary 영역에서 mergeContentsCell로 병합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644 Form에 TextArea가 있는 상태에서 showModal로 팝업 윈도우를 오픈했을 때 Grid 스크롤이 느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Edge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660 Grid 컴포넌트 Cell에서 cssclass 사용시 스크롤하면 라인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661 Grid 컴포넌트에서 포맷을 동적으로 적용시 라인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703 Grid 컴포넌트에서 selectCell 메소드 사용시 onselectchanged 이벤트에서 e.col 값이 잘못 넘어오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ListBox

RP 설명

80341 Form onload 이벤트에서 ListBox 컴포넌트의 setSelect 메소드가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ListView

RP 설명

81524 ListView 컴포넌트에서 locale 속성 설정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535 ListView 컴포넌트에서 onmousedown,onmouseenter,onmouseleave,onmousemove,onmouseup,onrb

uttondown,onrbuttonup 이벤트의 bandid 값이 반환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557 ListView 컴포넌트를 동적 생성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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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Edit

RP 설명

80978 MaskEdit 컴포넌트에서 format 속성 설정시 캐럿의 위치가 변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enu

RP 설명

80866 Menu 컴포넌트에 데이터셋을 바인딩하고 onmenuclick 이벤트에서 enableevent 속성 설정시 스크립트 에러

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PopupDiv

RP 설명

81387 PopupDiv 컴포넌트에 Edit와 다른 컴포넌트가 존재시 Edit를 선택했다가 다른 컴포넌트를 선택하면 팝업이 닫

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Edge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PopupMenu

RP 설명

81017 PopupMenu 컴포넌트 checkboxcolumn에 해당되는 컬럼의 타입(Int, String)에 따라 아이콘이 다르게 표시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512 PopupMenu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생성해서 사용시 showModal 호출 후에 show 메소드를 호출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650 휠 스크롤로 줌 인/아웃 후에 trackPopupByComponent 메소드로 PopupMenu를 오픈했을 때 위치가 매번

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ab

RP 설명

80954 TabPage 삭제 후 트랜잭션 수행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Textarea

RP 설명

81526 TextArea 컴포넌트를 로딩시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Edge 웹 브라우저 환

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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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Browser

RP 설명

78761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onusernotify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371 WebBrowser를 포함한 화면에서 showmodal을 수행하면 WebBrowser 화면이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375 WebBrowser 컴포넌트 로딩시 enable 속성을 'false'로 설정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

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552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addEventHandler 메소드로 이벤트 추가시 비정상적인 값을 반환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스크롤 이벤트 발생시 onhscroll, onvscroll 이벤트가 동시에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Product Version

900~1100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359 -nexa-edge 속성 설정시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80765 Frame의 타이틀바에 동적으로 컴포넌트를 추가한 후 resize를 수행했을 때 컴포넌트의 위치 설정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937 소프트 키보드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showmodal 수행시 팝업이 비정상적인 크기로 오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안드로이드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016 ExcelImportObject 오브젝트를 사용해 Excel 파일을 임포트 완료 후에 Form의 상태표시줄에 progressbar가

나타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128 팝업 윈도우의 타이틀바가 브라우저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236 showModal 메소드로 수행시 팝업 윈도우가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사파리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317 컴포넌트의 position 설정시 단위가 %인 경우 비정상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439 동일 Form에서 Transaction을 다수 실행 후 ESC 키를 입력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483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exportactivemode 속성을 'active'로 설정 한 상태에서 익스포트 수행 시

파일명에 공백이 있는 경우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563 MainFrame의 openalign 속성이 설정되어 있고 openstatus 속성이 'maximize' 일 때 top 값이 잘못나오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616 showModal로 호출한 팝업 윈도우에서 스크롤로 줌 인/아웃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

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631 Form에서 step 기능 사용시 줌 인/아웃을 수행하면 다른 step까지 같이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646 Form에서 oninit 이벤트보다 onload 이벤트가 먼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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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9806 넥사크로 스튜디오 스타일(XCSS) 편집기에서 클래스명에 '_'가 포함될 경우 intellisence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77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Dataset 오브젝트를 상속받은 사용자 컴포넌트 사용시 Dataset 관련 동작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864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TabPage의 tabbuttoncssclass 속성이 설정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894 넥사크로 스튜디오 [Deploy > Build App > Build Library]에서 Library Manager를 사용해 라이브러리 등록시

동일한 이름을 갖는 라이브러리가 등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135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arrangement(위치 설정시 parent를 지정)가 설정된 컴포넌트를 2개 이상 선택후 잘라

내기(CTRL+x) 했다가 Undo(Ctrl+z)로 복구했을 때 arrangement가 해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157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Tools > Options > Environment > Startup > Project Open]의 'Reopen the file(s)

that was open when the project closed' 옵션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19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Form을 오픈하여 Design 탭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Resource의 initvaluedefinition 편

집기를 오픈했다가 닫으면 Design 탭의 컴포넌트를 선택할 수 없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28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비정상 종료시 기존에 변경했던 환경 설정이 초기화되는 오류

- [Tools > Options > Environment > Startup > Project Open] 옵션 설정시 동작안하는 오류

- [Tools > Options > Environment > Font and Color] 옵션 설정시 output 창에는 적용되지 않는 오류

- 오픈된 View가 없는 상태에서 넥사크로 스튜디오 종료시 멈추는 증상

81532 넥사크로 스튜디오 Build App 마법사에서 한글 입력 후 화면 스크롤시 입력했던 글자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81537 넥사크로 스튜디오 Dataset 편집기에서 Excel 문서의 내용을 복사/붙여 넣기 했을 때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81543 넥사크로 스튜디오 테마편집기에서 XCSS 편집시 VideoPlayer 선택자(Selector)가 추가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81582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Packing(Archive&Update) 수행시 Options의 [Project > Deploy > Compile > Com

pile files (Windows only use)] 옵션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623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같은 이름의 폼 파일(XFDL)을 연속하여 임포트(overwrite)했을 때 비정상 종료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81630 넥사크로 스튜디오 [Tools > Options > Environment > Startup > Project Option]에서 'Reopen the file tha

t was open wheh the project closed' 옵션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707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Packing (Archive&Update) 수행시 Options에서 'Merge JSON file', 'Compress JS f

ile' 옵션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533 | 제품 정보

49.6.3 기타

RP 설명

80856 임의로 font-family 이름을 설정한 UserFont 사용시 UserFont에 등록하지 않은 font-weight 값으로 설정하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979 window.open 메소드를 호출하여 팝업 윈도우를 오픈했다 닫으면 Environment에 설정한 변수값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170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상태에서 json 파일의 엔진 버전만 수정하여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진행했을 때 에

러 메시지와 함께 강제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297 애플리케이션에서 loadingimage 사용시(Animation GIF) 애니메이션이 빠르게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안드로이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300 Update(Local+Server) 타입으로 패킹한 앱 실행시 라이선스를 체크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

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310 window 객체에서 사용하는 객체명과 같은 이름을 typedefinition에 ID로 등록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IE11 이상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400 플러그인을 종료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폼을 닫을 경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580 단축 아이콘으로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시 엔진 업데이트 후 재실행되었을 때 -V 값(글로벌변수)을 전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672 UserFont를 웹 URL(http)로 사용했을 때 generate 오류로 인해 화면이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모바일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49.7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0307 도움말 항목중 Edit 컴포넌트 password 속성의 설명에서 문자 표시에 관한 설명이 수정되었습니다.

81185 도움말 항목중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upload,uploadurl, onsuccess 항목의 Remark에 SSV 통신 지원에

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81226 도움말 항목중 imemode, comboimemode, editimemode, textareaimemode 속성 설명의 Supported Env

ironments에서 iOS nexacro Browser 지원이 삭제되었습니다.

81361 도움말 항목 중 onmousewheel 이벤트의 Remark 설명에 Ctrl + 마우스 휠 동작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

다.

81372 도움말 항목 중 Static 컴포넌트 fittocontents 속성의 Remark 설명에 decorate 효과 사용시 주의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81653 도움말 항목 중 GridCellControl, CellSubCellControl, ListViewCellControl의 expandshow, expandsize 속

성의 Remark 설명에서 확장 버튼 영역에 관한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81734 도움말 항목 중 Combo, Edit, FileUpload, GroupBox, ListBox, MaskEdit, PopupMenu, Radio, Sketch,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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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extArea, TabpageControl 컴포넌트의 getdisplaytext 메소드가 삭제됐습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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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0.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0.0.1100

File Version 2018.08.21.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50.2 하위 호환성

50.3 신규기능

1. 웹브라우저에서 Cross Domain 환경일 때 세션 Cookie 교환, Fileupload, Excel Import를 위한 기능을 추가했

습니다. (RP. 81030, 81029, 81028)

설명

• Environment의 networksecurelevel 속성값이 "all"일 경우 CORS(Cross Origin Resource Sharing)을 지원하기 위한 Aja

x withCrendentials 옵션 값을 true로 설정합니다.

>> withCredentials 옵션 값은 Async 통신에서만 적용됩니다.

>>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cookie는 Same-origin 정책에 따라 갱신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Cross Domain 환경에서 Fileupload 컴퍼넌트를 통해 파일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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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ss Domain 환경에서 ExcelImportObejct를 통한 엑셀 임포트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Cross Domain 환경에서 임포트 기능이 반영된 XNEI 서버를 사용해야합니다.

설명

2. Environment의 enableaccessibility 속성값이 true일 때 TypeDefinition에 Accessibility.json을 등록하지 않

을 경우 경고 메세지가 발생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81079)

설명

• Environment의 enableaccessibility 속성값이 true일 때 TypeDefinition에 Accessibility.json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경고

메세지가 발생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nexacrostudio의 output창에 경고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 실제 프로젝트 실행 시 로그 파일로 경고 메세지가 발생합니다.

3. Datatset의 내용을 아이템 단위로 표현하기 위한 ListView 컴퍼넌트를 추가했습니다. (RP. 81039, 81038, 81

037, 81230)

설명

• ListView는 항상 Datset과 바인딩하여 사용해야합니다.

• ListView는 Body, Detail 밴드로 구성되며 각 밴드는 Cell을 기본 단위로 구성됩니다.

• Body, Detail 밴드는 바이딩 된 Dataset의 레코드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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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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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ListView

설명

4. tabbuttonitem extrabutton의 사이즈를 설정하기 위한 Tab 컴퍼넌트에 extrabuttonsize 프로퍼티를 추가했

습니다. (RP. 80891)

설명

• extrabuttonsize는 탭버튼 오른쪽에 표시되는 extrabutton의 크기를 설정하는 프로퍼티입니다.

• extrabuttonsize에 속성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undefiend로 적용됩니다.

• extrabutton은 showextrabutton 속성값이 true일 때 표시됩니다.

• extrabuttonsize에 속성값을 설정하면 테마의 extrabutton 정보(icon size, padding, border)를 무시하고 설정된 값으로 e

xtrabutton의 size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Tab > Property > extrabuttonsize

5. nexacro chart의 ChartCategoryAxisControl에 표시되는 타이틀이 회전되는 각도를 설정하기 위한 titlerotat

e 프로퍼티를 추가했습니다. (RP. 80855)

설명

• Y축에 표시되는 axis의 title text가 표시되는 각도를 제어합니다.

• titlerotate 속성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undefiend가 적용됩니다.

• ChartCategoryAxisControl이 가로축에 표시될 경우 titlerotate 속성값은 무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hart > Objects > ChartAxisControl > Property > titlerotate

- Components > Chart > Objects > ChartCategoryAxisControl > Property > titlerotate

6. TCP 통신을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하여 정보를 송수신을 위한 TCPClientSocket 컴퍼넌트의 지원 환경을 추가했

습니다. (RP. 80717, 80565)

설명

• TCPClientSocket 컴퍼넌트를 "Android/iOS/macOS"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환경을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munication Objects > TCPClientSocket

7. 서버와 통신 시 Cookie에 보안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secure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81085, 81078, 798

21, 79374)

설명

• secure 기능을 설정하면 "HTTPS" 통신일 경우에만 Cookie를 전송합니다.

>> "HTTP" 통신일 경우에는 Cookie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상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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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크로스튜디오 •"Environment > cookies" 영역의 Cookie에 secure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신규 메소드 추가 • nexacroAPI에 Environment 영역의 Cookie 변수의 존재 여부 및 secure 기능 설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isExistCookieVariable()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메소드 파라미터 추가 • nexacroAPI의 "setCookieVariable()/getCookieVariable()/removeCookieVariable()"

메소드에 secure 기능을 설정하기 위한 "bSecure" 파라미터를 추가했습니다.

[ Syntax ]

- nexacro.setCookieVariable( strID, varVal [, bSecure] )

- nexacro.getCookieVariable( strID [, bSecure] )

- nexacro.removeCookieVariable( strID [, bSecure]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nexacroAPI > Method > isExistCookieVariable

- nexacroAPI > Method > setCookieVariable

- nexacroAPI > Method > getCookieVariable

- nexacroAPI > Method > removeCookieVariable

설명

8. ExcelExportObject.export() 실행 시 suppresshorzcell 프로퍼티가 적용된 Grid 형태 그대로 export 할 수 있

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80633, 80715)

설명

• ExcelExportObject.export() 실행 시 suppresshorscell 프로퍼티가 적용된 Grid 형태 그대로 export 할 수 있는 기능을 추

가했습니다.

>> suppresshorscell 프로퍼티가 적용된 Grid 형태대로 export를 하기 위해 해당 기능이 적용된 XNEI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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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변경기능

1. 엔진 업데이트시 표시되는 버전 확인창이 표시되지 않도록 변경했습니다. (RP. 80971)

설명

변경 전
•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을 받기 위해 현재 버전과 설치되는 버전이 표시된 확인창이 표시되었

습니다.

변경 후
• 엔진 업데이트 시 버전 확인창 없이 바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 현재 설지된 버전보다 하위 버전을 설치 할 경우 오류 메시지 창이 표시됩니다.

2. tooltiptext 속성값에 따른 Tooltip 표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RP. 80741, 80654)

설명

변경 전
• 속성값이 빈 문자열(EmtyString) 또는 null 일 때 모두 Tooltip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 tooltiptext에 속성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빈 문자열(EmptyString)로 적용되었습니다.

변경 후

• tooltiptext 속성값이 빈 문자열(EmptyString)일 경우 Tooltip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tooltiptext 속성값이 null 또는 undefined일 경우 상위 컴퍼넌트의 Tooltip을 표시합니다.

• tooltiptext 속성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undefined로 적용됩니다.

50.5 오류수정

50.5.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alendar

RP 설명

80344 Calendar 컴포넌트에서 editformat 속성을 설정해도 value 값을 무조건 14자리까지 가져오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603 Calendar 컴포넌트를 화면에서 출력시 데이터가 잘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웹 브라우저 환경에

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756 Dataset을 바인딩한 Calendar 컴포넌트에서 날짜를 선택 했다가 clearData와 addRow를 수행하여 초기화 후

다시 날짜를 선택할 때 현재 날짜가 아닌 이전에 선택했던 날짜가 선택되어 나오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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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RP 설명

80845 Chart 컴포넌트 series의 툴팁이 화면에서 잘려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938 Chart 컴포넌트에서 itemtext 속성 설정시 내용이 잘려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684 Chart 컴포넌트에서 itemtext가 1000 단위 이상의 값을 갖을 때 잘려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

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Dataset

RP 설명

80619 Dataset 오브젝트에서 createDataset 메소드로 Dataset을 새로 생성했을 때 기존 Dataset의 row 데이터가 복

사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729 Dataset 오브젝트에서 progressload 속성을 'false'로 설정했을 때 'true'로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732 Dataset 오브젝트에서 getCaseSum 메소드 사용시 소수점 자리 수가 없어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883 Dataset의 ColumnInfo 오브젝트에서 prop, sumtext 속성 설정시 비정상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990 transaction 수신 데이터에서 column info 정보 다음에 const column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saveXML

을 수행하면 const column 정보가 row 정보에 포함되어 나타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dit

RP 설명

80799 showModal로 오픈된 창의 Edit 컴포넌트를 선택시 소프트 키보드가 Edit 영역을 가려버리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모바일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Upload

RP 설명

80559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파일 선택시 onitemchanged 이벤트에 value 속성에 선택한 파일 정보가 설정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560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선택시 "안전하지 않은 파일접근" 확인 메시지가 실행 화

면 뒤로 오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024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response parameter에 추가 컬럼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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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RP 설명

79986 Grid 컴포넌트에서 displaytype 속성이 'combocontrol', edittype 속성이 'combo'인 경우 Cell의 콤보 아이템

선택시 잔상이 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357 Grid 컴포넌트에서 selecttype 속성을 'area'로 설정하고 scrolltype 속성을 'horizontal' 혹은 'vertical'로 설정

한 상태에서 마우스로 cell 선택시 스크롤이 both로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453 Grid 컴포넌트에서 autoenter 속성이 'select'이고 Cell의 displaytype이 'buttoncontrol' 일 때, 선택된 Cell을

다시 클릭할 경우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80510 Grid 컴포넌트 Cell의 expr 속성에서 폼의 함수 호출 시 호출하는 함수명이 expr로 끝나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80539 Theme에서 .GridCellControl .celltreeitem .treeitembutton의 이미지 사이즈를 설정시 Grid의 Cell의 Chec

kBox 위치가 틀어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556 Grid 컴포넌트에서 enableredraw, setRealColSize 메소드 사용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802 트리로 설정된 Grid에서 enableevent, enableredraw 사용시 트리가 비정상 동작하거나 잘못 그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870 Grid 컴포넌트에서 blinkCellByInterval 메소드 호출시 vCell, nInterMSec, nBlinkCnt에 유효하지 않는 값을

설정해도 동작이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925 Grid 컴포넌트에서 head 밴드가 없을 때 insertContentsRow 메소드로 head 로우를 추가하면 에러가 발생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982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이 Combo 형식일 때 ondropdown 이벤트에서 combodatacol 속성을 설정하여 data

column 변경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989 Grid 컴포넌트에서 enableredraw 속성을 'false'로 설정한 상태에서 setFormatColProperty 메소드를 수행하

고 다시 enableredraw 속성을 'true'로 설정시 설정이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023 Grid 컴포넌트에서 enableaccessibility 속성이 'false'일 때 접근성 단축키가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026 Grid 컴포넌트의 onkeyup 이벤트 함수에서 formatid를 변경한 후 setFormatColProperty 메소드로 size 변경

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064 Grid 컴포넌트에서 머지된 Cell을 splitContentsCell 메소드로 분할한 경우 분할된 Cell이 text 속성을 공유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099 Grid 컴포넌트에서 suppresshorzcell 속성을 설정하여 사용중 스크롤 발생시 Cell간 라인 잔상이 발생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81125 Grid 컴포넌트에서 deleteContentsRow 메소드 사용시 summary 밴드로 설정하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81162 Grid 컴포넌트에서 selectArea 또는 selectCell 메소드 사용 후 scrollTo 메소드 사용시 vscroll pos이 0으로 초

기화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204 접근성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Grid Cell에 accessibilitydescription, accessibilityaction, accessibilitylabe

l 속성이 설정되어 있을 때 센스리더가 비정상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

생한 오류입니다).

81208 Grid 컴포넌트에서 row의 line이 출력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219 접근성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Grid Cell이 calendarcontrol, combocontrol로 설정되어 있을 때 센스리더

가 비정상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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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23 접근성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Grid Cell에 accessibilitydescription, accessibilityaction, accessibilitylabe

l 속성이 설정되어 있을 때 센스리더가 읽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654 Grid 컴포넌트 onmousemove 이벤트에서 툴팁 설정시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178 Grid 컴포넌트에서 영역 선택 후 ondrop 이벤트에서 transaction 호출이 있을 때 영역 선택이 되지 않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81196 Grid 컴포넌트에서 enableredraw 속성이 'false'인 상태에서 헤더의 text 변경 후 enableredraw 속성을 'true

'로 설정시 화면이 갱신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247 Grid 컴포넌트에서 suppresshorzcell 속성을 설정했을 때 스크롤 동작을 수행하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ImageViewer

RP 설명

81014 ImageViewer 컴포넌트에서 image 속성에 url 형식으로 연결한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ListBox

RP 설명

80875 폼간 화면 전환시 간헐적으로 ListBox 컴포넌트의 아이템이 갱신되지 않아 빈 공간으로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MacOS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Plugin

RP 설명

80811 MSCOMM32.OCX 사용시 Plugin 컴포넌트 setProperty로 객체의 'portopen' 속성을 'false'로 설정시 동작

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adio

RP 설명

80692 Radio 컴포넌트에서 fittocontents 속성을 'width'로 설정한 상태에서 아이템 수가 변경됐을 때 자동으로 폭이

조정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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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RP 설명

81061 Static 컴포넌트에서 fittocontents 속성 설정시 혹은 fittocontents와 wordwrap 속성 동시 설정시 글자가 잘

려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ab

RP 설명

81062 Tab 컴포넌트에서 preload 속성을 'false'로 설정하고 화면 로딩시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TabPage의 폼이 로딩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224 Tab 컴포넌트에서 tabbuttonwidth 속성 설정 후 tabposition 속성을 left로 변경시 탭 버튼의 left 위치가 잘못

설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extarea

RP 설명

80293 TextArea 컴포넌트에서 대용량 텍스트를 붙여넣기(Ctrl+v) 할 경우 텍스트가 복사되고 몇 초 후에 스크롤이 생

기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318 WebBrowser에 연결된 TextArea 컴포넌트에 많은 텍스트 입력시 스크롤 동작이 느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80853 TextArea 컴포넌트가 선택되어 소프트 키보드가 열려 있을 때 화면을 스크롤해도 소프트 키보드가 닫히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사파리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80537 execNexacro 메소드를 사용하여 다른 프로젝트를 오픈하는 경우 작업표시줄에 새로 오픈한 프로젝트 아이콘이

아닌 현재 프로젝트의 아이콘으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657 ExcelExportObject로 스타일이 적용된 Grid를 엑셀로 익스포트 할 때 스타일이 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782 팝업 창을 재오픈했을 때 스크롤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

니다).

80792 showModalWindow 메소드를 두번 이상 호출시 윈도우가 모달이 아닌 모덜리스로 생성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794 open 메소드를 사용하여 모덜리스 윈도우를 오픈했다가 닫는 동작시 윈도우가 닫히지 않거나 재오픈이 되지 않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011 Ctrl + 마우스 휠 동작시 줌으로 동작하지 않고 스크롤 동작이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055 스텝이 설정된 화면을 가로 혹은 세로로 회전시 비정상 동작하는 오류 및 스텝 수정시 스크롤 갱신이 안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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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110 스텝이 설정된 화면에서 화면 사이즈 변경시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모바일 런타임 환경에

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149 showModal 메소드로 팝업창을 오픈시 웹 브라우저의 크기를 조정하면 팝업창 사이즈도 조절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1392 모덜리스 팝업창을 오픈 후 close 버튼을 클릭하면 간헐적으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665 open 메소드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팝업 창을 오픈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

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50.5.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8478 넥사크로 스튜디오 Import Wizard에서 리소스(Theme, XCSS, InitValueDefinition, UserFont, Image) 파일

을 임포트 할 수 없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868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xjs 파일에 중복된 include가 존재시 프로젝트를 제너레이트하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80503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ChartPieSeriesControl 오브젝트의 itemtexttype 속성이 'normal'로 설정되어 있을

때 itemtextmask 속성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532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퀵뷰 실행시 폼에서 xadl에 선언된 변수에 접근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55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nexacrodeploy17.exe를 사용하여 빌드시 한번 실행 후 다시 실행하면 테마가 생성되

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758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Grid 컴포넌트의 suppresshorzcell 속성 값을 변경하면 Grid의 세로 라인이 나타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793 Fiddler와 넥사크로 스튜디오를 같이 사용시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앱 빌드 서버로 접속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80832 넥사크로 스튜디오 Grid Contents Editor에서 expr로 특정 함수(Date, Image 등) 사용시 설정한 함수명이 변

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901 넥사크로 스튜디오 Grid Contents Editor에서 Cell의 tooltiptext 설정시 컬럼을 바인딩 할 수 있는 버튼이 없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913 넥사크로 스튜디오 Grid Contents Editor에서 Grid의 head cell text 속성 설정시 앞에 0이 붙은 숫자(예를 들

어, 04)를 입력하면 '0'이 생략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002 넥사크로 스튜디에서 테마에 특정 스타일 적용 후 Grid Contents Editor 오픈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81046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14 프로젝트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 테마에 주석만 있는 경우 마이그레이션이 실패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047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14 프로젝트를 마이그레이션한 후 프로젝트를 로딩할 때 오류 메시지 창이 넥사크로 스

튜디오 뒤에 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04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14 프로젝트를 마이그레이션한 후 프로젝트 로딩시 에러로 실패하면 에러를 수정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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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마이그레이션 결과물로 인해 프로젝트 로딩이 계속 실패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051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xprj 파일이 복수개인 14 프로젝트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

어떤 xprj을 선택해도 무조건 첫 번째 xprj 파일을 기준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수행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063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마이그레이션된 프로젝트를 오픈했을 때 [View > Migration Log] 메뉴가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201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Build App 메뉴를 수행하여 생성한 exe 파일에 정상적으로 사인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50.5.3 기타

RP 설명

80628 애플리케이션에 쿠키를 설정 후 통신시 쿠키 값이 http 헤더에 기록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XP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

80656 화면을 가로/세로로 전환시 줌과 width가 이상하게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크롬 웹 브라우

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706 화면을 로딩한 후 Landscape나 Portrait로 화면 회전을 했을 때 화면이 다르게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모

바일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810 ActiveX에서이벤트발생시비정상종료되는오류를수정했습니다 (런타임환경에서실행시발생한오류입니다)

.

80897 서버의 리소스 버전과 로컬 PC에 설치된 리소스 버전이 같은 경우에도 매번 업데이트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MacOS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915 화면을 회전하면 화면 크기가 작아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삼성 모바일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

류입니다).

80887 애플리케이션을 Landscape 혹은 Portrait 모드로 로딩했을 때 width가 잘못 계산되어 스크롤이 생기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모바일 패드 장치의 안드로이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944 Data.js 파일에서 구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1251 애플리케이션 실행시 폼이 로드되지 못하고 멈추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50.6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80569 도움말 항목에서 TreeItemIconControl 오브젝트의 하위 속성들에 대한 depth 정보가 잘못 표시되고 있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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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21 도움말 항목 중 [Appendix > Supported UserFont]에 UserFont에 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80873 도움말 항목 중 Dataset의 getOrgColumn, getOrgColumnNF에서 "origin 버퍼" 문구가 삭제되고 초기값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80889 도움말 항목중 ColumnInfo 오브젝트 sumtext 속성의 Setting Syntax, Remark 설명에서 논리적 레코드에 대

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81045 도움말 항목중 컴포넌트 accessibilityaction 속성의 Setting Syntax 에서 샘플 코드가 수정됐습니다.

81442 도움말 항목 중 exportuitype 속성의 Setting Syntax에서 'progressbar'를 'exportprogress'로 수정했습니다.

81104 도움말 항목 중 Grid의 selecttype 속성과 Dataset의 rowposition 속성의 Remark 설명에 selecttype과 rowp

osition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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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1.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0.0.1001

File Version 2018.07.27.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51.2 하위 호환성

51.3 신규기능

1. Grid에 정해진 시간간격으로 특정 Cell에 깜빡임 효과를 주기 위한 blinkCellByInterval(nRow, vCell, nInterM

Sec, nBlinkCnt)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RP. 80422)

설명

• 깜빡임 효과는 CSS에 정의된 Cell의 "blinked userstatus"를 적용했다 해제하는것으로 표현합니다.

• nInterMSec 인자에 설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nBlinkCnt 인자에 설정한 횟수로 깜빡임 효과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Method > blinkCellBy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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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rid의 Cell이 편집모드일때 입력값 제어를 위한 getEditValue(), getEditText(), setEditValue() 메소드를 추

가했습니다. (RP. 77827)

설명

• getEditValue(), getEditText(), setEditValue() 메소드는 Cell에 입력되는 텍스트를 제어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 getEditValue() - Cell이 편집모드일 때 표시되는 컨트롤의 value 설정값을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 getEditText() - Cell이 편집모드일 때 표시되는 컨트롤의 text 설정값을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 setEditValue() - Cell이 편집모드일 때 표시되는 컨트롤의 value 설정값을 지정하는 메소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Method > getEditValue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Method > getEditText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Method > setEditValue

3. FileUpload에 스크립트로 파일 정보 설정을 위한 changeItem()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RP. 80354, 75598)

설명

• changeItem()은 특정 파일 정보를 알고 있을때 다이얼로그를 사용하지 않고 스크립트로 설정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 changeItem()은 "nexacro Browser" 환경만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FileUpload > Method > changeItem

4. ExcelExportObject에 export() 후 생성된 엑셀 파일을 자동으로 오픈할지 여부를 설정하기 위한 exportactive

mode 프로퍼티를 추가했습니다. (RP. 79925)

설명

• exportactivemode 설정값이 "active"일 경우 export() 후 생성된 파일을 자동으로 오픈합니다.

• exportactivemode 설정값이 "noactive"일 경우 export() 후 생성된 파일을 자동으로 오픈하지 않습니다.

• exportactivemode 프로퍼티의 default값은 "noactive" 입니다.

• exportactivemode 프로퍼티는 "nexacro Browser" 환경만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isc. Objects > ExcelExportObject > Property > exportactivemode

5. "Div/PopupDiv/TabPage"에서 Form의 스크롤바 제어를 위한 프로퍼티를 추가했습니다. (RP. 79381)

설명

• "Div/PopupDiv/TabPage"에서 From의 스크롤바 제어를 위한 아래의 프로퍼티를 추가했습니다.

>> formscrollbarbarminsize - 내부 Form에 표시되는 스크롤바의 트랙바 최소 크기를 설정합니다.

>> formscrollbarbaroutsize - 내부 Form에 표시되는 스크롤바의 트랙바가 사라지는 기준 크기를 설정합니다.

>> formscrollbardecbuttonsize - 내부 Form에 표시되는 스크롤바의 감소 버튼 크기를 설정합니다.

>> formscrollbarincbuttonsize - 내부 From에 표시되는 스크롤바의 증가 버튼 크기를 설정합니다.

>> formscrollbarsize - 내부 Form에 표시되는 스크롤바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 formscrollbartrackbarsize - 내부 Form에 표시되는 스크롤바의 트랙바 크기를 설정합니다.

>> formscrollbartype - 내부 Form에 스크롤바가 표시되는 형식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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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crollindicatorsize - 내부 Form에 표시되는 스크롤 인디케이터바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 formscrolltype - 내부 Form에서 사용되는 스크롤의 종류를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Div > Property > formscrollbarbarminsiz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Div > Property > formscrollbarbaroutsiz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Div > Property > formscrollbardecbuttonsiz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Div > Property > formscrollbarincbuttonsiz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Div > Property > formscrollbarsiz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Div > Property > formscrollbartrackbarsiz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Div > Property > formscrollbartyp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Div > Property > formscrollindicatorsiz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Div > Property > formscrolltyp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PopupDiv > Property > formscrollbarbarminsiz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PopupDiv > Property > formscrollbarbaroutsiz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PopupDiv > Property > formscrollbardecbuttonsiz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PopupDiv > Property > formscrollbarincbuttonsiz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PopupDiv > Property > formscrollbarsiz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PopupDiv > Property > formscrollbartrackbarsiz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PopupDiv > Property > formscrollbartyp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PopupDiv > Property > formscrollindicatorsiz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PopupDiv > Property > formscrolltyp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TabPage > Property > formscrollbarbarminsiz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TabPage > Property > formscrollbarbaroutsiz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TabPage > Property > formscrollbardecbuttonsiz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TabPage > Property > formscrollbarincbuttonsiz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TabPage > Property > formscrollbarsiz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TabPage > Property > formscrollbartrackbarsiz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TabPage > Property > formscrollbartyp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TabPage > Property > formscrollindicatorsiz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TabPage > Property > formscrolltype

설명

6. TabPage의 TabButton 크기를 설정하기 위한 프로퍼티를 추가했습니다. (RP. 79752)

설명

• Tab 컴퍼넌트에 "tabbuttonwidth / tabbuttonheight / selectedtabbuttonwidth / selectedtabbuttonheight" 프로퍼

티를 추가했습니다.

• Tab 컴퍼넌트의 TabPageControl에 "tabbuttonwidth / tabbuttonheight / tabbuttoncssclass" 프로퍼티를 추가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Tab > Property > tabbuttonwidth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Tab > Property > tabbuttonheight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Tab > Property > selectedtabbuttonwidth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Tab > Property > selectedtabbutton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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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Tab > Objects > TabpageControl

> Property > tabbuttonwidth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Tab > Objects > TabpageControl

> Property > tabbuttonheight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Tab > Objects > TabpageControl

> Property > tabbuttoncssclass

설명

7. 모바일에서 띄운 Modal창의 타이틀바를 이용하여 창 위치를 이동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8064

5, 80583)

설명

• ChildFrame의 dragmovetype 프로퍼티의 설정값을 "all" 또는 "noraml"로 설정하면 모바일상에서 Modal창의 타이틀바

드래그(슬라이드)하여 창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 dragmovetype 프로퍼티의 default값은 "normal"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Frames > ChildFrame > Property > dragmovetype

8. nexacrostudio에서 SVN 연동을 위한 편의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80454)

설명

• 일부파일(xfdl,xjs) 저장 시 SVN에 자동으로 Commit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일부파일(xfdl,xjs) 오픈 시 SVN에서 자동으로 Update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SVN Repository 등록 시 Source 와 Generate 경로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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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넥사크로플랫폼17 개발도구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 소스코드 관리 시스템 지원)

설명

9. nexacroAPI의 getPopupFrames() 메소드에 기준 Frame을 지정하기 위해 parameter를 추가했습니다. (RP.

80032)

설명

• getPopupFrames(objFrame) 형식으로 Frame을 지정 할 경우 해당 Frame을 기준으로 팝업창의 개수를 반환합니다.

• parameter를 생략할 경우 스크립트가 실행된 Frame을 기준으로 팝업창의 개수를 반환합니다.

• 팝업창에서 부모폼에 정의된 메소드를 실행하여 부모폼에서 getPopupFrames() 메소드를 실행 할 경우 환경에 따라 다른 값

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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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ojbFrame 파라미터에 기준 Frame을 지정해야 원하는 반환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nexacroAPI > Method > getPopupFrames

설명

10. Grid에서 가로 방향에 같은 text가 존재할 경우 가로 Supress를 적용하기 위한 suppresshorzcell 프로퍼티를

추가했습니다. (RP. 80145)

설명

• spresshorzcell 프로퍼티의 설정값은 "none / left/ right / leftright" 4가지 입니다.

• spresshorzcell 프로퍼티는 Body Band이면서 Left/Right Band인 Cell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Cell에 suppress 프로퍼티가 설정되어 있고, 실제로 데이터가 suppress되어 있을 경우는 suppresshorzcell 프로퍼티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 Cell에 suppress 프로퍼티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Property > suppresshorzcell

11. nexacrostuido에서 "iOS/Android/macOS" BuildApp시 AppBuilder 서버에 "프로젝트 생성, Engine Libray

등록 및 Update" 등의 작업을 위한 Andmin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79834)

설명

• "iOS/Android/macOS" 어플리케이션 빌드를 위한 AppBuilder 서버의 일부 Admin 기능을 nexacrostudio에 추가했습니

다.

• nexacrostudio에 추가된 AppBuilder 서버의 Admin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프로젝트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Engine Library 등록 및 Update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어플리케이션 Signing 선택 / User Library 선택 / Icon 및 Image 적용 / DeviceAPI Permission 적용"을 할 수 있는 Build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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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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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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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넥사크로플랫폼17 개발도구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51.4 변경기능

1. WebBrowser 컴퍼넌트 getProperty() 메소드의 반환값을 "nexacro._PluginObject"에서 "nexacro.PluginO

bject"로 변경했습니다. (RP. 80496, 80326)

설명

변경 전
• WebBroser.getProperty() 실행시 반환값이 객체인 경우 "nexacro._PluginObject

"가 전달되었습니다.

변경 후
• WebBroser.getProperty() 실행시 반환값이 객체인 경우 "nexacro.PluginObject"을

전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WebBrowser > Method > get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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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참고사항

1. macOS 런타임 환경에서 WebBrowser 컴퍼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Xcode 프로젝트의 info 항목에 "App T

ransport Security" 설정이 필요합니다. (RP. 80533)

설명

• macOS 런타임 환경에서 WebBrowser 컴퍼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Xcode 프로젝트의 info 항목에 "App Transport Se

curity Settings - Allow Arbitrary Loads"를 YES로 설정해야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WebBrowser

51.6 오류수정

51.6.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alendar

RP 설명

80079 Calendar 컴포넌트에서 popuptype 속성을 설정하지 않거나 'system'으로 설정했을 때 'normal' 타입으로 동

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실행시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287 type이 'normal'인 Calendar 컴포넌트에서 월을 변경 후 다른 컴포넌트로 이동했다가 다시 Calendar로 돌아

오면 변경 전 월이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603 Calendar 컴포넌트를 화면에서 출력시 데이터가 잘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웹 브라우저 환경에

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Chart

RP 설명

79376 Chart 컴포넌트에서 rangebar의 trackbargripincimage 속성을 설정시 초기 이미지 위치가 잘못 표시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377 Chart 컴포넌트에서 vrangebar 조정시 board 넓이가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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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79 Chart 컴포넌트에서 rangebargripincimage 혹은 trackbargripdecimage 속성중 하나만 설정시 trackbar의

사이즈 변경이 정상적으로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397 Chart 컴포넌트에서 rangebar의 trackbargripimageposition 속성 설정시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410 Chart 컴포넌트에서 hrangebar와 vrangebar의 내부로 마우스 오버시 내부 영역이 빈 공간으로 나타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441 Chart 컴포넌트에서 binddataset 속성을 사용해 Dataset 오브젝트를 바인딩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80500 BasicChart 컴포넌트에서 rotateaxis 속성을 'true'로 설정시 그래프 표현값이 전부 최대값으로 표시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80564 ChartPieSeriesControl 오브젝트의 itemtextmask 속성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646 BasicChart 컴포넌트에서 Series의 linetype 속성을 'step'으로 설정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115 Chart(ChartCategoryAxisControl)의 axistype 속성을 'datetime'으로 설정시 세로 막대 그래프가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Combo

RP 설명

80124 Combo 컴포넌트의 oncloseup 이벤트에서 filter 처리시 obj.value 값을 유지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80300 다른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있을 때 마우스 휠을 조작하면 Combo의 아이템이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Dataset

RP 설명

80242 Transaction 메소드 수행 후 Dataset의 rowposition 정보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355 Dataset이 바인딩된 Textarea 컴포넌트와 WebBrowser 컴포넌트가 같은 화면에 있는 경우 트랜잭션으로 Dat

aset을 반복 갱신하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386 Dataset 오브젝트에서 findRowExpr 메소드 수행시 오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411 Dataset 오브젝트에서 데이터 타입이 bigdecimal 혹은 float인 경우 keystring을 사용하여 정렬시 정상적으로

정렬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465 Dataset 오브젝트 컬럼의 type 속성이 'TIME'일 경우 표시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501 Dataset 오브젝트의 Column type이 'bigdecimal' 일 때 Row 값을 변경했다가 복구해도 RowType이 1(RO

WTYPE_NORMAL)로 변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809 Dataset 오브젝트의 oncolumnchanged 이벤트에서 enableevent 사용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559 | 제품 정보

Div

RP 설명

80234 Div 컴포넌트에서 enable 속성을 'false'에서 'true'로 변경시 Div 내에 있는 Grid의 스크롤이 오동작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dit

RP 설명

79897 autoskip 속성을 'true'로 설정한 Edit 컴포넌트에서 maxlength를 초과하여 입력했을 경우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398 Edit 계열 컴포넌트에서 입력을 위한 소프트 키보드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Upload

RP 설명

80609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업로드할 파일을 하나 이상 추가시 파일 업로드 아이템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Grid

RP 설명

79997 Grid 컴포넌트에서 그리드 캘린터 값을 변경하기위해 더블 클릭하여 편집 모드로 변경시 날짜 끝 쪽에 캐럿이

생기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212 Grid 컴포넌트에서 autoenter 속성을 'select'로 설정했을 때 Cell 선택 후 Enter 키를 입력하여 편집 모드로 들

어가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219 Grid 컴포넌트에서 autosizingtype 속성을 'row'로 설정했을 경우 화면을 닫거나 리로드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231 Grid 컴포넌트에서 autoenter 속성이 'key' 일 때 Cell에 'CTRL+c'나 'CTRL+v' 등의 동작시 Cell 값이 사라지

는 오류와 edittype 속성이 'mask'이고 maskedittype 속성이 'number' 일 때 Cell에 한글/일어/아랍어 등이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248 Grid 컴포넌트에 바인딩한 Dataset의 컬럼 타입이 'BIGDECIMAL'일 경우 Grid에 출력되는 숫자가 0이 하나

더 붙어 표현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402 Grid 컴포넌트에서 treeasynctoggle 속성을 'true'로 설정시 treeinitstatus 기능이 정상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491 Grid 컴포넌트에서 Body 밴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mergeContentsCell 메소드로 Head를 병합하면 Head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556 Grid 컴포넌트에서 enableredraw, setRealColSize 메소드 사용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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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Edit

RP 설명

80281 MaskEdit 컴포넌트에서 format 속성을 동적으로 변경했을 경우 format이 변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291 MaskEdit 컴포넌트에서 type 속성을 'number'로, format 속성을 '9.99'로 설정했을 때 value 값이 잘못 표시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312 MaskEdit 컴포넌트에 바인딩한 Dataset의 cancolumnchange 이벤트 함수에서 'false'를 반환했을 때 value

가 이전에 입력한 값으로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313 MaskEdit 컴포넌트에 바인딩한 Dataset의 cancolumnchange 이벤트 함수에서 setFocus 수행시 포커스가 사

라져 입력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Static

RP 설명

79476 Static 컴포넌트에서 usedecorate 속성이 'true'이고 텍스트에 개행 문자()가 들어 있는 경우 런타임과 웹 브라

우저에서 개행 처리가 달리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씁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153 Static 컴포넌트에서 usedecorate 속성을 'true'로 설정하고 fittocontents 사용시 콘텐츠 영역이 자동 조정 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ab

RP 설명

80059 TabPage의 canchange 이벤트에서 'false'값 반환시 포커스가 이동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263 Tab 컴포넌트에서 insertTabpage 혹은 set_tabindex 수행 이후에 탭 버튼 이외의 영역을 클릭시 포커스가 이

전 탭 버튼으로 이동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ebBrowser

RP 설명

80025 WebBrowser 컴포넌트의 getProperty 메소드로 웹 페이지 객체에 접근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의 사파리, 크롬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292 showModal 메소드로 오픈한 화면에서 WebBrowser 컴포넌트를 통해 HTML 혹은 이미지를 출력할 때 스크

롤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466 업로드를 위해 파일 Drag&Drop 기능 구현하고 WebBrowser 컴포넌트를 추가한 후 폼 로딩시 비정상 종료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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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78785 동적으로 생성한 컴포넌트를 Div의 자식으로 추가했을 경우 컴포넌트의 위치가 비정상적으로 설정됩니다.

79893 Transaction 수행시 수신 데이터 내의 첫번째 파라미터로 에러코드가 아닌 다른 값이 선언된 경우 Dataset의 R

ow 타입이 NORMAL 상태(초기 행의 상태)로 변경되 버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

생한 오류입니다).

80051 ExcelExport 오브젝트에서 exporteventtype 속성이 item, totalrecord로 설정시 익스포트를 수행하면 export

messageprocess 값이 비정상 적으로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151 ExcelExport 오브젝트에서 export 수행시 파일 다이얼로그가 느리게 오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브

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251 컴포넌트 -nexa-edge 속성의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ge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80256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exportfilename 속성을 number 타입으로 설정할 경우 스크립트 에러가 발

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336 Transaction 수행으로 CSV를 서버로부터 받았으나 Grid로 출력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356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exportuitype 속성을 'exportprogress'로 설정한 상태에서 익스포트 수행시

상태 진행바와 텍스트가 비정상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409 데이터를 CSV, SSV 형식으로 하여 Transaction 수행시 빈 데이터를 수신하면 정보가 갱신되지 않고 기존의 데

이터가 유지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410 environment 파일에 스크립트 에러가 존재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로딩중 멈추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런타

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487 System 오브젝트의 print 메소드를 사용하여 프린팅시 Grid에 마우스 오버를 하면 이상하게 보이는 증상과 에

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582 키보드가 없는 태블릿에서 usesoftkeyboard 속성을 'true'로 설정한 Edit 계열 컴포넌트로 포커스 이동시 소프

트 키보드가 오픈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10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591 Form 오브젝트의 getEventHandler 메소드 수행시 이벤트 핸들러 함수가 존재하지 이벤트인 경우에 'null'을

반환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608 컴포넌트의 word-spacing 속성에 음수값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780 Packing(Archive&Update)시 리소스(Resource.zip)에 여러 테마를 넣은 경우 컴포넌트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cOS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51.6.2 DeviceAPI

RP 설명

80260 BluetoothLE 오브젝트에서 discoverService 메소드 호출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

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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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9287 userfont를 PC에 중복 설치한 경우 레지스트리에서 정확한 font 이름을 찾지 못해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제너

레이트를 실패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850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BuildApp Wizard로 Android/iOS/MacOS의 빌드를 수행할 때 앱 빌더 서버에 프로젝트

가 없으면 deploy.ini 파일의 projectindex 값이 변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903 넥사크로 스튜디오 Chart Contents 편집기에서 Information > Categoryaxis의 axistype 속성을 'datetime

'으로 변경시 막대 그래프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961 넥사크로 스튜디오 Chart Contents 편집기에서 bar가 두 개일 때 bar를 추가 생성시 기존 bar와의 사이에 공백

이 생기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396 넥사크로 스튜디오 테마편집기에서 테마 이미지 경로에 폴더를 생성한 후 하위 폴더와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폴더를 'Import Images from Folder' 메뉴로 임포트했을 경우 비정상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418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ChartPieSeriesControl 오브젝트의 itemtexttype 속성을 'normal'로 설정하고 Datas

et의 ColumnInfo type을 변경시 itemtextmask 속성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49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BasicChart 컴포넌트의 rotateaxis 속성을 'true'로 설정하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616 넥사크로 스튜디오 디자인 화면에서 빈 Chart 생성 후 dataset을 바인딩시 기본 Chart 구성이 그려지지 않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80618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mainframe의 showtitlebar를 'false'로 설정한 상태에서 adl script를 편집하려고 오픈

하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663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Project EXplorer > App Information > AppVariables > Datasets]에서 글로벌 데이

터셋을 추가 또는 삭제 후 저장(CTRL+s)하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681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File > Import] 메뉴의 'Import Wizard' 화면이 깨져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800 넥사크로 스튜디오 Project Explorer에서 크로스 도메인을 갖는 bs 서비스 로딩이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51.6.4 기타

RP 설명

79412 런타임 엔진을 최초 실행시 로딩이 멈추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027 Edge 브라우저에서 넥사크로 애플리케이션 화면 호출시 넥사크로플랫폼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파일들의 BO

M 문제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10 Edge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80101 form, application에서의 include 파일 교차 참조시 발생되는 스택오버플로우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80209 런처 서비스로 실행한 애플리케이션이 윈도우 화면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

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340 안드로이드에서 userfont에 폰트 파일을 위치시키고 앱을 수행했을 때 폰트가 자동으로 설치되지 않아 폰트가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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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07 브라우저의 확대(줌) 기능을 사용한 상태에서 현재 커서 위치에 팝업을 오픈하려는 경우 잘못된 위치에 팝업이

오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587 Edge 브라우저에서 화면 오픈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며 빈 화면이 열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10

Edge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51.7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78610 도움말 항목중 system 오브젝트의 getCursorX, getCursorY 메소드의 지원 환경에서 Android, iOS nexacro

browser가 미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79517 도움말 항목 중 AnimationTimeline 오브젝트의 insertTarget 메소드 Remark 설명에서 index에 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80253 도움말 항목중 Application의 Tray 오브젝트의 Constructor 설명에서 샘플 코드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326 도움말 항목중 WebBrowser 컴포넌트의 getProperty 메소드 설명에서 PluginObject 오브젝트와 메소드에 대

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80405 도움말 항목중 컴포넌트 expr 속성의 remark 설명에서 getDisplayText 메소드에 대한 설명이 수정됐습니다.

80442 도움말 항목중 Chart 컴포넌트 labeltype 속성의 Setting Syntax 설명에서 'normal'에 대한 설명이 수정됐습니

다.

80451 도움말 항목중 CSS 관련 속성의 Property Type 체크 항목에서 expr, tooltiptype, autosizecol, autosizerow

속성은 Expr, Bind를 미지원으로 그 외의 모든 속성은 지원으로 수정됐습니다.

80672 도움말 항목 중 word-spacing 속성의 Remark에 속성값이 음수일 경우에 대한 웹 브라우저 제약사항이 추가되

었습니다.

80783 도움말 항목 중 GoogleMap 컴포넌트의 zoomlevel 속성 Remark 설명에서 zoomlevel 변경에 관한 내용이 수

정되었습니다.

80857 도움말 항목 중 Grid의 setEditValue 메소드에서 반환값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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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2.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0.0.900

File Version 2018.06.19.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52.2 하위 호환성

52.3 신규기능

1. nexacrostudio에 사용자가 설정한 MetaData 연동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79680)

설명

• MetaData 기능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활성화됩니다.

>> "TypeDefinition - Services" 영역에 "metadata" type의 서비스가 정의되어야 합니다.

>> "Project Explorer"에 MetaData 서비스의 ModelInfo가 로드되어야 합니다.

>> "Tools - Options" 메뉴의 Option 창에서 "Project - advanced" 항목의 "Use user-defiend metadata" 옵션이 체크되어

있어야합니다.

• 컴퍼넌트의 id와 text 속성에 MetaData Dialog를 open할 수 있는 버튼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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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Data Dialog에서 선택한 값이 id 또는 text 속성값으로 설정됩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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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 nexacrostudio에서 Runtime 엔진 빌드시 Shortcut Icon과 Splah image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했습

니다. (RP.80162)

설명

• nexacrostudio "deploy > Build App" 메뉴의 Build App Wizard 창 두번째 화면의 "Option" 항목에 "Shortcut과 Splash"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 ResourceUpdater 사용 시 "-msip", "-msi" 옵션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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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3. 웹브라우저 Cache 강제 갱신을 위한 checkversion 기능을 nexacrostudio에 추가했습니다. (RP.79657, 801

64, 80168)

설명

• Environment에 checkversion과 version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 Query String 생성시 설정된 version을 추가하여 웹브라우저 Cache를 강제 갱신합니다.

• 생성 파일에 따라 사용되는 version 정보가 다르므로 사용에 주의해야합니다.

>> version 정보를 "Module", "Environment", "Application", "Service" 영역별로 다르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 xadl.js 파일은 Application에 정의된 version 정보가 적용됩니다.

>> shortcut icon 파일은 Service에 정의된 version 정보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nvironment > Property > checkversion

- Environment > Property > version

4. export()시 데이터를 분할하여 전송하기 위해 ExcelExportObject에 transferrowcount 프로퍼티를 추가했습

니다. (RP.7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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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transferrowcount로 export()시 데이터를 분할 할 row의 개수를 설정합니다.

• 컬럼 개수나 레코드 개수에 따라 최적의 transferrowcount 값을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찾아내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isc. Objects > ExcelExportObject > Property > transferrowcount

5. 성능이 좋지 않은 장비에서 트리 축소/확장시 반응이 느린 현상을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Grid에 tree

asynctoggle 프로퍼티를 추가했습니다. (RP.79930, 79876, 79612)

설명

• treeasynctoggle 값을 true로 설정할 경우 갱신이 비동기(Async)로 진행되며 축소/확장시 마우스 커서를 Wait 상태로 표시

합니다.

• treeasynctoggle 값을 false로 설정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 treeasynctoggle 프로퍼티의 default값은 false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Property > treeasynctoggle

6. tootiptype 프로퍼티에 설정값을 추가했습니다. (RP.79643)

설명

• tooltiptype 프로퍼티에 아래의 설정값을 추가했습니다.

>> default,mouseleave

>> inplace,mouseleave

>> hover,mouseleave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Button > Property > tooltiptype

- Components > Component > Calendar > Property > tooltiptype

- Components > Component > CheckBox > Property > tooltiptype

- Components > Component > Combo > Property > tooltiptype

- Components > Component > Edit > Property > tooltiptype

- Components > Component > FileDownload > Property > tooltiptype

- Components > Component > FileUpload > Property > tooltiptype

- Components > Component > GroupBox > Property > tooltiptype

- Components > Component > ImageViewer > Property > tooltiptype

- Components > Component > ListBox > Property > tooltiptype

- Components > Component > MaskEdit > Property > tooltiptype

- Components > Component > Menu > Property > tooltiptype

- Components > Component > PopupMenu > Property > tooltiptype

- Components > Component > ProgressBar > Property > tooltiptype

- Components > Component > Radio > Property > tooltiptype

- Components > Component > Sketch > Property > tooltiptype

- Components > Component > Spin > Property > tooltiptype

- Components > Component > Static > Property > tooltip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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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nents > Component > TextArea > Property > tooltiptyp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Div > Property > tooltiptyp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PopupDiv > Property > tooltiptyp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Tab > Property > tooltiptyp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Tab > Objects > TabpageControl > Property > tooltiptype

- Form > Property > tooltiptype

- Form > Objects > StepControl > Property > tooltiptype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Property > tooltiptype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Objects > GridBandControl > Property > tooltiptype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Objects > GridCellControl > Property > tooltiptype

-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Objects > GridCellControl > Objects > CellSubCellControl > Property

설명

7. export()시 Cell 텍스트 줄바꿈 설정을 하기 위해 ExcelExportObject에 exportwordwrap 프로퍼티를 추가했

습니다. (RP. 79772)

설명

• exportwordwrap에 true를 설정할 경우 export()시 Cell에 텍스트를 줄바꿈 할 수 있습니다.

• exportwordwrap에 false를 설정할 경우 export()시 Cell에 텍스트를 줄바꿈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isc. Objects > ExcelExportObject > Property > exportwordwrap

8. export()시 데이터를 CSV 형식으로 서버에 전송하기 위해 ExcelExportObject의 commdataformat 프로퍼티

에 설정값을 추가했습니다. (RP. 79772)

설명

• export()시 데이터를 CSV 형식으로 서버에 전송하기 위해 commdataformat 프로퍼티의 설정값으로 "csv"를 추가했습니다.

>> commdataformat 프로퍼티에 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xml"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isc. Objects > ExcelExportObject > Property > commdataformat

9. 필터된 Dataset row의 원본 Dataset row 인덱스를 찾기 위해 Dataset에 findNFRowIndex() 메소드를 추가

했습니다. (RP. 79296)

설명

• 필터링 된 Dataset에서 특정 row가 갖는 인덱스값을 "findNFRowIndex(nRowPos)"에 전달하면 해당 Row가 필터링되지

않은 원본 Dataset에서 갖는 인덱스값을 반환합니다.

• 필터링 되지 않은 Dataset에서는 "findNFRowIndex(nRowPos)"에 전달된 값과 동일한 값을 반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Data Objects > Dataset > Method > findNFRow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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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변경기능

1. 동일 어플리케이션에 Key값을 다르게 설정하여 실행 할 경우 SandBox기능에 의해 나타나는 "안전하지 않은 도

메인....." 확인창을 계속 표시되지 않도록 변경했습니다. (RP.80202)

설명

변경 전
• 어플리케이션 실행시 SandBox 확인창에 체크표시하고 저저아한 후 Key값을 다르게 하여

어플리케이션 실행시 SandBox 확인창이 계속 표시되었습니다.

변경 후
• Key값을 다르게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도 SandBox 확인창이 계속 표시되지 않도록 변

경했습니다.

2. Dataset의 getAvg() 관련 메소드 excludeNull 파라미터의 이름과 default값을 변경했습니다. (RP.80213)

설명

변경 전

• excludeNull - 계산값이 null일때 평균값 계산에서 제외 여부

>> true: 제외함

>> false: 제외하지 않음 (excludeNull 인자의 default값)

변경 후

• excludeNaN - 계산값이 null, undefined, "" 일 때 평균값 계산에서 제외 여부

>> true: 제외함 (excludeNaN 인자의 default값으로 변경)

>> false: 제외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Data Objects > Dataset > Method > getAvg

- Data Objects > Dataset > Method > getAvgNF

- Data Objects > Dataset > Method > getCaseAvg

- Data Objects > Dataset > Method > getCaseAvgNF

- Data Objects > Dataset > Method > getRowsAvg

- Data Objects > Dataset > Method > getRowsAvgNF

3. 복합컴퍼넌트(Combo, Calendar, Spin 등)가 readonly 상태일때 해당 컴퍼넌트의 하위 컨트롤이 "readonly S

tatus"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disabled Status"가 적용되도록 변경했습니다. (RP.79380)

설명

변경 전
• 복합컴퍼넌트가 readonly 상태일때 하위 컨트롤이 "readonly Stautus"를 제공하지 않을 경

우 하위 컨트롤이 readonly 상태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변경 후

• 복합컴퍼넌트가 readonly 상태일때 하위 컨트롤이 "readonly Status"를 제공하지 않을 경

우 "disabled Status"가 적용되도록 변경했습니다.

>> 즉 "Combo, Calendar, Spin"이 readonly 상태인 경우 하위의 버튼 컨트롤은 disable 상태

로 표시합니다.

4. 각각의 Contents Editor를 독립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nexacrostudio 설치 경로의 "embedded > ContentsE

ditor" 하위 폴더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RP.7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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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변경 전

변경 후

52.5 오류수정

52.5.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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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on

RP 설명

79745 Button 컴포넌트 box-shadow 속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애플리케이션 종료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Chart

RP 설명

79970 Chart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의 enableevent 속성을 변경시 변경된 데이터가 Chart에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994 ChartPieSeriesControl 오브젝트에 itemtextmask 속성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058 BubbleChart 컴포넌트에서 Dataset에 숫자형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가 있을 경우 차트가 제대로 그려지지 못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112 Div 컴포넌트 내의 Chart 컴포넌트에서 onseriesclick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

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Dataset

RP 설명

79951 Dataset 오브젝트에서 filterRow 메소드로 필터링 수행 후 filter("")로 필터가 리셋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80093 Dataset 오브젝트에서 동일한 인수로 filter 메소드의 반복 수행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193 Dataset 오브젝트에서 cancolumnchange 이벤트 함수에서 'false'를 반환하여 값을 원상 복구할 때 setCellPo

s 메소드를 호출할 경우 정상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272 Dataset 오브젝트에서 rowposition 변경시 선택된 row가 변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iv

RP 설명

79502 Div 컴포넌트의 urlchangeeffect 속성에 설정된 애니메이션 효과가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

로이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096 Div 컴포넌트의 enable이 'false'인 상태에서 enableevent(true) 수행시 Div 내에 있는 컴포넌트의 disable 상

태가 풀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128 Div 컴포넌트에서 enable 속성을 'false'에서 'true'로 설정할 경우 스크롤바가 활성화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314 Div 컴포넌트 내에 TextArea 혹은 Edit 컴포넌트의 텍스트를 전체 선택 후 Div 외부로 포커스를 이동시 전체 선

택이 해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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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RP 설명

80278 inputmode 속성이 설정된 Edit 컴포넌트에서 텍스트를 전체 선택 후 문자 입력시 전체 선택된 텍스트가 지워지

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319 접근성이 설정(enableaccessibility가 'true')된 상태에서 Edit 계열 컴포넌트에서 여러 번 터치시 캐럿이 문자열

맨 앞으로 이동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GoogleMap

RP 설명

80264 GoogleMap 컴포넌트에서 load 메소드를 연속적으로 호출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

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Grid

RP 설명

79156 Grid 컴포넌트 Cell에서 userstatus 변경시 폰트가 볼드체로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

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845 Grid 컴포넌트에서 autoenter 속성을 'select'로 설정하고 onkeydown 이벤트 함수 설정시 autoenter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875 트리로 설정된 Grid 컴포넌트를 연속적으로 클릭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XP 런타임 환

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910 Grid 컴포넌트에서 키 입력 동작시 enableevent로 Grid가 갱신될 경우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991 Grid 컴포넌트 Cell에서 cssclass에 -nexa-text-decoration을 설정한 경우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050 Grid에서 addExportItem 메소드로 익스포트할 아이템을 추가한 후 익스포트를 수행시 exportmessageproce

ss 설정이 비정상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063 Grid에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에서 deleteMultiRows 메소드를 수행시 변경된 내용이 Grid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068 Grid 컴포넌트에서 팝업창 호출 후 콜백 함수에서 enableevent 설정시 setCellPos 메소드로 설정한 Cell로 포

커스가 이동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082 Grid 컴포넌트의 displaytype 속성이 'date'인 경우 Excel로 익스포트 수행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

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083 Grid 컴포넌트에서 dropdowncombo 메소드 사용시 콤보 리스트가 좌측 상단에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80095 Grid 컴포넌트에서 포커스가 변경될 때 커서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

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150 Grid 컴포넌트에서 enableredraw 속성을 변경할 때 컴포넌트의 status가 잘못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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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61 Grid 컴포넌트에서 addRow 메소드 수행시 추가된 행으로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는 오류와 추가된 모든 행이 선

택된 것처럼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274 Grid 컴포넌트 cell의 displaytype 속성이 'combocontrol'일 경우 콤보의 드롭 버튼을 클릭시 oncellclick 이벤

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ImageViewer

RP 설명

79785 ImageViewer 컴포넌트에 32bit png 이미지를 설정했을 때 이미지가 깨져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

로이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MaskEdit

RP 설명

79919 MaskEdit 컴포넌트에서 스페이스 바로 공백 문자 입력시 마스크 설정이 깨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Menu

RP 설명

79607 Menu 컴포넌트에서 바인딩 정보를 변경 후 메뉴 동작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698 Menu 컴포넌트에서 bottom 속성을 설정시 메뉴 아이템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086 Menu 컴포넌트에서 상위 메뉴 이름을 변경했을 때 하위 메뉴 이름이 사라지고 팝업 메뉴가 닫히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lugin

RP 설명

80177 Plugin 컴포넌트에서 destroy 메소드 수행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PopupDiv

RP 설명

78871 PopupDiv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생성한 후 url 속성 설정시 PopupDiv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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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

RP 설명

80065 Radio 컴포넌트에서 innerdataset 및 codecolumn, datacolumn을 동적으로 설정한 경우 onitemchanged

이벤트에서 e.postvalue가 'undefined'로 나오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284 Radio 컴포넌트에서 스크립트로 innerdataset 설정시 datacolumn의 텍스트가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Sketch

RP 설명

80031 Sketch 컴포넌트에서 clear 메소드 수행 후 다시 그리기 시도시 동작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ab

RP 설명

79750 Tab 컴포넌트에서 TabButtonItemControl의 -nexa-edge 속성을 설정했을 때 이미지가 번져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839 Tab 컴포넌트에서 Tab 버튼의 bottom border가 정상적으로 그려지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

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851 Tab 컴포넌트에서 탭 버튼에 -nexa-edge 속성 설정시 버튼 크기를 넘어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

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149 Tab 컴포넌트에서 cssclass 설정시 extrabutton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283 Tab 컴포넌트에서 preload 속성이 'false'로 설정되어 있을 때 TagPage를 전환하면 폼을 로딩하지 못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Textarea

RP 설명

79489 Textarea 컴포넌트에서 포커스 이동시 스크롤 위치와 캐럿 위치가 맞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495 Textarea 컴포넌트에서 키보드 방향키로 커서 이동시 스크롤은 되지만 스크롤 바는 이동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

79977 MDI 환경에서 Textarea 컴포넌트를 포함한 폼 화면 전환 혹은 스크롤시 Textarea의 글자가 잔상으로 남거나

영역 밖으로 나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

80305 TextArea 컴포넌트에서 deleteText 메소드가 오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2018년 6월 (17.0.0.900) | 576

WebBrowser

RP 설명

79715 WebBrowser 컴포넌트를 2개 이상 사용했을 경우 CPU 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

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179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waitcursor 동작시 WebBrowser 영역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221 WebBrowser 컴포넌트 내의 페이지를 스크롤 한 후 폼 이동시 WebBrowser 화면이 스크롤 이전 화면으로 변

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79269 MainFrame의 titlebar 속성 값이 null인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601 addEventHandler 메소드로 onsyscommand 이벤트를 연결해 사용할 때 e.systemcommand가 빈 값으로 설

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

79737 Screen 오브젝트의 type 속성을 "mobile_large"로 설정했으나 "mobile_small"로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Galaxy S7 Edge에서 웹 브라우저로 실행시

79948 ExcelExportObject에서 익스포트 수행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리는 현상을 개선했습니다 (런타임 환경

에서 실행시 발생한 현상입니다).

80245 폼(xfdl)에서 xjs 파일을 include해서 사용시 xjs에 정의된 함수를 찾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275 텍스트를 전체 선택 후 입력 동작시 브라우저별로 autoskip 동작이 다른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52.5.2 DeviceAPI

RP 설명

79333 ContactSet 오브젝트의 append 메소드로 연락처의 birthday 정보 저장시 잘못된 날짜가 저장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80195 Camera 오브젝트에서 takePicture 메소드 호출시 앱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런

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52.5.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7488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마이그레이션 수행 후 메뉴의 [File > Install Module] 항목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78583 넥사크로스튜디오에서 14 프로젝트를마이그레이션수행시 Div 등과 같은컨테이너컴포넌트하위컴포넌트의



577 | 제품 정보

ObjectID 표기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399 넥사크로 스튜디오 Chart Contents Editor에서 datetickunit 속성 설정시 프리징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496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dataset에 로우가 존재하지 않을 때 BS(Business Service)를 조회하면 dataset이 비정

상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512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userfont 사용을 위해 PC에 폰트 설치 후 프로젝트를 리제너레이트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634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마이그레이션 수행시 "failed to migration file" 에러가 발생하며 마이그레이션이 실패

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998 넥사크로 스튜디오 Chart Contents Editor에서 PieChart의 itemtextguidesize 속성 값을 음수로 설정하는 경

우 값이 사라지고 0으로 설정되는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80049 넥사크로 스튜디오 Chart Contents Editor에서 BasicChart, BubbleChart 컴포넌트의 Series 삭제시 잔상이

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06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데이터가 많은 Dataset 조작시 화면이 멈추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12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메뉴의 [Help > Online Manual]의 오타를 수정했습니다.

80228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14 프로젝트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 테마의 theme.css가 빈 파일인 경우 마이그레이션

이 실패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315 넥사크로 스튜디오 폼 디자인 화면에서 Div 컴포넌트의 url 속성 설정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320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Position Editor 창에서 'Left/Top/Right/Bottom' 입력창과 'px/%' 단위 선택 콤보의 높

이가 맞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321 라이센스가 만료된 넥사크로 스튜디오 실행시 잘못된 에러메시지를 출력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325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디자인 화면에서 폼을 'Save As' 메뉴로 저장하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10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327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CallStack 창을 활성화한 후 높이를 최소로 줄였을 경우 툴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K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334 넥사크로 스튜디오 메뉴에서 'Launch Project'를 실행하여 'Run Configuration' 창을 오픈했을 때 Screen 표

시 콤보의 리스트 항목이 잘려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10의 4K 고해상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80337 넥사크로 스튜디오 테마 편집기에서 스타일 설정하는 부분의 이미지가 잘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10

의 화면 배율이 100%가 아닌 경우 발생한 오류입니다).

80338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테마 편집기에서 이미지 관리창으로 이동시 이미지 트리가 깨져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80367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윈도우용 애플리케이션(SetupRuntime) 빌드시 'Build App' 마법사에서 잘못된 아이

콘 파일을 설정하면 비정상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52.5.4 기타

RP 설명

78876 애플리케이션을 수행 후 talkback 기능을 켰을 때 접근성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

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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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18 스크롤바를 끝까지 이동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고 ScrollEventInfo의 type 속성이 정상적인 상태 값을 갖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470 애플리케이션 수행중 reload시 화면이 그려지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

류입니다).

79835 런타임 엔진 업데이트시 shortcut 아이콘 및 splash 이미지가 업데이트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853 Screen이 지정된 폼을 로딩했을 때 화면에 맞게 조절되는 과정이 보이는 현상을 개선했습니다 (iOS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현상입니다).

80172 4K 해상도(3840x2160)의 250% 배율에서 넥사크로 스튜디오 실행시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80239 런처 서비스 실행시 넥사크로 브라우저가 화면 최상위에서 실행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52.6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76453 도움말 항목중 Dataset 오브젝트 getColumnInfo 메소드의 Return 설명에서 반환값이 'null'에서 'undefined

'로 수정되었습니다.

79606 도움말 항목중 transaction 메소드와 httptimeout 속성의 Remark 설명에서 웹 브라우저 제약부분에 비동기

트랜잭션 수행시에만 httptimeout이 동작한다는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79955 도움말 항목 중 transaction 메소드의 Remark 설명에서 서버로부터 전달된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79965 도움말 항목 중 ScrollbarControl의 scrollbarsize 속성이 제거되었습니다. vscrollbar, hscrollbar 속성의 Rem

ark 설명에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80175 도움말 항목중 Grid 컴포넌트 oncellclick 이벤트의 Remark 설명에 oncellclick 이벤트 발생 조건에 대한 내용

이 추가되었습니다.

80279 도움말 항목중 Dataset 오브젝트의 getCaseAvg, getCaseAvgNF의 Syntax 설명의 오류가 수정되었습니다.

80310 도움말 항목중 Div 컴포넌트의 urlchangeeffect 속성의 지원 환경에서 Android nexacro Browser 지원 여부

가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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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3.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0.0.800

File Version 2018.05.23.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53.2 하위 호환성

53.3 신규기능

1. Android/iOS Runtime 환경에서 앱 실행 시 "nexacro_config.xml" 파일에 옵션값을 추가했습니다. (RP.791

31, 79241)

설명

• Android/iOS Runtime 앱 생성을 위한 Android Studio/Xcode 프로젝트 "nexacro_config.xml" 파일에 아래의 옵션을 추

가했습니다.

>> <updator quiet-"true"> : 앱 로딩시 Update 다이얼로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application quiet="true"> : 앱 로딩시 "Load Application" 다이얼로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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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설명

2. ExcelExportObject의 exporttype 속성값에 "nexacro.ExportTypes.CSV"를 추가했습니다. (RP.79194)

설명

• CSV형식으로 export( )가 가능하도록 exporttype 속성값에 "nexacro.ExportTypes.CSV"를 추가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isc. Objects > ExcelExportObject > Property > exporttype

- Appendix > Constant > Excel Object

3. WebBrowser의 url 속성에 "file://" 형식으로 로컬파일 경로를 설정하여 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79467, 79499, 79682)

설명

• url 속성에 로컬 파일의 경로 앞에 "file://"을 붙여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Runtime만 지원)

>> ex) this.WebBrowser00.set_url("file://C:\\tmp\\test.html");

• Environment의 filesecurelevel 속성값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로컬 경로가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mponent > WebBrowser > Property > url

4. ContainerComponent의 Contents를 동적으로 생성하기 위해 setContents()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RP.7

9272)

설명

• setContents(strContents) 메소드는 "Div/PopupDiv/Tab/TabPage/Dataset" 컴퍼넌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strContents"에는 XML 형태의 String으로 Contents 내용을 설정합니다.

>> Contents 내에 정의된 initValue, Invisible Object, Bind 정보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strContents에 설정한 값에 오류(XML 문법 오류, 잘못된 태그 사용에 의한 오류, 오타에 의한 오류 등)가 발생할 경우 Cont

ents 내용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Div > Method > setContents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PopupDiv > Method > setContents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Tab > Method > setContents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Tab > Objects > TabpageControl > Method > setContents

- Data Objects > Dataset > Method > set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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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exacrostudio의 Properties창에서 Parent를 포함한 컴펀넌트 ID 복사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78731)

설명

• nexacrostudio Properties창 상단 콤보박스의 Form에 정의된 컴퍼넌트 리스트 중 ID를 복사 할 컴퍼넌트를 우클릭하여 "C

opy ID(Include Parent)" 메뉴를 선택합니다.

>> "Copy ID(Include Parent)" 메뉴를 선택시 컴퍼넌트 ID를 복사합니다. (ex. Div00.form.Grid00)

6. nexacrostudio에서 Online Manual을 실행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79434, 79444)

설명

• nexacrostudio 메뉴의 "Help > Onlie Manual" 또는 "Ctrl+F1"로 Online Manual을 실행 할 수 있습니다.

>> Onlie Manual은 OS에 설정한 기본 웹브라우저로 실행합니다.

>> Onlie Manual의 주소는 "http://docs.tobesoft.com/nexacro_17_ko" 입니다.

7. nexacrostudio "Packing Wizard"에서 iOS 환경의 Server 타입 패킹시 cookie 제공을 위한 dummy 파일을

생성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79726)

설명

• "Packing Wizard"에서 Update Type이 Server인 iOS Runtime 패킹시 cookie 제공을 위해 dummy 파일인 "comm.html

"을 생성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8. nexacrostudio "Deploy > Build App" 메뉴의 SetupRuntime 단계에 "ShorCut Option" 항목을 추가했습니

다. (RP. 79726)

설명

• nexacrostudio "Build App"에서 SetupRuntime 빌드시 ShorCut 생성에 대한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 Runtime 엔진 설치시 ShortCut 생성 방법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값을 설정하여 ShortCut 생성 방법을 지정합니다.

>> Desktop : 바탕화면에 ShortCut을 생성합니다.

>> Start Menu : 시작메뉴에 ShortCut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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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ktop + Start Menu : 바탕화면과 시작메뉴에 ShortCut을 생성합니다.

>> Select at Install time: 엔진 설치 시 SortCut Option Dialog창에서 ShortCut 생성 위치를 지정합니다.

>> No use : Short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설명

9. xModule 중복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79766, 79788, 79759,79747)

설명

• 이미 설치된 xModule 설치 할 경우 파일명에 관계없이 json에 정의된 name을 기준으르 xModule의 재설치 여부를 확인합

니다.

10. 외부 디바이스와 nexacro의 연결을 위해 BluetoothLE Object를 추가했습니다.

설명

• BluetoothLE Object의 모든 메소드는 비동기로 실행합니다.

>> 메소드 실행 결과는 이벤트로 전달합니다.

>> BluethoothLE를 Android/iOS 앱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앱 생성을 위한 Android Studio 및 Xcode 프로젝트에 아래의 내

용을 추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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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eviceAPI > BluetoothLE)

설명

11. nexacro Chart 컴퍼넌트를 추가했습니다.

설명

• nexacro에서 제공하는 Chart(BasicChart/BubbleChart/PieChart) 컴퍼넌트입니다.

• Chart 관련 모듈은 기본 설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별도로 제공되는 모듈은 nexacrostudio에서 Install Module을 이용해 설치해야 Chart 관련 컴퍼넌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별도로 제동되는 모듈 설치 시 Chart 관련 매뉴얼, 라이선스도 같이 설치 합니다.

• nexacrostudio에서 Chart 컴퍼넌트 또는 Properties창의 Property 선택 후 F1을 누르면 Chart 매뉴얼을 실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공되는 Chart 모듈에 포함된 nexacro Chart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mponent > Chart)

12. nexacrostudo 프로젝트에서 일부 파일의 버전UP이 발생하여 Regenerate 할 경우 Regenerate Target File

목록을 Output창에 출력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 79154)

설명

• nexacrostudo 프로젝트에서 일부 파일의 버전UP이 발생하여 Regenerate 할 경우 Regenerate Target File 목록을 Outpu

t창에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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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53.4 변경기능

1. popuptype 속성값이 system인 Calendar의 드랍버튼에 표시할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RP

.78717)

설명

변경 전

• popuptype 속성값이 system일때 드랍버튼 이미지를 설정할 수 없었습니다.

>> Android : 역삼각형 이미지 표시

>> iOS :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음

변경 후 • popuptype 속성값이 system일 경우 테마에 정의된 드랍버튼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2. nexacrostudio에서 컴퍼넌트를 키보드로 Copy&Paste시 "Tools > Options >Form Design > Guide"의 "Dot

Grid Size"에 설정한 위치에 paste되도록 변경했습니다. (RP.79126)

설명

변경 전 • 원본 컴퍼넌트에서 오른쪽/아래로 각각 8px 떨어진 위치에 paste 했습니다.

변경 후
• 원본 컴퍼넌트에서 오른쪽/아래로 각각 "Dot Grid Size"에 설정한 값만큼 떨어진 위치에 pa

ste 합니다.

3. nexacrostdudio에서 Dataset 컴퍼넌트 선택시 "Bind Component List"창에 표시되는 바인딩된 컴퍼넌트 대

상을 확장했습니다. (RP.79708)

설명

변경 전 • 선택된 Dataset이 속성값으로 바인딩 된 컴퍼넌트만 표시했습니다.

변경 후
• 선택된 Dataset이 바인딩된 모든 컴퍼넌트를 표시합니다.

(inddataset, innerdataset에 바인드된 컴퍼넌트 포함)

4. popupmenuitemicon을 nexacrostudio 기본 테마에서 삭제했습니다. (RP. 7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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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변경 전 • 기본 제공 테마에 "popupmenuitemicon 셀렉터가 존재했습니다.

변경 후 • 기본 제공 테마에 "popupmenuitemicon 셀렉터를 삭제했습니다.

5. nexacrostudio에서 프로젝트 Launch 또는 Generate시 theme로부터 생성할 CSS 파일 종류를 설정하는 옵션

을 변경했습니다. (RP.76750)

설명

변경 전

• "Tools > Options > Project > Generate" 옵션의 Css Generate 항목에서 "Nexacro Brow

ser" 선택 해제가 가능했습니다.

• "Tools > Options > Launch > Browser" 옵션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Launch Browser 목

록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 "Tools > Options > Project > Generate" 옵션의 Css Generate 항목에서 설정하지 않은 b

rower에 대한 css generation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변경 후

• "Tools > Options > Project > Generate" 옵션의 Css Generate 항목에서 "Nexacro Brow

ser"를 해제할 수 없도록 선택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 "Tools > Options > Launch > Browser" 옵션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Launch Browser 목

록을 고정으로 변경했습니다.

• Launch/QuickView시에 해당 browser에 알맞는 css 산출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gener

ate 할지 여부를 popup으로 묻고 generation 수행 후 Quickview/Launch를 실행하도록 변경

했습니다.

6. Grid.autosizingtype 설정시 계산된 사이즈에 무조건 1px를 더하는 버그 수정으로 인하여 Grid body의 Colu

mn 사이즈에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RP.79669, 80043)

설명

• Grid.autosizingtype 설정시 계산된 사이즈에 무조건 1px를 더하는 버그 수정으로 인하여 17.0.0.700 이하의 버전 대비 Gr

id body의 Column 사이즈에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7. XCSS Generate시 popup 형태의 컨트롤에 적용되는 selector의 우선순위 전용을 위해 XCSS Generate 규칙

을 변경했습니다. (RP.7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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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변경 전
• XCSS Generate시 popup 형태의 컨트롤에 적용되는 selector의 Generate 우선순위가 모

두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경 후
• XCSS Generate시 Selector가 적용되는 대상이 popup 형태의 컨트롤일 때 Selector의 우

선순위에 따라 SubClass로 "dummy"를 추가했습니다.

8. CSS에 정의된 combolist Selector가 컨트롤에 적용되는 우선순위를 변경했습니다. (RP.78159, 79211)

설명

• Grid Cell이 Combo 형태일 경우 combolist에 적용되는 CSS Selector의 종류이며 아래로 내려갈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 .ComboControl .combolist

>> .ListBoxControl .listboxitem

>> .GridCellControl .cellcombo .combolist

>> .GridBandControl .row .cell .cellcombo. combolist

>> .Grid .body .row .cell .cellcombo .combolist

• Grid의 cssclass=“UserGrid”, body의 cssclass=“UserBody”, cell의 cssclass=“UserCell”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combolist

에 적용되는 CSS Selector 종류이며 아래로 내려갈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 .ComboControl .combolist

>> .ListBoxControl .listboxitem

>> .GridCellControl .cellcombo .combolist

>> .GridBandControl .row .cell .cellcombo. combolist

>> .Grid .body .row .cell .cellcombo .combolist

>> .Grid.UserGrid .body .row .cell .cellcombo .combolist

>> .Grid .body.UserBody .row .cell .cellcombo .combolist

>> .Grid.UserGrid .body.UserBody .row .cell .cellcombo .combolist

>> .Grid .body .row .cell.UserCell .cellcombo .combolist

>> .Grid.UserGrid .body .row .cell.UserCell .cellcombo .combolist

>> .Grid .body.UserBody .row .cell.UserCell .cellcombo .combolist

>> .Grid.UserGrid .body.UserBody .row .cell.UserCell .cellcombo .combolist

53.5 오류수정

53.5.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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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tion

RP 설명

79475 Animation 오브젝트에서 addTarget 메소드를 사용할 때 strProps 인수에 background 설정시 named color

를 설정하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477 Animation 오브젝트에서 easing 속성이 'custom' 일 때, beziercurve 속성이 적용되지 않고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alendar

RP 설명

78358 Calendar 컴포넌트에서 드롭 버튼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모바일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78862 접근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Calendar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갔을 때 리더기가 값을 읽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392 접근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Calendar 컴포넌트로 포커스가 갔을 때 스크린 리더가 정상적으로 읽어주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878 Environment의 enabletouchevent 속성이 'true'로 설정된 경우 Calendar 컴포넌트의 팝업이 오픈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모바일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Combo

RP 설명

76834 Combo 컴포넌트에서 type 속성이 'dropdown'일 경우 콤보 리스트 아이템을 선택 후 Ctrl + z를 입력하면 co

mboedit에 표시되는 값이 이전 값으로 되돌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662 Combo 컴포넌트에서 터치로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 콤보 리스트 밑에 있는 컴포넌트도 터치가 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Dataset

RP 설명

79242 팝업 창에서 애플리케이션의 글로벌 데이터셋을 폼의 데이터셋으로 copyData 메소드로 복사하지 못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79364 Dataset 오브젝트에서 copyRow 메소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다른 Dataset으로 복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79509 Dataset 오브젝트에서 keystring 속성을 사용하여 정렬 수행시 비정상 정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578 Dataset 오브젝트에서 getCaseSum, getCaseSumNF, getCaseAvg, getCaseAvgNF 메소드 사용시 계산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79611 Transaction 수행시 callback 함수에서 Dataset을 copyRow 메소드로 복사하면 일부 로우가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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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RP 설명

77882 TAB 키를 사용해 Edit 계열 컴포넌트로 포커스를 이동했을 때 캐럿이 텍스트의 가장 끝에 위치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윈도우10 Edge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135 컴포넌트간의 포커스 이동시 Edit나 TextArea로 포커스를 이동해도 캐럿이 나타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안드로이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752 Edit 계열 컴포넌트에서 autoskip을 'true'로 설정하고 maxlength 이상의 문자를 입력했을 때 autoekip 기능

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754 Edit 컴포넌트에서 maxlength 이상 입력해 autoskip 되는 경우 포커스 이동 동작없이 바로 문자가 입력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867 접근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Edit 컴포넌트의 password 속성이 'true'일 때 리더기가 value 값을 그대로 읽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541 MDI로 프레임을 구성했을 때 프레임간 포커스를 이동하면 Edit 컴포넌트의 캐럿 잔상이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729 Edit 계열 컴포넌트에서 반복적으로 키 입력시 스크립트 오류가 발생하며 애플리케이션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812 Dataset을 바인딩한 Edit 컴포넌트에서 onchanged 이벤트가 발생할 때 setColumn 메소드로 텍스트 변경 후

다른 컴포넌트로 포커스 이동시 변경된 텍스트가 이전 값으로 되돌아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FileUpload

RP 설명

79630 FileUpload 컴포넌트에서 파일 사이즈를 구할 때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64bit 런타임 환경에

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ImageViewer

RP 설명

79279 ImageViewer 컴포넌트에서 설정된 이미지 파일과 동일한 파일명을 갖는 이미지로 변경했을 때 이미지가 변경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625 ImageViewer 컴포넌트의 사이즈가 변경될 때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Grid

RP 설명

75663 Grid Cell에서 edittype 속성이 'textarea' 일 때 scrolltype에 맞게 스크롤이 정상적으로 생성/삭제되지 않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78651 Grid 컴포넌트에서 tree cell의 treeitem 버튼에 큰 이미지를 설정시 잘려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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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97 Grid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을 스크립트로 'false' 설정시 그에 맞는 스타일(CSS)로 변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78842 접근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Grid를 터치했을 때 Grid로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

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852 Grid 컴포넌트에서 빠르게 Row를 선택시 잔상이 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056 Grid 컴포넌트 Cell의 expandshow 속성에 expr 처리시 데이터가 expandsize 크기만큼 옆으로 밀려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077 Grid 컴포넌트에서 selecttype 속성을 'area'로 변경시 마우스 오버 잔상이 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134 Grid 컴포넌트 Cell의 cursor 속성 설정시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

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147 Grid 컴포넌트가 배치된 폼의 높이를 마우스로 조절시 멈춤 현상이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

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152 Grid 컴포넌트에서 scrollTo 메소드로 한번에 Top으로 이동시 Grid의 레코드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268 Grid 컴포넌트 Cell이 달력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달력을 클릭하면 소프트 키보드가 열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안드로이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414 Grid 컴포넌트에서 autosizingtype 속성이 'row'이고, autofittype 속성이 'col'일 경우 사이즈 변경이 되지 않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431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이 편집 상태일 때 키보드 방향키를 입력하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451 Grid 컴포넌트에서 setRealColSize 메소드가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465 Grid 컴포넌트에서 enable 속성을 'false'에서 'true'로 변경시 Grid 내의 컨트롤(Combo, Calendar 등)이 사

용 가능 상태로 전환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604 Grid 컴포넌트 Cell의 cssclass 속성에 expr이 설정되어 있을 때 exportData를 수행하면 expr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669 Grid 컴포넌트에서 autosizingtype 속성이 'col'일 때 컬럼 사이즈를 0px로 변경하면 1px로 설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677 Grid 컴포넌트에서 스크롤 발생시 cssclass 속성에 설정된 expr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734 Grid 컴포넌트에서 selecttype 속성이 'cell'이 아닌 경우에도 selectCell 메소드가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79736 Grid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의 초기값을 'false'로 설정한 상태에서 스크립트로 'true'로 변경했을 때 CheckB

ox/Combo로 설정된 Cell이 enable 상태로 전환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738 애플리케이션 수행중 스크립트로 Div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을 'false'에서 'true'로 변경했을 경우 Div에 링크

된 폼내 Grid의 enable 속성이 'false'로 표시되고 Grid가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755 Grid 컴포넌트에서 combocontrol의 아이템을 변경 후 빈 영역을 클릭한 경우 combocontrol 아이템이 깜빡거

리며 기존 값이 보인 후 새로운 값으로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

다).

79763 Grid 컴포넌트에서 wordWrap 속성을 설정한 후 데이터에 개행 문자가 들어왔을 경우 개행이 되지 않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783 Grid 컴포넌트 Cell의 expandshow 속성을 expr로 설정시 expand 버튼의 텍스트가 가려지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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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59 Grid 컴포넌트에서 머지된 Cell이 하위 Cell을 갖는 경우 align이 비정상적으로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882 Grid 컴포넌트에서 Combo로 설정된 Cell의 아이템 리스트에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900 Grid 컴포넌트에서 로우 또는 셀을 마우스로 선택 후 드래그시 잔상이 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573 Grid 컴포넌트 Cell을 병합 후 Sub Cell의 cssclass 속성 설정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633 PS2 마우스와 키보드만 연결되어 잇는 환경에서 Grid 컴포넌트의 Cell에 접근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RP 설명

MaskEdit

RP 설명

78864 접근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MaskEdit 컴포넌트의 type이 'number'일 경우 value 값을 두번 읽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958 MaskEdit 컴포넌트에서 대문자 입력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일부 안드로이드 단말의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Menu

RP 설명

78845 접근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Menu 컴포넌트의 아이템을 터치했을 때 메뉴 아이템이 아닌 Menu로 포커스가 가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Plugin

RP 설명

78493 Plugin 컴포넌트 종료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디버그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

니다).

PopupDiv

RP 설명

79125 PopupDiv 컴포넌트에서 trackPopupByComponent 메소드 호출시 호출된 창의 크기가 화면 사이즈보다 클

때 PopupDiv가 잘려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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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

RP 설명

79483 Radio 컴포넌트에서 innerdataset을 동적으로 생성/바인딩 했을 때 라디오 버튼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Sketch

RP 설명

79482 Sketch 컴포넌트에서 width 속성을 설정하지 않거나 '%'로 설정했을 경우 clear 메소드가 동작하지 않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Tab

RP 설명

78425 Tab 컴포넌트에서 removeTabpage 메소드 수행시 폼의 onclose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TextArea

RP 설명

79072 TextArea 컴포넌트에서 조합 문자(한글, 일본어 등)를 입력할 때 글자 색이 반전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

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572 TextArea 컴포넌트에서 다량의 문자열을 붙여넣기(ctrl+v) 했을 시 문자열이 잘려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678 TextArea 컴포넌트에서 다량의 문자열을 붙여넣기(ctrl+v) 했다가 다시 복사(ctrl+c)했을 때 문자열이 잘려 복

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681 TextArea 컴포넌트에서 다량의 문자열을 붙여넣기(ctrl+v) 한 후, 이를 전체 선택 후 삭제시 문자열이 모두 삭제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762 TextArea 컴포넌트에서 '/r/n'으로 개행되는 멀티 라인 문자열을 붙여넣기(ctrl+v) 한 후, 문자 입력이 되지 않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WebBrowser

RP 설명

80073 WebBrowser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있을 때 그 이외의 컴포넌트를 클릭할 수 없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054 애플리케이션 화면에 WebBrowser 컴포넌트가 있을 경우 화면 스크롤시 WebBrowser 잔상이 남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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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78749 텍스트의 폰트를 특정 폰트(serif)로 설정시 폰트가 적용되지 않아 텍스트가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214 nexacro.Decimal 오브젝트의 숫자 처리 로직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327 컴포넌트에서 scrollbarincbuttonsize, scrollbardecbuttonsize, scrollbarbarminsize, scrollbarbaroutsize, s

crollbarsize, scrollindicatorsize, scrollbartrackbarsize 속성을 '0'으로 설정시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329 Form 최상단 혹은 최하단에서 아래/위 방향으로 스크롤시 공백이 생기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사파리 브

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427 Transaction 수행 중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wait cursor가 사라지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493 Dataset이 바인딩된 Edit 계열 컴포넌트에서 value 값을 변경중 WebBrowser 컴포넌트의 url이 갱신되면 변경

값이 Dataset에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583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생성시 id와 name이 다를 경우 컴포넌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618 screen 오브젝트에서 userzoom 속성을 default 혹은 'false'로 설정했는데도 핀치줌이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iOS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823 showModalWindow 메소드로 팝업 창을 오픈했다가 닫은 후 다시 오픈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952 Transaction 수행시 서버로 보낼 Dataset이 다수일 경우 데이터가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

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959 Transaction 수행시 서버에서 보내는 Dataset이 다수일 경우 데이터가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787 컴포넌트의 width, height 속성을 다른 컴포넌트 기준의 %로 설정할 경우 컴포넌트 크기가 잘못 적용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53.5.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0291 넥사크로 스튜디오 폼 디자인 화면에서 윈도우의 디스플레이 배율이 100% 이상일 경우 컴포넌트의 텍스트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645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nexacrodeploy17.exe를 사용하여 generate 및 deploy를 수행할 때 -BROWSER 옵션

을 설정하지 않으면 정상 수행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240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디자인 편집 화면에서 PositionBase 트래커를 다른 컴포넌트로 드래그앤드롭 했을 때 Pos

itionBase 팝업이 오픈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489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Install Module 마법사에서 xmodule 파일 경로를 선택할 때 'Choose a Module Packa

ge File' 팝업의 글씨가 깨져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048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디자인 화면에서 Grid 컴포넌트의 컬럼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144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SetupManager(ResourceUpdater)로 생성한 배포 파일에 디지털 서명시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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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서명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519 넥사크로 스튜디오 디자인 화면의 Properties 창에서 컴포넌트의 imageurl을 설정할 때 테마의 이미지 리스트

가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58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컴포넌트의 letter-spacing 속성 설정시 음수 값이 설정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841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스크립트 편집기에서 switch/case 문 작성시 조건이 누락되어도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

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995 넥사크로 스튜디오 디자인 화면에서 컴포넌트의 border 하위 속성 중 line-style 속성값을 'double', 'groove', '

inset', 'outset', 'ridge'로 설정시 border 하위 속성의 정보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048 넥사크로 스튜디오 디자인 화면에서 Div 컴포넌트의 border 속성 설정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79106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Nexacro Emulator에서 애플리케이션 실행시 nexacro.open 메소드가 동작하지 않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79120 넥사크로 스튜디오 디자인 화면에서 Static 컴포넌트의 text 속성에 입력된 줄바꿈("") 문자 삭제시 "" 문자가

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187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Grid 컴포넌트의 expr 속성에 Math.round, Math.ceil, Math.floor 메소드를 설정한

경우 메소드가 Math.round2, Math.ceil2, Math.floor2로 변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188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한글이 비정상적으로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10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7921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폴더 명에 콤마(,)가 있는 프로젝트를 Generate 및 Deploy(Packing)시 결과물이 정상

적으로 생성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330 넥사크로 스튜디오 디자인 화면에서 폼 혹은 컴포넌트의 border 속성을 설정시 설정 값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480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XCSS 편집기에서 마지막 라인이 주석인 경우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688 넥사크로 스튜디오(nexacrostudio17.exe) 실행 경로에 nexacro17lib 폴더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로딩중 비정

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707 넥사크로 스튜디오 디자인 화면에서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Dataset을 모두 삭제했을 때 Binding Component L

ist가 갱신되지 않으며 항목 선택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709 넥사크로 스튜디오 디자인 화면에서 컴포넌트의 background > linear-gradient 속성에 color-stop point를 3

개 설정하는 경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74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ADL에 XCSS가 존재 할 때 해당 XCSS를 포함하여 Packing를 수행하면 리소스 파일(Re

source.zip)에 CSS 파일이 2개씩 생성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753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MainFrame의 showstatusbar 속성을 'false'로 설정한 상태에서 퀵뷰로 실행시 status

bar 영역만큼 공간이 생기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907 넥사크로 스튜디오 Contents Editor의 source 탭에서 'Ctrl + f' 키로 검색 수행시 검색 창이 Contents Editor

뒤로 오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957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Div 내부에 Dataset이 바인딩된 컴포넌트로 구성된 폼(xfdl)을 오픈하는 경우 에러가 발

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80003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Grid Contents Editor에서 displaytype 속성이 'calendarcontrol'인 Cell의 calendartyp

e 속성을 'spin'으로 설정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2018년 5월 (17.0.0.800) | 594

53.5.3 기타

RP 설명

78338 애플리케이션 트레이(Tray)에서 PopupMenu가 열리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런타임 환경에서 실

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084 큰 데이타를 포함한 데이터셋의 트랜잭션을 수행하면 X-API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

이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280 윈도우 환경에서 화면 터치시 오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테블릿 IE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79530 애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된 후 넥사크로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재실행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616 FrameSet이 설정되어 있고 userzoom 속성이 default이거나 'false'로 설정된 상태에서 스크롤 수행시 모든 프

레임이 같이 스크롤되며 화면이 흔들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79701 애플리케이션이 가로 화면(landscape)인 상태에서 스크롤시 하단에 흰색 영역이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iOS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801 단말기의 화면 방향이 변경되었을 때 onorientationchange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

드로이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891 애플리케이션 최초 실행시 버전이 0인 아카이브 파일을 서버로부터 다운로드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맥OS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922 SetupRuntime 설치 후 삭제시 shortcut이 삭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53.6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79363 도움말 항목 중 WebBrowser 컴포넌트의 getProperty, setProperty, callMethod 메소드의 지원 환경이 모든

환경 지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79855 도움말 항목 중 setRenderingType 메소드의 Parameters 설명에서 샘플 코드의 오타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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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4.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0.0.700

File Version 18.04.17.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54.2 하위 호환성

1. GridClickEventInfo의 clickitem 속성값이 변경되었습니다. (RP.78528)

설명

변경 전 • clickitem 속성값으로 "control/image/treebutton"이 전달되었습니다.

변경 후
• clickitem 속성값 중 treebutton이 "treeitembutton/treeitemcheckbox/expanddown

"으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control과 image는 변경 전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ventInfo Objects > GridClickEventInfo > Property > click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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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신규기능

1. Animation과 Effect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78828, 79089, 78777)

설명

•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는 Animation, AnimationTimeline 오브젝트를 추가했습니다. (RP.78828)

&nbsp;> Animation 오브젝트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nimationTimeline 오브젝트는 아이템으로 등록된 Animation 오브젝트를 연속적으로 실행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nexacrostudio에서 Invisible Object 형태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스크립트에서 new 연산자를 사용하여 동적 생성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iv에서 스크립트로 url 속성값을 변경할 때 Animation 효과를 줄 수 있는 urlchangeeffect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RP.790

89, 78777)

>> "Type, Duration, Easing, Direction" 형태로 적용될 애니메이션 효과를 설정할 수 있으며 스페이스로 각 값을 구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mponents > Animation Objects > Animation

- Components > Animation Objects > AnimationTimeline

- Components > ContainerComponent > Div > Property > urlchangeeffect

2. ActiveX를 모듈로변화하여 nexacrostudio에 설치할수있는 ActiveX Code Generator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78168, 78199, 78818, 78819)

설명

• nexacrostudio의 "Install Module Wizard (File > Install Module)"에서 아래와 같이 ActiveX 모듈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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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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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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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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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넥사크로플랫폼17 개발도구 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발도구 가이드 "12.4.2 ActiveX 컨트롤 설치" 참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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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ndows10용 테블릿PC에서 DeviceAPI 사용을 위한 UWP(Universial Windows Platform) 지원 기능을 추

가했습니다.

설명

• DeviceAPI의 Network, Geolocation, Camera 오브젝트에서 UPW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amera 오브젝트: Camera의 전체 Property, Method, Event를 지원합니다.

>> Geolocation 오브젝트: Geolocation의 전체 Property, Event와 GetCurrentPos() 메소드를 지원합니다.

>> Network 오브젝트: Network의 전체 Property, Event와 isReachable() 메소드를 지원합니다.

• UWP 지원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Nexacro17_UWP.appxbundle" 설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넥스크로플랫폼17 개발도구 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발도구 가이드 "19.3 UWP API 앱 생성 및 실행" 참고)

4. ImagePicker 오브젝트의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RP.72444, 73938)

설명

• ImagePicker 오브젝트에 아래의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 encodingtype: 모바일 기기의 사진앨범에서 가져 온 이미지의 타입 정보를 갖는 읽기전용 속성

>> gettype: 모바일 기기의 사진앨범에서 가져 온 이미지가 전달된 방식을 갖는 읽기전용 속성

>> imageheight: 모바일 기기의 사진앨범에서 가져올 이미지의 높이를 설정하는 속성

>> imagequality: 모바일 기기의 사진앨범에서 가져올 이미지의 품질을 설정하는 속성

>> imagewidth: 모바일 기기의 사진앨범에서 가져올 이미지의 너비를 설정하는 속성

• ImagePicker 오브젝트는 모바일 환경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DeviceAPI > ImagePicker > Property > encodingtype

- DeviceAPI > ImagePicker > Property > gettype

- DeviceAPI > ImagePicker > Property > imageheight

- DeviceAPI > ImagePicker > Property > imagequality

- DeviceAPI > ImagePicker > Property > imagewidth

5. System 오브젝트에 navigatorfullname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RP.78912)

설명

• navigatorfullname 속성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windows nexacro Browser의 버전정보를 갖습니다.

• 엔진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값을 갖습니다.

>> 32bit 버전: nexacro platform 17 Engine (x86)

>> 64bit 버전: nexacro platform 17 Engine (x64)

>> XP 버전: nexacro platform 17 Engine (Windows XP)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isc. Objects > System > Property > navigatorfullname)

6. Grid의 SubCell에 cssclass를 설정하기 위해 CellSubCellcontrol을 추가했습니다. (RP.7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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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Theme 또는 xcss에서 Grid subcell에 cssclass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ex) .Grid .body .row .cell .subcell

7.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여러번에 걸쳐 받는 Chunked 방식 지원을 위해 Dataset에 progressload 속성을 추가했

습니다 (RP.79012, 79292)

설명

• progressload 속성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false 로 적용됩니다.

• progressload 속성을 true로 설정하면 Chunked된 데이터가 수신될 떄마다 Dataset에 데이터를 바로 로드됩니다.

>> Chunked된 데이터가 Dataset에 로드될 떄마다 onload가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 progressload 속성을 false로 설정하면 Chunked된 데이터가 마지막까지 모두 수신되면 Dataset에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 Chunked된 마지막 데이터 수신 후 Dataset에 데이터가 로드되면 onload 이벤트가 한번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ata Objects > Dataset > Property > progressload)

54.4 변경기능

1. ImagePicker.open()의 파리미터를 변경했습니다. (RP.78810, 79304)

설명

변경 전 • ImagePicker.open(enumGettype [,enumGetimagetype]) 형식으로 사용했습니다.

변경 후

• ImagePicker.open(enumGettype, enumEncodingype) 로 변경했습니다.

• enumGetType의 설정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 url: 이미지의 위치정보가 "URL" 형태로 전달됩니다.

>> imagedata: 이미지가 오브젝트 형태로 전달됩니다.

• enumEncodingype의 설정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 JPEG: 이미지가 "JPEG" 파일로 전달됩니다.

>> PNG: 이미지가 "PNG" 파일로 전달됩니다.

• ImagePicker의 encodingype 속성값은 open() 메소드에서 설정한 값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DeviceAPI > ImagePicker > Method > open

- DeviceAPI > ImagePicker > Property > encodingtype

2. nexacrostudio의 [Buid App Wizard] UI를 변경했습니다.

설명

• nexacrostudio의 [Build App Wizard] UI를 아래와 같이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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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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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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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넥사크로플랫폼17 개발도구 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발도구 가이드 "19.2 Build App 설치파일 생성" 참고)

설명

54.5 오류수정

54.5.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Button

RP 설명

78685 Button 컴포넌트에서 버튼이 눌려진 상태(pushed) 일 때 -nexa-text-decoration 속성을 사용한 underline 효

과가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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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ndar

RP 설명

79013 시스템 환경 설정의 언어 및 지역에 다중 언어 설정 및 키보드 언어를 추가한 경우 Calendar 컴포넌트를 포함한

폼 오픈시 무한루프에 빠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cOS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704 Calendar 컴포넌트의 type 속성을 'spin'으로 설정했을 경우 스핀 업/다운 버튼 클릭시 값이 잘못 변경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79291 Calendar 컴포넌트의 type 속성을 'spin'으로 설정했을 경우 스핀 업/다운 버튼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Combo

RP 설명

79101 Combo 컴포넌트의 Combo 리스트 영역에서 마우스 휠 조작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79163 Combo 컴포넌트의 font 설정시 테마에 관련 설정이 없는 경우에도 font-size가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Dataset

RP 설명

79183 Grid 컴포넌트의 onenterdown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 함수에서 바인딩 되어 있는 Dataset의 deleteRo

w 메소드를 호출하면 에러 메시지와 함께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78470 Edit 컴포넌트에 패딩 적용시 텍스트 영역이 클라이언트 영역보다 클 경우의 클리핑 적용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774 Edit, TextArea 컴포넌트에서 inputtype 속성을 설정했을 때 설정에 관계없이 문자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IE8 이하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033 Edit 컴포넌트에서 color를 설정했을 때 입력 중인(조합 중인) 글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

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029 Edit 계열 컴포넌트에서의 tab을 포함한 문자열이 넥사크로 스튜디오와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르게 보이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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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RP 설명

77737 접근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Grid 컴포넌트의 셀이 버튼 컨트롤로 설정되어 있을 때 센스리더에서 정보를 잘못 읽

어주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290 Grid 컴포넌트에서 autoenter 속성을 'select'로 설정하고 oncloseup 이벤트 함수에서 updateToDataset 메

소드를 호출하도록 한 상태에서 Combo로 설정된 셀 값 변경시 스크립트 오류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520 Grid 컴포넌트에서 두 개 이상의 컬럼이 suppress 되어 있을 때 ExcelExportObject를 사용하여 익스포트를 수

행하면 'Index Out of Bounds (2)'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738 Grid 컴포넌트의 사이즈가 줄어 들 때 가로 스크롤이 정상적인 시점에 나타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739 Grid 컴포넌트의 autofittype 속성이 'col'일 때 그리드를 리사이징하면 편집 상태인 셀의 항목이 사라지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78740 Grid 컴포넌트의 autoenter 속성을 'true'로 설정한 상태에서 showmodal 메소드로 팝업을 오픈했을 때 부모

창의 Grid가 키보드로 조작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751 Grid 컴포넌트에서 포맷을 변경한 후 셀 클릭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203 Grid 컴포넌트에서 tree cell의 확장/축소 버튼 클릭시 oncellclick 이벤트가 2회씩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IE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Menu

RP 설명

78572 Menu 컴포넌트에서 최하위 PopupMenu의 메뉴 아이템 클릭시 onmenuclick 이벤트가 아닌 onkillfocus 이

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099 Menu 컴포넌트에서 메뉴 아이템을 클릭했다가 PopupMenu가 닫힌 후 다시 메뉴 클릭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

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525 Menu 컴포넌트에서 테마의 .Menu .menuitem 선택자에 설정한 -nexa-text-decoration 설정이 적용되지 않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Static

RP 설명

78165 Static 컴포넌트에서 usedecorate 속성을 'true'로 설정했을 경우 첫 문장이 반으로 잘려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TextArea

RP 설명

78766 TextArea 컴포넌트에서 아무 내용도 없는데 스크롤바가 나타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고전 테마를 사용한 윈

도우7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028 TextArea 컴포넌트에서 set_value 수행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IE8 브라우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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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VirtualFile

RP 설명

78433 FileUpload 컴포넌트로 파일 업로드 성공 후 VirtualFile의 onsuccess 이벤트에서 VirtualFileEventInfo 오브젝

트의 reason 속성 값이 string으로 나오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

다).

WebBrowser

RP 설명

78710 WebBrowser 컴포넌트 위에 PopupMenu가 오픈되어 있을 때 WebBrowser 내부의 컴포넌트를 클릭해도 사

라지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77029 FrameSet의 사이즈가 0인 영역에 ChildFrame이 생성되어 있는 화면에서 다른 프레임으로 화면 전환시 기존 C

hildFrame에 있던 WebBrowser 컴포넌트가 다른 프레임 위로 나타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056 Form 화면을 닫을 때 onbeforeclose 이벤트가 2회 호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런타임 환경에서 실

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258 objParentFrame 인수를 null로 설정하여 nexacro.open 메소드를 사용하는 경우 팝업으로 오픈된 프레임 정

보(getPopupFrames 메소드로 확인)를 정상적으로 갱신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408 컴포넌트의 -nexa-text-decoration 속성을 'underline'으로 설정시 status 별로 적용되지 않는 오류와 새로운

cssclass 적용 후 'none'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412 비영어권 언어를 base64Encode 메소드를 사용해 인코딩 할 때 정상적으로 인코딩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78497 애플리케이션 종료시 onbeforeexit 이벤트가 두 번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

생한 오류입니다).

78764 애플리케이션에서 동기(Sync) 트랜잭션을 수행할 때 서버에서 다수의 데이터셋을 전송하는 경우 첫 번째 데이

터셋이 이상한 형태로 합쳐져 전송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038 nexacro.open 메소드 사용시 objParentFrame에 잘못된 값을 입력해도 에러로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073 XPush 오브젝트에서 set_layouturl 호출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078 XPush 오브젝트에서 subscribe 메소드 호출 후 메시지 수신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런

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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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87 모덜리스 윈도우에서 모달 윈도우를 오픈했다가 닫은 후 다시 동일한 아이디를 가진 윈도우를 오픈하려 할 때 아

이디가 중복되어 오픈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113 XPush 오브젝트의 subscribe 수행 후 앱을 백그라운드로 전환했다 다시 활성화했을 때 서버가 보낸 메시지를

수신 할 수 없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150 FrameSet의 separatesize 속성을 사용하여 프레임을 안보이게 설정할 때(size를 0으로 설정) 안보이도록 설정

된 프레임에 배치되어 있던 WebBrowser 혹은 Plugin이 그대로 화면에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284 Grid를 Excel로 익스포트 할 때 Summary 밴드 영역의 border가 Excel에서 표현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78810 ImagePicker 오브젝트에서 open 메소드 호출시 'false'가 반환되며 앨범이 오픈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안드로이드/iOS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54.5.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5808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폼 디자인 화면에서 가이드라인을 추가한 후 Div 컴포넌트의 편집 모드로 전환했다 해제시

가이드라인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253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Options > Environment > General]에서 Working Folder 설정시 유효하지 않은 경로

를 입력할 수 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258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디자인 화면에서 폼을 수정한 다음 디자인 탭의 X 버튼을 클릭하고 Confirm 팝업에서 'N

o' 버튼 클릭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25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Form 생성 후 스크린 ID를 변경할 경우 화면에 "Invalid screen." 메시지가 출력되며 Fo

rm 디자인 화면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26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Options > Project]의 Local Web Server 옵션을 'Not Used'로 설정 후 Launch 메뉴

를 실행하여 실행 설정 팝업에서 'Use Local Web Server' 옵션을 체크했다가 취소했을 때 설정했던 옵션이 취

소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900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테마 편집기에서 엑스트라 버튼(extrabutton) 셀렉터에 아이콘(-nexa-icon) 이미지 설정

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247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Packing 마법사에서 단축키를 사용하여 Update Type을 선택하는 경우 포커스가 유지되

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252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Packing 마법사에서 Output Path에 잘못된 형식의 경로 입력시 오류로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49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로딩시 TypeDefinition의 Objects에 등록한 모듈(json)에서 참조하는 js 파일

이 빈 파일일 경우 프로젝트 로딩이 실패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795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외부 모듈(dll)을 추가하여 Packing 했을 경우 엔진 설치시 추가한 외부 모듈이 다운로

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12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ControlInfo>를 갖는 컴포넌트를 상속받은 사용자 컴포넌트를 생성, 등록한 다음 디자

인 화면에서 Form에 배치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161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Dataset 편집기에서 대, 소문자만 다른 동일한 이름의 컬럼(예를 들면, NO, No, no)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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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후 로우를 추가할 경우 데이터를 표시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313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디자인 편집 화면에서 Grid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 값을 'true' 혹은 'false'로 변경할 때

Gird가 테마의 CSS 설정에 맞게 화면에 표현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54.5.3 기타

RP 설명

77602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 두번째 실행부터는 화면이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

우7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110 iOS 앱 제작시 모바일 라이브러리의 NexacroMainViewController.callScript 함수가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79162 안드로이드 앱에서 모바일 라이브러리의 NexacroActivity.callScript 함수를 호출하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788 모바일 환경에서 네비게이션 바에 의해 애플리케이션 화면의 하단 부분이 가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갤럭

시 노트8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094 iOS 앱 빌드시 DeviceAPI 헤더 파일이 누락되어 빌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326 애플리케이션을 위젯으로 실행했을 때 open 메소드로 팝업 열고 닫기를 반복하면 "해당 ID를 갖는 Object 가

존재합니다."라는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406 애플리케이션을 위젯으로 실행 시 마우스 동작으로 포커스가 설정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

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415 애플리케이션 빌드시 Bootstrap URL을 로컬 경로를 설정했는데 SetupRuntime 설치시 nexacro.ini 파일에는

웹 경로("http://")로 설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9426 아카이브 파일이 위치한 서버에 접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Update Type을 'Update (Local+Server)'로 설정했

던 앱이 실행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모바일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209 트랜잭션으로 대용량 데이터(예를 들어, 500,000건)를 서버로부터 수신할 때 Dataset에 1건이 더 들어오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9104 트랜잭션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 사용자가 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직접 처리하려는 경우 타입을 확인할 수

없는 데이터는 오버라이딩한 메소드로 전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54.6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78775 도움말 항목중 WebBrowser 컴포넌트 onusernotify 이벤트의 Remark에서 실행 환경에 따른 이벤트 발생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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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샘플이 수정되었습니다.

78779 도움말 항목 중 -nexa-border 속성의 Remark 설명에서 <line-style>을 'double'로 설정할 경우의 제약사항을

추가했습니다.

79034 도움말 항목 중 getPopupFrames 메소드의 Remark에 getPopupFrames 의 반환값이 어느 프레임을 기준으

로 계산되는지에 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79039 도움말 항목 중 httpretry 속성의 지원(실행) 환경에서 'Android nexacro Browser'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79145 도움말 항목 중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Method > setTreeStatus]에서 bTreeStatus 파라미

터 설명의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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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5.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0.0.600

File Version 18.03.20.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55.2 하위 호환성

55.3 신규기능

1. Desktop Runtime 환경에서 TCP/IP 통신을 할 수 있는 TCPClientSocket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78428)

설명

• TCP 통신을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하여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컴퍼넌트입니다.

• TCPClientSocket은 Windows nexacro Browser 환경에서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 nexacro14 대비 일부 속성명을 변경하였습니다. (errno -> errorcode / errmsg -> errormsg)

• nexacro14의 "onclose/onconnect/onsend" 이벤트를 onsuccess 이벤트로 통합했니다. (ondataarrived, onerror 이벤트

는 유지)

• onsuccess 이벤트의 SocketEventInfo 속성에 이벤트 발생 원인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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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acrostudio에서 TCPClientSocket은 아래와 같이 추가 후 사용합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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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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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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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Objects > TCPClientSocket)

설명

2. Grid에서 특정 Cell에 일정시간 동안 깜빡임(blink) 효과를 주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78166)

설명

• Grid에 blinkCell(nRow, vCell, nMillisec, nBlinkCnt) 메소드를 추가했니다.

Method 내용

blinkCell

Syntax)

Grid.blinkCell( nRow, vCell, nMillisec, nBlinkCnt );

Parameter)

nRow: 깜빡임 효과가 적용될 행의 인덱스를 숫자로 설정합니다.

vCell: 깜빡임 효과가 적용될 Cell 의 인덱스 또는 ID 를 설정합니다.

nMillisec: 깜빡임 효과가 적용될 시간을 밀리초 단위의 숫자로 설정합니다.

nBlinkCnt: : 깜빡임 효과가 적용되는 시간 동안 Cell 이 깜빡임 횟수를 숫자로 설정합니

다.

참고)

깜빡임 효과를 주려면 CSS에 Cell의 blinked userstatus를 정의해야합니다.

<CSS 사용 예>

.Grid .body . row .cell[userstatus=blinked]

{ background: #125dae; }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Method > blinkCell)

3. Form과 Application의 onerror 이벤트가 상위로 전파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RP.78591)

설명

• onerror 이벤트는 "Form -> Environment / Application -> Environment"로 전파합니다.

• "Form -> Application"으로는 onerror 이벤트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 이벤트에서 "false"를 리턴할 경우 이벤트를 전파하며, Transaction도 중지합니다.

• 이벤트에서 "true"를 리턴할 경우 이벤트를 전파하지 않으며, Transaction도 유지합니다.

•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면 onerror 이벤트 전파 규칙을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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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55.4 변경기능

1. 엔진 업데이트와 관련된 속성 3개를 삭제했습니다. (RP.78949)

설명

변경 전 • Application 하위에 enginesetupkey, engineurl, enginversion 속성이 존재했습니다.

변경 후

• Application 하위에 enginesetupkey, engineurl, enginversion 속성을 삭제하였습니다.

• 삭제된 속성들은 nexacrostudio의 "[Deploy] - [Build App]" 기능에서 제공합니다.

• [Build App]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를 위한 "enginesetupkey, engineurl, enginversion"

설정 기능은 4월 정기배포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2. Global Variable 영역이 Application과 Environment로 세분화되어 nexacro 실행 옵션을 변경했습니다. (RP.

75370,73880,75369)

설명

변경 전

• "변수명:타입=값" 형식 중 타입을 생량 또는 "g"로 설정할 경우 usecookie 값이 false로 설

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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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명:타입=값" 형식 중 타입을 s로 설정할 경우 usecookie값이 true로 설정되었습니다.

변경 후

• nexacro 실행시 "-V" 옵션 뒤에 "변수명:타입=값" 형식으로 Global 영역에 변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변수명:타입=값" 형식 중 타입을 생략하거나 "av"로 설정 할 경우 Application의 Variable

s 영역에 변수를 추가합니다.

• "변수명:타입=값" 형식 중 타입을 "ev"로 설정 할 경우 Environment의 Variables 영역에 변

수를 추가합니다.

• "변수명:타입=값" 형식 중 타입을 "ec"로 설정 할 경우 Environment의 cookies 영역에 변

수를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isc. Objects > System > Method > execNexacro)

설명

3. onvscroll/onhscroll 이벤트의 e.type값 중 slide를 세분화했습니다. (RP.77247)

설명

변경 전 • 터치슬라이드로 onvscroll/onhscroll 이벤트 발생시 e.type에 slide 전달되었습니다.

변경 후

• onvscroll/onhscroll 이벤트의 e.type값 중 slide를 삭제했습니다.

• onvscroll/onhscroll 이벤트의 e.type에 아래의 값을 추가했습니다.

>> slidescrollup: 슬라이드나 플링으로 스크롤 업시점에 발생 (슬라이드방향은 다운)

>> sldescrolldown: 슬라이드나 플링으로 스크롤 다운시점에 발생 (슬라이드방향은 업)

>> slidescrollright: 슬라이드나 플링으로 오른쪽 스크롤 이동시점에 발생 (슬라이드방향은 좌)

>> slidescrollleft: 슬라이드나 플링으로 왼쪽쪽 스크롤 이동시점에 발생 (슬라이드방향은 우)

>> slidefirst: 슬라이드나 플링으로 스크롤 처리시, 스크롤 포지션이 최소값에 도달한 경우 발생

>> slidefirstover: 슬라이드나 플링으로 스크롤 처리시, 스크롤 포지션이 최소값에 도달한 상태

에서, 스크롤을 시도하는 경우 발생

>> slidelast: 슬라이드나 플링으로 스크롤 처리시, 스크롤 포지션이 최대값에 도달한 경우 발생

>> slidelastover: 슬라이드나 플링으로 스크롤 처리시, 스크롤 포지션이 최대값에 도달한 상태

에서, 스크롤을 시도하는 경우 발생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ventInfo Objects > ScrollEventInfo > Property > type)

4. Environment httpretry 속성의 default값이 변경되었습니다. (RP.78712,78744,78808)

설명

변경 전 • httpretry 속성의 default값이 3이었습니다.

변경 후 • httpretry 속성의 default값을 0으로 변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nvironment > Property > httpr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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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오류수정

55.5.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alendar

RP 설명

78361 'normal'로 설정된 Calendar 컴포넌트에서 날짜를 클릭하여 oncloseup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prevalue, pret

ext 속성의 값이 현재 설정된 값으로 나오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77568 Edit 컴포넌트에서 autoskip 속성을 'true'로 설정하고 maxlength 속성을 설정한 상태에서 텍스트를 maxleng

th 길이를 넘겨 입력시 자동으로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safari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212 Dataset 오브젝트에서 filter 메소드 수행 시 rowposition 정보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279 Dataset 오브젝트에서 copyrow 메소드로 복사한 행의 RowType이 잘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483 Edit 컴포넌트에서 hotkey 동작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

한 오류입니다).

78532 Edit 컴포넌트에서 password 속성을 'true', displaynulltext 속성에 값이 설정되어 있을 때 포커스를 이동하거

나 키 입력을 하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8 이하 혹은 IE11에서 IE8 호환모드 웹 브

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Grid

RP 설명

72475 Grid 컴포넌트에서 displaytype과 edittype 속성 설정시 런타임과 웹 브라우저에서 셀 텍스트의 정렬이 달리 보

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007 Environment 오브젝트의 scrollbartype 속성을 autoindicator로 설정 후 Dataset의 updateConstColID 메소

드 수행시 Grid에서 데이터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262 Grid 컴포넌트에서 nodataimage 속성에 이미지 파일을 설정한 경우 Grid에서 이미지가 중복되어 표시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78277 Grid 컴포넌트가 생성되는 시점에 바인딩된 Dataset에서 필터링을 사용할 경우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302 Grid 컴포넌트에서 콤보로 설정된 Cell의 값을 변경 후 다른 셀로 이동시 에러가 발생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460 Grid 컴포넌트에서 rowposition으로 스크롤에 가려진 Cell로 이동 후 showEditor 메소드 수행시 편집기가 활

성화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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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44 Grid 컴포넌트에서 cellmovingtype 속성 값을 'col'로 설정하고 Cell을 드래그 앤 드롭 했을 때 ondrop 스크립

트 에러가 발생하여 ondrop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656 Grid 컴포넌트에서 autoSize 동작시 셀이 겹쳐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

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ImageViewer

RP 설명

74718 접근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ImageViewer 컴포넌트의 accessibilityrole 속성을 link로 설정시(기본 값은 image)

스크린 리더가 link와 image 두 롤을 모두 읽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실행시 발

생한 오류입니다).

Menu

RP 설명

78204 Menu 컴포넌트에서 메뉴 아이템이 많아 메뉴 사이즈를 넘길 때 Prev, Next 버튼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78522 Menu(혹은 PopupMenu) 컴포넌트에서 iconcolumn으로 메뉴 아이콘을 설정한 후 Menu를 오픈했을 때 아

이콘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opupMenu

RP 설명

78120 PopupMenu 컴포넌트에서 아이템을 선택하여 서브 메뉴가 오픈될 때 부모 메뉴의 아이템 선택 상태가 해제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123 PopupMenu 컴포넌트에서 메뉴 아이템의 콘텐츠가 잘려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웹 브

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adio

RP 설명

72637 Radio 컴포넌트에서 css class 적용시 라디오 아이템의 아이콘 이미지가 디자인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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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

RP 설명

78355 Spin 컴포넌트에서 값을 삭제한 후 포커스를 이동했다가 다시 Spin 버튼을 클릭시 이전 값이 그대로 남아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Static

RP 설명

78644 Static 컴포넌트에서 -nexa-text-align 속성을 'center' 혹은 'right'로 설정시 텍스트가 겹쳐 보이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17.0.0.520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TextArea

RP 설명

78479 TextArea 컴포넌트에서 set_value로 속성 설정시 스크롤이 생기지 않거나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IE8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VirtualFile

RP 설명

77244 filesecurelevel 속성을 'all'로 설정한 상태에서 VirtualFile 컴포넌트의 open 메소드로 %USERAPP% 경로의

파일 오픈시 'Permission denied'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78207 filesecurelevel 속성을 'all'로 설정한 상태에서 VirtualFile 컴포넌트의 open 메소드로 로컬의 절대 경로의 파일

오픈시 'Permission denied'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

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77899 모바일 장치를 회전시켰을 때 system 오브젝트의 mobileorientation 속성 값이 회전 상태에 따라 변경되지 않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런타임 수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281 Grid를 상속받아 생성한 사용자 컴포넌트에서 엑셀 파일로 Export 수행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348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를 사용해 Grid를 Excel로 Export 할 때 적용된 스타일 대로 출력되지 않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501 컴포넌트가 화면에 정상적으로 그려지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8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

니다).

78524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를 사용해 스타일이 설정된 Grid를 Excel로 Export 할 때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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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8 이하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545 Form에서 화면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포커스가 이동할 때 scrolltype 속성이 'none'로 설정되어 있는데도 스

크롤이 깜빡거리거나 트랙바가 이동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0 이상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78555 모바일 화면의 Grid를 길게 터치하여 발생하는 이벤트 함수(onrbuttondown)에서 터치된 위치의 좌표를 getC

ursorX, getCursorY 메소드로 구할 때 잘못된 좌표값이 반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웹 브

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681 스크롤이 있는 컴포넌트(Div, Grid 등)에서 슬라이드 제스처로 가로 스크롤시 onhscroll, onvscroll 이벤트의 e.

type 값이 항상 'slide'로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698 ListBox 컴포넌트가 배치된 Form 화면 실행시 exception error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8 브라우

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636 transaction 메소드 수행시 SyntaxError가 발생하고 콜백 함수가 호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55.5.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5798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테마 편집기에서 테마 수정 후 저장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536 넥사크로플랫폼14 프로젝트를 17로 마이그레이션 수행시 접근성 관련 속성(accessibilitydescription, accessi

bilitylabel, accessibilityaction)에 설정되어 있던 값이 해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102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테마 편집기에서 xtheme 형식의 테마를 import theme 했을 때 Environment의 themei

d 속성에서 임포트한 테마가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183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Grid Contents Editor에서 expr 혹은 maskeditformat 속성에 '@@@{999}' 값 입력시

마지막 '}' 문자가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286 넥사크로 스튜디오를 여러 개(2개 이상) 띄운 상태에서 Packing (Archive&Update) 수행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584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반응 속도가 느린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17.0.0.510 버전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7870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테마 파일이 오픈되어 있을 때 다른 프로젝트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오픈하지 못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78708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nexacrodeploy17.exe 파일로 제너레이트시 CSS 파일이 생성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55.5.3 기타

RP 설명

76950 크롬 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 실행시 theme_safari.css를 찾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크롬 브

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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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73 접근성을 설정한 상태에서 TextArea 컴포넌트의 label, action, description을 스크린리더가 출력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11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843 접근성을 설정한 상태에서 Edit 컴포넌트의 readonly 속성을 'true'로 설정하고 수행시 enable 속성을 'false'에

서 'true'로 변경해도 접근성 정보는 disable 상태로 남아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844 접근성을 설정한 상태에서 컴포넌트의 enableevent 속성을 'false'로 설정했을 시 탭키나 방향키가 동작하지 않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905 애플리케이션에서 Transaction 수행시 샌드박스에 'nexacro platform 16'으로 표기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040 접근성을 설정한 상태에서 스크롤이 있는 폼을 스와이프 제스처로 스크롤 할 경우 브라우저가 잘려보이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326 Environment 오브젝트의 addcookietovariable 속성을 'true'로 설정시 쿠키 변수가 생성되지 않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553 폼 실행시 'Device_windows.js'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612 모바일 장치에서 softkeypad를 동적으로 show/hide 시에 리사이징 오류 및 비정상 종료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618 넥사크로 애플리케이션 화면 로드시 http 헤더 영역의 'If-Modified-Since'가 빈 값으로 나와 캐쉬가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hrome, Firefox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690 테마를 두 개 이상 포함하여 리소스를 배포하는 경우 CheckBox와 같이 이미지가 포함된 컴포넌트에서 이미지

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환경에서 런타임으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735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Packing을 수행할 때 Module에 파일을 추가해도 엔진에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윈도우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55.6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75590 도움말 항목중 Application 오브젝트에 onduplicateexecution 이벤트와 DuplicateExecutionEventInfo 오브

젝트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77641 도움말 항목중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Event > onclick]의 Description과 Remark 설명에 클

릭 영역에 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77892 도움말 항목중 Grid 컴포넌트 설명의 Control Map 그림에서 CellSubCellControl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78504 도움말 항목 중 [EventInfo Objects > CameraEventInfo > Property > imagedata]과 [EventInfo Objects >

CameraEventInfo > Property > url] 속성의 Remark 설명에서 gettype 속성에 관한 설명이 수정되었습니다.

78516 도움말 항목 중 Menu, PopupMenu, TrayPopupMenu 컴포넌의 iconcolumn, checkboxcolumn 속성의 Re

mark 설명에 두 속성 동시 설정시 적용 우선 순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78554 도움말 항목 중 [Application > Objects > Tray] 오브젝트 설명에서 Supported

Environments에 'macOS nexacro Browser'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78556 도움말 항목 중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Property > selecttype] 속성의 Remark에 모바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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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의 다중 선택(multirow, multiarea) 제약사항에

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78628 도움말 항목 중 [Data Objects > Dataset > Property > keystring] 속성의 Remark 설명에서 prop 속성 값에

관한 설명이 수정되었습니다.

78639 도움말 항목 중 [Components > Component > ImageViewer > Property > image] 속성의 Setting Syntax

에서 절대 경로 설정시 예제를 수정했습니다 ('\'가 아닌 '/'를 사용해야 합니다).

78640 도움말 항목 중 [Components > Component > ImageViewer > Property > image] 속성의 Remark 설명에

웹 브라우저 제약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78850 도움말 항목 중 popuptype, cellcalendarpopuptype, calendarpopuptype

dateformat, editformat, calendardateformat, calendareditformat 속성의 설명에 데스크톱 환경과 모바일

환경에서의 요일 표시에 관한 설명과 제약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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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6.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0.0.500

File Version 2018.02.22.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56.2 하위 호환성

1. 제품의 구조변경에 의해 environment.xml, typedefinition.xml의 버전이 올라갔습니다. 이전 개발된 프로젝

트를 이번 버전 nexacro studio에서 사용 할 경우 이전 개발된 프로젝트의 일부 파일을 generate 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에 배포된nexacro17lib로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설명

발생 현상

* 17.0.0.500이전 버전으로 개발된 기존 소스를 nexacro studio에서 열 경우 Regenerate 팝

업 창이 열리고 파일 업데이트 및 generate 여부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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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enerate 창에서 Cancel을 할 경우 이전 프로젝트의 파일을 수정하거나 generate하

지 않으며, 프로젝트를 띄울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

1) Regenerate 창이 팝업됬을때 수정되는 파일과, generate되는 파일을 확인하고 OK 버튼을

눌러서 regenerate를 진행합니다.

2) 운영중인 사이트에는 regenerate된 항목과, 이번 버전의 nexacro17lib를 적용합니다.

설명

56.3 신규기능

1. 어플리케이션에 XCSS 를 동적으로 적용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RP.78201,77610,77135,75422)

설명

• nexacroAPI에 loadStyle method를 추가 했습니다.

• 구조 변경에 따라서 typedefinition.xml 버전을 2.3으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Method 내용

loadStyle Syntax)

nexacro.loadStyle( strURL )

Parameter)

strURL ::= xcssrc::[FileID]

파일경로의 "xcssrc::" 는 고정 Prefix 값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XCSS 파일은 Resource Service 영역의 "./_resource_/_xcss_" 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참고)

새로운 XCSS 설정값은 메소드가 실행되기 전 화면에는 적용되지 않고, 메소드가 실행 된 이후

에 생성된 화면부터 적용됩니다.

단, 웹브라우저의 경우 "-nexa-" Prefix 가 붙지 않은 CSS 속성은 메소드가 실행된 이후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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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nexacro 브라우저와 웹브라우저의 적용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메소드 사용에 주의하여야 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2. Plugin 컴포넌트에 64bit ActiveX 를 로드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77911)

설명

• Plugin에 classid64 property를 추가 했습니다.

Property 내용

classid64 Syntax)

Plugin.set_classid(strClassid64) // set

Plugin.classid // get

Parameter)

strClassid64 : Plugin 에 연결할 64bit 객체의 classid 또는 progid 를 문자열로 설정합니다.

참고)

Windows nexacro Browser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Windows OS 가 64bit 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속성이며, Windows OS 가 32bit 일 때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classid 속성값이 설정되어 있어도 classid64 속성값이 우선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Windows nexacro browser 의 화면렌더링 방식을 제어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77611)

설명

• nexacroAPI에 setRenderingType method를 추가 했습니다.

Method 내용

setRenderingType Syntax)

nexacro.setRenderingType( nType )

Parameter)

nType : nexacro Browser 의 렌더링 방식을 0 또는 1 로 설정합니다.

0 설정 시 realtime 방식(기존과 동일)으로 주기적으로 렌더링을 실행합니다.

1 설정 시 event 방식으로 Windows OS 의 메세지에 의해 렌더링을 실행합니다.

참고)

Windows nexacro Browser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성능을 위해 렌더링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메소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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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렌더링을 event 방식으로 설정 시 렌더링 순위가 낮아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4. 웹브라우저에서 nexacro 의 Global 변수값을 설정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77611)

설명

• nexacroAPI에 setInitialVariable method를 추가 했습니다.

Method 내용

setInitialVariable Syntax)

nexacro.setInitialVariable( strType, strID, varVal )

Parameter)

strType : 설정할 변수의 Global 영역 위치를 문자열로 설정합니다.

“environment” 설정 시 Environment 의 Variables 영역에 변수를 설정합니다.

“cookie” 설정 시 Environment 의 Cookies 영역에 변수를 설정합니다.

“httpheader” 설정 시 Environment 의 HTTPHeader 영역에 변수를 설정합니다.

“application” 설정 시 Application 의 Variables 영역에 변수를 설정합니다.

strID : 설정할 Global 변수의 ID 를 문자열로 설정합니다.

varVal : Global 변수의 값을 문자열로 설정합니다.

참고)

외부 HTML 의 oninitframework 함수에서 어플리케이션 로딩 전에 nexacro 의 Global 영역

변수값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로드 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메소드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는 setCookieVariable(), setEnvironmentVariable(), setHTTPHeade

rVariable(), setVariable() 메소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6.4 변경기능

1. Deploy 관련기능 및 UI 추가 및 변경되었습니다.(RP.77096,74183,77140)

설명

변경 전 • Archive&Deploy시 nexacrostudio17 메뉴바의 [Package]를 사용하였습니다.

• nexacrostudio17 메뉴바의 [Package]가 [Deploy]로 변경되었습니다.

• 메뉴바 [Deploy]의 하위 메뉴가 [Packing(Archive&Update)]와 [Build App]으로 변경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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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습니다.

• [Deploy] 하위메뉴 [Packing(Archive&Update)]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Packing(Archive&Update)]시 Windows/Android/iOS/macOS의 Update Type이

"Update(Local+Server)/Server/Local"로 변경되었습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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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loy] 하위메뉴 [Build App]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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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Depoly 기능 및 사용법)은 넥사크로플랫폼17 개발도구 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2. Nexacro Studio에서 xtheme파일을 관리하는 방식을 변경했습니다.(RP.78026,74330)

설명

변경 전
• xtheme 파일을 수정시 nexacro studio는 임시 폴더에 xtheme파일을 풀어서 수정 후 새로

압축하여 xheme파일을 갱신했었습니다.

변경 후

• xtheme파일명으로 _resource_/_theme_영역에기본 폴더를 생성하여 압축이 풀려있는 상

태로 관리합니다.

• xtheme폴더하위의 모든 파일은 Resource 로 판단하여 관리합니다.

• import/export시에는 압축된 xtheme파일로 관리합니다.

• themeid속성에“theme::[xtheme명]”형태로 값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기존 프로젝트는 nexacro studio에서 열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3. Nexacro Studio에서 사용자 모듈 기능 확장을 위해 사용자 모듈 Install 시 생성되는 폴더명을 변경했습니다.(R

P.77374)

설명

변경 전
• 프로젝트 폴더에 “_usermodule_” 로 폴더명이 생성됩니다.

• TypeDefition - Object의 Module Name의 prefix가 “usermodule::” 으로 생성됬었습니다.

• 프로젝트 폴더에 “_extlib_” 으로 폴더명이 생성됩니다.

• TypeDefition - Object의 Module Name의 prefix가 “extlib::” 으로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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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설명

4. Nexacro Studio에서 XCSS/Theme Editor의 구조 및 성능을 개선 했습니다.(RP.75422,77948)

설명

변경 전
• css문법상 맞지 않는 오류를 일부 검출하지 못했습니다.

• 오류가 있는 theme / xcss파일도 generate 했습니다.

변경 후

• css문법상 맞지 않는 오류를 검출하여 Output 창에 보여줍니다.

• 오류가 있는 theme / xcss파일은 generate가 불가합니다.

• 오류가 있는 theme / xcss파일 수정시 Text Editor로 열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넥사크로플랫폼17 개발도구 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Nexacro browser에서 font의 line-height 기본값을 상용브라우저와 비슷하게 변경 했습니다.(RP.78315)

설명

변경 전 • Nexacro browser에서 font의 line-height 기본값이 1.5 였습니다.

변경 후 • Nexacro browser에서 font의 line-height 기본값이 1.15로 변경 했습니다.

56.5 오류수정

56.5.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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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ndar

RP 설명

77894 Calendar 컴포넌트의 type 속성을 'monthonly'로 설정하여 달력을 생성했을 경우 년도 값이 4자리 수 이상으

로 입력되며 달력이 오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ombo

RP 설명

77415 데이터셋을 바인딩한 Combo 컴포넌트에서 아이템을 변경할 때 canitemchange 이벤트에서 false를 반환할

경우 Combo의 아이템 값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ataset

RP 설명

77946 Div 컴포넌트에서 로딩한 Form에서 Dataset을 동적으로 생성할 경우 Dataset.id, Dataset.name 값이 'undef

ined'로 나오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77566 Edit 컴포넌트의 autoskip 속성을 'true'로 설정한 후 자동 포커스 이동시 잘못된 Caret 위치로 인한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78371 Edit 컴포넌트에서 box-shadow 속성 설정 후 실행시 nexacro 브라우저와 타 브라우저가 다르게 보이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MacOS 64bit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FileDownload

RP 설명

77833 FileDownload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파일 다운로드시 윈도우 10을 사용하는 PC에서 속도가 느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GoogleMap

RP 설명

78388 GoogleMap 컴포넌트에서 getAddress 메소드 수행시 언어 설정과 관계없이 영어로만 주소값을 반환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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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RP 설명

77865 Grid 컴포넌트에서 Row를 삭제 후 수평 스크롤바를 움직였을 경우 Grid의 Head와 Body 컬럼이 불일치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753 Grid 컴포넌트에서 헤드 밴드의 row 높이 변경시 공백이 생기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740 Dataset이 바인딩된 Grid 컴포넌트에서 컬럼 명 혹은 포맷을 변경 후 다시 Dataset을 바인딩하는 경우 새로운

Dataset이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632 트리 형식으로 설정된 Grid 컴포넌트에서 getTreeChildRow 메소드 호출시 잘못된

인덱스 값을 반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631 Grid 컴포넌트에서 suppress 기능을 설정한 후 Grid 스크롤을 하면 suppress 경계선이 사라지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305 Dataset을 바인딩한 Grid 컴포넌트에서 컬럼명 또는 format 변경 후 다시 Dataset을 바인딩할 경우에 툴 디자

인창에 파일이 변경됐음을 알리는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066 접근성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enableaccessibility 속성이 'true'로 설정)에서Grid 컴포넌트의 Cell로 포커스 이

동시 텍스트를 읽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MaskEdit

RP 설명

77577 MaskEdit 컴포넌트에서 limitbymask 속성을 integer로 설정하여 정수 입력을 제한할 때 정상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Menu

RP 설명

77535 넥사크로플랫폼 14 프로젝트를 17 프로젝트로 마이그레이션시 Menu 컴포넌트의 innerdataset이 해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864 Menu 컴포넌트의 checkboxcolumn 속성을 설정/해지시 체크박스가 비정상적으로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PopupMenu

RP 설명

77923 화면에 스크롤이 있는 경우 PopupMenu 컴포넌트의 trackPopupByComponent 메소드 사용시 설정한 좌표

에 PopupMenu가 출력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998 접근성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enableaccessibility 속성이 'true'로 설정)에서 PopupMenu 컴포넌트의 enable

column 속성이 'false'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좌, 우 방향키로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999 접근성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enableaccessibility 속성이 'true'로 설정)에서 PopupMenu 컴포넌트 하위의 서

브 PopupMenu가 열린 상태에서 ESC 키 입력시 모든 PopupMenu가 닫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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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

RP 설명

78051 접근성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enableaccessibility 속성이 'true'로 설정)에서 Radio 컴포넌트 사용시 Radio의

아이템으로 포커스가 가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모바일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Static

RP 설명

72320 Static 컴포넌트의 -nexa-vertical-align 속성을 'top'으로 설정했을 경우 각 브라우저에서 세로 간격이 달리 보

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ab

RP 설명

77126 Tab 컴포넌트에서 TabPage 내에 배치된 컴포넌트간의 포커스 이동시 taborder 순서대로 동작하지 않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78211 transaction 메소드 수행시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버전 사용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189 transaction 메소드를 수행하여 여러 개의 Dataset을 받아 올 경우 비정상 종료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런타임 버전 사용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019 텍스트 줄바꿈 처리시 넥사크로 브라우저와 웹 브라우저에서 다르게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606 컴포넌트의 background 속성에 이미지와 그라데이션을 모두 설정한 경우 이미지만 표시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605 컴포넌트의 background 속성에 그라데이션과 배경색을 모두 설정한 경우 배경색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572 화면 분할이 설정된 Form에서 canstepchange 이벤트의 반환값이 false일 때 step을 변경하면 step index는

변경되지 않으면서 step 이동이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305 nexacro.open 메소드 사용시 strOpenStyle 파라미터에 작은따옴표(')를 사용했을 경우 문자열이 잘려서 출력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403 애플리케이션 수행시 x 버튼으로 종료하면 onexit 이벤트가 2회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

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518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Excel 파일 익스포트시 폼 상태표시줄에 있는 ProgressBar의 상태 표시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607 컴포넌트의 background 속성에서 bg-image > imageurl 설정시 'none' 값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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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78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동적으로 객체 생성/삭제를 반복할 경우 메모리 누수(Leak)가 발생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78395 LiteDBConnection 오브젝트에서 잘못된 datasouce를 지정하고 오픈했을 경우 onerror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907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TypeDefinition > Services]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등록할 때 URL의 끝에 '/'를 입력하면

애플리케이션에서 트랜잭션 호출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285 ExcelExportObject 오브젝트에서 exporttype 속성을 'nexacro.ExportTypes.EXCEL97'로 설정하여 다중 익

스포트를 수행할 경우 배경이 검정색으로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304 Camera 오브젝트에서 gettype 속성을 'imagedata'로 설정하고 takePicture 메소드를 호출할 때 takePicture

메소드가 동작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동작해도 onerror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모바일 환경

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210 Div 컴포넌트내에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innerdataset으로 바인딩한 후 실행 시 "Uncaught ReferenceError: [

Component].innerdataset is not defined"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306 앱에서 주소록 접근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ContactSet 오브젝트가 있는 폼 화면을 오픈하려는 경우 화면이 그

려지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56.5.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8083 넥사크로스튜디오의 Archive Manager에서 XML 파일을 포함하여 패키징하는 경우 XML 파일이 누락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78028 넥사크로스튜디오 Grid Contents Editor에서 expr 속성의 expr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994 넥사크로 스튜디오 테마 편집기에서 테마의 이미지를 선택 후 Rename을 하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77992 넥사크로 스튜디오 [Options > Generate > Css Generate]에서 옵션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77851 넥사크로 스튜디오 테마 편집기에서 Selector를 추가하는 경우 'Add Selector', 'Add Child Selector' 팝업창

에서 Selector 체크 후 해제시 Result 화면에 표시된 Selector가 사라지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705 넥사크로 스튜디오 테마 편집기에서 테마 이미지 삭제 명령으로 Remove Images 팝업이 오픈됐을 때 [Cancel]

버튼에 포커싱되어 있음에도 엔터키를 입력하면 삭제가 수행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661 넥사크로 스튜디오 스크립트 편집기에서 잘못된 형태로 Switch/Case문 사용시 Syntax Error를 검출하지 못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644 넥사크로 스튜디오 [Tools > Options > Environment > Startup]에서 "Reopen last project" 옵션 설정이 적

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604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Start Page 콘텐츠가 갱신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553 넥사크로 스튜디오 메뉴의 [Edit > Go to Line] 기능을 사용하여 편집기의 접혀 있는 라인으로 이동하는 경우 해

당 라인이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550 넥사크로플랫폼14를 넥사크로플랫폼17로 마이그레이션한 프로젝트(XPRJ)에서 마이그레이션 로그 파일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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픈했을 때 로그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728 넥사크로 스튜디오 테마 편집기에서 Selector의 스타일 속성값을 변경 후 Generate 했을 경우 변경값이 적용되

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150 넥사크로 스튜디오 테마 편집기(Xcss Editor)에서 Selector를 주석처리 후 Undo(Ctrl+z) 동작시 Selector의 위

치가 이동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167 넥사크로 스튜디오 Xcss 편집기에서 [Ctrl + s] 핫키가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172 넥사크로 스튜디오 Xcss 편집기 사용시 해당 selector에서 지원하지 않는 속성이 편집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198 넥사크로 스튜디오 Xcss 편집기에서 selector 선택이 유지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492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마이그레이션된 프로젝트를 오픈한 후 마이그레이션 전/후 코드를 비교하는 Show Diff

erence 메뉴 실행시 콘텍스트 메뉴의 표시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533 넥사크로플랫폼 14 프로젝트를 17 프로젝트로 마이그레이션시 사용자가 추가한 Accessibility.json 모듈이 마

이그레이션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534 넥사크로플랫폼 14 프로젝트를 17 프로젝트로 마이그레이션시 enableaccessibility 속성의 설정이 environme

nt 및 screen으로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540 넥사크로플랫폼 14 프로젝트를 17 프로젝트로 마이그레이션시 Migration Log 창에서 일부 Error Log에서 메

시지가 누락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541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Migration Log 창에서 Error Log 표시를 해제한 경우에도 Error Log가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397 넥사크로 스튜디오 메뉴의 [Tools > Options > Project > Generate > Css Generate]에서 Browser 옵션의 아

이콘 순서가 잘못 나열된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256 넥사크로 스튜디오 실행 시 기본 윈도우 테마가 생성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300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Grid 컴포넌트를 사용한 폼을 재오픈할 경우 폼 디자인 창의 Grid 헤드 컬럼이 하얗게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35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폼 파일(XFDL) 로드중 비정상 종료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554 넥사크로 스튜디오 Theme 편집기에서 Selector Explorer 창에서 방향키를 사용해

Selector 목록을 이동시 창이 깜빡거리고 선택된 Selector가 변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398 넥사크로 스튜디오 [Theme 편집기 > Selector Explorer]에서 콘텍스트 메뉴의 Generate Options을 실행한

후 XCSS Generate Browser 팝업에서 브라우저 변경시 Theme와 XCSS가 재빌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RP 설명

56.5.3 기타

RP 설명

78138 넥사크로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본 테마(xtheme)의 잘못된 속성값 설정, 이미지 누락 및 경로 오류 문제를 수

정했습니다.

76388 통신중 timeout 발생시 onerror 이벤트에서 잘못된 statuscode(12002)가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883 CSS에서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고 color 지정시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8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8438 테마에서 [.Tab .tabbuttonitem .tabbuttonitemtext]에 -nexa-vertical-align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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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시 middle과 bottom값이 동일하게 정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 발생한 오류

입니다).

RP 설명

56.6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78131 도움말항목중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Objects > GridCellControl > Property > edittype]의

Setting Syntax에서 masknumber와 그 설명이 삭제되었습니다.

77625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 -nexa-edge 속성의 Remark 설명에서 CSS3 관련 웹브라우저 제약 사항에 관한 설명

이 수정되었습니다.

77606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 background 속성에서 배경 이미지와 그라데이션이 모두 설정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

이 수정되었습니다.

77605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 background 속성에서 배경 색과 그라데이션이 모두 설정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수

정되었습니다.

77574 도움말 항목 중 [Data Objects > ColumnInfo > Property > prop]의 Setting Syntax에서 "KEY" 항목이 삭제

되었습니다.

77607 도움말 항목 중 각 컴포넌트의 backgournd 속성에서 bg-image, imageurl에 관한 설명이 수정되었습니다.

78363 도움말 항목 중 [nexacroAPI > Method > open] 메소드에서 Widget 관련 설명이 삭제되었습니다.

78369 도움말 항목 중 [Data Objects > Dataset > Event > onvaluechanged] 이벤트의 Remark 설명에 setColumn

메소드 관련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78325 도움말 항목 중 Form, Application 오브젝트의 transaction 메소드의 Remark 설명에서 서버로부터 전달된 파

라미터 처리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77876 도움말 항목 중 [Components > Component > Grid > Property > word-spacing]

속성의 Setting Syntax의 스크립트 사용 예제 코드의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928 도움말 항목 중 각 컴포넌트의 minwidth, maxwidth 속성의 Remark에 값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

습니다.

78352 도움말 항목 중 [Communication Objects > XPush > Objects > CommandControl] 오브젝트와 그 하위 속

성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78437 도움말 항목 중 FileUpload 컴포넌트, [Components > Component > VirtualFile > Property > fullpath] 속

성, [EventInfo Objects > VirtualFileEventInfo > Property > filesize] 속성의 설명에 Chrome, Filefox 브라우

저에서의 fakepath에 관한 제약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78439 도움말 항목 중 MenuItemControl, PopupMenuItemControl, TabButtonItemControl 오브젝트의 -nexa-p

adding와 -nexa-border 속성에서 Remark에 컨트롤 크기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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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7.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0.0.400

File Version 2018.01.25.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57.2 신규기능

1. Grid에서 expr 을 사용하는 cell들 중 update가 필요한 cell만 선별적으로 redraw 하는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RP.77471)

설명

• Grid의 Cell 에 설정된 Expr 값을 갱신할 때 다른 Row 와 Cell 의 Expr 값을 갱신할 지 여부를 설정하는 cellexprupdatecon

dition property를 추가 했습니다.

• Grid 에서 Cell 에 설정된 Expr 값을 모두 갱신하는 메소드 redrawExprCell method를 추가 했습니다.

Property / Method 내용

cellexprupdatecondition Syntax)

Grid.set_cellexprupdatecondition(enumCondition) // set

Grid.cellexprupdatecondition // get

Parameter)

enumCondition ::= 'none' | 'all' | 'cell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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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 Cell 에 Expr 값이 갱신될 때 다른 Row 의 Expr 값을 갱신하지 않습

니다.

"all" : Cell 에 Expr 값이 갱신될 때 다른 Row 와 Cell 의 Expr 값을 모두 갱신

합니다.

"celltext" : Cell 에 Expr 값이 갱신되면 모든 Cell 의 text와 expr 속성에 설

정된 Expr 값만 갱신합니다.

값을 생략할 경우 "all" 값이 적용됩니다.

참고)

redrawExprCell() 메소드를 실행하면 cellexprupdatecondition 속성값과

관계없이 설정된 모든 Expr 값을 즉시 갱신합니다.

redrawExprCell Syntax)

Grid.redrawExprCell( [enumBand] )

Parameter)

enumBand : Cell 에 설정된 Expr 값을 갱신할 밴드를 문자열로 설정합니다.

"head" 설정 시 Head 밴드 영역의 Cell 에 설정된 Expr 값을 갱신합니다.

"body" 설정 시 Body 밴드 영역의 Cell 에 설정된 Expr 값을 갱신합니다.

"summary" 설정 시 Summary 밴드 영역의 Cell 에 설정된 Expr 값을 갱신합

니다.

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전체 밴드 영역의 Cell 에 설정된 Expr 값을 모두 갱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2. Dataset 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 변경으로 추가 및 변경된 Method가 있습니다.(RP.76097)

설명

• Dataset의 Filter상태와 상관없이 동작하는 Method들을 추가 했습니다.

• Dataset에서 expr파라미터를 사용하는 Methode의 경우에는 expr에 array로 value를 넘겨줄 수 있는 파라미터를 추가 했

습니다.

Method 추가한 메소드 내용

createDataset 필터링된 Row 를 제외한 범위에서 설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Row 로 이루어진 DataS

et 을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createDatasetNF 필터링된 Row 를 포함한 범위에서 설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Row 로 이루어진 DataS

et 을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extractRows 필터링된 Row 를 제외한 범위에서 조건표현식을 만족하는 Row 의 인덱스 배열을 반

환하는 메소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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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RowsNF 필터링된 Row 를 포함한 범위에서 조건표현식을 만족하는 Row 의 인덱스 배열을 반

환하는 메소드입니다.

findMaxLengthRow 필터링된 Row 를 제외한 범위에서 특정 Column 의 데이터 길이가 가장 긴 Row 의

인덱스를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findMaxLengthRowNF 필터링된 Row 를 포함한 범위에서 특정 Column 의 데이터 길이가 가장 긴 Row 의

인덱스를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findRowAsNF 필터링된 Row 를 포함한 범위에서 특정 Column 값이 전달된 값으로 시작되는 첫번

째 Row 의 인덱스를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findRowExprNF 필터링된 Row 를 포함한 범위에서 조건표현식을 만족하는 첫번째 Row 의 인덱스를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findRowNF 필터링된 Row 를 포함한 범위에서 특정 Column 값이 전달된 값과 일치하는 첫번째

Row 의 인덱스를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getCaseAvgNF 필터링된 Row 를 포함한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Row 의 특정 Column 값 또는 계

산값의 평균값을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getCaseCountNF 필터링된 Row 를 포함한 범위에서 조건표현식을 만족하는 Row 의 전체 갯수를 반환

하는 메소드입니다.

getCaseMaxNF 필터링된 Row 를 포함한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Row 의 특정 Column 값 또는 계

산값 중 최대값을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getCaseMinNF 필터링된 Row 를 포함한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Row 의 특정 Column 값 또는 계

산값 중 최소값을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getCaseSumNF 필터링된 Row 를 포함한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Row 의 특정 Column 값 또는 계

산값의 합계값를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getColIndex DataSet 에서 전달된 ID 에 해당하는 Column 의 인덱스를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getColumnNF 필터링된 Row 를 포함한 범위에서 지정한 Row 와 Column 의 현재값을 반환하는 메

소드입니다.

getConstColIndex DataSet 에서 전달된 ID 에 해당하는 Const Column 의 인덱스를 반환하는 메소드입

니다.

getCount 필터링된 Row 를 제외한 범위에서 특정 Column 에 데이터가 있는 Row 의 갯수를 반

환하는 메소드입니다.

getOrgColumnNF 필터링된 Row 를 포함한 범위에서 지정한 Row 와 Column 의 초기값을 반환하는 메

소드입니다.

getRowCountNF 필터링된 Row 를 포함한 범위에서 Row 의 전체 갯수를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getRowsAvg 필터링된 Row 를 제외한 범위에서 특정 Row 의 Column 값 또는 계산값의 평균값을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getRowsAvgNF 필터링된 Row 를 포함한 범위에서 특정 Row 의 Column 값 또는 계산값의 평균값을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getRowsCount 필터링된 Row 를 제외한 범위에서 특정 Row 중 Column 에 데이터가 있는 Row 의

갯수를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getRowsCountNF 필터링된 Row 를 포함한 범위에서 특정 Row 중 Column 에 데이터가 있는 Row 의

갯수를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getRowsMax 필터링된 Row 를 제외한 범위에서 특정 Row 의 Column 값 또는 계산값 중 최대값을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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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RowsMaxNF 필터링된 Row 를 포함한 범위에서 특정 Row 의 Column 값 또는 계산값 중 최대값을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getRowsMin 필터링된 Row 를 제외한 범위에서 특정 Row 의 Column 값 또는 계산값 중 최소값을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getRowsMinNF 필터링된 Row 를 포함한 범위에서 특정 Row 의 Column 값 또는 계산값 중 최소값을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getRowsSum 필터링된 Row 를 제외한 범위에서 특정 Row 의 Column 값 또는 계산값의 합계값을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getRowsSumNF 필터링된 Row 를 포함한 범위에서 특정 Row 의 Column 값 또는 계산값의 합계값을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getRowTypeNF 필터링된 Row 를 포함한 범위에서 지정된 Row 의 타입을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lookupAsNF 필터링된 Row 를 포함한 범위에서 특정 Column 값이 전달값으로 시작하는 첫번째 R

ow 의 지정된 Column 값을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setColumnNF 필터링된 Row 를 포함한 범위에서 특정 Row 의 Column 값을 변경하는 메소드입니

다.

setRowTypeNF 필터링된 Row 를 포함한 범위에서 특정 Row 의 타입값을 변경하는 메소드입니다.

Method [Parameter] 추가한 파라미터 내용

findRowExpr [arrArgs] Styntax)

Dataset.findRowExpr( strExpr [ ,nStartIdx [ ,nEndIdx [ ,arrArgs] ] ])

arrArgs: strExpr 파라미터에 정의된 치환문에 치환 될 값을 배열형태로 설정하는 파

라미터 입니다.

사용방법)

"$ + 숫자" 형식에서 숫자값이 배열의 인자값으로 사용됩니다.

즉, "$0" 은 arrArgs[0] 값으로, "$2" 는 arrArgs[2] 값으로 치환됩니다.

getAvg [bExcludeNull[,arrArgs]] Styntax)

Dataset.getAvg( strExpr [ ,nStartIdx [ ,nEndIdx [ ,bExcludeNull [ ,arrArgs ] ] ] ]

)

bExcludeNull: Column 값 또는 계산값이 null 일 때 평균값 계산에서 제외할 지 여부

를 설정하는 파라미터 입니다.

사용방법)

"true" 설정 시 평균값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false" 설정 시 평균값 계산에 포함합니다.(default)

arrArgs: strExpr 파라미터에 정의된 치환문에 치환 될 값을 배열형태로 설정하는 파

라미터 입니다.

사용방법)

"$ + 숫자" 형식에서 숫자값이 배열의 인자값으로 사용됩니다.

즉, "$0" 은 arrArgs[0] 값으로, "$2" 는 arrArgs[2] 값으로 치환됩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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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AvgNF [bExcludeNull[,arrArgs]] Styntax)

Dataset.getAvgNF( strExpr [ ,nStartIdx [ ,nEndIdx [ ,bExcludeNull [ ,arrArgs ] ]

] ] )

bExcludeNull: Column 값 또는 계산값이 null 일 때 평균값 계산에서 제외할 지 여부

를 설정하는 파라미터 입니다.

사용방법)

"true" 설정 시 평균값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false" 설정 시 평균값 계산에 포함합니다.(default)

arrArgs: strExpr 파라미터에 정의된 치환문에 치환 될 값을 배열형태로 설정하는 파

라미터 입니다.

사용방법)

"$ + 숫자" 형식에서 숫자값이 배열의 인자값으로 사용됩니다.

즉, "$0" 은 arrArgs[0] 값으로, "$2" 는 arrArgs[2] 값으로 치환됩니다

getCaseAvg

[bExcludeNull[,arrCmpArgs[ ,arrVal

Args ] ] ]

Styntax)

Dataset.getCaseMax( strCmpExpr, strValExpr [ ,nStartIdx [ ,nEndIdx [ ,bExclu

deNull [ ,arrCmpArgs [ ,arrValArgs ] ] ] ] ] )

bExcludeNull: Column 값 또는 계산값이 null 일 때 평균값 계산에서 제외할 지 여부

를 설정하는 파라미터 입니다.

사용방법)

"true" 설정 시 평균값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false" 설정 시 평균값 계산에 포함합니다.(default)

arrCmpArgs: strCmpExpr 파라미터에 정의된 치환문에 치환 될 값을 배열형태로 설

정하는 파라미터 입니다.

사용방법)

"$ + 숫자" 형식에서 숫자값이 배열의 인자값으로 사용됩니다.

즉, "$0" 은 arrArgs[0] 값으로, "$2" 는 arrArgs[2] 값으로 치환됩니다

arrValArgs: strValExpr 파라미터에 정의된 치환문에 치환 될 값을 배열형태로 설정하

는 파라미터 입니다.

사용방법)

"$ + 숫자" 형식에서 숫자값이 배열의 인자값으로 사용됩니다.

즉, "$0" 은 arrArgs[0] 값으로, "$2" 는 arrArgs[2] 값으로 치환됩니다

getCaseCount [arrArgs] Styntax)

Dataset.getCaseCount( strExpr [ ,nStartIdx [ ,nEndIdx [ ,arrArgs] ] ] )

arrArgsstrExpr 파라미터에 정의된 치환문에 치환 될 값을 배열형태로 설정하는 파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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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 입니다.

사용방법)

"$ + 숫자" 형식에서 숫자값이 배열의 인자값으로 사용됩니다.

즉, "$0" 은 arrArgs[0] 값으로, "$2" 는 arrArgs[2] 값으로 치환됩니다

getCaseMax [arrCmpArgs[,arrValAr

gs]]

Styntax)

Dataset.getCaseMax( strCmpExpr, strValExpr [ ,nStartIdx [ ,nEndIdx [ ,arrCmp

Args [ ,arrValArgs ] ] ] ] )

arrCmpArgs: strCmpExpr 파라미터에 정의된 치환문에 치환 될 값을 배열형태로 설

정하는 파라미터 입니다.

사용방법)

"$ + 숫자" 형식에서 숫자값이 배열의 인자값으로 사용됩니다.

즉, "$0" 은 arrArgs[0] 값으로, "$2" 는 arrArgs[2] 값으로 치환됩니다

arrValArgs: strValExpr 파라미터에 정의된 치환문에 치환 될 값을 배열형태로 설정하

는 파라미터 입니다.

사용방법)

"$ + 숫자" 형식에서 숫자값이 배열의 인자값으로 사용됩니다.

즉, "$0" 은 arrArgs[0] 값으로, "$2" 는 arrArgs[2] 값으로 치환됩니다

getCaseMin [arrCmpArgs[,arrValAr

gs]]

Styntax)

Dataset.getCaseMin( strCmpExpr, strValExpr [ ,nStartIdx [ ,nEndIdx [ ,arrCmp

Args [ ,arrValArgs ] ] ] ] )

arrCmpArgs: strCmpExpr 파라미터에 정의된 치환문에 치환 될 값을 배열형태로 설

정하는 파라미터 입니다.

사용방법)

"$ + 숫자" 형식에서 숫자값이 배열의 인자값으로 사용됩니다.

즉, "$0" 은 arrArgs[0] 값으로, "$2" 는 arrArgs[2] 값으로 치환됩니다

arrValArgs: strValExpr 파라미터에 정의된 치환문에 치환 될 값을 배열형태로 설정하

는 파라미터 입니다.

사용방법)

"$ + 숫자" 형식에서 숫자값이 배열의 인자값으로 사용됩니다.

즉, "$0" 은 arrArgs[0] 값으로, "$2" 는 arrArgs[2] 값으로 치환됩니다

getCaseSum [arrCmpArgs[,arrValAr

gs]]

Styntax)

Dataset.getCaseSum( strCmpExpr, strValExpr [ ,nStartIdx [ ,nEndIdx [ ,arrCm

pArgs [ ,arrValArgs ] ] ] ] )

arrCmpArgs: strCmpExpr 파라미터에 정의된 치환문에 치환 될 값을 배열형태로 설

정하는 파라미터 입니다.

사용방법)

"$ + 숫자" 형식에서 숫자값이 배열의 인자값으로 사용됩니다.

즉, "$0" 은 arrArgs[0] 값으로, "$2" 는 arrArgs[2] 값으로 치환됩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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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ValArgs: strValExpr 파라미터에 정의된 치환문에 치환 될 값을 배열형태로 설정하

는 파라미터 입니다.

사용방법)

"$ + 숫자" 형식에서 숫자값이 배열의 인자값으로 사용됩니다.

즉, "$0" 은 arrArgs[0] 값으로, "$2" 는 arrArgs[2] 값으로 치환됩니다

getCountNF [nStartIdx[,nEndIdx]] Styntax)

Dataset.getCountNF( [ strColID [ ,nStartIdx [ ,nEndidx ] ] ] ] )

nStartIdx: DataSet 에서 검색을 시작할 Row 의 인덱스를 설정합니다.

nEndIdx: DataSet 에서 검색을 종료할 Row 의 인덱스에 1을 더한 값을 설정합니다.

getMax [arrArgs] Styntax)

Dataset.getMax( strExpr [ ,nStartIdx [ ,nEndIdx [ ,arrArgs ] ] ] ] )

arrArgs: strExpr 파라미터에 정의된 치환문에 치환 될 값을 배열형태로 설정하는 파

라미터 입니다.

사용방법)

"$ + 숫자" 형식에서 숫자값이 배열의 인자값으로 사용됩니다.

즉, "$0" 은 arrArgs[0] 값으로, "$2" 는 arrArgs[2] 값으로 치환됩니다

getMaxNF [arrArgs]] Styntax)

Dataset.getMaxNF( strExpr [ ,nStartIdx [ ,nEndIdx [ ,arrArgs ] ] ] ] )

arrArgs: strExpr 파라미터에 정의된 치환문에 치환 될 값을 배열형태로 설정하는 파

라미터 입니다.

사용방법)

"$ + 숫자" 형식에서 숫자값이 배열의 인자값으로 사용됩니다.

즉, "$0" 은 arrArgs[0] 값으로, "$2" 는 arrArgs[2] 값으로 치환됩니다

getMin [arrArgs]] Styntax)

Dataset.getMin( strExpr [ ,nStartIdx [ ,nEndIdx [ ,arrArgs ] ] ] ] )

arrArgs: strExpr 파라미터에 정의된 치환문에 치환 될 값을 배열형태로 설정하는 파

라미터 입니다.

사용방법)

"$ + 숫자" 형식에서 숫자값이 배열의 인자값으로 사용됩니다.

즉, "$0" 은 arrArgs[0] 값으로, "$2" 는 arrArgs[2] 값으로 치환됩니다.

getMinNF [arrArgs]] Styntax)

Dataset.getMinNF( strExpr [ ,nStartIdx [ ,nEndIdx [ ,arrArgs ] ] ] ] )

arrArgs: strExpr 파라미터에 정의된 치환문에 치환 될 값을 배열형태로 설정하는 파

라미터 입니다.

사용방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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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 형식에서 숫자값이 배열의 인자값으로 사용됩니다.

즉, "$0" 은 arrArgs[0] 값으로, "$2" 는 arrArgs[2] 값으로 치환됩니다

getSum [arrArgs]] Styntax)

Dataset.getSum( strExpr [ ,nStartIdx [ ,nEndIdx [ ,arrArgs ] ] ] ] )

arrArgs: strExpr 파라미터에 정의된 치환문에 치환 될 값을 배열형태로 설정하는 파

라미터 입니다.

사용방법)

"$ + 숫자" 형식에서 숫자값이 배열의 인자값으로 사용됩니다.

즉, "$0" 은 arrArgs[0] 값으로, "$2" 는 arrArgs[2] 값으로 치환됩니다.

getSumNF [arrArgs]] Styntax)

Dataset.getSumNF( strExpr [ ,nStartIdx [ ,nEndIdx [ ,arrArgs ] ] ] ] )

arrArgs: strExpr 파라미터에 정의된 치환문에 치환 될 값을 배열형태로 설정하는 파

라미터 입니다.

사용방법)

"$ + 숫자" 형식에서 숫자값이 배열의 인자값으로 사용됩니다.

즉, "$0" 은 arrArgs[0] 값으로, "$2" 는 arrArgs[2] 값으로 치환됩니다

lookup [arrArgs] Styntax)

Dataset.lookup( strColID, varCmpVal, strOutputColID [ ,arrArgs ] ] ] ] )

arrArgs: strColID 파라미터에 정의된 치환문에 치환 될 값을 배열형태로 설정하는 파

라미터 입니다.

사용방법)

"$ + 숫자" 형식에서 숫자값이 배열의 인자값으로 사용됩니다.

즉, "$0" 은 arrArgs[0] 값으로, "$2" 는 arrArgs[2] 값으로 치환됩니다

lookupAs [arrArgs] Styntax)

Dataset.lookupAs( strColID, varCmpVal, strOutputColID [ ,arrArgs ] )

arrArgsAs: strColID 파라미터에 정의된 치환문에 치환 될 값을 배열형태로 설정하는

파라미터 입니다.

사용방법)

"$ + 숫자" 형식에서 숫자값이 배열의 인자값으로 사용됩니다.

즉, "$0" 은 arrArgs[0] 값으로, "$2" 는 arrArgs[2] 값으로 치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3. 화면 크기 및 기타 환경변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Environment에서 onload event를 추가 했습니다.

설명

• Environment에 onload event를 추가 했습니다.

Event 내용

onload nexacro 엔진이 로드된 후 Application 과 Form 이 로드되기 전에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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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57.3 변경기능

1. 이번 버전엔 주요 변경 기능이 없습니다.

57.4 오류수정

57.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Dataset

RP 설명

77506 Dataset 오브젝트에서 euc-kr로 인코딩된 파일을 append 메소드로 로딩했을 경우 한글이 깨지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윈도우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Div

RP 설명

77306 Div 컴포넌트에서 높이 변경으로 수직 스크롤바가 표시될 때 화면 영역 일부를 가리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dit

RP 설명

77973 Edit 컴포넌트에서 바인딩된 데이터의 타입이 숫자형인 경우 0을 정상적으로 표시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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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RP 설명

77555 Grid 컴포넌트에서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reset 메소드 실행 시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77369 Grid 컴포넌트에서 setRealRowSize 메소드로 서브 셀의 높이를 설정하는 경우 크기 조절이 안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77085 Grid 컴포넌트에서 스크롤 동작시 테두리가 정상적으로 그려지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넥사크로

브라우저 사용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035 Grid 컴포넌트에서 Cell의 text 속성에 'binder', 'expr', 'expression' 등의 문자열이 설정되는 경우 화면에 표

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963 Grid 컴포넌트에서 nodatatext 속성을 설정하면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nodatatext에 설정된 값이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ListBox

RP 설명

77856 ListBox 컴포넌트에서 vscroll만 있을 때 리사이즈 등으로 hscroll이 생성되는 경우 가장 하단의 항목이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enu

RP 설명

72658 Menu 컴포넌트에서 폰트에 bold 효과 적용시 문자열이 잘려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넥사크로 브

라우저 사용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TextArea

RP 설명

77792 TextArea 컴포넌트에서 반복적으로 키 입력시 스크롤바가 이상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 넥사크

로 브라우저 사용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5790 TextArea 컴포넌트에서 키 입력으로 수직 스크롤바가 표시되는 경우 마지막 라인이 잘려보이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웹 브라우저 사용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77704 Div와 같은 컨테이너 컴포넌트를 사용한 화면에서 포커스 이동시 컨테이너 컴포넌트 내부에 컴포넌트가 있는 경

우에는 내부 컴포넌트로 포커스가 가도록, 내부 컴포넌트가 없는 경우에는 포커스가 가지 않도록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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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iOS 운영체제에서 기본 웹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478 Environment 오브젝트의 scrollbartype 속성을 auto나 autoindicator가 포함된 값으로 설정할 경우 스크롤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801 모바일 장치에서 화면 로딩시 프레임이 설정된 크기보다 작게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넥사크로 브

라우저 실행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57.4.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7203 넥사크로스튜디오 Environment 편집기 화면에서 Preview relation with App 창에 스크롤바가 표시되는 경우

마우스 휠로 스크롤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852 넥사크로스튜디오의 폼 디자인 화면에서 Tab 컴포넌트 사용시 tabindex 속성을 변경해도 탭 페이지가 변경되

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8018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nexacrodeploy17.exe를 사용하는 경우 NOCOMMENT 옵션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57.4.3 기타

RP 설명

76931 CSS에서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고 color 지정시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8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427 enabletouchevent 속성이 false로 설정된 상태에서 모바일 장치에 블루투스 마우스를 연결하여 사용시 클릭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크롬 브라우저 58 버전 이상 사용시 발생한 오류입니

다).

77485 웹 브라우저에서 접근성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한글 텍스트를 정상적으로 읽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

S 웹 브라우저 사용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57.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77704 도움말 항목 중 컴포넌트의 accessibilityenable 속성에서 모바일 환경에서의 제약사항에 관한 설명을 수정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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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49 도움말 항목 중 GoogleMapErrorEventInfo 오브젝트의 errormsg 속성에서 에러 메시지 타입에 따른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77849

77848

도움말 항목 중 Dataset 오브젝트의 getCaseAvg, getCaseAvgNF, getAvg, getAvgNF 메소드 반환값에 대한

설명에서 평균을 구할 수 없는 경우 NaN을 반환하는 것으로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R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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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8.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0.0.300

File Version 2017.12.19.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58.2 신규기능

1. Grid의 Cell에 Calendar 및 Combo popupsize를 공통 적용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RP.76811)

설명

• Grid에 Calendar의 popupsize를 공통 적용 하기위한 cellcalendarpopupsize property를 추가 했습니다.

• Grid에 Combo의 popupsize를 공통 적용 하기위한 cellcombopopupsize property를 추가 했습니다.

• GridCellControl에 Combo의 popupsize를 적용 하기위한 combopopupsize property를 추가 했습니다.

Property 내용

cellcalendarpopupsize Syntax)

Grid.set_cellcalendarpopupsize(strSize) // set

Grid.cellcalendarpopupsize // get

Parameter)

strSize ::= <strWidth> [<strHeight>]



653 | 제품 정보

<strWidth> : 팝업달력의 너비를 pixel 단위의 문자열로 설정합니다.

<strHeight> : 팝업달력의 높이를 pixel 단위의 문자열로 설정합니다.

값을 생략할 경우 <strWidth> 값이 적용됩니다.

cellcombopopupsize Syntax)

Grid.set_cellcombopopupsize(strSize) // set

Grid.cellcombopopupsize // get

Parameter)

strSize ::= <strWidth> [<strHeight>]

<strWidth> : 아이템 리스트의 너비를 pixel 단위의 문자열로 설정합니다.

<strHeight> : 아이템 리스트의 높이를 pixel 단위의 문자열로 설정합니다.

값을 생략할 경우 <strWidth> 값이 적용됩니다.

combopopupsize Syntax)

GridCellControl.set_combopopupsize(strSize) // set

GridCellControl.combopopupsize // get

Parameter)

strSize ::= <strWidth> [<strHeight>]

<strWidth> : 아이템 리스트의 너비를 pixel 단위의 문자열로 설정합니다.

<strHeight> : 아이템 리스트의 높이를 pixel 단위의 문자열로 설정합니다.

값을 생략할 경우 <strWidth> 값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2. Android,iOS,macOS 런타임에서 초기로딩시 발생하는 오류의 내용을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RP.77036 76773 76772)

설명

저장위치) 출력된 파일의 경로는 OS및 기기, 내-외부 저장시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Android : [출력경로]/logs/yyyy_MM_dd.txt

• iOS : itunes -> App -> 파일공유

• macOS : /user/rPwjddlfma/Library/nexacro/17/nexacro_startError.log

사용방법) 앱빌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작업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앱빌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앱의 넥사크로플랫

폼 설정 파일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Android : app/res/nexacro_config.xml의 <nexacro-config>테그 안에 <application file-logging="true"/>을 추가

• iOS : data/nexacro_config.xml의 <nexacro-config>테그 안에 <application file-logging="true"/>을 추가

• macOS : 별도 작업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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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변경기능

1. Theme Editor의 사용성을 개선했습니다.(RP.77096 )

설명

변경 전

• Theme Editor의 Main 영역이 Selector Explorer 화면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Selector Explorer 화면의 그룹 정렬이 각 Component 별 그룹으로 표시되었습니다.

• Selector 생성 시 다른 Type의 Selector인 경우에만 Multi Selector로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 Theme

Editor의 Main 영역을 Xcss Editor 화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Selector Explorer 화면의 그룹 정렬을 각 Selector 별 그룹으로 표시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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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Selector 생성 시 동일한 Type의 Selector인 경우에도 Multi Selector로 생성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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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css

Editor 화면에서 “View” ContextMenu가 추가되었습니다.

• Native

Code Preview 화면을 숨김으로 변경했습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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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 Selector에서 각 Selector 간에 줄 바꿈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설명

58.4 오류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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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alendar

RP 설명

76286 Calendar 컴포넌트의 popuptype 속성 값이 "system"인 경우 readonly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해도 컴포넌

트 클릭 시 팝업이 동작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ChildFrame

RP 설명

77361 ChildFrame 오브젝트의 taskbaricon 속성 설정시 선택 목록에 이미지가 아닌 xfdl이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Dataset

RP 설명

76845 Dataset 오브젝트에 constcolumn이 있는 경우 saveBIN 메소드 실행 시 값을 바이너리로 반환하지 못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995 Dataset 오브젝트의 copyData 메소드 실행 후 addColumn 메소드를 실행했을 경우 추가된 컬럼에 다른 컬럼

의 값이 설정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Div

RP 설명

76958 Div 컴포넌트에서 Step Control을 사용하는 폼을 로딩한 후 종 스크롤 했을 경우 화면에 스크롤된 영역이 표시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121 Div 컴포넌트 내에서 팝업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경우 화면을 전환해도 팝업 컴포넌트가 제거되지 않아 내부적으

로 기존 입력 값을 그대로 갖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웹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230 Div 컴포넌트의 onvscroll 이벤트 발생시 스크롤바의 상태 정보를 갖는 ScrollEventInfo 오브젝트의 type 속성

이 잘못된 상태 값을 갖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iOS 운영체제에서 넥사크로/기본 웹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Edit

RP 설명

76324 Edit 컴포넌트에서 텍스트를 입력하는 경우 설정된 maxlength 속성 값보다 많이 입력되는 오류 및 텍스트 삭제

시 삭제된 텍스트가 다시 복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iOS 운영체제에서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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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77295 Edit 컴포넌트에서 inputtype 속성을 "digit, alpha"로 설정하고 inputmode 속성을 "upper"로 설정했을 경우

에 한글 입력 후 영문 입력시 upper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Chrome 브라우저 사용 시 발

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FileUpload

RP 설명

77252 FileUpload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생성한 후 파일 업로드 수행시 업로드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onerror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Grid

RP 설명

75576 Grid 컴포넌트 Cell의 edittype 속성의 값이 "textarea"인 경우 편집 모드에서 스크롤바가 동작하지 않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75698 Grid 컴포넌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maskeditcontrol", maskedittype 속성값이 "number"인 경우 Cell의

내용이 왼쪽으로 정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055 Grid 컴포넌트에서 스크롤시 플링(Fling)이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넥사크로 브라우저 사

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148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border 속성을 설정시 셀의 테두리가 설정보다 두꺼워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ImageViewer

RP 설명

75589 ImageViewer 컴포넌트에서 포토샵 CS5로 작업한 이미지 로딩 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

크로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MaskEdit

RP 설명

76729 MaskEdit 컴포넌트의 onchanged 이벤트 함수에서 value 속성을 설정하는 경우 설정한 값이 화면에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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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tch

RP 설명

76929 Sketch 컴포넌트에서 saveSketch 메소드 실행 시 결과에 상관없이 false 값을 반환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macOS 운영체제에서 넥사크로 브라우저 사용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Tab

RP 설명

76681 Tab 컴포넌트에서 TabButton과 TagPage에 모두 border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TabPage의 테두리가 TabBu

tton의 테두리 위로 올라오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extArea

RP 설명

77034 스크롤이 있는 TextArea 컴포넌트를 포함한 폼을 최초 실행하는 경우 TextArea 컴포넌트 스크롤의 트랙바가

나타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햇습니다 (macOS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7342 폼 로딩시 TextArea 컴포넌트의 텍스트가 잘려 보이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윈도우/macOS 운영체제에서 넥

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75480 Div 컴포넌트에 연결된 Form에서 titletext와 statustext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878 컴포넌트의 width 속성 단위를 "%"로 설정한 후 실행화면에서 폼의 가로 사이즈를 컴포넌트보다 작게 조절하

는 경우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011 컴포넌트에서 인자를 "0, 0, 0, 0"으로 설정하여 move 메소드를 호출하는 경우 컴포넌트의 크기가 변경되지 않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099 디플로이한 프로젝트를 IE 브라우저에서 오픈한 후 system 오브젝트의 print 메소드를 사용하여 컴포넌트 이미

지를 프린터로 출력하려는 경우 미리보기 창이 작게 오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

류입니다).

77309 스크롤 기능이 있는 컴포넌트의 scrollbartype 속성을 "autoindicator"로 설정하고 스크롤 동작 시 스크롤 인디

케이터바가 표시/제거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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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2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5801 넥사크로 스튜디오 디자인 화면에서 Div 컴포넌트 내부에 Div 컴포넌트가 있는 경우 내부 Div 컴포넌트를 편집

모드 상태에서 크기 변경하면 컴포넌트의 위치가 이동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476 넥사크로 스튜디오 메뉴의 [Assist > Code Snippet] 편집기에서 콘텍스트 메뉴를 열어 [Insert reserved string

> Date > $DATE_LOCALE$]를 선택하는 경우 "$DATE_REVERSE$"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631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Project Explorer > TypeDefinition > Object] 편집기에서 등록된 모듈의 순서를 변경하

는 Up/Down 버튼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670 넥사크로 스튜디오 사용시 위자드, 편집기 등의 팝업이 오픈된 상태에서 "ALT + F4" 키를 입력하는 경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783 넥사크로 스튜디오 테마 편집 편집기의 Xcss 편집기에서 Comment/Uncomment Selection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904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Project Explorer > TypeDefinition > Objects]에서 Modules의 하위 오브젝트 리스트

영역에 마우스 오버시 의미없는 컨트롤이 나타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953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Grid Contents Editor에서 Cell의 displaytype 속성을 "checkboxcontrol"로 설정한 경

우 Cell에 체크박스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964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테마가 White인 경우 Grid Contents Editor에서 Cell의 테두리가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77022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테마 편집기에서 Multi Selector의 구분자(,)를 삭제한 뒤 해당 Selector를 선택하는 경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109 넥사크로 스튜디오 17에서 넥사크로플랫폼 14 프로젝트를 17 프로젝트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14 버전의 d

efault_typedef.xml, globalvariables.xml 파일이 17 버전의 typedefinition.xml, appvariables.xml 파일로

변환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134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Dataset Editor에서 Delete selected const column 수행시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

다.

77201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Tools > Options > Environment > Font and Color]에서 "Insert Spaces", "Keep Tab

s" 설정시 변경값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344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Xcss 편집기에서 선택자를 추가한 후 Undo 동작시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526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ListBox 컴포넌트를 생성시 accessibilityaction 속성이 자동으로 설정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58.4.3 기타

RP 설명

77291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기능을 활성화 시 onaccessibilitykey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323 윈도우의 "국가 또는 지역 > 형식"을 일부 언어(몽골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등)로 변경한 후 넥사크로 스튜디

오에서 프로젝트를 오픈하거나 퀵뷰 실행시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326 앱 실행시 Environment 오브젝트의 onerror 이벤트에서 css를 찾을 수 없다는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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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58.5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75576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textareascrollbartype 속성 Remark 설명에서 Cell 편집 모드

에서만 스크롤바가 표시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76848 도움말 항목 중 Dataset 컴포넌트의 loadSSV 메소드에서 Return, Remark 항목에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77016 도움말 항목 중 Calendar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 중에서 이미지 내의 오타를 수정했습니다.

77093 도움말 항목 중 Tab 컴포넌트 insertTabpage 메소드에 대한 설명 중 메소드 사용법 예제 코드에서 url()을 사용

한 잘못된 예를 삭제했습니다.

77229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 Cell 오브젝트의 -nexa-text-align 속성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77516 도움말 항목 중 AudioPlayer 오브젝트의 pan 속성에서 설정 값에 따른 동작 설명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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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9.1 버전정보

Product Version 17.0.0.201

File Version 2017.12.1.1

사용 환경이나 브라우저 기능 차이 또는 제품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제약사항 문서를 참

고해주세요.

제품제약사항

59.2 하위 호환성

1. 제품 내부함수의 이름변경으로 이전 개발된 프로젝트의 수정및 이번에 배포된nexacrou17lib로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설명

발생 현상

● 11월 정기 이전 버전으로 개발된 기존 소스를 nexacro studio에서 열 경우 Initializing

application failed. 오류가 발생하면서 프로젝트가 열리지 않습니다.

● 11월정기 nexacro platform 17 lib를 기존 프로젝트에 넣어서 구동할 경우 Platform.js

:10020 Uncaught TypeError:this.loadTypeDefinition is not a function 오류

가 발생하면서 브라우저 등에서 프로젝트가 열리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위 2가지의 발생현상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결 바랍니다.

1) 새로 배포된 nexacro17_SetupStudio.exe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2) 제너레이트 된 프로젝트의 environment.xml.js파일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env.loadTypedefition = function() -> env.loadTypeDefinition = function()

3) 새로 배포된 nexacro17_frameworklibrary_20171201_1.zip 및 nexacro studio의 ne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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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17lib를 프로젝트에 적용합니다.

설명

59.3 신규기능

1. Grid에 smart scroll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76152)

설명

Grid에 Smart scroll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fastvscrolltype property를 추가 했습니다.

Smart scroll 기능은 스크롤 할 때 표시되는 데이터의 개수를 제한하여 스크롤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fastvscrolltype property는 Grid의 세로 스크롤바에서 TrackBar 또는 fling으로 스크롤 시 팝업으로 표시되는 Row의 위치를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Syntax)

Grid.set_fastvscrolltype(enumType) // set

Grid.fastvscrolltype // get

enumType)

"default" 스크롤 시 팝업으로 특정 Row를 표시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topdisplay" 스크롤 시 Body 영역의 상단에 팝업으로 특정 Row를 표시합니다.

"centerdisplay" 스크롤 시 Body 영역의 중앙에 팝업으로 특정 Row를 표시합니다.

"topbottomdisplay" 스크롤 시 Body 영역의 상단과 하단에 팝업으로 특정 Row를 표시합니다.

"topcenterbottomdisplay" 스크롤 시 Body 영역의 상단, 중앙, 하단에 팝업으로 특정 Row를 표시합니다.

"trackbarfollow" 스크롤 시 TrackBar 의 위치에 따라서 팝업으로 표시된 특정 Row의 위치가 이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WebBrowser의 url 속성이 변경되었을 때 브라우저의 History가 남지 않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RP.76142)

설명

WebBrowser의 url속성이 변경되었을때 브라우저의 History를 남길지 선택하는 useurlhistory Property를 추가 했습니다.

Syntax)

WebBrowser.set_useurlhistory(bHistory) // set

WebBrowser.useurlhistory // get

bHistory)

"true" url 속성이 변경되면 History 기능이 적용되어 웹브라우저의 뒤로가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false" url 속성이 변경되어도 History 기능이 적용되지 않아 웹브라우저의 뒤로가기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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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은 웹만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acro17 Reference Gui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59.4 변경기능

1. trace로깅을 파일로 남기는 기능을 Android Runtime에서도 사용하도록 기능을 확대했습니다.(RP.76786)

설명

변경 전
Environment의 tracemode Property값이 'new', 'append'로 실행 시 trace내용이 Windeos

에서만 로그파일을 남겼습니다.

변경 후
Environment의 tracemode Property값이 'new', 'append'로 실행 시 trace내용이 Windeos

와 Android에서 로그파일을 남겼습니다.

2. NexacroStudio에서 Commandbar Menu의 "Edit -> Comment Selection" 항목의 Hotkey를 "Ctrl + /"로

변경했습니다.(RP.76771)

설명

변경 전 Commandbar Menu의 "Edit -> Comment Selection" 항목의 Hotkey가 "/"로 동작했습니다.

변경 후
Commandbar Menu의 "Edit -> Comment Selection" 항목의 Hotkey가 "Ctrl + /

"로 동작합니다.

3. 각 컴포넌트의 setFocus에 InnerFocus파라미터를 생략했을때 enableaccessibility에 따른 동작을 변경했습니

다.(RP.76058)

설명

변경 전
setFocus에 InnerFocus파라미터를생략했을때 enableaccessibility가 true이면 InnerFocus가

false로 동작했습니다.

변경 후
setFocus에 InnerFocus파라미터를 생략했을때 enableaccessibility값과 무관하게 true로 동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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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오류수정

59.5.1 기본 컴포넌트 / 오브젝트

Calendar

RP 설명

76899 Calendar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normal"인 경우 canchange 이벤트 리턴값을 false로 반환하면 DatePic

ker 팝업이 닫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737 Calendar 컴포넌트의 type 속성값이 "spin" 경우 calendarspinupbutton, calendarspindownbutton 동작

시 월, 일 값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동작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711 Calendar 컴포넌트의 datepicker가 열린 상태에서 Tab 키를 입력 시 datepicker가 닫히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Div

RP 설명

76551 Div 컴포넌트의 form 속성으로 연결된 Form에서 tooltiptext 속성값 변경 시 부모 Form에도 반영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Grid

RP 설명

76863 Grid 컴포넌트의 autosizingtype 속성값이 "both" 또는 "row"인 경우 Cell 오브젝트의 displaytype 속성값이

"checkboxcontrol"인 항목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760 Grid 컴포넌트의 getCurFormatString 메소드 호출 시 파라미터값이 true 인 경우 값이 반환되지 못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677 Grid 컴포넌트의 바인딩된 Dataset 오브젝트의 addRow 메소드 호출 시 Cell 오브젝트의 expandshow 속성

값을 "show"로 지정한 경우 expandimage의 위치가 잘못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586 Grid 컴포넌트의 selectRow 메소드 함수 반환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377 Grid 컴포넌트의 addRow, DeleteRow 메소드 실행 시 세로 스크롤바가 나타나거나 사라지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139 Grid 컴포넌트의 autofittype 속성값을 지정한 경우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애뮬레이터 실행 시 모바일 디바이

스 레이아웃을 선택하면 해당 속성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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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Box

RP 설명

76571 ListBox 컴포넌트의 multiselect 속성값을 true로 지정한 경우 여러 아이템을 선택한 상태에서 getSelectedIte

ms 반환값이 잘못 처리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MaskEdit

RP 설명

76020 디바이스 키보드 자동완성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MaskEdit 컴포넌트에 문자열 입력이 안 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안드로이드 기본 웹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Menu

RP 설명

76581 Menu 컴포넌트에서 MenuClickEventInfo 오브젝트의 속성 중 일부를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Plugin

RP 설명

72335 Plugin 컴포넌트의 classid 속성값 설정 시 해당 객체가 링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E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PopupMenu

RP 설명

76896 PopupMenu 컴포넌트의 onmenuclick 이벤트 발생 시 MenuClickEventInfo 오브젝트의 id 속성값을 처리하

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541 Popupmenu 컴포넌트의 levelcolumn 컬럼값이 짝수일 때 스타일이 Bold로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207 PopupMenu 컴포넌트의 첫 번째 Item에 하위 Item이 없는 경우 방향키 입력 시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76053 PopupMenu 컴포넌트의 checkboxcolunm속성값을 설정한 경우에 체크박스가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74442 PopupMenu 컴포넌트의 levelcolumn 값이 2 이상인 경우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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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tch

RP 설명

76369 Sketch 컴포넌트의 saveSketchToFile 메소드 호출 시 파일명이 없는 경우 에러로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

했습니다.

Spin

RP 설명

76589 Spin 컴포넌트의 텍스트 편집 영역에 입력한 값을 다른 값으로 처리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

저, IE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Static

RP 설명

76652 Static 컴포넌트에서 usedecorate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한 경우 text 속성값에 "<" 문자가 포함된 경우 문자열

이 표시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Tab

RP 설명

76686 Tab 컴포넌트 TabButtonItemControl 오브젝트의 -nexa-edge 속성 적용 시 애플리케이션이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682 Tab 컴포넌트의 cssclass 속성값 설정 시 지정된 스타일이 적용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2287 Tab 컴포넌트 상단 경계선과 tabbutton 사이에 1px 정도 간격이 벌어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225 Tab 컴포넌트에서 TabPage를 삭제했을 때 마지막 TabPage로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WebBrowser

RP 설명

76594 WebBrowser 컴포넌트에서 getProperty 메소드로 window 객체를 가져오려 할때 null로 반환되는 오류를 수

정했습니다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기타 (컴포넌트 / 오브젝트)

RP 설명

76546 컴포넌트의 move 메소드 파라미터에 vLeft, vTop 값만 입력했을 때 메소드가 처리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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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60 getPopupFrames 메소드 실행 시 실제 프레임 오브젝트를 획득하지 못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823 Edit, TextArea 컴포넌트의 inputtype 속성값을 "digit"로 설정한 경우 특수문자가 입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

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6788 컴포넌트의 cssclass 속성에 선택자를 지정해 폰트를 변경하는 경우 폰트가 변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475 HTTP 통신중 서버가 셧다운 되는 경우 잘못된 오류 코드(10408)를 출력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RP 설명

59.5.2 디바이스 API

RP 설명

75338 Sms 오브젝트의 recvStart 메소드를 실행 해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onrecvmessage 이벤트가 여러 번 발생하

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75337 Sms 오브젝트의 recvStop 메소드 호출 후에도 onrecvmessage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안드

로이드 넥사크로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59.5.3 넥사크로 스튜디오

RP 설명

76806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2개 이상의 XADL 파일을 에디터에서 실행한 상태에서 에디터의 크기를 변경하면 스크

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805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XADL 파일을 에디터에서 실행한 경우 ChildFrame 오브젝트의 formurl 속성을 지정했

다면 화면 전환 시 잔상이 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793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Plugin 컴포넌트를 디자인 화면에 배치하고 더블 클릭 시 잘못된 에디터가 실행되는 오

류를 수정했습니다.

76780 넥사크로 스튜디오 스크립트 에디터에서 ErrorEventInfo 오브젝트에 대한 intellisense 정보가 잘못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68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기본 테마를 선택하고 GridCellControl 항목을 클릭했을 때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609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테마 편집 시 속성창에 이미지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속성의 경우 이미지 목록에 테마명

이 포함되어 표시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873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Form 영역 밖에 컴포넌트를 배치한 경우 스크롤 시 잔상이 남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046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모듈(json)을 추가하고 [Package > Archive Manager] 메뉴에서 아카이브를 수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제너레이팅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7022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Theme Editor에서 Multi Selector의 구분자(,)를 삭제한 뒤 해당 Selector를 선택하는 경

우 비정상 종료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5680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Grid Contents Editor에서 Cell 오브젝트의 cursor 속성을 설정하는 경우 마우스 커서가

변경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2017년 11월 (17.0.0.201) | 670

59.5.4 기타

RP 설명

76559 nexacrodeploy17.exe 실행 시 Deploy(-D 옵션)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76341 IFRAME 태그를 사용해 넥사크로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로딩하는 경우 마우스 휠 스크롤이 잘못 동작하는 오류

를 수정했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73026 모바일 기기에서 가로모드로 변경 시 주소창에 가려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iOS 운영체제에서 발생한 오류

입니다).

59.6 도움말 수정 및 추가

RP 설명

76960 도움말 항목 중 Sms 오브젝트의 deleteMessage 메소드 설명에 운영체제 버전별 제약사항 문구를 추가했습니

다.

76895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cellmovingtype 속성값의 제약 사항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76846 도움말 항목 중 Dataset 오브젝트의 saveBIN 메소드 지원 환경을 수정했습니다.

76713 도움말 항목 중 Static 컴포넌트의 fittocontents 속성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76606 도움말 항목 중 WebBrowser 컴포넌트의 callMethod 메소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76588 도움말 항목 중 Grid 컴포넌트의 selectRow 메소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76450 도움말 항목 중 Edit 컴포넌트의 displaynulltext 속성값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69670 도움말 항목 중 Application, Form 오브젝트의 transation 메소드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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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크로 스튜디오 옵션에서 [Script > Version] 항목값을 "ES6"로 설정했을때 17.1.3.400 미만 버전에서아래 목록

의 코드는 스크립트 편집 또는 Generate 시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 분류는 ECMAScript compatibility tables 목록을 사용했습니다.

https://kangax.github.io/compat-table/es6/

https://github.com/kangax/compat-table

17.1.3.100 이후 버전에 순차적으로 정상 동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목 제목 옆에 버전 표시가 있으면 해당 버전부터는 스튜디오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항목입니다.

Modules, Array.prototype.values 는 넥사크로 스튜디오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NRE에서 지원하지 않

습니다.

● Modules

https://262.ecma-international.org/6.0/#sec-modules

https://262.ecma-international.org/6.0/#sec-imports

https://developer.mozilla.org/en-US/docs/Web/JavaScript/Guide/Modules

● Array.prototype.values

https://262.ecma-international.org/6.0/#sec-array.prototype.values

A.1 sy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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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 default function parameters (17.1.3.200)

Feature name example

defaults can refer to previous params trace( (function (a, b = a) { return b === 5; }(5)) );

separate scope trace( (function(a=function(){

return typeof b === 'undefined';

}){

var b = 1;

return a();

}()) );

A.1.2 rest parameters (17.1.3.300)

Feature name example

basic functionality trace( (function (foo, ...args) {

return args instanceof Array && args + " === "bar,baz";

}("foo", "bar", "baz")) );

function 'length' property trace( function(a, ...b){}.length === 1 && function(...c){}.length

=== 0 );

arguments object interaction trace( (function (foo, ...args) {

foo = "qux";

// The arguments object is not mapped to the

// parameters, even outside of strict mode.

return arguments.length === 3

&& arguments[0] === "foo"

&& arguments[1] === "bar"

&& arguments[2] === "baz";

}("foo", "bar", "baz")) );

can't be used in setters trace( (function (...args) {

try {

eval("({set e(...args){}})");

} catch(e) {

return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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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 spread syntax for iterable objects (17.1.3.400)

Feature name example

with arrays, in function calls trace( Math.max(...[1, 2, 3]) === 3 );

with arrays, in array literals trace( [...[1, 2, 3]][2] === 3 );

with sparse arrays, in function calls var a = Array(...[,,]);

trace( "0" in a && "1" in a && '' + a[0] + a[1] === "unde

finedundefined" );

with sparse arrays, in array literals var b = [...[,,]];

trace( "0" in b && "1" in b && '' + b[0] + b[1] === "unde

finedundefined" );

with strings, in function calls trace( Math.max(..."1234") === 4 );

with strings, in array literals trace( ["a", ..."bcd", "e"][3] === "d" );

with astral plane strings, in function calls trace( Array(..."��")[0] === "�" );

with astral plane strings, in array literals trace( [..."��"][0] === "�" );

spreading non-iterables is a runtime error try {

Math.max(...2);

} catch(e) {

return Math.max(...[1, 2, 3]) === 3;

}

with generator instances, in calls var iterable = (function*(){ yield 1; yield 2; yield 3; }());

trace( Math.max(...iterable) === 3 );

with generator instances, in arrays var iterablee = (function*(){ yield "b"; yield "c"; yield "d"; }())

;

return ["a", ...iterablee, "e"][3] === "d";

A.1.4 object literal extensions MDN (17.1.3.400)

Feature name example

computed properties var xx = 'yyy';

return ({ [xx]: 1 }).yyy === 1;

string-keyed shorthand methods return ({ "foo bar"() { return 4; } })["foo bar"]() === 4;

computed shorthand methods var xxxxx = 'y';

return ({ [xxxxx](){ return 1 } }).y()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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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d accessors var xtr = 'y',

valueSet,

obj = {

get [xtr] () { return 1 },

set [xtr] (value) { valueSet = value }

};

obj.y = 'foo';

return obj.y === 1 && valueSet === 'foo';

Feature name example

A.1.5 for..of loops (17.1.3.400)

Feature name example

with arrays var arr = [5];

for (var item of arr)

return item === 5;

with sparse arrays var aarr = [,,];

var count = 0;

for (var item of aarr)

count += (item === void undefined);

return count === 2;

with strings var str = "";

for (var item of "foo")

str += item;

return str === "foo";

with astral plane strings var strr = "";

for (var item of "��")

strr += item + " ";

return strr === "� � ";

with generator instances var resultt = "";

var iterablee = (function*(){ yield 1; yield 2; yield 3;

}());

for (var item of iterablee) {

resultt += item;

}

trace( resultt === "123" );

with generic iterables var ressult = "";

var itterable = global.__createIterableObject([1, 2, 3]);

for (var item of itterable) {

ressult += i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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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 result === "123" );

with instances of generic iterables trace( "5-7.with instances of generic iterables" );

var resuult = "";

var iteraable = global.__createIterableObject([1, 2, 3]);

for (var item of Object.create(iteraable)) {

resuult += item;

}

trace( result === "123" );

iterator closing, break var closed = false;

var iter = __createIterableObject([1, 2, 3], {

'return': function(){ closed = true; return {}; }

});

for (var it of iter) break;

trace( closed );

iterator closing, throw trace( "5-9. iterator closing, throw" );

var closedd = false;

var iterr = __createIterableObject([1, 2, 3], {

'return': function(){ closedd = true; return {}; }

});

try {

for (var it of iterr) throw 0;

} catch(e){}

trace( closedd );

Feature name example

A.1.6 object literal extensions (17.1.3.300)

Feature name example

octal literals trace( 0o10 === 8 && 0O10 === 8 );

binary literals trace( 0b10 === 2 && 0B10 === 2 );

A.1.7 template literals (17.1.3.300)

Feature name example

basic functionality

var a = "ba", b = "QUX";

trace ( `foo bar

${a + "z"} ${b.toLowerCase()}` === "foo bar\nbaz qu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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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ged template literals var callled = false;

function fnn(parts, a, b) {

callled = true;

return parts instanceof Array &&

parts[0] === "foo" &&

parts[1] === "bar\n" &&

parts.raw[0] === "foo" &&

parts.raw[1] === "bar\\n" &&

a === 123 &&

b === 456;

}

trace( fnn foo${123}bar\n${456} && callled );

passed array is frozen trace( (function(parts) {

return Object.isFrozen(parts) && Object.isFrozen(parts.r

aw);

}) foo${0}bar${0}baz );

TemplateStrings call site caching function strings(array) {

return array;

}

function getStrings() {

return stringsfoo;

}

var original = getStrings();

var other = stringsfoo;

trace( original === getStrings() && original !== other );

TemplateStrings permanent caching function strings(array) {

return array;

}

function getStrings() {

return stringsfoo;

}

var ooriginal = getStrings();

var newed = new getStrings();

trace( ooriginal === getStrings() && ooriginal === newed

);

Feature name example

A.1.8 destructuring, declarations (17.1.3.400)

Feature name example

with arrays trace( "9-1. with arrays" );

var [a, , [b], c] = [5, null,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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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 a === 5 && b === 6 && c === void undefined );

with sparse arrays

var [a, , b] = [,,,];

trace( a === void undefined && b === void undefined );

computed properties var qux = "corge";

var { [qux]: grault } = { corge: "garply" };

trace( grault === "garply" );

multiples in a single var statement

var [a,b] = [5,6], {c,d} = {c:7,d:8};

trace( a === 5 && b === 6 && c === 7 && d === 8 );

nested

var [e, {x:f, g}] = [9, {x:10}];

var {h, x:[i]} = {h:11, x:[12]};

trace( e === 9 && f === 10 && g === void undefined

&& h === 11 && i === 12 );

in for-in loop heads for(var [i, j, k] in { qux: 1 }) {

trace( i === "q" && j === "u" && k === "x" );

}

in catch heads try {

throw [1,2];

} catch([i,j]) {

try {

throw { k: 3, l: 4 };

} catch({k, l}) {

trace( i === 1 && j === 2 && k === 3 && l === 4 );

}

}

defaults var {a = 1, b = 0, z:c = 3} = {b:2, z:undefined};

var [d = 0, e = 5, f = 6] = [4,,undefined];

trace( a === 1 && b === 2 && c === 3

&& d === 4 && e === 5 && f === 6 );

defaults, let temporal dead zone var {a, b = 2} = {a:1};

try {

eval("let {c = c} = {};");

trace( false );

} catch(e){}

try {

eval("let {c = d, d} = {d:1};");

trace( false );

} catch(e){}

trace( a === 1 && b === 2 );

with generator instances var [a, b, c] = (function*(){ yield 1; yield 2; }());

Feature nam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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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 a === 1 && b === 2 && c === void undefined );

Feature name example

A.1.9 destructuring, assignment (17.1.3.400)

Feature name example

with objects var cg,dg,eg;

({cg, x:dg, eg} = {cg:7, x:8});

trace( cg === 7 && dg === 8 && eg === void undefined );

object destructuring with primitives var toFixed, slice;

({toFixed} = 2);

({slice} = '');

trace( toFixed === Number.prototype.toFixed

&& slice === String.prototype.slice );

trailing commas in object patterns var am;

({am,} = {am:1});

trace( am === 1 );

throws on null and undefined var aadd,bdd;

try {

({aadd} = null);

trace( false );

} catch(e) {

if (!(e instanceof TypeError))

trace( false );

}

try {

({bdd} = void undefined);

trace( false );

} catch(e) {

if (!(e instanceof TypeError))

trace( false );

}

trace( true );

computed properties var grault, qux = "corge";

({ [qux]: grault } = { corge: "garply" });

trace( grault === "garply" );

nested var ec,fc,gc,hc,ic;

[ec, {x:fc, gc}] = [9, {x:10}];

({hc, x:[i]} = {hc:11, x:[12]});

trace( ec === 9 && fc === 10 && gc === void undefined

&& hc === 11 && ic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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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s var aff,bff,cff,dff,eff,fff;

({aff = 1, bff = 0, z:cff = 3} = {bff:2, z:undefined});

[dff = 0, eff = 5, fff = 6] = [4,,undefined];

trace( aff === 1 && bff === 2 && cff === 3

&& dff === 4 && eff === 5 && fff === 6 );

with generator instances var a,b,c;

[a, b, c] = (function*(){ yield 1; yield 2; }());

trace ( a === 1 && b === 2 && c === void undefined );

Feature name example

A.1.10 destructuring, parameter (17.1.3.400)

Feature name example

with arrays trace( function([afg, , [bfg], cfg]) {

return afg === 5 && bfg === 6 && cfg === void undefined;

}([5, null, [6]])) );

with sparse arrays trace( function([awt, , bwt]) {

return awt === void undefined && bwt === void undefined;

}([,,,]) );

with strings trace( function([xva, xvb, xvc]) {

return xva === "a" && xvb === "b" && xvc === void undef

ined;

}("ab") );

with astral plane strings tace( function([cy]) {

return cy === "�";

}("��") );

with generic iterables trace( function([aui, bui, cui]) {

return aui === 1 && bui === 2 && cui === void undefined;

}(global.__createIterableObject([1, 2])) );

with instances of generic iterables trace( function([acd, bcd, ccd]) {

return acd === 1 && bcd === 2 && ccd === void undefined;

}(Object.create(global.__createIterableObject([1, 2]))) );

iterator closing var closedrt = false;

var iterrt = global.__createIterableObject([1, 2, 3], {

'return': function(){ closedrt = true; return {}; }

});

(function([ahh,bhh]) {}(iterrt));

trace( closedrt );

trailing commas in iterable patterns trace( function([ai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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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aiu === 1;

}([1]) );

with objects

trace( function({cja, x:dja, eja}) {

return cja === 7 && dja === 8 && eja === void undefined;

}({cja:7, x:8}) );

object destructuring with primitives trace( function({toFixed}, {slice}) {

return toFixed === Number.prototype.toFixed

&& slice === String.prototype.slice;

}(2,'') );

trailing commas in object patterns trace( function({ave,}) {

return ave === 1;

}({ave:1}) );

computed properties var qux = "corge";

trace( function({ [qux]: grault }) {

return grault === "garply";

}({ corge: "garply" }) );

nested trace( function([ear, {x:far, gar}], {har, x:[i]}) {

return ear === 9 && far === 10 && gar === void undefine

d

&& har === 11 && iar === 12;

}([9, {x:10}],{har:11, x:[12]}) );

'arguments' interaction trace( (function({ajn, x:bjn, y:ejn}, [cjn, djn]) {

return arguments[0].ajn === 1 && arguments[0].x === 2

&& !("y" in arguments[0]) && arguments[1] + '' === "3,4";

}({ajn:1, x:2}, [3, 4])) );

in parameters, function 'length' property trace( function({gha, ghb}, [ghc, ghd]){}.length === 2 );

rest

trace( function([sfa, ...sfb], [sfc, ...sfd]) {

return sfa === 3 && sfb instanceof Array && (sfb + "")

=== "4,5" &&

sfc === 6 && sfd instanceof Array && sfd.length === 0;

}([3, 4, 5], [6]) );

empty patterns trace( function ([],{}){

return arguments[0] + '' === "3,4" && arguments[1].x ==

= "foo";

}([3,4],{x:"foo"}) );

defaults trace( (function({aon = 1, bon = 0, con = 3, x:don = 0, y:eon = 5},

[f = 6, g = 0, h = 8]) {

return aon === 1 && bon === 2 && con === 3 && don === 4

&&

eon === 5 && fon === 6 && gon === 7 && hon === 8;

}({bon:2, con:undefined, x:4},[, 7, undefined])) );

Feature nam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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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s, separate scope trace( (function({anm=function(){

return typeof bnm === 'undefined';

}}){

var bnm = 1;

return anm();

}({})) );

aliased defaults, arrow functions trace( ((afw, {b: xfw = 0, c: yfw = 3}) => {

return afw === 1 && xfw === 2 && yfw === 3;

})(1, {b: 2}) );

shorthand defaults, arrow function trace( ((amv, {bmv = 0, cmv = 3}) => {

return amv === 1 && bmv === 2 && cmv === 3;

})(1, {bmv: 2}) );

with generator instances trace( function([awd, bwd, cwd]) {

return awd === 1 && bwd === 2 && cwd === void undefined;

}(function*(){ yield 1; yield 2; }()) );

Feature name example

A.1.11 Unicode code point escapes (17.1.3.400)

Feature name example

in identifiers var \u{102C0} = 2;

trace( \u{102C0} === 2 );

in property key definitions var o = { \u{102C0} : 2 };

trace( o['\ud800\udec0'] === 2 );

in property key accesses var og = { '\ud800\udec0' : 2 };

trace( og.\u{102C0} === 2 );

A.1.12 new.target (17.1.3.400)

Feature name example

in constructors var passeds = false;

new function fu() {

passeds = (new.target === fu);

}();

(function() {

passeds &= (new.target === void undefined);



넥사크로 스튜디오 ES6 버전 별 미지원 현황 | 682

}());

return passeds;

assignment is an early error var passede = false;

new function ft() {

passede = (new.target === ft);

}();

try {

Function("new.target = function(){};");

} catch(e) {

return passede;

}

Feature name example

A.2 Bindings

A.2.1 const (17.1.3.400)

Feature name example

is block-scoped const barr = 123;

{ const barr = 456; }

trace( barr === 123 );

scope shadow resolution try {

{ const bare = 456; }

const bare = 123;

trace( bare === 123 );

} catch(e) {

trace( false );

}

for loop statement scope const bazf = 1;

for(const bazf = 0; false;) {}

trace( bazf === 1 );

for-in loop iteration scope var scopesoy = [];

for(const i in { a:1, b:1 }) {

scopesoy.push(function(){ return i; });

}

trace( (scopes[0]() === "a" && scopes[1]() === "b") );

is block-scoped (strict mode) use 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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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 baruy = 123;

{ const baruy = 456; }

trace( baruy === 123 );

scope shadow resolution (strict mode) use strict';

try {

{ const barim = 456; }

const barim = 123;

trace( barim === 123 );

} catch(e) {

trace( false );

}

for loop statement scope (strict mode) use strict';

const bazzf = 1;

for(const bazzf = 0; false;) {}

trace( bazzf === 1 );

for-in loop iteration scope (strict mode)

use strict';

var scopeszg = [];

Feature nam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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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onst i in { a:1, b:1 }) {

scopeszg.push(function(){ return i; });

}

trace( (scopes[0]() === "a" && scopes[1]() === "b") );

for-of loop iteration scope var scopesgf = [];

for(const i of ['a','b']) {

scopesgf.push(function(){ return i; });

}

trace( (scopesgf[0]() === "a" && scopesgf[1]() === "b") );

for-of loop iteration scope (strict mode) 'use strict';

var scopeskj = [];

for(const i of ['a','b']) {

scopeskj.push(function(){ return i; });

}

trace( (scopes[0]() === "a" && scopes[1]() === "b") );

Feature name example

A.3 Functions

A.3.1 arrow functions (17.1.3.400)

Feature name example

0 parameters trace( (() => 5)() === 5 );

this' unchanged by call or apply var dgbn = { xgbn : "foo", ygbn : function() { return () => this.x

gbn; }};

var egbn = { xgbn : "bar" };

trace( dgbn.ygbn().call(e) === "foo" && dgbn.ygbn().apply

(e) === "foo" );

no line break between params and => tra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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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 { Function("x\n => 2")(); } catch(e) { trace( true

); }

})() );

correct precedence trace( (() => {

try { Function("0 || () => 2")(); } catch(e) { trace( t

rue ); }

})() );

lexical 'super' binding in methods

class B {

qux() {

return "quux";

}

}

class C extends B {

baz() {

return x => super.qux();

}

}

var arrow = new C().baz();

trace("lexical 'super' binding in methods : " + ( arrow() === "qu

ux" ) );

lexical 'new.target' binding function CT() {

trac x => new.target;

}

trace( new CT()() === CT && CT()() === void undefined );

Feature name example

A.3.2 class (17.1.3.400)

Feature name example

class statement class CY {}

trace( typeof CY === "function" );

is block-scoped class CU {}

var c1 = CU;

{

class CU {}

var c2 = CU;

}

trace( CU === c1 );

class expression trace( typeof class TC {} === "function" );

anonymous class trace( typeof class {} === "fun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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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or class CWR {

constructor() { this.x = 1; }

}

trace( CWR.prototype.constructor === CWR

&& new CWR().x === 1 );

prototype methods class CYU {

method() { return 2; }

}

trace( typeof CYU.prototype.method === "function"

&& new CYU().method() === 2 );

string-keyed methods class CUI {

"foo bar"() { return 2; }

}

trace( typeof CUI.prototype["foo bar"] === "function"

&& new CUI()["foo bar"]() === 2 );

computed prototype methods var foo = "method";

class CKJ {

[foo]() { trace( 2 ); }

}

trace( typeof CKJ.prototype.method === "function"

&& new CKJ().method() === 2 );

static methods class CGB {

static method() { return 3; }

}

return typeof CGB.method === "function"

&& CGB.method() === 3;

computed static methods var foo = "method";

class CCD {

static [foo]() { return 3; }

}

trace( typeof CCD.method === "function"

&& CCD.method() === 3 );

computed accessor properties var garply = "foo", grault = "bar", baz = false;

class CPC {

get [garply]() { return "foo"; }

set [grault](x) { baz = x; }

}

new CPC().bar = true;

trace( new CPC().foo === "foo" && baz );

class name is lexically scoped class CDI {

method() { return typeof C === "function"; }

}

var MT = CDI.prototype.method;

Feature nam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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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I = void undefined;

trace( CDI === void undefined && MT() );

computed names, temporal dead zone try {

var BTY = class CTY {

[CTY](){}

}

} catch(e) {

trace( true );

}

methods aren't enumerable class COO {

foo() {}

static bar() {}

}

trace( !COO.prototype.propertyIsEnumerable("foo") && !COO.

propertyIsEnumerable("bar") );

constructor requires new class CJN {}

try {

CJN();

}

catch(e) {

trace( true );

}

extends class BFW {}

class CFW extends BFW {}

trace( new CFW() instanceof BFW

&& BFW.isPrototypeOf(CFW) );

extends expressions var BOIU;

class COIU extends (BOIU = class {}) {}

trace( new COIU() instanceof BOIU

&& BOIU.isPrototypeOf(COIU) );

extends null class CSDF extends null {

constructor() { return Object.create(null); }

}

trace( Function.prototype.isPrototypeOf(CSDF)

&& Object.getPrototypeOf(CSDF.prototype) === null );

accessor properties var baz = false;

class CFO {

get foo() { return "foo"; }

set bar(x) { baz = x; }

}

new CFO().bar = true;

trace( new CFO().foo === "foo" && baz );

static accessor properties var garply = "foo", grault = "bar", baz = false;

Feature nam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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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RF {

static get [garply]() { return "foo"; }

static set [grault](x) { baz = x; }

}

CRF.bar = true;

trace( CRF.foo === "foo" && baz );

implicit strict mode class COP {

static method() { return this === void undefined; }

}

trace( (0,COP.method)() );

new.target var passedsdfg = false;

new function fsdfg() {

passedsdfg = new.targetsdfg === fsdfg;

}();

class ASDFG {

constructor() {

passedsdfg &= new.target === BSDFG;

}

}

class BSDFG extends ASDFG {}

new BSDFG();

trace( passedsdfg );

Feature name example

A.3.3 super (17.1.3.400)

Feature name example

in methods, property access class BJRI {}

BJRI.prototype.qux = "foo";

BJRI.prototype.corge = "baz";

class CJRI extends BJRI {

quux(a) { return super.qux + a + super["corge"]; }

}

CJRI.prototype.qux = "garply";

trace( new CJRI().quux("bar") === "foobarbaz" );

in methods, method calls class BKOP {

qux(a) { return "foo" + a; }

}

class CKOP extends BKOP {

qux(a) { return super.qux("bar" + 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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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 new CKOP().qux("baz") === "foobarbaz" );

method calls use correct 'this' binding class BCIW {

qux(a) { return this.foo + a; }

}

class CCIW extends BCIW {

qux(a) { return super.qux("bar" + a); }

}

var obj = new CCIW();

obj.foo = "foo";

trace( obj.qux("baz") === "foobarbaz" );

constructor calls use correct 'new.target'

binding

var passed;

class BXCV {

constructor() { passed = (new.target === CXCV); }

}

class CXCV extends BXCV {

constructor() { super(); }

}

new CXCV();

trace( passed );

is statically bound class BHPW {

qux() { return "bar"; }

}

class CHPW extends BHPW {

qux() { return super.qux() + this.corge; }

}

var obj = {

qux: CHPW.prototype.qux,

corge: "ley"

};

trace( obj.qux() === "barley" );

super() invokes the correct constructor var passed;

class BSPE {

constructor() {

passed = true;

}

};

BSPE.prototype.constructor = function () {

passed = false;

};

class CSPE extends BSPE { };

new CSPE;

trace( passed );

Feature nam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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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4 generators (17.1.3.400)

Feature name example

basic functionality function * generator(){

yield 5; yield 6;

};

var iteratorabc = generator();

var itemabc = iterator.next();

var passedabc = itemabc.value === 5 && itemabc.done === f

alse;

itemabc = iteratorabc.next();

passedabc &= itemabc.value === 6 && itemabc.done === fals

e;

itemabc = iteratorabc.next();

passedabc &= itemabc.value === void undefined && itemabc.

done === true;

trace( passedabc );

generator function expressions var generatorefb = function * (){

yield 5; yield 6;

};

var iteratorefb = generatorefb();

var itemefb = iteratorefb.next();

var passedefb = itemefb.value === 5 && itemefb.done === f

alse;

itemefb = iteratorefb.next();

passedefb &= itemefb.value === 6 && itemefb.done === fals

e;

itemefb = iteratorefb.next();

passedefb &= itemefb.value === void undefined && itemefb.

done === true;

trace( passedefb );

correct 'this' binding function * generatorr(){

yield this.x; yield this.y;

};

var iteratorvg = { g: generatorr, x: 5, y: 6 }.g();

var itemvg = iteratorvg.next();

var passedvg = itemvg.value === 5 && itemvg.done === fals

e;

itemvg = iteratorvg.next();

passedvg &= itemvg.value === 6 && itemvg.done === false;

itemvg = iteratorvg.next();

passedvg &= itemvg.value === void undefined && itemvg.don

e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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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 passedvg );

can't use 'this' with new function * generatorviq(){

yield this.x; yield this.y;

};

try {

(new generatorviq()).next();

}

catch (e) {

trace( true );

}

sending var sentkwp;

function * generatorkwp(){

sent = [yield 5, yield 6];

};

var iteratorkwp = generatorkwp();

iteratorkwp.next();

iteratorkwp.next("foo");

iteratorkwp.next("bar");

trace( sent[0] === "foo" && sent[1] === "bar" );

%GeneratorPrototype% function * generatorFnjp(){}

var ownProtojp = Object.getPrototypeOf(generatorFn());

var passedjp = ownProtojp === generatorFnjp.prototype;

var sharedProtojp = Object.getPrototypeOf(ownProto);

passedjp &= sharedProtojp !== Object.prototype &&

sharedProtojp === Object.getPrototypeOf(function*(){}.p

rototype) &&

sharedProtojp.hasOwnProperty('next');

trace( passedjp );

%GeneratorPrototype% prototype chain function * generatorFnlg(){}

var glg = generatorFnlg();

var ownProtolg = Object.getPrototypeOf(g);

var passedlg = ownProtolg === generatorFnlg.prototype;

var sharedProtolg = Object.getPrototypeOf(ownProto);

var iterProtolg = Object.getPrototypeOf(sharedProto);

passedlg &= iterProtolg.hasOwnProperty(Symbol.iterator) &

&

!sharedProtolg .hasOwnProperty(Symbol.iterator) &&

!ownProtolg .hasOwnProperty(Symbol.iterator) &&

g[Symbol.iterator]() === g;

Feature nam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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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 passedlg );

%GeneratorPrototype%.constructor function * ggs (){}

var iteratorgs = new ggs.constructor("a","b","c","yield a;

yield b; yield c;")(5,6,7);

var itemgs = iteratorgs.next();

var passedgs = item.value === 5 && itemgs.done === false;

itemgs = iteratorgs.next();

passedgs &= itemgs.value === 6 && itemgs.done === false;

itemgs = iteratorgs.next();

passedgs &= item.value === 7 && itemgs.done === false;

itemgs = iteratorgs.next();

passedgs &= itemgs.value === void undefined && itemgs.don

e === true;

passedgs &= ggs.constructor === (function*(){}).construct

or;

trace( passedgs );

%GeneratorPrototype%.throw var passedjkl = false;

function * generatorjkl(){

try {

yield 5; yield 6;

} catch(e) {

passedjkl = (e === "foo");

}

};

var iteratorjkl = generatorjkl();

iteratorjkl.next();

iteratorjkl.throw("foo");

trace( passedjkl );

%GeneratorPrototype%.return function * generatorbpq(){

yield 5; yield 6;

};

var iteratorbpq = generatorbpq();

var itembpq = iteratorbpq.next();

var passedbpq = itembpq.value === 5 && itembpq.done === f

alse;

itembpq = iteratorbpq.return("quxquux");

passedbpq &= itembpq.value === "quxquux" && itembpq.done

=== true;

itembpq = iteratorbpq.next();

passedbpq &= itembpq.value === void undefined && itembpq.

done === true;

trace( passedbpq );

yield operator precedence var passedpvh;

Feature nam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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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 generatorpvh(){

passed = yield 0 ? true : false;

};

var iteratorpvh = generatorpvh();

iteratorpvh.next();

iteratorpvh.next(true);

trace( passed );

yield *, arrays var iteratorqks = (function * generatorqks() {

yield * [5, 6];

}());

var itemqks = iteratorqks.next();

var passedqks = itemqks.value === 5 && itemqks.done === f

alse;

itemqks = iteratorqks.next();

passedqks &= itemqks.value === 6 && itemqks.done === fals

e;

itemqks = iteratorqks.next();

passedqks &= itemqks.value === void undefined && itemqks.

done === true;

trace( passedqks );

yield *, sparse arrays var iteratoryyy = (function * generatoryyy() {

yield * [,,];

}());

var itemyyy = iteratoryyy.next();

var passedyyy = itemyyy.value === void undefined && itemy

yy.done === false;

itemyyy = iteratoryyy.next();

passedyyy &= itemyyy.value === void undefined && itemyyy.

done === false;

itemyyy = iteratoryyy.next();

passedyyy &= itemyyy.value === void undefined && itemyyy.

done === true;

trace( passedyyy );

yield *, strings var iteratorooo = (function * generatorooo() {

yield * "56";

}());

var itemooo = iteratorooo.next();

var passedooo = itemooo.value === "5" && itemooo.done ===

false;

itemooo = iteratorooo.next();

passedooo &= itemooo.value === "6" && itemooo.done === fa

lse;

itemooo = iteratorooo.next();

passedooo &= itemooo.value === void undefined && item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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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 true;

trace( passedooo );

yield *, astral plane strings var iteratorwer = (function * generatorwer() {

yield * "��";

}());

var itemwer = iteratorwer.next();

var passedwer = itemwer.value === "�" && itemwer.done ===

false;

itemwer = iteratorwer.next();

passedwer &= itemwer.value === "�" && itemwer.done === fa

lse;

itemwer = iteratorwer.next();

passedwer &= itemwer.value === void undefined && itemwer.

done === true;

trace( passedwer );

yield *, generator instances var iteratorwmp = (function * generatorwmp() {

yield * (function*(){ yield 5; yield 6; yield 7; }());

}());

var itemwmp = iteratorwmp.next();

var passedwmp = itemwmp.value === 5 && itemwmp.done === f

alse;

itemwmp = iteratorwmp.next();

passedwmp &= itemwmp.value === 6 && itemwmp.done === fals

e;

itemwmp = iteratorwmp.next();

passedwmp &= itemwmp.value === 7 && itemwmp.done === fals

e;

itemwmp = iteratorwmp.next();

passedwmp &= itemwmp.value === void undefined && itemwmp.

done === true;

trace( passedwmp );

yield *, generic iterables var iteratorxkp = (function * generatorxkp() {

yield * global.__createIterableObject([5, 6, 7]);

}());

var itemxkp = iteratorxkp.next();

var passedxkp = itemxkp.value === 5 && itemxkp.done === f

alse;

itemxkp = iteratorxkp.next();

passedxkp &= itemxkp.value === 6 && itemxkp.done === fals

e;

itemxkp = iteratorxkp.next();

passedxkp &= itemxkp.value === 7 && itemxkp.done === fals

e;

itemxkp = iteratorxkp.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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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edxkp &= itemxkp.value === void undefined && itemxkp.

done === true;

trace( passedxkp );

yield *, instances of iterables var iteratoruqb = (function * generatoruqb() {

yield * Object.create(__createIterableObject([5, 6, 7]))

;

}());

var itemuqb = iteratoruqb.next();

var passeduqb = itemuqb.value === 5 && itemuqb.done === f

alse;

itemuqb = iteratoruqb.next();

passeduqb &= itemuqb.value === 6 && itemuqb.done === fals

e;

itemuqb = iteratoruqb.next();

passeduqb &= itemuqb.value === 7 && itemuqb.done === fals

e;

itemuqb = iteratoruqb.next();

passeduqb &= itemuqb.value === void undefined && itemuqb.

done === true;

trace( passeduqb );

yield * on non-iterables is a runtime error var iterator78 = (function * generator78() {

yield * [5];

}());

var item78 = iterator78.next();

var passed78 = item78.value === 5 && item78.done === fals

e;

iterator78 = (function * generator78() {

yield * 5;

}());

try {

iterator78.next();

} catch (e) {

trace( passed78 );

}

yield *, iterator closing var closed12 = '';

var iter12 = __createIterableObject([1, 2, 3], {

'return': function(){

closed12 += 'a';

trace( {done: true} );

}

});

var gen12 = (function* generator12(){

try {

yield *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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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ly {

closed12 += 'b';

}

})();

gen12.next();

gen12['return']();

trace( closed12 === 'ab' );

yield *, iterator closing via throw() var closed6 = false;

var iter6 = global.__createIterableObject([1, 2, 3], {

'throw': undefined,

'return': function() {

closed6 = true;

trace( {done: true} );

}

});

var gen6 = (function*(){

try {

yield *iter;

} catch(e){}

})();

gen6.next();

gen6['throw']();

trace( closed6 );

shorthand generator methods var o59 = {

* generator59() {

yield 5; yield 6;

},

};

var iterator59 = o.generator59();

var item59 = iterator59.next();

var passed59 = item59.value === 5 && item59.done === fals

e;

item59 = iterator59.next();

passed59 &= item59.value === 6 && item59.done === false;

item59 = iterator59.next();

passed59 &= item59.value === void undefined && item59.don

e === true;

trace( passed59 );

string-keyed shorthand generator metho

ds

var o80 = {

* "foo bar"() {

yield 5; yield 6;

},

};

var iterator80 = o80["foo bar"]();

Feature nam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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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item80 = iterator80.next();

var passed80 = item80.value === 5 && item80.done === fals

e;

item80 = iterator80.next();

passed80 &= item80.value === 6 && item80.done === false;

item = iterator.next();

passed80 &= item80.value === void undefined && item80.don

e === true;

trace( passed80 );

computed shorthand generators var garply46 = "generator46";

var o46 = {

* [garply46] () {

yield 5; yield 6;

},

};

var iterator46 = o.generator46();

var item46 = iterator46.next();

var passed46 = item46.value === 5 && item46.done === fals

e;

item46 = iterator46.next();

passed46 &= item46.value === 6 && item46.done === false;

item46 = iterator46.next();

passed46 &= item46.value === void undefined && item46.don

e === true;

trace( passed46 );

shorthand generator methods, classes class C44 {

* generator44() {

yield 5; yield 6;

}

};

var iterator44 = new C44().generator44();

var item44 = iterator44.next();

var passed44 = item44.value === 5 && item44.done === fals

e;

item44 = iterator44.next();

passed44 &= item44.value === 6 && item44.done === false;

item44 = iterator44.next();

passed44 &= item44.value === void undefined && item44.don

e === true;

trace( passed44 );

computed shorthand generators, classes var garplydpbb = "generatordpbb";

class Cdpbb {

* [garplydpbb] () {

yield 5; yiel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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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r iteratordpbb = new C().generatordpbb();

var itemdpbb = iteratordpbb.next();

var passeddpbb = itemdpbb.value === 5 && itemdpbb.done ==

= false;

itemdpbb = iteratordpbb.next();

passeddpbb &= itemdpbb.value === 6 && itemdpbb.done === f

alse;

itemdpbb = iteratordpbb.next();

passeddpbb &= itemdpbb.value === void undefined && itemdp

bb.done === true;

trace( passeddpbb );

shorthand generators can't be construct

ors

class C612 {

* generator612() {

yield 5; yield 6;

}

};

try {

Function("class D612 { * constructor() { return {}; } }"

);

} catch(e) {

trace( true );

}

Feature name example

A.4 Built-ins

A.4.1 Reflect (17.1.3.400)

Feature name example

Reflect.construct sets new.target meta-p

roperty

return Reflect.construct(function(a, b, c) {

if (new.target === Object) {

this.qux = a + b + c;

}

}, ["foo", "bar", "baz"], Object).qux === "foobarb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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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2 well-known symbols (17.1.3.400)

Feature name example

Symbol.species, RegExp.prototype[Symb

ol.split]

var passed = false;

var obj = { constructor: {} };

obj[Symbol.split] = RegExp.prototype[Symbol.split];

obj.constructor[Symbol.species] = function() {

passed = true;

return /./;

};

"".split(obj);

return passed;

Symbol.toStringTag affects existing built-

ins

var s = Symbol.toStringTag;

var passed = true;

[

[Array.prototype, []],

[String.prototype, ''],

[arguments, arguments],

[Function.prototype, function(){}],

[Error.prototype, new Error()],

[Boolean.prototype, true],

[Number.prototype, 2],

[Date.prototype, new Date()],

[RegExp.prototype, /./]

].forEach(function(pair){

pair[0][s] = "foo";

passed &= (Object.prototype.toString.call(pair[1]) === "[object

foo]");

delete pair[0][s];

});

return passed;

Symbol.toStringTag, new built-ins var passed = true;

var s = Symbol.toStringTag;

[

[String, "String Iterator"],

[Array, "Array Iterator"],

[Map, "Map Iterator"],

[Set, "Set Iterator"]

].forEach(function(pair){

var iterProto = Object.getPrototypeOf(new pair[0]()[Symbol.itera

tor]());

passed = passed

&& iterProto.hasOwnProperty(s)



넥사크로 스튜디오 ES6 버전 별 미지원 현황 | 700

&& iterProto[s] === pair[1];

});

passed = passed

&& Object.getPrototypeOf(function*(){})[s] === "GeneratorFunctio

n"

&& Object.getPrototypeOf(function*(){}())[s] === "Generator"

&& Map.prototype[s] === "Map"

&& Set.prototype[s] === "Set"

&& ArrayBuffer.prototype[s] === "ArrayBuffer"

&& DataView.prototype[s] === "DataView"

&& Promise.prototype[s] === "Promise"

&& Symbol.prototype[s] === "Symbol"

&& typeof Object.getOwnPropertyDescriptor(

Object.getPrototypeOf(Int8Array).prototype, Symbol.toStringTag

).get === "function";

return passed;

Feature name example

A.5 Built-in extensions

A.5.1 function "name" property (17.1.3.400)

Feature name example

shorthand methods (no lexical binding) var f = "foo";

return ({f() { return f; }}).f() === "foo";

symbol-keyed methods var sym1 = Symbol("foo");

var sym2 = Symbol();

var o = {

[sym1]: function(){},

[sym2]: function(){}

};

return o[sym1].name === "[foo]" &&

o[sym2].name === "";

class statements class foo {};

class bar { static name() {} };

return foo.name === "foo" &&

typeof bar.name ===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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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xpressions return class foo {}.name === "foo" &&

typeof class bar { static name() {} }.name === "function";

variables (class) var foo = class {};

var bar = class baz {};

var qux = class { static name() {} };

return foo.name === "foo" &&

bar.name === "baz" &&

typeof qux.name === "function";

object methods (class) var o = { foo: class {}, bar: class baz {}};

o.qux = class {};

return o.foo.name === "foo" &&

o.bar.name === "baz" &&

o.qux.name === "";

class static methods class C { static foo(){} };

return C.foo.name === "foo";

Feature name example

A.6 Misc

A.6.1 Proxy, internal 'get' calls (17.1.3.400)

Feature name example

IteratorComplete, IteratorValue // IteratorComplete -> Get -> [[Get]]

// IteratorValue -> Get -> [[Get]]

var get = [];

var iterable = {};

iterable[Symbol.iterator] = function() {

return {

next: function() {

return new Proxy({ value: 2, done: false }, { get: function(o, k)

{ get.push(k); return o[k]; }});

}

};

}

var i = 0;

for(var e of iterable) {

if (++i >= 2)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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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get + '' === "done,value,done,value";

Feature name example

A.6.2 miscellaneous (17.1.3.400)

Feature name example

no semicolon needed after do-while do {} while (false) return true;

A.7 Annex b

A.7.1 String.prototype HTML methods (17.1.3.400)

Feature name example

existence var i, names = ["anchor", "big", "bold", "fixed", "fontcolor", "fo

ntsize",

"italics", "link", "small", "strike", "sub", "sup"];

for (i = 0; i < names.length; i++) {

if (typeof String.prototype[names[i]] !== 'function') {

return false;

}

}

return true;

tags' names are lowercase var i, names = ["anchor", "big", "bold", "fixed", "fontcolor", "fo

ntsize",

"italics", "link", "small", "strike", "sub", "sup"];

for (i = 0; i < names.length; i++) {

if (""[names[i]]().toLowerCase() !== ""[names[i]]()) {

return false;

}

}

return true;

quotes in arguments are escaped var i, names = ["anchor", "fontcolor", "fontsize", "link"];

for (i = 0; i < names.length; i++) {

if (""[names[i]]('"') !== ""[names[i]]('&' + 'quot;')) {

return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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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turn true;

Feature name example

A.7.2 RegExp syntax extensions (17.1.3.400)

Feature name example

hyphens in character sets return /[\w-_]/.exec("-")[0] === "-";

invalid character escapes return /\z/.exec("\\z")[0] === "z"

&& /[\z]/.exec("[\\z]")[0] === "z";

invalid control-character escapes return /\c2/.exec("\\c2")[0] === "\\c2";

invalid Unicode escapes return /\u1/.exec("u1")[0] === "u1"

&& /[\u1]/.exec("u")[0] === "u";

invalid hexadecimal escapes return /\x1/.exec("x1")[0] === "x1"

&& /[\x1]/.exec("x")[0] === "x";

incomplete patterns and quantifiers return /x{1/.exec("x{1")[0] === "x{1"

&& /x]1/.exec("x]1")[0] === "x]1";

octal escape sequences return /\041/.exec("!")[0] === "!"

&& /[\041]/.exec("!")[0] === "!";

invalid backreferences become octal esca

pes

return /\41/.exec("!")[0] === "!"

&& /[\41]/.exec("!")[0] === "!";

A.7.3 HTML-style comments (17.1.3.400)

Feature name example

HTML-style comments "--> A comment

<!-- Another comment

var a = 3; <!-- Another comment

return a === 3;"

var a = 3; return a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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